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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재단 희망가게 사업:
경영 컨설팅 및 교육지원의 사업성과 영향에 대한 분석
윤미경•가톨릭대학교 국제학부

1. 연구 목적 및 배경

- 마이크로크레딧에 대한 기존 연구는 빈곤 여성의 경우 자금 부족 뿐 아니라 인적 자본 수준 저하, 정보 부족,
자문 부재, 기술 부족 등으로 인해 마이크로크레딧 자금으로 창업한 사업이 성공하기 어려운 점을 큰 문제점
으로 지적하고 있다. 이에 사업 성공과 마이크로크레딧의 영향력 향상을 위해서는 자금 융자 외에도 자영 창
업 훈련, 기술훈련, 네트워크 형성 등 창업지원 프로그램이 통합적으로 제공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 아름다운재단의 희망가게 사업은 한부모 여성 가장의 자립을 돕기 위해 창업 자금을 대출해 주는 사업
으로, 금융지원 (무담보 소액 신용대출)과 함께 경영지원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국내에
몇 안되는 마이크로크레딧 기관이다.1)
■희
 망가게 사업은 기술교육 및 개인교육에 대한 금융지원, 경조사 지원금, 건강검진, 매출증대를 위
한 행사지원 등 현물지원, 재무, 회계, 일상적인 경영관리 등에 대한 경영컨설팅, 법률, 심리, 주거
에 대한 상담 등 비금융 지원을 전방위적으로 제공한다. 뿐만 아니라 2013-2018년 5년 기간 동안
총7,989건의 사후관리가 이루어졌으며 이중 93% 이상이 방문을 통한 것이었다. 이는 1인당 연평균
4.5회의의 사후관리가 이루어진 것이다.
■이
 러한 전방위적이고 밀착된 통합프로그램으로서는 국내에서 희망가계가 유일하다. 특히, 이러한
유형의 지원 프로그램은 실질적인 도움 이외에 회원의 심리적 안정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포함하

1) 비금융 지원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1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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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는 점이 희망가계 사업의 장점으로 꼽힌다.
- 2013년 발간된 10주년 성과보고서에 자금 지원 외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분석이 포함되어 있지만 주로
현황분석과 사업체 성과와의 단순 상관관계 분석 만 있을 뿐 사업 성과와 경영지원 간 엄밀한 인과관계
분석은 없었다.
- 본 보고서는 이러한 통합적인 경영지원 서비스가 대출자(창업자 또는 회원)의 가계소득과 사업성과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계량적인 방법으로 분석한다.
■ 또한, 개별 회원의 방문 및 전화 면담을 통해 계량적 분석 방법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노력하였다.
- 이러한 연구는 비금융 지원 서비스의 효과를 실증하고 통합서비스의 방향이나 구성, 구체적 기획 등의
측면에서 보다 적절한 경영지원 체계를 구축하는데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2. 경영컨설팅 및 교육지원이 사업성과에 미치는 영향 분석: 계량분석
가. 분석대상:
- 창업 전 상태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와 창업 후인 2016년 또는 2018년 설문조사 결과가 모두 있는 128
명의 회원이 분석 대상이다.
- 2016년 창업 전 상태에 대한 기초선 설문조사와 창업 후 상태에 대한 종료선 설문조사가 모두 존재하
며, 2018년에 대해서는 종료선 설문조사만 존재한다. 따라서 창업 전과 후를 비교할 수 있다.
- 대출자들이 창업한 시점은 2007년에서 2017년 사이로, 그 시점이 각각 다르다. 따라서 회원들이 사업을 영
위한 기간은 각각 다르지만 편의상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지칭하기로 한다 (실제 분석에서는 사업 운영 기
간 통제변수를 포함하므로 완벽하지는 않지만 각기 다른 사업 운영 기간에 따른 편차를 통제할 수 있다).2)

2) 희
 망가게 금융상품의 운영구조는 시기별로 변화하여 제1기 (2004-2009), 제2기(2010-2014), 제3기(2015~현재)로 나눌 수 있
다. 표본을 구성하는 회원 중 2010년 이전 창업한 회원은 단 3명으로, 대부분 제2기와 제3기 조건이 적용된다. 제2기의 경우 5년
간 매월 분할상환하는 조건으로 운영자금 2천만원을 대출받고, 7년 후 일시납 조건으로 임차보증금 2천만원을 지급받았다. 제3기
에는 대출금을 운영자금 2천만원, 임차보증금 2천만원을 대출받고 전체 자금에 대해 1% 이자율을 8년간 매월 분할 상환하는 조
건이다 (아름다운재단 직접사업팀 제공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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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업 전 상태와 2016년 창업 후 차이: 편의상 1년 효과로 지칭
■ 2016년과 2018년 차이: 편의상 2년 효과로 지칭
■ 창업 전 상태와 2018년 창업 후 차이: 편의상 3년 효과로 지칭
- 한편, 창업 전 상태에 대한 설문조사는 2016년에 창업 전 상태를 기억하여 응답하도록 한 것이기 때문
에 데이터의 정확성이 아주 높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기초선 데이터가 달리 없는 경우, 기억에 의한 응
답도 유효한 데이터로 인식되고 있다.3)

나. 기본 모형 및 변수 설명
- 본 분석에서는 성향점수 매칭(PSM: propensity score matching) 계량기법을 적용하여 비금융 지원
이 대출자들의 가계소득, 사업의 수익 및 매출 등 사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성과 추정식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Yit= α+ βXit + γZit + ci + eit

- 위 식에서 i는 개인, t는 시기 (창업 전과 창업 후)를 의미하며, Y는 성과 (가계소득, 사업수익, 매출), X
는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통제변수, Z는 처치변수인 비금융지원, c는 개인특성, e는 교란항이다.
- 자발적으로 지원을 받는 경우 개인 성향에 따른 선택편의가 존재할 수 있어 일반적인 회귀분석외에 성
향점수 매칭법과 같은 분석 방식이 필요하다.
■예
 를 들어 개인적 성향이 본래 열성적이거나 성과욕이 높은 회원은 교육을 받아서가 아니라 그 개인
적 성향 때문에 사업성과가 높을 수 있어 교육의 효과가 과대평가될 수 있다.
■성
 향점수 매칭법은 개인 성향이 유사한 회원끼리 비교하는 방법으로, 이와 같은 선택편의를 완화할
수 있다.

