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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

본 연구는 민간기업에서 운영되고 있는 기업 퇴직자 대상 창업교육 프로그램의 사례연

구를 통해 기존에 창업교육을 운영 중인 타 기관에 창업교육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나아가 민간기업 차원에서의 창업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국내 민간기업 중 체계적인 창업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A사를 사례로 선정하였다.

A사는 2001년 9월에 퇴직자의 전직지원을 위해 경력컨설팅센터를 설립하였고, 이후 양

적, 질적인 확대를 통해 4곳의 상담센터와 12명의 전문 컨설턴트를 갖추게 되었다. 2014

년부터는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현재까지 총 6회차를 운영하였다. A사의 창업

지원 프로그램은 ‘기본 익히기’, ‘응용하기’, ‘심화 다지기’ 등 크게 3단계로 구성되어 있

으며, 교육에 참여하는 대상자들은 주로 40 ~ 50대의 퇴직자들로 교육초기에는 다소 소

극적인 모습을 보이지만, 교육이 진행됨에 따라 창업에 대한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게 되

고 결국은 100세 인생을 대비한다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

습을 보이게 되었다.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민간기업에서 운영하고 있는 창업교육에

대한 연구가 기업군별, 교육대상 창업분야별로 더욱 세분화된 후속연구로 이어지길 기대

해 본다.

핵심 되는 말 : 퇴직자, 창업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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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인류는 수명연장에 따라 더 오랜 시간을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추세

에 발맞추어 우리나라에서도 2016년 1월부터 정년을 60세로 연장하는 법안이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의 사업장 및 공공기관에서 시행되었다. 그러나 2000년대 후반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지속되고 있는 국내 경기침체는 기업의 체질을 약화시켰으며, 이는 정년 연장과는 무

관하게 60세를 다 채우지 못하고 비자발적으로 퇴직하여야 하는 조기퇴직자를 양산하는 주

된 원인이 되었다. 더구나 약 712만명에 이르는 베이비붐 세대가 주 퇴직연령대에 진입함에

따라 퇴직을 앞둔 중장년 세대의 구직난이 본격화(조윤아·박인규·문윤걸, 2015)되고 있다.

이처럼 한창 경제활동에 전념해야 할 나이에 직장에서 밀려나 구직난을 겪고 있는

중장년 퇴직자들은 창업을 재취업에 대한 불가피한 대안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

다. 원래 창업을 원했던 것이 아니라, 좁아진 재취업 시장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생계

형 창업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준비 없는 창업은 또 다

른 실패만 야기하기 마련이다. 창업 준비자들이 제대로 된 준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창업에 나서는 것을 막고, 창업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교육이 요구되고

있다. 정부도 창업을 활성화함으로써 침체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다양한 정

책적 시도를 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청 등의 정부부처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앞 다

투어 창업지원사업 및 창업교육을 실시하고 있다(정종원·송봉란, 2014).

그러나 기존의 창업교육 프로그램들이 전문성을 갖춘 교수설계인력의 도움 없이 주

로 해외나 타 기관에서 운영 중인 사례를 그대로 모방한다거나, 강의위주의 단순한

교육방법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고(한길석, 2007), 누구나 창업을 하면 손쉽게 성공하

는 것처럼 착각하기 쉽도록 성공사례 위주로만 교육하는 경향이 있어 교육의 실효성

이 의문시 되고 있다(최주철, 2015). 이에 따라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획일적인 창업교육에서 벗어나, 자체적으로 창업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자사 퇴직

인력에게 적합한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고자 하는 시도가 일부 대기업을 중심으로 나

타나고 있다. 이를 통해 기업은 인력선순환 구조를 유지하고, 퇴직자는 좁아진 재취업

시장의 대안으로 창업에 대한 자신감을 얻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국내 민간기업 중

선도적으로 자사 퇴직자 대상의 창업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A사의 사례를 통해 민간

기업의 창업교육 프로그램 도입 배경 및 내용을 알아보고 교육참여자들의 인식을 분

석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기존에 정형적인 창업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중인 여러

기관에 창업교육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나아가 민간기업 차원에서의 창업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A사 창업지원 프로그램의 도입 배경은 무엇인가?

둘째, A사 창업지원 프로그램의 교육내용은 어떻게 구성되어있는가?

셋째, 교육참여자들은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어떤 경험을 하게 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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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1. 창업교육 프로그램의 개념

창업의 개념을 문헌에서 살펴보면 창업은 한 개인이 주체가 되어 새로운 사업이나

업종을 선택하여 사업체를 구성·운영하는 경제적·생산적 활동, 혹은 자본, 사업 아이

디어, 종업원, 시설 등을 구비하여 일정한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하는 시스템을 구축하

는 것(중소기업창업지원법, 1986)을 말한다. 그러나 보다 일반적인 의미에서 창업이라

하면 새로운 기업을 창립하는데 필요한 자원을 동원하여, 가치를 창출하고자 하는 의

도로 위험에 적절하게 대처하는 관리의 과정을 말한다(나영선, 2006). 효과적인 창업

을 위해서는 창업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방법을 알고 있어야 하는데, 단순히 창업에

대한 열정만 가지고 창업을 할 경우 실패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좁은 의미에서 창업교육은 사업을 계획하고 성공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지식,

기능, 적성, 태도, 가치관 등을 가르치는 교육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넓은 의미에서

본다면 실제로 사업을 준비하거나 운영하지 않더라도 잠재적 창업자로서 사업 경영에

관한 내용을 가르치는 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박윤희, 2003).

우리나라는 1980년대 초부터 일부 대학을 중심으로 창업을 정규과목으로 수업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창업교육이 본격화 된 것은 1986년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이 발효되

면서부터 라고 말할 수 있다. 이후 1990년대 말부터는 숭실대를 비롯한 여러 대학에

서 창업관련 과목을 개설하여 운영하였지만 체계적인 교육이 이루어지지는 못했다.

