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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율 측면에서 본 장애인창업지원의 이해와
활성화 방안연구
- 장애인창업지원 과정의 전달체계와 지도원리에 따른
미래가치 중심으로 김 백 수 (중앙대학교 창업컨설팅 석사과정)
<국문초록>
우리나라 직업재활분야에서 소홀하게 다루어온 자영업창업은 최근에 시대적인
관심과 일선기관의 필요성에 따라 직업재활의 한 방법으로써 실천현장에서의 도
입이 본격적으로 시도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장애인 스스로가
장기근속이 가능하게 하고 직업(경력)개발 측면에서의 독립생활로 이끌어내고자
할 때에, 어떤 부분에 포커스를 두고 접근하는 것이 직업재활사업의 활성화에 기
여하는가에 관한 고려사항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즉, ‘고용기회의 확보로써 직업
개발’과 ‘노동가치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직업경력개발’의 방안으로 창업이라는
‘개별 역량강화’과정을 고용유지율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이는 한국장애인고용촉
진공단의 장애인근로자실태조사와 필자가 지역사회이용시설에서 창업지원을 실시
한 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직업재활로써 창업지원을 적용하고자 할 때에 직
업재활현장에서 고려할 사항과 고용유지율로 본 실천적 현장중심의 대안을 제시
함으로서 그에 대한 효율적 효과성을 살펴보았다.
주제어 : 장애인창업, 장애인창업지원, 창업상담, 창업교육, 창업추수지도, 고용유
지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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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현재 직업재활 측면에서 장애인창업지원에 대한 관심과 이해의 폭을 넓히고
자 하는 일련의 움직임이 늘고 있다. 우리나라 직업재활분야에서 소홀하게 다
루어온 자영업창업은 최근에 시대적인 관심과 일선기관의 필요성에 따라 직업
재활의 방법으로써 실천현장에서의 도입이 본격적으로 시도되고 있다. 특히 장
애인기업활동촉진법의 제정과 한국장애경제인협회의 발족을 계기로 이 분야의
획기적인 관심과 정책적인 배려가 기대되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흐름은 직업
재활사업의 자영업을 직업재활실천현장에서 어떻게 접근하고 활성화시킬 것인
가를 탐색하고 고민하게 하는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현재 정부와 민간의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으로 장애인 고용률이 그리 높지 않은 우리의 상황에
서 고려해 볼만한 대안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2006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보건복지부의 <2010년까지 장애인 일자리 10만개
(경증장애인 8만7천명, 중증장애인 2만3천명) 창출을 목표로 하는 ‘Able 2010
프로젝트’>와 중소기업청의 <장애인기업활동촉진과 장애경제인 육성 및 정책
적 접근>에 대한 핵심기관으로써 한국장애경제인협회의 본격 출범은 매우 고무
적인 일이다. 이처럼 정부 유관부처가 장애인 소득보장과 일자리창출에 의욕적
이지만 고용유지율을 감안하지 않은 정책은 현재 23.1%인 장애인 실업률을

10%대로 낮추며, 현재 53.6%인 소득비율을 80%까지 향상하겠다(신지은, 2007)
는 비전에 대한 심각한 손상이 예견된다. 또한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 예산은

4,908억원(2006.10.25, 보건복지부 보도자료)으로 국내 GDP 대비 0.054%이고, 전
부처 장애인관련 예산을 모두 합해도 GDP 대비 0.27%로 OECD 국가 평균

2.73%(2003년, OECD 보고서)의 1/10에 불과하다는 사실이다. 이는 정부의 정책
의지 및 사회적 합의의 부재를 의미하며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할 것이다.
즉 사회적 인식부족 그리고 사회복지 및 직업재활실천현장의 열악한 여건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창업지원 시스템을 전면 도입하기까지는 상당한 준비와 조사
연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최근 몇몇 복지관과 종교단체에서 소상
공인지원센터 혹은 중소기업진흥공단과 연계한 창업교육을 실시하는 등 본격
적인 창업지원서비스에 헌신적으로 개입하는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다. 이는
전통적인 직업재활사업이 비교적 중중장애인을 대상으로 하여 연구되고 집중
적인 현장조직의 실천적 개입이 이뤄지고 있는 현실에 비춰볼 때, 새로운 도전
이며 시도라는 관점에서 바람직한 현상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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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지원의 기본 맥락은 서비스의 다양화와 직업재활사업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된 경증장애인들의 욕구에서 출발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직업재활분야에
서 창업지원에 대한 필요성은 시급하며 중요한 문제로 출발하여야 한다는 점이
다. 또한 고용유지율의 측면에서 보면 노동시장에서의 눈에 띄는 상황적 변화
가 거의 없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고(박경순, 2004) 이러한 문제들은 상
당히 구조적인 현상으로 판단되며 이를 개선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직업경력
개발 측면에서 장애인창업지원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현재까지 직업경력
개발 차원의 직업재활실천과정에서 창업지원을 통한 고용유지율 제고 가능성
에 관하여 직접적으로 다룬 사례는 거의 없다.
이미 2000년도부터 노동부산하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의 장애인근로자실
태조사가 시행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직업경력개발 측면에서의 장애인창업과
고용유지율의 상관관계에 대한 조사와 연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은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동안 정부는 신경제 도입 이후 장애인창업지
원에 있어서 적은 재원으로 창업자금을 지원하는 최소한의 틀만을 유지하려는
기조를 견지해오고 있다. 또한 학계나 재활계에서도 장애인창업지원에 관한 조
사 연구 등을 학술적으로 다루거나 접근한 사례는 거의 없는 것이 현실이다. 따
라서 여기서는 직업재활사업의 기존 방법으로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을
고려하여 직업경력개발 측면에서의 고용유지율과 창업과의 연관성을 고용유지
율 문제 중심으로 직업재활사업을 고찰하고 그에 따른 고려사항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이러한 접근은 직업재활사업의 보완으로 이어지는 접근이며 장애
인창업지원의 경험과 기술이 어떻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인가와 장애인창업지원
을 도입할 때 고려해야 할 점을 그동안 현장에서 수집한 경험적 사례에서 찾고
자 한다. 이러한 작업의 결과는 직업재활사업의 보완적 하나의 대안으로 반영
할 수 있으며, 현재 효과적인 장애인창업지원의 인식개선과 직업재활현장에서
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방안의 탐색에도 기여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 구하고자 하는 질문은 아래와 같다.

1) 고용유지율 측면에서 일반고용과 자기고용 모델인 장애인창업의 상호 포
지션은 어떠한가?

2) 장애인창업지원이 지니는 강점을 직업재활실천현장에서 어떻게 접근시킬
것인가?

3) 장애인창업지원의 효율적 효과성 극대화의 원리와 이론적 배경은 무엇인가?
4) 장애인창업지원을 통한 직업재활사업의 활성화 방안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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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대상 및 방법
직업재활의 전통적 시스템의 하나인 지원고용과 일반고용 등이 노동시장에
서 체계적으로 실천되고 있다. 이 분야의 전문적인 경험을 토대로 직업재활시
설과 기관이 각기 수행한 연구 자료와 정부의 공식통계를 바탕으로 한 문헌연
구를 통하여 일반적인 시장논리와 사회적 인프라의 현재 상황을 전제로 한 고
용률을 검토함으로써 새로운 대안을 찾아보고자 하였다.
이에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의 <2000년도 장애인근로자실태조사>와 한국
보건사회연구원의 <2000년도와 2005년도 장애인실태조사> 결과를 중소기업청
균형성장지원팀의 <장애인기업활동촉진위원회 회의자료> 등과 종합적으로 검
토하여 장애인의 고용유지율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자료에는 자영업창업에 대
한 심도 깊은 탐색과정 보다는 인구사회학적 기본 자료만이 조사되고 제시되었
다. 따라서 장애인창업지원 부문은 장애인복지현장에서 실천되고 다듬어진 사
례를 통하여 자영업창업에 대한 실질적인 고용유지율 측면에서의 효율적 효과
성을 탐색하고 문헌자료와 비교함으로써 장애인창업지원이 장애인복지서비스
의 프로그램으로써, 또한 직업재활사업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써 미래가치가
있다는 가능성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으로는 문헌연구의 경우 이미 관
련 기관이 조사 분석한 자료를 유의미하게 고용유지율과의 연결고리를 탐색하
였고, 아산시장애인복지관에서 2002년 6월부터 2006년 5월까지 직업재활프로그
램으로써 자영업창업을 지원한 사례 가운데 20명의 케이스를 분석하여 고용유
지율과의 연관성을 밝히고자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연구방법에 있어서 이
차자료 중심의 문헌연구와 사례연구 결과를 비교함으로써 보다 실천적인 성과
물을 추구하였다. 즉, 직업재활측면에서‘고용기회의 확보로써 직업개발’과

‘노동가치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직업경력개발’의 방안으로 자영업창업지원
이 장애인복지계의 새로운 아이디어로써 또 하나의 노동시장을 확보하는 의미
가 될 수 있음을 전제 하였다(이달엽, 2004). 이러한 접근은 자기가 자기를 고용
하는 장애인창업이 지닌 가능성과 접근방식에 대한 이해를 폭넓게 지원하고,
아산시장애인복지관에서 수행한 본인의 실천적 사례를 분석하여 보다 현실적
인 직업재활의 자영업창업에 대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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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직업재활사업으로 자영업창업지원 과정의 이해
현재 직업재활사업의 자영업창업지원 과정은 의뢰, 초기면접, 창업상담, 창
업진단검사, 직업경력분석, 아이템선정, 사업타당성 검토, 입지ㆍ상권분석, 사
업계획의 조정, 관계법령(자금조달) 검토, 창업(출점), 사후·추수지도의 순으로
진행되는 일련의 절차적‘창업로드맵’과정과 직업재활전문가의 적극적인 개
입과 상담지도 및 철저한 창업교육 등을 통한‘상담․교육지도’ 과정이 동시에
진행된다. 이러한 과정은 장애정도나 유형에 관계없이 직업경력개발차원의 직
업역량개발에 따라 사회적 경제적 자영을 전제한 독립생활(IL) 등 통합적 재활
과정에 중장기 목표와 관점을 두고 있다. 여기서는 2000년 장애인근로자실태조
사 자료에 기초하여 자영업창업이 지니는 고유하고 특화된‘고용유지 및 제 특
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자영업창업 부문의 지원을 통한 직업재활사업의 활성화
장애인창업지원과정은

서비스

대상자를‘당사자

자기결정권’과‘책무성의

틀’안에서 창업진단검사, 창업교육, 상담지도, 창업(출점), 추수지도 등의 일관
된 지원과정과 독립창업, 동반창업 등의 현장적용 방식을 선택하는 장기간에
걸친 서비스 제공을 갈무리하는 매우 깊고 상당한 노력을 투입하는 경제ㆍ사회

ㆍ문화적 재활과정이다. 이는 경증장애인과 중증장애인을 포함하는 예비창업가
에게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전략적인 접근으로써 창업지원 형태는 독립창업과
동반창업으로 대별할 수 있다. 전자는 예비창업가 단독으로 창업하는 것이고
후자는 가족창업을 포함하는 공동창업을 의미한다.
또한 현재의 직업재활사업의 자영업에 새로운 패러다임의 직업개발 측면에
서 창업지원을 활성화하여 보완함으로써 모든 장애인에게 유용한 직업재활사
업의 영역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왜냐하면 직업재활사업에서 경증장애인은 그
우선순위에서 차순위 서비스 대상자로, 기업 등 광범위한 노동시장에서는 역시
장애인으로 고용여건에서도 불이익을 받는 등, 현재 여러 가지로 가해지고 있
는 이중차별적인 요소를 제거하는 근본적인 대안이기 때문이다(김백수,

2005a). 여기서는 직업경력개발 측면에서의 자영업 창업부문을 활성화하여 얻
는 다양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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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직업재활 측면에서 본 고용유지율 특성의 검토 필요성
직업재활의 패러다임이 선배치 후훈련을 기반으로 하는 직무현장 중심의 개
념으로 전환되고(오길승, 2003) 다양한 상담지도 및 훈련과정의 상당한 노력에
도 불구하고 직업배치 후에 13개월 이상 근속하는 취업 장애인의 비율에 있어
서, 인적 물적 투입된 자원보다 산출의 결과가 상대적으로 열악하다(김형완,

