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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간 사

우리나라의 취업자 중 자영업자 비중은 31.3%로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며, 일본과 비교해서도 18%p 가량 높습니다. 소규모 개방경제인 우

리나라는 2009년 대외의존도가 98.6%에 이르고 상대적으로 내수는 부진하여 

자영업자의 경영난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자영업자의 절반 정도

가 종사하고 있는 음식 ․ 숙박업, 도 ․ 소매업 등 서비스업은 최근 대형화로 인해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제위기 및 경제구조 변화에 따른 자영업자 감소는 선진경제로 전환해가는 

불가피하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볼 수 있지만, 그들이 당면하는 경제적 어려움을 

예방하기 위해 정부의 조정 역할이 필요합니다. 현재, 자영업을 운영하고 있는 

계층이 더욱 경쟁력을 키워 정착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경쟁력을 상

실하여 자발적 또는 비자발적으로 퇴출되는 계층을 위한 사회안전망도 확충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생활고에 시달리는 자영업자에게는 임금근로자로의 전환

대책 및 폐업 이후의 생활안정대책이 요구됩니다.

본 보고서는「경제활동인구조사」를 활용하여 농어업 이외 산업 분야의 자

영업자 현황을 산업별 ․ 연령별 ․ 성별로 세분화하여 검토하고, 우리나라 자영업자 

대책을 예산사업 위주로 분석하였습니다. 분석 결과, 지난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는 30대, 남성 자영자의 고용감소가 두드러졌으며, 자영업자의 연령이 임금근로

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자영업자에 대한 금융지원 정책 방향 전환, 임금근로자로의 전환을 위한 교육훈

련사업 확대, 사회보장체제 확충 등 정책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보고서가 자영업자 현황 및 정책 대응 방향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국회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기여하기를 기대합니다.

2011년 9월 

국회예산정책처장 주 영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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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1. 자영업자 현황

가. 자영업자 정의

❑ 우리나라의「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는 종사상 지위에 따라 고용주 ․ 자영자 ․ 무
급가족종사자를 자영업자로 봄

◦ 고용주는 임금근로자를 고용하여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 자영자는 피고

용인이 없는 고용주, 무급가족종사자는 정기적인 보수없이 상시종사자 작

업시간의 1/3 이상을 작업한 사람을 의미

－ 고용주는 운영하는 사업체 규모와 관계없이 고용주로 보며, 영세자

영업체에서 일하는 피고용인의 경우에는 임금근로자로 분류

나. 국제 비교

❑ 우리나라의 자영업자 비중을 OECD 주요국과 비교하면 높은 편임

◦ 2008년의 OECD 평균 자영업자 비중이 15.8%인데 반하여 우리나라의 

비중은 31.3%로서 거의 2배 수준

◦ 1인당 국민소득이 높은 국가일수록 자영업자 비중이 낮은 모습

－ 일인당 GDP와 취업자 중 자영업자 비중 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양

자의 상관계수는 -0.758로서 높은 음의 상관관계

◦ 일본의 1990년도 자영업자 비중은 22.3%였으나 2008년 현재 그 비중은 

13.0%에 그치고 있으며 동 기간 중 지속적으로 감소

－ 1인당 GDP를 기준으로 한국과 일본이 유사한 수준일 때, 자영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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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중을 상호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매 단계에서 그 비

중이 높음

다. 국내 현황

(1) 자영업자 비중

❑ 1991년도부터 우리나라의 취업자 중 고용주, 자영자와 무급가족종사자를 합

한 자영업자 비중의 변화를 살펴보면, 그 비중이 감소하는 추세

◦ 임금근로자 비중은 1998년 이후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지속적으로 상승하

여 2010년 현재 71.2%

◦ 자영업자 비중은 1997~1998년간 일시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1998년도 이후 비중이 감소

－ 특히, 1997~1998년의 외환위기와 달리 2008~2009년간의 글로벌 

금융위기 시기에는 임금근로자 절대수의 감소는 없었으며, 그 동안 

지속적으로 줄어왔던 자영업자의 감소속도가 더욱 빨라진 모습

연도 1997 1998 1999 2008 2009 2010

취업자수 21,213 19,937 20,291 23,577 23,506 23,829

전년대비 증감 360 -1,276 354 144 -71 323

(자영업자) 156 -168 -13 -92 -319 -194

(임금근로자) 204 -1,108 367 236 248 517

외환위기와 금융위기시 취업자 변화

(단위: 천명)

자료:「경제활동인구조사」(각년도)의 마이크로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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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산업별 현황

❑ 비농 전산업 취업자 중 자영업자 비중은 1991년 27.9%에서 2010년 24.5%

로 3.4%p 감소

◦ 비농 전산업 분야의 자영업자 내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비중을 살펴보면, 

고용주와 무급가족종사자는 비중이 감소하고 있으며, 자영자는 그 비중이 

증가

－ 1991년도 자영업자 중 자영자의 비중이 49.6%였으나 2010년에는 58.1%

로 상승하였으며, 고용주의 비중은 28.4%(1991년)에서 26.4%(2010년) 

2%p 감소하고 무급가족종사자의 비중은 22.0%(1991년)에서 15.5%(2010

년)로 6.5%p 급감

◦ 농림어업을 제외한 산업 분야 중 동일 산업에서 자영업자 비중이 가장 

높은 분야는 2010년 현재 도매 및 소매업

－ 도매 및 소매업의 2010년 현재 취업자는 358만 1천명이며, 이 중 

43.7%인 156만 5천명이 자영업자로서, 고용주 35만 5천명 ․ 자영자 

90만 7천명 ․ 무급가족종사자 30만 4천명

◦ 도매 및 소매업 다음으로 산업내 자영업자 비중이 높은 산업은 숙박 및 

음식업, 사업서비스 순

－ 건설업, 교육서비스업, 전기 ․ 운수 ․ 통신 ․ 금융 산업에서는 자영업자 

비중이 증가하였으며, 특히 각각 고용주보다는 자영자 증가가 두드

러짐

(3) 연령대별 현황

❑ 종사상 지위별로 구분한 연령대별 취업자 변화를 살펴보면, 비농 전산업 전

체 취업자 내 연령대별 비중보다 자영업자 내에서는 상대적으로 고령층이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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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영업자 중 20대와 30대의 비중은 1991년에 50.9%로서 전체 취업자 

중 20~30대 비중인 62.4%보다 11.5%p 낮았으나, 2010년의 자영업자 

내 20~30대의 비중은 22.9%로 급감

◦ 50대 이상 연령대의 자영업자 내 비중은 1991년 21.1%에서 2010년 

42.9%로 급증

－ 전체 취업자 중 50대 이상의 비중이 1991년 14.8%에서 2010년 

28.2%로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자영업자 부문의 취업자 고령화 현

상이 상대적으로 빠르게 일어나고 있다고 판단

(4) 성별 현황

❑ 1991년도 이후 자영업 내에서 남성 자영업자의 비중이 증가하고 여성 자영

업자의 비중은 감소하는 추세

◦ 남성 자영업자는 1991년 전체 자영업자의 57.0%이며, 1999년도까지 이

러한 비중을 유지하다가 2000년대 이후 상승하여 2010년 현재 61.6%인 

반면, 여성 자영업자는 43.0%(1991년)에서 38.4%(2010년)로 감소

(5) 종합

❑ 우리나라의 자영업자 비중이 90년 이후 감소하고 있으며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자영업자의 상대적으로 급속한 감소를 경험

◦ 산업별로는 도 ․ 소매업, 숙박 ․ 음식업의 자영업자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나, 여전히 비농 전산업 자영업자의 42.4%(2010년 현재)가 

몰려 있음

◦ 전반적인 취업연령 고령화 추세에 따라 50대 이상 자영업자가 지난 20년

간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60대 이상 자영업자 비중도 비농 전산업 

자영업자의 13.2%(2010년 현재)에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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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자의 고령화는 임금근로자보다는 자영업자 계층에서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남

◦ 성별로는 남성 자영업자 비중이 증가하고 있으며, 여성 무급가족종사자는 

급속히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가족 종사형 자영업이 쇠퇴

❑ IMF 외환위기 시기에는 대규모 구조조정으로 인해 임금근로자가 큰 감소를 

기록한 반면 글로벌 금융위기 시기에는 자영업자가 상대적으로 타격

◦ 특히 30대, 남성 ‘자영자’의 감소가 두드러짐

2. 자영업자 정책의 현황 및 향후 방향

가. 자영업자 정책 현황 및 한계

❑ 중소기업청의 예산은 주로 제조업종을 중심으로 하는 금융 또는 수출지원, 

산업기술지원에 중심

◦ 자영업자 계층의 40% 이상이 종사하는 도 ․ 소매, 숙박 ․ 음식업 등 소상공

인 부문의 지원 사업은 소상공인 ․ 재래시장 지원 프로그램에 한정

❑ 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예산은 중소기업청을 위주로 고용노동부, 지식경제부 

등에 편성

◦ ① 기존 자영업 경쟁력 강화 및 자영업 진입 지원 ② 한계 자영업자의 

임금근로자 전환 ③ 자영업 계층 사회보장체제 확충으로 구분하여 보면,

◦ 대부분 ① 기존 자영업 경쟁력 강화 및 자영업 진입 지원 사업 위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임금근로자 전환을 위한 사업은 고용노동부의 직업훈련 

사업에, 사회보장체계 지원을 위한 예산 사업은 농어민을 위한 국민연금 

지원 사업에 국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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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영업자 구조조정이 추세적으로 지속되고 있으며, 글로벌 금융위기 시기 그 

폭이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영세(한계) 자영업자의 생계보호 및 임금근로

자 전환 지원 등을 위한 정책은 미흡

나. 자영업자 정책의 여건 

❑ 도매 및 소매업과 숙박 및 음식점업에 영세 사업체가 밀집

◦ 동 업종의 1~4인 규모의 영세사업체수는 133만 3,221개로 전체 1~4인 

규모의 사업체 272만 3,977개의 절반 가까운 48.9%

－ 우리나라의 사업체 중 도매 및 소매업과 숙박 및 음식점업에 영세 

자영업자가 밀집되어 있음

❑ 소상공인의 절반 이상이 ‘월평균 매출 400만원 이하, 월평균 순이익이 100

만원’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음

◦ 「2010년 전국 소상공인 실태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월평균 매출액이

400만원 이하인 경우가 전체 소상공인의 58.3%에 이르며, 전체 조사업

체의 월평균 순이익은 149만원

－ 100만원 이하의 순이익을 얻고 있는 업체가 57.6%

❑ 국민연금의 경우 자영자 계층이 주로 가입하는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납부율

이 매우 낮은 상황

◦ 지역가입자의 57.2%가 납부예외자이며, 13.2%가 장기체납자

❑ 고용보험의 경우 영세 자영업자 계층을 위한 임의가입제도가 도입되어 있으

나 가입률이 저조하거나 아직 제도가 시행되지 않아 한계 상황의 영세 자영

업자가 폐업, 질병, 재해 등으로 일자리를 잃게 될 경우 사회보장도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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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자영업자 정책의 향후 방향

❑ 우리나라 자영업은 경기상황이 악화되고 임금근로자의 실업이 늘면서 비자

발적으로 밀려난(pushed) 측면이 강하며,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소상공인으로

의 진입을 유도하거나 자영업 영위를 지속하게 하기 위한 금융지원 정책은 

신성장 산업에 집중할 필요

◦ ‘소상공인 지원(융자)’ 사업 (2011년도 예산 4,000억원)의 경우, 소상공

인 일반을 대상으로 한 대출사업으로서 정책 대상범위가 광범위했으며, 

소상공인의 일시적인 경영안정을 위한 자금이라는 성격

－ 최근 3년 업체당 평균지원금액이 2,600만원으로 소액

◦ 일반적으로 자영업자를 위한 정책금융사업은 지원업종의 경쟁력을 강화

하고 사업의 초기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으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

－ 정책금융에 의해 성공적으로 정착한 소기업이 ‘독자생존이 가능한 

현존하는’ 기업을 구축시키는 효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

◦ 최근 중소기업청에서 소상공인 지원 융자를 정책목적자금과 나들가게 지

원자금 등으로 구분하여 시행하는 것은 동 자금을 보다 경쟁력 있는 업

종에 특화하는 방향으로 바람직함

－ 다만, 동 사업의 주요 자금이 여전히 우선지원자금1)(2011년도 4,000

억원 예산 중 1,850억원)에 투입되고 있어, 동 융자금의 성격 역시 

신성장 업종 지원 등에 특화하는 방향 고려

❑ 영세(한계) 자영업자는 자영업자-무직자-임시(일용)근로자-자영업자로 순환되

는 저소득-저임금의 악순환에 빠져 있을 가능성이 높음

◦ 류재우 ․ 최호영(1999)의 연구에 따르면, 전직을 경험한 자영업주의 46%

는 다시 자영업으로 복귀하였으며 41%는 임시근로와 일용근로로 전직

1) 중소기업청장이 정한 교육을 이수한 소상공인 일반에 지원한다.



xii  요  약

❑ 정부는 폐업한 자영업자의 임금근로자 전환을 위한 정책적인 노력을 간헐적

으로 기울여 왔으나, 사업 성과의 미흡으로 현재는 대부분 없어진 상태

◦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일반회계의 신규실업자등 직업훈련사업의 

영세자영업자 직업훈련의 경우 매년 20여억원을 투입하였으나 참여자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참여자의 임금근로자 전환율이 20% 내외에 그침