그러던 중 2004년에 중소기업청의 지원으로 중앙대, 호서대, 한밭대, 예원예술대, 진주

산업대 대학원 과정에 창업대학원이 설립되었으며, 2014년에는 국민대, 계명대, 부산

대, 성균관대, 연세대 등 5개교가 추가로 지정되어 집중적인 창업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었다. 정부는 학교를 찾기 어려운 일반인들을 위해 중소기업청 주관으

로 K-Startup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으며, 온라인 창업 강좌, 창업 아카데미 등 다양

한 창업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각 지자체의 소상공인진흥센터, 창업지원센터에서

도 다양한 창업교육 및 1:1 맞춤 컨설팅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지난 30년 간 창업교육이 양적인 측면에서 많은 성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

고 아직 질적인 측면에서는 미흡한 점이 많다는 지적이 있다. 창업교육의 컨텐츠는

창업절차를 실무적으로 가이드 하는 수준에서 구성된 경우가 많아 전문성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고 있으며(조윤아·박민규·문윤걸, 2015), 운영기관의 목적 및 이념, 학습

자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기획하기 보다는 타 기관의 유사한

프로그램을 그대로 모방하는 경우가 대부분(박윤희, 2003)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창업교육은 성격상 강의위주의 교수법으로는 교육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고, 획일적이

고 총론적인 형태의 교육과정이 아닌 전문적이고 실무적인 교육이 되어야 한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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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고려(정종원·송봉란, 2014)할 때, 대학 또는 지자체의 창업교육뿐만 아니라 HRD

관점에서 효율성을 중요시하는 민간기업의 창업교육에 대한 연구도 확대되어야 할 필

요가 있다.

민간기업에서 창업교육을 실시하게 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2000년대 후반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기업 경영효율 제고 측면에서 인력 선순환의 필요성이 강하게

대두되면서, 일부 대기업을 중심으로 중장년 퇴직자를 대상으로 한 재취업 중심의 전

직지원교육이 진행되게 되었다. 그러나 이후 지속된 국내경기 침체와 베이비붐 세대

의 본격적인 은퇴가 맞물리며 중장년 퇴직자들의 재취업 시장이 포화상태에 진입함에

따라, 2010년대 초반부터는 재취업이 아닌 창업에 초점을 맞춘 전직지원 교육이 나타

나게 되었다. 이처럼 민간기업에서 운영되고 있는 창업교육은 자사의 임직원들이 퇴

직 이후 실업자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는 만큼, 실제 창업을 위

한 실무적인 내용으로 교육이 운영되는 경향이 있다. 다만 기업 자체비용과 내부 전

문인력을 활용하여 교육이 진행되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일부 대기업을 중심으로 제한

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그 외의 기업들은 창업 컨설팅 회사에 위탁하는 형태로 자

사 퇴직인력에 대한 창업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2. 창업교육 프로그램의 내용

창업교육에서는 사업 아이디어를 탐색하고, 구체적으로 사업을 계획하며, 계획한 사

업을 성공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창업관련 지식, 기능, 태도 등을 가르쳐야 한다

(목영두·최명길, 2012). 이처럼 창업교육에서 가르쳐야할 지식의 범위는 폭넓고 그 것

을 습득하는 방식 또한 매우 다양하다고 할 수 있다.

먼저 창업분야를 연구한 주요 학자들의 주장을 살펴보면, Ronstadt(1985)은 과거의

창업교육이 성공 창업자의 사례를 통해 교육생들의 동기를 유발하고 사업계획서를 충

실히 작성하는 것에 집중하였다면, 앞으로의 창업교육은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이론 중심의 정형화된 학습방법과 실습 중심의 체험적인 학습방법이 순차적으로 균형

감 있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Mcmullan & Long(1990)은 사업의 시작에서

부터 환경변화에 따라 적절한 생존전략을 구사하여 성장해나가는 단계를 성장사업단

계로 정의하고, 창업교육에서는 이 시기에 중요시 되는 창의성과 혁신, 불확실성에 대

한 감수, 사업경영능력 등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Vesper(1988)는

성공창업의 사례를 분석해보면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지만, 그 내면에는 반복적이고

일정한 패턴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를 위해 창업교육에서는 4가지 핵심지식을 익히

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 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Shapero(1982)는 기존의 학자

들이 경영학적 관점에서 성공창업을 위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

각했던 것과는 차별되게, 창업이 촉발하게 된 사건에 관심을 두었다. 그는 창업에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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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Ronstadt

(1985)

Mcmullan & Long 

(1990)

Vesper

(1988)

Shapero

(1982)

창업에

대한 관점
New School

Growth Venture

Position

Start-up

Position

Entrepreneurial

Event

강조점
체험적

학습방법
전략과 창조성 창업계획

창업발생조건과

개인 동기요인

교육

범위

창업과정에

따른 교과목 설계

정형적과목 ->

비정형적 체험

창업초기과정과 

성장 진입단계

불확실성, 

위험부담,

창조성, 혁신

창업의 시작

단계로 한정

일반 사업/

창업지식,

사업화 지식

창업 발생조건

개인동기

창업지식 및 기술

구분 세부내용

교육목적

창업경영 전략 및 지원정책을 통해 다양한 창업 아이디어를 실현하고 창업

정신 고취와 창업의 장애요인에 대한 사례연구 등을 통해 성공 창업인을 

배출한다.

교육내용

창업학, 창업계획서, 창업자료분석, 창업트렌드분석, 창업재무관리, 창업전

략, 벤처 및 엔젤투자, 창업마케팅, 창업가치평가, 프랜차이징, 글로벌창업, 

사회적창업, 기술창업, 글로벌전자상거래, 창업세미나 등

교육방법
강의+토론식 강의

현장실습 및 연수 등

향을 미치는 세 가지 주변 환경을 제시하고, 이러한 요인들이 창업교육에 반드시 포

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표 Ⅱ-1> 창업교육에 대한 학자들의 관점

출처 : 목영두, 최명길. (2010). 창업교육의 대학교과과정 설계방향에 관한 연구. 한국

산학기술학회논문지, 11(1), 320-334.