2003)는 사실이다. 또한 우리나라 직업재활사업의 전달체계에서 나타나는 이직
경험은 정신지체장애의 경우 57.4%가 6개월 이내로 나타나고 있다(장애인기업
활동촉진위원회, 2006. 3). 따라서 오늘날 중증장애인 중심의 고용지원 프로그
램의 활성화와 더불어 경증장애인지원프로그램으로 창업지원을 강화하여 고용
률과 고용유지율의 견인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할 시점에 있다. 이러한 관점에
서 고용률 제고는 비교적 정책적인 고려사항이지만 고용유지율은 직무현장마
다의 특성과 장애유형에 따른 상황적 요소가 좌우하므로 현장직무 중심의 고찰
이 요구된다. 이는 잦은 이직에 의한 높은 고용률 보다 고용유지율이 높은 가운
데 고용률 또한 동반 상승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직업재활의 성과인 동시에
학계와 재활계가 함께 추진해야할 연구 방향이며 과제라고 판단한다. 앞으로
직업재활 측면에서 고용유지율의 특성을 분석하고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
한 취업알선 및 고용지원의 한계점을 극복하는 대안을 모색해야 하는데, 이는
창업지원의 효율적 효과성을 강화하는 조사 연구의 기초로부터 시작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Ⅳ. 연구자료 분석
여기서는 우리나라 직업재활사업의 확대방안으로써 비활성화 요소를 감안하
고 보완하기 위하여 자영업의 초기과정으로 창업이라는 기회적 요소를 실천적
개념의 하나로써 그 가능성에 대하여 조사하고, 이를 직업재활사업에 적용하여
적극 활용하고자 할 때 참조할 사항에 대하여 2000년과 2005년 장애인실태조사,

2000년 창업희망 장애인지원서비스 제고방안, 2000년 장애인근로자실태조사, 아
산시장애인복지관‘꿈Dream창업지원실’에서 창업지원한 사례분석 자료와 통
계청, 중소기업청, 고용개발원의 관련 자료를 비교분석하여 알아보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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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창업지원 인프라 조성의 필요성과 활성화 시스템 도입
이미 장애인 직업재활의 일환으로 창업의 중요성은 여러 곳에서 제시되고 있
다(조성열, 2004). 국무총리가 중심이 되고 노동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등 관계
부처가 참여하여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우리나라 장애인복지의 청사진을 제시
한‘제2차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계획’에서 장애인창업지원 활성화 방안으로
창업희망자에 대한 창업자금 융자, 영업장소 제공 등 창업지원을 확대하고 양질
의 컨설팅서비스를 제공하며, 창업지원기능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청, 상공회의소
등 창업지원에 특화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과 협조체계 구축을 강조함으로 장
애인직업재활의 일환으로 창업의 중요성을 제시하고 있다(관계부처 합동, 2003).
1) 통계자료 분석
장애인의 고용형태를 살펴보면, 장애인 경제활동인구 중 자영업이 31.3%(노
점제외가 28.6%, 노점이 2.7%), 상용근로자 23.5%, 임시근로자 15.5%, 일용근로
자 18.8%의 순서로 제시되어 자영업자의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시각, 청각 등 의사소통과 심장, 호흡기, 간, 안면, 장·요루 등의 장애로
인한 건강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일수록 자영업 창업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을 보면(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6), 장애인(예비)창업자에 대한 체계
적인 지원이 매우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장애인창업자 혹은 창업희망자의 욕구와 실태에 관한 최근의 조사는 2003년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대구직업전문학교(現 대구직업능력개발센터)와 고용
개발원에서 이루어졌다. 대구직업전문학교의 『장애인 창업적합 업종개발』은
공단자금을 지원받아 사업을 하고 있는 창업자 79명, 공단의 각 지사에 구직을
위해 방문한 구직자 27명, 공단산하 5개 학교 재학생 476명을 대상으로 창업장
애인의 실태와 예비창업자의 창업욕구를 조사하였다.

2003년 고용개발원은 『창업희망 장애인 지원서비스 제고 방안』을 연구하
면서 고용개발원 창업스쿨 입소자 55명, 공단의 창업융자 결정자 158명, 공단
자영업 창업융자ㆍ지원 결정자로서 사업운영중인 기창업자 776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와 창업욕구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결과, 장애인 창업분야의 몇 가지
특징적인 점을 발견할 수 있다(< 표 1 > - < 표 5 >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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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 > 창업희망자 및 창업자의 구직등록여부
구분

빈도
81
40
121

아니오
예
계

창업희망자
백분율
66.9
33.1
100.0

빈도
73
25
98

(단위 : %, 명)
창업자
백분율
74.5
25.5
100.0

< 표 2 > 창업희망자 및 창업자의 취업알선여부
구분

빈도
108
12
120

없다
있다
계

창업희망자
백분율
90.0
10.0
100.0

빈도
94
4
98

(단위 : %, 명)
취업자
백분율
95.9
4.1
100.0

< 표 3 > 창업희망자 및 창업자의 직업훈련경험
(단위 : %, 명)
구분

빈도
92
29
121

없다
있다
계

창업희망자
백분율
76.0
24.0
100.0

창업자
빈도
81
17
98

백분율
82.7
17.3
100.0

< 표 4 > 창업희망자 및 창업자의 창업동기

구분
취업이 안돼서
고소득 위해
직장생활 힘듦
가족ㆍ친척ㆍ친구 권유
나이가 많아서
적성 및 비전
기타
계

창업희망자
빈도
백분율
11
9.1
4
3.3
7
5.8
1
8
10
8.3
78
64.5
10
8.3
121
100.0

빈도
18
3
2
2
7
55
11
98

(단위 : %, 명)
창업자
백분율
18.4
3.1
2.0
2.0
7.1
56.1
11.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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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장애인 창업시장이 구직시장과 차별적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이다.
고용개발원(2003)의 조사결과를 보면 창업희망자의 66.9%가 구직등록 경험이
없고, 90%가 취업알선 경험이 없으며 76%가 직업훈련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
타났다(< 표 1 > - < 표 3 > 참조). 또한 기 창업자도 74.5%가 구직등록 경험이
없고, 95.9%가 취업알선 경험이 없으며 82.7%가 직업훈련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창업시장의 주요 대상자는 사업체 취업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대상자와
중복되지 않고 차별적인 시장을 이루고 있어 이들에 대한 차별적인 고객관리와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김선규, 2005).
2) 통계자료 분석의 시사점
이러한 점은 창업희망자의 64.5%, 기창업자의 56.1%가 처음에 창업을 결심하
게 된 동기가 취업이나 직장생활을 회피하여 선택했다는 소극적 동기보다는 창
업 쪽에 더 적성과 비전이 있어서 선택했다는 적극적인 동기를 들고 있다. 창업
희망자들의 66.9%, 기 창업자의 75.5%가 과거에 1번 이상의 자영업 경험이 있
었다는 것을 조사결과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장애가 심하지 않은 경증장
애인의 경우, 자영업을 가지고 있고 또한 자영업을 하기를 원하고 있음을 잘 알
수 있다. 이것은 창업이 비교적 접근하기가 용이하다는 의미인 동시에, 현행 직
업재활 서비스에서는 장애인의 직업선택의 폭이 넓지 않다는 의미가 되기도 한
다(조성열, 2005). 따라서 장애인 경제활동 현황을 검토해 보면, 만성적 고실업
상태로 현재 장애인이 처한 사회적 경제적 상황을 의미하고 있다. 즉, 사회적
지지체제가 매우 열악하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 표 5 > 창업희망자와 창업자의 자영업경험
(단위 : %, 명)
구분
없다
1번 있다
2번 있다
3번 이상
계

빈도
40
51
20
10
121

백분율
33.1
42.1
16.5
8.3
100.0

빈도
24
40
20
14
98

백분율
24.5
40.8
20.4
14.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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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6 > 장애인 취업자의 종사상 지위
(단위 : %)
취업자

자영업자

고용주

무급
가족종사자

장애인*

34.4

3.1

전체**

12.2

3.6

임금근로자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

7.7

23.5

15.5

18.8

3.2

16.9

10.8

4.7

*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6), 2005년 장애인실태조사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보. 2005.

또한 2005년 현재 장애인은 약 215만 명으로 집계되며 이중 경제활동인구는

72만 여명(경제활동참가율 33.5%)에 이르고, 아울러서 실업률은 10.6%로 전체
실업률(3.3%)의 3.2배에 육박하며 장애인 경제활동 참가율은 전체의 48.8%에 비
해 실질적으로 3.97% 수준에 불과하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6). 일반적으로
장애인 경제활동 참가율은 비장애인의 50%수준에 불과하고 경제활동장애인도
고용여건이 취약하여 취업이 원활하지 못하며, 장애인의 54.1%가 자영업을 희
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장애인기업활동촉진위원회, 2006. 3. 30). 이를 < 표 8 >
자료와 비교하면 자영업창업 비율이 2000년도에 비해서 무려 5.8%나 감소했다
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저임금 직종, 자영업 중심의 열약한 사회
구조적 취업구조의 병리현상으로써 직종격리 현상이 매우 심각한 수준에 처해
있으면서도 창업을 희망하는 54.1% 비율(장애인기업활동촉진위원회, 2006)과는
달리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음을 짐작하게 하는 대목이다.
여기서 관심 깊게 보아야 할 사항은 임시직과 일용직을 포함하여 단순노무직

(34.3%)에 비해서 자영업비율(34.4%)로 나타났다는 점이다(< 표 6 >참조). 2005
년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보통 취업 장애인가구 월평균 수입은 157.2만원1)
이며 취업장애인의 월평균 수입은 상용종업원의 44.5% 수준에 불과 하는 등 사회
적 경제적으로 매우 열악한 현실에 있음을 알 수 있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6).
이는 전통적 직업재활 시스템에 의한 취업 장애인의 통계자료의 검토를 통해서
직업재활의 자영업창업 부문이 시급히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1) 2000년 장애인실태조사 내용 중 <표6-5-7>취업장애인의 월 평균수입이 114.9만원으
로, <표 6-6-2>의 개인소득 수입원은 58.18만원으로 조사되어 있으므로 참조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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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 미취업 재가 장애인의 취업을 원하는 희망직장유형∼연령별 자료2)
(단위 : %, 명)
15～1 20～2
9세
9세

30～
39세

40～
49세

50～
59세

60～
69세

70세
이상

전체

자영업

20.10 25.90

43.50

50.40

49.40

49.60 63.60

46.00

일반사업체

41.90 43.00

35.00

26.10

27.10

19.60 12.30

28.80

정부 및 정부관련기관 16.30 11.60

10.10

13.60

14.70

18.70 15.50

13.70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12.90

8.20

3.70

2.90

0.90

3.20

1.90

3.40

장애인 관련기관

8.80

10.00

5.80

5.10

7.10

6.00

2.90

6.30

∼

1.40

1.90

1.80

0.80

2.80

3.80

1.70

직장유형

기타
계
(N)
전국추정 수 :

100.00 100.00 100.0
(37)

(161)

(363)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467)

(381)

(273)

(80) (1,762)

13,584 61,129 132,906 166,621 129,552 88,826 24,537 617,245

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1), 2000년도 장애인실태조사

그리고 사회구조 변화에 따른 장애인창업 부문에 대한 욕구가 점차 증대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 표 8 >자료에서 보듯이 장애인경제활동참가율이 38.2%로

2000년 보다 9.6% 감소하면서 자기가 자기를 고용하는 형태의 가족창업과 동반
창업이 가능한 자영업창업도 2000년도 보다 5.8%로 동반하향 추세를 나타냈는
데, 자영업률은 이와는 상대적으로 높은 수치인 34.4%를 선호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노동시장에서의 어려운 사회적 현실이 반영되어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들에게 철저한 준비를 통한 창업과 창업이후의 발전적인 성장발판
을 만들기 위한 경영 측면에서 보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이며 지속적인 전문가의
조력이 사회복지 차원 및 직업재활 측면에서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통합 시스
템으로써 지원이 절실히 요청된다.