－ 40대 이상의 경우 동 영세자영업자 직업훈련 사업을 통한 임금근로

자 전환율이 20~30대에 비하여 낮아지는 경향

◦ 고령자의 창업지원 등 정책지원보다는 현재 임금근로자의 정년 연장 등

을 통해 자영업 진입을 최대한 억제하는 동시에, 20~30대 영세(한계) 자

영업자의 임금근로자로의 전환을 위한 교육훈련 지원 등을 확대할 필요

❑ 국민연금의 경우 자영업자 계층의 국민연금 가입 및 납부 현황에 대한 명확

한 판단과 자영업자 소득 파악 능력 제고 필요

◦ 전체 지역가입자 중 자영업자의 비중이 얼마인지, 납부율 및 징수율이 얼

마인지에 대한 보다 명확한 분석이 필요

－ 현재 통계는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등 가입유형별로만 생산되

고 있어 종사상 지위별 가입자 현황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불가능

◦ 고령화로 인해 자영업자의 평균 연령이 높아지는 상황이며, 사적 연금보

험제도가 충분히 성숙하지 않은 우리나라에서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연금을 통해 영세 자영업자 생계보호를 강화할 필요성은 있음

◦ 자영업자의 국민연금 가입 및 납부율 제고를 위한 지원에 앞서 자영업자

의 소득 파악능력 제고 등이 선행되어야 할 것

－ 고용주의 경우 93% 가량이 사업자 등록이 있는 개인사업체를 운영

하고 있는데 반하여, 자영자는 사업체 등록 없이 자영업을 영위하는 

경우가 40%를 넘는 것으로 보여 정확한 소득 파악이 여전히 쉽지 

않은 상황



요  약  xiii

❑ 2012년 1월부터 시행되는 자영업자의 실업급여 가입 제도에 따라 자영업자

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폐업을 한 경우, 소정의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

당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자영업자의 폐업 후 생활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

으로 판단

◦ 다만, 폐업 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을 제한함에 있어 매출액의 급격한 감소

를 어느 정도 수준으로 볼 것인지 등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바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수급요건 제한을 대통령령으로 격상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

◦ 또한, 제도도입 초기 가입률 제고 및 기금 지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적정 보험료율 산정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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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현황 및 정책 방향 ◆  1

I. 서  론

우리나라의 자영업자 고용 비중은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에 속

한다. 비임금근로자를 기준으로 OECD 주요국과 비교하면, 2008년도 기준 우리

나라의 자영업자 비중은 31.3%로 미국 ․ 영국의 7.0%, 13.4%에 비해 훨씬 높으

며 사회복지국가모델을 채택하고 있는 스웨덴, 노르웨이 등 북유럽 국가보다도 

10%p 이상 높다. 또한 우리경제와 유사한 성장패턴을 밟고 있는 일본보다 18%p 

가량 높은 상황이다. 

취업자 중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자영업 종사자들은 IMF 외환위기를 겪으

면서 급속히 확대되었으며,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고용감소의 대부분

을 차지하였다. 지난 두 차례의 경제위기 상황에서 자영업의 고용상황은 서로 상

반된 모습을 보였다. 외환위기 시기에는 일자리를 잃은 임금근로자가 생활을 영

위하기 위한 불가피한 자영업 창업이 많았지만, 금융위기 시기에는 임금근로자의 

일자리는 줄지 않은 대신 30~40대 자영업자의 고용감소가 많았다. 최근 우리나

라 경제의 대외의존도1)가 2009년 98.6%에 이를 정도로 수출주도의 경제성장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내수가 부진함에 따라 소비 등 내수경기에 의존

하는 자영업자의 경영난이 심각해지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자영업자들이 주로 

종사하는 음식 ․ 숙박업, 도 ․ 소매업 등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대형화가 이루어지면

서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영향으로 전체 자영업자의 비

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영세 자영업자의 상대적 어려움이 가중되는 

추세에 있다.

외국과 비교한 자영업자 비중에서 볼 수 있듯이, 1인당 국민소득이 증가할수

록 자영업자 비중은 점차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선진국 역시 90년대 

이후 자영업자 비중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경제구조 변화로 인한 자영

업자 감소가 선진경제로 나아가는 불가피하되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할 수 있지

1) 총공급( = 총수요) 중 수출과 수입 등 대외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하며, 일반적

으로 ‘GNI 대비 총수출과 총수입의 합’으로 계산한다.



2  ◆ 경제현안분석 제65호

만, 자영업자의 경제적 어려움 경감을 위해 정부의 조정 역할이 필요하다. 즉, 현

재 자영업을 영위하고 있는 계층이 더욱 경쟁력을 키워 정착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며, 경쟁력을 상실하여 자발적 또는 비자발적으로 자영업에서 퇴출

되는 계층을 위한 사회안전망도 확충할 필요가 있다. 특히 후자의 정책지원, 즉 

생활고에 시달리는 자영업자를 위한 임금근로자로의 전환대책 및 폐업 등 이후의 

생활안정대책이 중요시된다고 본다.

본 보고서의 제Ⅱ장에서는 통계적으로 정의된 자영업자를 설명하고 그 취업

자 현황의 변화를 살펴본다. 최신의 미시통계자료를 활용하여 1990년대 이후 20

년간의 산업별 ․ 연령별 ․ 성별 자영업자 현황을 세밀히 분석한다. 추가적으로 일본

을 중심으로 한 자영업자 현황의 국제비교도 간략히 다룰 것이다. 제Ⅲ장에서는 

2005년에 시행된 영세자영업자 대책을 고찰하고,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자

영업자 대책을 예산 사업 위주로 살펴보고 그 한계를 도출한다. 제Ⅳ장에서는 우

리나라 자영업자 대응 정책의 여건과 향후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제Ⅴ장 요약 

및 결론으로 마무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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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자영업자 현황

1. 자영업자의 정의 

자영업자에 대한 연구자간의 일관된 정의가 존재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나, OECD 

Factbook(OECD, 2010)은 자영업자(Self-employment)를 고용주(employers), 자영업주

(own-account workers), 생산자조합 회원(members of producers' co-operatives), 무급가

족노동자(unpaid family workers)의 범주로 정의한다. 반면 회사 경영자 등을 포함하여 

기업체에서 일하는 사람은 고용자(employee)로 보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종사상 지위에 따라 고용주 ․ 자영

자 ․ 무급가족종사자를 자영업자로 보고 있다. 여기서 고용주와 자영자는 자영업주

라고 표현한다. 고용주는 임금근로자를 고용하여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을 의미

하며, 자영자는 피고용인이 없는 고용주를 말한다. 무급가족종사자는 정기적인 보

수없이 상시종사자 작업시간의 1/3 이상을 작업한 사람을 의미한다. 이러한 고용

통계에서 종사상 지위에 따른 ‘고용주’는 운영하는 사업체 규모와 관계없이 고용

주로 간주하며, 영세자영업체에서 일하는 피고용인의 경우에는 임금근로자로 분

류한다. 

2. 자영업자 현황

가. 국제 비교

지난 20여년간 전체 취업자 중 자영업자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

으나, 우리나라의 자영업자 비중을 OECD 주요국과 비교하면 여전히 높은 편이

라고 할 수 있다. 2008년의 OECD 평균 자영업자 비중이 15.8%인데 반하여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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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나라의 비중은 31.3%로서 거의 2배 수준에 이르고 있다. 1990년과 비교한 자

영업자 수준을 살펴보면, 그리스 ․ 터키 등 매우 높은 자영업자 비중을 보였던 국

가들의 자영업자 고용 비중은 각각 12.6%p, 22.0%p 감소하는 등 큰 폭으로 하

락하였다. 반면 1990년도와 비교하여 자영업자 고용 비중이 증가한 국가는 스웨

덴 ․ 독일 ․ 네덜란드 등 일부 국가에 국한되어 있다. OECD 국가 평균으로는 1994

년도 19.4%였던 비중이 2008년 15.8%로 3.6%p 감소하였다.

[그림 1] 각 국의 자영업자 비중 (총 고용인구 대비 비율)

(단위: %)

주: 독일(1990년도)은 1991년도, OECD(1990년도)는 1994년도 기준 자료임.
   자료: OECD, 'OECD Factbook 2010', 2010

OECD 국가들의 일인당 GDP와 취업자 중 자영업자 비중 간의 관계를 살펴

보면, 1인당 국민소득이 높은 국가일수록 자영업자 비중이 낮은 모습을 보인다. 

양자의 상관계수는 0.758로서 높은 음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즉, 소득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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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높아질수록 자영업 종사자 비중이 감소하는 모습이 일반적인 경향인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2] 1인당 국민소득과 자영업자 비중의 상관관계

(단위: %, 미달러)

자료: OECD, Worldbank

우리나라와 지역과 문화적 측면이 유사하고, 경제발전패턴이 비슷한 일본을 

살펴보면, 일본의 1990년도 자영업자 비중은 22.3%였으나 2008년 현재 그 비중

은 13.0%에 그치고 있으며 동 기간 중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Genda & 

Kambayashi(2002)에 의하면, 대부분의 OECD 국가와 달리 일본의 자영업자 비

중(self-employment rate)은 1970년대 말 이후 계속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Genda & Kambayashi는 1990년대 일본의 자영업자 비율 감소의 원인을 연령, 

성, 거주지역을 변수로 하여 실증분석하였다. 그 결과 중년층의 자영업 창업 확

률, 대도시 아닌 지역의 자영업 창업확률의 급속한 하락, 여성의 자영업 창업확률

이 떨어짐에 따라 자영업자가 감소하는 경향이 크게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하였다.

1인당 GDP를 기준으로 한국과 일본이 유사한 수준일 때, 자영업자 비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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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각 단계에서 동 비율이 높다. 

1인당 GDP

한국 일본

달성시기
자영업자 

비율(%)
달성시기

자영업자 

비율(%)

1만 달러 1995 36.8 1981 27.5

2만 달러 2007 31.8 1987 24.8

3만 달러 - - 1992 20.2

[표 1] 한국 ․ 일본의 소득수준별 자영업자 비중

주: 1인당 GDP는 미 달러 기준으로 Worldbank 자료이며, 자영업자 비율은 OECD 자료임.
자료: stats.oecd.org, www.worldbank.com

나. 국내 현황

(1) 총 자영업자 추이

1991년도부터 우리나라의 취업자 중 고용주, 자영자와 무급가족종사자를 합

한 자영업자 비중의 변화를 살펴보면, 매년 그 비중이 감소하고 있는 모습을 보

인다. 1991년 62.7%였던 임근근로자의 비중은 1997년 말 시작된 외환위기의 여

파로 기업의 구조조정이 이루어지면서 1998년에 61.7%까지 하락하였다. 이후 임

금근로자의 비중은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10년 현재 

71.2%에 이르고 있다.

1997~1998년의 외환위기 시기와 달리 2008~2009년간의 글로벌 금융위기 

시기에는 임금근로자 절대수의 감소도 없었으며, 그 동안 지속적으로 줄어왔던 

자영업자의 감소속도가 더욱 빨라진 모습을 보였다.

1997년까지는 자영업자도 임금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절대적인 수가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1998년 고용 위기 상황에서 자영업자의 수가 전년대비 16만 8

천명이 감소하였지만 임금근로자는 110만 8천명이나 급감하여 전체 127만 6천명 

취업자수 감소의 87%를 차지하였다. 반면, 1999년도까지 감소하였던 자영업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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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까지 증가하였다. 이는 당시의 벤처붐과 상용근로자에서 구조조정된 사람

들이 생계를 위한 창업을 주로 하게 됨에 따라 나타난 현상으로 보인다. 

[그림 3] 자영업자 및 임금근로자 비중 변화

(단위: 명, %)

자료:「경제활동인구조사」(각년도)의 마이크로 데이터

2003년도 이후 자영업자는 절대수가 감소하는 반면, 임금근로자는 지속적으

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글로벌 금융위기 시의 고용감소는 IMF 외환위기 시

기와 달리 그 절대치가 크지 않았으며, 임금근로자는 오히려 증가하였다. 

연도 1997 1998 1999 2008 2009 2010

취업자 총계 21,213 19,937 20,291 23,577 23,506 23,829
전년대비 증감 360 -1,276 354 144 -71 323

(자영업자) 156 -168 -13 -92 -319 -194
(임금근로자) 204 -1,108 367 236 248 517

[표 2] 외환위기와 금융위기시 취업자 변화

(단위: 천명)

자료:「경제활동인구조사」(각년도)의 마이크로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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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자영업자는 2008년도에 9만 2천명 감소한 것에 비해 2009년에는 31만 

9천명이 감소하여 감소 규모가 급속히 커지면서 총 취업자 감소를 이끈 모습이

다. 이는 금융위기로 인한 기업의 고용조정이 거의 일어나지 않았으며 정부가 희

망근로프로젝트 등의 대규모 공공근로 사업을 통해 임금근로자의 절대수를 유지

한 반면, 내수경기 위축으로 인해 자영업 운영 환경이 악화되었음을 거시적으로 

나타낸다고 판단된다.

(2) 산업별 자영업자 현황

(가) 농림수산어업 분야 취업자 현황

이하의 분석에서는 농어업 분야를 제외한 산업분야의 자영업자 현황을 주로 

살펴보고자 한다. 농어업 분야는 다른 분야에 비해 자영업자의 비중이 상대적으

로 매우 높으며, 산업화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이를 제

외하는 것이 본 보고서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자영업자의 현황을 파악하는 데

에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농어업 분야에 대한 분석을 제외하기 전

에 농림수산어업 분야의 취업자 현황을 우선 분석한다.