또한 창업교육을 운영하는 주체에 따라서도 교육내용이 구분되어질 수 있는데,

2000년대 중반부터 개설된 창업대학원의 교육내용은 크게 정규과목과 비정규과목으로

구분될 수 있다. 정규과목에는 창업개론과 환경분석, 기업가 정신, 재무 관리, 창업기

업 마케팅 전략, 자금조달 방법 등이 있으며, 비정규과목으로 분야별 창업세미나, 현

장실습, 사업계획서 경진대회, 국내외 연수 등이 있다.

<표 Ⅱ-2> 중앙대학교 산업창업경영대학원 사례

출처 : 중앙대학교 산업창업경영대학원. http://iem.cau.ac.kr

민간기업의 위탁을 받아 창업교육을 실시하는 창업 컨설팅사의 프로그램은 의뢰한

기업의 요구에 따라 맞춤형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일반적으로는 창업적성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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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내용 진행 결과

창업자질
- 창업자의 역량을 분석하는 단계

  MBTI, CEO SWOT 검사, 창업역량검사

강의

상담
자기분석

기업가

정신

- 성공 창업기업의 벤치마킹 단계 

  기업 CEO 특강, 전직의 변화관리

  예비창업가의 기업가 정신  

강의

토론

창업가

마인드함양

창업지식

- 업종별 창업아이템 트랜드

  업종별 창업 기획과 프로세스

  업종별 사례 분석

  창업의 성공 기획요소 찾기

강의

실습

예비창업

타당성분석

창업

인프라

- 창업을 하기 위한 네트워크 구축 단계

  업종별 창업현장 방문

  네트워크 구축하기

강의

실습

토론

예비창업

인프라구축

창업

실행력

- 사업계획서 작성을 통한 구체화 단계

  창업 대인관계와 스피치

  사업계획서 작성 및 발표

강의

실습

발표

사업계획서

작성&발표

컨설팅

- 사업계획서에 따른 1:1 맞춤 컨설팅

  개인별 창업니즈 파악, 아이템 추천

  입지선정, 사업성 분석, 상권 분석

  마케팅 계획, 사업계획서 작성

개인별

맞춤

컨설팅

창업준비

지원

등의 진단을 바탕으로 업종선정, 상권 및 시장분석, 조직 및 운영전략, 마케팅 전략,

자금조달 전략 등을 학습하고 교육생별 창업 아이템에 따라 1:1 컨설팅이 포함되기도

한다.

<표 Ⅱ-3> 창업 컨설팅사 창업교육 프로그램 (아데코)

출처 : 이익중. (2011). 퇴직자 창업교육과 기업가적 특성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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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방법

1. 연구방법 및 사례 선정

본 연구는 기업의 퇴직자 대상 창업교육 프로그램을 연구하기 위하여, 국내에서 선

도적으로 퇴직자의 전직지원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는 A사의 사례를 분석하고자 한다.

연구방법으로 사례연구를 선택하게 된 이유는 창업교육 영역에서 민간기업의 교육 프

로그램에 대한 실증적 선행연구가 거의 없는 상황이어서 사례연구에 필요한 독특성과

경계성(유기웅·정종원·김한별·김영석, 2012; Stake, 1995)을 충족한다고 판단하였기 때

문이다. 본 연구의 사례가 되는 교육 프로그램은 A사에서 운영 중인 창업지원 프로그

램이다. A사는 국내 민간기업 최초로 2001년에 퇴직자 전직지원을 위한 별도의 조직

을 신설하였고, 2011년부터는 외부의 전직직원 전문가를 영입하여 퇴직자를 대상으로

한 전직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오고 있다. 또한 2014년부터는 창업지원 프로그램까지

그 영역을 확대하였다. 대부분의 기업들이 자체 역량 부족 등의 이유로 전직지원 및

교육을 외부의 전문 컨설팅사에 의존하는 상황에서 A사의 사례는 매우 예외적이라

할 수 있다. 현재는 국방부, 지자체뿐만 아니라 타 기업의 벤치마킹 대상이 될 정도로

전직지원 분야에서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어, 민간기업의 창업교육 프로그램을 연구하

기에 최적의 대상이라고 판단하였다.

2. 연구대상자 선정 및 자료 수집

A사 창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한 인력들의 반응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2016

년 6월과 10월에 각각 4주간 진행된 2016년 2차 / 3차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자료 수집을 실시하였다. 교육내용, 운영방법 등 교육의 전반적인 내용을 파악하기 위

해 해당 차수의 문서자료, 참여관찰 및 비디오 녹화자료, 주차별 반응평가, 수료설문

등이 활용되었으며, 교육 마지막 주에는 본 교육에 대한 참여자들의 구체적인 반응을

파악하기 위해 면담을 실시하였다. 연구자는 반구조화된 면담 질문을 사전에 준비하

였으며, 실제 면담 시에는 보다 세부적인 답변을 위해 추가질문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면담 대상자들에게 제시한 주요 질문은 다음과 같다: ① 어떤 목적으로 창업교육에

참여하셨습니까? ② 교육내용 중 가장 도움이 되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③ 교육

내용 중 추가되거나 보완되었으면 하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④ 창업교육이 개인의

창업 준비에 어떤 영향을 미쳤습니까? ⑤ 교육 입과 전과 비교하여 창업에 대한 인식

이 변화된 것은 무엇입니까? ⑥ 기업에서 자사 퇴직자를 대상으로 창업교육을 실시하

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당 교육 차수에는 총 98명의 퇴직자가 참여하였는데, 연령별, 성별 분포를 고려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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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 나이 성별 퇴직일 창업 관심 분야 

A 56세 남 2016. 9.30 장비대여업

B 55세 남 2016.8.15 기술창업

C 53세 남 2016. 7. 1 요양원

D 50세 남 2016. 4.15 펜션

E 48세 남 2016. 8.30 전동자전거 판매

F 47세 남 2016. 5.10 디자인업체

G 43세 여 2016. 3.31 외식업

여 50대 남성 4명(A, B, C, D), 40대 남성 2명(E, F) 그리고 40대 여성 1명(G) 등 총

7명을 면담 대상자로 선정하였다. 면담은 주로 교육 종료 후에 별도의 면담실에서 실

시되었으며, 평균 약 30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었다.