2) 2005년도 장애인실태조사에서는 <향후 직업훈련 희망분야>에 대해서만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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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8 > 장애인 경제활동 참가율 및 실업률 비교
(단위 : %, 만원)
전체3)
구 분
4)
5)
2005
2000
2005
2000
장애인 출현율(장애인구) (2,148.7천명)4.59% (1,449.5천명)3.1%
경제활동참가율
38.2%
47.8%
48.8%
61.2%
장애인가구당 월평균수입 (157.2만원)52.1% (108.2만원)46.4% 302만원 233.1만원
자영업률
34.4%
40.2%
25.6% 21.4%
실업률
(23.1%)10.6%
28.4%
3.7%
4.4%
※ 조사대상 : 15세 이상 장애인, ( )실업률은 미취업원인 포함, ( )월평균수입은 중
소기업청 자료, ( )장애출현율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자료 참조.
장애인

나아가서 직업재활로써의 창업이 중요하고 시급한 당면과제로 부상하는 동
시에 시대적 요청으로 그 욕구가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이것은 장애인의
다양한 창업욕구에도 불구하고 한정적일 수밖에 없는 기존의 중증장애인 중심
의 직업재활서비스 프로그램만을 실시하고 있는 데에 주목하고 이를 합리적으
로 확장 및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2. 장애인근로자 실태조사 결과분석(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2001)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서는 직업재활의 단계적 지원과 중증장애인에 대
한 취업기회제공 등 경제활동 전반에 걸친 정책수립과 장애인고용정책ㆍ제도
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2000년도에 장애인근로자실태조사를 하였다. 처음 시도
된 이 조사는 상시근로자수가 적은 중소규모의 사업체를 포함하는 것으로써 장
애인근로자와 이들을 고용한 사업체의 특성을 규모, 지역, 산업별로 분석하여
전체규모를 파악하고 사업체 및 장애인근로자 현황 등 다양한 자료들을 제시하
고 있다. 이 자료를 통하여 본고에서 논하고자 하는 노동시장에서의 장애인 고
용률이 아닌 고용유지율 측면에서 장애인창업지원과 비교하기 위하여 우선 살
펴보고자 한다.
3) 통계청(2000 ; 2005), 한국통계월보
4) 중소기업청(2006), 장애인기업활동촉진기본계획(안), 2006. 3. 30 ; 한국보건사회연
구원(2006), 2005년 장애인실태조사 ;통계청(2000 ; 2005), 경제활동인구연보
5)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1), 2000년 장애인실태조사, 재가장애인 월평균 수입은 79.2
만원으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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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통계자료의 분석
공단의 조사연구 자료에서 현재 직업관련 사항 중 현 업무 시작시점을 보면
장애가 없던 경우 장애로 인하여 재취업과정에서 정부의 보조(장려)금을 받는
업체로 비교적 많이 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300인 이상의 의무고용비율이 높
은 업체보다도 정부지원금 지급대상 업체가 구인에 있어 보다 용이한 것으로
추정된다. 동작이나 기동성에서 의지적으로 판단 가능한 직무상 불편이 적은
경우에는 장애발생전의 직종을 선호하며 중증일 경우에는 새로운 직업개발이
나 직업경력개발을 택할 수밖에 없다는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즉 자신의 직업
경력을 활용하지 못하고 다른 직무(아이템)로 변경하지 않으면 취직하기 어렵
다는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이는 결국 새로운 직업개발을 통하여 직업경력을 쌓아야 하므로 전문적인 기
술, 노하우 등을 갖추기에 시간적으로 제약이 따르고 기능적인 초보이므로 급
여 역시 낮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여건은 심리사회적인 면과
근로 환경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장기근속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낮을 수밖
에 없고 이직률이 올라가며 고용유지율의 하락을 의미한다. 또한 그 직무에 대
한 경험 등 노하우의 기술축적이 불가능하게 되고 이는 임금에 악영향을 줌으
로써 저고용유지율과 고실업의 악순환이 반복되는 원인이 된다.

< 표 9 > 사업체 규모별 현 업무 시작시점
(단위 : %, 명)
현업무 시작시점
장애발생 이전
장애발생 이후
계 :
응답자 수 :

300인
이 상
44.2
55.8
100.0
7,849

보조금
7.6
92.4
100.0
695

300인 미만
장려금
10.2
89.8
100.0
2,240

일 반
19.8
80.2
100.0
172

전 체
23.9
76.1
100.0

주)valid cases 10,956, missing cases 115

< 표 10 > 장애유형별 현 업무 시작시점
현업무
시작시점
장애발생 이전
장애발생 이후
계 :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장애 장애 장애 장애 장애
13.9 10.7 21.2 14.4 7.0
86.1 89.3 78.8 85.6 93.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valid cases 10,733, missing cases 338

정신
지체
14.4
85.6
100.0

정신
장애
4.5
95.5
100.0

신장
장애
53.2
46.8
100.0

(단위 : %)
심장
전체
장애
63.2 14.5
36.8 85.5
100.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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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속년수를 비교해보면 5인 이상 사업체 전체 장애인근로자의 25.1%가 10년
이상 장기근속을 했으며, 동시에 1년 이상∼2년 미만과 1년 미만의 단기근속의
경우도 각각 14.1%, 21.6%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2년 이내에 이직하는 경우
가 35.7%로 전체적인 고용유지율을 하락시키는 주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사업
체규모별로는 300인 이상 사업체에서는 10년 이상의 비율이 49.5%로 높고, 300
인 미만의 경우는 300인 이상 사업체에 비해 2년 미만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300인 미만의 업체는 경영상 보조(장려)금의 혜택을 받고자 채용했지만
직장내외의 환경적인 여러 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루기에는 경영정책의 부재와
고용주의 마인드가 결여된 근시안적 관리체제에서 오는 현상으로 판단된다. 또
한 장애유형별로 볼 때 근속기간이 1년 미만에서는 청각장애(30.9%)와 심장장
애(28.1%)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고, 10년 이상 장기근속에서는 심장장애(48.6%),
지체장애(27.2%), 시각장애(25.7%)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청각장애로 인한 직
장동료간의 의사소통 등 직장 내의 관계유지의 어려움이 우선하고 있으며 심장
장애 역시 장애특성상 안정된 직장환경에 적응하는 시간이 장기근속 여부의 관
건으로 좌우하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직업재활전문가의
합리적인 접근노력과 제도적인 장치로 직장 내 장애인식개선 프로그램과 고용
주 및 중간관리층에 대한 간담회 등 장애인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계획된 모델
적용으로 고용유지율을 향상시키는 상호보완적 노력이 필요하다.

< 표 11 > 사업체 규모별 근속연수
(단위 : %, 명)
근속년수
1년 미만
1년 이상 ∼ 2년 미만
2년 이상 ∼ 3년 미만
3년 이상 ∼ 4년 미만
4년 이상 ∼ 5년 미만
5년 이상 ∼ 6년 미만
6년 이상 ∼ 7년 미만
7년 이상 ∼ 8년 미만
8년 이상 ∼ 9년 미만
9년 이상 ∼ 10년 미만
10년 이상
계 :
응답자 수 :

300인
이 상
7.4
5.5
3.8
5.2
5.2
5.5
4.5
4.1
5.4
4.1
49.5
100.0
7,668

보조금
31.1
38.3
11.8
6.3
3.6
3.0
1.3
0.4
0.7
0.9
2.5
100.0
671

300인 미만
장려금
27.2
27.1
11.0
7.8
5.1
3.8
3.2
1.6
2.1
1.5
9.8
100.0
2,191

일 반
25.0
14.7
9.0
7.1
9.0
4.5
3.8
4.5
1.9
0.6
19.9
100.0
156

전 체
21.6
14.1
8.1
6.7
7.8
4.6
3.9
4.1
2.6
1.4
25.1
100.0

고용유지율 측면에서 본 장애인창업지원의 이해와 활성화 방안연구 ▮ 19

< 표 12 > 장애유형별 근속년수
근속년수
1년 미만
1년 이상 ∼ 2년 미만
2년 이상 ∼ 3년 미만
3년 이상 ∼ 4년 미만
4년 이상 ∼ 5년 미만
5년 이상 ∼ 6년 미만
6년 이상 ∼ 7년 미만
7년 이상 ∼ 8년 미만
8년 이상 ∼ 9년 미만
9년 이상 ∼ 10년 미만
10년 이상
계:

지체
장애
20.9
12.0
7.7
6.6
8.1
3.6
4.5
4.9
2.9
1.5
27.2
100.0

뇌병변
장 애
18.2
18.0
6.9
13.2
7.7
4.8
3.9
1.0
6.7
1.0
18.6
100.0

시각
장애
16.2
25.2
12.6
1.6
1.4
12.4
1.3
1.6
0.9
1.2
25.7
100.0

청각
장애
30.9
9.1
3.5
9.9
15.8
9.2
2.7
1.6
2.1
1.4
13.8
100.0

언어
장애
9.3
64.7
3.8
3.6
4.2
4.3
3.3
1.6
1.3
0.3
3.6
100.0

정신
지체
44.4
42.3
4.0
3.1
2.0
0.7
0.7
0.5
0.8
0.5
1.0
100.0

(단위 : %)
정신
신장 심장
자폐증
전체
장애
장애 장애
11.2 0.0
1.5 28.1 22.0
4.6
0.0 43.3 11.2 14.4
3.6
0.0
0.0 0.0 7.3
1.8
0.0
0.5 0.0 6.3
0.9
0.0
0.0 0.0 8.0
1.3
0.0 43.2 0.0 4.7
0.4
0.0
1.0 0.0 4.0
73.1 0.0
0.0 0.0 4.7
0.4
0.0
1.5 12.2 2.7
0.0
0.0
1.0 0.0 1.4
2.7 100.0 8.0 48.6 24.5
100.0 100.0 100.0 100.0 100.0

장애인근로자들의 평균 근속년수는 6.4년이었으며, 장애유형별로는 심장장애
가 9.6년으로 가장 길었고 그 다음이 지체장애(6.9년), 정신장애(6.4년), 시각장
애(5.9년), 뇌병변장애(5.6년)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근속년수가 제일 짧
은 장애유형은 정신지체 근로자(2.1년)로 조사되었다.
장애정도별로는 중증의 경우 1년 미만(21.8%)이 가장 많은데 비해 경증은 10
년 이상(28.7%)이 가장 많았다. 전체적으로는 10년 이상(24.7%), 1년 미만(20.9%),

1년 이상∼2년 미만(14.0%), 4년 이상∼5년 미만(8.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표 13 > 장애정도별 근속년수
근속년수
1년 미만
1년 이상 ∼2년 미만
2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4년 미만
4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6년 미만
6년 이상 ∼7년 미만
7년 이상 ∼8년 미만
8년 이상 ∼9년 미만
9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계 :

경증
20.6
12.6
5.4
7.8
7.7
4.2
4.5
4.4
2.5
1.6
28.7
100.0

중증
21.8
20.4
18.5
2.9
12.0
6.9
1.8
3.5
3.7
0.9
7.5
100.0

(단위 : %)
계
20.9
14.0
7.8
6.9
8.5
4.7
4.0
4.3
2.7
1.4
24.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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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로는 1년 미만의 비율이 남성보다 여성이 더 높고, 10년 이상의 비율은
여성보다 남성이 높았다. 또한 연령별로는 20대와 30대, 그리고 60대가 2년 미
만의 비율이 높고, 40대와 50대는 10년 이상의 비율이 높았다. 학력별로는 특수
학교의 경우 2년 이상∼3년 미만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직업별
로는 고위직/관리자, 전문가의 경우 10년 이상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2) 통계자료 분석의 시사점
직업재활사업의 활성화와 직업경력개발로써의 안정적인 고용유지율을 유지
하기 위해서 20∼30대의 중증장애인과 여성장애인 및 실버층에 가까운 60대 이
후의 장애인에 대한 새로운 각도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 고용유지율이 낮고
이직률이 높은 연령층과 장애유형, 중도장애 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여건에서
도 직업개발과 직업경력관리라는 각도에서 효과적으로 접근해야할 것이다. 이
른바 고용유지율의 건실한 견인은 고용률 향상과 더불어 직업재활사업의 활성
화를 위한 최선의 목표가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장애인직업
재활의 고용유지율 즉 장기근속이 가능하도록 직업경력개발차원에서 접근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동일한 맥락에서 본다면 장애인창업지원은 직업재활이 지니
는 고용유지율을 확실하게 이끌어내는 효과와 더불어 안정적인 경제적 독립을
지원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다.

