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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1 서 론

연구배경1.

여성가구주1) 비율은 년도 이후 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통계청 자1975 2010 .

료에 의하면 년 천가구 였던 여성 가구주 비율은 년 로2005 21.9%(3,485 ) 2010 25.9%

증가하였으며 이혼과 미혼 가구주는 년 각각 에서 년4% 1975 4.3%, 11.8% 2010

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16.0%, 22.3% .

여성가구주의 경우 상대적으로 남성가구주 보다 빈곤에 처할 위험이 높다 년 가. 2000

구소비실태조사를 이용한 가구주 성별 빈곤가구 분석에 의하면 남성가구주 중 빈곤가,

구의 비율은 인 반면 여성가구주 중 빈곤 가구의 비율은 로 여성 가구주7.0% , 21.0%

가 빈곤에 처할 위험이 남성가구주의 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석재은 김용하3 .( , ,

김태완, 2003)

한부모 여성가구2)의 경우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년 가구였던 것이1995 787,574 2010

년 가구로 년 사이 가 증가하였다 년 한부모 남성가구는1,246,690 10 63% . 2010

가구로 여성가구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347,448 28% .

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조사에 따르면 한부모 여성가구는 전체 수‘2010 ’

급자 중 를 차지 한부모 남성가구가 차지하는 비율인 에 비해 배나 높은 것10% , 2% 5

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부모 여성가구의 빈곤은 자녀 교육 등에 대한 투자로 이어져 세대를 대물림 될 가능

성이 높다 소득 분위 하위 가구와 분위 상위 가구 학원 교육비 지출을. 1 ( 20%) 5 ( 20%)

비교한 결과 배 이상의 투자 격차가 나타나고 그 격차는 학력에 따른 소득격차로 이어7

지기 때문이다.3)

1) 여성가구주 가족의 생계 책임을 맡고 있는 여성:
배우자가 부재한 경우뿐 아니라 배우자가 있는 경우와 미혼여성까지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으로서 주
민등록에 세대주로 등록되어 있는 여성을 가리킨다 즉 사별 혹은 이혼 등으로 인해 남성 배우자가 없.
는 가구 배우자가 부양자로서의 기능을 하지 않는 유배우자 가구 그리고 미혼 가구에서 여성이 세대, ,
주인 가구가 이에 포함되며 여성가장과 비슷한 의미로 사용된다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 .( , , 2011)

2) 한부모 여성가구 일반가구 중 여성 한부모와 미혼자녀로 구성:
3) 년 분기 월 월 평균 정규 교육비 지출액은 소득 분위 하위 가구의 경우 만 원2011 2 (4~6 ) 1 ( 20%) 1 2766

인데 반해 분위 상위 가구는 만 원이었다 이러한 격차는 학원 교육비에서 더욱 커진다5 ( 20%) 5 8733 . .
분위 하위 가구의 분기 학생 학원 교육비 지출액은 만 원에 비해 분위 상위 가구1 ( 20%) 2 4 114 5 ( 20%)

는 만 원으로 분위와 분위의 학원 교육비 차이가 배에 이른다 통계청28 4832 1 5 7.1 .( ,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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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재단은 이와 같이 자녀를 홀로 양육하고 있는 여성가장의 지속적 증가 여성의,

빈곤화 빈곤가구의 가난 대물림 등의 사회문제에 관심을 갖고 다양한 사회적 자원을, ,

개발 연계를 통한 해결을 시도해왔다.•

년 조성된 아름다운세상기금은 대표적 자원으로 억으로 조성된 기금이 바탕이2003 50

되어 한부모 여성가장 창업지원을 통한 빈곤 탈피를 돕고 있다.

년 사업 수행 년의 해로 창업지원매장인 희망가게가 개점이 되었다 호2011 8 ‘ ’ 100 . 100

점을 맞아 희망가게 창업지원 사업이 실제적으로 빈곤 탈피에 어떠한 성과가 있는지 경

제적 비경제적 부분으로 나누어 확인하고 개선 방향 모색과 함께 한부모 여성가장 빈곤·

문제 해결에 요구되는 시사점을 발굴해 보고자 본 연구를 추진하였다.

연구목적과 방법2.

연구목적(1)

아름다운세상기금 희망가게 사업 내용 및 성과 측정○

년 호점을 시작으로 년 호점까지 년간 사업 수행 기간의 실적 및 성2004 1 2011 100 8

과를 정리해 보고자 한다.

희망가게 창업지원 사업의 개선 방향 모색○

창업지원사업에 대한 점검 및 만족도 조사를 통하여 희망가게 지원사업의 개선 방향을

모색하고 나아가 한부모 여성가장 빈곤문제 해결에 요구되는 시사점을 발굴하고자 한,

다.

연구방법(2)

희망가게 기금운영 분석은 매월 집계하는 지표를 바탕으로 분석하였다 사업을 통한 성.

과 분석은 경제적 비경제적 성과로 분류하여 희망가게 명의 창업주 대상으로 설문조· 100

사를 실시 이를 바탕으로 분석하였다, .

연구내용(3)

희망가게 사업을 통한 성과 분석

가 기금운영의 성과.

나 경제적 비경제적 사회적 성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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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가게 사업 개요

기금운영
기금관리•

창업지원•

경제적 지원

사업에 직접적 영향

자금지원 최대 천만원( 4 )•

사전 사후 컨설팅 경영지도· ( )•

사후관리•

사업에 간접적 영향

교육비 지원•

교육프로그램 지원 경영학교( )•

법률 세무 회계지원· ·•

비경제적 지원

사후관리 심리상담 및 지지( )•

심리상담 전문 프로그램•

가족캠프 및 자조모임•

⤋
사업성과 분류

기금운영의 성과 대출규모 생존율 상환율, ,

경제적 성과

사업의 안정화 순수익 안정창업,

가계의 안정화
주거 부채 수급탈피, , ,

신용변화 교육비지출 자산형성, ,

비경제적 성과

사업의 만족감 창업만족감 사업주 자기 유능감,

가계의 만족감
가정생활 만족감 부양의무자로서의,

만족감 자녀의 만족감,

사회적 성과 고용창출 세수 감소 사회적 기여도, ,

표< 1 희망가게 사업 대비 성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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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2 희망가게 사업 개요

희망가게 사업 목적○

희망가게는 저소득한부모여성가장이 창업을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마이크로

크레딧4) 방식의 지원사업이다 창업하고자 하는 의지와 능력은 갖추었으나 자금부족. ,

정보부족 등으로 창업을 실행하지 못하는 한부모 여성가장을 지원하여 경제적 심리적•

으로 자립 할 수 있도록 돕는다.

희망가게 사업 기금○

희망가게를 지원하는 기금은 년 아모레퍼시픽 창업자 장원 서성환 회장 가족이 모2003

자가정 세대의 건강하고 아름다운 삶을 위해 아름다운재단에 기탁한 아름다운세상기금

이다.

아름다운세상기금은 기금을 출연한 가족의 뜻에 여러 시민들이 기부에 참여 해를 거듭,

해 성장해 가고 있다 특히 마이크로크레딧을 기반으로 하는 사업인 만큼 현 개점. 100

의 상환금은 선순환되어 또 다른 여성가장의 자립지원에 사용되고 있다.

희망가게 창업지원○

지원 대상
한부모여성가장

최저생계비 이하 미성년자녀양육 신용상태 무관- 150% , ,

지원 금액
최대 원40,000,000

임차보증금 천 창업대출금 천- 2 / 2

회수 방식

최대 년지원7

임차보증금 년지원 이자 무- 7 ,

창업대출금 년상환 연 개월 거치- 5 , 2%, 3

지원대상의 특성○

저소득한부모여성가장은 그 단어에서도 보듯이 중고를 겪고 있다 저소득이기 때문에3 .

창업자금의 조달 과정에서 자본력과 지원체계가 부족하며 담보물이 없기에 제도금융에,

서의 대출은 어려워 창업한다해도 자본금 축적까지 오랜 시일이 걸린다 또한 한부모이.

기에 부와 모의 역할을 홀로 갖는 자녀 양육의 어려움을 겪는다 마지막으로 여성으로.

서 창업 전 임신 출산 육아의 과정에서의 사회적 경력 단절과 경제활동 경력· · 의 부족 등

으로 인해 사업 업종 선택의 한계 외식업 이미용업 를 보인다( / ) .5)

4) 마이크로크레딧 빈곤계층의 소규모 사업지원을 위한 무담보 소액대출:
5)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이 점차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노동시장에서의 성별 분리 때문에 여성이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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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가게 창업 지원 사업 기본 구조○

가 홍보 및 사업설명회.

희망가게 홍보는 사업설명회 및 내방상담을 통하여 창업을 계획하는 한부모 여성가장이

쉽게 희망가게 지원신청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

사업설명회의 경우 인터넷 접수를 받아 사업계획서 설명 및 작성한 사업계획서 검토,

기존 창업주의 강연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되는데 년 상반기 사업설명회에 명2011 26

이 참여하여 명 접수 그 중 명이 선정 되는 등 일반적인 홍보를 통해 유입되는 신10 , 2

청자보다 선정율이 높다.

경영관리직에 종사할 확률이 매우 낮다 창업 후 부딪히는 사업적인 고민과 문제에 능.(Kantor, 2001).
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출처 황정임 류연규 류만희 빈곤여성의 자영창업을 통한. [ : , , , <
자활지원방안 연구 한국 여성개발원 년>, , 2006 , p46]
소액창업에 대한 선행 연구에 따르면 여성기업가의 배우자들은 여성기업가들이 창업하기 전에 가정생
활을 했던 것처럼 창업 이후에도 같은 수준의 가정생활을 유지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한부모 여.
성가장의 경우 가사일 자녀양육 등 부양의무자로서의 역할을 고스란히 안고 있다 출처 서근하 황미, . [ : ,
애 여성창업과 소액대출 개선에 관한 연구 여성학 연구 제 권 제 호, < >, 17 1 , p59]

기금 지원사업 지원 내역

아름

다운

세상

기금

홍보
사업설명회 개최 및 내방상담

창업마인드 제고 사업계획서 검토- /

심사

와

선정

지원신청 자기소개서 및 사업계획서 접수

심 사
서류적격심사 차면접 창업의 준비성 차면접-> 1 ( ) -> 2

업종의 전문성 기술심사 현장실사( ) -> ->

선정 및

오리엔테이션

오리엔테이션

지원협약서 작성 협약사항 안내 기본교육 상권 등- / / ( )

창업
사전컨설팅

사전컨설팅

상권 전문 컨설턴트 연계 마케팅 전략 수립- /

창 업 최대 천만원의 자금지원4

사후관리

사후관리

및

경영지도

사후관리

매장별 담당 실무자의 관리-

마켓팅 지원 경영지도 사안별 전문 컨설턴트 연계- / ( )

창업주간 연대감 형성을 위한 자조모임 지원-
대출상환 자금의 선순환

교 육 경영 및 리더쉽 등의 창업주 교육 기술교육비 지원,

표< 2 희망가게 지원 기본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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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사전교육.

년에는 심사에서 안타깝게 떨어진 신청자를 대상으로 사전교육을 실시하여 한부모2010

여성가장에게 창업기회를 더 제공 하였다 두 차례에 걸쳐 각 명씩 명을 대상으로. 6 12

주말마다 주간 시간 이상의 교육을 통하여 명을 추가 선발 하였다4 6 3 .

사전교육은 기회제공도 있지만 교육을 통하여 사업운영에 따른 실패 요인을 감소시키고

면접심사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극복하는 장점이 있다 사업경험 마켓팅 인사관리 경. ( , ,

영 등 이 부족한 한부모 여성가장에게 사전교육은 사업의 안정성을 증가시키는 장점을)

가지고 있으나 비용대비 모집단이 적어 지역 확대 및 연차별 실행이 어렵다.

다 선정율.

접수 대 선정 비율은 년 수도권이 로 선정율이 가장 낮고 지역의 경우 접수2010 7% ,

대비 선정율 최대 까지 수도권 보다 높다21% .

수도권 대전 대구 부산· 광주 합계

접 수 133 47 56 43 279

선 정 9 10 8 9 36

선정율 7% 21% 14% 21% 13%

표< 3 희망가게 접수 대비 선정율>

수도권의 선정이 지역보다 낮은 것은 높은 경쟁률과 창업자금의 한계로 파악된다 임대.

비용이 타 지역보다 높아 천만원이라는 창업자금을 가지고 입점할 수 있는 곳이 한정4

되어 있기 때문이다.

