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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세계경제의 성장이 둔화되고 있는 최근의 경제상황에서 새로운 도약을 위
한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한 일환으로 세계 각국이 기업가정신의 활성화에
관심을 높이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2000년 벤처버블의 붕괴 이후 급속
하게 기업가정신이 쇠퇴하고 있어, 기업가정신을 부흥시키기 위한 노력이 절
실히 요구되고 있다. 이에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기업가정신을 가지고
있는 미국의 현황을 고찰하고 우리나라의 기업가정신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 시사점을 제안하고자 한다. 미국의 기업가정신 육성기조가 연방정부의
개입과 지원을 최소화하는 것임을 감안하여, 민간부문에서 기업가정신 육성
의 선봉에 서 있는 유잉 매리온 카우프만재단의 활동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자 한다.

1. 서론 : 기업가정신과 경제성장
2000년 닷컴 버블이 붕괴된 이후
기업가정신이 우리의 관심권에서 사
라졌다가 최근 들어 세계경제의 성장
이 급속히 둔화됨에 따라 새롭게 주
목을 받고 있다. 특히, 미국과 영국을
비롯한 세계 56개국이 금년 11월 17
일부터 23일까지를 세계기업가정신주
간(global entrepreneurship week)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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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선정하고 다양한 관련행사를 개최
한다.
기업가정신의 중요성이 사회 전반
에 인식되면서 그 범위가 창업(new
business creation)으로부터 조직 내
기업가정신(corporate entrepreneurship), 사 회 적 기 업 가 정 신 (social
entrepreneurship) 및 공공부문 기업
가정신(public-sector entrepreneurship)에 이르기까지 확대되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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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에서 경제성장에 직접적인 기여를
하는 것은 기회형 창업(opportunitymotivated business creation)과 혁신
형 기업가(innovating entrepreneur)
라고 알려져 있다.1)
일찍이 슘페터는“신제품과 신공정
을 개발하고, 신사업을 고안하고, 신
시장을 개척하는 도전형 기업(entrepreneurial venture)을 자본주의 경제
를 움직이는 근본적인 엔진”
이라고 하
였다(Schumpeter, 1942 ; p. 83). 피
터 드러커는 슘페터의 주장을 토대로
“기업가는 혁신을 추구한다. 즉 혁신
은 기업가정신을 위한 수단”이라고
강조했다(Drucker, 1985 ; p. 30). 하
트(Hart, 2003)는 기업가정신을 ‘새
로운 기업을 창업하고 성장시키는 과
정’
이라고 협의의 관점에서 정의하였
2)
다.
이러한 기업가정신의 현상을 활성
화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보몰 등
(Baumol et al., 2007 ; pp. 7~8)은 창
업(파산)의 용이성 및 고용의 유연성,
재산권 보호 등 건전한 기업 활동에
대한 이윤 추구의 보장, 사회적으로

비생산적인 불공정 경제행위의 통제,
성공한 기업의 지속성장을 위한 유인
제공 등 네 가지 필수요소를 제시하
였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경제자유지수
(Index of Economic Freedom)는 기
업가정신의 수준을 나타내는 하나의
지표로 볼 수 있다.3) 경제자유지수와
1인당 GDP 간에 강한 상관관계가 존
재한다는 현상을 감안하면, 기업가정
신은 경제성장과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그림 1> 참조).
여기서 경제자유지수의 핵심적 의
미는 경제적 유동성(economic fluidity)이라고 할 수 있다(Schramm,
2008 ; pp. 17~18).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제도적 측면에서 한 사회의 법
과 제도가 환경의 변화와 새로운 아
이디어를 받아들이지 못하면 그 사회
는 정체될 것이고, 조직운영 측면에서
도 관료주의로 인하여 위험을 기피하
게 된다면 조직발전을 기대하기 어렵
게 된다. 개인 측면에서는 자유롭게
직업을 선택하고 창업할 수 없다면
기업가정신을 발휘할 수 없게 될 것