<표 Ⅲ-1> 연구 대상자 소개

양적자료 수집을 위해서는 2016년 2차 / 3차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수료한 98명을

대상으로 7개 문항으로 구성된 설문조사가 실시되었다. 설문지는 교육에 대한 전반적

인 만족도 2문항, 교육기간에 대한 적절성 1문항, 동료에 대한 추천 여부 1문항, 교과

목별 만족도 1문항, 프로그램 개선에 대한 서술형 질문 2문항으로 구성되었다.

3. 자료 분석

연구자는 일차적으로 연구 대상자의 면담내용에 대해 개방형 코딩을 실시하여 지표

와 코드들을 생성하였다. 개방형 코딩을 통해 생성된 코드들에 대해서는 수집된 문서

자료, 참여관찰 및 비디오 녹화자료, 주차별 반응평가, 수료설문 등과 비교하여 구체

적인 의미를 분석하였다. 이후 1차 코드들을 대상으로 코드간의 연관성과 위계성을

비교분석하여 주제들을 도출하였다. 연구의 타당도를 확보하기 위해 코딩된 면담자료

를 교육담당자와 강사 2명에게 검토 요청하였으며, 평생교육 전공 박사 2명의 동료보

고를 통해 코딩과정 및 결과해석에 오류가 없었는지 논의하였다. 또한 교육 수료 시

에 실시한 설문조사의 결과는 응답내용에 대한 기초 통계분석을 하였으며, 질적 자료

분석을 위한 보조 자료로서 함께 해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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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결과 및 해석

1. A사 창업지원 프로그램 현황

1) 도입 배경

A사는 2001년 9월 퇴직자의 전직지원을 위해 경력개발센터를 설립하고 재취업 지

원업무를 시작하였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발발로 상시적 구조조정이 요구됨에

따라, 2011년 8월에 경력컨설팅센터로 명칭을 변경하고 조직을 확대하였다. 이를 계기

로 그룹 각 관계사들에도 유사 기능을 수행하는 조직이 단계적으로 신설되었으며,

2015년에는 시너지 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동종 계열별로 통합 경력컨설팅센터를 발

족하게 되었다. 이를 통해 A사의 전직지원 노하우를 후발회사인 각 관계사에 효과적

으로 전파할 수 있게 되었으며, 각 사별로는 모수가 작아 개별적으로 실시하기 어려

웠던 각종 교육들도 통합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 2016년 12월

기준, A사 경력컨설팅센터는 12명의 전담자가 전직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고

객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총 4곳의 센터와 상담실을 운영 중에 있다.

전자계열 5개사가 함께 입주해있는 수원센터는 총 200여평 규모로 50명 이상 수용

가능한 교육장, 30석 규모의 사무공간, 창직룸, 상담실 등을 갖추고 있으며, 수원을 중

심으로 경기권의 구직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서울센터의 경우 주로 임원

퇴직자 전직지원을 중심으로 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며, 100여평의 공간에 교육장, 상담

실 그리고 Open Desk 등을 갖추고 있다. 또한 원활한 구인정보 수급을 위하여 1, 2차

협력사를 포함한 약 5,000여 개의 고객사를 확보하였으며, 각종 협회 등과도 긴밀한

네트웍을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유무형의 노력에 힘입어 2001년부터 2015년 말까지

약 4,600명의 퇴직자가 경력컨설팅센터를 통해 재취업에 성공하였다.

2001년부터 2013년까지는 전직지원을 위한 조직을 신설하고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

는 등 외적인 성장을 도모하였다면, 2014년 이후부터는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내적인 성장에 주력하고 있다. 이는 2000년대 후반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지속

되고 있는 국내 경기침체와 베이비붐 세대의 본격적인 퇴직이 맞물리면서 중장년층의

재취업 시장이 포화상태에 진입함에 따라, 기존의 재취업 중심의 전직지원 체계가 일

정한 한계에 접어들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기존의 재취업 지원 서비스를 지속으로

강화함은 물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구직 채널을 다양화하기 위한 노력을 병행하고

있다. 이를 위해 2014년부터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예비창업자가 갖추어야

할 기업가 정신 및 기본지식 등을 전파하고 있으며, 더불어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이

들을 위해서는 귀농귀촌 우수 지자체와의 제휴를 통해 1박2일 귀농귀촌 투어 프로그

램을 기획·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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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프로그램 내용과 운영방법

A사에서 실시하고 있는 창업지원 프로그램의 운영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창업자 마인드 측면에서 창업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기업가 정신

을 함양하여 창업에 대한 성취동기를 제고한다.

둘째, 창업 준비 측면에서 창업에 필요한 기본 지식과 기능을 익히고, 성공창업을

위한 기본기를 다진다.

셋째, 실전 창업 측면에서 다양한 창업분야별 세부전략을 습득하고 실제 창업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실행계획을 수립한다.

A사 창업지원 프로그램은 2014년 Pilot과정을 시작으로, 2015년에는 2차수, 2016년

에는 3차수를 운영하였다. 도입 초기에는 외부 전직지원기관의 창업교육 프로그램을

벤치마킹하여 교육내용을 구성하였으나, 2015년부터는 외부기관, 창업대학원, 지자체

의 교육 프로그램을 통합적으로 참조하는 것은 물론, 퇴직자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기

존 교육과 차별화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교육은 4주 동안 실시되는데, 매주

화·수요일에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전일제로 운영된다. 교육 장소는 수원센터 교

육장이며, 교육모형은 [그림 Ⅳ-1]과 같이 총 3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Ⅳ-1] A사 창업지원 프로그램의 교육모형

1단계는 ‘기본 익히기’ 단계로 창업자에게 필요한 기본 마인드를 강화하고 자신에게

적합한 사업아이템을 탐색하는 단계이다. 2단계는 ‘응용하기’ 단계로 다양한 창업분야

중, 중장년 퇴직자가 비교적 안정적으로 도전할 수 있는 창업분야를 세분화 하고, 각

각의 분야별로 구체적인 사업전략을 공유하는 단계이다. 마지막으로 3단계는 ‘심화 다

지기’ 단계로 그 동안 학습했던 이론적 내용을 바탕으로 팀별 비즈니스 모델을 수립

해보고 전문가를 상대로 아이템 품평회를 실시하여 창업 실행력을 높이는 단계이다.