라 심사단계.

접수 후 심사 절차는 총 단계로 이루어진다 차 심사는 창업의 준비성을 심사 작성4 . 1 ,

한 사업계획서를 검토하며 차 심사는 업종의 전문성을 심사 창업하고자 하는 업종에2 ,

대한 시장현황 파악여부를 확인한다 차 심사는 기술심사로 기술력을 심사하며 마지. 3 ,

막으로 가정방문 현장실사 을 통하여 서류와의 사실관계를 확인 후 최종 선정 한다 심( ) .

사의 객관성을 위해 각 업종별 전문 심사위원이 심사하며 내부 관계자는 참여 하지 않

는다.

자영업자 현황 및 정책 방향에 따르면 년의 평균 자영업자 비중이‘ ’ 2008 OECD

인데 반하여 우리나라의 비중은 로서 거의 배 수준으로 자영업 시장이15.8% 31.3% 2

포화 상태다 소상공인 절반 이상이 월평균 매출 만원 이하 월평균 순이익 만. 400 , 100

원 이하인 것으로 나타나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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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악한 자영업 시장에 자본력과 지원체계 가족 네트워크 등 도 부족한 한부모 여성가장( , )

을 창업시키는 것은 현재 상태 보다 더 낮은 빈곤수준으로 내몰 위험이 있기 때문에 비

교적 까다로운 심사를 거쳐 경쟁력 있는 창업주를 선발하고 있다.

마 오리엔테이션.

선정 후 협약서 작성 및 오리엔테이션 교육을 통하여 희망가게 창업절차 안내 및 상권

교육을 한다 오리엔테이션을 통하여 기금의 선순환이라는 희망가게 창업자금의 취지를.

설명하며 점포 선정을 위해 상권 교육을 실시 희망가게 지원이 끝나더라도 스스로 점, ,

포 선정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바 창업자금 지원외 서비스.

선정 이후 희망가게 사업은 창업주의 안정창업과 수익상승에 초점을 맞춘다 이를 위한.

지원은 경제적 지원과 비경제적 지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 경제적 지원은 교육 컨설팅. ,

등 사업자의 자질 향상 매출향상에 도움을 주는 지원을 비경제적 지원은 창업주가 사, ,

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각종 심리상담 법률지원 등을 하고 있다, .

경제적 지원으로서 사전 컨설팅은 모든 매장에 지원 된다 희망가게는 대부분 점포형이.

기 때문에 입지 선정이 중요하여 각 업종별 입지 전문 컨설턴트를 두어 생애 첫 창업자

도 안정되게 점포 창업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오픈 후에도 마켓팅에 도움이 될 수 있도.

록 사후컨설팅을 하는 경우도 있다 창업주의 영업상태를 파악하고 현장에서 할 수 있. ,

는 다양한 마켓팅 기법을 제안하고 실행을 체크한다.

영업을 하는 동안 사업에 도움이 되는 기술 지식 등을 습득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두어 창업주가 사업을 개선하거나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인. 1

당 최대 만원까지 교육비를 무상 지원하여 스스로 성장 할 수 있도록 돕는다200 .

비경제적 지원으로는 심리 상담이 필요한 경우 담당 사후관리자가 도움이 되기도 하지

만 전문 기관과 연계하여 수시로 상담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사업과 가정에, .

서 법률지원이 필요한 경우 법률 자문을 연계한다 자조모임 캠프 등을 통해 창업주들. ,

의 만남을 주기적으로 마련하여 서로 격려하고 힘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6) 자영업자 현황 및 정책 방향 국회예산정책처 발표< >, , 20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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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3 희망가게 사업성과

희망가게 기금운영의 성과1.

년 월 호점을 시작으로 년 월 현재 호점이 오픈하여 영업 중이다2004 7 1 2011 12 112 .

개 매장 총 지원금은 원으로 매장 평균 원이 지원되었112 4,178,664,400 1 37,309,504

다 다른 마이크로크레딧 기관에 비해 매장 평균 대출비용이 높다 보건복지부의 대표. 1 .

적인 마이크로크레딧 사업인 희망키움뱅크의 경우 최대 만원이 한도이다 미소금2000 .

융의 경우 인당 최대 만원까지 지원되나 프렌차이즈 사업 혹은 임차보증금으로1 5000

한정되는 등 대출금 사용에 제한이 있다 반면 희망가게 총 대출규모는 적다 희망키움. .

뱅크 사업이 년 년 매년 억원씩 지원되고 년 억원으로 크게 늘2005 ~2008 20 , 2009 330

은 것에 비해 희망가게는 년간 총 억원을 대출하였다8 41 .

민간 기부금이기 때문에 사용함에 있어 비교적 신중하고 까다로워 대출규모가 타 마이

크로크레딧 기관에 비해 적다.

년 개 매장 대상 월평균 상환금은 여원이다 상환금은 다시 쌓여2011 112 20,000,000 .

또 다른 한부모 여성가장을 지원하며 현재까지 누적된 상환금은 영업종료 매장의 회수

금 포함 총 원으로 개 매장을 재지원 할 수 있다1,223,109,727 31 .

년 평균 상환율은 로 해마다 높아지고 있다 년에는 지원매장 수가 총2011 87% . 2005

개 매장으로 관리 매장 수가 적고7 창업 직후이기 때문에 상환율이 로 높았으나92%

매장이 늘어나고 영업종료 위기 매장이 늘면서 년 떨어졌다가 위기관리를, 2009 72%

하면서 년부터 상환율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2010 .

년 월 개 매장 기준 단위 천원2011 12 112 ( : )

　 년2005 년2006 년2007 년2008 년2009 년2010 년2011

실납입액 4,215 22,713 54,855 101,733 98,449 163,398 250,677

표< 5 희망가게 연도별 상환율>

년 월 개 매장 기준2011 12 112 단위 천원( : )

년 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합 계

지원점포수 2 5 4 15 13 16 38 20 113

지원금 137,300 140,250 192,354 464,540 510,000 671,750 1,273,250 789,220 4,178,664

년 인 공동창업 하였던 호점이 각각 독립하면서 명의 창업주가 호점을 인수* 2006 2 10 1 1 ,

년 호점을 재 오픈하여 총 매장 수는 개 그러나 지원 창업주는 같기 때문에 통상 호점으로 잡음2007 1 113 . 112 .

표< 4 희망가게 연도별 지원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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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종료율과 영업종료에 따른 자금 손실율도 년 이후 낮아지고 있다 영업종료율2010 .

은 년 개점 오픈 후 개점 영업종료를 하여 오픈 대비 영업종료율이 높았으나2004 2 1

해를 거듭할수록 관리매장이 늘어나면서 당해 영업종료 매장이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관

리매장대비 비율이 적어 영업종료율은 낮아지고 있다.

영업종료매장 대출금 대비 영업종료 손실금은 낮아지고는 있으나 여전히 그 비율이 높

아 그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 채무 상환 등을 독려 하고 있으나 그 금액은 미비하다. .

조정약정액 4,597 30,219 70,494 139,346 137,055 193,399 289,531

상 환 율 92% 75% 78% 73% 72% 84% 87%

년 상환금이 없는 이유 첫 개점 지원 후 사업수익이 나지 않아 상환 연기2004 : 2※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누계

오 픈 2 5 4 15 13 16 38 20 113

영 업 종 료 1 0 0 1 4 6 8 8 28

누적영업매장 1 6 10 24 33 43 73 85 　

영업종료율 50% 0% 0% 4% 11% 12% 10% 9% 　

년 호점을 오픈하였으나 영업부진 등으로 당해 창업주 경영포기*2004 1 .

년 인 공동창업 하였던 호점이 각각 독립하면서 명의 창업주가 호점을 인수 년 호점 재오픈*2006 2 10 1 1 , 2007 1 .

상환완료한 개 매장 운영매장에 포함* 3 .

계산식

영업종료율 당해년도 영업종료 매장에서 전년도 누적영업매장 당해년도 오픈매장을 더한 값을 나눈 백분율* : +

년 영업종료율 당해 영업종료 매장 전년도 누적영업매장 당해년도 오픈매장ex) 2007 : { (1) ÷ ( (10)+ (15))} × 100

표< 6 희망가게 영업 종료율>

년도 영업종료점포 영업종료매장대출금 영업종료손실금 손실율

2007 1 25,000,000 - 0%

2008 4 220,104,400 135,525,955 62%

표< 7 희망가게 연도별 영업종료매장 대출금 대비 영업종료 손실금 및 손실율>

그림[ 1 희망가게 상환율 약정 상환금 대비 납입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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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가게의 년 생존율은 평균 로 일반적인 자영업자 년 생존율보다 높은 편이3 81% 3

다 년 통계청이 발표한 사업체 생성 소멸 생멸 현황 분석에 의하. 2011 ‘2004-2009 ( ) ’•

면 신규 사업체의 년 생존율은 평균 년 생존율은 조사되었으나 희1 72.6%, 3 46.4%

망가게의 경우 년간 생존한 비율이 년간 생존한 비율이 다1 95%, 3 81% .

창업년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합계

운영기간 년이하8 년이하7 년이하6 년이하5 년이하4 년이하3 년이하2 년이하1

지원현황 2 5 4 15 13 16 38 20 113

운영현황 0 4 2 9 5 13 33 19 85

생 존 율 0% 80% 50% 60% 38% 81% 87% 95% 75%

년 호점을 오픈 하였으나 영업부진 등으로 영업종료* 2004 1 .

년 인 공동창업 하였던 호점이 각각 독립하면서 명의 창업주가 호점을 인수* 2006 2 10 1 1 ,

년 호점을 재 오픈함2007 1 .

지원한 창업주는 같기 때문에 통상 통계로 잡지 않으나 영업종료율과 생존율을 다룰 때는 통계로 잡음* , .

상환완료한 개 매장 운영매장에 포함* 3 .

표< 8 희망가게 운영기간별 생존율>

2009 6 238,650,000 121,425,319 51%

2010 8 300,000,000 146,266,067 49%

2011 8 282,750,000 100,389,863 36%

합계 27 1,066,504,400 503,607,204 47%
년에 오픈한 개 매장 중 개 매장의 창업주가 영업부진으로 경영포기 하였으나 전문 경영진을 두어 계속2004 2 1 ,※

운영 하던 중 년 다른 창업주가 재 오픈 년에 영업종료 손실금은 발생하지 않음2007 . 2004 .

그림[ 2 연도별 영업종료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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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생존율이 가장 낮은데 이는 지역 사업의 첫 해로 지역 협력기관과의 협력 체2008 ,

계 기금 순환에 대한 취지가 자리 잡히지 않아 사후관리가 미흡하였다 년 오픈한, . 2008

지역 매장이 년 년에 걸쳐 모두 영업종료 하면서 년에 오픈한 매장의2009 , 2010 2008

생존율이 낮아졌다.

년 생존율은 낮지만 지역 확대로 기금의 효과성을 높였다 년 전국 소상공인2008 . ‘2010

실태 조사에 따르면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 을 제외한 광역시의 평균 창업비용이 대체’ ( , , )

로 낮다. 참고 표( :[ 10]) 즉 지역에서의 창업이 같은 만원이지만 수도권보다 자금의 경4000

쟁력을 갖고 창업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지역의 생존율이 수도권 보다 높다. . 참고 표( :[ 11])

창 업 년 도 2008 2009 2010 2011

운 영 기 간 년이하4 년이하3 년이하2 년이하1

수도권지역생존율 43% 63% 75% 100%

대 전 지 역 생 존 율 100% 100% 70% 100%

부산 대구지역생존율/ 20% 100% 100% 100%

광 주 지 역 생 존 율 　 100% 100% 83%

전 체 생 존 율 38% 81% 87% 95%

표< 11 희망가게 지역별 생존율>

출처 소상공인진흥원:

구 분

(%)
사례수 원0

1~

만원 미만3,000

만원3,000 ~

만원 미만6,000

만원6,000 ~

억원 미만1

억원1

이상

모름/

무응답

평균

만원( )

전 체 (10,069) 0.3 33.5 32.6 32.5 0.3 0.9 6,570.1

서 울 (1,275) 0.3 29.0 33.7 34.8 0.3 1.8 6,927.4

경 기 (1,212) 0.1 26.8 31.4 40.5 0.2 1.0 7,430.4

인 천 (559) 0.5 30.2 32.7 36.0 0.4 0.2 7,221.1

부 산 (683) 0.0 35.3 30.6 31.9 0.6 1.6 7,322.9

광 주 (482) 0.2 31.1 35.5 32.8 0.4 0.0 6,564.6

대 구 (625) 0.0 37.3 35.4 27.0 0.2 0.2 5,636.1

대 전 (488) 0.0 37.5 33.6 26.8 0.2 1.8 5,428.9

표< 10 년 전국 소상공인 실태조사 지역별 창업비용> 2010 /

출처 통계청 단위: ( : %)

연도 차년도1 차년도2 차년도3 차년도4 차년도5

2004 69.88 54.72 45.32 37.96 33.42

2005 73.09 57.52 46.68 40.29 　

2006 73.78 56.31 47.29 　 　

2007 71.78 57.23 　 　 　

2008 74.79 　 　 　 　

평균 72.63 56.47 46.42 39.19 33.42

표< 9 사업체 생멸 통계 신규사업체 생존율> 2004 ~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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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가게 사업운영의 경제적 비경제적 성과2. ·

설문조사 개요2.1.