3) Becchetti, Leonardo and Stefano Castriota (201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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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성과변수
- 성과를 측정하기 위해 가용한 자료는 가계소득, 평균수익, 평균매출이다. 수익과 매출의 경우 창업 후
인 2016년 및 2018년간 차이만을 알 수 있다.
■창
 업 전 설문지는 가계소득을“총 소득에서 사업(예비)비, 부채상환비 등을 뺀 실 가계소득”
으로 정
의하고 있으며, 창업 후 설문지는“사업체 수익에서 사업(예비)비, 희망가게 상환금 포함 기타 부채
상환비 등을 뺀 실 가계소득”
으로 정의하고 있다. 모두 다른 가족 구성원의 소득을 포함한 금액으로
사업 수익 및 매출과 마찬가지로 지난 3개월간 월 평균 수치를 말한다.
■평
 균수익은 지난 3개월간의 월평균 수익으로 (3개월간 월평균 매출- 3개월간 월평균 비용)으로 정
의된다.
■가
 계소득과 수익은 회원들이 사업체와 가계수입의 회계구분을 거의 하지 않고 있으며 사업체 소득
이 실질적으로 거의 유일한 소득원이라는 희망가게사업 특성상 동일한 개념으로 파악할 수 있다. 그
러나 가계소득에는 원칙적으로 다른 가족구성원의 소득과 함께 이전소득이 포함될 수 있으며, 회원
본인이 희망가게 외의 부수입이 있을 수도 있고 희망가게 상환만이 유일한 부채상환액이 아닐 수 있
으므로 동일하다고 볼 수는 없다.4)
■원
 칙적으로는 수익이나 매출은 사업의 직접적이고 단기적인 성과(output)라고 할 수 있는 반면 가
계소득은 장기적인 관점의 결과(outcome)라고 볼 수 있다. 수익이나 매출이 늘어도 재투자 등을 통
해 가계소득이 감소할 수 있으며 가계소득은 사업이외의 요인 (즉 이전소득 등)을 통해 사업과 상관
없이 증가할 수도 있다. 따라서 가계소득은 사업성과와는 달리 장기적인 관점에서 소득의 안정성을
평가하는 지수라고 볼 수 있다.
■여
 기서는 강건성을 확보하기 위해 성과변수로 위의 세 변수를 사용한다.
- 대출자들의 창업 전후 경제상황을 비교하면 평균적으로는 창업 후 가계소득, 가계지출, 평균매출, 평균
수익 등이 모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단, 가계소득의 경우 2016년에 비해 2018년에 약간 하
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 모든 지표의 경우 최소 값은 하락하고 최고 값은 증가하는 등 창업 후 개인간 편차는 증가되었
음을 알 수 있다.

4) 방문면담 및 전화면담을 통해 실제로 많지는 않지만 이러한 경우가 존재함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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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창업 전후 경제적 상황
변수

관측 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가계소득b16

120

163.0833

66.3774

30

500

가계소득c16

101

281.802

142.0949

0

862

가계소득c18

78

272.5128

166.9172

0

800

평균매출c16

104

609.4519

433.5312

110

2,750

평균매출c18

80

785.0875

748.2631

50

4,000

평균수익c16

104

239.0096

140.4193

-70

610

평균수익c18

80

385.675

579.8429

-100

3,800

주: b16 = 창업전. c16: 창업후 2016년. c18: 창업후 2018년.
단위: 명, 만원.

라. 처치변수
- 비금융 지원은 경영 또는 기술교육 및 개인교육에 대한 금융지원 (ed), 경조사 지원금, 건강검진, 매출
증대를 위한 행사지원 등 현물지원 (resource), 재무, 회계, 일상적인 경영관리 등에 대한 경영컨설팅
(business), 법률, 심리, 주거에 대한 상담 (advice) 등 네 가지 종류로 나누어 볼 수 있다.5) 이들은 해
당 지원을 받은 경우 1, 받지 않은 경우 0으로 더미변수다.
■현
 물지원과 경영컨설팅의 경우 90% 이상이 지원을 받았으므로 실질적인 대조군을 형성하기가 어려
워 성향 점수 매칭법에 의한 분석에서 제외한다.
- 전반적인 지원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지원을 받은 총 건수를 합하여 지원의 집약도(intensity)를 측정
하는 지원지수를 계산하고, 평균 이하로 지원을 받은 집단과 그 이상으로 지원을 받은 집단을 성향 점
수 매칭법에 의해 비교한다.
■지
 원을 받았는지 여부가 아니라 지원집약도를 처치변수로 사용하는 이유는 아무런 지원도 받지 않
은 회원 수가 충분하지 않아서 유의미한 대조군을 형성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5) 희망가게 사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비금융 지원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1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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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만, 회원별로 지원을 받은 횟수가 다르므로 지원을 많이 받은 회원의 성과가 더 높은지를 분석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지
 원지수 (jiwondex)는 지원을 받은 총 횟수를 관측되는 최대치로 나눈 값으로 0에서 1사이에 분포
한다.
표 2. 비금융 지원
변수

관측 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ed

128

0.672

0.471

0

1

resource

128

0.953

0.212

0

1

business

128

0.922

0.269

0

1

advice

128

0.195

0.398

0

1

jiwondex

128

0.225

0.165

0

1

- 회원들은 현물지원과 경영컨설팅을 가장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경영컨설팅은 대출시 받는
오리엔테이션 성격의 컨설팅을 포함하고 있고 현물지원은 건강검진을 포함하고 있어서 대부분의 회원
들이 최소한 1번은 받는 지원이라고 볼 수 있다.
- 교육과 상담은 대체로 자발적으로 받는 지원이므로 해당 지원을 받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대해
성과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 것이다.
- 전반적인 지원의 집약도를 보여주는 지원지수를 보면 평균이 0.22로, 그다지 높은 편은 아니며, 표준편차
도 크다고 볼 수 없지만, 최소값과 최대값이 모두 관측되고 있어 개인별 편차가 상당하다고 할 수 있다.

마. 통제변수 및 개인특성
- 통제변수로는 대출자의 나이(age), 학력 (edummy), 개인 성향을 나타내는 개인성향지수 (긍정지수:
posindex, 부정지수: negindex), 사업역량을 나타내는 역량 지수(capindex), 가구 특성을 나타내는 부
양자녀 수(child), 가족관계를 나타내는 가족관계지수(famindex), 창업 전 경제적 수준을 나타내는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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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환경지수(homeindex), 사업운영기간 (operate), 총 창업자본금에서 대출금이 차지하는 비중(ratio),
취업연관성 (창업전 취업했던 분야와의 연관성: empre) 등이다. 업종과 지역을 나타내는 더미변수들도
포함한다.
- 대출자들은 평균나이 48세로 중년층에 해당하며 교육수준은 약 60%가 고등학교 졸업 이하, 약 17%가
전문대졸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졸업의 경우도 약 10%에 이른다.
- 대부분이 이전에 창업을 해본 경험이 있었으나 (약 85%), 이 중 상당수가 수익이 나지 않거나 경영관리
의 어려움으로 인해 사업을 중단하였고 (27%), 대부분이 창업 전 취업 상태 (98%)에 있었던 것으로 나
타났다. 이중 48%만이 정규직에 해당하였다.
- 아름다운재단 마이크로크레딧 가입 동기는 대부분 이혼 때문에 생계를 책임지기 위한 창업이었다 (약
91%). 이들이 대출을 받아 창업한 분야는 대체로 교육(학원 등), 도소매/제조 (화장품, 꽃, 갤러리, 악세
사리, 의류 등), 미용, 서비스 (뷰티, 문화, 애완동물, 카페 등), 음식 등으로, 여성 비중이 높은 직종에 해
당한다.
- 주거환경지수, 개인성향지수 (긍정지수 및 부정지수), 사업역량지수, 가족관계지수는 대출자들이 설문
지에 응답한 내용을 바탕으로 인간개발지수에서 dimension index를 도출하는 것과 유사한 방식으로
다음과 같이 계산하였다.

(실제점수-최소점수)/(최고점수-최소점수).