3. 장애인복지관 창업지원 결과분석
아산시장애인복지관에서 창업지원 시스템6)을 운영하여 얻은 통계를 바탕으
로, 직업재활과정으로써 장애인창업지원 시스템의 도입이 지닌 잠재적 효과를
고용유지율 향상이라는 측면에서 분석한 사례 중심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다만,
이 자료는 통계적인 의미보다 장애인창업지원 시스템의 운영에 대한 가능성을
알아보려는 관점에서 시도되었기 때문에 통계적인 분석에 다소 부족한 점이 있
6) 2002년 3월 이후 장애인창업지원을 위하여 동년 6월 직업재활팀으로 <꿈Dream창
업지원실>을 가동하여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인테이크에서 창업
상담, 창업(보수)교육, 창업로드맵지원, 사업타당성 검토, 입지·상권 분석, 사업계획
서 작성, 시장분석, 법률·행정·권리 분석, 출점 후의 사후·추수·현장 지도 등 재창
업(ReStart)에 이르는 전과정에 대한 전문적인 프로세스 개발이 발전적 모델로 정
착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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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창업지원 대상자는 기창업자와 신규 창업자로 구분되지만 전자는 보수교육
의 개념으로, 후자는 창업준비 과정으로 우선 창업교육과정인 ‘창업스쿨’을
수료하도록 하여 창업이 지닌 속성인 ‘동시다발적 위협요소(Risk)’를 알 수
있도록 하였다(조성열·김백수, 2005).
1) 통계자료 분석

2002년 6월 - 2006년 5월까지 47개월 동안 창업상담 신청자는 총 42명이며,
창업한 20명 중 장애유형으로는 지체장애 15명(75.00%), 시각장애 3명(15.00%),
정신지체와 안면장애가 각각 1명(5.0%)으로 나타났다. 창업유형으로는 가족창
업(5명), 단독창업(15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부분의 예비창업가의 지지체계가 개인사정상 열악하다는 의미로 해
석된다. 시각장애의 경우 2급과 5급이 각각 1명, 2명으로 전체에서 3명(15.00%),
지체장애의 경우 5급과 6급이 각각 6명(30.00%), 6명(30.00%)으로 전체에서

60.00%로 나타났다. 연령층으로 보면 30대와 40대가 각각 6명(30.00%)와 8명
(40.00%)으로, 전체에서 70.0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에 주목할 필
요가 있다. 또한 성별로는 남자가 15명(75.00%), 여자가 5명(25.00%)으로 나타나
여자보다는 남자가 창업에 적극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 경증장애를 가진 30-40
대 남성이 가장 적극적인 창업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자금조달은 자기 자본(5명), 은행자금(15명)으로 나타났으며 은행자금에 정책
자금(3명)이 포함되어 있다. 총 창업비용으로는 3,000만원에서 8,000만원 범위가

10명으로 50.00%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물류택배, 숙박용품, 건강식품, 자동차 정비, 이동통신 가맹점, 아
로마/정수기용품, 노래방, 24시간 편의점, 보일러 제조업, 광고간판, 전파사(가
전중고), 금형설계, 부동산, 스포츠 영어학원, 세차장, 컴퓨터 수리점이 각각 1
명(5.00%), 음식점이 4명(20.0%)으로 다양하게 창업하였다. 그러나 프랜차이즈
형태는 3명(15.00%)으로 비교적 낮은 분포를 보이고 있다. 이는 가맹점 사업이
부합계약(附合契約)으로 인해 선뜻 손쉽게 창업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
을 보여주는 결과라 하겠다.
창업에 있어 가장 중요한 손익분기점을 넘어서 경영 안정권7)에 진입한 케이
7) 손익분기점 통과 후 매출을 늘려서 지속적으로 향상 및 증가추세를 유지하는 경우
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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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는 7명(35.00%)이고 아직도 영업순이익을 발생하지 못하는 현상유지 케이스
는 3명(15.00%), 그리고 영업순이익은 나지만 더 나은 업종으로 업종 변경하려
는 재창업 희망자는 5명(25.00%), 여건상 과감히 퇴점한 케이스는 7명(35.00%)
으로 조사되었다. 아울러 퇴점자 가운데 재창업 희망자가 중복되어 있음을 참
고할 필요가 있다. 또한 < 표 15 >의 자료는 창업아이템별 고용(창업)유지율 현
황을 조사한 결과이다. 기창업자 9명은 이미 창업한 후에 창업지원서비스를 요
청했고 창업교육을 보수교육측면에서 수강한 케이스로 경영안정을 위한 현장
추수지도를 받은 케이스이다.
또한 신규 창업자는 예비창업가로서 창업지원로드맵에 의한 서비스를 받아
서 창업한 케이스로 총 20명에 달하며 17개의 업종을 망라하고 있다. 이들의 업
종선택은 ‘당사자의 자기결정권’에 충실했고 ‘직업재활전문가의 책무성’
에 부합되는 창업지원과정(조성열․김백수, 2005)의 의사결정으로 선정된 것이며
전혀 의도적인 면은 없었다.

< 표 14 > 장애인창업지원 결과분석
(기준 : 2006년 5월 현재)
구분
항목
조사대상인원 VS 응답수
소득변화
‘성공가능성’에 응답
현재상황 ‘만족’에 응답
창업한 최대 연령층
가족창업 및 동반창업
장애유형별 순위

자금조달

창업이전
직업경력
경영상태

중증장애 케이스
여성 케이스
자기자본(정책자금과 중복)
은행자금(정책자금과 중복)
정책자금
자금규모
실
업
비 정 규
정
규
재창업 희망(중복응답 허용)

직업재활과정의 창업지원결과
20명 VS 20명
12명( 60.00 %)
8명( 40.00 %)
4명( 20.00 %)
14명(30세-49세 사이 : 70.00 %)
5명( 25.00 %)
1순위
지체
15명( 75.00 %)
2순위
시각
3명( 15.00 %)
3순위
정신지체, 안면 2명( 10.00 %)
8명( 40.00 %)
5명( 25.00 %)
5명( 25.00 %)
14명( 70.00 %)
4명( 20.00 %)
3,000만원-8,000만원 : 11명( 55.00 %)
11명( 55.00 %)
4명( 20.00 %)
5명( 25.00 %)
5명( 2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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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안정
손익분기점 통과(현상유지)
경영적자
퇴점(사업정리)

7명( 35.00 %)
3명( 15.00 %)
7명( 35.00 %)

그리고 이러한 창업지원의 결과를 통해서 창업유지율 즉 고용유지율의 특성
을 파악하고 일반적인 지원고용 등의 직업재활 서비스 프로그램의 그것과 어떤
차이를 보이는가를 비교함으로써 직업재활사업의 자영업 창업이 지니는 효율
적 효과성에 대한 가능성을 확인하고자 한다.

< 표 15 > 창업아이템별 고용(창업)유지현황
(기준 : 2006년 5월 현재)
구분

업종

창업자
기존
신규
연령대
인원 유지월 인원 유지월
수
수
수
수

물류택배
슈퍼(소규모)

1
1

27

36

성
별

50-60대 여
50-60대 남

숙박용품

1

46

40-50대 남

건강식품

1

46

40-50대 여

1

60

50-60대 남

자동차 정비

1

60

의류판매

1

36

이동통신
가맹점
농산가공
(인삼 한우,
버섯 등
특용작물)
전통한식
음식점
떡볶이-간이
판매
아로마/정수
기용품

60-70대 남
1

19

1

47

40-50대 남

장애 창업
유형 형태
지체
1급
지체
6급
지체
5급
지체
5급
지체
5급
지체
6급
지체
6급

50-60대 남 비장애
1

120
1

25

40-50대 여

1

15

50-60대 남

1

22

20-30대 남

지체
5급
지체
5급
안면
장애

비고

가족
부부가 장애
창업
단독
창업
단독
창업
단독
창업
단독
동일인
창업 중복(확장이전 기준)
단독
창업
단독
창업
농업기술센터지원금
단독 (장애인 구인업체)
창업
중기청자금
(충청남도정책지원)
단독
한국장애인
창업
고용촉진공단
가족
부부가 장애
창업
단독
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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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댄스교습소

1

76

노래방

40-50대 남

지체
6급
지체
6급
지체
2급
지체
6급

단독
창업
단독
창업
단독
프랜차이즈
창업
단독 창업보육센터(TBI)에
창업
서 독립

1

44

30-40대 남

1

42

30-40대 남

1

33

40-50대 남

광고간판

1

35

40-50대 남

지체 단독
6급 창업

전파사
(가전중고)

1

24

30-40대 여

지체 가족 부인이 장애, 남편이
5급 창업
자격증 보유

금형설계

1

16

30-40대 남

24시간
편의점
보일러
제조업

중고차 판매

2

104

부동산
헌옷재판
스포츠
영어학원
편의
간이음식점
자동차
대리점

20-30대 남
1

1

1

10

86

50-60대 남
50-60대 남

1

23

20-30대 여

1

24

60-70대 남

79

30-40대 남

포천치킨

1

22

30-40대 남

세차장

1

6

20-30대 남

컴퓨터 수리

1

32

40-50대 남

별장식 가든

1

4

30-40대 남

22

622

20

571

9

597

계

66.33

28.27

평균
28.55

시각
2급
지체
6급
시각
5급
지체
1급
지체
6급
시각
5급
지체
6급
지체
6급
정신
지체3
지체
1급

단독 한국장애인고용촉진
창업
공단 전대지원
단독
창업
단독
지체 4급 중복
창업
단독
창업
단독
프랜차이즈
창업
단독
뇌병변 3급 중복
창업
단독
창업
가족
프랜차이즈
창업
(남편이 장애)
단독
창업
가족 한국장애인고용촉진
창업 공단(남편이 장애)
단독
비장애
장애인고용희망자
창업
비장애 사업주
2명 포함
장애인 사업주만으로
구성
비장애 사업주
2명 포함
장애인 사업주만으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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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6 > 경영상태 및 유형별 고용(창업)유지 분석표
상태
유형
(케이스)
기 창업자
신규창업자
계
평균

중도퇴점
누적 인원 평균
월수 수 월수
132 3 44.00
126 7 18.00
258 10
25.80

재창업희망
누적 인원 평균
월수 수 월수
165 2 82.50
148 4 37.00
313 6
52.17

경영안정권
평균
누적 인원 평균 총누적 총인 평균
월수 수 월수 월수 원수 월수
300 4 75.00 597
9 66.33
297 9 33.00 571
20 28.55
597 13
1,168
29
45.46
40.28

※ 기창업자와 창업지원자 중복적용 1 케이스 포함.
※기준 : 2006년 5월 현재
[도표1]경영상태별 창업(고용)유지율 비교(단위 : 누적개월수)
350
300
250
200
150
100
50
0
기 창업자
중도퇴점

신규창업자
재창업희망

경영안정권 7)

[도표2]경영상태별 창업(고용)유지율 비교(단위 : 평균개월수)
90
80
70
60
50
40
30
20
10
0
기 창업자
중도퇴점

신규창업자
재창업희망

경영안정권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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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6 >의 분석표를 살펴보면 기 창업자의 경우 고용유지율이 평균 66.33
개월로 대부분 5년 이상이었으며 신규 창업자의 평균 28.55개월보다 높았다. 그
러나 이러한 결과는 창업지원 기간이 짧은 데서 오는 현상으로 판단되며 위의

[도표 1]에서 보듯이 고용유지율에서 누적 개월 수와 [도표 2]의 평균 개월 수도
역시 일정비율로 나타나므로 기 창업자와 신규 창업자 사이에 기본적인 양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창업지원 대상자의 수가 많고 창업지원기간이

10년 이상 된다면 보다 정확한 자료가 추출될 것으로 판단된다.
2) 통계자료 분석의 시사점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고용유지율 측면에서 볼 때, 창업한 이후의 경과
는 취업률의 그것보다 효율적이었고 자기가 자기를 고용하는 적극적이고 공격
적인 직업재활의 측면을 확인할 수 있다([도표 3] 참조8)). [도표 3]에서 같이

2002년부터 2006년까지의 아산시장애인복지관 <꿈Dream창업지원실> 자료를
비교분석하였기 때문에 앞으로 지속적인 서비스를 가정할 때, 결론적으로 창업
지원 시스템이 지속되고 사후 및 추수지도가 전문성을 강화한다는 전제하에
고용유지율은 취업자의 그것과는 달리 매우 우수할 것으로 사료된다.