1) 기회형 창업은 정기적인 일자리가 있지만, 포착한 사업기회의 실현을 목표로 자발적으로 창업하
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에 다른 일자리를 찾지 못해 비자발적으로 창업하는 것을 생계형 창업이
라고 한다.
2) 기업가정신은 다차원적이며 여러 유형의 조직과 상황에서 다르게 정의된다. 유럽연합에서는 기
업가정신을 위험수용성, 창의성 및 혁신성을 새로운 조직이나 기존 조직에서 기업경영에 접목함
으로써 경제활동을 창출하고 발전시키는 정신자세(mindset)와 과정(process)이라고 정의하고
있다(European Commission, 2003 ; pp. 5~6).
3) 기업가정신 현상의 수준을 나타내는 다른 지표로는 미국의 Babson College와 영국의 London
Business School에서 주도하는 세계창업모니터(Global Entrepreneurship Monitor ; GEM) 연
구컨소시엄이 참여 국가별로 산출하는 TEA(Total Entrepreneurial Activity) 지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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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2008년도 경제자유지수와 1인당 GDP 간의 상관관계
1인당 GDP(%)

경제자유지수

자료 : Holmes et al.(2008 ; p. 6).
주 : 157개 국가단위 자료를 사용.

이다.
세계경제의 성장이 둔화되고 있는
최근의 경제상황에서 새로운 도약을
위한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한 일환으
로 세계 각국이 기업가정신 현상의
활성화에 관심을 높이고 있다. 이에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기업가정
신을 가지고 있는 미국의 현황을 고
찰하고 우리나라의 기업가정신 육성
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 시사점을 제
안하고자 한다.
미국의 기업가정신 육성기조가 연
방정부의 개입과 지원을 최소화하는
것이므로, 민간과 지역부문에서 기업
가정신 육성의 선봉에 서 있는 유잉
매리온 카우프만재단의 활동을 중심
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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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국의 기업가정신 현황과 정책
(1) 기업가정신의 환경과 현황
미국의 사업 환경은 법인세 및 소
득세(각각 최고 35%)가 높은 편에
속하지만 전반적으로 창업 및 기업경
영은 매우 자유롭다고 할 수 있다. 창
업에 필요한 기간은 세계 평균(43일)
에 비하여 평균 6일에 불과하다. 사업
권(business license)을 획득하는 데
에도 세계 평균(19개 절차, 234일)에
비하여 상당히 짧은 기간이 소요되며,
파산 절차도 간단하고 용이한 편에
속한다. 기술창업의 활성화에 중요한
지식재산권의 보호가 철저하게 이루
어지고 있으며, 노동시장이 상당히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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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하여 생산성 향상과 고용의 기회를
높일 수 있다. 특히, 종업원의 고용에
급여 외의 소요비용이 적으며 잉여인
력을 해고하는 것에도 부담을 느끼지
않고 있다.
미국의 경제자유지수를 살펴보면,
지난 14년간 견조하게 상위권을 유
지하고 있으며, 2008년의 경우 5위
(100점 만점 기준 80.6)를 차지하고
있다.4)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회
계(세제)와 정부지출(개입)을 제외하
고 대부분 세계 평균보다 30~40점을
상회하고 있으며, 특히 외국인 투자는

<표 1>

국내 자본과 동일한 환경에서 이루어
지고, 금융시장은 외국에 개방되어 있
으며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것으로
평가된다(<표 1> 참조).
실제로 미국 국민의 창업활동을 살
펴보면, 20~64세의 성인 인구 중 매월
창업하는 비기업주5)의 비율(%)인‘카
우프만의 기업가 활동지수(Kauffman
Index of Entrepreneurial Activity)’
가
1996~2007년 기간 동안 0.26에서
0.31 사이의 값을 보여주고 있다(<표
2> 참조).
이는 미국 국민의 창업열이 일관되

2008년도 미국의 경제자유지수
평균
평점

사업

무역

회계

정부
지출

통화

투자

금융

미국

80.6

91.7

86.8

68.3

59.8

83.7

80.0

80.0

90.0

73.0

92.3

세계
평균

60.3

62.8

72.0

74.9

67.7

74.4

50.3

51.7

45.6

41.1

62.1

재산권 청렴도

노동

자료 : Holmes et al.(2008).
주 : 표 안의 값은 가장 자유로운 상태를 100으로 두고 산정.

<표 2>

카우프만의 기업가 활동지수(1996~2007)
단위 : %

평균
지수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0.31

0.28

0.29

0.27

0.27

0.26

0.29

0.30

0.30

0.29

0.29

0.30

자료 : Fairlie(2008 ; p.5).