A사 창업지원 프로그램의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면 <표 Ⅳ-1>과 같다.

기본 익히기

- 기업가 정신
- 비즈니스 모델
- 타당성 분석
- 정부지원정책

응용하기

- 1인 지식창업
- 인터넷 창업
- 기술기반 창업
- 프랜차이즈 창업

심화 다지기

- Biz 모델 수립
- 아이템 품평회
- 성공 창업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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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 내용

기업가정신과 창업의 비전
- 창업의 성패와 기업가 정신

- 중장년 창업의 미래와 비전

비즈니스 모델
- 비즈니스 모델의 이해

- 비즈니스 모델 수립방법 익히기

아이템 선정과

사업환경 분석

- 사업 분야의 동향 탐색

- 아이템 관련 사업환경 분석

사업타당성 분석 - 선택 아이템의 타당성 분석

정부지원사업 활용 방안
- 각종 정부지원제도 탐색

- 지원제도의 활용과 주의점

지역 창업지원 인프라 소개
- 경기도 소상공인지원센터

- 수원시 창업진흥센터

사업계획서 작성 노하우
- 창업준비를 위한 사업계획서 작성

- 사업계획서 활용하기

기술기반 창업전략
- 기술시장의 수요 예측

- 기술 창업을 위한 준비

인터넷 창업전략
- 인터넷 쇼핑몰 창업 개요

- 아이템 선정 및 마케팅

프랜차이즈 창업전략
- 프랜차이즈 업종 탐색

- 업종별 특성 및 주의사항

사회적 경제 설립전략
-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 사회적 기업의 이해 및 설립 절차

1인 지식기업 창업전략
- 1인 지식기업 창업 준비

- 지식기반 기업의 사업전략

성공 창업 스토리
- 성공적인 창업사례 소개

- 사례를 통한 사업전략 탐색

비즈니스 모델 품평회
- 팀/개인별 비즈니스 모델 발표

- 전문가 및 교육생 피드백

<표 Ⅳ-1> A사 창업지원 프로그램의 세부 내용

A사의 창업지원 프로그램은 창업 초보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

른 프로그램들과 차별화 포인트를 두고 있다. 첫 번째는 교육생들이 자신의 사업아이

템을 구체화하기 위해 직접 린 보드를 작성하고, 지속적으로 보완하여 교육 수료 시

에 창업전문가를 상대로 프리젠테이션을 실시한다는 것이다. 이 시간을 통해 사업 아

이디어를 고도화하고 전문가의 검증을 바탕으로 자신이 간과한 부분을 파악할 수 있

는 기회가 된다. 다른 창업교육들도 이와 유사한 활동을 하고 있지만 사업계획서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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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방법을 형식적으로 체험해보는 것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두 번째는 지역의 창업지원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지자체의 창업유관 부

서들과 협업을 진행한다는 것이다. 교육 프로그램 중에 경기도 소상공인지원센터, 수

원시 창업지원센터 등과 같은 지역 창업 인프라를 소개하는 시간을 마련하고, 교육

종료 후에는 해당 기관에서 창업 맨토링, 인큐베이팅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

회를 제공하고 있다.

세 번째는 다양한 창업 성공 스토리를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

다. 다른 창업교육에서도 성공 사례를 벤치마킹 하는 경우는 많지만, 창업자에게 직접

강의를 듣는 것이 아닌 Case study 형식이어서 창업과정의 생생한 경험담을 듣기에

는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A사 창업지원 프로그램에서는 A사 출신의 성공 창업자들

을 강사로 섭외하여 현실감 있는 창업 사례를 전달하고 있다. 특히 같은 회사 출신의

창업자가 강의하기 때문에 교육생들에게 ‘나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주는 좋은

계기가 되고 있다.

A사에서는 퇴직 시에 인사담당자와의 퇴직 면담을 통해 경력컨설팅센터를 소개 받

게 된다. 이후 퇴직자는 경력컨설팅센터 전직지원 담당자를 만나 전직지원 프로세스

및 교육 등에 대해 안내를 받게 되는데, 이때에 전직실행 프로그램 또는 창업지원 프

로그램 등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입과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창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대상자들은 주로 4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의 창업을 희망하는 퇴직자들이

다. 그들은 20년 이상 한 분야에서 근무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퇴직 초기에는 재취업

을 위해 노력을 기울였으나, 고령 등의 이유로 재취업에 실패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다시 말해 원래부터 창업 의지가 강해서 교육에 입과 했다기보다는 재취업 실패에 따

른 대안으로 어쩔 수 없이 교육에 입과 하는 경우가 훨씬 많다는 것이다. 이런 현상

은 교육 분위기에도 그대로 반영되는데, 교육 초기에는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다가 교

육이 진행됨에 따라 창업이 재취업 실패에 따른 부득이한 선택이 아니라 100세 인생

준비를 위한 장기적인 포석임을 인식하게 되고, 이후부터는 적극적인 자세로 교육에

참여하며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게 된다.

2. 창업지원 프로그램 참여자 인식

1) 수료 설문조사 결과

2016년 2차 / 3차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수료한 98명을 대상으로 수료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교육내용 전반에 대한 만족도’ 4.72, ‘동료에 대한 추천 여부’ 4.76으로

조사되어, 전반적으로 창업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자 인식이 매우 긍정적인 것으

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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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방식 세부 문항 평균 표준 편차 

1
리쿼트

(5점)

창업 준비에 도움 여부 4.69 0.63

2 교육기간의 적절성 3.81 1.19

3 동료에게 추천 여부 4.76 0.60

4 교육내용 전반의 만족도 4.72 0.58

5 선택형
가장 도움이 된 과목

(복수 선택 가능)

1. 비즈니스 모델

2. 아이템 선정 및 타당성 분석

3. 인터넷 창업전략

4. 1인 지식기업 창업전략

5. 정부지원사업 활용방안

6

서술형

창업 준비에 어떤 도움이 

되었는가?

