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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에서는 창업 동기별로 업종 선택의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상정하고, 이를 통해 결국 창업 동기

가 경쟁력 부족과 과당 경쟁 문제를 이해하는 주요한 요소임을 밝히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다. 또한 본 

연구는 기존 연구가 개인의 자영업 진입 결정 단계까지, 그리고 자영업에 들어선 이후의 성과나 지속기

간 등 일정 기간 운영 이후의 시점에 대한 연구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던 데서 벗어나, 개인이 자영업 진

입을 선택한 이후 본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기 이전까지의 창업 준비 기간의 행위를 분석하는 데 초점

을 맞추어 이 시기의 의사결정이 진입 동기, 그들의 기업가정신 함양 정도에 따라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를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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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최근 지식경제부에서 주관한 세계 기업가정신 대회에서는 기업가정신을 “미래의 불확

실성에 도전함으로써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기업가의 의지 또는 활동”으로 정의한 바 

있다. 일찍이 오스트리아의 경제학자 슘페터는 기술 혁신에 따른 창조적인 파괴를 통해 

경제 발전이 이루어진다고 역설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이러한 활동의 주역은 바로 ‘미래

의 불확실성에 도전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려 하는’ 기업가다. 이들 기업가는 혁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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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기존 질서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가며 그 과정에서 부를 창출해가는 것

으로 묘사되고 있다. 슘페터가 말하는 기업가 정신의 요체로서, 진입과 퇴출 시 상대적으

로 저비용을 필요로 하며, 이러한 구조를 기반으로 혁신활동의 최전선에서 위험을 수반한 

다양한 실험을 진행할 수 있다는 측면을 고려할 때, 중 ․ 소규모의 기업, 그리고 개인 사업

가를 위시한 자영업 영역을 꼽는 것이 그리 무리는 아닐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이렇

게 중요성을 가지는 중 ․ 소기업의 경쟁력 약화가 국가 경제의 문제점으로 대두된 지 오래

다. 특히 개인 사업가들, 자영업 영역은 문제가 심각하다고 볼 수 있다. 현재 기업가 정신

의 메신저이자 결과물로서, 우리 사회 발전의 원동력이 되어야 할 자영업은 여러 경제 지

표와 보도자료에 따르면 10곳 중 9곳이 폐업하는 것이 현실이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이 이

상과 현실의 간극이 나타나는 원인에 대해 경영학 관점에서 고찰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자영업 관련 지표가 어떠한지 대략 살펴보도록 하자. 우리나라의 자

영업 종사 인구는 2013년 기준 32.3%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전체 취업 인구 10명 

중 3명이 자영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 32.3.6%는 OECD 국가 평균인 16.2%의 

두 배에 달하는 수치로,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중 터키, 그리스, 멕시코를 이어, 4위

를 차지했으며, 칠레와 이탈리아가 우리나라의 뒤를 따르고 있다. 이에 비해 선진국이라 

할 수 있는 국가군의 경우, 미국 5.6%, 노르웨이 7.8%, 룩셈부르크 4.7%로 우리나라와 큰 

차이를 보였다. 같은 산업발전단계에 있는 경쟁국가인 대만의 16.1%(2013년 기준)와 비

교해도 우리나라의 자영업자 비중이 눈에 띄게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어떤 산업발전

단계에 와 있는지, 선진국인지의 여부와 상관없이 우리나라 자영업 비중이 특히 높은 상

황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지금까지 여러 매체와 저술을 통해 우리나라의 자영업 비중이 높은 원

인을 다루어왔다. 류재우 · 최호영(1999) 등은 우리나라의 경우 역사적 · 사회적 · 제도적 ·

경제적 요인에 의해 상대적으로 자영업을 하려는 경향이 강한 편이었다고 밝히고 있어, 

우리나라의 높은 자영업 비중은 최근에 갑자기 문제가 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또한 

일반적으로 GDP와 자영업 비중이 음의 관계를 가진다고 알려져 있으나, 최근에는 기술혁

신과 지식기반 산업 확대, 소사장제와 아웃소싱 확대, 후기 산업사회로의 이행 등으로 대

다수 국가에서 자영업의 증가가 공통적인 현상임이 연구를 통해 밝혀진 바 있다. 따라서 

1) 2014년 OECD 통계연보에 따르면, 이는 고용주와 자영자만의 합산한 수치로, 무급가족 종사자까

지 포함할 경우 전체 취업자의 40%가량이 자영업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수진 ․ 조승아  229

우리나라 자영업의 높은 비중은 역사적인 경향성과 최근 전 세계적인 산업구조 변화에 따

른 것으로 어느 정도는 그 이유를 돌릴 수 있다. 

문제는 이렇게 높은 비중이 야기하는 경제에 대한 부담과 그 안에서 일어나는 역학적 

현상들이라 할 수 있다. 먼저, 우리나라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자영업 창업이, 새로운 

업종이나 사업 기회를 포착하는 방식에 의한 것이 아니라, 영세하고 생산성이 떨어지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국가 경제의 인적 · 물적 자원의 배분에서 비효율적이고, 자

영업의 포화에 따른 구조조정으로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이 때문에, 자영업자

의 높은 비중은 우리사회와 국가 경제의 짐이며 풀어야 할 숙제가 되고 있다. 경쟁 역학

과 관련하여, 높은 자영업 비중은 필연적으로 자영업 영역의 포화와 경쟁심화로 이어져 

문제가 되고 있다. 한국은행의 영세 서비스업 관련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 1,000

명당 음식점 수는 15.2개로 나타나 미국(1.9개)의 7배, 일본(6.8개)의 2배로 나타났다. 이

를 한 사업자당 인구 수로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음식점의 경우, 한 곳당 인구 수와 택시 

한 대당 인구 수는 각각 85명과 165명, 일본의 경우 각각 177명, 296명으로 우리나라와 

대비된다. 이와 같이 자영업의 문제는 일반적으로 초과 공급에 따른 영세화 문제로 인식

되고 있으며, 그 결과 2014년 통계개발원이 발표한 한국 서비스산업 보고서를 기준으로 

할 때, 2008년 창업한 음식점 중 24.5%만이 2013년까지 생존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생존한 경우에도 평균소득 및 행복지수로 대변되는 자영업자들의 만족도가 

미국, 일본 등의 자영업자들보다 현저히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선진국의 경우, 자

영업자들의 만족도가 임금근로자보다 전반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 것과 달리, 우리

나라 자영업 종사자들의 만족도는 임금근로자들보다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자영업의 진출, 경쟁 형태 등 전반적인 부분에서 구조적인 문제가 존재한다는 것을 짐작

할 수 있다. 

그동안 자영업 및 개인 창업자에 대한 연구는 주로 해외에서 많이 이루어져왔다. 연구

자들은 주로 누가 자영업자가 되며(Lucas, 1978; Blau, 1987; Blanchflower and Oswald, 

1998; Moore, 1983; Evans and Leighton, 1989), 경기순환은 여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 그리고 그 외에도 개인의 자영업 선택을 제한하거나 촉진하는 요인은 무엇인지에 관심

을 두고 연구를 진행해왔다(김우영, 2000). 최근에는 후기 산업사회 자영업 비중의 증가 

현상이나 국가경쟁력과 자영업 그리고 자영업과 실업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반면, 국내의 경우 자영업은 오랜 기간 학계의 관심에서 소외되어온 영역으로서,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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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류재우 · 최호영의 “한국 자영업 부문에 대한 실증 연구”를 시작으로 비로소 자영업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였다. 1999년부터는 노동연구원의 주도로 한국노동패널조사(KLPIS)가 

실시되어 자료의 접근성이 개선되면서, 관련 연구가 크게 증가하였다. 이후 자영업 현황 

및 구조에 대한 단순한 통계분석 수준의 연구부터 우리나라 자영업 비중 변화의 원인 및 

실업률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 그리고 자영업의 선택 결정요인 및 진입 후 성과와 지속기

간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등이 이루어져왔다. 

그러나 지금까지 자영업에 관한 연구가 주로 (노동)경제학계, 사회학계 등의 분야에서 

해당 영역의 관심 주제들을 중심으로 진행되어오면서 연구 주제와 영역에서 다소 치우쳐

온 것이 사실이다. 최근 연구 주제가 세분화되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 자영업에 대한 연구

는 결정요인, 비중 변화 원인에 대한 연구, 인구통계학적인 특성에 따른 자영업 영위 결과 

분석 등의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본 연구는 앞에서 밝힌 것처럼, 자영업 현황에 대한 경영학 관점에서의 고찰을 그 목적

으로 한다. 따라서 기존 연구들이 초점을 맞추지 않고 있는 창업자 개인의 동기와 특정 

업종으로의 업종 선택 쏠림 현상에 관심을 가지고, 이러한 업종 선택에 있어서 자영업자

의 창업 동기의 역할에 대해 논의하려고 한다. 본 연구에서는 기본적으로 창업 동기별로 

업종 선택의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상정하고, 그것이 소위 말하는 손쉽게 택하는 음식 · 도

소매 · 숙박업으로의 업종 집중과 관련이 있음을 보여주고자 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결국 

창업 동기가 경쟁력 부족과 과당 경쟁 문제를 이해하는 주요한 요소임을 밝히는 것이 이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이다. 또한 본 연구는 기존 연구가 개인의 자영업 진입 결정 단계까

지, 그리고 자영업에 들어선 이후의 성과나 지속 기간 등 일정 기간 운영 이후의 시점에 

대한 연구에 초점을 맞추었던 데서 벗어나, 개인이 자영업을 선택한 이후 본격적으로 사

업을 영위하기 이전까지의 창업 준비 기간의 행위를 분석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그리고 

이 시기의 의사결정이 진입 동기, 그들의 기업가정신 함양 정도에 따라 어떤 차이를 보이

는지를 그 연구 대상으로 한다.