구체적으로 농림수산어업 분야의 취업자 현황을 살펴보면, 1991년도 이후 

농림수산어업 분야의 절대적인 취업자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1991년의 농림수산어업 분야의 취업자가 272만 5천명으로 전체취업자의 

14.6%를 차지하였으나, 2010년 현재 농림수산어업 분야의 취업자수는 전체 취업

자의 6.6%인 156만 6천명에 불과한 상황이다. 농림수산어업분야 취업자 비중은 

지난 20년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에 있었으나, 1998년도에는 이례적으로 

상승하였다. 이는 IMF 외환위기 상황에서 제조업 등 기타 산업 분야의 취업자가 

급감한 반면, 농림수산어업 분야는 무급가족종사자가 전년 대비 11여만명 증가하

였기 때문에 발생한 현상이다. 2008년과 2009년의 글로벌 금융위기 시기에는 농

림수산어업 분야 취업자수의 급속한 감소 등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한

편, 농림수산어업 종사자 중 자영업자 비중은 90% 내외 수준을 유지하면서 점차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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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농림수산어업 분야 취업자 추이

(단위: %)

주: 자영업자 및 임금근로자 비중은 좌축, 전체 취업자 대비 농림수산어업 취업자 비

중은 우축 참조.
자료:「경제활동인구조사」(각년도)의 마이크로 데이터

(나) 비농(非農) 전산업 분야 자영업자 현황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자영업자 비중이 90% 수준으로 압도적인’ 농림수

산어업 분야를 제외한 비농 전산업 취업자수는 1991년 1,592만 4천명에서 지속

적으로 증가하다가 1998년에는 1,754만 1천명으로 전년대비 138만 7천명이 감

소하였다. 1998년의 총 취업자 감소인구가 127만 6천명임을 감안한다면 농림수

산어업 분야를 제외한 분야의 상대적으로 심각했던 고용위기를 확인할 수 있다. 

비농 전산업 취업자 중 자영업자 비중은 1991년 27.9%에서 2010년 24.5%

로 3.4%p 감소하였다. 이는 농림수산어업 분야를 포함한 전산업 분야의 자영업

자 비중이 1991년 37.3%에서 2010년 28.8%로 8.5%p 하락한 것에 비해 작은 

수치이다. 한편, 비농 전산업의 자영업자 비중은 1997년까지 점차 증가하는 모습

을 보이다가 1998년 외환위기 당시 한 해동안 0.8%p 급상승하여 임금근로자의 

상대적으로 급속한 감소를 반영한다. 1998년 이후 자영업자 비중은 2002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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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를 넘다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0년 현재 24.5%에 머물고 있다. 

[그림 5] 비농 전산업 취업자 및 자영업자 비중 추이

(단위: 만명, %)

자료:「경제활동인구조사」(각년도)의 마이크로 데이터

비농 전산업 분야의 자영업자 내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비중을 살펴보면, 고

용주와 무급가족종사자는 비중이 감소하고 있으며, 자영자는 그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즉 1991년도 자영업자 중 자영자의 비중이 49.6%였으나 2010년에는 

58.1%로 상승하였으며, 고용주의 비중은 28.4%(1991년)에서 26.4%(2010년) 

2%p 감소하고 무급가족종사자의 비중은 22.0%(1991년)에서 15.5%(2010년)로 

6.5%p 급감하였다. 이러한 무급가족종사자의 급속한 감소는 총 취업자에서도 나

타나는 일반적인 경향으로 가족 단위의 노동 풍토가 점차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외환위기와 금융위기 시의 비농 전산업 자영업자 내 고용비중의 변화를 비

교하면, 외환위기에서는 고용주가 상대적으로 크게 감소하였으며, 금융위기에는 

자영자 비중이 상승추세에서 반전하여 1.0%p 하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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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비농 전산업 자영업자
종사상 지위별 비중

고용주 자영자 무급가족종사자

1991 4,436,000 28.4 49.6 22.0
1992 4,636,000 29.0 50.2 20.8
1993 4,884,000 27.2 50.6 22.2
1994 5,052,000 28.3 50.2 21.6
1995 5,289,000 28.1 51.1 20.8
1996 5,485,000 28.7 50.8 20.5
1997 5,680,000 28.3 52.0 19.7
1998 5,402,000 25.2 54.0 20.8
1999 5,511,000 24.0 55.7 20.3
2000 5,731,000 24.9 54.9 20.2
2001 5,928,000 25.6 54.9 19.5
2002 6,071,000 26.0 55.3 18.7
2003 5,948,000 26.9 54.8 18.3
2004 6,010,000 27.3 55.8 16.9
2005 6,017,000 27.0 56.7 16.3
2006 5,980,000 26.6 57.5 15.9
2007 5,910,000 25.5 58.8 15.6
2008 5,848,000 25.3 58.9 15.8
2009 5,576,000 26.2 57.9 15.9
2010 5,466,000 26.4 58.1 15.5

[표 3] 비농 전산업 자영업자의 종사상 지위별 비중

(단위: 명, %)

자료:「경제활동인구조사」(각년도)의 마이크로 데이터

(다) 비농(非農) 전산업 산업분야별 자영업자 

지난 20년간 한국표준산업분류가 4차례 개정2)됨에 따라 일관된 산업분류에 의

한 비농 전산업 분야별 고용 현황을 살펴보는 것은 어렵다. 따라서 이하의 분석에서

는 1991~1992년간의 6차 산업분류, 1993~1999년의 7차 산업분류, 2000~2003년

의 8차 산업분류, 2004년 이후의 9차 산업 분류3) 각각의 자료 중 농림수산어업 분

2) 1991년 6차 개정, 1998년 7차 개정, 2000년 8차 개정, 2008년 9차 개정
3)「경제활동인구조사」마이크로데이터의 1993~1998년도 자료에는 7차 개정에 의한 자

료가, 2004~2008년에는 9차 개정에 따른 자료가 반영되어 있어 이를 따랐다. 이는 

표준산업분류 9차 개정에 따른 산업별 취업자 변화를 최대한 장기간 확인하기 위함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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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를 제외하고 가능한 일관성 있는 통계가 산출될 수 있으며, 주요 산업 분야라고 

할 수 있는 광업 ․ 제조업, 건설업, 도 ․ 소매, 숙박 ․ 음식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

회복지업 산업분야와 이를 제외한 분야를 기타 서비스업으로 통합4)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다만, 1991~1992년의 경우 도 ․ 소매 및 숙박 ․ 음식업이 하나의 대분류에 포

함되어 있는 등 7차 개정 이후의 자료와 큰 차이를 보이므로 1993년도 이후 자료

부터 분석한다. 

농림어업을 제외한 산업 분야 중 동일 산업에서 자영업자 비중이 가장 높은 

분야는 2010년 현재 도매 및 소매업이다. 도매 및 소매업의 2010년 현재 취업자

는 358만 1천명이며, 이 중 고용주 35만 5천명, 자영자 90만 7천명, 무급가족종

사자 30만 4천명으로 총 자영업자는 156만 5천명에 이른다. 이는 도 ․ 소매업 분

야 전체 취업자의 43.7%에 이르는 수치이다. 

[그림 6] 각 산업 내 자영업자 비중 추이

(단위: %)

자료:「경제활동인구조사」(각년도)의 마이크로 데이터

4) 기타 서비스 분야를 전기․운수․통신․금융과 공공행정 ․ 사업서비스(부동산임대업 포함) ․
개인서비스 등 2개로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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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 및 소매업 다음으로 산업내 자영업자 비중이 높은 산업은 숙박 및 음식

업, 사업서비스 순으로 나타난다. 2010년 비농 전산업의 자영업 취업자 546만 6

천명 중 42.4%인 231만 8천명이 도 ․ 소매업 및 숙박 및 음식업에 종사하고 있으

며, 비농 전산업 취업자(2,226만 2천명)의 10.4%에 해당한다. 한편 1991년도 이

후 도 ․ 소매업과 숙박 및 음식업 분야 내 자영업자 비중이 감소하고 있는데, 이는 

동 분야에서 임금근로자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건설업, 교육서비스업, 전기 ․ 운수 ․ 통신 ․ 금융 산업에서는 자영업자 비

중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각각 고용주보다는 자영자 증가가 자영업자 

비중 증가를 이끈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비농 전산업 자영업자 대비 산업별 자영업자 비중 추이를 살펴보면, 도 ․ 소
매 및 숙박 ․ 음식업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최근 도 ․ 소매업의 경우 그 비중이 1993년 43.2%에서 2010년 28.6%로 감소하였으

며(취업자수 54만 4천명 감소), 숙박 및 음식업의 경우 1993년 14.8%에서 2010년 

13.8%로 1%p 감소하였다. 이에 반하여 자영업자의 증가는 사업 및 개인서비스 분

야, 전기 ․ 운수 ․ 통신 ․ 금융 업종에서 이끌고 있는 모습이다. 사업서비스 등 분야는 

1993년 12.1%의 비중에서 2010년 19.4%로 증가하였으며, 전기 ․ 운수 ․ 통신 ․ 금융 

산업은 1993년 6%에서 2010년 12.3%로 상승하였다.

다음으로 도 ․ 소매 업종의 자영업자 내 종사상 지위별 비중 변화를 살펴보면, 

고용주의 비중은 다소 증가하고, 무급가족종사자의 비중이 감소하고 있음이 나타

난다. 도 ․ 소매업의 자영업자 중 무급가족종사자 비중은 1993년 26.2%에서 2010

년 19.4%로 감소하였으며 그 절대 감소수는 24만 9천명으로 동기간 45% 하락

하였다.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 무급가족종사자의 감소는 자연스러운 모습이라고 

할 수 있으나, 동 산업 분야의 경쟁이 치열하며 가족형 서비스업이 한계에 다다

르고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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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비농 전산업 자영업자 대비 산업별 자영업자 비중 추이

(단위: %)

자료:「경제활동인구조사」(각년도)의 마이크로 데이터

구  분 1993 2010 증감

고용주

(비중, %)
360,000
(17.1)

355,000
(22.7)

-5,000

자영자

(비중, %)
1,195,000

(56.7)
907,000
(58.0)

-288,000

무급가족

(비중, %)
553,000
(26.2)

304,000
(19.4)

-249,000

합계 2,109,000 1,565,000 -544,000

[표 4] 도 ․ 소매업의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증감

(단위: 명)

자료:「경제활동인구조사」(각년도)의 마이크로 데이터

1990년대 농림수산어업 분야를 제외한 자영업자의 산업별 분포에서 다음과 

같은 특징을 정리할 수 있다. 먼저, 현재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도 ․ 소
매 업종에서의 지속적인 자영업자 감소 현상이다. 농림수산어업을 제외한 분야에

서 전통적으로 자영업자가 몰려있던 도 ․ 소매 업종에서 자영업자 비중뿐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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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절대적인 취업자수가 감소하고 있는 모습이다. 둘째, 광업 및 제조업 분야의 

자영업자가 감소하는 모습을 보인다. 동 산업내 자영업자 비율은 90년대 이후 

15% 내외에서 일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광업 및 제조업 취업자 전체가 감

소함에 따라 자영업자 취업자 및 비농 산업별 자영업자 취업자 비중 역시 감소하

고 있다. 셋째, 서비스 업종 중에서 사업 ․ 개인서비스와 전기 ․ 운수 ․ 통신 ․ 금융 등

의 기타 서비스업종의 자영업 종사자가 증가하고 있다. 이는 해당 산업의 취업자

수가 급증함에 따라 자영업자도 증가하는 모습이다. 전기 ․ 운수 ․ 통신 ․ 금융 산업

의 경우 산업 내 자영업자 비중이 1993년 17%에서 2010년 23.5%로 증가하여, 

동 산업의 취업자 증가(1993년 173만 5천명 → 2010년 283만 3천명)와 함께 자

영업자 증가를 주도한 모습이다. 반면, 사업 ․ 개인서비스 등은 산업 내 자영업자 

비중은 감소(1993년 34.6% → 2010년 24.9%)하였지만, 취업자수가 1993년 대비 

2010년 254만 4천명 증가(149%)함에 따라 자영업자 수는 47만명 증가하였다.

(3) 연령별 자영업자 현황

우리나라는 급속한 고령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취업연령 전체가 고령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하에서는 자영업 부문에서 연령대별 취업자 현황을 

1991년도 이후 자료를 통해 살펴보고 그 특징을 파악하도록 하겠다. 연령대별 취

업자 현황도 농림수산어업 분야를 제외하고 분석하였다.

(가) 전체 연령대별 취업자

비농 전산업의 연령대별 취업자 현황을 보면, 10~30대의 취업자 비중이 지

속적으로 감소하는 반면 40대 이상의 취업자는 지속적으로 그 비중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1991년도 29.8%이던 20대 취업자 비중은 매년 감소하여 

2010년에는 비농 전산업 총 취업자의 16.5%에 머물고 있다. 1991년 당시 연령

대별 취업자 중 32.6%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던 30대 취업자는 90년대 32% 

내외에서 등락을 거듭하다가 2000년대 들어서서 하락하기 시작하여 2010년에는 

비중이 25.9%까지 떨어졌다. 반면 1991년에는 20대, 30대에 이어 3번째로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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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중을 보였던 40대 취업자는 그 비중이 2003년도에 28% 수준까지 증가한 후 

28% 대를 유지하고 있다. 50대 취업자 비중은 1991년에 11.3%였으나, 2007년 

이후부터 20대 취업자 비중을 넘어서기 시작하여 2010년에는 19.8%에 이르고 

있다. 60대 이상의 취업자 비중 역시 3.5%(1991년)에서 8.4%(2010년)로 크게 

증가하였다.