희망가게 사업성과를 알아보기 위해 개 매장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희망가100 .

게 사업의 성과 측정은 앞서 서론에서 밝힌 것과 같이 크게 경제적 성과와 비경제적 성

과로 나누었다.

경제적 성과에서는 사업적 성과로서 매출을 가계 소득의 성과로서 가계지출비용 자녀, ,

교육비용 보험과 저축액을 살펴보았다, .

비경제적 성과로는 사업적 성과로서 창업만족도를 가계 성과로는 부양의무자로서의 만,

족도와 자녀 창업만족도 등을 조사하였다.

설문조사는 영업 중인 매장 개 일시 휴업 개 포함 영업종료매장 개 중 연락두72 ( 1 ), 25

절 및 회피매장을 제외하고 개 발송 상환완료한 매장 개 매장을 포함한 개 매11 , 3 100

장의 창업주를 대상으로 설문을 발송하여 개의 설문지가 회수 되었다69 .

조사 기간은 년 월 일부터 월 일까지이며 조사의 객관성을 위해 우편2011 11 4 11 18 ,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대상

희망가게 개 매장100

현 황
영 업 중 영 업 종 료 상환완료 합 계

72

일시휴업 개( 1 )

25

개 발송(11 )
3

100

개 발송(86 )
응 답 61 6 2 69
수거율 84.7% 24% 66.6% 69%

응 답 률 응답률 69%

조사방법 우편 조사

조사기간 년 월 일 월 일2011 11 4 ~ 11 18

조사내용

기초사항

연령 부양자녀 학력 업태 등: , , ,

사업 중심의 성과와 만족도

매출 순수익 창업만족도 등: , /

가계 중심의 성과와 만족도

가계지출 자녀교육비 보험과 저축액 부양의무자 만족도 등: , , /
단어정의※

영업종료 매출 저조 및 개인 사유로 희망가게 대출금 상환완료하지 못하고 영업종료:•

상환완료 희망가게 대출금 상환완료 후 영업지속 혹은 영업종료 한 매장:•

표< 12 설문조사 개요>



20

응답자 기초정보2.2.

응답자 연령은 대가 명 로 대부분을 차지하며 명의 자녀를 부양 하는40 65.22%(45 ) , 2

자가 명 를 차지한다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 여성가장을 지원하는59.4%(41 ) .

희망가게 사업의 특성이 반영되어 3 대 대의 연령대가 많다0 ~ 40 .

대20 대30 대40 대50 합계

수 1 13 45 10 69

% 1.45% 18.84% 65.22% 14.49% 100.00%

표< 14 희망가게 설문 응답자 창업주 연령>

학력은 고졸이하가 명 로 가장 많으나 초대졸 대졸의 여성가장 비중도 높다47.8%(33 ) .•

　 중졸이하 고졸이하 초대졸이하 대졸이상 합계

수 5 33 20 11 69

% 7.2% 47.8% 29.0% 15.9% 100.0%

표< 15 희망가게 설문 응답자 학력>

년부터 년 희망가게 접수자의 학력을 조사한 결과 전문대 졸업 이상의 학력2009 2011

이 많아지고 있어 학력대비 여성의 빈곤이 저학력에서 고학력으로 넓어지고 있다.

한부모 사유는 이혼이 명 로 대부분이다85.5%(59 ) .

　 이혼 사별 미혼모 행방불명 기타 합계

표< 17 희망가게 설문 응답자 한부모 사유>

　 명1 명2 명3 명5 합계

수 18 41 9 1 69

% 26.1 59.4 13.0 1.4 100.0

표< 13 희망가게 설문 응답자 자녀 수>

년도　 무학 중졸 고졸 초대졸 대재중퇴, 대졸이상 미기재 합계

2009 0 15 252 52 36 82 6 443

% 0% 3% 57% 12% 8% 19% 1% 100%

2010 0 12 91 47 15 38 4 207

% 0% 6% 44% 23% 7% 18% 2% 100%

2011 1 3 52 42 11 24 1 134

% 1% 9% 39% 31% 8% 18% 1% 100%

표< 16 년 년 희망가게 지원 신청접수자 학력> 2009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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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내 자녀의 나이는 초등학생 이하가 명 이나 희망가게 지원사업이 성인자녀44.9%(31 ) ,

를 둔 경우 대학재학 중 혹은 군복무 중일 때만 가능하기 때문에 실제로 창업 당시의

자녀 나이는 현재보다 저학년일 가능성이 높다.

　
영아

세 세(0 ~3 )

유아

세 세(4 ~7 )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성인자녀 합계

수 2 6 23 17 10 11 69

% 2.9% 8.7% 33.3% 24.6% 14.5% 15.9% 100.0%

표< 18 희망가게 설문 응답자 막내자녀 연령>

초등학생 이하의 자녀를 돌보는 돌봄자는 대부분 본인 명 혹은 본인의 부모38.7%(12 )

가 명 로 두 비율을 합하면 를 차지하여 본인 혹은 친정 부모에 의지12.9%(4 ) 51.6%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 양육을 하고자 좀 더 나은 소득활동으로써 창업을 선택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비용

을 들여 따로 돌봄자를 두지 못하고 본인이 아이를 돌보는 것으로 판단된다.

　 본인
본인

배우자 부모( )

본인의

형제 자매,

친척,

이웃

어린이집,

유치원

다른

자녀

혼자

지냄
합 계

수 12 4 1 1 5 3 5 31

% 38.7% 12.9% 3.2% 3.2% 16.1% 9.7% 16.1% 100.0%

표< 19 희망가게 설문 응답자 초등학생 이하 자녀를 돌보는 사람>

건강상태는 명 가 생활에 불편함이 없을 정도로 건강하다고 하였으며55.1%(38 ) ‘ ’

명 가 특별히 아프지는 않으나 만성피로 등으로 건강한 편은 아니다에 표시하42%(29 ) ‘ ’

였다.

창업년도는 응답자의 명 가 년에 창업한 창업주이며 년에 창업한 창42%(29 ) 2010 2007

업주는 명 를 차지 하였다15.9%(11 ) .

　
만성질환을 앓고 있거나,

잦은 병치레를 한다.

특별히 아프지는 않으나 만성피로,

등으로 건강한 편은 아니다.

생활에 불편함이 없을

정도로 건강하다.
합계

수 2 29 38 69

% 2.9% 42.0% 55.1% 100.0%

표< 20 희망가게 설문 응답자 건강상태>

수 59 4 1 3 2 69

% 85.5 5.8 1.4 4.3 2.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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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자의 창업업태는 미용업이 명 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음식업34.8%(24 )

명 이다 희망가게 호점 총계에서는 음식업이 개 매장으로 가장 많이26.1%(18 ) . 100 31

지원되었으나 영업종료율이 높아 현재 영업 중인 곳은 개 매장이다17 .

응답자의 창업지역은 서울이 명 경기도가 명 로 수도권 응답률이 높29%(20 ), 20%(14 )

다.

응답자의 주근로 시간은 일이 명 로 가장 높으며 일 근로 시간은 시간6 44.9%(31 ) 11 ~

시간이 명 로 주 일의 시간 이상의 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14 49.3%(34 ) 6 11

다 업태별로는 음식업이 시간 근무 하는 등 일 근로 시간이 높은 것에 비해 학원업. 17

의 근로 시간이 가장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용업 음식업 학원업
도소매

및 제조업
기타 서비스업 합계

수 24 18 11 8 8 69

% 34.8% 26.1% 15.9% 11.6% 11.6% 100.0%

미용업 미용업 및 피부관리업 포함:※

기타 서비스업 세차 애견 미용 인쇄업 등 기타 업종: , ,

표< 22 희망가게 설문 응답자 창업업태>

그림[ 3 희망가게 설문 응답자 명의 지역별 분포도] 69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합계

수 4 2 11 5 9 29 9 69

% 5.8% 2.9% 15.9% 7.2% 13.0% 42.0% 13.0% 100.0%

표< 21 희망가게 설문 응답자 창업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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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업의 경우 기술 혹은 학력이 필요하지 않는 생계형 창업으로 여성이 접근하기 쉽

다 그러나 노동시간은 다른 업태에 비해 비교적 길고 노동 강도가 세다. .

총 창업자금은 아름다운세상기금 대출금 포함 만원에서 만원 이하가‘3000 ~ 5000 ’

명 로 가장 많으며 창업자금 평균은 원이다69.6%(48 ) 44,442,029 .

자부담 금액으로는 원에서 만원 이하가 명 로 자부담 금액을 많이 하‘0 500 ’ 52.2%(36 )

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원 만원 이하는 명 로 그 다음을. ‘500 ~ 1,000 ’ 29%(20 )

차지한다 자부담 평균 금액은 원이다. 7,224,638 .

　 0
1~500

만원 이하

만원 초과500

만원 이하~1000

만원 초과1000

만원 이하~1500

만원 초과1500

만원 이하~2000
합계

수 10 26 20 9 4 69

% 14.5% 37.7% 29.0% 13.0% 5.8% 100.0%

표< 25 희망가게 설문 응답자 자부담 금액>

자부담을 한 창업주 명을 대상으로 자부담 방법에 대해 조사한 결과 자부담 방법은59

본인 예금 및 보유재산 매각이 건 며 그 외는 본인은행대출 부모형제친지37.5%(24 ) , ․ ․

일 근로 시간 미용업 음식업 학원업
도소매

제조업

기타

서비스업
총합계

시간 미만8 　 　 5 　 　 5

시간 시간 미만8 ~ 11 7 4 5 3 5 24

시간 시간 미만11 ~ 14 17 9 1 4 3 34

시간 시간 미만14 ~17 　 3 　 1 　 4

시간 이상17 　 2 　 　 　 2

총합계 수( ) 24 18 11 8 8 69

미용업 미용업 및 피부관리업 포함:※

기타 서비스업 세차 애견 미용 인쇄업 등 기타 업종: , ,

표< 24 희망가게 설문 응답자 업태별 일 근로시간>

주 근로 일 수 미용업 음식업 학원업
도소매

제조업

기타

서비스업
총합계

일5 　 1 6 1 1 9

일5.5 1 　 1 　 1 3

일6 14 7 3 4 3 31

일6.5 5 2 　 2 3 12

일7 4 8 1 1 　 14

총합계 24 18 11 8 8 69

일이상근무비율7 17% 44% 9% 13% 0% 20%

표< 23 희망가게 설문 응답자 업태별 주 근로일수>



24

도움 지인 도움 등으로 부채를 갖고 시작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

　 본인예금
본인

은행대출

부모 형제, ,

친지도움
지인도움

보유재산

매각
기타 합계

수 21 10 22 7 3 1 64

% 32.8% 15.6% 34.4% 10.9% 4.7% 1.6% 100.0%

표< 26 희망가게 설문 응답자 자부담 방법 복수응답> ( )

년 전국소상공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소상공인 창업자금 평균은 만원 자기자‘2010 ’ 6,570 ,

본비율은 평균 에 비해 희망가게 창업주의 창업자금은 평균 만원 천만원74.8% 4,440 , 4

의 아름다운세상기금 대출 외 자기자본은 거의 없이 시작하고 있다 부채로 사업을 시.

작하는 것으로 자본 취약층의 창업임을 극명히 알 수 있다.

고용하는 근로자는 응답자의 명 가 고용인 없이 혼자 근무 하는 것으로 나타39.1%(27 )

났으며 그 외는 모두 명 이상의 근로자를 두고 있다 창업지원을 통해 명의 고용창1 . 69

출 효과를 내고 있다.