용어의 운영 정의

사실 자영업(self-employment)이란 개념은 아직 일치된 정의가 없어, 연구자에 따라, 

데이터 수집방법에 따라 서로 다른 정의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본 연구는 자영

업을 영위하는 주체인 자영업주와 그의 사업체를 분석대상으로 한다. 그리고 본 연구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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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본 연구에서 정의하는 자영업주의 범주

적의 ‘자영업주’ 정의는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경제활동인구연보, 한국 노동연구원에서 

매년 실시하고 있는 ‘한국노동패널조사(KLIPS)’에서 정의하는 것을 따르겠다. 이에 따라 

고용주와 자영자를 합쳐서 자영업주라 부르기로 한다. 고용주와 자영주의 정의와 관련하

여, 고용주는 ‘한 사람 이상의 유급 종업원을 두고 기업을 경영하거나 농장을 경영하는 

자’를 말하고, 자영업주란 ‘유급 종업원 없이 자기 혼자 기업이나 농장을 경영하는 자, 또

는 상점이나 전문적인 직업을 독립적으로 경영하는 자’다. 

본 연구에서는 통계청과 노동연구원의 정의를 차용하고 있지만, 재경부에서는 자영업자

를 단독 또는 5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생활형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으로 

지칭하고 있다. 또한 일반적으로 소기업 ․ 소상공인 계층이 이에 해당하지만, 소기업 및 소

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서는 ‘제조업의 경우 상시 고용인 10명 이하, 도소매업 

서비스업의 경우 5명 이하’를 소기업 및 소상공인2)으로 정하고 있어, 결과적으로는 그 차

이가 적을 수 있지만, 본 연구에서 정의하고 있는 자영업주의 범위가 더 넓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윤성욱 · 서근하(2003)의 연구에서는 자영업주를 특별조치법을 인용하여 소기업·소상공인으로 정의하

고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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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선행 연구의 검토

1. 자영업 관련 연구 

1) 해외 연구 

서론에서 언급했듯이 자영업에 대한 연구는 비교적 오래 전부터 진행되어왔으며 주된 

관심사는 누가 자영업자가 되는가에 집중되어왔다. 어떤 개인이 창업을 하여 기업가가 되

는가에 대한 설명은 루카스(Lucas, 1978), 블라우(Blau, 1987), 블란츠플라워와 오스왈드

(Blanchflower and Oswald, 1998) 등이 주장하는 능력우위의 자들이 경제적 이익을 추

구한 적극적인 선택의 결과라는 관점과 무어(Moore, 1983), 에반스와 레이턴(Evans and 

Leighton, 1989), 데니스(Dennis, 1996) 등이 주장하는 임금 부문에서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자가 불가피하게 자영업을 선택하게 된 것이라는 연구가 두 축을 이루고 있다. 이러

한 주장은 경기변동과 연결시켜 유인가설(pulled)과 구축가설(pushed)로 바꿔 말할 수도 

있다. 유인가설은 경기가 활황일 때 자영업을 택할 경우, 실패할 가능성이 줄어들고, 임금

근로 일자리가 증가하는 경우, 특정한 능력을 가진 개인이 자영업을 선택하게 된다는 설

명이다. 반면, 구축가설은 경기가 좋지 않아 노동시장 여건이 좋지 않은 경우에, 임금근로 

영역에서 밀려난 이들이 실업의 대안으로서 자영업을 택한다고 주장한다. 이 밖에도 주어

진 상황에서 개인이 자영업을 선택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에 대한 다방면의 연구

가 이어졌다. 이들 연구의 주된 주제는 기업가적 자본(Blanchflower and Oswald, 1998), 

금융자본의 제약(Evans and Leighton, 1989), 인적 자본의 중요성(Cowling and 

Mitchell, 1997), 그리고 인지적인 요소(Sheperd, 2015)에 대한 것들을 들 수 있다. 

후술하겠지만, 류재우 · 최호영(1999)이 지적하는 것처럼 자영업 진출에 관한 대립되는 

견해 중 어떤 것에 더 참에 가까운지를 규정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판단된다. 자영업 집

단에는 양자, 구축된 이들과 유인된 이들이 모두 존재하며, 개인의 성향과 경제 상황 등에 

따라 둘 중 어떤 효과가 더 강하게 작용하기도, 약하게 작용하기도 하는 등의 변화가 있

을 수 있기 때문이다.

2) 국내 연구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자영업에 대한 연구는 해외 연구에 비해 역사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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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되지는 않았다. 류재우 · 최호영(1999)의 “한국 자영업 부문의 구조”는 우리나라 최초의 

실증 연구로서 자영업 부문의 특성과 1990년대 들어서서 자영업자 비율이 역전된 이유를 

연구하였다. 이들은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를 활용, 횡단면 분석을 실시하여, 

1963년 31.8%를 기점으로 산업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계속 하락하던 자영업 비

중이 1990년대 이후에서 2000년대까지 상승세로 돌아선 이유를 찾고자 하였다. 이를 위

해 요인분해와 로짓 분석을 이용하여, 자영 성향 증대 및 음식 · 도소매 · 숙박업의 자영업

자 비중의 급속한 증가에 그 이유가 있음을 밝혔다. 그러나 1990년대 자영 성향의 증대가 

임금근로의 기회 축소 때문인지, 자영업 진출 기회 확대 때문인지를 밝히는 데는 실패하

였다. 한편, 이들은 일반적으로 1인당 GDP 규모와 자영업 비중이 음의 관계를 갖는 데 

비해, 우리나라는 같은 발전단계에 비해서도 자영업 비중이 월등히 높은 것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역사적 · 사회적 · 제도적 · 경제적 요인에 의해 자영업을 하려는 경향이 높은 

데서 그 이유를 찾았다. 특히, 류재우 · 최호영(1999)은 우리나라의 자영업이 매우 이질적

인 집단인 것으로 분석하면서, 저숙련-저능력의 생계형과 고숙련-고능력의 기업가형으

로 분류 가능성을 처음으로 제시하였다. 

이후 류재우 · 최호영(2000)은 실업 등 비경제활동인구와 자영업 종사자 간의 노동력 유

동과 관련한 연구를 하여, 이들 간의 이동이 한계적인 노동자들에게 집중되어 있다는 점, 

그리고 이렇게 이동한 자영자들이 비교적 장기간 자영업을 지속하는 경향이 있음을 밝혔

다. 김우영과 안주엽(2000)은 자영업을 선택하는 결정요인을 분석하였으며, 금재호 ·조준

모(2000)는 자영업이 임금근로자로 취업이 어려운 경우 자영업을 선택하는 저능력자군과 

대조적으로 임금수준이 높은 이들이 자발적으로 자영업을 선택하는 고능력자군으로 이원

화되어 있음을 보였다. 또한 자영업주는 소득 면에서도 두 집단으로 나누고 임금근로자에 

비해 불평등도가 심각한 것을 시사하였으며, 이들 집단은 학력과 생산성에 의해 구분된다

고 하였다. 

이후 연구는 자영업 진입 결정요인과 관련하여, 개인들의 인구통계학적인 특성, 재무 

및 인적 자원의 축적 정보와 자영업 진입(김우영, 2000; 금재호 ․ 조준모, 2000)과의 관계

에 대해서 그리고 경기변동과 같은 거시경제 상황(전병유, 2003; 김기승 ․ 조준모, 2006)의 

증대와 같은 자영업 구조와 자영업 진출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김우영

(2000)은 자영업과 임금근로 결정 시 전 직장의 형태, 아버지의 취업 형태, 연령 및 혼인 

여부 등이 임금근로 대비 자영업을 선택하는 데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파악했다. 자

영업주를 자영업주와 고용주로, 임금근로자를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나누어, 어떤 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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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주가 되며, 자영업주가 되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결과는 고학력, 도시 거주, 이

전 전문직 경험이 있는 사람일수록 고용주가 되는 경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임금

근로와 자영업의 선택과 관련하여 그 선택이 합리적인 결정인지를 살펴본 결과, 상대적으

로 능력이 뒤떨어지는 사람이 임금근로와 자영업 중 자영업을 선택할 경우, 전체 자영업 

평균 소득보다 낮은 소득을 얻는 것으로 나타나, 역선택이 존재함을 알 수 있었다. 정규직 

임금근로자가 고용주로 이직할 경우도 높은 이직비용으로 말미암아 역선택이 일어났다. 