4) 1위는 홍콩, 2위는 싱가포르, 3위는 아일랜드, 4위는 호주, 41위는 한국이며, 경제자유지수가 높
은 상위 20개국 가운데 유럽 국가가 절반을 차지하였다.
5) 비기업주는 창업 당시 다른 사업을 소유·영위하고 있지 않은 기업가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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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2007년의
경우는 ‘카우프만의 기업가 활동지
수’가 평균 0.3%로서 월평균 49만
5,000여 개(연간 594만여 개)의 기업
이 창업되었음을 나타낸다.
이와 같이 미국의 기업가정신 수준
이 정상급에 있다고 할 수 있으나 창
업활동을 다소 약화시키는 요인도 발
견되고 있다. 종업원의 규모가 20인
이하인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종
업원 1인당 연간 2,365달러의 규제비
용(대기업 대비 약 45%)을 더 많이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
히, 환경규제에 따른 비용은 대기업에
비해 4.5배를 지출하였고, 세제와 관
련하여 대기업보다 67%를 추가로 지
출하고 있다(Crain, 2005).
더욱이, 2005년 10월 17일에 발효
된 새로운 파산보호법으로 인하여 파
산절차는 더욱 까다로워지고 보호조
항도 줄었으며, 파산신청자의 의무와
책임조항이 늘어나 새로운 출발(fresh
start)을 다소 어렵게 하는 등 창업
동기를 약화시키는 계기를 제공하기
도 하였다.
최근에, 미국의 혁신형 기업가가 가
장 절실하게 느끼고 있는 애로사항으
로는 첫째, 과학자와 혁신가 등 고급
인력의 확보가 어려워지고 있고, 둘
째, 의료보험의 비용이 지속적으로 인

상되고 있으며, 셋째, 대학 등으로부
터 혁신원천의 충분한 공급이 지속되
지 않고, 마지막으로, 규제 준수와 제
조물 책임에 따른 소송비용이 과다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Kauffman
Foundation, 2007).

(2) 기업가정신 육성정책
미국의 기업가정신 육성정책은 연
방정부뿐만 아니라, 주정부 및 지방정
부 등 지역사회 차원에서도 광범위하
게 추진되고 있다. 또한 기업가정신
육성정책은 넓은 의미에서 교육정책
과 같이 정책효과를 거두기 위하여
10년 이상 소요되는 장기정책과 수개
월을 목표로 하는 금융·거시정책도
포함하지만 주로 수년 이내에 정책효
과가 나타나는 중기정책을 의미한다.6)
육성정책의 형태는 규제정책부터 경
제개발정책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이때, 독창성과 역동성을 특징으로 하
는 도전형 기업은 종업원 수 등 기업
의 규모에 따른 중소기업과는 차별화
되므로 기업가정신 육성정책은 중소
기업 정책과 구분된다.
연방정부 차원에서는 직접적인 개
입과 지원을 최소화하고 주로 규제부
문의 정책수단 등을 통해서 장기적으
로 기업가정신을 육성하고 있다(<그

6) 중기정책에서 의도하는 정책효과의 측정지표는 세계경쟁력지수, 정부개입 비중, 창업규제, 소득
격차, 자본접근성 등을 의미한다(GEM, 2001 ; p.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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림 2> 참조). 거슬러 올라가면 1890
년의 반독점법(Sherman Antitrust
Act)은 대기업의 행위를 일부 제한함
으로써 원활한 창업의 기회를 제공하
였다. 또한, 1970년대 이후부터 지식
재산권의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새로
운 아이디어에 기반을 둔 혁신형 창
업을 촉진시켰고, 범정부 차원에서 추
진되는 중소기업혁신연구개발(Small
Business Innovation Research) 프로
그램과 상무부의 선진기술프로그램
(Advanced Technology Program)
을 통하여 중소기업에 연구개발비를
지원해 왔다. 또한, 중소기업청(Small
Business Administration)은 중소기
업투자회사(Small Business Investment Company) 프로그램 등을 통
해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을 지원하고
있다.7) 1980년에는 규제유연성법

<그림 2>

(Regulatory Flexibility Act)을 제정
하여 중소기업의 규제준수 비용을 줄
이는 데 노력하고 있다.
연방정부와는 달리, 주정부와 시정
부 차원에서는 1980년대부터 굴뚝산
업의 한계를 느끼면서 지역발전 전략
의 일환으로 기회형 창업 등의 활성
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다. 주에 따라 편차가 심하
지만 공통적으로는 주정부 등이 보유
하고 있는 제반 자원요소들을 창업과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레버리
지(leverage)로 활용하고, 산·학·연
및 금융 간의 네트워크를 구축하였으
며, 대학의 기술이전과 사업화 기능을
강화시켰다. 일부 주에서는 저소득층
의 빈곤 탈출을 돕기 위해 생계형 창
업을 촉진하는 프로그램을 시행하기
도 하였다.