[그림 8] 비농 전산업 연령대별 취업자 비중

(단위: %)

자료:「경제활동인구조사」(각년도)의 마이크로 데이터

연령대별 취업자 증감률을 살펴보면, 비중변화를 통해 예상할 수 있듯이 60

대 이상 취업자가 연평균 6.6%씩 가파르게 증가하여 1991년 대비 2010년에 

237% 증가하였다. 50대의 취업자 수 역시 ‘60대 이상’ 다음으로 빠르게 증가하

여 연평균 4.8%씩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지표를 통해 우리나라의 취

업자 연령대가 전반적으로 높아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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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1991년 2010년 증감 증가율
연평균 

증가율

10대 554,000 203,000 -351,000 -63.4 -5.1

20대 4,741,000 3,680,000 -1,061,000 -22.4 -1.3

30대 5,190,000 5,763,000 573,000 11.0 0.6

40대 3,088,000 6,353,000 3,265,000 105.7 3.9

50대 1,799,000 4,402,000 2,603,000 144.7 4.8

60대 이상 552,000 1,861,000 1,309,000 237.1 6.6

전체 15,924,000 22,262,000 6,338,000 39.8 1.8

[표 5] 1991~2010년간 연령대별 취업자 변화 추이 (비농 전산업)

(단위: 명, %)

자료:「경제활동인구조사」(각년도)의 마이크로 데이터

(나) 연령대별 자영업자 변화 

종사상 지위별로 구분한 연령대별 취업자 변화를 살펴보면, 비농 전산업 전

체 취업자 내 연령대별 비중보다 자영업자 내에서는 상대적으로 고령층이 많은 

것으로 분석된다. 자영업자 내 10대의 비중은 1% 미만이며, 20대와 30대의 비중

은 1991년에 50.9%로서 전체 취업자 중 20~30대 비중인 62.4%보다 11.5%p 낮

았다. 2010년의 20~30대 자영업자 비중은 22.9%로 급감하였는데, 이는 전체 취

업자 중 20~30대 비중인 42.4%보다 19.5%p 낮은 수치이다. 즉 지난 20년간 

20~30대 젊은 층의 자영업 창업의 비율이 급속히 감소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준

다고 판단된다.

한편, 전체 취업자 중 그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50대 이상 연령대의 자영업

자 내 취업 비중은 1991년 21.1%에서 2010년 42.9%로 급증하였다. 전체 취업

자 중 50대 이상의 비중이 1991년 14.8%에서 2010년 28.2%로 증가한 것과 비

교하면, 자영업자 부문의 취업자 고령화 현상이 상대적으로 빠르게 일어나고 있

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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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평균 은퇴시기에 관한 연구5)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기업이 설정

하고 있는 정년의 평균은 56세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생애 주된 일자리로부

터의 평균 퇴직 연령은 임금근로자의 경우 52.3세, 비임금근로자의 경우 56.5세

로 조사되고 있다. 따라서 전체 취업자의 고령화와 함께 임금근로자에서 은퇴 이

후 또는 비임금근로자 내에서 은퇴하지 않고 경제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고령층이 

증가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그림 9] 비농 전산업 자영업자 부문의 연령대별 취업자 비중

(단위: %)

주: 10대는 1% 미만으로 그 비중이 낮아 표시하지 않음.
자료:「경제활동인구조사」(각년도)의 마이크로 데이터

앞에서 언급했듯이 IMF 외환위기 상황에서는 임금근로자가 주로 감소하였으

며, 글로벌 금융위기에서는 자영업자 감소만 일어난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러한 취

업자 감소가 연령대별로 어떠한 모습을 보였는지 살펴보면, IMF 외환위기 시기에

는 임금근로자 중 20대와 30대에서 각각 55만 4천명, 20만명이 감소하여 주로 

5) 방하남 외(200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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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대 임금근로자가 고용위기에 놓였다. 반면 글로벌 금융위기 시기에는 40대 

이상 임금근로자가 증가하는 가운데, 고용감소는 주로 30~40대의 자영업자 계층에

서 일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30대의 자영업자는 지난 20년간 추세적으로 감소하는 

모습(연평균 증가율이 -2.6%였음)을 보였으나 글로벌 금융위기 시기에는 11.5% 

급감하였다. 40대 자영업자는 총량적으로 20년간 연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

타나나 2005년도 이후 감소하기 시작하여 매년 2만~8만명 가량 감소하다가 2009

년도에 6.4%(13만 5천명) 감소하여 감소추세가 커진 것으로 보여, 지난 번 경제위

기에서는 30~40대 자영업 계층이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것으로 판단된다.

구  분 IMF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임금

근로자
1997 1998 증감 증감율 2008 2009 증감 증감율

10대 351 294 -57 -16.2 174 161 -13 -7.5 

20대 4,312 3,758 -554 -12.8 3,579 3,487 -92 -2.6 

30대 4,114 3,914 -200 -4.9 4,760 4,721 -39 -0.8 

40대 2,476 2,416 -60 -2.4 4,205 4,329 124 2.9 

50대 1,428 1,285 -143 -10.0 2,367 2,525 158 6.7 

60대 이상 567 471 -96 -16.9 958 1,058 100 10.4 

구  분 IMF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자영업자 1997 1998 증감 증감율 2008 2009 증감 증감율

10대 29 29 0 0.0 15 15 0 0.0 

20대 582 547 -35 -6.0 294 269 -25 -8.5 

30대 2,000 1,821 -179 -9.0 1,176 1,041 -135 -11.5 

40대 1,802 1,784 -18 -1.0 2,104 1,969 -135 -6.4 

50대 898 860 -38 -4.2 1,529 1,570 41 2.7 

60대 이상 368 361 -7 -1.9 731 714 -17 -2.3 

[표 6] 경제위기 시 연령대별 ․ 종사상지위별 취업자 증감

(단위: 천명, %)

자료:「경제활동인구조사」(각년도)의 마이크로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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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성별 자영업자 현황

1991년도 이후 자영업 내에서 성별 자영업자의 비중을 비교하면, 남성 자영

업자의 비중이 증가하고 여성 자영업자의 비중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다. 남성 

자영업자는 1991년 전체 자영업자의 57.0%이며, 1999년도까지 이러한 비중을 

유지하다가 2000년대 이후 상승하여 2010년 현재 61.6%에 이르고 있다. 반면 

여성 자영업자는 43.0%(1991년)에서 38.4%로 감소하였다. 이는 자영업자가 감

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남성보다는 여성 자영업자가 상대적으로 빠르게 감소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그림 10] 비농 전산업 자영업자 부문의 성별 취업자 비중

(단위: %)

자료:「경제활동인구조사」(각년도)의 마이크로 데이터

여성 자영업자의 감소는 특히 무급가족종사자의 감소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전체 자영업자 중 여성 무급가족종사자의 비중이 19.4%(1991년)에서 

13.0%(2010년)로 6.4%p 감소하였으며, 여성 자영업자의 절대치는 19만 3천명 

증가(1991년 → 2010년)하였으나 여성 무급가족종사자는 14만 6천명 감소하였다. 

이는 경제의 발달에 따라 여성의 가족내 자영업 영위가 감소하고 있음을 나타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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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한편 자영업 내 남성의 비중이 증가하는 데에는 남성 자영자가 상대적으로 

가장 크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래 [표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여성의 경제활동이 활발해짐에 따라 여성 

상용근로자가 가장 높은 연평균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반면 여성 무급가족종

사자는 여성 일용근로자와 함께 감소하고 있는 모습이다. 남성 내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증감을 보면 절대적인 수치로는 남성 상용근로자가 가장 크게 증가하였으

나 연평균 증가율로 볼 때 남성 자영자가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한 것으로 판단

된다. 

구  분

남성 여성

1991 2010 증감
증가율

(연평균)
1991 2010 증감

증가율

(연평균)

상용 4,696 6,649 1,953
41.6
(1.8) 

1,761 3,415 1,654
93.9
(3.5) 

임시 1,549 2,064 515
33.2
(1.5) 

1,768 2,960 1,192
67.4
(2.7) 

일용 900 951 51
5.7

(0.3) 
813 757 -56

-6.9
(-0.4) 

고용주 1,055 1,126 71
6.7

(0.3) 
207 319 112

54.1
(2.3) 

자영자 1,360 2,107 747
54.9
(2.3) 

840 1,067 227
27.0
(1.3) 

무급가족 115 135 20
17.4
(0.8) 

859 713 -146
-17.0
(-1.0) 

자영업자합 2,530 3,367 837
33.1
(1.5) 

1,906 2,099 193
10.1
(0.5) 

[표 7] 1991년 대비 2010년 성별 ․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증감

(단위: 천명, %)

자료:「경제활동인구조사」(각년도)의 마이크로 데이터

한편 글로벌 금융위기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추세에 비해 급격하게 감소하였

던 자영업자를 성별로 분리하여 살펴본 결과, 남성 자영자가 가장 큰 타격을 입

은 것으로 보인다. 이를 앞의 연령대별 분석결과와 결합할 경우 30~40대, 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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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자가 이번 경제위기에서 고용위기를 크게 겪은 것으로 판단된다.6)

구  분
2008 2009 증감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상용 6,037 2,949 6,325 3,048 288 99

임시 2,125 2,924 2,083 2,978 -42 54

일용 1,114 893 1,021 825 -93 -68

고용주 1,139 341 1,128 334 -11 -7

자영자 2,260 1,182 2,138 1,092 -122 -90

무급가족 124 802 128 756 4 -46

성별 

자영업자
3,523 2,325 3,394 2,182 -129 -143

총 자영업자 5,848 5,576 -272

[표 8] 글로벌 금융위기 시 성별 ․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증감

(단위: 천명, %)

자료:「경제활동인구조사」(각년도)의 마이크로 데이터

6) 물론 남성 자영자의 경우 2005년도까지 그 수가 증가하다가, 2006년도 이후 감소하

는 추세로 변화되었으나, 그 변화폭이 2005년도 → 2006년도 (7천명 감소), 2006년도

→ 2007년도 (5만 3천명 증가), 2007년도 → 2008년도 (2천명 감소), 2009년도 → 2010
년도 (3만 1천명 감소)로 2009년도 경제위기 상황에서 그 감소폭이 확대되었음이 확

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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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자영업자 정책 현황 및 한계

이번 장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최근 추진하고 있는 자영업자 대책을 재정이 투

입되는 예산사업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우리나라에서 자영업자만을 위한 별도 대책

을 종합하여 발표한 것은 2005년의 ‘영세자영업자 대책’이 유일하며, 그 추진과정

도 순탄치 않았던 것으로 파악된다. 2005년의 영세자영업자 대책의 대강을 살펴본 

후 최근 개별 부처의 예산사업을 중심으로 정책의 한계를 고찰한다.

1. 자영업자 정책 현황

가. 2005년도 영세자영업자 대책

지난 참여정부는 2005년 5월 외환위기 이후 증가한 생활형 창업에 의한 자

영업의 공급과잉과 내수경기 부진으로 인한 소득창출 부진 등의 문제를 인식하고 

산업정책과 복지정책의 경계선상에 있는 공급과잉 ․ 취약 업종에 대한 대책을 마

련7)하였다. 

동 대책은 기본방향에서 자영업은 지원대상이 방대하고 다양하여 근원적 문

제해결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즉 산업정책적 접근에는 정책수단에 있어 

한계가 있고, 사회복지정책으로는 과다한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보았다. 따라서 

자금지원 등 직접지원 정책보다는 인프라 조성 등 간접지원에 초점을 맞추면서 

과잉진입을 예방하기 위한 방안을 중심으로 업종별 대책을 강구하였다.

(1) 대책의 주요 내용

먼저, 과잉진입 예방을 위한 대책으로, 자영업 경영 실태 및 상권정보 제공, 

컨설팅 ․ 교육을 의무화하는 창업지원시책 정비, 개인서비스업 전문자격제도 강화, 

7) 당시 정부는 정부 수립 이후 최초의 영세자영업자 대책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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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송 허가제 ․ 택시 지역총량제 도입, 중고령자의 고용연장 지원 정책을 제시하

였다. 둘째, 컨설팅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역중심의 컨설팅 및 교

육체계 구축을 위해 소상공인 지원센터에 ‘지역별 자영업자 컨설팅본부’를 설치하

고 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 하였다. 셋째,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컨설팅 후 성

장가능점포에 대해서는 지역신보를 활용한 특례보증확대 지원 등의 대책을 제시

하였다. 넷째, 사업전환 및 퇴출유도를 위해서 컨설팅으로 사업전환 ․ 퇴출지원, 전

직훈련 ․ 재취업 프로그램을 알선하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였다. 다섯 번째로는 프

랜차이즈화 지원을 위해 프랜차이즈 사업자(본부)를 제조업과 동등하게 지원하고, 

프랜차이즈 육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2) 평가

2005년도 영세자영업자 대책은 영세자영업자를 위한 최초의 종합적인 대책

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이전까지 개별 부처에서 각각 추진되던 정책들을 

「영세자영업자 대책」이라는 이름으로 묶어 냈으며, 기본적인 정책 방향을 설정

하였다. 다만 동 대책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평가도 많았다. 가장 먼저 제기된 문

제는 자영업자의 문제를 과잉진입에 있다고 보고 그 대책으로 진입 제한을 제시

했다는 것이다. 즉 개인서비스업에 대한 진입을 억제하기 위한 미용 ․ 세탁 ․ 빵집 

등에 대한 전문자격증제 및 신고제 도입은 기존 진입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조치

로서 기능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허가제 ․ 자격증 제도가 공급자의 서비스의 

질 보증과 소득보장이라는 목적에 부합되지 않고 오히려 대형 사업자에게 유리하

게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이다. 