하지만 그 외의 경우 비교우위가 있는 방향으로 직업선택이 일어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후 추가적인 연구(김우영, 2001)를 통해서는 성별에 따른 자영업 결정요인을 분석하였

다. 연구 결과 남녀 간의 자영업 진출 격차는 남성의 경우 자영업자가 되는 성향이 더 클 

뿐만 아니라, 자영업 진출 후 이직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직이 적은 이유 또한 남성

이 여성에 비해 자영업에 적합한 특성 때문인 것으로 결론을 지었다. 한편, 여성의 경우 

이혼이나 사별로 인해 배우자가 없는 경우 자영업 진입 후 이직 확률이 현저히 떨어진다

는 사실을 통해 생계수단으로서 자영업을 선택할 가능성을 시사하였다. 

전병유(2003)는 금융자본이나 경기변동을 나타내는 실업률 지표 등을 포함하여 인적자

본 및 기업가적 자본이 자영업 선택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검토하여 노동시장이나 경

기변동의 여건이 자영업 선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금융 자산 소유에 따

른 소득과 실업률은 자영업 선택에 각각 부와 정의 효과를 가진다는 것을 보였다. 류재우

(2004)는 자영업 부문 취업비중 증가는 이 부문에서의 소득기회가 상대적으로 증가했기 

때문이며, 이로 인해 자영업 부문 취업자의 평균능력 숙련도가 높아졌다는 가설을 세우고 

검증하였다. 자영업 부문 취업자 비중의 증가가 자영업 부문에서의 새로운 기회의 창출이 

큼을 시사하였다. 자영업의 소득수준 및 소득분산이 높아짐에 따라 자영업 부문 취업자의 

음의 선택이 축소되는 경향이 있음을 밝힘으로써 근래 자영업의 흡인요인이 방출요인보

다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과 함께, 자영업주의 고용 및 소득 불안정성의 증대가 진행되고 

있음을 제시하였다. 

류재우 · 최호영(1999)이 제기한 우리나라 자영업의 특징 중 하나인 이질성에 대한 연구

도 진행되었는데, 금재호 ․ 조준모(2000)의 경우 본격적으로 자영업의 분단구조에 대한 연

구를 수행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자영업자가 고능력자로 대변되는 기업가형과 

저능력자의 생계형으로 분리된 구조라는 것을 상정하고, 이들 간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이전 취업 경험 없이 신규로 자영업에 진출하는 사람들의 경우 임금근로자와의 

경쟁에서 도태되어 어쩔 수 없이 생계를 위해 자영업을 택한 저능력자군으로 분류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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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인 이직에 의한 경우, 이직을 통해 큰 폭의 소득 향상을 꾀하는 고능력자군인 것으

로 파악되었다. 또한 최강식 외(2005)는 분위회귀분석을 통한 실증분석에서 자영업 부문

의 소득 양극화와 자영업 집단이 임금근로 집단에 비해 소득의 평균과 편차가 더 높다는 

것을 보이는 등 초기보다 한층 발전된 형태의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자영업주의 만족도에 관한 연구로는 김우영 · 김응규(2001)가 자영업주와 임금근로자의 

직업만족도를, 성지미 · 안주엽(2002)은 자영업자들의 개인특성, 인적 자본의 축적 정도, 

창업 동기에 따른 주관적인 성공 평가에 대해 분석하였다. 김우영 · 김응규(2001)의 연구

에 따르면, 1995년에는 자영업주가 임금근로자보다 직업만족도가 높았으나 외환위기 직

후인 1998년에는 오히려 임금근로자들이 자영업주보다 직업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 이는 블란츠플라워와 오스왈드(Blanchflower and Oswald, 1998)를 비롯한 대부분의 

외국 연구가 자영업주가 임금근로자보다 직업만족도가 높다고 본 것과 상반된 결과다. 김

우영 · 김응규(2001)는 그 이유로 임금 부문에서 퇴출된 사람들이 타의에 의하여 생계형 

자영업자로 전락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하였다. 성지미 · 안주엽(2002)의 연구를 통해서

는 자영업 진입 결정 시 자영업 진출에 대한 성공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어느 정도 결정된

다는 것과 진입 시의 자원과 태도에 의해 경제적인 성과가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3) 자영업의 업종 선택과 동기에 대한 연구

자영업에 관한 연구 중에서 자영업을 시작한 동기에 대한 연구는 해외에서도 비교적 최

근에 시작되었다. 델라그(Delage, 2002)는 캐나다의 자영업 현황에 대해 분석하면서, 자

영업주의 특성에 자영업을 선택한 동기와 자영업에 대한 태도 그리고 창업 관련 훈련 여

부를 포함시켰다. 국내에서도 성지미 · 안주엽(2002)이 이러한 연구를 바탕으로 창업 동

기, 창업 당시 훈련이수 여부, 자영업주의 이전 직장 경험(자영업 또는 전문직 임금근로), 

자영업에 대한 태도 및 중장기 목표를 가지고 있는지를 개인의 특성에 포함하고 이것이 

경제적인 성과 그리고 사업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에 갖는 영향력을 파악하였다. 이 연구

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자영업을 기업가 정신을 가진 개인의 창업이라는 측면에서 조망하

고 있으며, 기업가 정신을 판단할 수 있을 만한 요소들을 추출하여 이러한 요소들과 경제

적 성과 그리고 개인이 느끼는 만족도를 분석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 연구에서 창

업 동기 및 중장기 목표의 존재 여부는 경제 및 주관적 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

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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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최문경 · 이명진(2005)은 직업가치관과 자영업의 결정이라는 측면에서 미국과 한

국을 비교하였다. 미국은 자율을 중시하는 직업가치관이 자영업 종사 결정에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지만, 한국은 무의미한 관계임을 밝혀 아직 우리나라의 경우, 가치관의 변

화에 따른 자영업 진출이라기보다는 다른 이유, 즉 필요에 의한 것일 가능성을 간접적으

로 보이고 있다. 직업 분포에 있어서도 미국의 경우 화이트 칼라 직종의 자영업이 상당수

인 반면 우리나라는 아직 제한된 범위의 자영업 업종이 존재함을 보여준 바 있다. 

프레그(Praag, 2003)는 진입 연령, 이전 산업 및 직업 경험, 가용 가능한 자본의 크기 

그리고 그가 구축되었는지 유인되었는지, 즉 자발적으로 선택한 것인지, 어쩔 수 없이 자

영업을 선택했는지와 같은 개인적인 요소들과 자영업의 지속기간 및 경제적인 성과와의 

관계를 연구하였다. 연구 결과 창업자의 동기와 열정이 자영업의 지속기간에 중요한 영향

을 준다는 결과를 얻었다. 이러한 결과는 자발적인 선택인지와 같은 동기 요인들이 기간

과 성과에 중요한 요소임을 다시 한 번 보여준다. 블록과 샌드너(Block and Sandner, 

2006)도 그 선택이 자발적인지 비자발적인지와 지속기간의 관계에 대해 연구를 수행해서 

유의한 결과를 도출하였다. 프레그(Praag, 2003)와 다른 점은 자영업 창업 동기를 필요형

(necessity)과 기회형(opportunity)으로 구분하였다는 것이다. 또한 이 연구는 필요형인지 

기회형인지에 따라 성과의 차이가 발생하고, 이에 따라 자영업의 존속기간이 달라진다는 

논지를 전개한 것이 아니라, 기회형인지 필요형인지에 따라 지속기간을 결정하는 매개요

인에 차이가 발생하며, 이러한 매개요인의 차이가 지속기간의 차이를 발생시킨다는 가설

을 세우고 분석을 실시하였다. 즉, 기회형의 경우 재무적인 성과보다는 그 외 성취감 등의 

요소가 사라질 경우, 사업을 중단하는 반면, 필요형의 경우 필요에 의해 사업을 시작한 만

큼 재무적인 성과에 따라 중단 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이다. 연구 결과, 가설은 지지되었지

만 교육수준을 통제할 경우에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같이 동기에 대해서는 본격적인 연구가 시작단계에 있으나, 이와 달리 자영업의 

업종 선택 요인이나 업종별 차이 등에 대한 연구는 아직 국내외에서 전반적으로 미진한 

편이다. 페얼리와 마이어(Fairlie and Meyer, 2000)가 미국의 20세기 흑인과 백인의 자영

업 비중을 살펴본바, 전 기간 백인의 자영업 비중이 높았으나, 특정 산업의 경우(운송, 수

선서비스) 흑인의 자영업 비중이 지속적으로 높았음을 보여 산업별로 진출의 차이가 있음

을 보인 바 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도출된 것일 뿐 업종 차이가 존재하는 것에 대해 그 