- 각 지수는 해당 지수와 관련된 여러 항목의 질문에 대해 5점 리커트 스케일로 응답한 것을 합산하여 점
수를 매긴 후 개인의 실제 점수를 이론상 (또는 관측되는) 가능한 최소점수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를
이론상 (또는 관측되는) 가능한 최대점수와 최소점수의 차이와 비교한 것이다. 즉, 대출자의 현재 상태
가 최대로 목표하는 수준 (또는 가장 바람직한 수준)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측정한 것이다.
- 지수들의 변화를 살펴보면 평균적으로 가족관계와 주거환경은 창업 후 개선된 반면, 긍정지수, 부정지
수 및 사업역량지수는 창업 후 오히려 다소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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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가족관계지수 설문 항목
① 우리 가족은 가족끼리 대화가 잘 되었다.
② 우리 가족은 문제를 함께 해결하려고 노력했다.
③ 우리 가족은 서로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
④ 우리 가족은 각자의 감정에 대해 가족들에게 마음을 열고 허심탄회하게 이야기 했다.
⑤ 우리 가족은 도움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서로 도움을 청할 수 있었다.
⑥ 우리 가족은 여가 시간을 함께 보내기 좋아했다.
⑦ 우리 가족은 서로 친밀하게 느꼈다.
⑧ 우리 가족은 서로 솔직하고 정직했다.
⑨ 우리 가족은 서로 지지해주고 격려해줬다.
⑩ 우리 가족은 서로에게 생각과 느낌을 표현할 수 있었다.
⑪ 가족의 일을 계획할 때 우리가족 모두에게 발언권이 있었다
⑫ 우리 가족은 서로를 있는 그대로 인정했다.
⑬ 우리 가족은 각각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졌다.
⑭ 우리 가족은 가족들간의 서로 다른 의견을 존중했다.
⑮ 우리 가족은 서로의 감정을 존중했다.
가족관계지표 범위: 15~75

b16

c16

c18

56.23

58.83

58.96

최소값

15

15

15

최대값

75

75

75

0.687

0.731

0.733

평균 실제 관측치

평균 가족 지수 (높을수록 가족관계 좋음: 0~1)
주: b16 = 창업전. c16: 창업후 2016년. c18: 창업후 2018년.
표 3-2 개인성향 지수 설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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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 개인성향 지수 설문 항목
➊ 긍정지수
① 나는 내 인생에서 내가 원한 것을 얻을 수 있었다.
② 나의 목표가 성취되고 안되고는 전적으로 나의 책임에 달려 있다고 생각했다.
④ 나의 인생은 나에게 많은 선택의 기회를 제공해 줬다.
⑥ 내가 선택한 삶에서 자유롭게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었다.
⑨ 나는 내 인생의 모든 것들에 자신이 있었다.
⑩ 나는 내가 받고 있는 서비스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다고 믿었다.
⑪ 나는 모임에 참가하거나 일원으로 활동하고 있었다.
⑬ 내가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한 내용들이 채택되었다.
⑭ 내가 필요한 서비스를 요청해서, 나에게 제공되도록 할 수 있었다.
⑰ 나는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였다.
⑱ 나는 기부를 하였다.
⑲ 나는 나보다 어려운 사람을 대하게 되면 그들에게 무언가 도움을 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
⑳ 나는 모임이나 동호회에 잘 참석하였다.
㉑ 나는 세상에 좋은 사람이 많다고 생각하였다.
지표범위: 14~70

b16

c18

평균 실제 관측치

43

41

최소값

14

14

최대값

70

70

0.518

0.482

평균 긍정지수 (높을수록 긍정적 성향: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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➋ 부정지수
③ 나는 내 삶의 모든 일을 통제하는 것이 불가능했다.
⑤ 사람들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말에만 귀를 기울이고 나의 말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⑦ 나는 내 삶에 많은 자유를 가지고 있지는 않았다.
⑧ 나는 대부분의 일을 쉽게 시작할 수 없었다.
⑫ 나는 내게 필요한 기본적인 서비스(음식,교통,주택) 들을 얻을 수 없었다.
⑮ 나는 보통 불평이나 부당처리에 대한 나의 의견을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 하지 않았다.
⑯ 나는 내 삶의 문제가 언제 일어날지, 어디서 해결 될지에 대해 잘 몰랐다.
지표범위: 7~35

b16

c18

평균 실제 관측치

11

16

최소값

7

7

최대값

35

35

0.142857

0.321429

평균 부정지수 (낮을수록 부정적 성향: 0~1)

표 3-3. 사업역량
① 나는 업종에 맞는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지니고 있었다
② 나는 시장동향이나 변화를 읽을 수 있었다
③ 나는 친절과 서비스로 고객을 응대할 수 있었다
④ 나는 단골을 확보할 수 있는 노하우를 가지고 있었다
⑤ 나는 정기적으로 수입과 지출계획을 세웠다
⑥ 나는 사업유지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할 수 있었다
⑦ 나는 사업장의 전체 상황을 잘 파악할 수 있었다
⑧ 나는 직원을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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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나는 사업상 어려움에 처할 때 대처할 수 있었다
⑩ 나는 내 사업분야에서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었다
지표범위: 10~50

b16

c18

평균 실제 관측치

39

34

최소값

10

10

최대값

50

50

0.725

0.6

평균 경영역량지수 (높을수록 역량 높음: 0~1)
주: b16 = 창업전. c16: 창업후 2016년. c18: 창업후 2018년.

표 3-4. 주거환경지수
① 창업전 당시, 나는 주거 환경에 만족하였다.
② 창업전 당시, 나는 주거비가 부담스럽지 않았다
지표 범위: 2~10

b16

c16

c18

평균 실제 관측치

4.89

6.13

6.21

최소값

2

2

2

최대값

10

10

10

평균주거지수 (높을수록 좋은 환경: 0~1)

0.361

0.516

0.526

주: b16 = 창업전. c16: 창업후 2016년. c18: 창업후 20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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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분석결과
1) OLS 분석
- 성향점수 매칭법에 의한 분석에 앞서 OLS분석을 시도하였다.
■성
 과변수는 가계소득의 창업 전 후 변화 분이다. 변화 분은 데이터 존재 여부에 따라 1년 효과일 수
도, 2년 효과일 수도 또는 3년 효과일 수도 있다. 각 회원별로 사업을 운영했던 기간이 다르므로 사
업 운영기간을 통제 변수에 포함한다.
■ 개인성향 변수(부정 및 긍정지수, 역량지수, 가족관계지수, 주거환경지수)는 모두 사업 시작 전인
2016년을 기준으로 하였다.
▶개
 인성향 변수들은 주관적인 응답에 의존하는 것으로 개인의 경제적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
며, 역량지수의 경우 일을 시작한 분야의 경험도에 따라서도 자신에 대한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
므로 결과 해석에 주의를 요한다.
■ 부양자녀 수, 취업연관성만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가계소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부양자년 수가 긍정적 영향을 가지는 것은 부양자녀에 따른 이전 소득이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취
 업연관성이 성과변수와 긍정적인 관계를 갖는 것은 합리적인 결과이다.
▶교
 육 및 상담은 취업연관성이 낮은 경우 더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지원일 수 있으므로 향후 교육
및 상담과 취업연관성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해 보는 것이 중요할 수 있다 (예> 취업연관성과 교
육, 상담의 교차항 포함 등).
■대
 출금비중은 약한 유의성을 보이나 가계소득과 음의 관계를 보인다.
▶대
 출금 비중이 높을수록 매달 상환해야 하는 상환금액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는 가계소득
의 정의상 매우 당연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지
 원지수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지만 음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 긍정지수와 사업역량 지수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지만 예상 밖으로 음의 관계를 보이고 있다.
▶부
 정지수 (낮을수록 부정성향 높음), 학력, 가족관계, 사업운영기간은 예상대로 정의 관계를 보이
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이
 러한 결과는 위에서 언급한 대로 개인경향 지수가 주관적 응답에 의존한 것으로 이론적으로 예
측한 상관관계가 반드시 나타나지 않을 수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업
 종 및 지역 더미 모두 통계적 유의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들을 포함하지 않은 회귀분석의
경우 결과가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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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 가계소득에 대한 비금융지원의 영향: OLS 분석