기업가정신에 관한 정부정책의 유형 구분
정부 개입
고(高)

저(低)

유럽국가

싱가포르

고(高)

러시아

미국

저(低)

정부 지원

자료 : U.S. SBA(2006 ; p. 132).

7) 이것 외에도 중소기업청은 기업가정신의 육성·지원을 위하여 중소기업개발센터(SBDC), 중소
기업자문단(SCORE), 여성기업센터(WBC), 온라인가상캠퍼스(SBTN) 등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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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미국의 기업가정신 육성활동 :
카우프만재단을 중심으로
(1) 카우프만재단의 개요
미국에는 기업가정신 육성을 위한
정책이 없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것처
럼 연방정부의 육성정책은 포괄적인
반면에,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기업가
정신 육성활동은 민간과 지역주도로
전개되고 있으며 이의 선봉에 서 있
는 대표적인 단체로 유잉 매리온 카
우프만재단을 꼽을 수 있다.
설립자인 유잉 매리온 카우프만
(Ewing Marion Kauffman, 1916~
1993)은 미주리 주의 가든 시티
(Garden City)에서 태어나 유년기에
캔자스 시티(Kansas City)로 이주하
여 성장하였으며, 제2차 세계대전 시
해군으로 복무한 이후 제약회사의 영
업사원으로 근무하다가, 1950년에 자
택의 지하실에서 매리온(Marion
Laboratories Inc., 현재 Sanofi-Aventis
그룹의 일부)이라는 1인 제약회사를
설립하고, 40년간 운영하여 10억 달러
의 매출과 3,400여 명 규모의 대기업
으로 성장시켰으며, 1989년 메렐다우
(Merrell Dow)에 매각하였다.
기업가정신의 중요성을 직접 삶을
통하여 체득하였던 카우프만은 이를
캔자스 시티를 중심으로 확산시키고
자 1966년에 카우프만재단을 설립하
였으며, 1968년에는 메이저 야구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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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열스(Royals)를 인수하여 캔자스
시티 시민의 자부심을 고양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켰다. 1993년 타계 시
약 8억 달러의 재산을 카우프만재단
에, 야구구단 로열스는 캔자스 시티에
기부하였으며, 재단은 설립자의 유지
를 받들어 기업가정신 육성사업에 매
진해 오고 있다.
카우프만재단은 기업가정신의 육성
을 임무로 하는 비영리재단 중 세계
에서 가장 큰 조직으로서,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으로 최고의 성과 창출을
지향하고 있다. 전문가 그룹 45명과
행정분야 직원 40명을 합친 총 85명
이 근무하고 있다. 특히, 연구정책
(Research & Policy) 그룹은 20여
명에 달하며 외부 전문가들과 네트워
크를 구성하여 기업가정신 분야의 연
구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조직 및 사업 운영시스템에 슘페터
의 철학을 도입하여‘창조적 파괴’
를
실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상투적이고
정례적인 활동은 지양하고 있으며, 지
속적으로 지원 프로그램을 개편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모든 조직은 비용을
지출(expense)하는 육성사업에 주력
하고 수익 창출(revenue)은 일부 재
무그룹만 신경을 쓰고 있다. 카우프만
이 타계할 때 기부한 8억 달러를 투
자 등의 방법으로 자산을 운용한 결
과 2007년 6월 말 기준으로 순자산
규모는 24억 달러에 달하며 약 17%
대의 자산수익률과 약 5%대인 9,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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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달러의 연간 지출규모를 보여주고
있다.
일반적인 비영리재단은 종교단체나
난치병 연구 등을 수행하는 의료기관
에 출연하고 있는 것과 달리, 카우프
만재단은 설립자의 뜻에 따라 유례없
이 독특하게‘청소년의 학업 지원, 수
학·과학의 교육 지원, 기업가정신의
육성’
을 위해 자금을 지원하고 있으
며, 기업가정신의 육성에서는 생계형
창업보다는 마이크로소프트, 구글과
같은 기업이 출현할 수 있도록 혁신
형 창업에 더욱 집중하고 있다.
카우프만재단은 자산의 절대규모
면에서 비영리재단 가운데 불과 30위
권에 머물고 있지만 매칭펀드 지원방
식을 통해 레버리지 효과를 극대화시
키고 있다. 환언하면, 교육기관, 공공
기관 및 기업 등에 기업가정신에 관
한 관성의 장벽을 극복할 수 있는 수
준의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출연금액
의 수배 효과를 창출하고 있다.
최근에는 상무부의 요청에 따라
카우프만재단은 기업가정신에 관한
정부 홈페이지(entrepreneurship.gov)
를 구축·관리하고 연방정부에 기업
가정신의 활성화를 위한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있다. 중소기업청은 주로 레
스토랑 등 생계형 창업의 지원에 치

중하고 있어 카우프만재단과의 협력
활동은 활발하지 않다.