　 없음 명1 명2 명3 명4 명5 합계

수 27 25 11 3 2 1 69

% 39.1% 36.2% 15.9% 4.3% 2.9% 1.4% 100.0%

계산식 명 고용하는 곳이 개 매장 명 개 매장 명: 2 11 2 × 11 = 22※

표< 27 희망가게 설문 응답자 고용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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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중심의 경제적 성과2.3.

응답자의 창업 전 주 소득은 명 가 취업을 통해 생계를 해결하였으며 창업66.7%(46 )

전 월소득 평균은 원 창업 후 순수익 월평균은 원으로 취업보다1,206,522 , 2,567,747

창업 후 소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없음

만원100

이하

만원 초과100

만원 이하~200

만원 초과200

만원 이하~300

만원 초과300

만원 이하~500

만원500

초과
합계

수 2 6 18 29 10 2 67

% 3% 9% 27% 43% 15% 3% 100%

표< 28 희망가게 설문 응답자 순수익 무응답 명> ( 2 )

창업 이전의 경력이 현재 창업 성과와의 관련성을 묻기 위해 이전 창업 경력과 첫 신규

창업여부를 물었을 때 명 가 기존 창업 경력 있음에 응답하였으며65.2%(45 )

명 가 생애 첫 신규창업으로 응답하였다34.8%(24 ) .

기존 창업 경력자와 생애 첫 신규창업자와의 평균 매출을 비교 하였을 때 기존 창업 경

력자의 희망가게 월평균 순수익이 원 생애 첫 신규창업자의 순수익이2,647,478 ,

원으로 기존 창업경력자의 순수익이 조금 높다2,415,217 .

업태별로 음식업이 기존 창업 경력이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에 비해 많으며 학원업이

기존 창업 경력이 없음에도 창업한 경우가 많다.

기존 창업 경력의 경우 현재 창업한 업종과의 관련성이 있는가 라는 질문에 관련성이‘ ’ ‘

있다라고 답한 경우가 명 관련성이 없다라고 답한 비율이 명’ 71.1%(32 ), ‘ ’ 28.9%(13 )

을 차지하여 대부분 기존에 희망가게 창업 업종과 관련된 창업을 해 본 것으로 나타났

다.

기존 창업 경력 없다라고 답한 창업주와 기존 창업 경력자 중 현재의 창업업종과 관련‘ ’ ‘

성이 없다라고 답한 창업주에게 관련된 일을 한 적이 있는가를 물었을 때 명’ ‘ ’ 92%(34 )

가 관련된 일을 하였다고 응답하였다.

미용업 음식업 학원업
도소매

제조업

기타

서비스업
총합계 비율

기존 창업 경력 있음 15 14 5 5 6 45 65.2%

생애 첫 신규창업 9 4 6 3 2 24 34.8%

총합계 24 18 11 8 8 69 100%

표< 29 희망가게 설문 응답자 업태별 창업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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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희망가게와 관련된 창업 경력과 취업 경력의 영업기간과 근로 기간을 물었을 때 5

년 이상이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대부분 관련된 창업 경력과 취업 경력을 살려 희망가게를 창업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운영기간 년 이하1 년 이하2 년 이하3 년 이하4 년 이하5 년 이상5 합계

수 1 6 6 1 6 12 32

% 3% 19% 19% 3% 19% 38% 100%

표< 30 희망가게 설문 응답자 기존 창업경력자 사업 운영기간>

희망가게의 업태별 순수익은 음식업이 가장 높으며 기타 서비스업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상공인 업태별 월평균 순수익과 비교할 때 소상공인 월평균 순수익은. 149

만원 희망가게 월평균 순수익은 만원으로 희망가게 월평균 순수익이 높다 이는 선256 .

정단계서부터 경쟁력 있는 창업주를 선정하며 창업 후 자원연계 마켓팅 지원 등 사후,

관리를 꾸준히 하고 있기 때문에 순수익이 일반 창업주 보다 높은 것으로 파악된다.

창업자금 대비 순수익의 경우 지역별로는 광주 지역의 순수익이 가장 낮고 부산 지역,

취업기간 년 이하1 년 이하2 년 이하3 년 이하4 년 이하5 년 이상5 합계

수 6 5 3 1 5 14 34

% 18% 15% 9% 3% 15% 41% 100%

생애 첫 신규창업자와 창업경력자 중 희망가게와 관련 없는 창업 경력자의 취업기간‘ ’ ‘ ’※

표< 31 희망가게 설문 응답자 관련된 취업 경력자의 근무기간>

평 균 미용업 음식업 학원업
도소매

제조업
기타서비스업 평균

창 업 전

월 소 득
1,362,500 1,125,000 1,300,000 1,037,500 962,500 1,206,522

희망가게

매 출
4,930,904 12,005,556 4,520,000 10,375,000 6,571,429 7,591,667

희망가게

순 수 익
2,549,543 2,900,000 2,585,000 2,437,500 1,900,000 2,567,747

표< 32 희망가게 설문 응답자 업태별 순수익>

구 분

(%)
사례수

적자 및

무수입

1~100

만원

101~200

만원

201~300

만원

301~400

만원

만원401

이상

평균

만원( )

전 체▩ ▩ (10,069) 26.8 30.8 23.4 9.9 3.5 5.6 149.1
제 조 업 (1,123) 24.5 26.3 19.9 12.4 4.6 12.3 237.0
소 매 업 (1,680) 25.1 32.1 22.6 10.2 4.3 5.7 141.4
숙 박 음 식/ (1,485) 24.5 30.2 24.4 11.4 4.8 4.6 141.4

교육 서비스업/ (815) 25.8 31.2 24.3 11.9 4.5 2.3 130.8

표< 33 년 전국소상공인 실태조사 업체별 순수익>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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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장 높다 창업자금 평균에 있어서는 지역보다 오히려 서울의 창업자금 및 자부담.

평균이 낮다 서울의 경우 인구 밀집으로 인해 그만큼 자본 능력이 없는 한부모 여성가.

장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

서울 경기도 대전충청권 광주 대구경북권 부산 평균

창업자금 43,225,000 43,928,571 43,416,667 46,700,000 47,111,111 43,750,000 44,442,029

자 부 담 6,125,000 7,750,000 6,916,667 6,550,000 9,888,889 7,500,000 7,224,638

매 출 9,532,500 7,928,475 7,500,000 5,215,000 5,411,111 8,000,000 7,591,667

순 수 익 2,415,500 2,435,753 2,812,500 2,180,000 2,550,000 4,000,000 2,567,747

수 20 14 12 10 9 4 69

표< 34 희망가게 설문 응답자 지역별 창업자금 및 순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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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중심의 비경제적 성과2.4.

앞서 희망가게 성과를 수치로 확인하였다면 희망가게 창업에 대한 만족감을 비경제적, ,

측면에서 확인해 보았다.

희망가게 창업 시 기대했던 월 평균 순수익에 대해 명 가 만원에서40.6%(28 ) ‘300 400

만원 미만의 수익을 원하였으며 명 는 만원 만원 미만의 소득을 원’ 29%(20 ) ‘200 ~ 300 ’

하였다.

　
만원100

만원 미만~200

만원200

만원 미만~300

만원300

만원 미만~400

만원400

만원 미만~500
만원 이상500 합계

수 4 20 28 13 4 69

% 5.8% 29.0% 40.6% 18.8% 5.8% 100.0%

표< 35 희망가게 설문 응답자 기대순수익>

다음 질문으로 현재 수익이 기대수익에 비해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가에 대한 질문에‘ ’

는 명 가 기대수익보다 현재 수익이 조금 적다라고 응답하였다 반면 기대47.8%(33 ) ‘ ’ . ‘

수익보다 현재 수익이 많다 혹은 매우 많다라고 응답한 수는 각각 명’ 11.6%(8 ),

명 였다7.2%(5 ) .

　

기대수익보다

현재 수익이

매우 적다

기대수익보다

현재 수익이

조금 적다

차이가

거의 없다

기대수익보다

현재 수익이

조금 많다

기대수익보다

현재 수익이

매우 많다

합계

수 10 33 13 8 5 69

% 14.5% 47.8% 18.8% 11.6% 7.2% 100.0%

표< 36 희망가게 설문 응답자 기대수익과 현재 수익과의 차이>

영업종료 및 상환완료를 제외한 운영 중인 매장을 중심으로 현재의 희망가게 사업을 지‘

속할 예정인가를 질문하였을 때는 명 가 현재 사업에 만족하고 앞으로 더욱’ 67%(43 ) ‘

사업을 확장할 예정이다라고 답하였다’ .

특히 업태별 사업지속 여부를 물었을 때 음식업의 현재 상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

대체로 기대수익에는 못 미치지만 현재 사업에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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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문 미용업 음식업 학원업
도소매

제조업

기타

서비스업
총합계 %

현재 사업에 만족하고

앞으로 더욱 사업을 확장할 예정이다
15 11 7 4 4 43 67%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이 상태를 지속할 예정이다
6 2 1 3 1 13 21%

불만족스러워 홍보 판촉 등

다양한 시도를 할 예정이다
2 　 2 1 1 6 10%

사업장이전 혹은 업종을

바꿀 계획이다
　 1 　 　 　 1 2%

폐업할 예정이다 　 　 　 　 　 0 0%

총합계 수( ) 23 14 10 8 6 61 100%

만족 비율 65% 79% 70% 50% 60% 67%

표< 37 희망가게 설문 응답자 중 현재 가게를 운영 중인 창업주 대상 사업지속 여부>

희망가게 창업 이후 본인이 느끼는 창업주의 변화에 대해 대체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점 리커트 척도로 하여 점이 매우 그렇지 않다 혹은 매우 불만족 점이 매. 5 1 ‘ ’ ‘ ’, 5 ‘

우 그렇다 혹은 매우 만족으로 항목별 변화에 가중치를 주어 평균값을 구하였다 자기’ ‘ ’ .

유능감인 능력만족 능력인식 장점발견 의지인식에 대해 창업 전 보다 나아진 것으로, , ,

나타났다.

질문 항 대분류 질문내역 평균 점수 응답자수

창업주 자기유능감

창업 전보다 창업 후 나 자신의 능력에⑴

더 만족하게 되었다
4.19 69

창업 전보다 창업 후 다른 사람들만큼⑵

나도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더 잘

깨닫게 되었다

4.24 68

창업 전보다 창업 후 나의 장점을 더⑶

많이 발견하게 되었다
4.19 68

⑷ 창업 전보다 창업 후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의지가 강하다는 것을 더 잘 알게 되었다
4.46 68

표< 38 희망가게 설문 응답자 자기 유능감>

희망가게 창업 이후 본인이 만족을 가장 많이 느끼는 부분으로 순위는 명1 50.7%(35 )

가 생계유지 구직 문제 해결을 명 가 자녀 양육과 교육문제 해결을 꼽았‘ ( ) ’ , 23.2%(16 ) ‘ ’

으며 명 가 사업자로서의 자부심을 표시 하였다17.4%(12 ) ‘ ’ .

순위도 순위와 비슷한 항목에 표시 하였다 순위로는 자녀 양육과 교육문제해결이2 1 . 2 ‘ ’

명 생계유지 구직 문제 해결과 사업자로서의 자부심이 각각 동률로23.8%(22 ), ‘ ( ) ’ ‘ ’

명 로 나타났다23.9%(1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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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유지 자녀양육과 교육문제 해결 사업자로서의 자부심 순으로 창업만족을 느끼> >

는 것으로 분석된다.

9

16

16

22

2

2

5

12

35

16

1

0

0 10 20 30 40

주변시선과 편견 극복

사업자로서의 자부심

생계유지(구직)문제해결

자녀양육과 교육문제 해결

만족하지않음'

기타

1순위(69명)

2순위(67명)

그림[ 4 희망가게 설문 응답자 창업만족 사유]

희망가게 창업 후 창업주의 창업 만족 및 소득 만족을 조사한 결과 대부분 취업대신 창

업을 선택한 것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소득은 비교적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대수익에 비해 현재 수익이 낮다고 응답한 것과 같은 경향을 보인다. .

질문 항 대분류 질문내역 평균 점수 응답자수

창업 만족

취업 등 다른 일 대신 창업을 선택한⑴

것에 만족한다
4.65 69

사업을 통해 얻는 소득에 만족한다⑵ 3.55 67

창업 후 인간관계 및 의사소통에 만족한다⑶ 4.16 67

창업 후 업종전문 지식 및 다양한 지식의⑷

확대에 만족한다
4.06 67

표< 39 희망가게 설문 응답자 창업만족도>

창업 후 인간관계 및 의사소통 업종전문지식의 확대에 만족하고 있어 사업자 경영자로, ,

서의 자신감 능력이 나아진다고 느끼는 것으로 보인다, .