[도 표 3] 취 업 자 와 창 업 자 의 고 용 유 지 율 비 교
4 5.00%
4 0.00%
3 5.00%
3 0.00%
2 5.00%
2 0.00%
1 5.00%
1 0.00%
5.00%
0.00%
1년미만

1년 -2년 미 만

2년 -3년 미 만
취업자

3년 -4 년 미 만

4년 -년 미 만

창업자

창업지원을 희망하여 접수한 신청자 38명 가운데 창업한 20명을 제외한 12
8) 취업자는 2000년 장애인근로자실태조사 지료와 창업자는 < 표 15 >의 아산시장애
인복지관 창업지원 사례 가운데에서 신규창업지원자 자료를 종합하여 비교분석하
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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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은 취업 또는 직업훈련기관에서 새로운 직업기술교육을 이수하게 하고 이를
통하여 직업생활에 복귀하도록 유도하였다. 그리고 나머지 6명과 신규 창업희
망자 12명은 창업지원과정 중에 있다. 이미 창업(출점)한 20명과 현재 진행중인
예비창업가 18명의 창업지원 로드맵에 의한 고용유지율을 비교분석하여 직업
재활 실무현장에서 그 효과성이 있는지를 좀 더 깊이 있게 비교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
그러나 앞서 살핀바와 같이 장애인근로자 근속년수는 ‘2년 미만’의 경우
전체고용유지율 36.4%로써 전체 장애인근로자의 1/3을 웃돌고 있는 현실에서(<
표 12 > 참조) 장애인복지관 직업재활사업으로 창업지원에 의한 결과를 보면
신규 창업자의 중도 퇴점자(35.00%)가 평균 25.80개월로 매우 유의미한 결과를
얻었다. 즉, 일반적인 노동시장에서는 환경적 여러 여건에 의하여 이직할 경우
에 그 고용유지율이 비교적 낮아서 기술적 경험적 노하우의 축적이 어렵지만
자기가 자기를 고용하는 소규모 창업의 경우 비록 퇴점한다 하더라도 경제적
손실을 극소화하는 경영과정에서 사회적 경험을 축적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또 다른 측면의 평가요소가 있다는 사실이다. 다만, 이러한 고려사항은 직업재
활전문가의 창업지원 시스템 아래에서 진행되어야 한다는 전제하에서만 가능
하다. 따라서 장애인 일자리창출과 직업재활측면에서의 고용률의 증가를 목표
로 할 경우 고용유지율의 단면을 필수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는 장애인
직업재활의 하나의 방법으로써 창업지원이 의미하는 바가 매우 크며 자영업창
업은 직업재활사업영역의 활성화를 돕는 촉진으로써 기능하기 때문이다.

4. 장애인창업지원 시스템의 다양성과 기본원리
위에서 알아본 바와 같이 장애인창업지원이 노동시장에서의 고용유지율 보
다 뒤지지 않고 고용률 제고와 함께 접근 가능한 방안으로써 그 특성에 대해
보다 깊이 고려할 필요가 있다.
즉 직업재활사업의 측면에서 볼 때, 보다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접근이 절실
히 요청된다. 일반적으로 경제적 여건과 경험의 부재, 정보분석 능력의 결여,
경영·정보마인드의 부재, 전문지식의 부족 등으로 창업의 기회마저 무산되거
나 무모한 창업으로 가정경제의 파탄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으로 점철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김백수, 2004a). 따라서 장애인들에게 잠재되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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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역량을 적극 계발하여 성공적인 창업으로 이끌어내고자 하는 장애인창업
지원의 필요성은 더욱 커진다. 또한 창업지원이 지니는 잠재적 가능성만이 직
업개발로써 고용률과 직업재활로써 직업경력개발ㆍ관리 차원의 고용유지율 제
고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요컨대, 장애인창업은 비장애인 창업과는 달리 심리사회재활 차원에서부터

‘창업’이라는 직업재활을 통한 독립생활(IL)에 이르기까지 매우 역동적이고
의지적 역할과 신중한 중재활동이 요구되기 때문에 장애인창업에 대한 전문적
인 지원체제의 확립과 <표 17 >처럼 과학적인 접근이 절실히 필요하다. 창업을
통해 자립기반을 마련하고 사회적 경제적으로 온전히 재활할 수 있도록 장애인
예비창업가를 일관되게 지속적으로 과학적인 서비스를 지원받도록 제반 여건
을 조성하는 것은 직업재활로써 직업개발과 직업경력개발 및 관리라는 다각적
인 측면에서의 고용률 제고를 의미한다. 이것은 창업이 지니는 잠재적 위협요
소를 최소화하고 실패할 확률을 극소화하여 발전적인 경영 상태에 이르도록 유
도해야 하기 때문이다(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2002a ; 2002b). 일반적으로 장
애인창업지원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초기상담에서 현장지도 및 추수지도까지
직업재활전문가의 창업지원과정은 철저하게 대상자의 모든 면에서 이해하고
자신이 창업한다는 마음자세로서 임해야 하며 창업지원의 기본원칙과 장애인
예비창업가의 자기결정권(self-determination)에 대한 존중과 구조화된 접근으
로(김혜란, 1994) 예비창업가의 환경에 대한 개입에 있어서 신중함과 책무성에
관한 의무가 철저히 강조된다.
따라서 창업은 개개인이 지닌 자원과 역량을 감안하여 발전적인 창업을 유도
하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새로운 형태의 긍정적이며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동
시에 공격적 직업재활의 한 단면을 보인다. 장애인창업은 취업과는 달리 주도
적이며 건설적이고 적극적인 자기실현의 사회적 행동의 표현인 동시에 경제적
독립을 추구하는 미래지향적인 고용형태를 가진다. 즉, 자기가 자기를 고용하는
형태이면서 가족창업의 형태를 겸하는 양상을 보인다. 이는 가족의 사회적 통합
은 물론이며 장애인예비창업가 개인의 ‘당사자주의’를 극대화하는 결과를 도
출하게 되는 것이다. 이른바 동반창업이며 가족창업형태로 시작하는 장애인창
업은 처음부터 직업재활사업의 영역으로 포괄적인 지원서비스를 받아야 한다.
전문가의 지속적인 견인을 필수로 하는 장애인창업은 직업재활전문가의 전
문성과 책무성 아래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서비스를 받아야 한다. 이러한 장애
인창업은 그 지속성 즉, 고용유지율이 매우 높은 동시에 사회문화적 자아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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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역시 크게 고양될 수 있다(김선규, 2005). 또한 장애인창업지원을 위한 직업
재활전문가가 장애인창업컨설턴트로서 장애인예비창업가 개개인에게 서비스를
집중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언제나 현장을 확인하는 지원체제는 창업의
성공률을 제고하는 기능적 요소도 충분히 발휘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김백수, 2004b; 2005b).
이러한 다원적 다양성의 측면에서 보면 ① 개별 자원역량, ② 사회적 다양성,