이유에 관심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많은 산업조직론의 저작들을 굳이 언급하지 

않더라도 창업에 있어서 업종 선택은 창업이라는 의사결정 다음으로 중요한 사안이다. 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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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쉬 외(Fritsch et al., 2006)는 창업 시 산업과 지역, 지속기간의 영향을 독일 기업들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는데, 연구 결과 진입장벽이 낮은 산업의 경우 생존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진입이 쉬운 산업으로 창업을 하는 경우, 경쟁자들도 마찬가지로 진

입이 용이하기 때문에 경쟁은 심화될 수밖에 없어 특별한 경쟁력을 가지지 않는 한 존속

이 위태로워질 수 있다. 또한 많은 이들이 진출해 있으므로 산업의 전반적인 생존율이 낮

아질 수밖에 없다. 쉽게 진출하고 따라서 상대적으로 전체적인 생존확률이 낮아진다는 것

이다. 그러나 이러한 업종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자영업 영역에서 기업가의 

창업 과정에 대한 연구는 아직 초기 단계다. 그리고 대부분의 자영업 관련 연구에서 업종

을 다루는 관점은 여러 변수 중 하나일 뿐이다. 성지미 · 안주엽(2002)의 연구는 개인의 

학력이나 개인특성, 자본규모 등과 같은 많은 독립변수와 업종을 같은 선상에 놓고 성과

나 지속 가능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과연 업종이 이

것들과 독립적인지 판단해볼 필요가 있다. 

II. 기업가 정신에 관한 연구
     

1. 기업가 정신의 구성요인

기업가 정신의 정의 및 기업가 정신을 둘러싼 연구 흐름이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는 데 

반해, 기업가 정신을 구성하는 요인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의견이 수렴되고 있는 편이

다. 오종석 · 이용탁(1999)은 기존의 관련 연구들을 검토하여, 기업가 정신의 구성요인으

로 혁신추구성(innovativeness), 진취성(proactiveness), 민첩성(alertness), 위험감수성

(risk taking)의 네 가지를 들고 있다. 혁신추구성은 제품을 개선하고, 생산과정을 효율적

으로 바꾸려는 등의 성향을 나타내고, 진취성은 시장 상황에서 미래 수요를 예측하고 행

동하여 시장 리더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려는 것을 말한다. 민첩성은 불확실한 환경에서 이

를 예측하고, 환경 변화에 따라 민첩하게 기회를 모색하는 성향이다. 위험감수성은 프랑

스 경제학자들이 ‘entrepreneur’를 위험을 감수하는 사람이라고 불렀던 것처럼, 기업가 정

신의 빼놓을 수 없는 구성요소로서 불확실한 결과가 예상되는 상황에서도 과감히 도전하

여 목표를 달성하려는 의지를 일컫는다. 국내에서는 박동수(2000)에 의해 기업가 정신을 

구성하는 요인들과 경영 성과 간의 정의 관계를 확인하는 연구들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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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업가 정신과 시장지향성

이형택 · 채명수(2007)는 기업가 정신 등의 기업 내부요인과 변동성 등의 시장환경요인

이 시장지향성에 영향을 미치고, 이것이 기업의 성과에 다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를 진

행한 바 있다. 시장지향성은 기업의 외부 정보에 대한 민감성에 관한 것으로 시장지향성

이 높은 기업의 경우 정보 창출, 정보 확산, 정보에 대한 반응 능력이 뛰어나다. 이러한 

기업은 고객의 욕구, 경쟁자의 상황 등을 주시하여 신제품이나 새로운 서비스를 출시하

며, 이를 통해 기업은 높은 시장점유율, 성과를 올리게 된다는 것이다. 이를 일반 창업의 

관점에서 보면, 시장지향성이 높을 경우, 기존에 시장에 존재하는 업종을 단순히 사들이

거나 모방하여 창업하기보다는 고객의 욕구나 시장의 트렌드를 읽어내어, 새로운 상품을 

개발하거나, 새로운 업종이나 서비스를 개발하는 경향이 높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위러리나(Weerarena, 2003) 등 많은 연구자들은 이러한 시장지향성의 선행요인으로 위험

감수 및 위험회피 여부, 적극성 등의 기업가정신을 상정하고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이를 

지지하는 연구 결과를 얻어낸 바 있다. 

III. 연구 모형과 연구 가설 

1. 연구 모형

본 연구는 기업가 정신을 가진 개인의 자영업 창업이라는 관점에서, 사업의 성과와 지

속기간 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업종 선택 시, 창업 동기로서의 기업가 정신의 함양 

여부가 이러한 결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모델을 상정

하였다. 앞서 선행 연구에서 살펴본 것처럼, 기존의 연구는 개인의 자영업 진입 결정 단

계, 그리고 자영업에 들어선 이후 성과나 지속기간 등의 일정 기간 운영 이후의 시점에 

대한 연구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리고 대부분의 자영업 관련 연

구에서 업종은 학력이나 개인특성, 자본규모 등과 같은 많은 독립변수들과 업종을 같은 

선상에 놓고 성과나 지속 가능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상정하여왔으나, 본 연구에서는 

업종을 창업 동기 유형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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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기존 연구 모델

<그림 3> 본 논문의 연구 모델

2. 연구 가설 

우리나라 자영업의 특징은 1인당 GDP가 같은 비슷한 산업발전 단계에 있는 나라와 비

교 시 자영업의 비중이 매우 높으며, 그 안에 매우 이질적인 집단들이 섞여 있고, 음식 ․
도소매 ․ 숙박업이라는 특정 업종에 자영업 종사자의 거의 과반수가 몰려 있다는 것이

다.3)

최근 한국은행에서는 경쟁강도가 심각하게 높고 진입장벽이 낮아, 완전경쟁 시장에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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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음식 ․ 도소매 ․ 숙박업 및 운수업 ․ 부동산중개서비스업 등의 서비

스 업종을 선별하여 영세 서비스업으로 명명하고, 이들 산업 부문에 대한 경쟁력 강화와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며, 이를 위해 이들 업종에 종사하고 있는 경쟁력이 취약한 이들에 

관한 이직 지원 및 밀려난 이들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의 필요성에 대해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다. 이와 같이 이미 많은 이들이 진출해 있음에도 많은 자영업자들이 이러한 업종을 

선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들 특정 업종을 선택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공통점이 있는 

것은 아닐까? 그리고 이들 창업자들은 그 외의 업종을 선택하는 사람들과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 이것들이 서론을 통해 제시한 본 논문의 출발점이다.     

그동안의 기업가 정신 관련 선행 연구를 통해 밝혀진 것처럼, 기업가 정신은 위험감수 

성향, 혁신성, 적극성, 민첩성 등을 그 특징으로 한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창업자들이 창

업하지 않은 사람들보다 기업가 정신의 구성요소들에 대한 경향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주의해야 할 점은, 지금까지 이루어진 우리나라 자영업에 관한 연

구를 통해 우리나라의 자영업 영역의 경우, 이질적인 동기와 능력의 사람들이 공존한다는 

특징이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자발적으로 기업가, 즉 여기에서는 자영업자가 되기로 

선택한 사람들과, 이른바 임금근로 시장에서 구축되어 어쩔 수 없이 필요에 의한 대안으

로서 자영업을 선택한 사람들이 공존하기 때문에, 모든 자영업자들이 기업가의 경향을 가

질 것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이미 여러 연구에서 어

떤 군에 속하는지에 따라 그들의 성과나 지속기간의 차이가 확인되면서 지지되고 있다

(Delage, 2002; 성지미 · 안주엽, 2002; Praag, 2003; Block and Sandner, 2006).

한편, 기업가 정신과 관련된 또 다른 연구들을 통해 기업가 정신의 구성요소들이 시장

지향성이라고 하는 정보의 수집, 확산 그리고 이에 대한 반응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이것은 곧, 기업가 정신을 기반으로 자발적으로 창업한 사람들과 비자발적

으로 자영업을 선택하게 된 사람들에게는 혁신성, 적극성 등과 같은 기업가정신의 구성요

소 외에도 이와 같은 특성들로부터 연유한 정보와 혁신에 대한 태도, 정보에 대한 반응에

서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정보에 대한 태도의 차이가, 강도에 차이

가 있기는 하겠지만,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처리하는 과정을 반드시 수반하는 창업 과정

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창업 과정에서 핵심적인 정보 처리의 

결과물 중 하나는, 어떤 무대를 선택할 것인지가 결정되는 업종 선택이 될 것이다. 그리고 

3) 또한 음식 ․ 도소매 ․ 숙박업 종사자의 90%가 비임금근로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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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수집 범위나 깊이, 수집된 정보에 대한 반응의 차이는 개인적인 선호나 적성, 기술 

등의 요소와 함께 업종 선택에 영향을 미칠 것임을 알 수 있다.