- 체계적인 준비의 필요성 공감

  (비즈니스 모델, 사업계획서 등)

- 성공스토리를 통해 용기를 얻음

- 아이템에 대한 타당성 분석방법 이해

- 창업에 필요한 기본지식 습득

7 프로그램에 대한 건의

- 창업 실패사례도 포함

- 교육기간 확대

- 교육장 외, 체험 프로그램 추가

<표 Ⅳ-2> 수료 설문조사 결과

또한 ‘창업 준비에 대한 도움 여부’도 4.69로 높게 나타나, 교육내용이 참여자들이

창업을 준비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면, ‘교육기간의 적절성’

은 3.81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 교육기간 확대의 필요성을 시사하였다.

가장 도움이 되었던 과목은 ‘비즈니스 모델’, ‘아이템 선정 및 타당성 분석’, ‘인터넷

창업전략’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으며, 체계적인 창업 준비를 위하여 비즈니스 모델,

사업계획서 등을 직접 작성해보고 성공창업 스토리 시간을 통해 창업에 대한 용기를

얻은 것인 의미 있었다는 반응이 많았다.

마지막으로 프로그램에 대한 건의사항으로는 성공사례뿐 아니라 실패사례도 포함시

켜달라는 의견과, 교육기간 확대, 야외 체험 프로그램 추가 등의 의견이 있었다.

설문조사를 통해 제시된 참여자들의 주요 반응은 아래의 면담내용 분석을 통해 보

다 구체적으로 해석될 수 있었다.

2) 교육참여자 면담내용 분석

교육참여자들의 반응을 분석함으로써, 퇴직자들이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수강하면서

얻게 되는 것은 무엇인지, 이를 통해 어떤 심리적 변화를 경험하는지 파악하고자 하

였다. 또한, 교육을 운영하는 기업체 측면에서는 교육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어떤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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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을 기울여야 하는지도 분석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퇴직자들은 교육을 통해 창업에

대한 자신감을 얻고 구체적인 아이디어를 수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업 측면

에서는 퇴직임직원의 창업역량 강화라는 단기적인 목적 달성 외에도, 퇴직자들과의

지속적인 협력관계 구축이라는 장기적인 성과를 거두는 것으로 나타났다.

(1)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은 길

면담 내용을 분석하며 가장 처음 알게 된 것은 교육참여자들의 입과 동기가 명확하

지 않다는 점이었다. 그들은 퇴직 이후 혼란의 시기를 보내고 있었으며, 분명한 방향

성 없이 교육 입과를 결정한 경우가 많았다.

퇴직하고 나니 주변 동료가 이런 교육이 있다고 추천을 해서 입과를 했고요, 퇴직

을 하기 전에는 사실 창업에 대한 생각을 전혀 못하고 있었고, 회사의 업무에만 너무

집중을 하다 보니 창업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 면담 대상자 B -

교육에 참여한 퇴직자들은 대부분 재직 시에는 창업에 대한 관심이 없었다고 말했

다. 보통 20~30년 정도 한 직장에서만 근무한 그들은 퇴직의 시기가 다가왔음을 예감

했었지만, 퇴직 이후에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한 명확한 목표가 없었고, 특히 본인이

창업을 할 것이라는 생각은 전혀 해보지 못했다는 반응이 다수였다.

(2) 미래를 위해 무엇인가는 해야 할 때

그러나 교육이 시작되면서 교육생들은 현재 경험하고 있는 혼란을 신속히 마무리

하고, 교육을 통해 새로운 방향을 찾을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었다.

사실 나이 때문에 새로운 직장으로 취업은 좀 어려울 것 같고 작지만 나만이 할 수

있는 그런 뭔가를 해봐야하지 않을까, 연금이 나오기 전까지는 뭔가 활동을 해야 되

겠다 하는 생각이 있는데 막연히 무얼 해야 좋을지 모르겠어요.

- 면담 대상자 A -

제가 회사를 다니면서 가지고 있던 경력들이 있지만 밖에 나가서 동일한 직종으로

취직한다는 보장도 없고 제가 할 줄 아는 것 보다 세상에서 해야 할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더 많은 도구, 더 많은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배우고 싶어요.

- 면담 대상자 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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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이후 현실적인 이유로 재취업이 어렵다는 것을 인지하게 되었고, 기존의 경력

이 아닌 새로운 대안을 찾아야 한다는 것에 공감하면서 퇴직자들은 집에서 의미 없는

시간을 보내는 것 보다는 차라리 교육에 참여하여 창업에 관한 정보를 얻고 장기적으

로 자신이 할 수 있는 분야를 찾겠다는 의지를 보이게 되었다.

(3) 창업은 녹록치 않은 현실

교육을 통해 미래를 위한 대안으로 창업을 바라보게 되었지만, 실제 창업으로 이어

지기까지는 많은 난관들이 있었다. 특히 교육생들이 가지고 있는 창업에 대한 부정적

선입견들이 교육에 몰입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었다.

새로운 도전을 한다는 것에 대해 두려움이 앞서고 있고, 경제적인 부분이라든지 네

트워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준비가 안 되어 있어서 아직까지는 창업에 대해서

쉽게 다가올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 면담 대상자 B -

제가 막연히 생각했던 것 보다 창업 성공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필요한 것들도

많고 미리 체크해아 하는 것들도 많이 들었는데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면 성공보다는

실패가능성이 더 높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 면담 대상자 C -

교육생들이 가장 크게 느끼고 있는 두려움은 장기간의 회사생활에 따라 회사업무

외에는 아는 것이 없다는 점과, 최근 경기둔화 등의 여파로 자영업 성공 확률이 지속

적으로 낮아지고 있다는 것이었다.

(4) 아는 만큼 쌓여가는 자신감

면담에 참여한 전원이 교육을 통해 창업 준비를 위한 많은 지식을 얻었다고 답하였

다. 특히 창업에 대한 구체적인 지식을 습득하면서 막연한 두려움이 상당부분 해소되

었다는 반응이었다.