③ 지역사회자원의 활용역량, ④ 역동적 전달체계, ⑤ 현장에서의 실천적 인프
라의 5가지 핵심영역을 기본 축으로 하는 종합적인 접근방향이며 장기적으로
미래가치와 기대가치가 매우 크다 할 것이다.
1) 개별 자원역량의 제고
따라서 장애인창업지원에 의한 창업유지율은 노동시장에서의 고용유지율과
비교해서 비교우위에 있다고 판단하며 장기근속을 기반으로 하는 고용률을 이
끌어내는 미래가치가 가장 높은 직업재활로써 직업개발이며 직업경력관리로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자영업창업은 스스로가 자기를 고용하는 형태의 특수한
직무환경인 동시에 자신의 의사결정에 따라 가장 민감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는 개개인의 역량과 환경요소를 유ㆍ무형의 개별자원과 하나로 집중하
여, 예비창업가로 하여금 발전적인 성공창업에 이르는 개별자원의 개발과 활용
및 연계선상에서의 일관된 창업지원 시스템에 관한 관점이다. 예비창업가가 창
업로드맵에 의하여 창업이후 손익분기점을 넘어 경영안정을 이루기까지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이 동원할 수 있는 잠재적 자원을 포함한 가용자원을 활용하
는 능력의 배양이 제일 중요한 창업지원절차로서 작용한다는 점이다. 예비창업
가가 지닌 개별 자원의 개발과 활용은 창업지원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고 의뢰,
초기면접, 창업상담, 창업진단검사, 직업경력분석, 아이템선정, 사업타당성 검
토, 입지ㆍ상권분석, 사업계획의 조정, 관계법령(자금조달) 검토, 창업(출점), 사
후·추수지도의 순으로 진행되는 일련의 절차적 ‘창업 로드맵’ 과정에서 매
우 유용한 결과를 도출하는 핵심요소가 되기 때문이다. 직업재활전문가가 이러
한 관점을 견지할 때 직업재활로써 창업지원은 보다 안전하고 세련된 직업개발
로 정착할 수 있으며 창조적 장애인복지로써 높은 고용유지율을 이끄는 직업경
력관리의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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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회적 다양성의 증대
오늘날 사회적 분화와 IT 분야의 발전 및 지식산업의 확장 등 직업세계의 다
양성과 사회문화적 욕구의 증대로 말미암아 장애인직업재활사업 영역의 접근
가능한 재활공학의 비약적인 발달로 인하여(김종인․강종건, 2003) 현실적으로
노동시장에서의 근로욕구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직
업재활사업의 영역이 이러한 욕구에 부응하기에는 적용범위에 제한적일 수밖
에 없다. 이른바 사회적 다양성의 증대를 직업개발과 직업경력개발 및 관리로
세분화하고 이를 직․간접으로 지지하는 역할로써 자영업창업의 활성화를 모색할
필요성과 시대적 트랜드로 발전시킬 필요성이 공존하는 것이다. 그동안 사회변
화에서 소외되고 욕구분출이 어려웠던 장애인이 환경․기술발전으로 폭발적인 욕
구가 쏟아지고 있는 현실에서 직업재활 서비스로써 자영업 창업의 활성화를 적
극 모색하여 사회적 다양성의 증대를 사업영역으로 확장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창업지원은 개개인의 상황적 한계, 개인적 비전 등 사실상 예비창
업가의 모든 가능성과 현재의 환경을 사회적 다양성과 상호작용하여 최적화할
수 있는 직업재배치 개념의 연장선상에서 접근해야하기 때문이다. 즉 장애유형
이나 정도에 따라서 창업적합직종이나 유사 아이템을 (리)모델링하는 것이 아
니라 개별 역량과 사회․경제적 여건과 부합되는 가능성의 테두리 안에서 다양
하게 접근할 수 있는 특성을 지닌다.
3) 지역사회자원의 활용역량 확대
장애인창업지원의 틀은 직업재활 영역에서 지역사회재활 영역까지 광범위한
접근을 요구하고 있다. 즉, 창업이 지니는 속성상 지역사회의 시장에 개입하여
소비자와 만나는 것이고 당해기관의 인․허가사항, 냉정한 소비자의 평가 등 여
러 가지 열악한 경영환경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직․간접적인 복지차원의 지원
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이른바 장애인창업지원은 직업재활사업과 지역사회재활
사업의 협동이 요구되는 사업이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는 예비창업가의 발전적
인 독립생활을 유도하는 동시에 성장발전의 동력을 확보하도록 하여 높은 고용
유지율을 이끌어냄으로써 직업개발을 통한 직업경력관리에 긍정적인 미래가치
를 얻기 위함이다. 따라서 지역사회자원의 활용역량을 집중하고 개발하여 효율
적인 재배치를 지원할 경우 직업재활사업의 장애인창업지원은 그 효율적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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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측면에서 가장 부가가치가 높은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4) 역동적 전달체계 정착
직업개발과 직업재배치로써 창업지원은 예비창업가와 직업재활전문가 및 지
역사회와의 상호작용뿐만 아니라 ‘시장경제의 틀’안에서 소비자의 기대가치
에 적절한 유․무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창업현장의 여건과 환경적 요인들
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긴밀하게 연동시키는 역동적 전달체계의 정착이 요구
된다. 이는 일반적인 직업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과는 달리 긴밀하고 복잡
하며 다양한 기능을 유지해야만 하는 창조적 복지서비스이다. 따라서 직업재활
사업으로써 직업개발과 직업경력관리라는 측면에서의 창업지원은 서비스 이용
당사자(예비창업가)와 창업환경으로써 지역사회 그리고 서비스 제공자(장애인
창업컨설턴트로써 직업재활전문가)의 유기적 관계를 극대화함으로 다양한 분야
에서의 공유와 환류(Feedback)가 형성되고 보완되는 역동적 전달체계의 확산과
정착은 인프라 구축의 필수요건이다. 왜냐하면 역동적 전달체계의 정착은 직업
재배치로서 직업재활사업의 장기적 비전에 대한 안전판이고 창업지원의 성공
률을 견인하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이다.
5) 현장에서의 실천적 인프라 확충
예비창업가가 돌발적인 위협요소를 최소화하여 발전적인 성공창업을 만들어
가는 과정은 직업재활실천현장에서의 각 절차적 ‘창업 로드맵’지원과 창업
현장마다 각기 다른 차별적 요소를 감안하여 접근할 필요가 있다. 창업지원의
사업타당성 검토와 현장지도 및 창업 후 사후․추수지도는 반드시 현장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장기적 측면과 단기적 지역경제의 이해와 파악을 토대로 출발하
게 된다. 이는 이론과 실제가 매우 민감하게 작동하는 직업재활실천현장이며
실천적 인프라 구축의 제 1선인 것이다. 그러므로 창업지원절차에 관련한 전문
가집단 인력 풀을 가동하여 실천적 정확도와 신뢰도를 향상시키도록 하는 전략
적 접근 또한 인프라 확충으로써 필요하다. 이러한 실천적 접근은 발전적인 창
업으로 이어지며 장기적인 측면에서 고용유지율과 고용률을 동반상승 시키는
실리를 상대적 성과로 구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십분 고려할 가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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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장애인직업재활사업의 활성화 방안으로써
장애인창업지원 방향
이상과 같이 고용유지율 측면에서 장애인창업은 노동시장에서의 그것보다
비교우위이며 창업이 지니는 미래가치는 일반적인 직업재활사업이 이끌어낼
수 있는 여느 부가가치보다 확실하다. 또한 대부분의 장애인예비창업가가 성공
할 경우에 또 다른 장애인을 고용할 의사를 갖는 등 확대재고용의 긍정적인 파
급효과도 기대할 만한 수준이라는 점이다. 구체적으로 장애인창업지원이 지니
는 가능성을 몇 가지로 요약하자면 ① 장애인창업은 자기고용 효과 ② 경증장
애인의 역차별 극복방안 제시 ③ 사회문화적 경제적 독립생활(IL) 지원 ④ 고용
유지율 안정 및 지속 ⑤ 장애인창업에 의한 장애인 확대재고용 효과 ⑥ 사회적
인식개선효과와 정부정책 개발 촉진으로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직업재
활사업의 측면에서 볼 때, 보다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접근이 절실히 요청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장애인창업지원의 시스템적 지향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창업지원의 시스템적 지향성
1) 개별 자원역량의 극대화
이것은 창업지원에 있어서 유ㆍ무형의 개별 자원으로 개개인의 역량과 잠재
적 기능 및 능력을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도출하여 직업경력개발로써 창업지원
로드맵 과정에 적절히 투입하여 효과성을 극대화하는가의 관점이다. 보통 예비
창업가는 자기 자신이 지닌 자원의 가치를 전혀 깨닫지 못하거나 인식조차 못
하는 경우도 있고 폄하하는 경향도 있다. 이는 사회문화적으로 내실보다 외형
을 중시하는 사회심리적인 경향으로 창업지원과정에서 예비창업가 스스로가
자신을 개관적으로 돌아봄으로써 유ㆍ무형의 자원을 개발하고 작은 소질과 경
험 등을 창업아이템으로 전환하는 계기와 직면하도록 유도함으로 해결할 수 있
다. 또한 가족이나 지역공동체의 많은 자원과 연계함으로써 개별 자원역량의
극대화를 통한 창업성공률의 제고와 고용유지율을 높이는 장기근속의 여건을
조성하는 하나의 일관된 통합과정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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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회적 다양성의 최적화
보통 장애인직업재활사업에서 장애유형과 직업군의 대체적인 적합 직종으로
구분하는 경우가 있으나 자영업으로써 창업은 환경요소에 따라서 창업유형과
규모를 결정하므로 전직종이 선택영역 안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는 예비창
업가가 당사자로써 갖는 창업의지와 욕구를 어떠한 경우에도 손상되지 않게 확
장시킬 수 있다. 다만 현실적으로 그 규모나 범위의 조정을 통하여 경제적 사회
적 시장여건에 적합하도록 하는 경쟁논리가 개입될 뿐이다.
따라서 창업지원은 개개인의 적성과 취미, 직업경력, 자금조달의 한계 등 사
실상 예비창업가가 지니는 가능성과 자립의지를 사회적 다양성과 상호보완이
되도록 최적화할 수 있는 사회적 연동 시스템으로써 역동성을 가진다고 할 것
이다.
3) 지역사회자원의 활용역량 강화
직업재활사업의 틀 안에서 창업이 지니는 의미는 예비창업가와 서비스제공
기관과 지역사회자원의 긴밀한 조정과 보완 및 상황적 보정 시스템으로 양의
상관관계인 역학구도를 가진다. 이는 창업이 지니는 특성상 지역사회의 시장에
개입하는 것이고 당해 주무관청의 인․허가사항, 소비자의 욕구 등 예비창업가의
열악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복지차원의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결국 장
애인창업지원은 직업재활사업으로 출발하지만 지역사회재활의 측면지원이 필
요한 부문이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는 예비창업가의 발전적인 성공창업을 견인
하는 동시에 경영의 안정성을 확보하도록 하여 고용유지율을 향상시킴으로써
직업개발을 통한 직업경력개발에 효과적인 성과를 얻기 위함이다.
4) 역동적 전달체계 구현
직업경력개발로써 창업지원의 흐름은 예비창업가와 직업재활전문가 사이에
서 상호작용뿐만 아니라 경제논리의 시장에서 소비자 욕구에 부응하는 최상의
유․무형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고 창업현장의 입지상권에 따른 지역사회의 여건
과 긴밀한 연동을 필수적으로 전제한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이는 일반적인 직
업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련의 흐름과는 달리 보다 다이나믹하고 복잡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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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련된 기능을 유지해야만 하는 복지서비스이다. 따라서 직업재활사업으로써
직업개발과 직업경력개발의 양면을 충족시키는 창업지원은 예비창업가와 지역
사회 그리고 서비스제공 기관과의 하모니를 전제함으로 정보, 지식, 자금, 문화,
인력 등의 상호공유와 환류가 활성화되는 역동적 전달체계 구현의 결과물인 것
이다.
5) 현장에서의 실천적 접근
예비창업가의 발전적인 창업을 견인하기 위하여 잠재적 위협요소를 극소화
하고 경영안정을 유도하는 과정은 직업재활실천현장에서 매우 중요하며 창업
현장마다 각기 다른 독특한 상황적 요소를 감안하여 접근해야만 한다. 창업지
원의 상권․입지분석 및 시장조사 등 사업타당성 분석과 현장지도와 창업 후 사
후․추수지도는 반드시 현장점검을 원칙으로 하며 항상 진행형으로 검토하는 동
시에 거시적 경제와 지역경제의 특수성에 기초하게 된다. 이는 이론과 실제가
가장 합리적으로 일치하여야 하는 직업재활실천현장인 것이다. 이러한 노력은
성공창업으로 이어지며 발전적인 성장발판을 만들 때 고용유지율이 자연스럽
게 상승되는 효과가 부수적으로 수반된다는 사실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는 것이다.

2. 직업재활의 자영업창업지원의 현실적 접근과 방향
오늘날 장애인직업재활이 장애인의 독립생활(IL)을 지원하고 직업경력개발의
영역에서 많은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직업재활의 목적에 따라서 한 개인이 사
회적 경제적 문화적으로 독립된 객체로서 인간이 누려야 할 행복과 삶의 능동
적 자기결정권을 확고하게 행사하도록 지지하고 지원하는 데에 있다. 따라서
직업 자체로써의 의미와 직업선택의 자유(헌법 제15조)및 근로의 권리와 의무

(헌법 제32조)가 하나의 인간에 대한 존엄으로 엄숙하게 존재하는 총체적 의미
로 해석되어야 한다. 지원고용과 보호고용 등 다양한 접근을 통한 직업재활프
로그램은 중증장애인들(1-3급)에게만 초점을 두고 있다(김종인, 2003). 그러
나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로 차별 받기는 경증장애인들(4-6급)도 같다. 그런데
직업재활현장에서 경증장애인을 지원할 프로그램이 직무개발 및 직무분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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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한 취업알선을 제외하고 없다는 점에서, 바로 역차별이고 이중차별적인 현실
로 볼 수밖에 없다. 이른바, 창업지원이 경증장애인에게만 해당되는 프로그램
은 아니지만 직업재활의 새로운 영역으로 다듬고 연구해야할 시급한 문제였다.
창업은 비장애인도 성공하기 어렵고 실패할 확률이 매우 높다는 점이 직업재활
로써 접근해야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된다. 장애인예비창업가가 실패할 경우 가
정파탄 등 재기하기가 어려운 상황에 고립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사회
복지차원에서 직업재활전문가가 개입하여 창업성공률을 제고하고 나아가 실패
하더라도 손해를 극소화할 수 있는 사회적 지지체제로서 그 역할을 분명하게
다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 다른 측면에서 살펴보면 장애인들이 취업을 해서 2년 이내에 이직을 경험
하는 비율이 36.4%로 전체 장애인의 1/3이상으로 장기 근속하는 사례가 흔치
않다는 현실이 이를 증명한다(< 표 12 >참조). 이것은 개개인의 역량과 잠재적
기능 및 능력을 얼마만큼 이끌어내어 직업배치와 직업생활에 적절히 적응하도
록 하는가(박희찬, 2003 ; 2004)의 관점이다. 즉, 효율적 효과성의 관점에서 직업
재활 상담 및 훈련과정의 상당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직업배치 후에 13개월 이
상 근속하는 취업 장애인 비율에 있어서, 인적 물적 투입된 자원보다 산출의 결
과가 상대적으로 열악하다는 것과 관련 된다(조성열ㆍ김백수, 2005 ; 김형완,