창업에 대해 불만족하는 경우 명 스트레스 받는 부분에 대해 질문하였을 때 순위로(3 ) 1

일하는 것에 비해 수입이 적다가 건 생각보다 일이 너무 많아 쉬지 못한다가 건으‘ ’ 2 , ‘ ’ 1

로 표시 되었으며 순위로 일하는 것에 비해 수익이 적다 생각보다 일이 너무 많아2 ‘ ’, ‘

쉬지 못한다 생각보다 사업하면서 투자해야 할 지출이 많다가 각 건씩 체크 되었다’, ‘ ’ 1 .

위에 응답한 창업주 중 명이 사업부진으로 영업 종료하였으며 명만이 현재 희망가게2 1

사업을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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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 중심의 경제적 성과2.5.

창업 이후의 가계 지출 항목과 비용을 조사하여 가계 지출 변화를 살펴보았다.

주거 형태에서 창업 전에는 월세 및 무상거주 비율이 명 였으나 창업 후65.2%(45 )

명 로 줄었으며 자가 전세 임대주택 등으로 변화 되었다40.6%(28 ) , , .

소득수준 향상에 따라 주거안정에 대한 높은 욕구가 주거상향이동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주택 당첨기간까지 평균 개월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16.8

다 긴급 보호로 개월만에 임대주택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 개월을 기다려야 하는. 1 66

경우도 있었다 주택 안정이 시급한 한부모 가정에게 신청 후 당첨까지 비교적 오랜 시.

간이 걸리는 것으로 파악된다.

　 자가 전세 월세 무상거주 임대주택 합계

수 3 5 28 17 16 69

% 4.3% 7.2% 40.6% 24.6% 23.2% 100.0%

표< 40 희망가게 설문 응답자 창업 전 주거>

3
5

28

17 16

5

11

18

10

25

0

5

10

15

20

25

30

자가 전세 월세 무상거주 임대주택

창업전(69명)

창업후(69명)

그림[ 5 희망가게 설문 응답자 창업 전 후 주거 형태 변화]

정부지원의 경우 창업 전 일반수급권 및 조건부 수급권자 비율이 명 였으나37.7%(26 )

　 자가 전세 월세 무상거주 임대주택 합계

수 5 11 18 10 25 69

% 7.2% 15.9% 26.1% 14.5% 36.2% 100.0%

표< 41 희망가게 설문 응답자 창업 후 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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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후 명 로 명 가 수급권을 탈피 한 것으로 조사 되었다 반면21.7%(15 ) 15.9%(11 ) .

한부모 가족보호 대상자는 창업 이후에도 지속되어 자녀 교육비 등 일부를 지원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수급권자 조건부 수급권자
한부모

가족보호대상자
해당없음 합계

수 12 14 30 13 69

% 17.4% 20.3% 43.5% 18.8% 100.0%

표< 42 희망가게 설문 응답자 창업 전 정부지원>

　 일반수급권자 조건부 수급권자
한부모

가족보호대상자
해당없음 합계

수 7 8 30 24 69

% 10.1% 11.6% 43.5% 34.8% 100.0%

표< 43 희망가게 설문 응답자 창업 후 정부지원>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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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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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일반수급권자 조건부수급권자 한부모

가족보호대상자

해당없음

창업전(69명)

창업후(69명)

그림[ 6 희망가게 설문 응답자 창업 전 후 정부지원 변화]

창업 후 희망가게 부채 변화에 대하여 명 가 증가한 반면 명 가 감소32%(22 ) 23%(16 )

혹은 해소 되었다.

　 무응답 증가 동일 감소 해소 합계

수 24 22 7 11 5 69

% 34.8% 31.9% 10.1% 15.9% 7.2% 100%

표< 44 희망가게 설문 응답자 부채 변화>

부채가 증가한 창업주 대상으로 부채증가 항목을 조사한 결과 희망가게 사업운영비가

명 로 나타났다 기대수익에 비해 현재 수익이 미치지 못하는 점 사업확장에45.2%(1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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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욕구7) 등을 미루어 희망가게 사업운영비로 투자 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생활비
자녀

교육비
주택자금

희망가게 창업

전 사업운영비

희망가게

사업운영비
남편부채 기타 합계

수 1 5 4 3 14 2 2 19

% 3.2% 16.2% 12.9% 9.7% 45.2% 6.5% 6.5% 100.0%

표< 45 희망가게 설문 응답자 부채 증가 사유 복수응답> ( )

가계 지출비용의 변화를 통해 창업 전 후의 변화를 살펴본 결과 가계 지출 교육비 보, ,

험과 저축액이 창업 후 증가하였다.

항 목 창 업 전 창 업 후

가계 지출액 평균 원994,308 원1,386,308

자녀 교육비 평균 원312,031 원505,152

보험과 저축액 평균 원226,791 원591,269

표< 46 희망가게 설문 응답자 창업 전과 후의 가계 지출변화 평균>

특히 창업 전에는 지출을 못했던 자녀 교육비를 창업 후에는 지출 하는 것으로 나타나,

한부모 여성가장의 창업만족 사유로 꼽혔던 자녀 양육 문제가 다소 해결되는 것으로 분

석된다 창업 후 보험과 저축액에서는 창업 전 저축을 못했던 비율이 명 였으. 27%(17 )

나 창업 후 명 로 감소되어 창업 후 미래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 1.6%(1 )

타났다.

　 원0
만원20

이하

만원 초과20

만원 이하~40

만원 초과40

만원 이하~60

만원 초과60

만원 이하~80

만원80

초과
합계

창업전 수( ) 11 16 11 18 3 2 61

창업후 수( ) 0 8 10 27 8 8 61

표< 47 희망가게 설문 응답자 창업 전 후 자녀 교육비 비교 무응답 명> ( 8 )

　 원0
만원20

이하

만원 초과20

만원 이하~40

만원 초과40

만원 이하~60

만원 초과60

만원 이하~80

만원80

초과
합계

창업전 수( ) 17 22 14 6 2 2 63

창업후 수( ) 1 15 14 14 7 12 63

표< 48 희망가게 설문 응답자 창업 전 후 보험과 저축액 비교 무응답 명> ( 6 )

7) 현재 희망가게를 운영 중인 창업주에게 사업 지속 여부를 물었을 때 명 중 명 이 현재 상태61 67%(43 ) ‘
에 만족하고 앞으로 더욱 사업을 확장할 예정이다 라고 답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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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0
만원50

이하

만원 초과50

만원 이하~100

만원 초과100

만원 이하~150

만원 초과150

만원 이하~200

만원200

초과
합계

창업전 수( ) 2 14 27 15 6 1 65

창업후 수( ) 2 11 15 16 11 10 65

표< 49 희망가게 설문 응답자 창업 전 후 가계 지출액 비교 무응답 명> ( 4 )

신용 상태 변화에 있어서는 변화가 있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명 그 중 긍정‘ ’ 30.4%(21 ),

적인 변화를 보인 비율이 명 로 나타났다 부정적인 변화를 보인 명21.7%(15 ) . 8.7%(6 )

는 사업운영비 등으로 부채 비율이 높아져 부정적이라고 답한 것으로 파악된다.

그림[ 7 희망가게 설문 응답자 창업 전 후 자녀 교육비 변화]

그림[ 8 희망가게 설문 응답자 창업 전 후 보험과 저축액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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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 중심의 비경제적 성과2.6.

희망가게의 성과를 여성가장으로서의 심리적 변화와 자녀의 창업만족감을 통하여 알아

보았다.

점 리커트 척도로 점이 매우 그렇지 않다 혹은 매우 불만족 점이 매우 그렇다5 1 ‘ ’ ‘ ’, 5 ‘ ’

혹은 매우 만족으로 항목별 변화에 가중치를 주어 평균값을 구하였다‘ ’ .

질문 항 대분류 질문내역 평균 응답자수

여성가장 부양의무자 으( )

로서 느끼는 심리적 변화

창업 후 내 삶과 미래에 대한 생각이 긍정⑴
적으로 변했다

4.25 69

창업 후 가정생활에 만족하게 되었다⑵ 4.06 67

창업 후 친정 부모 및 친척과의 관계가⑶
좋아졌다

3.91 67

창업 후 자녀와의 관계가 좋아졌다⑷ 4.10 67

자녀의 창업 만족도

자녀가 희망가게 창업에 만족한다⑴ 4.30 69

창업 후 자녀의 또래관계가 더 좋아졌다⑵ 4.13 68

창업 후 자녀가 자녀 스스로에 대해 긍정⑶
적으로 생각한다

4.09 68

표< 50 희망가게 설문 응답자 부양의무자로서의 만족도와 자녀의 창업 만족도>

창업 후 여성가장으로서 느끼는 심리적 변화는 대체로 긍정적으로 변화하였으나 부모

및 친척과의 관계 변화는 다른 항목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혼 과정에서.

발생되었던 갈등 및 부담감이 창업 후에도 극복되지 못한 것으로 추정된다.

자녀의 창업 만족도 또한 대체로 긍정적이다.

창업 후 여성가장으로서 자신의 삶에 대해 긍정적으로 변화하였다고 답하였음에도 스트

레스의 변화는 변화가 없거나 더 심해진 경우도 있었다.

스트레스가 대체로 심해지거나 매우 심해진 비율이 명 로 창업 이후에도 스21.7%(15 )

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스트레스가

매우 심해졌다

스트레스가

대체로 심해졌다
변화 없다

스트레스가

대체로 감소되었다

스트레스가

거의 없어졌다
합계

수 3 12 15 26 13 69

% 4.3% 17.4% 21.7% 37.7% 18.8% 100.0%

표< 51 희망가게 설문 응답자 스트레스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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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스 주요인은 다음과 같다

　 사업운영
소득불안

및 소득부족
자녀양육 합계

수 7 3 6 16

표< 52 희망가게 설문 응답자 스트레스 사유 복수 응답> ( )

창업 만족 사유의 순위가 생계유지와 자녀양육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스트레스 받는1, 2

부분 또한 같다.

스트레스 변화에 대한 주관식 질문에 대하여 응답한 창업주의 의견을 담았다.

긍정적 응답[ ]

많이 안정이 되었다 고정적으로 수입이 있고 혼자서도 자녀를 양육할 수 있음에 불안보다는 희망을.•

찾을 수 있어 진심으로 아름다운재단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후로도 우리와 같은 처지에 놓인 여성가.

장들에게 힘이 되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 .

남편의 폭력과 아이들에게 주는 공포나 상처가 없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감소되었다.•

창업을 통해 얻은 만족감과 경제적 여유가 스트레스 감소 시켰다•

가장 기본적인 생계유지의 불안감이 해결되어서입니다.•

지금은 매출이 조금 더 신장되어 남은 개인회생 빚과 약간의 저축을 할 수 있다면 더욱 감사할 것•

같아요.

안정적인 수입으로 미래에 대한 불안감 감소•

모든 생활이 안정적으로 변해감•

창업 전 미래의 불안함이 창업 후 내 삶의 자신감으로 변했다 나의 미래는 행복할거고 현재도 행복.•

하다

안정된 생활•

직장생활에서 벗어나 내 일터가 있다는 것에 대한 안정감•

심적으로 편해 짐•

심리적으로 미래에 대한 불안에서 해소 되었다 창업이전에는 친지나 지인들이 아무도 도와주는 이가.•

없었는데 일단은 생계나 아이양육에 있어 해결되었으니까,

물질적 도움을 받을 수 있어서•

평생 직업이 생겨 마음의 부담이 줄었다 나이가 들어도 계속할 수 있을 것 같다( )•

아이양육가능•

생활의 안정•

고정수입 일자리 걱정에서 스트레스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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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적 응답[ ]

사업이 잘 안될까봐•

가게 운영에 대한 스트레스로 심하지는 않지만 수면부족과 스트레스를 받는다•

가게운영이 되지 않는데서 비롯한 심한 스트레스•

가게 운영에 대한 스트레스•

사업운영의 어려움•

창업자금 및 운영비 때문에 가게는 적자를 보고 없던 지출이 늘어나 부채가 늘어나고 너무 힘들었음,•

경기침체로 수입이 감소되고 정부지원이 끊기다 보니 생활비와 교육비의 압박이 심해져서 아이들의•

미래를 다시 생각해 보게 되었고 나의 노후 역시 좀 불안정 해 지는 것 같아 사업수정을 고심하다 보

니 스트레스가 좀 많아졌다 그래도 아직은 미래를 밝게 내다보는 긍정적 사고는 변함없다.