본 논문은 기업가 정신에 기반한 창업 동기를 가졌는가에 따라 자영업의 업종 선택이 

달라질 것이라는 연구 모형을 상정하고 있다. 이를 분석하기 위해서 연구 초기에는 한국

노동패널 조사의 자료를 활용하여 최호영 · 류재우(1999)가 처음 구분한 생계형-저능력

자와 기업가형-고능력자의 구분을 활용하여 이에 따른 업종 선택의 차이에 대해 분석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기업가 정신의 구성요소인 혁신성, 민첩성, 적극성, 위험감수 경향을 

자료에서 추출하여, 기업가 정신이 있는지를 판단하고 이를 바탕으로 생계형과 기업가형

의 범주를 나누기에는 자료의 한계가 너무 컸다. 그래서 개인들이 밝힌 창업 이유와 그 

외에 창업 이유를 유추 가능한 항목들을 통해 간접적으로 기업가형과 생계형의 구분을 시

도해보았다. 그러나 생계형과 기업가형을 나누는 구분이 어쩔 수 없이 주관적인 해석에 

종속될 수밖에 없어 신뢰도에 문제가 발생했다. 많은 연구에서 ‘기업가형’과 ‘생계형’으로 

자영업자 그룹을 나누어 기술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다양한 형태와 특성으로 그룹화될 

수 있는 자영업자 집단을 단순히 기업가 정신의 내포 정도를 기준으로 이분법적으로 나눈

다는 것은 현재의 자료는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그 대안

으로 두 가지 방안을 선택하였다. 

먼저, 독일의 패널 데이터를 가지고 연구를 진행한 블록과 샌드너(Block and Sandner, 

2006)의 필요형(Necessity Entrepreneur)과 기회형(Opportunity Entrepreneur)으로 분류

를 활용하였다.4) 기회형에 속한 자영업자들은 논리 필연적으로 기업가 정신의 구성요소

인 혁신성, 적극성, 민첩성, 위험감수성 등의 성향을 필요형에 속한 자영업자들보다 더 많

이 내포하고 있음을 추론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그룹 분류를 바탕으로 업종 선택 성

향을 분석하는 일은 간접적이지만 그 기준이 모호한 ‘기업가형’과 ‘생계형’ 분류를 바탕으

로 한 분석보다 논리적이고 현실 가능한 방법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추가적인 분석으로서, 업종 선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동기 대안 요인들을 선택

하여 이들 요인과 업종 선택의 관계를 분석함으로써, ‘필요형’과 ‘기회형’ 분석을 보완하도

록 하겠다. 이들 업종 선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들을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4) 독일과 다른 우리나라의 현실을 반영하여, 창업 이전 구직 여부, 조사를 통해 개개인이 직접 응답한 

창업 동기(이유)를 통해 이를 보완하여 연구를 진행하려고 한다. 이에 대한 상세 내용은 2. 변수 측정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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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특성(창업 이유, 직업가치관): 창업 이유나 직업가치관의 경우, 위에 나눈 것과 같은 

자발적인 창업인지 필요에 의한 생계유지 목적의 선택이었는지를 알 수 있는 요소다. 위

에서는 이를 블록과 샌드너(Block and Sandner, 2006)의 연구를 바탕으로 유형화하여 업

종 선택 간의 관계를 살펴보았지만, 여기서는 개인이 직접 밝힌 동기인, ‘좋아하는 업종이

어서’, ‘실직 후 생계유지/정년퇴직 후 소일거리’와 같은 창업 동기와 최문경 · 이명진

(2005)의 연구에서 착안하여 개인의 직업가치관에 따라 어떤 업종을 선택하는지를 확인

하고자 한다. 

직업력: 창업 이전 직업 유무 그리고 창업 전 구직 여부와 같은 요인 역시 블록과 샌드

너(Block and Sandner, 2006)를 인용한 것이다. 미취업 상태에서 실업의 대안으로서 창

업을 선택했는지, 실직 후 적극적인 선택으로서 구직을 하지 않고 창업을 하게 된 것인지, 

구직 후 취업의 가능성이 없는 상태에서 대안으로서 자영업에 진출한 것인지의 차이에 따

라 업종 선택이 달라질 것이라는 것은 앞에서 살펴본 정보지향성, 기업가정신의 정도 등

을 나타내는 역할을 할 것이라는 것이다. 밀려나서 생계를 목적으로 선택한 경우, 일반적

으로 쉽다고(진입, 성공) 생각하는 업종이나 주변이나 프랜차이즈 박람회 등을 통해 정보

를 얻기 쉬운 업종을 선택하는 경향이 클 것으로 생각된다. 

진입 시기: 창업이 은퇴기 이전에 이루어졌는지 은퇴기 이후에 이루어졌는지도 분석의 

범위에 포함한다. 연령 또한 이전 연구에서 많이 다루어온 변수다. 연령은 복합적인 측면

에서 자영업의 여러 영역에 영향을 주는 변수다. 먼저, 연령이 낮을수록 위험선호적일 것

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연령이 낮을수록 자영업에 진출할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이 있고, 

한편으로는 연령은 위험에 대한 태도 이외에도 사회 경험, 그리고 사회자본과 재무적 자

본의 축적을 대변하는 변수로 이해되기 때문에 연령이 많을수록 자영업자가 될 가능성이 

커진다는 주장도 있다(Evans and Leighton, 1989). 기존의 연구를 통해서 밝혀진 내용을 

보면, 우리나라는 연령이 높을수록 자영업자가 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

한 현상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제기되었다. 삼성경제연구소의 연구에서 밝혀진 것처럼 근

속기간의 단축, 고령화 현상이라는 측면에서 해석하는 한편, 재산 축적이 자영업 진입 결

정의 중요한 요소(Bregger, 1996)이기 때문에 연령에 따라 자영업의 가능성이 높아진다

는 주장, 퀸(Quinn, 2000)이 언급한 자영업의 근무 특성이 고령층에게 적합한 측면에서

의 접근, 가교직에 대한 성지미 · 안주엽(2004)의 연구에서 밝혀진 것처럼 임금근로 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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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비교우위 감소에 따른, 자영업의 은퇴 가교직의 역할에 중점을 두는 해석까지 다

양한 주장이 공존하며, 이들 주장들은 설득력을 갖고 있다. 이러한 기존 논문 검토 결과를 

종합해볼 때, 연령이 자영업 진입 결정뿐만 아니라, 그들이 어떤 동기를 가지고 자영업을 

결정하는지, 그리고 이는 그들이 그러한 동기와 기존 자원을 가지고 선택 가능한 업종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상정해볼 수 있다. 

가족 직업력: 하우트와 로젠(Hout and Rosen, 1999)과 안주엽 · 성지미(2003)가 얻어낸 

결과에서와 같이, 성장기 부모의 직업이 자영업인지의 여부는 자영업의 시간 종속성, 그

리고 자영업에 필요한 인적 자본이 세대 간으로 전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증명해 보였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자영업 선택 시 부모세대의 인적 자본 전이 가능성 및 정보 획득의 

용이성이라는 측면에서 업종 선택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자료의 

제한으로 부모세대의 업종 정보까지는 얻을 수 없었다. 단지 부모세대의 자영업 여부가 

업종 선택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직업력 변수는 포함시키지 않았다.  

학력: 학력 수준 또한 기존의 연구들을 통해 진입 결정, 성과 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 꾸준히 연구된 요인이다. 특히, 김기승 ․ 조준모(2006)는 우리나라 자영업이 구축가설에 

해당하는지 유인가설에 더 적합한지, 경기변동과는 어떤 영향관계를 보이는지를 살펴보면

서 경기변동의 영향이 학력에 따라 다름을 밝혔다. 즉 고학력의 경우 유인가설에 따라 호

경기에 자발적으로 창업에 뛰어드는 반면, 저학력의 경우 불경기에 임금근로에서 밀려나 

선택 가능한 대안으로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한다는 것이다. 

위의 논의 과정을 통해, 본 논문의 가설을 다음과 같이 상정한다.

가설: 창업 동기(필요형 vs. 기회형)에 따라 업종 선택의 차이가 존재할 것이다. 

가설 1: 필요형 동기인 경우(비자발적: 미취업 → 자영업)-제조업 및 기타 업종5)보다는 음식 ·

도소매 · 숙박업을 선택하는 경향이 높을 것이다.  

가설 2: 기회형 동기인 경우(자발적: 취업 → 자영업)-음식 · 도소매 · 숙박업보다는 제조업 및 

5) 한국표준산업 분류의 전체 업종 중 음식 · 도소매 · 숙박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을 포함함(농업 등 1차

산업은 여기에서도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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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업종을 선택하는 경향이 높을 것이다. 

그리고 위의 가설 이외에, 창업 동기 대리요인들인 개인의 창업 동기, 직업 가치관(희망 

일자리 유형), 직업력, 창업 시기(연령), 학력이 업종 선택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지도 

분석의 범위에 포함하도록 한다.

IV. 실증 분석

1. 데이터 및 변수

본 연구에서는 1999년부터 조사한 ‘한국노동패널조사(KLIPS)’의 비임근근로 부문의 자

료를 이용하였다. 