2003)고 하겠다. 그렇다면 창업이 일시적인 취업보다 좀 더 근본적이고 영구적
인 해결방안이 될 수 있지는 않을까? 하는 가능성을 탐색하면서 오늘에 이르게
된 것이다. 그러나 장애인창업이라고 해서 순수하게 장애인들에게만 초점을 맞
추는 것은 아니다. 여기에는 부모나 형제 등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창업을 적
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 장애인창업의 접근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음에 주목하
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 표 16 >경영상태 및 유형별 고용(창업)유지 분석표
자료의 연관성을 [도표 1]과 [도표 2]의 그림에서처럼 기 창업자와 신규 창업자
사이에 일정한 패턴을 지니고 있으며 이는 고용유지율 측면에서 창업유지 기간
을 연계해도 무리가 없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3. 직업재활사업 영역으로써 자영업창업지원 전략
첫째, 장애인창업지원 시스템에 대한 현장에서의 적극적 도입을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 이른바 전통적 직업재활사업에 익숙한 직업재활전문가들은 장애인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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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지원에 대하여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 이는 과거 ‘자영업’이라는
영역이 정말로 직업재활사업에 있어서 역량강화의 보완적 기능을 수행하는 데
에 충분할 것인가에 깊은 의구심을 갖고 있는 데 있다. 그러나 이미 직업재활로
써 ‘자영업의 초기과정인 창업’을 지원해온 몇몇 기관은 높은 성과에 주목하
고, 더욱 합리적이며 과학적인 접근방식을 탐색하고 조사 연구하고 있으며 확
실한 결과에 고무되어 있다(조성열․김백수, 2005).
창업을 직업재활사업으로 지지하고 수행해온 기관도 처음에는 두려움과 불
안감 속에서 도입하였지만 지금은 어느 정도 본 궤도에 오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초기에는 직업재활사업 현장실무담당자의 입장에서 상당한 거부감이 있
었다. 또한 현장실무담당자에게는 새로운 기술과 정보에 대한 심리적 거부감과
그 기술을 습득해야 하는 정신적 부담 등이 포함되어 나타났다. 더욱이 인간관
계가 중심이 되는 직업재활사업의 노력에 대해 대체될 수 있다는 우려감도 있
었다. 일선의 직업재활전문가에게 나타날 수 있는 이러한 부정적인 견해는, 마
치 정보기술(IT)이 자신의 전문적 영역을 완전히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보완하
는 것이라는 사실을 인식시키는 것처럼, 서서히 이해시키고 노력을 통하여 불
식시킬 수 있다(이준영, 2000).
특히 직업재활분야 대학교의 전공졸업 후에 공공기관이나 현장에서 직업재
활사업을 담당하게 될 직업재활학과 학생들을 위한 교과과정에 창업지원의 활
용에 관한 과목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직업재활전문가로 육성되는 고도의 전
문교육기관인 대학에서부터 경영마인드와 창업마인드 그리고 정보마인드가 함
께 융합되어 직업재활사업의 기술적 학문적으로 인식되고 자리 잡는 계기가 필
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이 분야의 선진기관을 벤치마킹하여 자신의 직업재활사
업 영역으로 도입하려는 노력도 이루어 질 필요가 있다.
둘째, 창업지원의 원칙인 ‘자기결정권’과 ‘책무성’의 문제를 합리적으
로 풀어가는 지혜가 필요하다. 장애인창업지원의 경우에 장애인예비창업가의
자기결정권과 직업재활전문가의 창업상담지도에 따르는 일련의 책무성 문제는
마치 양날의 칼과 같이 매우 ‘서로 소’인 상충관계이다. 이러한 민감한 사안
에 대하여 자기결정권의 충실한 배려를 바탕으로 하는 책무성의 구현이라고 표
현할 수밖에 없다.

< 표 17 >실천과정의 12단계 흐름에서 살펴보면, 모든 과정에서 장애인예비
창업가의 자기결정권이 기본원칙이고 아이템선정, 상권․입지분석 등의 결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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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문제에 대한 직업재활전문가인 장애인창업컨설턴트로써의 책무성이 강조되
는 대목인 것이다. 물론 < 표 17>의 전반적인 전과정 12단계에 창업지원의 책무
성은 항상 존재한다는 점은 당연하다. 그러나 이러한 양자의 기본원리는 장애
인창업지원실천현장에서 충분히 조정가능하고 이를 통하여 조기에 손익분기점
을 넘어 경영안정권으로 진입하는 창업상담지도력을 발휘하는 데에, 오히려 긍
정적인 경각심과 관심을 지속시키는 하나의 촉매제로써의 순기능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장애인창업지원 프로그램에서 현장중심의 철저한 추수지도와 사후관리, 창
업지원의 정형화(접근모델 구축)와 효율적 운영체제 확립, 실물경제와 제도적
창업지원책의 효과적인 활용방안, 개별욕구에 적절한 창업지원방식의 응용력
제고, 개별지원의 다양한 욕구와 사회․환경적 요인의 철저한 이해, 과학적 추수
지도와 합리적 사례관리의 필요성 등의 많은 영역에서 제약이 따르는 부분은
언제나 사회적 인프라와 관련이 있다. 또한 제도적 미비와 은행권 중심의 채권
보전방식 등 여러 가지 분야에서 난제로 장애요소가 등장하고 복병으로 작용하
지만, 창업지원 담당자가 지녀야하는 마지노선은 ‘소신’과 ‘책무성’ 그리
고 예비창업가의 ‘자기결정권’의 존중이다. 이 3자는 상호 충돌요소이지만
서로가 무게중심을 조화롭게 유지하는 능력 또한 창업지원을 담당하는 장애인
창업컨설턴트의 중요한 정책결정과정이며 직업적 철학과 소명감에서 출발한다

(김백수, 2005c).
셋째, 창업지원절차와 원칙적 지도원리의 정형화가 필수 요소이다. 이른바
장애인창업지원절차는 직업재활사업으로써 < 표 17 > 실천과정의 12단계 흐름
을 표준과정(김혜란, 1994)으로 하고 각 당해 기관의 여건과 환경에 적합하도록
감안하여 직업재활사업 전문가가 적절히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장애인창
업지원의 기본적 지도원리로는 < 표 18 >에 나타난 바와 같이 통합성, 기회균
등, 동등조건, 특수성, 상황적 특화성 등을 들 수 있으며, 직업재활사업으로써의
장애인창업지원을 위한 구체적 행동원리는 다음과 같다.

① 장애인 예비창업가의 자질과 역량 등 종합적인 면을 정확히 파악하고
② 창업 아이템의 사업타당성 검토 및 사업계획서 작성 등을 철저히 하며
③ 상권분석과 입지분석 및 자금조달 문제를 합리적이고 과학적으로 접근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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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장애인 예비창업가 본인의 역량에 50% 범주에서 창업을 지원하며
⑤ 법률, 세무 등에 관계된 인ㆍ허가 사항에 대한 철저한 사전교육을 하고
⑥ 창업 전에 최소한 32시간 이상의 창업교육을 수료하도록 하며
⑦ 창업지원 전체과정에서 항상 현장위주의 확인과 점검을 하는 등
⑧ 각종 창업관련 경영·기술적 측면에서 확실한 신호를 보낸다.
< 표 17 > 실천과정의 12단계 흐름
창업지원 과정 및 단계
(1)초기상담(Starting up)

창업지원 내용과 범위
과거이력, 경제수준, 신용정보, 창업적성검사(노동부 고
용안정센터) 등

( 2 ) 문 제 규 명 ( P r o b l e m 창업에 필요한 제반사항 조사 - 현실적 대안 존재여부
Identification)
확인
(3)창업지원여부 심사

직업훈련 및 직업기술교육을 통한 취업알선

(4)계약하기(Contracting)

사업타당성검토 및 사업계획서 작성지도

(5)실행과정(Implementation)

자금지원 안내, 서류작업 및 세부사항 컨설팅 상담지도

(6)1차 중간평가

창업에 관한 추진계획(Road Map)을 예비창업가와 함
께 작성

(7)1차 진행평가

창업에 대한 Risk 예방 및 대처 기술지도

(8)2차 진행평가

창업에 관한 법률적 기술적 사항지도

(9)2차 중간평가

창업-사업개시

(10)3차 진행평가

경영안정화 지도 : 손익분기점을 초월유도

(11)종결 평가(이용자 동의/요
3회 정도의 현장사후지도 후
구 전제)
(12)사례보고서 작성

정기적 반기별ㆍ분기별 추수지도 3회 후

< 표 18 > 장애인창업지원의 지도원리
지도 원리

지도 이념

통합성의 원칙 지역사회 및 전반적 경제적 여건 등 통합된 분석형태 지원
기회균등의 원칙 준비된 예비창업가의 창업환경지원 등 동등한 기회부여와 지원
동등조건의 원칙 비장애인과 동등한 여건에서의 창업컨설팅서비스 지원
특수성의 원칙 장애유형과 정도에 따른 개별적 적성,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
상황적 특화성의
창업현장에 따른 적절한 상황적 특화를 조정하는 지원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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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이러한 참조점이 장애인창업지원의 전략으로 기능 할 때 ‘고용기회
확보’와 ‘노동가치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방안으로 고용유지율과의 밀접
한 상관관계를 갖고 있는 직업재활로써의 자영업창업이 지니는 잠재적 가치와
사회적 인적 물적 다양한 가용자원의 합리적 개발과 접근에 따른 원칙중심의
확고한 지원체제로써 직업개발이자 직업경력개발이라는 궁극적 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는 원동력이다.

Ⅵ. 결론 및 제언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장애인창업지원프로그램의 효율적 효과성 검토
를 통하여 고용유지율 측면에서 관심을 갖고 직업재활사업의 활성화 방안을 탐
구하고자 했던 다음의 4가지 질문에 충실하고자 하였다.

1. 고용유지율 측면에서 일반고용과 자기고용 모델인 장애인창업
의 상호 포지션은 어떠한가?
직업재활사업 분야에서 장애인창업지원 시스템 도입은 직업재활로써의 ‘자
영업 초기과정’으로 ‘자영업창업’을 통한 보완이며 활성화해야 할 대안으
로 고려할 뿐만 아니라,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확산시키려는 노력이 요청
된다(조성열․김백수, 2005). 노동시장에서의 고용유지율보다 비교적 창업지원의
경우가 비교우위로 유의미한 결과를 얻은 것은 직업재활로써 장애인창업지원
의 효율적 효과성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가능하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이다(<
표 16 >과 [도표 3] 참조).
또한 2000년도 장애인근로자실태조사와 아산시장애인복지관 꿈Dream창업지
원실의 5년간 창업지원 성과물인 사례 20케이스에 대한 정밀 분석을 통하여

[도표 3]의 취업자와 창업자의 고용유지율 비교 결과, 장애인창업지원이 결코
취업근로자의 근속기간에 비해 자기가 자기를 고용하는 고용유지율에 있어서
매우 우수함을 알 수 있었다. 다만, 아산시장애인복지관의 창업지원사업 이력이
현재 약 6년임을 감안할 때 장기적인 지원의 결과는 전망이 매우 긍정적이다.
사회·문화적 관점에서 보면 창업은 자기역량 강화를 자발적이고 능동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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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적극적인 동기를 부여하고 경제적인 자기 환경을 조성해가는 주도성을 발휘
하여 기업가정신과 자기효능감 증대 등 사회통합의 획기적인 전환점을 제공하
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인 노동시장에서의 취업도 같은
직업경력개발이지만 특히 장애인취업은 근로여건이 환경적으로 매우 취약하고
열악하다는 것을 감안해야한다. 당해직종 분야에 장기근속하여 경쟁력을 가진
전문가가 되기 위한 기회적 접근요소가 매우 부족한 사회적 환경이라는 점과
보통 2년 미만의 근속기간(34.9%)이 지니는 잦은 이직의 경험은 심리적 위축과
자존감의 손상 그리고 직업생활에 대한 좌절을 극복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
는 사회적 지지체제로써의 사후관리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물론 개개인의 성
향과 적성 및 경험의 존중을 바탕으로 장애를 극복하고자 하는 당사자의 의지
적인 부분과 직업재활전문가의 헌신적인 노력도 요청된다는 점을 감안하더라
도 장애인창업시장과 장애인취업시장은 서로 차별적인 시장을 이루기 때문에

(김선규, 2005) 당사자의 욕구에 따라서 취업과 창업을 모두 중요한 가치가 있
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취업에서 장기근속할 잠재성향이 있는 당사자는 취업에로의 적극적
인 지원이 필요하며 적성검사 등 일련의 창업지원프로세서 진행과정에서 최소
한의 자영업창업에 대한 자기역량강화의 적극적인 의지를 지닌 경우는 합리적
으로 체계적인 창업지원을 통하여 고용유지율을 견인할 필요가 있다.