과잉진입된 자영업자 부문에서 중요한 것은 기존 진입자의 생산성 향상과 

함께 경쟁에서 도태되어 자영업 일자리를 잃는 사람들에 대한 훈련과 최소 소득 

보장 정책이라고 판단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2005년도 영세 자영업자 대책 중 자

영업자 컨설팅 강화, 전직지원 ․ 재취업 프로그램 확대, 프랜차이즈화 등의 정책 

방향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동 대책에서는 임금근로자에 비해 미흡한 

사회보장체제의 확충에 대한 내용이 부족하였다는 한계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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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최근 자영업자 정책 현황

(1) 중소기업청의 프로그램별 예산 사업 현황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을 통해 2009년도 이후 자영업자 관련 예산이 중점적

으로 편성되어 있는 중소기업청의 프로그램별 예산을 추출하여 살펴보면, 산업금

융지원 부문에 총지출 기준 예산의 50% 이상을 투자하고 있다. 즉 중소기업신용

보증지원 또는 경영안정자금지원을 위해 신용보증재단 출연 ․ 융자 사업을 수행하

고 있다. 다음으로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부문은 산업진흥 ․ 고도화 부문으로

서 동 부문에서는 창업 및 벤처투자 지원 프로그램과 소상공인 ․ 재래시장 지원 

프로그램이 핵심을 이루고 있다. 다음으로 최근 비중이 늘고 있는 부문은 산업기

술지원으로서 중소기업의 R&D 지원을 위한 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다. 

최근 3년간의 예산 변화 추이를 보면, 2009년에 대규모 추경을 통해 총지출 

기준 10조원을 상회하였던 중소기업청의 예산은 2010년도와 2011년도에 5조 9

천억원 수준으로 떨어졌다. 특히 금융위기 상황에서 크게 확대되었던 산업금융지

원부문이 긴급 경영안정지원 소요의 감소로 예산이 축소된 반면, 산업기술지원 

부문과 산업진흥 및 고도화 부문의 예산이 2011년도 들어 절대액수 및 그 비중

에서 확대되었다.

이러한 중소기업청의 예산은 주로 제조업종을 중심으로 하는 금융 또는 수

출지원, 산업기술지원에 중심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자영업자 계층의 40% 

이상이 종사하는 도 ․ 소매, 숙박 ․ 음식업 등 소상공인 부문의 지원 사업은 소상공

인 ․ 재래시장 지원 프로그램에 한정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009~2010년간 

소상공인 및 재래시장 지원 프로그램의 지원금액은 2009년도에 추경 등을 통해 

크게 증가한 이후 2010년에 5,600억원 수준으로 감소하였다가 2011년도에 

1,300억원 증가한 모습이다.



26  ◆ 경제현안분석 제65호

부문 프로그램
2009년도

예산(비율)

2010년도

예산(비율)

2011년도

예산(비율)

산업

금융

지원

중소기업

신용보증지원
3,673,130 349,201 300,012 

창업 및

사업전환지원
1,232,500 1,347,500 1,579,500 

중소기업

경영안정지원
740,000 270,000 220,000 

중소기업

신성장지원
1,510,000 1,160,000 782,000 

소 계 7,155,630 (71.1) 3,126,701 (52.4) 2,881,512 (48.2)

산업

기술

지원

중소기업

기술지원
773,749 (7.7) 742,557 (12.4) 916,800 (15.3)

무역및

투자유치

중소기업수출 

및 판로지원
84,985 (0.8) 81,153 (1.4) 84,198 (1.4)

산업진흥

․
고도화

중소기업

정책지원
6,625 6,767 7,983 

중소기업

협력지원
17,336 15,524 22,889 

중소기업

인력구조고도화
65,575 54,107 68,705 

창업 및

벤처투자
927,598 1,198,086 1,084,303 

소상공인․
재래시장지원

843,096 558,133 687,679 

동반성장지원 8,945 7,300 6,320 

지식서비스

중소기업지원
38,890 37,405 48,500 

소 계 1,908,065 (19.0) 1,877,322 (31.4) 1,926,379 (32.2)

[표 9] 2009~2011년간 중소기업청의 프로그램별 예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자영업자 현황 및 정책 방향 ◆  27

주: 1. 2009년도는 추가경정예산 기준이며, 각 년도 비율은 총지출 대비 각 부문별 비

      율을 의미함

2. 회계기금간 거래 등 보전거래 및 내부거래는 ‘기타 거래’로 표시하였음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자료 편집

(2) 부처별 주요 자영업자 관련 예산 현황

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예산은 중소기업청을 위주로 고용노동부, 지식경제부 

등에 편성되어 있다. 이 3개 부처의 2009년 이후 3년간의 자영업자를 위한 주요예

산사업을 사업명 ․ 사업근거 등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하여 살펴보면 [표 10] (2011

년) 및 [부표 1~2] (2009~2010년)과 같다. 이 중 중소기업청은 부처 전체의 임무

가 자영업자를 포함하는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육성이라고 할 수 있으나, 본 

보고서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소규모 자영업자(소상공인) 관련 예산을 중심으로 

사업을 정리하였다. 한편, 각 부처의 사업을 3가지 정책 카테고리로 분류하여 분석

하였다. 즉, ① 기존 자영업 경쟁력 강화 및 자영업 진입 지원 ② 한계 자영업자의 

임금근로자로의 전환 ③ 자영업 계층 사회보장체제 확충으로 구분한다. 

2009년의 주요 자영업자 지원 예산을 분류해 보면, 지식경제부 ․ 중소기업청 

및 노동부의 사업 중 2개의 세부사업을 제외한 사업이 기존 자영업자(소상공인)

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컨설팅 또는 프랜차이즈 전환, 시설 현대화 등의 사업 또

는 취업취약계층의 영세 점포 창업 지원 사업(①번) 위주로 구성되어 있다. 자영

업자의 임금근로자 전환에 중점을 두는 사업(②번)은 중소기업청의 폐업자영업자 

전업지원 및 노동부의 영세자영업자 훈련에 불과하다. 또한 농어민을 제외한 자

영업 계층의 사회보장체계 지원(③번)을 위한 예산 사업은 없다. 

부문 프로그램
2009년도

예산(비율)

2010년도

예산(비율)

2011년도

예산(비율)

산업․
중소기업

일반

중소기업행정

지원
135,394 (1.3) 144,413 (2.4) 167,303 (2.8)

기타 거래 2,895,153 2,835,960 3,250,949 

소 계 3,030,547 2,980,373 3,418,252 

총지출 기준 예산 10,057,823 5,972,146 5,976,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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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에는 경기침체 속에서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

였으며, 이 중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예산사업 중 중소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의 

소상공인 지원(융자) 사업에서 5,000억원의 증액이 있었다. 이는 기존 소상공인 

형태의 영세 자영업자의 경영 안정을 지원하고자 하는 의미였으며, 경쟁력 강화

를 위한 정책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2009년에 신규로 도입한 폐업자영업

자 전업지원 사업의 경우, 5,000억원의 예산 중 33억원 가량 집행된 후 2010년

부터 폐지되었다. 

2010년도 이후의 예산 사업 변화를 살펴보면, 주요 예산 투입사업이 전통시

장 시설현대화와 소상공인 금융지원 사업에 지속적으로 집중되어 있다. 2011년도 

예산의 경우, 2010년에 비해 전통시장 및 중소유통물류기반조성 사업과 소상공인 

금융지원사업 예산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부 

처
사업명

회계/

기금
예산 사업 근거

정책 

분류7) 주요 내용

지

식

경

제

부

프랜차이즈 

산업 활성화
일반 200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자영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프랜차이즈 산업 

활성화 방안 (’09. 9)

①

가맹점 창업 

활성화를 위해 

프랜차이즈 

전문인력 양성

중

소

기

업

청

소상공인 

경쟁력 제고
일반 27,815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①

소상공인진흥원 

보조를 통한 

소상공인 

정책개발 및 

지원인프라 구축

소규모 점포 

조직화 지원
일반 24,740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①

나들가게 육성, 
공동구매, 

프랜차이즈 지원 

전통시장 및 

중소유통물류

기반조성

광특3) 175,120

「재래시장 및 

상점가육성을 위한 

특별법」,
「유통산업발전법」

①

물류 공동화 및 

물류단계 축소를 

위한 

공동물류센터 

건립, 
전통시장․상점가의 
시설개선을 위한 

보조 정책

[표 10] 2011년 자영업자 지원 주요 예산 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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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중소기업청 사업 중 소상공인 지원 사업을 중심으로 선별하였음.
2. 중소기업청 사업 중 ‘전통시장시설현대화(제주)’ 등 세부사업에서 제주계정

   으로 별도로 편성된 사업은 제외하였음.
3. 광역 ․ 지역발전특별회계

4.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5.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6. 근로복지진흥기금

7. ① 기존 자영업 경쟁력 강화 및 자영업 진입 지원 ② 한계 자영업자의 임금근로  

  자로의 전환 ③ 자영업 계층 사회보장체제 확충

자료: 각 부처 예산안 및 결산 사업설명자료 참조

부 

처
사업명

회계/

기금
예산 사업 근거

정책 

분류7) 주요 내용

시장경영혁신

지원
광특 41,052

「재래시장 및 

상점가육성을 위한 

특별법」

①

시장경영지원센터, 
전국상인연합회, 

지자체 등을 

통한 경영개선 

지원 사업

소상공인지원

센터운영

(보조)
광특 13,775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①

소상지원지원

센터를 통한 

창업상담

소상공인 

지원(융자)
중진

기금4) 400,000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①

소상공인에 

대해서 

소상공인지원

센터를 통한 

융자 지원 정책

고

용

노

동

부

실업자 

직업능력 

개발지원

일반

회계
70,831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②

고용보험 미적용 

신규 실업자에게 

취업능력 제고

장기실업자 

등 창업점포 

지원

고용

보험

기금

1,590 「고용보험법」 ①

창업 희망 

장기실업자 

등에게 점포 

임대 지원

창업점포 

지원

산재

기금5) 7,185 「산업재해보상법」 ①

산재장해인에게 

창업점포 임대 

지원

실직자 

점포지원

근복

기금6) 800
「고용정책기본법」, 
「근로자복지기본법

①

실직여성가장 및 

중장년층 

장기실업자 

등에게 창업점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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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영업자 정책의 한계

제2장에서 통계청의「경제활동인구조사」자료를 기초로 한 자영업자 현황 

분석을 통해 종사상 지위별 고용구조를 산업별 ․ 연령대별 ․ 성별로 정리하였다. 분

석 결과, 우리나라의 자영업자 비중이 90년 이후 감소하고 있으며 글로벌 금융위

기를 겪으면서 자영업자의 상대적으로 급속한 감소를 경험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산업별로는 도 ․ 소매업, 숙박 ․ 음식업의 자영업자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모

습을 보이나, 여전히 비농 전산업 자영업자의 42.4%(2010년 현재)가 몰려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전반적인 취업연령 고령화 추세에 따라 50대 이상 자영

업자가 지난 20년간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60대 이상 자영업자 비중도 비농 

전산업 자영업자의 13.2%(2010년 현재)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난다. 취업자의 고

령화는 임금근로자보다는 자영업자 계층에서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고 있다. 성

별로는 남성 자영업자 비중이 증가하고 있으며, 여성 무급가족종사자는 급속히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가족 종사형 자영업이 쇠퇴하고 있음이 파악된다.

이러한 현황을 통해 볼 때 우리나라의 자영업자는 추세적으로 감소하고 있

으며 최근 금융위기를 통해 그 구조조정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청을 중심으로 한 자영업자 정책은 자영업자 진입 지

원 및 기존 자영업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금융 및 시설사업지원 위주로 구성되

어 있다. 물론 자영업 진입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지원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으나, 구조조정 과정에서 자영업에서 탈락하는 계층을 위한 정책적 지원 역시 

요구된다고 본다. 특히 우리나라의 과도한 자영업자 수준과 낮은 소득, 미흡한 복

지체계 등을 고려할 때 자영업자 대책은 적극적인 노동시장정책의 틀에서 수행되

어야 한다. 따라서 창업지원 및 경쟁력 강화를 통한 중소기업 육성 정책과 별도

로 한계 ․ 영세 자영업자의 직업전환 및 사회보장 확대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부

가될 필요가 있다. 

또한 기존에 추진되던 자영업 창업을 위한 지원대책은 필요 최소한도로 줄

일 필요가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기존 산재근로자, 장애인 등에게 지원하던 창업

점포 지원 사업을 폐지한 것은 바람직한 정책방향이라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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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향후 정책 방향

1. 정책 여건

가. 높은 자영업자 비율

우리나라의 자영업자 비율이 외국보다 높으나 이러한 사실만으로 자영업자 

비율이 과도하다고 판단하기는 이르다고 할 것이다. 소상공인진흥원(2009)의 연

구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자영업주8)의 비중은 외국에 비해 매우 높은 편이나 

자영업주의 상당수는 영세한 저소득층이며 근로빈곤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또한 OECD 30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실증연구를 한 결과 자영업

자 비중은 경제가 성장할수록 줄어들고, 실업률 수준이 낮을수록 높아지며, 소득

세 부담률이 낮을수록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며 우리나라의 자영업주는 경제 규

모나 각종 환경에 비해 과잉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하였다. 이러한 자

영업자의 과잉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도 ․ 소매업과 숙박 ․ 음식업 등에서 크게 나

타나고 있다고 파악된다.