한국노동패널 자료는 비농촌지역에 거주하는 한국의 가구와 가구원을 대표하는 패널표

본구성원(5,000가구에 거주하는 가구원)을 대상으로 1년에 1회 경제활동 및 노동시장이

동, 소득활동 및 소비, 교육 및 직업훈련, 사회생활 등을 추적 조사하는 종단면 조사다. 패

널데이터이기 때문에 종단면뿐만 아니라 시계열 분석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필요한 비임근근로 부문에 있어서 질문 문항 및 항목의 연속성이 부족하여 

자료의 제한이 있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자료의 장점을 살리지 못하고, 본 연

구를 위한 항목이 모두 있는 제13차년도(2010년) 한 해만 분석 기간으로 삼았다. 또한 류

재우 · 최호영(1999)6) 등 기존의 자영업 관련 연구에서 적용한 것처럼, 본 연구에서 포함

하는 자영업의 범위는 전통적으로 자영 형태의 경영방식이 지배적이던 농업 부문 등 1차

산업 부문을 제외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비농 전 산업 부문의 자영업을 그 대상으로 

한다. 종사상 지위에 있어서는 비임금근로자 중 운영 주체라 할 수 있는 고용주와 자영자

만을 대상으로 하고, 무급가족 종사자는 제외하였다. 

자영업자 관련한 자료는 ‘취업자’ 중 ‘비임금근로자’로서 조사 대상자 중 무급 가족종사

자는 제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2010년 현재 자영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들만을 그 분

6) 동 연구에서는 비농 부문에만 관심을 갖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첫째, 근대 부문에서의 

취업자의 대다수를 점하는 임금노동자와의 비교가 더욱 의미 있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둘째, 1990

년을 기점으로 한 자영업주 비율의 추세 반전이 비농 부문에서 더 뚜렷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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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필요형 기회형

분류 개수 243 66

<표 1> 필요형 vs. 기회형 구분 결과

석 범위로 한다. 

2. 변수 측정

1) 기회형과 필요형 동기에 의한 창업 구분

2010년 8차 노동패널데이터 가운데 비임금근로자 중 고용주와 자영자 1,727명(전기 이

월: 1,702명/신규: 25명)을 대상으로 창업 동기에 따른 자영업 유형을 분류하였다. 이들 

중 농업 등 1차산업 종사자는 제외하고, 분류 기준이 되는 창업 이전 직업 유무나 창업 

직전 구직활동 유무 등에 응답한 309명만을 분석 대상으로 했다.

기회형 vs. 필요형 분류 순서 및 방법

1. 창업 이전 직업 유무를 답한 227명 중 창업 이전에 직업이 없었다고 응답한 185명은 우선 

‘필요형’으로 분류하였다. 

2. 창업 이전에 직업이 있었던 응답자 중 창업직전 구직 활동 여부를 밝힌 42명 그리고 창업 이

전 직업 유무에 대해서는 응답하지 않았지만 창업 직전 구직 활동 여부를 밝힌 82명에 대해

서는 구직 활동을 하지 않았다면 ‘기회형’으로 분류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이에 따라 1차

적으로 ‘기회형’으로 분류된 응답자는 73명이었다.

3. 그러나 ‘기회형’ 중 ‘필요형’의 성격을 갖는 응답자를 가려내기 위하여 보충적으로 창업 동기

(이유) 문항에 대한 창업자의 응답 내용과 진입 연령(45세: 평균 은퇴연령)7)을 고려하여 ‘기

회형’으로 분류된 응답자 73명 중 7명을 ‘필요형’으로 재분류하였다.

7) 희망 은퇴연령 기준, 체감정년기준, 커리어인사이드(www.careerinside. net)는 직장인 903명을 대상

으로 조사한 결과, 20대 응답자의 51%, 30대 응답자의 35%가 45세를 은퇴 예상 연령으로 답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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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명 정 의 평균(표준편차)

독립변수

StAge 자영업(현 사업체)을 시작할 당시의 연령/10, 연속변수 3.840(0.970)

PJob 이전 직장 가변수, 준거집단은 이전 직장 없음 0.738(0.440)

직업가치관

(좋은 일자리에 대한 생각)
6개의 범주형 변수, 안정성이 준거집단

GJsocial 사회적 인정 0.031(0.174)

GJdevelp 장래 발전 가능성 0.164(0.370)

GJapt 적성과 취향 0.149(0.356)

GJpay 높은 수입 0.109(0.312)

GJself 자율성 0.022(0.148)

교육 수준 4개의 범주형 변수, 고졸 집단이 준거집단

EdUnderH 고졸 미만 0.332(0.471)

EdCollege 고졸 초과, 전문대 졸업, 4년제 대학 졸업 미만 0.060(0.237)

EdGraduate 대졸 이상 0.161 (0.368)

종속변수

1 제조업

2 건설업

3 운수, 창고 및 통신업

4 부동산, 임대 및 사업서비스(금융 및 보험업 포함)

5 도소매/소비자용품 수리업

6 기타

7 숙박 및 음식점업

<표 2> 업종 선택 영향 변수와 그 정의

2) 개인 특성, 직업력, 창업 시기, 학력의 측정

개인 특성, 직업력, 창업 시기, 가족직업력, 학력의 경우 노동패널데이터 중 대응하는 

응답 내역을 활용하여 측정하였다. 이들 변수의 경우 위의 기회형 vs. 필요형 분석 대상과

는 독립적으로 대상 샘플을 선정하였다. 그 결과 8차년도 비임금근로자 중 고용주와 자영

자 1,727명(이월: 1,702명/신규: 25명)에서 농업 등 1차산업 종사자만을 제외한 후, 각 해

당 변수에 응답한 671명이 분석 대상 샘플로 선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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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도 구성 비율(%) 

필요형 243 78.6

기회형 66 21.4

합  계 309 100.0

<표 3> 창업 동기에 따른 유형

3) 업종 

업종의 경우, 패널데이터에서 사용하고 있는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을 활용하여, 음

식 · 도소매 · 숙박업 대 제조업 및 기타 업종으로 분류하였다. 

위와 같은 방법을 이용한 분류를 통해, 기회형 vs. 필요형 동기 창업인지의 여부가 업종 

선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기 위한 방법론으로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

고 개인특성 등 그 외 동기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의 업종 선택에 대한 영향관계에 대한 

추가 분석을 위해서 다항로짓 분석을 실시하였다.

3. 분석 결과

먼저, 필요형 동기를 가진 이들과 기회형 동기를 가진 이들의 음식 · 도소매업종 또는 

제조업 등 기타 업종 선택 교차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았다. 빈도 분석 결과, 필

요형 동기를 가진 이들은 243명 중 112명이 음식 · 도소매 · 숙박업을, 그리고 나머지를 선

택한 것으로 나타나, 빈도만 고려 시에는 131명이 제조업 등 기타 업종을 선택한 것을 알 

수 있었다. 한편, 기회형의 경우에는 전체 66명 중 70%에 해당하는 45명이 제조업 등 기

타 업종을, 그리고 21명이 음식 · 도소매 · 숙박업을 택해 필요형에 비해 제조업 등 기타 업

종 선택의 비중이 확연히 높았다. 이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유의수준(α ’) 

=0.05, 자유도(df)=1일 때 그 임계값은 3.84로 나타났다. 위의 검정 결과에 따르면 검정

값이 4.313으로 임계값보다 크므로, 귀무가설(H0)은 기각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필요형 동기의 경우에도 단순 빈도 비교 시에는 제조업 등 기타 업종의 비중이 높았으나,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 창업 동기에 따른 자영업 유형과 자영업 업종 선택 사이에는 관

계가 있다는 가설이 지지되었음을 알 수 있다.

H0: 창업 동기에 따른 자영업 유형과 자영업 업종 선택 사이에는 관계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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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음식 · 도소매 · 숙박업 여부

전체
음식 · 도소매 · 숙박업 제조업 등 기타

창업 동기에 

따른 유형

필요형
빈도 112(46.09%) 131(53.91%) 243

기대빈도 104.6 138.4 243.0

기회형
빈도 21(31.82%) 45(68.18%) 66

기대빈도 28.4 37.6 66.0

전체
빈도 133(43.04%) 176(56.96%) 309

기대빈도 133.0 176.0 309.0

<표 4> 창업 동기에 따른 유형과 음식·도소매·숙박업 교차표

값 자유도
점근 유의 확률

(양측검정)

정확한 

유의확률

(양측검정)

정확한 

유의확률

(단측검정)

Pearson 카이제곱 4.313 1 .038

연속수정 3.750 1 .053

우도비 4.414 1 .036

Fisher의 정확한 검정 .049 .025

선형 대 선형 결합 4.299 1 .038

유효 케이스 수 309

<표 5> 필요형 vs. 기회형 검정결과(카이제곱 검정)

H1: 창업 동기에 따른 자영업 유형과 자영업 업종 선택 사이에는 관계가 있다.