혼자서 인터넷이나 다른 매체를 통해 정보를 얻으려고 하다 보니까 좀 막막했는데,

정보를 함축적으로 전달해주시니 큰 도움이 되었어요.

- 면담 대상자 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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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성공사례를 통해서 사업하기 전에 실패요인을 미리 점검해 볼 수 있어서 좋았

어요. 특히 A사 출신의 과일가게 사장님의 성공사례를 접하면서 특별한 사람들만 성

공하는 것이 아니라는 위안을 얻었어요.

- 면담 대상자 E -

(5) 창업을 위한 한 걸음 나아가기

교육이 시작되어 창업에 관련한 구체적인 학습이 진행됨에 따라 교육생들이 느끼던

창업에 대한 막막함이 조금씩 해소되고, 자신이 창업을 한다면 어떤 아이템을 할 것

인지, 성공 창업을 위해 무엇이 중요한지 등에 대해 스스로 탐구하고 고민하는 모습

을 보였다.

실제적으로 창업 아이템은 어떤 것을 선정하는 것이 좋은지 알게 되었어요. 창업을

하다보면 우리가 막연히 생각했던 것과 실제는 많이 다를 수 있잖아요. 아이템을 선

정하고 타당성을 검토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 교육참여자 A -

린 보드 만드는 것이 가장 도움이 되었고, 그 다음에 지금 창업자금 마련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직장 다닐 때는 집하고 직장만 다녀서 사실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 많이 알게 됐어요.

- 교육참여자 D -

인터넷 창업도 생각하고 있던 부분이어서 창업자금 부분에 대해서 막연하고 몰랐던

부분이 많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 가르쳐 주셨고 질문에 답해주셔서 궁금증이 많이

해소되었던 것 같아요.

- 교육참여자 G -

교육 중에 학습하였던 내용 중에는 비즈니스 모델을 간략하게 수립해볼 수 있는 린

보드가 매우 도움이 되었다는 반응이 많았다. 린 보드는 사업운영에 필요한 여러 가

지 요소들을 한 장의 쉬트에 간단하게 정리해볼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 수립 도구로

서 창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사업의 체계성을 높일 수 있는 매우 유용한 도구이다.

또한 정부와 민간의 창업자금을 활용하는 방법 등이 실질적인 창업 준비에 도움이 되

었다는 의견도 있었다. 반면 아쉬운 부분으로는 창업 성공사례뿐만 아니라 실패사례

등도 함께 전달되면 더욱 현실성 높은 창업 준비를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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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성공사례 강의를 통해 성공하신 분들의 강의는 많이 들었는데, 그것보다는 실패사

례를 많이 해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실패가능성이 성공가능성 보다 더 높은데 뭘 잘

못해서 실패했는지 알고 싶습니다.

- 교육참여자 A -

(6) 퇴직자를 위한 세심한 배려에 감사

기업이 퇴직자를 위해 창업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모든 면담 참

여자가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교육이 단순히 창업에 관련한 지식을 전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퇴직 시 회사에 가졌던 서운한 감정을 순화시키는 것은 물론, 퇴색

되었던 회사에 대한 자긍심을 다시 불러일으키는 역할을 한다고 답하였다.

제가 회사를 관두고 난 다음에도 회사에서는 나에 대한 끈을 놓지 않고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을 이렇게 챙겨준다는 것에 감사함을 느끼고, A사에 다녔다는 것에 대

해 자긍심도 생기는 것 같아요.

- 교육참여자 F -

정말 필요한 교육인 것 같아요. 창업을 안 하더라도 이런 교육은 한번쯤은 다 받았

으면 좋겠어요. 제 생각에는 퇴직 전에 이 교육을 받았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해요.

그러면 퇴직할 때 자기 아이템을 가지고 나오게 되고, 좀 더 빠르게 창업으로 이어질

것 같습니다.

- 교육참여자 C -

또한 퇴직자뿐만 아니라 재직자 중 퇴직을 고려하고 있는 중장년 임직원들에게도

교육 기회가 주어진다면 더 높은 성과를 낼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Ⅴ.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국내 민간기업 중 선도적으로 자사 퇴직자를 대상으로 체계적인 창업교

육을 실시하고 있는 A사의 사례를 통해 민간기업의 창업교육 프로그램의 도입 배경

및 내용을 분석하고 교육참여자들의 인식을 분석해봄으로써 민간기업 차원에서의 창

업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요약, 분석하여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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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해 보면 크게 2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하나는 기업차원의 것이고, 다른 하나는

창업교육 측면의 것이다.

국내에서는 민간기업 단위의 전직지원 프로그램이 전무하던 2001년에 A사는 경력

개발센터를 개설하고 자사 퇴직자를 위한 재취업 지원을 실시하였다. 2011년부터는

외부의 전직지원 전문 인력을 확보하여 잡매칭은 물론 컨설팅, 교육을 아우르는 토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노력의 결실로 2001년부터 2015년 말까지

약 4,600명의 퇴직자를 전직시켰으며, 현재는 공공기관은 물론 민간기업들도 벤치마킹

하는 명실상부한 국내 최고의 민간 전직지원기관으로 부상하였다. 또한 A사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그룹 내 타 관계사에도 수평적용하기 위해 2015년에는 경력컨설팅센터

를 계열별로 통합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현재 정부에서 추진 중인 고령자 연령차별

금지법 및 고령자 고용촉진법 개정(안)에 따르면 향후에는 일정 인원 이상을 고용한

사업주는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퇴직한 임직원에 대해 전직지원을 의무적으로 제공하

여야 한다. 따라서 지금까지 퇴직자에 대한 전직지원 서비스가 부재했던 기업들에게

는 A사의 사례가 주는 시사점이 매우 크다고 하겠다.