생각했던 것 만큼 수익을 내지 못한 부분으로 인한 부담이 컸음•

상권이 좋지 않았고 매출 저조,•

경제적 사유•

부양책임자로서의 압박감•

자녀양육과 경제적 문제 스트레스 증가•

자녀와의 일로인한 대화 부재•

자녀를 잘 돌보지 못해서•

학비 부담에 대한 스트레스•

일정치 안은 수입으로 과연 아이를 잘 키울 수 있을까 불안?•

창업을 통하여 미래에 대한 불안감은 비교적 해소 되었으나 순수익 저조로 인한 어려,

움 및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은 여전히 한부모 여성가장에게 스트레스를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업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과 갈.

등을 해소하기 위한 정부지원 연계 및 교육 프로그램 개설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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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가게 사업 및 담당 실무자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2.7.

창업지원 이후 아름다운재단은 다양한 지원사업을 통해 안정창업 및 매출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프로그램 및 지원들이 창업주에게 도움이 되었는지를 파.

악해 보았다.

다른 창업자금이 아닌 아름다운재단 희망가게 창업자금을 선택할 때 고려되었던 점은

무엇인지 질의 하였을 때 순위는 여성가장을 위한 특화 기금임이 고려 되었고 두 번1 ‘ ’ ,

째는 천만원이라는 지원금액 세번째는 대출정보 부족으로 인한 선택이었으나 순위‘4 ’, ‘ ’ 2

에서는 컨설팅 및 교육 등의 전문성 천만원이라는 지원금액 신용 등급으로 인한‘ ’, ‘4 ’, ‘

선택이 고려 되었다 기타 항목으로는 낮은 이자율 및 사업에 대한 자신감이 희망가’ . ‘ ’ ‘ ’

게 창업지원 자금을 선택 할 때 고려되었다고 답하였다.

순위로 가장 많이 선택된 특화기금 인식과 천만원 지원은 창업에 대한 두려움과 자1 4

기자본이 부족한 한부모 여성가장의 접근성을 높이는 것으로 파악 된다.

희망가게 창업자금을 유사한 한부모 여성가장에게 추천하겠느냐는 질문에는 인‘ ’ 94%

명이 추천하겠다고 답하였으며 명이 추천하지 않겠다 명이 무응답 하였다63 4 ‘ ’, 2 ‘ ’ .

명의 비추천 사유로는 천만원이라는 지원금액이 부족 명 하여 창업자금 신청 및4 ‘4 (2 )’ , ‘

절차가 까다롭기 때문에 명 가 선택되었으며 기타로는 사업은 심사 숙고가 필요하다(1 )’ , ‘ ’

는 의견을 주었다 순위로는 창업 전반에 대한 지원 교육 컨설팅 등 이 부족하여 혹. 2 ‘ ( , ) ’

은 창업 이후 담당 실무자의 관여 등이 불편하기 때문에 상환이 부담스러워 라고 각‘ ’, ‘ ’

질문 항 대분류 질문내역 수 순위(1 ) 수 순위(2 )

희망가게 창업지원

자금 선택 시

고려된 점

여성가장을 위한 특화된 기금임을 알고 있기 때
문에 선택하게 되었다.

명48%(32 ) 명14%(8 )

천만원이라는 지원금액이 다른 창업지원 자금보4
다 더 많기 때문에 선택하게 되었다.

명19%(13 ) 명25%(14 )

창업 컨설팅 및 교육 등 창업에 대한 전문성 때
문에 선택하게 되었다.

명3%(2 ) 명26%(15 )

신용이 나쁘기 때문에 다른 창업지원 자금에서(
대출이 불가능 선택하게 되었다) .

명7%(5 ) 명19%(11 )

창업자금 대출 정보를 희망가게 창업지원 자금
밖에 알지 못했기 때문에 선택하게
되었다.

명16%(11 ) 명11%(6 )

특별한 사유 없다. 명3%(2 ) 명0%(0 )

기타 명3%(2 ) 명5%(3 )

합 계 67 57

표< 53 희망가게 설문 응답자 희망가게 창업지원 자금 선택 우선순위 무응답 명 무응답 명> ( 2 / 12 )



39

명씩 응답하였다1 .

실무자 기대 역할로는 어려움이 있어 도움을 요청하고 싶을 때 도움을 주는 역할 및‘ ’

친구 같은 역할이 명 로 정서적 친밀감에 대한 기대 역할을 알 수 있다 반‘ ’ 76.5%(52 ) .

면 창업 후 아름다운재단에 바라는 역할이 없거나 명 상환금 납입여부를 체크 하는(3 )

것에 대해 부담스럽다는 응답도 있었다 명.(1 )

질문내역 응답자수

어려움이 있어 도움을 요청하고 싶을 때 도움을 주는 역할 30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서로 이야기 할 수 있는 친구 같은 역할, 22

아름다운재단의 관리 지침을 명확하게 전달해주는 역할

월 상환금 체크 등( )
8

창업 후 아름다운재단에 바라는 역할이 없다 3

기 타 5

합 계 68

표< 54 희망가게 설문 응답자 사후관리 실무자에 대한 기대 역할 무응답 명> ( 1 )

희망가게 지원 프로그램 전반에 대한 질의에서는 점포 창업위주인 희망가게 사업에 있

어 입지 선정에 전문 컨설턴트를 붙이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임에도 입지선정 과정은

다른 항목에 비해 만족도 평균 점수가 비교적 낮다.

입지 탐색 후 컨설턴트에게 확정을 받는 과정에서 컨설턴트와의 갈등 이로 인한 창업,

지연 등 지원 시스템에 대한 불만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대체로 회계 재무 세무 사전컨설팅 사후 컨설팅 등 전문성이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 ,

그 만족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창업자금에 대한 지원은 만족도가 높다. , .

질문내역 점수 응답자수

입지선정 과정 컨설턴트 연계 및 교육안내 등( )⑴ 3.95 69

임대차 계약 과정 계약 및 자금집행 안내 등( )⑵ 4.34 58

개인사업자 등록 과정 방법 안내 등( )⑶ 4.24 62

예산집행 과정 창업자금 집행( )⑷ 4.25 55

회계 재무 지원 및 상담⑸ • 4.00 57

재단 인프라 및 네트워크 연계⑹ 4.11 55

세무 지원 및 상담⑺ 3.93 53

표< 55 희망가게 설문 응답자 실무자 기대역할 대비 희망가게 지원 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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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시 사후관리 실무자가 밀착 지원해야 하는 임대차 계약과정 예산 집행과정 재단,

관련 사업에는 만족도가 높다 교육비 지원과 교육프로그램의 만족도도 높다 전문성이. .

그다지 필요하지 않는 상담 및 지지에 대한 만족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 대체로 사후,

관리 실무자에 대한 만족도는 높으나 전문성이 요구 되는 분야 혹은 사후관리자가 밀착

지원되지 않는 분야에 대한 만족도는 떨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만족도가 낮은 이유는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외부 전문 자원연계를 하는

데 이에 대한 기대치 대비 효과에 대한 만족감이 덜한 것으로 보이며 외부 자원이 사, ,

후관리 실무자와 같이 밀착지원되지 않는 한계점을 갖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사업성과 분류에서 경제적 지원으로서 사업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지원 자금지원 사( ,

전컨설팅 사후컨설팅 사후관리 과 간접적 영향이 미치는 지원 교육비 지원 경영학교, , ) ( , ,

법률지원 으로 나누었으나 분류의 만족도 차가 거의 없다) , .

위 분류와는 다르게 사후관리자 아름다운재단 혹은 협력기관의 실무자 의 밀착지원 여부( )

와 전문성의 요구여부에 따라 만족도 차가 크다.

질문내역 점수 응답자수

창업자금지원 최대 천만원 이 사업운영에 도움이 되었다( 4 )⑴ 4.77 69

사전 컨설팅이 사업운영에 도움이 되었다 상권 전문컨설턴트 연결( )⑵ 3.71 62

담당 실무자의 사후관리가 사업운영에 도움이 되었다 사업관련 상담 및 지원( )⑶ 4.00 62

사후 컨설팅이 사업운영에 도움이 되었다 마켓팅 전문 컨설팅 연결( )⑷ 3.65 57

교육비 지원이 사업운영에 도움이 되었다⑸ 4.02 42

아름다운재단 및 협력기관의 교육이 사업운영에 도움이 되었다⑹ 4.02 52

법률지원이 사업운영에 도움이 되었다⑺ 3.67 42

담당 실무자의 사후관리가 정서적 안정 및 지지에 도움이 되었다⑴ 4.13 64

외부 심리상담 프로그램이 정서적 안정 및 지지에 도움이 되었다 워크라이프 코칭( )⑵ 3.68 41

가족캠프 및 자조모임이 정서적 안정 및 지지에 도움이 되었다⑶ 4.02 48

표< 56 희망가게 설문 응답자 희망가게 지원 프로그램 만족도>

질문내역 점수 응답자수

담당 실무자의 소통 방법에 대해 만족한다 대화기술 교육기술등( , )⑴ 4.13 68

담당 실무자의 상담효과에 대해 만족한다 상담 매출증진 도움 등의 결과만족( , )⑵ 3.96 67

표< 57 희망가게 설문 응답자 담당 실무자 소통 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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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운영의 성과 분석2.8.

희망가게 사업적 성과로 순수익 외에 안정창업을 들 수 있다.

안정창업은 사별 혹은 이혼을 겪으며 갑작스럽게 생계를 부담해야 하는 한부모 여성가

장에게 가장 절실한 부분이다 근로자로서의 소득은 자녀를 부양하기에 한계가 있어 창.

업을 결심하였으나 시스템 없이 자금만으로는 창업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생애 처, .

음 창업을 하는 한부모 여성가장이 안정적으로 창업할 수 있다는 것은 창업주의 자질

도 중요하지만 시스템이 뒷받침 되지 않으면 실패율이 높다 안정창업 여부를 알기 위.

해 생애 첫 신규창업이라고 응답한 명을 살펴 본 결과 명만 영업 종료를 했을 뿐24 1

모두 현재까지 운영 중이다.

2005 2007 2008 2009 2010 2011 총합계

영업종료 수( ) 　 1 　 　 　 　 1

운 영 수( ) 1 4 1 5 8 4 23

총 합 계 수( ) 1 5 1 5 8 4 24

% 100% 80% 100% 100% 100% 100% 96%

표< 58 희망가게 설문응답자 생애 첫 신규창업자 영업종료 현황>

기존 창업 경력자 중 상환완료한 창업주 명을 제외한 명의 생존율은 음식업이 기존2 43

창업 경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종료율이 높다.

생애 첫 창업은 비교적 안정적으로 창업하나 기존 창업 경력자의 창업 중 음식업의 영,

업종료율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매입비 부담 입지의 영향이 큰 업태의 특성도 있을. ,

것으로 추정되며 기존 창업 경력자의 경우 창업주 스스로 영업종료 할 때를 인지 하지,

만 생애 첫 신규창업자의 경우 그 때를 알지 못해 쉽게 영업종료를 하지 못하는 것일,

수 있다.

비경제적 성과로 자기 유능감과 창업에 대한 만족도를 알 수 있는 창업만족 소득,

창업년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총합계

미 용 업 수( ) 영업 중 1 1 1 2 7 2 14

음 식 업 수( )
영업중 1 2 1 1 5 10

영업종료 1 3 4

학 원 업 수( ) 영업중 1 4 5

도소매제조업 수( ) 영업중 2 1 2 5

기타서비스업 수( )
영업중 2 1 1 4

영업종료 1 1

총합계 2 1 6 4 4 21 5 43

표< 59 희망가게 설문 응답자 기존 창업 경력자의 업태별 생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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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 사업지속여부에 대한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 .

변수들간의 상관계수 값은 매우 높게 나타나 자기 유능감과 창업만족 소득만족 사업지, ,

속여부는 유의수준 하 신뢰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 유능감0.01 , 99% .

이 높을수록 창업만족과 소득만족 사업지속에 대한 만족감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

희망가게 지원 프로그램과 소득만족 창업만족과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 .