<표 6>의 전체 자영업 영위 업종을 살펴보면, 제조업 등 기타 업종에 전체의 57%, 음

식 ․ 도소매 ․ 숙박업에 48%가 분포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단순한 퍼센티지 비교 시에는 

제조업 등 기타 업종이 높아 보일 수 있겠지만, 집중도 비교 시 각 분류별 포함된 업종의 

범위를 고려하면 결과는 달라진다. 제조업 등 기타 업종의 경우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및 통신업, 부동산 및 임대업, 교육서비스업 등 기타 업종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환기할 경우, 숙박 및 음식점업, 그리고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만을 포함하고 있는 

분류가 43%를 차지한다는 사실을 통해 그동안의 연구들을 통해 제기되었던 음식 ․ 도소매 

숙박업에의 업종 편중 문제를 다시 한 번 실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전체 업종의 분포, 그리고 업종 분포를 통해 직종을 유추해서 생각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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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 구분 빈도 비율(%)

제조업 등 기타 176 57.0

제조업 43 13.9

건설업 17 5.5

운수업 및 통신업 14 4.5

부동산 및 임대업 17 5.5

교육서비스업 등 기타 85 27.6

음식 ․ 도소매 ․ 숙박업 133 48.0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 88 28.5

숙박 및 음식점업 45 14.6

합계 309 100.0

<표 6> 업종 구성 비율

면, 최문경 · 이명진(2005)의 연구에서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는 자영업의 업종 

및 직종 분포가 다른 나라8)에 비해 협소하며, 고용주에 해당하는 자영업 중 관리직을 제

외할 경우, 대부분이 서비스 및 판매직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언급한 

바와 같이 산업화와 함께 줄어들던 자영업 취업 비중이 전 세계적으로 증가세로 돌아선 

것은 지식기반 산업사회로의 변화에 따른 아웃소싱, 전문직 종사자의 증가, 소사장제 등

에 기인한 바 있다. 그러나 자료를 살펴볼 경우, 우리나라는 이러한 구조적 변화의 증거가 

뚜렷이 발견되지 않는다. 한편, 이러한 내용만으로도 우리나라 자영업의 경우, 고능력자군

이 유인된 측면보다는 주로 임금시장에서 구축된 자들이 차선으로 선택 가능한 대안으로

서의 영역, 즉 판매직 등 기본적인 노동력이라는 자원으로 선택할 수 있는 사회 안전망적

인 성격이 강하다는 것을 유추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지금까지 필요형과 기회형 각각의 창업 동기에 따라 음식 · 도소매 · 숙박업과 제조업 등 

기타 업종 선택 간의 관계를 교차분석한 결과를 살펴보았다. <표 7>은 음식 · 도소매 · 숙

박업을 기준으로 한 다항로짓 모형의 추정결과를 보여준다. 준거 기준은 음식 · 도소매 · 숙

박업으로 하였다. 

<표 7>에서 나타나듯이 음식 · 도소매 · 숙박업과 제조업과의 비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

8) 최문경 · 이명진(2005)의 논문에서 우리나라와 비교 대상이던 미국의 경우, 관리자로부터 전문가, 기

술공 및 준 전문가 등 우리나라와는 다른 다양한 직업 분포를 보여주었으며, 또 다른 주요한 특징 중 

하나는 자영업자 중 화이트 칼라 직종에 속하는 비율이 우리나라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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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효과를 갖는 변수는 ‘진입 시기(-)’, ‘좋은 일자리에 대한 생각: 적성 및 취향’, ‘학력: 

고졸 미만’이었다. 따라서 제조업의 경우 자영업 진입 연령이 낮을수록 선택할 확률이 높

아지고, 적성과 취향을 중요시하는 직업 가치관을 가지고 있을수록, 그리고 고졸 미만의 

학력인 경우 제조업 선택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본 논문은 상대적으로 고능

력자거나 실업이나 은퇴 이후의 대안으로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자영업으로 이직한 경

우, 그리고 학력이 높을수록 음식 · 도소매 · 숙박업 이외의 업종을 선택할 것이라고 예상한 

바 있다. 위 결과는 진입 연령과 관련하여, 진입 시기가 이를수록, 그리고 직업가치관과 

관련하여 직업 선택의 기준으로서 안정적이거나 금전적 보상이 많은 경우가 아니라, 자신

의 적성과 취향을 높이 평가하는 경우 음식 · 도소매 · 숙박업에 비해 제조업을 선택할 것

이라는 것을 보여줘 부분적으로는 예상에 일치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학력과 관련해

서는 가정과 반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제조업의 범주가 고도의 지식이 필요 없는 

단순 제조부터 지식과 전문성이 필요한 하이-테크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다는 것 때문

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고졸 학력 미만자가 많은 것은 또한 전문지식보다 축적된 기술이 

중요한 제조업의 경우, 학력보다는 이전 관련 업종 경험 등이 더욱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

이라고 생각된다. 이 외에도 학력의 영향력이 예상과 다른 방향으로 나타난 업종은 건설

업과 부동산,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으로, 이들 업종의 경우 역시 ‘고졸 미만’이라는 학력 

변수에 유의한 것으로 관찰되었다. 그러나 이들 업종 창업자의 경우 학력 변수에 응답한 

수가 적어 추후 데이터 보완을 통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건설업은 음식 · 도소매 · 숙박업과 비교 시, ‘자율성 중시’도 음의 유의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율성을 중시하는 직업가치관을 가질 경우 건설업보다는 음식 · 도소

매 · 숙박업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운수, 창고 및 통신업의 경우에는 ‘이전 직업 유무’만이 통계적으로 음의 유의

한 영향력을 갖는 변수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이전 직업이 있었던 경우 음식 · 도소

매 · 숙박업보다는 이들 업종을 선택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는 본 논문에서 가정

한 바와 일치함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교육서비스업 등을 포함하는 기타 업종 선택과 관련해서 살펴보면, 음식 ·

도소매 · 숙박업과 비교 시, ‘진입 시기’, 직업가치관 관련 변수인 ‘적성과 취향’, ‘자율성’, 

그리고 학력에서는 ‘대졸 이상’의 변수가 음의 방향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분석됐

다. 이러한 결과는 진입 연령 변수를 제외하고는 본 논문이 애초 가정했던 것과 반대되는 

것이었다. 분석의 편의를 위해 주요 업종 외의 모든 업종을 기타 업종으로 포함하였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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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수
제조업

(N=106)
건설업

(N=43)

운수 · 창고 ·
통신업

(N=57)

부동산 · 임대 ·
사업서비스
(N=48)

교육서비스업 
등 기타

(N=116)

상수
-0.979
(1.762)

-0.751
(2.215)

-2.394
(2.217)

-19.896***
(1.878)

4.698***
(1.522)

진입 시기
-0.442***

(0.135)
-0.227
(0.198)

-0.108
(0.163)

0.194
(0.179)

-0.465***
(0.132)

이전 직업 유무
-0.084

(-0.084)
0.054

(0.378)
-1.882***

(0.611)
0.166

(0.365)
0.207

(0.249)

좋은 일자리에 대한 생각

사회적 인정
0.045

(0.045)
-0.402
(0.823)

0.720
(1.074)

0.604
(1.082)

0.007
(0.696)

장래 발전 가능성
-0.314
(0.304)

-0.387
(0.457)

0.220
(0.484)

0.111
(0.443)

-0.367
(0.325)

적성과 취향
1.237**
(0.501)

-0.471
(0.444)

-0.395
(0.415)

0.447
(0.489)

-0.667**
(0.308)

높은 수입
0.134

(0.373)
1.517

(1.044)
-0.331
(0.432)

0.788
(0.642)

-0.212
(0.378)

자율성
0.263

(1.137)
-1.985**
(0.820)

-0.329
(1.146)

14.822
(0.000)

-1.727**
(0.684)

최종 학력

고졸 미만
0.498*
(0.278)

1.092**
(0.440)

0.298
(0.328)

1.824***
(0.523)

-0.338
(0.276)

고졸 초과, 전문대 
졸업, 4년제 대학 
졸업 미만

0.062
(0.495)

0.177
(0.682)

-0.053
(0.609)

-0.514
(0.569)

-0.170
(0.530)

대졸 이상
-0.067
(0.343)

0.349
(0.497)

1.432
(0.761)

-0.337
(0.410)

-1.104***
(0.312)

-(Log likelihood) 1,559.740

Chi-squared 검정통계량 147.402***

주: *=p<.1, **=p<.05, ***=p<.01, 준거 기준: 음식, 도소매 및 숙박업(N=301)

<표 7> 업종 선택의 다항로짓 모형 추정 결과

문에, 기타 업종에는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오락, 방송 및 공연사업, 기타 

공공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등 다양한 업종이 뒤섞여 있는데 이것이 가정과 불일치하는 

결과가 도출된 가장 주요한 원인으로 생각된다. 