- 지원지수를 교육과 상담에 대한 분야별 지원으로 대체한 회귀분석의 결과도 전반적인 지원에 대한 분
석과 크게 다르지 않다.
■교
 육과 상담은 예상대로 가계소득과 정의 관계를 보이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통계적 유의
성이 없는 것은 표본수가 너무 작기 때문일 수도 있다.
■부
 양자녀 수, 취업연관성은 일관되게 유의한 긍정적 효과를 보이며, 대출금 비중 또한 일관되게 유
의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통제변수들의 결과가 합리적임을 감안할 때 교
육과 상담에 대한 계량분석에 큰 오류가 없다고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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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 가계소득에 대한 교육의 영향: OLS 분석

표 4-3. 가계소득에 대한 상담의 영향: OLS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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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과지표를 평균수익으로 바꾸어 분석한 결과 사업역량만이 유일하게 통계적으로 유의하며 정의 관계
를 보인다.
■지
 원지수는 음의 관계를 보이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고, 대출금 비중은 정의 관계를 보이나 이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학
 력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지만 예상 밖으로 음의 관계를 보이고 있다.
- 사업수익의 경우 2016년과 2018년 사이의 변화만을 분석한 것인데, 이에 따라 2018년 데이터가 있는
회원이 적어 표본수가 40명으로 감소하였다.
■또
 한, 유의성이 없는 업종 및 지역더미를 분석에서 제외했을 경우 사업역량도 유의성이 사라지므로
회귀분석의 신뢰성이 의심된다.
- 교육지원과 상담지원 등 분야별 분석도 유사한 결과를 보인다.
■교
 육지원의 경우 통제변수 중 사업역량이 사업수익과 유의한 정의 관계를 보이나 업종 및 지역더미
를 제외하는 경우 유의성을 잃어버리며, 상담의 경우 유의하지는 않으나 음의 관계를 보인다.
표 5-1. 사업수익에 대한 비금융지원의 영향: OLS 분석

69

2020년 기획연구 보고서

표 5-2. 사업수익에 대한 교육의 영향: OLS 분석

표 5-3. 사업수익에 대한 상담의 영향: OLS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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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균매출의 경우 유일하게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수는 사업역량으로, 매출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
로 나타났다.
■지
 원지수, 교육지원, 상담지원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으나 예상대로 정의 관계를 보이
고 있다.
■학
 력은 예상대로 정의 관계를 보이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표 6-1. 평균매출에 대한 비금융지원의 영향: OLS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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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2. 평균매출에 대한 교육의 영향: OLS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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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3. 평균매출에 대한 상담의 영향: OLS 분석

- 이상의 결과를 보면 소득, 수익, 매출 각각의 성과 변수에 따라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 각기 다른
것으로 보인다.
■소
 득의 경우 부양자녀 수와 취업연관성이 유의했으며, 매출의 경우 사업역량이 중요해 보인다.
■대
 출금과 지원이 성과와 음의 관계를 보이는 경우는 성과가 낮은 회원일수록 대출을 받아 창업하기
를 원하거나 사업역량이 낮을 수록 자신의 부족한 점을 메우기 위해 지원을 받기로 선택했을 가능성
이 있으며 이러한 경우 지원의 효과는 과소평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선택편의를 제거하기 위해 성향
점수 매칭법에 의한 분석을 시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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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향 점수 매칭 분석
- 성향 점수 매칭의 경우 개인적인 특성이나 성향이 가장 유사한 다른 회원과 비교를 하기 때문에 동일한
회원이 실제로 선택하지 않은 관측되지 않은 상태의 결과를 추정하여 실제 선택된 결과와 비교할 수 있
도록 해준다.
- 성향 점수 매칭 분석 결과 전반적으로 지원을 많이 받는 집단 (jiwondex > 0.225)의 평균 가계소득이
그렇지 않은 집단의 평균 가계소득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나 지원이 회원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을 평균이상으로 받을 경우 월 평균 가계소득이 약 1.21 만
원 더 높다.
표 7-1. 가계소득에 대한 비금융지원의 영향: PSM 분석

- 개별 지원에 대한 분석의 경우 perfect predictors가 존재하여 분석이 불가능하였다. 이것은 아마도 성
향점수 매칭을 위한 logit regression의 경우 설명변수에 더미변수가 많아 발생하는 것으로 짐작된다.
■문
 제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보이는 취업연관성 및 업종더미와 지역더미를 제외하고 분석한 결과 교
육지원은 긍정적 영향을 미치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고 상담은 유의한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러나 상담지원의 경우 업종더미와 지역더미를 포함하여 분석한 결과도 가능하였는데, 그 경우 통
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음의 관계를 보여 결과의 신뢰성이 의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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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2. 가계소득에 대한 교육의 영향: PMS분석

표 7-3. 가계소득에 대한 상담의 영향: PMS분석

-평
 균수익의 경우 취업연관성과 업종 및 지역더미를 제외하고 분석한 결과 상담만이 유의한 긍정적 영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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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1. 평균수익에 대한 비금융지원의 영향: PMS분석

표 8-2. 평균수익에 대한 교육의 영향: PMS 분석

표 8-3. 평균수익에 대한 상담의 영향: PMS 분석

- 매출의 경우 지원지수와 교육지원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며 상담은 유의한 긍정적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 경우 업종 및 지역의 영향은 감안하지 않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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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1. 평균매출에 대한 비금융지원의 영향: PMS분석

표 9-2. 평균매출에 대한 교육의 영향: PMS 분석

표 9-3. 평균매출에 대한 상담의 영향: PMS 분석

77

2020년 기획연구 보고서

사. 소결
- 이상의 결과를 보면 특정 분야 지원이 가계소득에 미치는 영향은 불분명하나 전반적으로 평균이상의
지원을 집약적으로 받은 회원들이 그렇지 않은 회원들에 비해 평균 가계소득이 창업 전에 비해 높아졌
다고 결론 내릴 수 있다.
- 비금융 지원이 수익이나 매출 등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강건하지 않아 결과를 신뢰하기 어렵다.
■재
 단의 대출은 창업자금으로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대출금액이나 지원이 사업에 투입되기 보
다는 가계 소득을 직접 충원하는데 사용될 개연성은 없다. 따라서 비금융 지원이 수익이나 매출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이러한 결과는 사업에 투입될 추가 재원이 마련됨으로서 현재 지출 가능한
가계소득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할 것이다.
■다
 만, 제3절의 방문 또는 전화 면담에 의하면 대부분의 경우 가계회계와 사업회계를 구분하는 것이
무의미할 정도로 가계와 사업 회계 간 관계가 밀접하여 사실상 가계소득에 대한 지원이나 사업에 대
한 지원을 구분할 필요성이 보이지 않았다. 다른 가계소득원이 없는 대다수의 경우 사업소득이 그대
로 가계수입이 되고 많은 경우 주거지를 이전하여 생기는 보증금을 사업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기도
한다.
■그
 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사업체 수익외에 부수입이 있는 회원도 있었으며, 가족구성원 중 소득이 있
거나 학자금 지원 등 부양자녀에 따른 이전소득이 있는 경우도 있고, 일부는 희망가계 창업자금 이
외의 대출을 상환하는 경우도 있었으므로 가계소득과 수익을 동일하게 볼 수만은 없다.
■따
 라서 가계소득이나 사업수익을 상호 대체 가능한 지표로 간주할 수 있을지에 대한 확인을 위해 향
후 연구에서 사업체 이외의 추가 소득 여부, 창업자금 이외 부채상환 등을 통제할 필요가 있을 것으
로 보인다.
- 이러한 결과는 작은 표본 수에 의존한 매우 잠정적 결과로, 지원체계의 개선에 시사하는 바는 제3절의
정성 분석과 함께 조심스럽게 해석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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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방문 및 전화 면담의 시사점
가. 개요
-위
 에서 살펴본 계량분석의 결과 해석을 돕기 위해 2020.2.21~2.29 기간 동안 총 8명의 회원을 심층 면
담하였다.
■가
 장 대표적 업종인 교육, 미용, 요식 사업 들을 중심으로 면담을 하였다.
■계
 량적 분석에 의해 성향이 유사하다고 판단되는 회원들을 비교분석하기 위한 면담 전략을 기획하
였으나 회원들의 동의 여부, 시간과 지리적 한계에 따라 여의치 않았다. 이에 면담에 동의한 수도권
(경기, 서울)에 사업장이 있는 회원들을 중심으로 면담하였다.