통계청에서 2010년 12월에 발표한「2009년 기준 전국사업체조사 보고서」

에 의하면, 총 사업체수는 2009년 기준으로 329만 3,558개이며 이중 1~4인이 종

사하는 소규모 업체는 272만 3,977개로 전체의 82.7%를 차지하고 있다. 종사자

수 기준으로 ‘1~4인 사업체’에는 총 488만 1,624명이 종사하여 전체 종사자의 

29%를 차지한다. 

산업별 분류에 의하면, 도매 및 소매업에서 1~4인 사업체 76만 8,580개가 

집중되어 있으며 총 139만 4,312명이 종사하고 있다. 도매 및 소매업 중에서도 

자동차를 제외한 소매업에 총 61만 2,333개의 사업체가 있으며 이 중 93.3%에 

해당하는 57만 1,436개 업체의 종사자 규모가 1~4인으로 영세한 것으로 나타난

다. 또한 숙박 및 음식점업에 총 62만 8,078개의 업체가 있으며 종사자수는 175

8) 비임금근로자 중 무급가족종사자를 제외한 고용주와 자영주의 합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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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7,715명인 것으로 나타난다. 이중 1~4인 사업체가 56만 4,641개로서 전체의 

89.9%를 차지하며, 종사자수는 117만 3,709명이다. 숙박 및 음식점업 중에서도 

1~4인 규모의 영세 음식점업체가 37만 3,603개가 밀집되어 있다.

도매 및 소매업과 숙박 및 음식점업의 1~4인 규모의 영세사업체수는 133만 

3,221개로 전체 1~4인 규모의 사업체 272만 3,977개의 절반 가까운 48.9%에 이

르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사업체 중 도매 및 소매업과 숙박 및 음식점업에 자

영업자가 밀집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중소기업청 등이 조사한「2010년 전국 소상공인9) 실태조사 보고서」

에 의하면, 조사업체의 월평균 매출액은 990만으로 조사되었으며, 400만원 이하

인 경우10)가 전체 소상공인의 58.3%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에서 살펴본 

대로 영세자영업자가 상대적으로 몰려 있는 소매업과 숙박 ․ 음식업종의 경우 400

만원 이하의 월평균 매출 비중은 47.4%와 46.2%이다. 실질적인 소득 수준을 파

악할 수 있는 월평균 순이익을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전체 조사업체의 월평균 순

이익은 149만원으로 나타났으며, 적자 및 무수입 업체 26.8%, 1~100만원의 순

이익을 기록하고 있는 업체가 30.8%로서 100만원 이하의 순이익을 얻고 있는 

업체가 57.6%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소매업과 음식․숙박업의 경우 

100만원 이하의 순이익을 얻는 업체 비율이 각각 57.2%, 54.7%이다.

종합하면, 동 조사결과 소상공인의 절반 이상이 ‘월평균 매출 400만원 이하, 

월평균 순이익이 100만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남으로써 소규모 사업

체의 과도한 난립으로 인해 사업체 경영을 통한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11)

9) 여기서 ‘소상공인’이란 소기업 중 상시 근로자수가 5인 미만(도소매업, 음식업, 숙박

업, 서비스업 등) 혹은 10인 미만(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인 사업자를 말한다.
10) 이는 연평균 매출액 4,800만원 이하인 경우를 의미한다.
11) 다만 자영업자 소득조사의 특성상 동 설문조사 결과를 100% 신뢰하는 것은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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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적자 및 

무수입
1~100

101~

200

201~

300

301~

400
401~

평균

(만원)

전체 26.8 30.8 23.4 9.9 3.5 5.6 149.1

제조업 24.5 26.3 19.9 12.4 4.6 12.3 237.0

전기/가스/수도

/건설업
24.6 22.1 18.8 13.9 4.0 16.7 288.5

소매업 25.1 32.1 22.6 10.2 4.3 5.7 141.4

운수/통신업 21.8 34.2 41.1 2.5 0.3 0.1 99.9

숙박/음식 24.5 30.2 24.4 11.4 4.8 4.6 141.4

부동산/임대업 42.3 28.6 18.1 5.8 2.1 3.0 90.7

교육/서비스업 25.8 31.2 24.3 11.9 4.5 2.3 130.8

오락/문화/운동 30.3 31.8 23.8 9.4 2.2 2.5 111.9

수리/
개인서비스업

27.3 40.1 20.7 8.2 1.9 1.8 105.5

정보/기술/
사업서비스업

25.4 27.6 22.7 11.4 4.8 8.0 158.8

[표 11] 업종별 월평균 순이익 현황 

(단위: %)

자료: 중소기업청 등, ‘2010년 전국 소상공인 실태조사 보고서’, 2010. 7

나. 임금근로자에 비해 미흡한 공적 보험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체계는 국민연금 ․ 건강보험 ․ 고용보험 ․ 산재보험의 4대 

공적 보험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타 연금 수급자 등 일정 조건에 부

합하는 국민을 제외한 모든 국민이 가입할 수 있으며 크게 사업장가입자와 지역

가입자로 구분되어 있다. 사업장가입자는 1인 이상을 고용하는 사용자 및 사업체

에 고용된 근로자가 대상이며, 앞에서 살펴본 자영업자 분류에 의할 경우 1인 이

상의 임금근로자를 고용한 고용주의 경우 사업장가입자가 된다. 고용한 임금근로

자 없이 혼자 사업을 영위하는 자영자의 경우에는 지역가입자에 포함된다. 기본

적으로 국민연금은 의무가입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자영자의 경우에도 국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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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에 가입하여야 한다. 단, 사업장 가입자인 임금근로자의 경우 연금보험료의 

50%(보험료율 기준으로 기준소득월액의 9% 중 4.5%)를 사용자가 부담하는 반

면 지역가입자의 경우 기준소득월액의 9% 전체를 연금보험료로 납부해야 하며, 

임금근로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연금보험료율 부담이 높다고 할 수 있다.12) 

건강보험의 경우에도 모든 국민이 의무가입 대상자가 된다. 직장가입자의 경

우 보수월액의 5.64%의 보험료율을 적용받으며 지역가입자의 경우 가입자의 소

득, 재산,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참가율을 참작하여 정해진 부과요소별 점수를 합

산한 보험료부과점수에 점수 당 금액을 곱하여 보험료를 산정한다. 건강보험의 

경우에도 도서벽지 지역 근로자의 경감 등 기타 보험료 경감 제도가 있다.

고용보험은 임금의 일정수준을 보험료로 납부하고 비자발적인 실직 등의 경

우 실업급여 등을 수령하는 제도로서 임금근로자를 중심으로 한다. 1995년에 시

작한 고용보험은 1998년부터 1인 이상 전사업장으로 적용대상이 확대되었으나 

자영업자를 비롯한 비임금근로자는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상황

이었다가 지난 7월「고용보험법」개정으로 실업급여에 임의 가입할 수 있게 되었

다. 우리나라의 임금근로자 비중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나 여전히 자영업

자 비중이 2010년도 기준 28%를 넘고 있다는 측면에서 볼 때 고용보험의 사각

지대가 크다. 또한 고용보험 적용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임시 근로자 등 비정규직 

근로자 중 고용보험에 가입된 비율 역시 상대적으로 낮은 상황이다.13) 

산재보험의 경우, 기본적으로 고용주가 고용한 근로자의 재해, 질병 등에 처

했을 경우 고용주의 재해보상부담을 국가가 운영하는 보험화하여 대처하기 위해 

만들어졌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조 및「근로기준법」제2조에 의할 때 산재

보험은 근로자14)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서 개인사업을 영위하는 고용주 또는 

자영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12) 1995년부터 지역가입자 중 농어민 가입자의 연금보험료 부담을 경감시켜주기 위하

여 보험료의 50%를 국가에서 보조해 주고 있다.
13) 2010년 8월 통계청에서 실시한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근로형태별)’에 따르면, 

비정규직 노동자의 41.0%만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이 중 시간제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은 10.7%, 비전형 근로자의 경우 28.6%에 그쳤다.
14)「근로기준법」상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

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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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영업자 정책의 방향

「경제활동인구조사」의 분석 결과 우리나라의 자영업자는 90년대 이후 그 

비중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1997년~1998년의 외환위기로 인한 경기침

체 시기에는 임금근로자의 감소가 상대적으로 컸으며 글로벌 금융위기에서는 자

영업자가 상대적으로 급속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자영업자의 구조조정이 빠

르게 진행되고 있음이 파악되었다. 산업별로는 도 ․ 소매, 숙박 ․ 음식업종을 중심으

로 경제활동인구의 감소가 두드러진다. 또한 고령화의 진행에 따라 60대 이상 고

령자의 자영업 영위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모습이다. 

특히 1~4인 미만의 영세사업체 중 도 ․ 소매, 숙박 ․ 음식업종 등 전통적인 영

세 자영업종의 비중이 여전히 전체 1~4인 사업체의 48.9%를 차지할 정도로 높

은 상황이며, 매출 수준 및 소득 수준 역시 소상공인의 50% 이상이 연매출 

4,800만원 미만, 월평균 소득 100만원 미만인 것으로 나타나 사업 유지에 곤란을 

겪고 있는 계층이 많을 것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자영업 계층의 급속한 구조조정과정에서 폐업 등으로 일자리를 잃은 

자영업자를 위한 사회안전망은 임금근로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판

단된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모든 국민이 가입하도록 강제되어 있으나, 국민연

금의 경우 자영자 계층이 주로 가입하는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임금근로자

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으며, 가입된 자의 보험료 납부율도 매우 낮은 상황이다. 

또한 고용보험의 경우 영세 자영업자 계층을 위한 임의가입제도가 도입되어 있으

나 가입률이 저조하거나 아직 제도가 시행되지 않아 한계 상황에 처한 영세 자영

업자가 폐업, 질병, 재해 등으로 일자리를 잃게 될 경우 사회보장혜택도 미흡하다. 

이러한 자영업의 상황에서 정책수단으로 강구할 수 있는 것은 크게 3가지라

고 할 수 있다. 먼저 현재 영위하고 있는 자영업을 보다 경쟁력 있게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이는 주요 자영업 계층인 소상공인의 생산성을 높이고 

경쟁이 치열한 음식업, 소매업 등에서 기타 분야로의 전환을 유도하는 것이다. 둘

째 자영업을 포기하고 비경제활동인구 또는 임금근로자로 전환하는 계층을 위한 

직업훈련 등을 확대하여 원활한 전환을 유도하는 것이다. 이는 30대, 남성 자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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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등 이번 글로벌 금융위기 상황에서 가장 급속하게 감소한 계층에게 특히 중요

한 과제라고 본다. 마지막으로 임금근로자보다 상대적으로 미흡한 사회보장체계

를 보완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특히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국민연금의 자영자 

계층 가입률을 제고해야 하며, 현재 추진되고 있는 고용보험 실업급여의 자영업

자 임의 가입 제도를 성숙시킬 필요가 있다.

가. 자영업자 금융 지원 정책의 전환

자영업의 창업이 기업가 정신(entrepreneurship)의 발현이라는 측면에서 촉발

되는 것인지, 경기침체로 인해 자영업 부문으로 밀려난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활

발하게 진행되어 왔다. 우리나라의 경우 사업기회 확보를 통한 자발적인 창업의 

비중은 낮은 반면에 다른 일자리를 찾지 못해 비자발적으로 창업하는 비중이 높

다는 것이 일반적인 연구 결과이다. 김기승(2006)의 연구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경우 자영업 시작은 경기상황이 악화되고 임금근로자의 실업이 늘면서 비자발적

으로 밀려난(pushed) 측면이 강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저학력자 계층의 경

우 경기상황이 나빠질수록 자영업 진출이 많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소상공인으로의 진입을 유도하거나 자영업 영위를 지속하게 하기 

위한 금융지원 정책은 신중히 이행될 필요가 있다. 

현재 자영업 유지 및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으로 추진되는 주요 사업은 

자금지원부문, 기술 개발 지원 등으로 크게 분류할 수 있다. 이 중 소상공인에 특

화된 자영업 창업 및 유지 지원을 위한 ‘소상공인 지원(융자)’ 사업에 2011년도 

예산 4,000억원이 편성되었다. 

동 사업은 소상공인에게 창업 및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소상공인에게 

최대 5년간 5천만원 한도를 원칙으로 융자를 수행하는 사업이다. 대출금리는 공

공자금관리기금의 대출 금리에서 0.13%p 차감한 금리를 기준으로 한다. 소상공

인 지원(융자) 사업은 소상공인 일반을 대상으로 한 대출사업15)으로서 정책 대상

범위가 광범위하다. 이에 따라 2011년 기준으로 최근 3년 업체당 평균지원금액

15) 소상공인 융자사업은 담배, 주류 도매업 등 일부 서비스 업종을 제외한 소상공인 전

체를 대상으로 하는 재정융자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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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2,600만원으로 소액이며 소상공인의 일시적인 경영안정을 위한 자금이라는 성

격이 강하다. 

일반적으로 자영업자를 위한 정책금융사업은 지원업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사업의 초기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으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정

책금융에 의해 성공적으로 정착한 소기업이 ‘독자생존이 가능한 현존하는’ 기업

을 구축하는 효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Parker(2009)에 의하

면 영국의 경우 정부 지원을 받는 소매업, 요식업 및 자동차 수리업종의 경우 이

러한 구축효과가 크게 발생하여 자금지원 대상에서 배제한 경험이 있다. 