창업교육 측면에서의 시사점을 살펴보면 크게 3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대다

수의 퇴직자들이 초기에는 재취업을 희망하다가, 여러 이유로 재취업에 실패하고 나

서야 그 대안으로 부득이 하게 창업교육에 입과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교육 초기에는 자발적으로 교육에 몰입하기 보다는 다소 방관자적인 모습

을 보이는 참여자들이 많았다. 창업교육이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창업지식이나 기

술 외에도 창업에 대한 동기유발이 매우 중요(한길석, 2007)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충분히 반영한 교육구성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적절한 학습동기를 유발시켜줌으로

써 학습자가 스스로 필요를 느껴 체득(Ronstadt, 1985)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A사에

서는 이를 위해 기업가 정신과 창업의 비전에 관한 특강을 실시함은 물론, 교육기간

중 다양한 분야의 성공 창업자를 초빙하여 구체적인 성공 노하우를 전달(Vesper &

Mcmullan, 1988)할 수 있도록 특강을 마련하고 있었다. 주목할 점은 특강 강사진을 A

사 출신의 성공 창업자로 선정함으로써 퇴직자들에게 성공창업은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도 충분한 준비와 노력을 통해 성취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주고 있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교육이 진행됨에

따라 교육생들의 참여 동기에 변화가 생기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으며, 교육 참여 동

기가 창업교육 만족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친다(박재환·김용태, 2009)는 기존 연

구결과와도 일치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대부분의 교육참여자들은 한 회사에서만 20년 이상 근무한 중장년 퇴직자들

로서, 창업에 대한 기본 개념은 물론 각 창업 분야에 대한 정보가 매우 부족한 상태

였다. 이에 따라 창업과 관련한 지식, 기술, 태도 등 창업 전반에 대한 폭넓은 정보

제공이 필요(Vesper, 1986)했다. 또한 창업에 대한 관심에서 그치지 않고 교육 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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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실제 창업으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교육 기간 동안 실제로 창업 아이디어를 발굴하

고 비즈니스 모델을 수립해보는 실습이 중요함을 알 수 있었다. A사는 교육 중 개인

별, 팀별 린 보드 작성 등 사업 아이디어를 구체화 해볼 수 있는 실습을 강화하여 교

육생들에게 높은 만족도를 이끌어내고 있었다. 또한 민간기업이 자체 운영하는 교육

프로그램은 기간과 내용의 다양성 등에서 일정한 한계성을 가지고 있는 바, 외부의

창업교육 전문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프로그램의 다양화를 제고할 필요가 있는데, A사

는 이를 위해 지자체의 창업지원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창업 멘토링, 인큐베이팅 등

의 체계적인 지원을 병행하고 있었다. 이에 더하여 집합교육의 한계성을 극복하고 교

육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블렌디드 방식의 교육 설계가 고려되어야 함(정종원·

송봉란, 2014)에 따라, 중소기업청의 K-Startup, 서울산업진흥원 등의 온라인 교육과

의 연계도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

세째, 글로벌 경기침체의 여파로 정년을 다 채우지 못한 비자발적 퇴직인력이 증가

함에 따라, 정부와 대학 중심의 퇴직자 창업교육에서 벗어나 민간기업이 자사 퇴직인

력에게 적합한 맞춤형 창업교육을 기획하고 운영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심리학

적 측면에서 고려할 때 비자발적 퇴직자들에게 중요한 것은 해고를 당했다는 충격에

서 벗어나 앞으로 자신이 새로운 직업을 얻을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는 것(탁진국,

1999)이며, 이를 위해 기업은 퇴직자들을 방관하지 않고 끝까지 함께 한다는 메시지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 A사는 이러한 필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2014년부터 퇴직

자를 위한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단순히 창업에 필요한 정보와 지식

을 전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퇴직 시에 회사에 가졌던 서운한 감정을 순화시키는

것은 물론 퇴직 이후에도 회사에 대한 자긍심을 유지시키는 효과를 거두고 있었다.

이는 아직은 민간기업 차원에서의 퇴직자 교육이 활성화 되지 못한 상황에서, 최근

국내경기 침체로 인해 사업 구조조정에 따른 인력 선순환이 필요한 기업들에게 퇴직

인력들에 대한 체계적 지원과 교육이 반드시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본 연구는 A사에서 운영 중인 퇴직자 대상 창업지원 프로그램만을 연구대상으로

하였기에 타 기업의 경우에는 조직문화나 퇴직자의 특성이 상이할 수 있다는 연구의

맥락을 고려하여 결과를 해석할 필요가 있다. 또한 A사에 비해 기업의 규모가 작은

회사의 경우, 경영여건상 자체적으로 퇴직자를 대상으로 한 전직지원 및 교육서비스

를 제공하기 어렵기 때문에 본 연구 결과를 모든 기업에 적용하기에는 제한이 있다는

점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는 민간기업이 자사 퇴직자를 대상으로

운영하는 창업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가 매우 부족한 상황에서, 민간기업 창업교

육의 실효성을 검토해 보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향후 기업 규모별, 기업 업종별, 교육대상 창업분야별 등으로

더욱 세분화된 후속 연구들이 이어지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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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Case Study on an Entrepreneurship Education Program for

Company Retirees

- Focusing on A Company’s Start-up Assistance Program -

Dae-Jang Ko

This study intends to present other institutions operating the existing

entrepreneurship education with new directions of education through a study case

of an education program operated by private enterprises for company retirees, and

furthermore, provide implications for vitalization of education at private enterprises

level. For this, the study selected A Company initiatively implementing a systemic

education for its retirees among domestic private companies as a case. A

Company established a career consulting center for job-change support of the

retirees, and later, included 4 counseling centers and 12 professional consultants

through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expansion. And one, a start-up assistance

program, operated starting from 2014. A Company’s start-up assistance program

consists of main 3 stages, ‘mastering the basics,’ ‘application’ and ‘solidification of

enrichment.’ The participants participating in the program are mostly retirees in

their 40s~50s, and showed more or less a negative attitude in the early part of

education. But as the education progressed, they had a positive mind about

foundation, and finally took an active part in the education from a long-term

perspective of preparing for living to be 100 years old. Based on this study, it is

expected that a study on an education operated by private companies will lead to

a more sub-specialized follow-up study by company group and by foundation field

for education subjects.

Key words : retire, entrepreneurshi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