나. 창업배경 및 창업동기
-대
 부분의 회원은 이혼 후 가장으로서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 창업을 하게 되었다. 보통은 창업하기 전
관련 분야에서 취업을 했거나 관련 분야에서 사업 경험이 있었다.
■희
 망가게 경력까지 포함하면 동일 분야에서 20여년의 사업 경험이 있는 회원도 있었다.
-대
 부분은 자녀 나이가 어려서 육아 때문에 취업을 유지하기 어려워서 창업을 하게 되었고, 일부 중년층
회원들은 각자 개인적인 이유로 명예퇴직을 하거나 일정한 공백기를 거친 후(건강문제, 거주지 이전,
사업실패 등) 좋은 조건으로 재취업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여 창업을 결정하기도 하였다.
■여
 성이 주로 취업하는 요식, 미용 분야는 특히 정규직 취업이 어렵고 직업 환경이 열악하다는 점이
회원들의 창업동기에서도 잘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대
 부분의 회원들은 창업 당시 아름다운재단 외에 도움을 청할 곳이 마땅치 않았거나 그동안 친지들의
도움을 받다가 자립을 위해 희망가계 창업에 지원을 하게 되었다고 한다.
■면
 담 대상 회원 중 한명은 본인의 사업을 통해 소득이 있는 친정아버지와 함께 사는 경우도 있었지
만 대부분은 주변에 연락을 하거나 도움을 주고 받는 가족이 없이 자녀들하고만 생활하고 있었다.
■또
 한 면담대상자들은 대부분이 학원, 미용실, 요식업 등 좁은 공간에서 주로 혼자 작업하는 환경에
처해 있어 일상생활에서 주요한 사안에 대한 결정을 할 때 의논할 대상이나 없거나 직업상 동료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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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류가 없는 것을 아쉬워하는 경우가 많았으므로 사업경영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 외에 재단이 도움
을 줄 수 있는 여지가 크다고 하겠다.

다. 비금융 지원 경험 및 성과
- 비금융 지원은 그 종류도 다양하고 지원받은 회원들의 배경, 업종, 필요에 따라 효과도 다양해서 그 성
과를 일률적으로 평가하기가 실로 어렵다. 그럼에도 몇가지 공통되는 점들을 정리하여 시사점을 도출
해 본다.
- 회원들 공통으로 모두 지원 받고 큰 도움이 되었다고 느끼는 것은 입지선정 컨설팅이었다. 좋은 입지가
안 나와서 그렇지 일단 가계를 임대해야 하기 때문에 도움을 받을 수 밖에 없다고 한다.
■컨
 설턴트와 의견이 다른 경우도 있지만, 창업 전 10여년간 사업 경험이 있었던 회원 1명을 제외하면
결과적으로 본인들과 다른 시각에서, 전문적으로 입지를 봐 준 것이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한다.
- 경영교육의 경우 재무설계, 세무관련 교육, 홍보 등에 대한 교육이 있는데, 이중 재무교육은 사업에 대
한 가시적인 성과보다는 대부분 개인 또는 집안살림 운영 측면에서 도움이 되었다고 한다.
■예
 를 들어 너무 여러 개의 보험을 들 필요가 없고 저축이 더 중요하다거나, 사업과 가계회계를 분리
하는 것이 중요함을 깨달았다거나, 가계부를 써야겠다는 등의 측면에서 동기부여가 되었다고 한다.
- 경영에 가장 가시적으로 도움을 주는 교육은 세무 관련 교육이었다. 알면 알수록 어렵기도 하지만, 직
접 세무나 회계를 감당하기보다는, 오래 일을 하려면 세무사나 회계사에 외주를 맡기는 것이 현명하다
는 것을 세무 교육을 듣고 깨닫는다고 한다. 세무사나 회계사들은 적극적으로 절세하는 방법을 제시하
기 때문인데, 한 회원의 경우 외주를 맡긴 후 연 몇 백만원 단위의 절세 효과가 있었다고 한다.
■회
 원들이 세무나 회계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없다 보니 세무사나 회계사와 대화하기 자체가 어려
운데, 이런 점에서 재단에서 제공한 교육이 매우 유용하였다고 한다. 회원들은 질문은 많은데 세무
사나 회계사들에게는 전화하기가 꺼려진다고 한다. 이들의 질문이 전문가에게는 매우 사소한 것이
기 때문에 고객임에도 불구하고 노골적으로 귀찮음을 내보이기도 한다는 것이다.
■S
 NS를 이용한 홍보 교육의 경우에도 교육의 내용이 너무 어려워서 실천을 하지 못하다가, 나가는
직원이 컴퓨터에 적용해 놓고 나가서 홍보에 큰 도움이 된 경우도 있다.
■이
 를 보면 더 많은 지식을 흡수하거나 실천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교육, 회원들의 눈높이에 맞춘 교육
들이 주효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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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부 회원은 창업 후 교육보다도 사업계획서를 준비하고 심사 받는 과정이 사업 준비와 운영에 큰 도움
이 되었다고 증언한다. 즉, 대출심사는 대출 적정성 심사로서의 역할 외에 회원에게 창업 준비를 시키
는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임을 알 수 있다.
-대
 부분의 회원이 법률상담을 이용하거나 이용 예정 중이었다. 법률상담은 회원이 스스로 해결하기 어
려운 문제에 봉착했을 때 받는 지원이기 때문에 대부분 회원들이 큰 도움을 받았다고 느끼고 있다.
■가
 장 흔한 법률상담 종류는 창업시기에 받는 개인회생이나 파산면책 등에 대한 것으로 보인다.
■각
 각 특별한 이유로 법률상담을 받았기 때문에 법률상담의 질에 대해서 비교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전
 문적인 기술 교육 지원 형태는 업종별로 다른데, 주로 미용이나 요식업을 대상으로 제공되고 있다.
-실
 무자 경영지원에 대해서는 모두 만족하고 있는 편이었다.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모든 창업
자들이 누군가 자신에게 신경을 써준다는 데에 큰 위안을 받고 있는듯 했다.
■또
 한 언제든지 누군가에게 물어볼 곳이 있다는, 재단이라는“뒷배”
가 있다는 사실이 사업성과에 대
한 실질적인 도움보다 심리적인 측면에서 큰 도움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다른 어떤 금융
기관에서도 찾을 수 없는 아름다운재단만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다.
■특
 히 창업시 1박2일로 진행되는 오리엔테이션 모임은 회원들이 모두 기억하는 특별한 경험이다. 모
두 유사한 환경에 있는 사람들이다 보니 유대감이 쉽게 형성되고 활발한 정보교환도 가능하다. 같은
기수들끼리는 대부분 연락을 하면서 지내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같은 연대의식이 요즘 들어서는 많
이 희석되고 있다고 한다.
■그
 외에 자조모임(희망캠프, 송년회, 가족치유 프로그램 등)이나 심리상담은 자녀와의 관계 개선에
기여하고 다른 회원들과의 교류가 심화 되는 등 심리적으로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이
 를 고려하면 경영교육이나 전문기술교육 뿐 아니라 자조모임, 기수모임이나 네트워크 형성 등이
활성화 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
■한
 회원은 한 기수 당 회원이 별로 없는 경우도 있고, 같은 기수의 회원이라도 같은 업종이 아니면
접점이 별로 없을 수도 있으므로 소통하기 좋은 네트워크가 형성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토로하였다.
▶희
 망가게 네트워크를 온라인상으로 좀 더 폭 넓게 형성해서 같은 지역의 업종이 다른 희망가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다른 지역의 동일 업종을 하는 회원끼리는 연대하여 상부상조할 수 있
는 방법을 구축할 것을 제안하였다.
-상
 환기간 8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200만원의 교육비도 매우 유용하게 쓰이고 있다.
■한
 회원은 이 교육비가“꿈”
을 이루어 주었다고 한다. 현재는 학원을 운영하고 있지만 사회복지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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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것이 꿈인데, 교육비를 사용하여 지역 상담센터에서 성폭력, 가정폭력 관련 연수를 듣고, 그 덕
분에 학교에 나가서 강의를 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한다.
- 재단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교육이나 비금융지원 프로그램에 참석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은 시간과 거리
의 문제다. 시간이 없거나, 시간대나 요일이 잘 맞지 않거나, 대부분이 서울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너무
멀어서 참여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 한편, 매출이 증가하는 사업장의 경우 종업원 또는 알바를 고용하게 되는데 상당수의 회원들이 종업원
관리에 어려움이 있음을 토로하였다.
■종
 업원 수급에도 문제가 있으나 종업원 간 관계를 중재해야 하는 문제, 알바들의 무책임성, 엄격한
업무 태도 요구(예> 성실한 교습, 엄격한 위생 관리 등)에 대한 반발 등에 대처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나 재단 교육 중에 노무관리 부분에 특화된 것은 없어 보인다.
-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계량분석 결과와 마찬가지로 재단의 비금융 지원은 회원들에게 전반적으로
큰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가
 장 중요한 것은 그러한 지원이 반드시 사업성과에 직접 또는 가시적으로 영향을 주지 않더라도 심
리적 안정과 자기계발 측면에서 도움을 주고 있다는 것이며, 이는 회원의 장기적인 성공과 직결된다
고 볼 수 있다.
■이
 러한 측면에서 최근 희망가게팀 축소로 창업대출 심사, 선정 등 기본 업무 이외에 자조모임 등과
같은 프로그램들이 많이 축소되었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 희망가게 회원들은 대부분이 개인적으로 위급한 상황 (이혼, 사업실패, 채무부담, 개인회생 필요성 등)
에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 창업을 한 것이고 희망가게들은 대부분 월평균 매출 1000만원 이하의 영세
사업장이므로 작은 변화(건강문제, 가족문제, 경기변화 등)가 사업 뿐 아니라 삶 전체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항시“위기”
에 대처하는“위기관리”능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심리적 안정도 여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 이와 관련하여 회원들이 비금융지원과 별개로 공통적으로 요청하는 사항은“운영자금”대출이다. 재단
의 창업대출자금은 창업시 고정비용에 들어가는 자금으로 활용되고 운영자금으로서는 활용할 수 없다.
지역에 따라 4,000만원의 대출금이 창업자금으로서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회원들이 영업자금 부
족으로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다.
■재
 단에서는 영업자금으로 대출금의 일부를 남겨 놓으라고 조언을 하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처음
1~2년, 또는 부득이한 이유로 매장을 이전 해야하는 상황에서는 급히 운영자금이 필요한 상황이 발
생한다.