현재 소상공인 지원융자 사업은 사업의 초기 정착 또는 신규 창업에 중점을 

두기 보다는 기존의 한계 자영업자 생계 수단 연장에 정책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중소기업청에서 소상공인 지원 융자를 ‘정책목적대상16)’ 자

금과 ‘나들가게’ 지원자금 등으로 구분하여 시행하는 것은 동 사업을 신성장 업

종 및 경쟁력 있는 업종에 보다 집중하도록 함으로써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본다. 

다만, 동 사업의 주요 자금이 여전히 우선지원자금17)(2011년도 4,000억원 예산 

중 1,850억원)에 투입되고 있어, 동 융자금의 성격 역시 디자인, 컨설팅 등의 사

업서비스업, 사회복지서비스업 등 신성장 업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

으로 특화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나. 임금근로자로의 전환 정책 확대

한국노동연구원의 연구(이승렬 등, 2009)에 따르면, 자영업자가 6년 이상을 

연속하여 자영업자로 남는 경우는 50%를 조금 넘는 수준이라고 한다. 또한, 자

영업 구조조정으로 사업을 포기한 자영업자가 상용근로자로 전직하기 위해서는 

중고령층이거나 기술(기능)이 낮아서는 전직이 힘들다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류

재우 ․ 최호영(1999)의 연구에 따르면, 전직을 경험한 자영업주의 46%는 다시 자

영업으로 복귀하였으며 41%는 임시근로와 일용근로로 전직하였다는 사실이 확

16) 프랜차이즈 가맹점 사업자, 신사업개발 창업자, 장애인 창업자 등 정부의 정책적 지원 

사업에 참여한 소상공인 및 재해피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자금이다.
17) 중소기업청장이 정한 교육을 이수한 소상공인 일반에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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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되었다. 즉, 영세(한계) 자영업자는 자영업자-무직자-임시(일용)근로자-자영업자

로 순환되는 저소득-저임금의 악순환 고리에 빠져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정부는 폐업한 자영업자의 임금근로자 전환을 위한 정책적인 노력을 간헐적

으로 기울여 왔으나, 사업 성과의 미흡으로 현재는 대부분 없어진 상태이다.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일반회계의 신규실업자등 직업훈련사업의 영

세자영업자 직업훈련의 경우 매년 20여억원을 투입하였으나 참여자가 지속적으

로 감소하고, 참여자의 취업률이 20% 내외에 그쳤다. 2011년 현재 동 사업은 별

도의 내역사업을 분리하고 있지 않다. 이는 동 사업 참여자가 현재 자영업을 보

다 잘 운영하기 위한 방안으로 교육훈련에 참여하는 측면이 크다는 점에도 기인

하며, 자영업 영위 과정에서 교육 훈련을 받을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는 측면도 

작용한다.

훈련연도
참여

인원

수료

인원

중도

탈락인원

중도

탈락률

취업인원

취업률
계

조기

취업

수료 후

취업

2006년 2,544 1,911 601 23.6 198 26 172 10.2

2007년 2,540 2,063 428 16.9 247 46 201 11.7

2008년 2,228 1,729 403 18.1 219 58 161 12.5

2009년 2,073 1,572 389 18.8 358 81 277 21.7

2010년 1,016 754 190 18.7 183 45 138 22.9

[표 12] 영세자영업자 직업훈련 사업의 훈련 성과

(단위: 명, %)

주: 1. '06.~09.은 익년도 말 기준, '10년은 '11년도 7월말 기준

2. 취업률 = (조기취업+수료후취업)/(수료인원+조기취업)
자료: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관

자영업자 현황에서 살펴본 바대로 자영업자의 평균 연령이 상승하고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의 영세자영업자 직업훈련을 통한 40대 이상의 참여자의 취업률

이 20~30대에 비하여 낮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이는 40대 이상의 경우 임금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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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로의 전직이 여의치 않으며 기존 자영업을 지속적으로 영위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방증한다고 판단된다.

연령 실시인원 수료인원
조기

취업인원

수료후

취업인원

취업인원

합계
취업률(%)

합계 1,016 754 45 138 183 22.9

19세 

이하
1 1 0 0 0 0

20~29세 48 31 6 15 21 56.8

30~39세 212 153 13 33 46 27.7

40~49세 396 294 15 51 66 21.4

50~59세 249 193 8 28 36 17.9

60세 

이상
110 82 3 11 14 16.5

[표 13] 2010년도 영세자영업자 직업훈련 참여자의 연령별 취업률 현황

(단위: 명, %)

주: 2011년도 7월말 기준

자료: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관

따라서 고령자의 창업지원 등 정책지원보다는 현재 임금근로자의 실질 정년 

연장(임금피크제의 확대 등) 등을 통해 자영업 진입을 최대한 억제하는 동시에, 

20~30대 영세(한계) 자영업자의 임금근로자로의 전환을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 

지원 등을 세밀하게 개발하고,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다. 사회보장체제 강화

(1) 국민연금 납부율 제고

임금근로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국가 사회보장체제의 보호를 덜 받고 있는 자영

업자는 국민연금 가입률이 낮으며 고용보험에도 임의적으로 가입할 수 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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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의 경우, 현재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는 종사상 지위별로 구분된 가

입자 통계를 생산하고 있지 않다.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 등의 유형별로 구

분된 통계를 살펴보면, 2011년 6월 현재 지역가입자는 총 858만 6천명이다. 국

민연금은 소득이 낮을수록 연금액의 소득대체율이 높아 소득재분배 기능을 한다. 

이러한 측면을 고려하면 소득이 낮을수록 국민연금에 가입할 유인이 높음에도 불

구하고, 지역가입자의 57.2% 가량인 491만 4천명이 납부예외자이며, 13.2%인 

113만 4천명이 13개월 이상 체납한 장기체납자라는 점은 국민연금 보험료를 낼 

경제적 유인이 낮거나 경제적 능력이 부재한 것으로 평가18)할 수 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가입자 통계를 보다 세밀하게 작성

할 필요가 있다. 현재 통계는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등 가입유형별로만 생

산되고 있어 종사상 지위별 가입자 현황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불가능하다. 따라

서, 전체 국민연금 가입자 중 자영업자의 비중이 얼마인지, 납부율 및 징수율이 

얼마인지에 대한 보다 명확한 판단이 필요하다.19) 이후 이러한 통계적 기초를 가

지고 영세(한계) 자영업자에 대한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의 필요성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저소득지역가입자에 대한 국민연금보험료를 3년간 한

시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하였으나, 2011년도 본예산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보건복지부는 보험료의 50%를 정부가 매칭 지원할 경우 향후 기초생활수급자 급

여 절감과 차상위계층의 탈수급으로 인해 순(純)재정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저소득지역가입자에 대한 재정지원은 본인부담에 기초한 사회보장

이라는 국민연금의 취지에 맞지 않으며, 기타 사회보험제도에서도 재정지원의 여

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반대되는 의견도 있는 상황이다. 

18) 국민연금연구원(2008)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납부예외사유는 대부분(86.7%, 2008년 

6월 기준) 실직 ․ 휴직 ․ 사업중단 등 경제적 문제에 기인한다. 또한, 국민연금 납부예

외자와 체납자가 많이 발생하는 요인으로 ‘경기침체에 따른 저소득’, ‘사업장가입자

에 비해 지역가입자에게 보완적인 다른 급여제도의 부재’, ‘주거지 및 소득정보 인

프라 미흡 등’을 들고 있다.
19) 단, 통계청에서 연도별로 실시하는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비임금근로)’에서는 

비임금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률 현황을 산출하고 있다. 동 조사에 따르면, 2010년 

현재 자영업자의 34.3%가 국민연금 미가입자이며, 특히 자영자의 39.7%가 미가입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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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로 인해 자영업자의 평균 연령이 높아지는 상황이며, 사적 연금보험제

도가 충분히 성숙하지 않은 우리나라에서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연금을 통

해 영세 자영업자 생계보호를 강화할 필요성은 있다고 판단된다. 다만, 대부분의 

선진국은 농어민을 제외한 자영업자의 국민연금 보험료율의 전부를 자영업자가 

부담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는 있다20). 이 같은 여건에서 영세 자영업자의 

국민연금 가입 및 납부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으로 일정소득 이하의 자영업자에 

대해 정부의 직접적인 재정투입을 통한 보험료 보조 방식을 활용할 것인지, 아니

면 보험료 대납제도 등을 통해 저소득 자영자의 보험료 부담을 일시적으로 유예시

켜 줄 것인지 등 다양한 방안21)에 대해 제도의 효과성, 재정부담 등을 고려하여 

신중히 판단해야 할 것이다. 

한편 자영업자의 국민연금 가입률 제고를 위한 지원에 앞서 자영업자의 소

득파악능력 확대 등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고용주의 경우 93% 가량이 

사업자 등록이 있는 개인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반하여, 자영자는 사업체 등

록 없이 자영업을 영위하는 경우가 40%를 넘는 것으로 보여 정확한 소득 파악이 

여전히 쉽지 않은 상황인 것으로 판단된다.

20) Jongkyun Choi, 'Pension Schemes for the Self-Employed in OECD Countries', 
OECD Social, Employment and Migration Working Papers, No. 84

21) 국민연금연구원(2008)의 연구에서는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단기 방안으로 

‘저소득층 보험료 대납 방안’, ‘저소득 체납자의 납부예외 전환’ 등을 제시하고, 장

기 방안으로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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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8월

비임금근로자
고용주 자영자

무급가족

종사자

전   체 100.0 100.0 100.0 100.0

사업자 등록이 

있는 개인사업체
62.5 92.9 53.5 56.7

사업자 등록이 

없는 개인사업체
37.5 7.1 46.5 43.3

[표 14] 비임금 근로자 소속 사업체의 조직형태

(단위: %)

자료: 통계청,「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비임금근로자)」, 2010. 10

(2) 고용보험 제도 성숙

지난 7월에 통과된 개정「고용보험법」에 따라 자영업자도 실업급여에 임의

가입22)할 수 있게 되었다. 2005년 12월부터는 고용보험의 고용안정 ․ 직업능력개

발훈련23)에 영세자영업자가 임의가입할 수 있도록 개방되었으나, 2010년 12월말 

현재 가입자는 5,605명에 그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2010년도 자영업자 직업

훈련을 위한 근로자능력개발지원금 상 수강지원금 지출액이 7억 6,400만원에 불

과하다. 이렇게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고용안정 ․ 직업능력개발계정) 가입이 저조

한 것은 현업을 유지하고 있는 자영업자의 직업능력개발훈련에 대한 참가의향이 

높지 않으며, 자영업자를 위한 특화된 과정이 부족한 상황과도 관련된다.

2012년 1월부터 시행되는 자영업자의 실업급여 가입 제도에 따라 자영업자

가 일정한 요건을 충족24)하는 폐업을 한 경우 소정의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

22) 이번 법률 개정으로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50인 미만을 고용하고 있는 사

업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자에 대해서도 고용안정 ․ 직업능력개

발사업, 실업급여에 임의가입할 수 있게 되었다.
23) 2005년 12월 7일「고용보험법」개정에 따라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5인 미

만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에 대해서도 동 사업의 활용을 위해 임의가입할 수 있도

록 되었다.
24)「고용보험법」제69조의3(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구직급여는 폐업한 자영업자인 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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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실업급여는 직업능력개발사업과 달리 매출의 급감 등 

의도치 않은 사유로 인한 폐업을 전제로 지급되는 것으로서 영세 자영업자의 폐

업 후 생활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폐업 사유에 따른 수급

자격을 제한함에 있어 매출액의 급격한 감소를 어느 정도 수준으로 볼 것인지 등

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바,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수급요

건 제한을 대통령령으로 격상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는 있다고 본다. 대통령령

으로 규정할 경우,「국회법」제98조의2(대통령령등의 제출등)25)에 의해 소관상임

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1. 폐업일 이전 24개월간 제4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로서 갖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通算)하여 1년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폐업사유가 제69조의7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고용보험법」제69조의7(폐업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제69조의3에도 불구하

고 폐업한 자영업자인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직업안정

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1. 법령을 위반하여 허가 취소를 받거나 영업 정지를 받음에 따라 폐업한 경우

    2. 방화(放火) 등 피보험자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폐업한 경우

    3. 매출액 등이 급격하게 감소하는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아닌 경우로

서 전직 또는 자영업을 다시 하기 위하여 폐업한 경우

    4.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폐업

한 경우
25)「국회법」제98조의2(대통령령등의 제출등)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이나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대통령령·총리령·부령·훈령·
예규·고시등이 제정·개정 또는 폐지된 때에는 10일이내에 이를 국회 소관상임위원회

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의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하는 때(입법예고를 생

략하는 경우에는 법제처장에게 심사를 요청하는 때를 말한다)에도 그 입법예고안을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기간 이내에 이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소관상임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상임위원회는 위원회 또는 상설소위원회를 정기적으로 개회하여 그 소관중앙행

정기관이 제출한 대통령령·총리령 및 부령(이하 이 조에서 "대통령령등"이라 한다)
에 대하여 법률에의 위반여부등을 검토하여 당해대통령령등이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내

용을 통보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통보받은 내용에 대한 처리 계

획과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소관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전문위원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당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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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가 확정된 안이 아닌 입법예고안에 대한 사전적인 검토가 가능하다는 측면

에서 제도운영에서 국회의 통제가 강화된다.