창업

만족

소득

만족

창업

자금

사전컨

설팅

사후

관리 사업( )

사후

컨설팅

교육비

지원
교육

법률

지원

Spe

arm

an

의

rho

창업

만족

상관계수 1.000 .471
**

.559
**

.325
*

.392
**

.311
*

.235 .347
*

.373
*

유의확률 양측( ) . .000 .000 .010 .002 .019 .134 .012 .015

N 69 67 69 62 62 57 42 52 42

소득

만족

상관계수 .471** 1.000 .290* .391** .367** .328* .283 .327* .380*

유의확률 양측( ) .000 . .017 .002 .004 .013 .069 .019 .014

N 67 67 67 61 61 56 42 51 41

창업

자금

상관계수 .559** .290* 1.000 .391** .401** .370** .351* .356** .309*

유의확률 양측( ) .000 .017 . .002 .001 .005 .023 .010 .046

N 69 67 69 62 62 57 42 52 42

사전

컨설

팅

상관계수 .325
*

.391
**

.391
**

1.000 .662
**

.850
**

.292 .506
**

.553
**

유의확률 양측( ) .010 .002 .002 . .000 .000 .068 .000 .000

N 62 61 62 62 61 57 40 50 42

사후

관리(

사업)

상관계수 .392** .367** .401** .662** 1.000 .825** .716** .758** .717**

유의확률 양측( ) .002 .004 .001 .000 . .000 .000 .000 .000

N 62 61 62 61 62 57 40 49 41

표< 61 창업만족 소득만족과 희망가게 지원 프로그램과의 상관분석> ,

능력만족 능력인식 장점발견 의지인식 창업만족 소득만족 사업지속여부

Spe

arm

an

의

rho

능력

만족

상관계수 1.000 .822
**

.749
**

.664
**

.364
**

.553
**

.484
**

유의확률 양측( ) . .000 .000 .000 .002 .000 .000

N 69 68 68 68 69 67 69

능력

인식

상관계수 .822
**

1.000 .807
**

.685
**

.376
**

.443
**

.504
**

유의확률 양측( ) .000 . .000 .000 .002 .000 .000

N 68 68 68 68 68 67 68

장점

발견

상관계수 .749** .807** 1.000 .598** .362** .443** .497**

유의확률 양측( ) .000 .000 . .000 .002 .000 .000

N 68 68 68 68 68 67 68

의지

인식

상관계수 .664
**

.685
**

.598
**

1.000 .328
**

.470
**

.352
**

유의확률 양측( ) .000 .000 .000 . .006 .000 .003

N 68 68 68 68 68 67 68

창업

만족

상관계수 .364
**

.376
**

.362
**

.328
**

1.000 .471
**

.359
**

유의확률 양측( ) .002 .002 .002 .006 . .000 .002

N 69 68 68 68 69 67 69

소득

만족

상관계수 .553
**

.443
**

.443
**

.470
**

.471
**

1.000 .492
**

유의확률 양측( ) .000 .000 .000 .000 .000 . .000

N 67 67 67 67 67 67 67

사업

지속

여부

상관계수 .484** .504** .497** .352** .359** .492** 1.000

유의확률 양측( ) .000 .000 .000 .003 .002 .000 .

N 69 68 68 68 69 67 69

상관 유의수준이 입니다 양측**. 0.01 ( ).

표< 60 자기 유능감과 창업만족 소득만족 사업지속여부와의 상관분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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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만족도와 수익만족도가 높을수록 교육비 지원을 제외하고 재단의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교육비 지원은 만족도 평균 점수는 높으나 창업만족과의 상관성은 떨어져 교육비 지원

제도를 잘 모르고 답한 경우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사후관리 실무자에 대한 기대역할 대비 지원만족도와 및 창업 만족도의 상관관계를 살

펴보았다.

사후

컨설

팅

상관계수 .311
*

.328
*

.370
**

.850
**

.825
**

1.000 .528
**

.644
**

.693
**

유의확률 양측( ) .019 .013 .005 .000 .000 . .001 .000 .000

N 57 56 57 57 57 57 38 46 40

교육

비지

원

상관계수 .235 .283 .351
*

.292 .716
**

.528
**

1.000 .721
**

.762
**

유의확률 양측( ) .134 .069 .023 .068 .000 .001 . .000 .000

N 42 42 42 40 40 38 42 41 34

협력

기관

교육

상관계수 .347
*

.327
*

.356
**

.506
**

.758
**

.644
**

.721
**

1.000 .826
**

유의확률 양측( ) .012 .019 .010 .000 .000 .000 .000 . .000

N 52 51 52 50 49 46 41 52 42

법률

지원

상관계수 .373* .380* .309* .553** .717** .693** .762** .826** 1.000

유의확률 양측( ) .015 .014 .046 .000 .000 .000 .000 .000 .

N 42 41 42 42 41 40 34 42 42

창업

만족

소득

만족
입지

임대차

계약

사업자

등록
예산

회계

재무

재단

인프라
세무

Spea

rma

의n

rho

창업

만족

상관계수 1.000 .471
**

.285
*

.292
*

.295
* .348** .284* .303* .281

*

유의확률 양측( ) . .000 .030 .021 .029 .008 .036 .027 .038

N 69 67 58 62 55 57 55 53 55

소득

만족

상관계수 .471
**

1.000 .319
*

.320
*

.251 .372** .290* .198 .250

유의확률 양측( ) .000 . .016 .013 .068 .005 .035 .159 .071

N 67 67 56 60 54 55 53 52 53

입지

상관계수 .285* .319* 1.000 .772** .711** .631** .732** .660** .713**

유의확률 양측( ) .030 .016 . .000 .000 .000 .000 .000 .000

N 58 56 58 58 55 56 54 53 54

임대

차

상관계수 .292
*

.320
*

.772
**

1.000 .820
** .761** .782** .638** .759

**

유의확률 양측( ) .021 .013 .000 . .000 .000 .000 .000 .000

N 62 60 58 62 55 57 54 53 54

개인

사업

자

상관계수 .295
*

.251 .711
**

.820
**

1.000 .760** .751** .657** .773
**

유의확률 양측( ) .029 .068 .000 .000 . .000 .000 .000 .000

N 55 54 55 55 55 55 53 52 53

예산

상관계수 .348
**

.372
**

.631
**

.761
**

.760
**

1.000 .745** .726** .695
**

유의확률 양측( ) .008 .005 .000 .000 .000 . .000 .000 .000

N 57 55 56 57 55 57 54 53 54

회계

재무

상관계수 .284
*

.290
*

.732
**

.782
**

.751
** .745** 1.000 .811** .944

**

유의확률 양측( ) .036 .035 .000 .000 .000 .000 . .000 .000

N 55 53 54 54 53 54 55 53 54

재단

인프

라

상관계수 .303* .198 .660** .638** .657** .726** .811** 1.000 .853**

유의확률 양측( ) .027 .159 .000 .000 .000 .000 .000 . .000

N 53 52 53 53 52 53 53 53 53

세무

상관계수 .281
*

.250 .713
**

.759
**

.773
** .695** .944** .853** 1.000

유의확률 양측( ) .038 .071 .000 .000 .000 .000 .000 .000 .

N 55 53 54 54 53 54 54 53 55

표< 62 창업만족 소득만족과 희망가게 실무 지원과의 상관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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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만족도가 높은 응답자들은 실무자들의 지원에 신뢰수준에서 모든 항목에 만95%

족도가 높았지만 수익만족도가 높은 응답자들은 실무자들의 지원에 대해 신뢰수95%

준에서 가지 항목에 대해서는 그 상관관계가 높다고 볼 수 없다 사업자 등록과정 재3 . ,

단의 인프라를 연결하여 사업지원을 하는 부분 세무 지도 등에는 소득만족도와의 상관,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앞서 창업만족 소득만족에 대하여 자기 유능감을 비교 하였을 때 신뢰수준에서, 99%

상관관계가 있음을 확인 하였다 지원 프로그램과 사후관리 실무자에 대한 기대 역할대. ,

비 창업진행 실무는 그 상관관계가 신뢰수준에서 유의하거나 상관관계가 없다고95% ,

할 수 있는 경우도 있었다.

희망가게 창업만족 및 소득만족은 창업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보다 자기 유능감‘ ’ ‘ ’

에 더 상관관계가 있다 창업을 한 것만으로 심리적으로 자기 유능감이 더 높아지는 것.

이다.

창업 이후 본인이 만족을 가장 많이 느끼는 부분에 대해 순위를 정해 답한 응답에서

생계유지 문제 해결을 만족 순위로 선택한 사람보다 자녀 양육과 교육문제 해결을‘ ’ 1 ‘ ’

만족 순위로 선택한 창업주가 창업만족도 소득만족도 평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1 ,

다.

학력별 분석에서는 중졸이하가 창업자금 자부담 순수익이 대체로 낮다 이는 학력이, , .

낮을수록 네트워크 등 사업에 필요한 체계가 부족하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반면 학력이.

낮을수록 삶을 긍정하고 가정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높다.

초대졸 이하 대졸이하의 창업주는 자기유능감이 낮으며 전반적인 희망가게 지원 서비,

스에 대한 만족도가 낮다 기대치 대비 현실에 대한 만족도 저조 지원 받는 것에 대한. ,

수치감 등이 반영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만족 순위1
주변시선과

편견극복

사업자로서의

자부심

생계유지

문제해결

자녀양육과

교육문제해결

만족하지

않음
합계

창업만족 4.00 4.83 4.66 4.88 2.00 　

소득만족 2.80 3.73 3.53 3.88 1.00 　

자녀와의

관계만족
3.40 4.33 4.06 4.31 3.00 　

수( ) 5 12 35 16 1 69

표< 63 희망가게 설문 응답자 창업만족 사유에 따른 창업만족도 및 소득만족도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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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가게 창업지원 서비스에 대해 기존창업경력자와 생애 첫 신규창업자와 미묘한 차이

를 보인다 첫 신규 창업자는 입지 등의 사업초반에 밀착 지원되는 부분에 대해 만족도.

가 높은 반면 기존창업 경력자는 그 만족도가 낮다 신규창업자의 경우 부족한 경험을, .

전문적 지원이 완충장치가 되어 만족도가 높은 반면 기존창업자는 경험에 기반한 자신

만의 방법을 유지하려는 욕구가 상대적으로 강하여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추정된다.

회계 재단 인프라연결 세무지원 같은 경우 기존 창업 경력자는 기존의 경험이 있어서, ,

학력별 중졸이하 고졸이하 초대졸이하 대졸이상 평균

창업자금계 38,600,000 44,303,030 45,400,000 45,772,727 44,442,029

자부담 금액 6,000,000 7,636,364 6,900,000 7,136,364 7,224,638

창업 전 월소득 1,110,000 1,259,091 1,107,500 1,272,727 1,206,522

희망가게 월 평균 매출 4,100,000 9,061,870 7,235,000 4,850,000 7,591,667

희망가게 순수익 950,000 2,929,668 2,192,500 2,771,000 2,567,747

능력만족 4.00 4.55 3.90 3.73 4.19

능력인식 4.20 4.41 4.15 3.91 4.24

장점발견 4.00 4.41 4.05 3.91 4.19

의지인식 4.80 4.72 4.20 4.00 4.46

창업만족 4.60 4.70 4.65 4.55 4.65

소득만족 3.20 3.94 3.20 3.27 3.55

인간관계만족 4.00 4.26 4.10 4.09 4.16

업종전문지식 4.20 4.16 3.85 4.09 4.06

삶 긍정변화 4.40 4.55 3.85 4.00 4.25

가정생활만족 4.00 4.26 3.85 3.91 4.06

친척관계만족 4.20 4.10 3.75 3.55 3.91

자녀관계만족 3.60 4.35 3.95 3.91 4.10

자녀창업만족 3.80 4.39 4.30 4.27 4.30

자녀또래관계만족 4.20 4.31 3.90 4.00 4.13

자녀자긍심 4.00 4.28 3.85 4.00 4.09

스트레스변화 3.00 3.85 3.35 2.91 3.49

입지 3.50 4.23 3.47 4.00 3.95

임대차계약과정 4.50 4.40 4.11 4.55 4.34

개인사업자등록과정 4.50 4.39 3.94 4.22 4.24

예산집행과정 4.50 4.41 3.88 4.30 4.25

회계재무 4.00 4.21 3.73 3.78 4.00

재단인프라 연결 4.00 4.33 3.80 4.00 4.11

세무지원 4.00 4.17 3.60 3.67 3.93

창업자금지원 4.60 4.82 4.60 5.00 4.77

사전컨설팅 2.75 4.00 3.33 3.89 3.71

사후관리 사업중심( ) 3.50 4.13 3.89 4.00 4.00

사후컨설팅 2.67 3.90 3.41 3.63 3.65

교육비지원 4.00 4.15 3.73 4.33 4.02

협력기관교육 4.00 4.18 3.69 4.17 4.02

법률지원 3.50 3.82 3.38 3.80 3.67

사후관리 정서적지원( ) 3.80 4.30 3.83 4.27 4.13

워크라이프코칭 3.33 4.00 3.18 3.60 3.68

가족캠프 4.50 4.20 3.85 3.33 4.02

실무자 소통방법 3.80 4.36 3.85 4.10 4.13

실무자 상담효과 3.25 4.28 3.65 3.82 3.96

명( ) 5 33 20 11 　

표< 64 희망가게 설문 응답자 학력별 창업 만족도 등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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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 만족도가 높은 반면 생애 첫 신규 창업자는 그 만족도가 낮다, .