82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

■특
 히 매장이전시에는 소상공인의 경우 3개월 정도의 매출 자료가 있어야 금융권에서 대출이 가능하
기 때문에 급히 운영자금을 조달할 만한 곳이 마땅하지 않다. 이 경우 이사를 하면서 보증금을 운영
자금으로 삼는 등 주거환경이 위협받기도 한다.
■재
 단에서는 상환 유예 등의 방법으로 이러한 상황에 대처하기도 하지만 위기시 운영자금에 대한 수
요는 외국 미소금융 사례에서도 종종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향후 상품 설계가 필요한 분야인 것으로
파악된다.
■재
 단의 금융상품 설계 측면에서, 남은 상환금에 대해서만 금리를 부과하는 변동금리 체제의 도입도
고민해 보아야 할 영역인 것으로 파악된다. 금융지원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 비금융 지원이 필요한
측면도 있지만, 비금융지원이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금융상품의 본질적인 성격이 회원들의
수요에 따라 재편되어야 할 필요도 있어 보인다.

4. 결론
-사
 업성공과 마이크로크레딧의 영향력 향상을 위해서는 자금 융자 외에도 자영창업 훈련, 기술훈련, 네
트워크 형성 등 창업지원 프로그램이 통합적으로 제공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통합적인 경영지원 서비스가 대출자(창업자 또는 회원)의 가계소득과 사업성
과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계량적인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선
 택편의를 완화하기 위해 최대한 유사한 성향을 가진 회원들을 비교하는 성향점수 매칭 계량기법
을 이용하였다.
■또
 한, 개별 회원의 방문 및 전화 면담을 통해 계량적 분석 방법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노력하였다.
-분
 석결과 교육이나 상담과 같은 특정 분야의 지원이 가계소득에 미치는 개별적인 영향은 분명하지 않
으나 전반적으로 평균이상의 지원을 집약적으로 받은 회원들이 그렇지 않은 회원들에 비해 평균 가계
소득이 창업 전에 비해 높아졌다.
■선
 택편의를 제거 하고도 이러한 계량적 결과가 나타났다는 것은 비금융 지원이 효과적이었음을 의
미하며 따라서 통합적 프로그램의 당위성을 지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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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만, 이러한 결과는 가계소득에 대해서만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평균수익이나 매출에는 통계적으
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러한 결과는 희망가게 사업이 무리한 사업확장이나 단기적 매출확대 보다는 평균 수준의 꾸준
한 매출 수준을 유지하는 안정성 유지에 주안점을 두는데 기인하는 것일 수 있으나, 비금융 지원
이 단기적인 경영성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회원들의 후생이 전반
적으로 증가하여 안정되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가계소득과 평균수익 간의
차별적 결과에 대해서는 향후 보다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해 보인다.
- 특히, 방문 및 전화 면담에서는 경영에 직접 특화된 교육보다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지원, 심리적 안
정에 도움이 되는 지원, 장기적인 자기계발을 위한 지원 등이 유용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세
 무회계 교육에 따른 세무사 또는 회계사의 활용으로 절세효과를 가져온 것 외에는 비금융 지원이
가시적으로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은 별로 없지만 다양한 종류의 비금융 지원(법률상담, 심리상담,
자조모임, 교육비 지원 등)은 회원들의 자기계발, 심리적 안정, 위기관리 측면에서 큰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
 원들은 회원들간 유대를 넓힐 수 있는 보다 폭 넓은 (예> 온라인상) 네트워크의 형성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최
 근 재단에서는 대출 심사와 상담과 같은 기본적 업무 외에 자조모임과 같은 프로그램은 축소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이 점은 비금융지원의 영향 분석 결과에 비추어 안타까운 일이다.
■반
 면, 이상의 논의에 비추어 볼 때, 도입 된지 얼마 안되는 멘토양성 프로그램의 경우는 운영이 잘
된다면 회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경영교육 중 부족해 보이는 분야는 노무관리에 대한 부분이다. 다수의 회원들이 종업원이나 알바 관리
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 부분에 대한 특화된 교육도 수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비금융지원에 참여하는데 최대한 걸림돌이 시간과 지리적 제약 임을 고려하면 교육, 컨설팅 등도 온라인
상 제공할 수 있는 방법 등 회원들이 보다 수월하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 나아가, 위기 대응 측면에서 비금융 지원의 효과를 극대화 하기 위해서는 희망가게 대출이라는 금융상
품의 기본적 설계를 재편할 필요성도 있어 보인다.
■지
 역에 따라 창업대출자금을 조정한다거나, 위기 시 상환유예 이상의 운영자금 대출을 허용한다거
나, 변동금리 체제를 도입하는 등 회원 수요에 부응하여 장기적인 변화를 고려할 것을 제안한다.
- 본 연구의 결과는 매우 제한된 표본수를 대상으로 한 계량분석과, 심층적이나 매우 제한된 수의 면담에
의존한 것으로 보다 확장된 연구를 통해 결과를 재확인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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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비금융지원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방안 및 비금융지원의 성과를 좀더
면밀히 파악하기 위한 향후 연구에 대한 제언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비금융지원 개선방안을 위한 제언
● 전문적인 컨설팅은 기초 및 이론적 교육도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장에서 회원이 학습한 내용
을 실천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단계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세무교육의 경우 세
무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기초교육, SNS마케팅의 경우 사업장에서 이를 실제로 실
시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 등).
● 대출심사가 창업준비 단계에서 가지는 교육적 효과가 상당히 클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감안하
여 대출심사 요건의 설정이나, 심사 요건을 맞추기 위해 필요한 분야에 대한 사전 훈련에 대한 지원, 사
업역량을 파악할 수 있는 객관적 지표개발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비금융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거리와 시간에 의한 제약 때문인 것으로 드러남
에 따라 SNS를 통한 교육, 모임 등이 보다 활발히 사용된다면 비금융지원 프로그램의 효과가 배가될 것
으로 판단된다.
● 연구결과와 희망가게 사업의 특성(사업확장 보다는 안전성 확보) 및 회원의 특성(위기관리, 심리적 안정
에 대한 수요)에 비추어 볼 때 사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경영지원 보다는 위기관리를 위한 지원,
심리적 안정에 도움이 되는 지원, 장기적인 자기계발을 위한 지원이 기획, 강화될 필요가 있다.
➊ 이를 위해서는 자조모임, 멘토양성 프로그램 등 회원간 교류의 활성화와 사후관리를 통한 일상적인
경영지원의 유지•확대를 위한 인력강화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➋ 또한 창업의 수월성 및 위기관리를 위해 지역별 창업대출금의 차별화, 위기시 상환유예 이상의 영업
대출, 변동형 이자율 도입 등 금융상품의 재편도 필요해 보인다.
● 현재 제공되는 경영컨설팅 중 공백이 있는 분야는 노무관리 부문이므로 이에 대한 보완이 회원 수요에
부응하고 경영컨설팅의 성과를 높이는 방안 중 하나가 될 것이다.