전체 분석 결과를 종합해 보면, 기회형 창업 동기인지, 필요형 창업 동기인지에 따라 

음식 · 도소매 · 숙박업 대 제조업 등 기타 업종이라는 구도에서는 연구의 가설이 지지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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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하지만, 이를 확장시켜 동기를 대리하는 직업가치관, 이전 직업 유무 등의 요인들의 6

가지 업종 범주에 대한 영향을 살펴보았을 때에는, 예상과 일치하지 않는 결과가 도출되

기도 하였다. 본 논문의 분석은 자영업 영역에서 창업 과정의 역동성에, 그리고 자영업자 

개인의 의사결정 과정에 관심을 둔 연구라는 데, 그리고 이를 교차분석뿐만 아니라 추가

적으로 다항로짓 모형을 통해 분석해보았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IV. 결론: 시사점 및 향후 연구

지금까지, 비교적 짧은 시간 동안 우리나라 자영업 영역에 대한 의미 있고 값진 연구들

이 축적되어왔다. 현재 시점에서 우리나라 자영업 연구 현황을 요약하면, 주체와 관련하

여 경제학계와 사회학계의 주도, 관점 및 주제와 관련하여 노동, 국가경제, 자영업 인구의 

특징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이 그동안의 연구가 경영학계 외에서 주로 진행되어오

면서, 전반적인 자영업 영역의 구조나 행위자들의 전반적인 특성과 같이 정책적인 함의를 

얻어내기 위한 목적의 연구가 주류를 이룸에 따라, 자영업 창업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다

이나믹한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연구는 미흡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결과, ‘창조적인 

파괴’의 동력이라 할 수 있는 기업가 정신이 동기와 관련하여 어떻게 발현되는지 그리고 

이러한 동기에 따라 사업의 결과나 과정은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한 연구는 없었다. 그

리고 현재 많은 자영업자들이 당면해 있는 과당경쟁과 저 수익구조 수입 양극화의 원인이 

되는 자영업 업종 선택에 있어 쏠림 현상(음식 · 도소매 · 숙박업)의 원인에 대한 분석도 기

존 연구의 관심 영역을 벗어나 있었다. 

그래서 본 연구는 창업 과정 및 운영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인 기업가 정신(진취

성, 민첩성, 혁신추구성, 위험감수 경향 및 시장지향성)에 기반한 동기를 가진 창업인지에 

따라 자영업 업종 선택 성향이 달라질 것이라고 상정하였다. 이를 위해, 기존 문헌을 참조

하여 기업가 정신에 기반한 창업인지 기회형 그리고 필요형 창업인지로 나누었다. 그리고 

기회형일 경우 좀 더 적극적인 업종 및 직종 탐색, 그리고 정보 수집 능력 우위를 바탕으

로, 창업 과정에서 혁신 추구적인 의사결정을 통해, 일반적으로 창업을 고려할 경우 선택 

우선 업종 목록에 오르는 음식 · 도소매 · 숙박업을 선택하는 결과는 피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상정한 것이다. 이에 반해 필요형은 임금근로자나 기회형 창업자들에 비해 경쟁력

이 떨어지는 이들로, 비교우위를 기반으로 주로 생계를 위해 자영업을 하는 경우가 많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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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그리고 이들의 경우 기회형 자영업 창업자에 비해 학력, 네트워크, 정보 수집능력 

등 인적 자본과 정보 등 창업 과정에서 의사결정 시 중요하게 작용하는 요소들과 관련하

여 상대적인 열위에 있기 쉬우므로, 결과적으로 창업 정보를 얻기 쉽고, 창업이 용이한 업

종을 선택할 것이라는 논리였다. 그리고 이러한 가설은 교차분석 및 다항로짓 분석 결과 

어느 정도 지지되었다. 정보가 또 다른 권력이 되는, 정보 획득 및 종합 능력이 개인들의 

중요한 경쟁력이 되고 있는 첨단 정보화 사회를 그 밑바탕으로 하고 있는 현재 발전단계

에서, 정보력 및 정보에 대한 접근 능력 및 획득 의지는 그들의 자영업 경쟁력과 직결되

는 문제다. 일반적으로 필요형의 정보 획득 경로는 기회형에 비해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

된다. 

이 때문에, 대부분의 필요형 창업자의 정보획득 창구는 언론매체, 주변의 지인, 프랜차

이즈 가맹사업 본부, 주변 생활 환경에서 정보를 획득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문제는 정보

의 상대적인 양적인 부족함보다는 정보의 질이다. 위의 경로를 통해 습득한 정보의 경우, 

시간이 지난 유효하지 않은 정보이거나, 과장되었거나(과장된 성공 스토리), 모방을 부추

기는 경쟁력 없는 정보일 가능성이 커, 적시성, 신뢰성, 목적성에 의문이 존재하는 경우가 

많다. 기회형의 정보 습득 과정을 통해 선택하게 되는 업종과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생계

형 서비스업 리스트가 상당부분 겹친다는 것도 이러한 측면에서 시사점이 크다. 이들 업

종의 경우 낮은 진입장벽으로 말미암아 거의 완전경쟁 시장에 가까운 양상을 보일 만큼 

포화가 진행되어 구조조정이 진행 중이다. 이와 같은 업종 선택 매커니즘을 통해서 결국 

비교우위에 밀려나서 자영업을 선택한,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부족하고 생계를 위한 안정

적인 수입을 필요로 하여 선택한 이들이 가장 치열한 경쟁이 존재하는 곳에서 생계를 걸

고 싸우게 되는 역선택의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다. 수익구조는 악화되고 영세화가 

진행되는 한편, 시장에 평균을 훌쩍 넘어서는 규모나 우월한 서비스를 지닌 행위자가 등

장할 경우, 극단적인 양극화 상황이 전개되는 것이다. 

본 연구는 창업의 기본이 기업가 정신이라는 것을 상기시킴과 동시에, 이를 기본으로 

한 자영업 영역의 업종 선택의 중요성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이와 같은 악순환을 중단하

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하였다.   

자영업주도 엄연한 기업가다. 그리고 자영업의 업종 선택은 기업의 사업 영역 선택에 

해당하는 중요한 결정이다. 의존적이고 수동적인 과정에 의해 결정하고 선택해서는 안 되

는 영역인 것이다. 기업가 정신은 성공적인 성과를 위해 어떤 창업이나 사업 운영에도 필

수적인 요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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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 역시 기존의 자영업 관련 논문들과 마찬가지로 자료의 한계에 직면해야 했다. 

이에 따라 대안으로서 블록과 샌드너(Block and Sandner, 2007)의 연구를 활용하여, 이

전 직업 유무에 따른 ‘기회형’과 ‘필요형’ 자영업 창업자 구분을 시도하면서 이를 구직 여

부 및 창업 시기, 창업 동기 등의 데이터를 이용해 보완하고 여기에 추가 분석을 실시하

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자영업 시작 시점에 대한 보다 다양하고 정확한 정보가 주어진다

면, 좀 더 정교한 모델을 만들어 향후 연구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기업가 정신 

관련 연구에서 방법론으로 채택하는 것처럼, 개인 창업자별 심층 설문과 인터뷰를 통해 

기업가 정신을 구성하는 위험감수 성향, 혁신성, 적극성, 민첩성 네 가지 요소를 가지고 

기업가 정신에 기반한 동기에 의한 창업인지 아닌지를 가려서 이에 따른 업종 선택의 차

이를 밝혀볼 수 있다면, 더욱 목적에 맞는 연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는 모형을 단순화하기 위해 같은 업종의 경우, 비슷한 수준의 기업가 정

신 함양 정도를 보일 것이다라는 전제를 암묵적으로 깔고 진행하였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각 업종 내에서도 혁신이나 기업가 정신의 함양 정도가 얼마든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음식업의 경우에도 프랜차이즈와 같이 기존 사업을 구매하여 창업을 하거나, 단순히 트렌

드인 품목을 모방하여 창업했는지, 본인이 새로운 음식이나 서비스를 개발하여 창업했는

지 등, 동기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같은 업종 내에서도 동기에 

따라 창업 형태가 달라지는지에 대한 연구도 흥미로운 후속 연구 주제가 될 것이다.  

그리고 기회형이나 필요형 동기라는 구분 대신, 브로크너와 히긴스(Brockner and 

Higgins, 2004)가 제시한 regulation focus framework의 promotion focus와 prevention 

focus 개념을 활용하는 것도 의미 있을 것이다. 창업 과정 각 단계별로 어떤 포커스로 접

근할 경우 더욱 효과적인 의사결정을 하고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지, 그리고 경기 상황이

나 사회 분위기에 따라 사람들의 포커스 성향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살펴볼 수 있다면 

기업가 양성 및 자영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중요한 연구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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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is study, we move beyond the extant literature and recognize that there is a 

significant degree of heterogeneity among entrepreneurs in terms of their motivation 

to be self-employed. We then explore how such motivation affects their decision- 

making in selecting the particular business sector for the start-up. We hope that the 

findings of this study offer new insight on the processes of an entrepreneuriall 

start-up, as well as implications for their subsequent competitive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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