2. 장애인창업지원이 지니는 강점을 직업재활실천현장에서 어떻게
접근시킬 것인가?
장애인 창업희망자들은 단순히 취업실패로 인한 대체수단으로 창업을 선택
하지 않고 적극적인 동기에서 창업을 고려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많은 창
업희망자와 기 창업자들이 구직등록, 취업알선, 직업훈련 경험이 없고 과거에
자영업 경험이 상당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들이 사업체 취업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대상자와 중복되지 않고 차별적인 시장을 이루고 있어(< 표 1 >～<
표 5 >참조) 이들에 대한 차별적이며 집중적인 고객관리와 접근이 필요하다(김
선규, 2005).

2000년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실시한 장애인실태조사에 의하면, 미취업
재가장애인이 취업을 희망하는 희망직장 유형으로 자영업이 가장 많은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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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0%)을 차지하고 있으며, 전국 추정수는 28만명에 이르고 있다9)(<표 7>참조).
또한 그에 대한 욕구는 연령이 높을수록 더 많은 비율로 나타나는 것을 볼 때,
노령화 추세에 따라 실버창업이라는 새로운 영역도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 또
한 이러한 창업희망자들이 일반 취업희망자들과 차별적으로 구분되는 특성과
구직․취업 경로를 가지고 있다면 이에 대한 보다 세밀한 분석과 관리를 통해 제
도적 지원의 효과를 고용유지율 증대로 연결시켜야 할 것이다. 특히 5년 이상
의 자영업 경력을 가지고 있는 창업자들의 경우 월 평균 소득 금액이 5년 미만
의 창업자들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자영업 경력자들에
대해서는 보다 전문적인 교육 등 지속적인 추수지도 및 보수교육이 필요한 것
으로 나타났다(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고용개발원, 2003).
아산시장애인복지관에서 창업 지원한 창업자의 사례 조사에 따르면 소득면
에서 손익분기점을 통과한 창업가의 월평균 순소득이 800만원 이상에서 120만
원까지 다양하게 분포하고 있다. 재가 취업장애인의 소득비교에서 2000년

79.2만원, 2005년 114.9만원과 비교할 때 성공견인이 가능한 최소한의 안전판
으로써 직업재활전문가의 장애인창업컨설턴트로써 적극적인 개입이 이뤄진다
면 새로운 패러다임의 창조적 복지프로그램으로써 미래가치는 매우 크다. 물론
이에 대한 제도적 장치와 지역사회복지기관의 시스템이 이를 지원하고 보장할
수 있는 여건이 성숙 될 경우 직업재활의 일정부분이 창업지원으로 구축되고
운영될 수 있다. 따라서 직업재활실천현장에서 직업개발로써 창업지원의 의미
는 직업경력개발과 관리라는 광범위한 접근방법이며 직업재활의 활성화 방안
인 것이다.

[도표 3], [도표 1], [도표 2]에서 알 수 있듯이 고용유지율을 참조할 때 직
업재활과정으로써 장애인창업지원의 효율적 효과성에 대한 고려는 어느 정도
해소되었다고 생각된다. 이는 자료분석의 의미로 그 가능성과 필요성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되었으며, 개인적인 책임아래 있던 창업이 지닌 속성인 잠재적
위협요소(Risk)를 직업재활전문가이며 장애인창업컨설턴트인 직업재활현장실
무자와 함께하는 제도적 안전판 위로 끌어내는 효과가 매우 크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장애인복지실천현장에서의 직업개발과 직업경력개발 측면에서 합
리적인 고려와 탐구가 진행되어야 하고 직업재활전문가의 전향적인 관심이 요
9) 2005년 장애인실태조사에서는 직업훈련 희망분야에 대한 조사만 기술되어 있다.
직업훈련 경험이 없는 경우가 97.1%이고 직업훈련희망분야는 컴퓨터정보처리분야
가 24.7%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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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되는 중요한 시기이다.

3. 장애인창업지원의 효율적 효과성 극대화의 원리와 이론적 배경
은 무엇인가?
우선 경영컨설팅과 창업컨설팅의 접목에서 출발해야하고 사회복지 관점의
사후지도와 경영학적인 추수지도 개념이 구조적으로 결합되어 재구성된 < 표

17 >의 실천과정 12단계를 실천하고자하는 장애인창업컨설턴트로서 직업재활
전문가의 열정과 적극적인 의지가 요구된다. 이는 서비스 제공자로써 갖는 <소
신>과 <전문가로서의 책무성> 그리고 <당사자 자기결정권>의 최적화된 <조정
과 조화>에서 출발하며 < 표 18 >의 장애인창업지원의 지도원리를 기본으로 하
는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상호 환류(Feedback)를 전제한 공격적인 창조적 복지
프로그램이다.
이른바 자영업창업지원 과정은 의뢰➜ 초기면접➜ 창업상담➜ 창업진단검사

➜ 직업경력분석➜ 아이템선정➜ 사업타당성 검토➜ 입지ㆍ상권분석➜ 사업계
획의 조정➜ 관계법령(자금조달) 검토➜ 창업(출점)➜ 사후·추수지도의 순으로
진행되는 일련의 절차적‘창업로드맵’과정과 직업재활전문가의 적극적인 개
입과 상담지도 및 철저한 창업교육 등을 통한‘상담․교육지도’과정으로 이루
어진다. 이러한 과정은 장애정도나 유형에 관계없이 직업경력개발차원의 직업
역량개발에 따라 사회적 경제적 자영을 전제한 독립생활(IL) 등 통합적 재활과
정에 중장기 목표와 관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출점까지의 과정을 창업컨설팅분
야로 인식하고 창업 후 손익분기점 통과까지를 사후지도로, 손익분기점 통과
후를 추수지도로 지원하면서 지속적인 사회복지마인드의 경영컨설팅으로 보아
야 한다. 다만 일반적인 경영컨설팅은 단일 건수(경영 애로·과제사항)에 대한
컨설팅이 종료되면 더 이상의 추가지원이 없다는 원칙과는 전혀 다르다는 점이
다. 이는 사례관리라는 측면에서 사회복지실천현장에 적합하도록 변형하여 제
공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사람의 예비창업가를 창업(출점)시키는 데 소요되는 기간은 평균적
으로 1년 2개월부터 1년 6개월 사이로 최하 50회 이상의 미팅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비장애인 창업․경영컨설팅보다 성공창업에 대한 견인 비율이
높다는 것은 당연한 이유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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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장애인창업지원을 통한 직업재활사업의 활성화 방안은 무엇인가?
이러한 시도는 직업재활과정에서 그동안 소외되었던 서비스대상자를 지원하
는 효과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직업재활사업 서비스대상자 개개인이 지녔던 삶
에 대한 열정을 사회적 자원으로 발전시키는 효율성도 얻는 직업재활과정의 완
전성을 추구하는 근간이 된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또한 어떤
관점에서 참조점을 갖느냐가 동일한 창업조사결과를 전혀 다르게 반영할 수 있
으며, 직업재활현장에서 어떻게 창업지도를 시도하고 접근해야 하는가에 대한
선행연구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본고에서 의도한 바는 직업재활과정으로써 장애인창업지원의 필요성
을 제시하고 그 방향에 대한 견해를 밝히며 이를 공개적으로 연구조사 협력하
는 동태적인 기회로 삼고자 함이다. 왜냐하면 이 분야의 선행연구가 전무한 상
태이고 관련 학과의 전공커리큘럼이 전무하며 학계나 재활복지계 그리고 정부
의 관심에서 제외된 완전한 사각지대였기 때문이다. 또한, 직업재활사업에 대한
전담조직의 설치와 전문인력 제도가 시행된다하더라도 장애인창업지원의 전달
체계가 지닌 효율성이나 접근성 및 전문성 등의 문제는 여전히 존재하며(변경
희, 2005), 그것은 관련학과 전공커리큘럼에서 보다 보강되고 좀 더 발전된 경
영전략을 구사하는 경영마인드 습득을 통하여 직업재활사업으로 보완하고 완
성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한편, 현재의 직업재활전문가로서 실천현장에서 헌신
적으로 활동하는 직업재활사에게 이러한 장애인창업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재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이들이 직업재활과정에서 익힌 현장경험기
술을 장애인창업지원의 영역에 접목하는 노력이 병행되도록 학계와 관련분야
전문가 집단의 주도적 연구와 학문적 실무적 지지가 필요하다.
이러한 노력의 전제는, 직업재활사업의 제반 분야에서 공통적으로 경영마인
드의 이해와 정보마인드 확산이 필요하며, 이 분야의 전문적인 인식의 연장선
상에서 출발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러한 요소들이 장애인창업지원을
소극적으로 취급하는 장기적인 장애요인 즉, 직업재활현장에서의 직무상 어려
움과 난관으로 인한 비활성화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사실에 주
의를 기울여야 하겠다. 따라서 이 분야의 조사 연구 등 구체적인 접근 방안 및
대안 제시는 직업재활사업의 범주에서 학계와 정부 그리고 재활계 현장의 당해
기관들이 상호 협력하여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하는 하나의 범사회적 관심과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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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으로 출발하여야 할 것이다.
향후 장애인창업지원이 장애인복지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 전반에 걸친 도입
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이는 포괄적으로 사회적 비주류인 저소득층, 차상위층,
여성가장, 장애인, 노인 등을 망라하여 지원하는 ‘사회적창업지원’의 사회적
함의와 사회통합으로써 이 분야의 체계적 조사·연구 등 사회복지 전반에 걸쳐
창조적 복지마인드로 인식되어 도입의 시발점으로 확산되고 활성화 되었으면
한다. 특히 보건복지부가 매년 발간하는 장애인복지사업안내에 정규 복지서비
스 항목으로 추가되길 기대하는 바이다. 왜냐하면 보건복지부의 질보다는 량을
중시하는 계량주의 정책마인드와 인식개선의 필요성이 시급하기 때문이다. 아
울러 사회복지실천현장에서 그 활용성을 입증하고 이미 장애인창업을 도입하
고 지원하는 기관들은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그 필요성을 정부에 전달하는 등
사회적 인식을 제고함으로써 복지정책에 입안될 수 있는 아래로부터의 혁신을
주도하는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끝으로 이 분야와 관련한 선행연구 자료를 비롯한 어떠한 문헌적 논문도 찾
을 수 없는 관계로 인하여 내용에 있어서 한계가 있고 비교연구용 창업지원 실
천사례의 자료도 케이스 수가 작아서 통계적 유의미보다는 이 분야에 대한 관
심을 촉진하고자 하는 데에 그 의의를 두고 있다. 본고의 내용 전개가 비교적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것은 이 분야의 자료가 너무나 빈약하기 때문에 이해를
돕고자 참고자료로써의 기능성을 강화하고자 염두에 두고 작성되었음을 감히
밝히는 바이다.
또한 아산시장애인복지관 직업재활실천현장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의 직업개
발과 직업경력개발이라는 측면에서의 직업재활사업의 자영업창업 부문이 시도
되고 정형화된 시스템으로 정착되었다는 수범사례로써의 미래가치와 무한한
가능성에 대한 실천적 원리로 인식되길 바라는 원론적인 수준에서 언급하는 데
충실하고자 하였다.
아울러 이러한 과제의 논의는 당해분야의 실무적 전문가 집단의 관심과 배려
를 통하여 연구되고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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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ctivate of the Vocational Rehabilitation field of
Persons with Disability through Supporting 'Small
Business' Start-up at the base on the
self-employment maintenance rate.
Kim, Back-Soo
(Master's Course in Entrepreneurial Consulting Graduate School of
Chung-Ang University)

The 'small business' start-up has been treated indifferently in our
vocational rehabilitation field.
Nowadays, the introduction on the practice site is attempted really by
means of the vocational rehabilitation according to a recent large interest
and necessity of the first line agency of welfare.
In this paper, we reviewed considerations which part of focus contributes
the activation of the vocational rehabilitation fields when it is possible that
persons with disability make long-services by themselves and do the
independent living in the professional career development sides; we do
about necessity to introduce and activate the part of the 'small business'
start-up of the vocational rehabilitation field at professional career
development dimensions with the individual development ability strengthen
process.
We studied the effects of things to be considered at the vocational
rehabilitation on-site and alternations under the practical spot at the
self-employment maintenance rate by analyzing collectively our results of
'small business' start-up assistance at the community facilities and the
actual condition investigation for workers with disabilities of the Korea
Employment Promotion Agency for the Disabl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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