2. 향후 연구방향
● 희망가게 사업에서 지원하는 비금융지원의 다양한 형태별로 그 목적과 기대효과를 좀 더 체계화하여
그 효과성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➊ 현재 설문지를 통한 만족도 조사를 위한 분류와 통계 기록 상 분류가 반드시 일치하지 않고 있으며,
어떤 항목은 경영컨설팅으로 볼 수도 있는 동시에 교육에 포함될 수도 있는 모호성이 있어서 개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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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별 효과를 살펴보기는 쉽지 않다.
➋ 또한, 기존의 설문조사를 보면 비금융지원의 성과를 대체로 회원의 만족도에 의존하고 있는데, 이것
이 실제로 객관적인 사업의 성과로 이어졌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 선정 경계에 있다가 선정된 회원, 또는 1차 미선정되었다가 차기에 선정된 회원을 중심으로 지원 및 심
사단계에서 받은 사업계획서의 평가와 창업 후 사업성과와의 관계를 분석하여 심사 단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연구결과 비금융지원이 가계소득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만 사업소득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난 만큼, 이에 대한 후속연구가 필요해 보인다.
➊ 먼저, 가계소득과 사업수익간 차이가 무엇인지를 밝혀 비금융지원의 차별적 결과 발생요인을 분석
할 필요가 있다.
➋ 한편, 교육 및 상담은 취업연관성이 낮은 경우 더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지원일 수 있으므로 교육 및
상담과 취업연관성과의 상호작용을 파악해 보는 것이 중요할 수 있다.
● 기존의 계량분석은 작은 표본수와 단기간의 데이터 등에 의존하는 등 데이터 제약이 크고 분석적인 측
면에서도 미진한 부분이 있다.
➊ 예를 들어 긍정지수 및 부정지수는 개인성향을 판단하기 위한 통제변수라기 보다는 사업이후 엠파
워멘트의 변화를 알아볼 수 있는 성과지표의 하나라고 보는 것이 합당할 것이다. 이에, 엠파워멘트
효과와 사업성과 간 상호작용을 살펴보는 것도 지원을 기획하는데 주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➋ 가장 중요한 것은 금융 및 비금융지원이 단,중,장기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꾸준히 데이터를 확보하
는 것인 만큼, 매년은 어렵더라도 창업 후 2년 주기로 설문을 하거나, 상환 후 반드시 종료선 설문조
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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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1> 비금융지원의 내용과 변화

오리엔테이션

상권입지
컨설팅

[시기]

 004년부터 2014년까지는 각 지역별로 진행하다가, 2015년부터는
2
전국 집합형태로 양질의 교육 및 창업주간 네트워킹을 제공

[내용]

 권, 마케팅, 세무 등의 창업전 교육프로그램으로 구성된 1박 2일
상
집체교육 지원(지원자 필수참석)이며 창업주간 만남과 지지의 장으로서
기능하기도 함. 창업주-아름다운재단간의 대출 협약도 이루어짐

[시기]

2004년부터 지속

[내용]

1:1 전문가 상권탐색 지원 (300,000원~600,000원)

[시기]

2011년부터 지원

[내용]

 013년 사업 : 정형화된 사업형태가 아닌 그때 당시의 상황에
2
맞는 기획을 하여 실행하였다. 100만원 상당의 금액 한도 내에서
경영컨설팅과 마케팅을 위한 비용, 인테리어 개선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014년 사업 : 재단에서 의무적으로 컨설팅을 실행하였던 방식에서
창업주가 직접 능동적으로 컨설팅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자 실적
건수가 거의 없어져 버림
담
 당자들이 창업주에게 컨설팅을 권유하였지만 컨설팅 보다는
추가운영자금지원에 관심이 더 많았으며, 매출이 저조함에도 불구하고
컨설팅 받는 것을 꺼려하는 경우가 많음을 확인함

매출증진
교육

2
 015년 사업 : 매출활성화 지원사업의 재정비, 지원신청서를 담당자와
작성하고 그에 대한 목표를 명확히 하여 추후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함. 모든 프로세스 내용은 전체사례관리회의에서 공유함

개인
기술교육비

[시기]

2007년부터 지원

[내용]

 업 1년 후 상환율 90%이상인 창업주 대상으로 신청자에 한해
창
영업에 도움이 되는 기술교육비 지원 (2,000,000원)
-업
 종별 교육이 활성화 되어있는 미용업 창업주들이 활용도가 가장
높으며, 사이버대학에 진학하는 경우도 있음.