항 목 기존창업경력있음 생애 첫 신규 창업

입 지 3.87 4.10

임 대 차 계 약 과 정 4.30 4.41

개인사업자등록과정 4.23 4.25

예 산 집 행 과 정 4.27 4.20

회 계 재 무 4.03 3.95

재 단 인 프 라 연 결 4.15 4.05

세 무 지 원 4.06 3.71

창 업 자 금 지 원 4.73 4.83

사 전 컨 설 팅 3.60 3.91

사후관리 사업중심( ) 3.92 4.13

사 후 컨 설 팅 3.68 3.60

교 육 비 지 원 4.08 3.94

협 력 기 관 교 육 3.97 4.11

법 률 지 원 3.66 3.69

사후관리 정서적지원( ) 4.12 4.13

워 크 라 이 프 코 칭 3.63 3.79

가 족 캠 프 4.10 3.89

실 무 자 소 통 방 법 4.09 4.21

실 무 자 상 담 효 과 3.95 3.96

명 45 24

표< 65 희망가게 설문 응답자 창업경력 유무에 따른 만족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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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가게 사회적 성과3.

희망가게 사업은 저소득 빈곤 여성의 자립성과 뿐만 아니라 사회적 성과도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정부지원탈피로 인한 사회적 비용 감소 고용창출 가계비용지출 상승으로 인한 내수시, ,

장 활성화 여성가장의 사회적 인식 개선 등을 들 수 있다, .

희망가게 창업 후 수급권자 비율이 명 인데 비해 창업 후 명 로37.7%(26 ) 21.7%(15 )

명 가 수급을 탈피 한 것으로 조사 되었다 담당 사후관리자들이 파악하는15.9%(11 ) .

바로는 창업 후 수급을 유지하더라도 대부분 생계비 를 지원 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

사회적 혜택 즉 교육비 의료비 주거안정 등의 지원을 받는다 수급비 지원에 대한 사, , .

회적 비용이 감소되었다고 할 수 있다.

희망가게 명의 창업주가 고용한 총 근로자 수는 명으로 인당 평균 원69 69 1 1,230,768

을 급여로 지불하고 있어 고용 창출 효과가 있다 고용창출 효과는 희망가게 창업주를.

포함하면 더 높아진다.

창업 후 소득이 높아지면서 가계 지출이 늘어나고 교육비 지출도 늘어났다 가계지출액, .

은 평균 약 만원이 증가 되었으며 자녀 교육비는 평균 약 만원이 증가되었다 그38 , 20 .

만큼 내수시장이 활성화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보험과 저축액 증가로 가계 부채를 줄이고 빈곤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기회,

를 만들었다.

창업 후 자기 유능감과 한부모 여성가장이 느끼는 사회적 관계에 대하여 확인해 보니

자기유능감이 높은 사람이 창업 후 인간관계 및 의사소통에 대한 만족감도 높은 것으‘ ’

로 나타났다.

능력만족 능력인식 장점발견 의지인식 인관관계만족

능력

만족

상관계수Pearson 1 .839
**

.750
**

.607
**

.308
*

유의확률 양쪽( ) 　 .000 .000 .000 .011

N 69 68 68 68 67

능력

인식

상관계수Pearson .839** 1 .787** .661** .366**

유의확률 양쪽( ) .000 　 .000 .000 .002

N 68 68 68 68 67

장점

발견

상관계수Pearson .750
**

.787
**

1 .520
**

.330
**

유의확률 양쪽( ) .000 .000 　 .000 .006

N 68 68 68 68 67

표< 66 자기유능감과 인간관계만족과의 상관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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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 여성가장인 창업주가 창업 후 자기 유능감이 높아져 사회적 편견에 대한 자기

인식이 완화 되었다고 해석 할 수 있다 창업 후 창업주에게 언론 인터뷰 등을 의뢰 했.

을 때 두려움 없이 인터뷰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한부모 여성가장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는데 희망가게 창업지원 사업이 기여 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의지

인식

상관계수Pearson .607
**

.661
**

.520
**

1 .260
*

유의확률 양쪽( ) .000 .000 .000 　 .034

N 68 68 68 68 67

인관

관계

만족

상관계수Pearson .308* .366** .330** .260* 1

유의확률 양쪽( ) .011 .002 .006 .034 　

N 67 67 67 67 67

상관계수는 수준 양쪽 에서 유의합니다**. 0.01 ( ) .

상관계수는 수준 양쪽 에서 유의합니다*. 0.0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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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4 조사 결과 요약

기금운영의 성과1.

년 호점을 시작으로 년 호점까지 년의 사업기간 동안 총2004 1 2011 112 8○

원으로 매장 평균 원이 지원되었다 오픈 매장 수 대비4,178,664,400 1 37,309,504 .

의 매장이 영업종료하였다 총 대출금 대비 원의 자금 손실이24% . 12%, 503,607,204

있었으며 영업종료 후 채무상환을 통해 상환하고 있지만 금액은 미비하다 상환대상 매, .

장의 월평균 상환율은 로 기금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87% .

희망가게 경제적 성과2.

사업의 안정화1)

희망가게 창업지원이 한부모 여성가장의 소득 증가 성과를 가져왔다 창업 전 월소.○

득 평균은 원이며 창업 후 월평균 순수익은 원으로 창업 후 약1,206,522 2,567,747 2

배의 소득 증가를 가져왔다 이는 소상공인 월평균 순수익은 만원보다 높다. 149 .

희망가게는 창업컨설팅 지원 등으로 첫 창업자도 비교적 안정창업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설문응답자 중 첫 창업자의 생존율은 만이 영업종료하였다. 96%, 4% .

가계의 안정화2)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 발생 잉여자금을 통한 지출은 창업 전보다 배가 상승하, 1.3○

였으며 자녀 교육비는 배 저축과 보험료는 배가 상승하였다 특히 자녀 교육에, 1.6 , 2.6 .

대한 투자 증대와 보험과 저축액 증가는 빈곤 대물림을 차단하려는 희망가게 사업목적

이 현실화 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희망가게 비경제적 성과3.

사업의 만족도1)

취업대신 창업을 선택한 것에 대한 만족도는 점 만점에 평균 로 높은 편이며5 4.65○

창업 후 만족을 느끼는 사유로 생계유지 자녀양육 사업자로서의 자부심으로 나타났> >

다.

사업을 통해 얻는 소득에 대한 만족도는 로 다른 만족도 보다 비교적 낮다3.55 .○

자기 유능감인 자신에 대한 능력 인식 장점발견 등에 변화는 평균 로 나타나, 4.27○

창업 후 자기 유능감이 높아졌다고 할 수 있다.

가계의 만족도2)

창업 후 본인의 삶 가정생활 자녀와의 관계에서의 심리적 변화는 긍정적으로 변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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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고 답하였다 그러나 친정 부모 및 친척과의 관계 만족도는 낮다. .

스트레스 변화에 대한 질문에는 창업에 대해 만족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주로서 갖는○

불안함 등 취업과는 다른 형태의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희망가게 사업 및 담당 실무자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4.

희망가게 창업자금을 선택한 사유로 창업자금의 규모보다 여성가장을 위한 특화된“○

기금임을 알고 있다 라는 것이 순위이며 순위로 가장 많이 선택된 것은 창업 컨설” 1 , 2 “

팅 및 교육 등 창업에 대한 전문성 때문에 선택하게 되었다 이다 희망가게가 한부모 여” .

성가장을 위한 맞춤형 기금으로 자리매김이 되고 있음을 반영하고 있다.

희망가게 사회적 성과5.

정부지원 탈피로 인한 사회적 비용 감소 고용창출 가계비용지출 상승으로 인한 내, ,○

수시장 활성화 등 사회적 성과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사회적 가치 평가 툴의 정.

밀한 평가가 필요하다.

희망가게 창업 이후의 만족도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창업만족과 소득만족이 지원○

프로그램보다 자기 유능감의 상관관계가 더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창업이 한부모 여성

가장의 자존감에 영향을 주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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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5 개선방향 및 정책제언

사업의 안정적 운영으로 자금의 선순환이 잘 이루어지고 있지만 영업종료와 영업종,○

료에 따른 손실금을 낮출 수 있는 정밀한 시스템 개선이 요구된다 영업종료매장 대출.

대비 손실률은 년 로 손실률이 높다 영업종료에 따른 자금회수가 잘 되지2011 36% .

않고 있는 것이다 영업종료를 낮추기 위해 위기 매장에 대한 집중관리 영업종료 시 손. ,

실금을 낮추기 위한 창업주와의 관계형성 시장 파악 등이 필요하다 또한 영업종료 이, .

후 부채상환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

누적된 상환금과 안정적 운영을 바탕으로 창업지원이 필요한 이에게 더 많은 기회를○

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누적된 상환금은 총 원으로 개 매장을 재지. 1,223,109,727 31

원 할 수 있으며 자금 순환이 지속되고 있어 더 많은 여성가장에게 기회제공이 가능하,

다 게다가 년여 쌓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수익 모델 창출이 가능하므로 지역. 8

확대 창업모델 발굴을 통한 지원이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

스트레스 받는 부분에 대해 취업과는 다른 형태의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며 자녀 양○

육에 대해 여전히 부담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사업운영과 자녀 양육에 관련된 지

원 프로그램이 요구 된다 특히 한부모 여성가장 특화기금으로 인식되는 바에 걸맞게. ‘ ’

한부모 여성가장을 위한 차별화 되고 사회적 필요성에 부응하는 프로그램 개설이 필요

하다.

창업 만족감과 한부모 여성가장의 자기 유능감의 상관관계가 높다 이 부분에 대해.○

더 조사하여 창업이 한부모 여성가장의 자기 유능감 고취를 넘어 한부모 여성에 대한

시각 개선 효과가 있음을 규명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창업업태가 미용업 음식업 교육업 등으로 경력단절 혹은 경험 부족 특성을 갖는 여, ,○

성의 주 창업 업태로 한정되어 있다 지원 자금 규모의 탄력적 운영 창업 아이템 개발. ,

등으로 다양한 업태 지원이 필요하다.

설문조사 시 아름다운재단 지원 프로그램에 대하여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에 대해○

만족도가 비교적 낮았다 전문 자원연계를 하고 있지만 밀착지원되는 사후관리 실무자. ,

가 전문성을 갖춘다면 더 양질의 정보를 가까이에서 지원 받을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마켓팅 세무 재무 등 사후관리 실무자들이 가능한 전문성은 역량강화를 통해 창업주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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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서비스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창업주의 기초정보를 토대로 희망가게 지원 프로그램 창업주 자기유능감 창업만족, ,○

도 등에 대하여 정밀한 군집 연구를 통하여 희망가게 대상자 분류 그들에 맞는 맞춤형,

창업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창업 직후 차상위 소득까지 수익을 얻지 못하였음에도 사업자 등록했다는 이유로 수○

급지원이 중단되기도 한다 수급지원 뿐만 아니라 한부모가족지원 조차 박탈되어 당장.

에 주택 자녀 교육비까지 위협을 받아 오히려 창업 대신 수급 유지를 선택하는 역선택,

이 발생한다. 수급권 탈피를 권유하는 정부정책의 현실적인 대안이 필요하다.

유의미한 데이터들이 나왔으나 타 마이크로크레딧 기관에 대한 정보 부족 마이크로, ,○

크레딧 기관을 평가하는 평가 기준 부족 등으로 희망가게만의 데이터가 될 우려가 있

다 마이크로크레딧 기관들의 정보 취합 및 동일한 평가기준 등이 필요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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