또한, 고용보험의 실업급여계정에서 자영업자 계정을 별도로 설치하는 것은 

고용보험 재정안정의 측면에서 바람직하다. 다만 ‘자영업자계정’의 수지 균형을 

위해 상대적으로 높은 보험료율26) 설정이 필요한 상황에서 가입유도가 쉽지 않

을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자영업자의 역선택에 의해 기금 지출이 예상보다 확대

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제도도입 초기에 가입률 제고 및 기금 지출의 안정성 확보

를 위한 정책적 방안 마련 및 적정 보험료율 산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위원에게 제공한다.
26) 2009년 12월 21일에 정부가 제출한「고용보험법」일부개정법률안의 재정추계에 따

르면, 자영업자의 피보험기간을 1년으로 하고, 가입대상자 중 6.5%가 가입할 경우 

기금재정 적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2% 수준의 보험료율 설정이 필요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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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요약 및 결론

우리나라 자영업자 고용비중은 OECD 최상위권에 속하며, 유사한 성장경로

를 따라가고 있는 일본에 비해 18%p 높다. 우리경제가 경험한 IMF 외환위기 때

에는 임금근로자의 급속한 감소 등으로 야기된 비자발적인 자영업 창업이 상대적

으로 큰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의 경우에는 고용감소의 대

부분이 자영업자 계층에서 발생하였다. 특히 자영업자들이 주로 종사하는 음식 ․
숙박업, 도 ․ 소매업 등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대형화로 인한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

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영향으로 전체 자영업자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감소하

고 있는 가운데, 영세 자영업자의 상대적인 어려움은 가중되는 추세에 있다. 

통계청의「경제활동인구조사」를 토대로 구체적인 자영업자 현황을 산업별 ․  
연령별 ․ 성별로 살펴본 결과, 우리나라의 자영업자는 1990년대 이후 그 비중이 

감소하고 있다. 산업별로는 도 ․ 소매, 숙박 ․ 음식업종을 중심으로 경제활동인구의 

감소가 두드러진다. 또한 고령화의 진행에 따라 60대 이상 고령자의 자영업 영위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모습이며 남성 자영업자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증가하고 있

다. 이는 여성 무급가족종사자의 감소에 기인한 바가 크다. 지난 글로벌 금융위기

에서는 30대 ․ 남성 ․ 자영자의 숫자가 가장 급속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이 계

층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한편, 1~4인 미만의 영세사업체 중 도 ․ 소매, 숙박 ․ 음식업종 등 전통적인 영

세 자영업종의 비중이 여전히 전체 1~4인 사업체의 48.9%를 차지할 정도로 높

은 상황이며, 매출 수준 및 소득 수준 역시 소상공인의 50% 이상이 연매출 

4,800만원 미만, 월평균 소득 100만원 이하인 것으로 나타나 사업 유지에 곤란을 

겪고 있는 계층이 많을 것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자영업 계층의 급속한 구조조정과정에서 정책지원의 필요성이 대두

된다. 먼저, 현재 영위하고 있는 자영업을 보다 경쟁력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지

원하거나, 신규 창업을 지원하는 것이다. 둘째, 자영업을 포기하고 비경제활동인

구 또는 임금근로자로 전환하는 계층을 위한 직업훈련 등을 확대하여 원활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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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을 유도하는 것이다. 이는 30대, 남성 자영자 등 이번 글로벌 금융위기 상황에

서 가장 급속하게 감소한 계층에게 특히 중요한 과제라고 본다. 마지막으로, 임금

근로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혜택이 미흡한 사회보장체계를 보완하는 작업이 필요

하다. 특히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국민연금의 자영업자 계층의 가입률 및 납부율

을 제고해야 하며, 현재 추진되고 있는 고용보험 실업급여의 자영업자 임의 가입 

제도를 성숙시킬 필요가 있다.

2005년도의「영세자영업자 대책」은 정부 최초의 자영업자 관련 종합대책이

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었으며, 특히 자영업자 컨설팅 강화, 전직지원 ․ 재취업 

프로그램 확대, 프랜차이즈화 등의 정책 방향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동 대책에서는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사회보장체제의 확충에 대한 내용이 부재하

였다는 한계를 갖는다.

2009년도 이후의 각 부처별 예산 사업을 중심으로 정책의 방향성과 성과를 

고찰하여 보면, 중소기업청의 경우 주로 중소기업 대상 산업금융지원, 산업기술지

원(R&D) 사업에 재정적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며, 소상공인 ․ 재래시장 지원 프로

그램 등 영세 자영업자 지원 사업 예산은 전체 중소기업청 예산의 10% 내외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각 부처의 소상공인 등 지원 예산을 살펴보면 

주로 기존 자영업자의 경쟁력 제고 등 산업정책적 측면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이러한 정책과 별도로 영세 자영업자의 직업전환과 사회보장 확대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부가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먼저, 자영업자 금융 지원 정책의 집중이 필요하다. 밀려난 창업이 상대적으

로 많은 우리나라에서 경쟁이 치열한 소상공인 업종에 대한 진입을 지원하기 위

한 금융 융자 사업 등은 신중하게 수행할 필요가 있다. 특히, 2011년도에 4,000

억원을 투입한 소상공인 지원(융자) 사업의 경우 소상공인 일반을 대상으로 한 

사업으로 대상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사업 목적이 기존 한계 자영업자의 생계 

수단 연장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측면에 문제가 있다. 따라서, 동 사업 예산

은 신성장 업종 및 사업 초기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로 집중할 필요가 있다.

둘째, 임금근로자로의 전환을 위한 지원 사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기존연

구에 따르면 영세(한계) 자영업자는 자영업자-무직자-임시(일용)근로자-자영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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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순환되는 ‘저소득-저임금’의 악순환에 빠져 있을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폐업

한 자영업자의 임금근로자 전환을 위한 정책적인 노력을 간헐적으로 기울여 왔

다. 그러나 영세자영업자 직업훈련의 경우 참여자가 부족하고, 참여자의 취업률이 

20% 내외로서 미흡하였다. 자영업자 현황에서 살펴본 바대로 자영업자의 평균 

연령이 상승하고 있으며, 40대 이상의 경우 자영업자 직업훈련 사업을 통한 임금

근로자 전환율이 20~30대에 비하여 낮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따라서 고령자의 

창업지원 등의 정책지원보다는 현재 임금근로자의 정년 연장 등을 통해 자영업 

진입을 최대한 억제하는 동시에, 20~30대 영세(한계) 자영업자의 임금근로자 전

환을 위한 교육 훈련 지원 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셋째, 국민연금 가입 ․ 납부 확대 및 고용보험 실업급여제도의 안착이 필요하

다. 국민연금의 경우 소득이 낮을수록 연금액의 소득대체율이 높아 소득재분배 

기능을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소득이 낮을수록 국민연금에 가입할 유인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지역가입자의 60% 가량이 납부예외자이며, 13%가 장기체납

자라는 점은 국민연금 보험료를 낼 유인이 낮거나 경제적 능력이 부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가입자 통계를 보다 세밀하게 작

성할 필요가 있으며, 사적 연금보험제도가 충분히 성숙하지 않은 우리나라에서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연금을 통한 영세 자영업자 생계보호를 강화할 필요

성은 있다고 판단된다. 다만, 지역가입자의 가입률 및 납부율 제고를 위한 구체적

인 정책 방안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고용보험의 경우, 내년 1월부터 자영업자가 실업급여 제도에 임의가입이 가

능하게 되었다. 동 제도는 영세 자영업자의 폐업 후 생활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현재「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 지급제한 사유를 고용노

동부령에 정하도록 한 부분을 대통령령으로 상향시키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

으며, 자영업자 계정의 수지균형과 가입률 제고를 위한 적정 보험료율 설정이 필

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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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처
사업명

회계/

기금
예산 사업 근거

정책 

분류
주요 내용

지

식

경

제

부

프랜차이즈 

산업 활성화
일반 350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자영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프랜차이즈 

산업 활성화 방안 (’09. 9)

①

가맹점 창업 

활성화를 위해 

프랜차이즈 

전문인력 양성

중소유통도매

물류센터 

건립

구) 
균특3) 300 「유통산업발전법」 ①

물류 공동화 및 

물류단계 축소를 

위한 

공동물류센터 

건립 

중

소

기

업

청

소상공인 

경쟁력 제고
일반 24,031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①

소상공인진흥원 

보조를 통한 

소상공인 

정책개발 및 

지원인프라 구축

소상공인지원

센터운영

(보조)
일반 14,689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①

소상지원지원

센터를 통한 

창업상담

상권정보제공

시스템
일반 500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①

지역별 ․
업종별로 

상권정보 제공

시장경영혁신

지원
일반 28,710

「재래시장 및 

상점가육성을 위한 

특별법」

①

시장경영지원센터, 
전국상인연합회, 

지자체 등을 

통한 경영개선 

지원 사업

전통시장시설

현대화

구) 
균특3) 171,700

「재래시장 및 

상점가육성을 위한 

특별법」

①

전통시장․상점가의 
시설개선을 위한 

보조 정책

소상공인 

지원(융자)
중진

기금4)
1,000,00

0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①

소상공인에 

대해서 

소상공인지원센

터를 통한 융자 

지원 정책

폐업자영업자

전업지원

중진

기금
100,000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②

폐업 자영업자의 

전업지원을 위한 

자금 융자

[부표 1] 2009년 자영업자 지원 주요 예산 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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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중소기업청 사업 중 소상공인 지원 사업을 중심으로 선별하였음.
2. 중소기업청 사업 중 ‘전통시장시설현대화(제주)’ 등 세부사업에서 제주계정

   으로 별도로 편성된 사업은 제외하였음.
3. 현재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로 변경되기 전의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4.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5.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6.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7. 근로자복지진흥기금

자료: 각 부처 예산안 및 결산 사업설명자료 참조

부 

처
사업명

회계/

기금
예산 사업 근거

정책 

분류
주요 내용

고

용

노

동

부

신규실업자등 

직업훈련

(영세자영업

자 훈련)

일반

회계

120,253
(2,122)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②

고용보험 미적용 

신규 실업자에게 

취업능력 제고

장기실업자 

등 창업점포 

지원

고용

보험

기금

10,000 「고용보험법」 ①

창업 희망 

장기실업자 

등에게 점포 

임대 지원

자영업 

전대지원

장고

기금5) 2,500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①

창업 희망 

장애인에게 

영업장소를 전대

자영업 

창업융자

장고

기금
2,500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①

창업 희망 

장애인에게 

창업자금을 융자

창업점포 

지원

산재

기금6) 7,185 「산업재해보상법」 ①

산재장해인에게 

창업점포 임대 

지원

실직여성가장 

점포지원

근복

기금7) 500
「고용정책기본법」, 
「근로자복지기본법

①

실직여성가장에게 
생계형 창업점포 

지원

장기실업자 

점포지원

근복

기금
1,100

「고용정책기본법」, 
「근로자복지기본법」

①

중장년층 

장기실업자 

등에게 창업점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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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처
사업명

회계/

기금
예산 사업 근거

정책 

분류
주요 내용

지

식

경

제

부

프랜차이즈 

산업 활성화
일반 300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자영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프랜차이즈 

산업 활성화 방안 (’09. 9)

①

가맹점 창업 

활성화를 위해 

프랜차이즈 

전문인력 양성

중

소

기

업

청

소상공인 

경쟁력 제고
일반 32,651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①

소상공인진흥원 

보조를 통한 

소상공인 

정책개발 및 

지원인프라 구축

선진형 

스마트샵 

육성

일반 11,000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①

기업형 슈퍼마켓 

대책의 일환으로 

동네슈퍼를 

선진형 

스마트샵으로 

육성

시니어창업

육성
일반 3,000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①

시니어의 준비된 

창업을 위해 

교육프로그램 등 

제공

전통시장 및 

중소유통물류

기반조성

광특3) 156,834

「재래시장 및 

상점가육성을 위한 

특별법」,
「유통산업발전법」

①

물류 공동화 및 

물류단계 축소를 

위한 

공동물류센터 

건립, 
전통시장․상점가

의 시설개선을 

위한 보조 정책

시장경영혁신

지원
광특 36,924

「재래시장 및 

상점가육성을 위한 

특별법」

①

시장경영지원센터, 
전국상인연합회, 

지자체 등을 

통한 경영개선 

지원 사업

소상공인지원

센터운영

(보조)
광특 14,480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①

소상지원지원센

터를 통한 

창업상담

[부표 2] 2010년 자영업자 지원 주요 예산 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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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중소기업청 사업 중 소상공인 지원 사업을 중심으로 선별하였음.
2. 중소기업청 사업 중 ‘전통시장시설현대화(제주)’ 등 세부사업에서 제주계정으

   로 별도로 편성된 사업은 제외하였음.
3.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4.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5.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6.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7. 근로자복지진흥기금

자료: 각 부처 예산안 및 결산 사업설명자료 참조

부 

처
사업명

회계/

기금
예산 사업 근거

정책 

분류
주요 내용

소상공인 

지원(융자)
중진

기금4) 300,000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①

소상공인에 

대해서 

소상공인지원센

터를 통한 융자 

지원 정책

고

용

노

동

부

신규실업자등 

직업훈련

(영세자영업

자 훈련)

일반

회계

83,794
(2,216)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②

고용보험 미적용 

신규 실업자에게 

취업능력 제고

장기실업자 

등 창업점포 

지원

고용

보험

기금

9,000 「고용보험법」 ①

창업 희망 

장기실업자 

등에게 점포 

임대 지원

장애인 

고용증진 

융자

장고

기금5) 4,750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①

창업 희망 

장애인에게 점포 

임대 자금 융자 

등

창업점포 

지원

산재

기금6) 7,185 「산업재해보상법」 ①

산재장해인에게 

창업점포 임대 

지원

실직자 

점포지원

근복

기금7) 1,093
「고용정책기본법」, 
「근로자복지기본법

①

실직여성가장 및 

중장년층 

장기실업자 

등에게 창업점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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