[시기 및 내용]

희망경영학교
(창업 후
집합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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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가게 창업주 전체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희망경영학교는
2010, 2012, 2014년 격년으로 진행하고 2015년도에는 업종별
간담회를 시작하게 됨. 매년 같은 교육을 진행하게 되면
중복되는 참여자들을 독려하기 힘드므로 연도별 수요조사를
통해 교육 컨텐츠를 정하는 경향으로 변하였음.
주
 로 경영에 관련된 교육, 온라인마케팅에 관한 교육, 창업자
마인드, 심리정서지원이나 재무상담에 대한 오티교육, 자녀와
함께 참여하는 부모-자녀교육 일환의 워크샵 등이 진행된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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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

2004년부터 지원

[내용]



2008년 매뉴얼 중 사후관리 부분

사후관리자
정기방문

1:1담당
사후관리

사무국은 영업 중인 희망가게에 대해 정례 방문과 전화상담 등의
방법으로 매장의 현황을 파악하여 월 1회 희망가게 경영 및 상환현황
보고서를 작성한다. (양식 11. 희망가게 현황보고서)
희망가게 상담 시 주요 점검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매출 및 상환 현황
② 창업주 신변 사항 파악
③ 기타 특이 사항 (창업주의 요구사항, 영업성실도 등)
2016년 매뉴얼 중 사후관리 부분
사후관리 담당자의 업무
- 예비창업자의 자금출금
- 사업현황 파악 : 월 1회 매장방문 및 수지관리 현황 매월 7일까지 작성
- 상환현황 파악 : 20일 출금 후 미상환 업체 독려 : 문자 / 전화
- 월세납부 점검
- 영업부진 업체 경영진단 및 활성화 자문
- 업체 홍보 및 영업지원
- 건강, 자녀와의 관계 등의 파악과 필요한 지원연계
- 창업주의 제안, 요구사항 등

[시기]
[내용]

전문가
자원연계

(법률)법률자문

2009년부터 지원
개인 및 사업장 문제에 대하여 자문이 필요한 경우 지원 (횟수 제한 없음)

시기

2009년부터 시행

2013년부터 시행

2014년부터 시행

업체

김좌진 변호사
(법무법인 해우)

차혜령 변호사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정성훈 변호사
(법무법인 한서)

년비용

3,960,000원

무료

3,600,000원

비고

서면대응(내용증명)
및 유선 대응이
가능해졌으나
긴급하고 간략한
내용들에 대한
피드백 등이
원활하지 못했음.

재단과 협력관계로
지원받게 되었으나
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법률지원에
어려움이 있었음.

협약관계를 통한
법률자문을
진행중이며 원할한
의사소통과 적극적
협력관계가
유지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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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
심리상담

전문가
자원연계

(재무)
재무컨설팅

건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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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건강검진
및 치료비,
수술비 지원

[시기]
[내용]

2013년부터 지원

[시기]
[내용]

2014년부터

[시기]
[내용]

2016~2019년 종료. 기부 출연자의 특별 기금지원으로 지원되었음.
종합검진비용을 지원하여 질병예방, 발생한 질병에 대해서는 치료비와
수술비를 지원하여 매장운영 지속을 도움. 종합건강검진비용(1인당
700,000원), 2차정밀검진 및 치료비, 수술비, 심리정서상담이 필요한
경우(1인당 최대한도 500만원)지원하였음.
 > 긴급치료비에 대한 기금 내 상시 예산 확보의 필요성을 절감하여
2020년부터는 긴급치료, 수술비 필요시 5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고 있음.

- 선정 후 신청자에 한해 정서 상담 지원(300,000원)
-창
 업주들의 심리적인 어려움에 대응하기 위해 희망가게는 2013년부터
무료전화심리상담(해피라이프)지원을 기부받아 진행하였다. 이는
아모레퍼시픽의 임직원들과 그 가족들을 대상으로 제공하고 있는 전화로
하는 심리상담 콜센터(이하‘해피라이프’라 칭함)프로그램이다. 그러나 그
효과성이 떨어지고, 실제 상담 시 수십만원의 검사지 비용이 추가로 들어
경험했던 창업주들의 만족도도 떨어졌다. 이후, 전화로 하는 심리상담을
보완하기 위해, 2014년 처음으로 심리상담 한선경 선생님과 1:1 대면
상담을 몇 건을 진행하였으며, 효과성에 대한 긍정적인 피드백을 공유했다.
- 2015년 32차부터 공식 협약을 맺고 전국적으로‘찾아가는심리상담’
을
진행 하고 있으며, 32차 창업주 오리엔테이션에는 희망가게
정서상담지원에 대한 개괄적인 소개와 심리상담에 대한 거부감을 낮추기
위한 강의도 진행하였다.

- 선정 후 가계 및 사업 재무관리를 위한 1:1 맞춤 재무 교육 지원(500,000원)
- 2014년 이전에는 재무관리의 중요성 등의 교육이 단발성으로
진행되었다. 창업주에게 효과적인 자금관리는 매우 중요한 덕목이기
때문에 희망경영학교나 단발성 교육프로그램 계획을 통해 진행되었다.
그러나 체계화된 프로그램으로 안착되기 이전이였기 때문에 창업주나
선정자에게 개별적인 재무 컨설팅이 진행되지 못하고 필요성에 대한 인식
교육에 머물렀으며 교육 대상도 수도권 창업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대표적으로는 2009년 8월에 에듀머니를 통한 ‘창업주 경제교육’이라는
제목으로 총 4회로 진행된 재무교육이 있다. 교육의 내용은 재무관리의
필요성, 라이프 싸이클 분석, 행복한 소비와 가계부 쓰기, 새는 돈 없는
저축과 소비를 위한 시스템 만들기 등이었다.
- 2014년(29차)부터 재무 교육은 창업주 개개인이 스스로 자금 흐름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이에 대한 피드백을 받는 컨설팅 형식으로
진행되어야 효과가 있다는 판단하에 개별적 재무컨설팅 지원을 위한
시범사업이 수도권 최종선정자에게 진행되었다. 2014년은 시범사업으로
계획하고 재무 컨설팅 지원의 효과와 절차 등을 프로그램 진행을 통해
협력단체와 지속적으로 조정하고 보완하는 과정을 가졌다. 이에 따라
2014년에 실시된 29차, 29-1차, 30차 지원사업의 수도권 최종선정자
8명에 대해서 푸른살림(경제교육 및 재무컨설팅 전문 업체)과의 협약을
통해 재무컨설팅을 지원하였다.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

[시기]
[내용]

2004년초반~
창업주 상호간 지지를 위한 캠프 및 자조모임 지원

-희망캠프
참여
인원
자조모임,
캠프, 송년회

정서적
지지체계

조의비

오픈선물

2006년

2007년

2008년

2010년

2013년

2015년

8가족
22명

13가족
52명

13가족
32명

16가족
41명

34가족
96명

28가족
66명

-창
 업주가족의 쉼을 통한 재충전, 한부모가족간 자조모임과 연대활성화를
통한 목적을 갖고 지속하였으나 2010년대 이후 부터는 전국 창업주 수가
많아져 전국단위가 함께가기 힘들어짐. 2016년도부터는 지역별 소모임
형태로 캠프를 갈 수 있도록 사업비를 두고 있으나 매년 진행되는 것은
아니게 됨.
-집
 합형태의 캠프가 아닌 소그룹 자조모임 및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취지에 대한 사무국 의지는 계속해서 있음. 상환완료자들과 상환중
창업주간 상호성장을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2019년 시범시작)을 시작으로
다양한 형태의 자조모임, 창업주간 네트워킹 기획을 준비하고 있음.

[시기]
[내용]

2005년부터_(확실치 않음)
직계가족 조의비 100,000원
- 창업주의 직계가족의 사망시에 부의금으로 10만원을 지급
-창
 업주의 사업 뿐만 아니라 정서적 사회적 지지기반이 약한
창업주에게 그 버팀목이 되어주기 위한 사업 성격이 반영됨

[시기]
[내용]

사업초창기부터 지원
오픈시 100,000원 상당의 오픈선물 지원

자료: 아름다운재단 직접사업팀 작성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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