(2) 카우프만재단의 기업가정신
육성사업
카우프만재단은 1990년대 초부터
카우프만 기업가 리더십 센터(Kauffman Center for Entrepreneurial
Leadership, 1992~2002)를 설치하고
본격적으로 기업가에게 교육훈련을
제공하는 동시에 대학 등에 기업가정
신 교육과정을 도입시키기 위한 노력
을 기울였다. 현재 카우프만재단은 모
든 연령층에서 기업가정신이 고취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
영하고 있다.8) 초·중·고등학생을 위
한 교육 프로그램으로 Mini-Society
(8~12세), Making a Job (중학생),
EntrePrep (고등학생) 등이 있으며
학교의 정규과정에서도 활용되고 있
다. 또한, 월트 디즈니(Walt Disney)
사와 공동으로 Hot Shot Business
라는 온라인 시뮬레이션 게임 사이트
를 운영하고 있으며, 매년 2,000만 명
수준의 학생들이 가상공간에서 창업
하고 기업을 경영하는 경험을 하고
있다.
대학생의 경우 전통적인 기업가정

8) 카우프만재단에 따르면, 2006년도 기준으로 비(非)경영학전공자를 대상으로 기업가정신 교과목
을 설치한 4년제 교육기관은 313곳, 최소 1과목의 기업가정신 교과목을 개설한 대학은 2,337곳
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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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교육이 경영대학의 학생을 대상으
로 한 반면에, 카우프만재단은 전공분
야에 상관없이 모든 대학생들이 기업
가정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소위
Kauffman Campus Initiative (2003
년, 2006년)를 개시하고 19개 대학에
5,050만 달러를 지원함으로써 대학 측
의 매칭 펀드를 합하여 총 3억 달러
의 투자효과를 창출하였다.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FastTrac
은 1986년 LA에 있는 남가주대
(Univ. of Southern California)에서
시작된 기업가정신 교육 프로그램을
1993년부터 카우프만재단이 전국적으
로 확대한 것이다. 현재 미국 전역에
걸쳐 300여 기관에서 교육 프로그램
이 제공되고 있으며 현재까지 26만
5,000여 명이 이수하였다.
카우프만재단은 여성기업의 성장지
원 방안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고 여성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자금지원을 하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있다. 또한, 소수 민족의 기업가를 지
원하기 위한 프로그램도 본격 추진하
고 있으며, 다양한 범주의 기업가에게
효과적으로 관련정보를 제공하기 위하
여 인터넷 웹사이트인 eVenturing
Resource Center를 구축하여 운영하
고 있다.
카우프만재단은 미국 전역에 걸쳐
기업가정신이 확산되도록 2007년에
‘전미기업가정신주간’행사를 공공포
럼연구소(Public Forum Institute),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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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타임즈(New York Times), Inc
매거진(Inc. Magazine) 등과 공동으
로 조직하고 50개 주에 걸쳐 개최하
였다. 금년에는 영국의 메이크유어마
크(Make Your Mark) 캠페인과 공
동으로 발기하여 세계기업가정신주간
(Global Entrepreneurship Week
2008)의 행사 개최를 추진하고 있다.
카우프만재단은 2005년 9월에 엔젤
투 자 가 교 육 재 단 (Angel Capital
Education Foundation)을 설립하여
창업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
고 있는 엔젤투자가에게 교육과 투자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정상급 벤처캐피털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하여 1994년에 Kauffman
Fellows Program을 개시하여 미국
최초의 유일무이한 도제식 훈련프로
그램(기간 2년)을 운영하고 있다. 현
재까지 163명의 Kauffman Fellow를
배출하였으며, 80% 이상이 벤처캐피
털에 종사하고 그중 70%가 대표 파
트너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프로
그램 개시 이후 10년간 Kauffman
Fellow들은 417개의 기업에 36억 달
러를 투자하였고, 4만 2,000개의 일자
리를 창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카우프만재단은 대학의 연구성과를
기업가 또는 연구자들이 보다 손쉽게
접근하여 혁신과 창업을 가속화할 수
있도록 연구자료, 특허기술, 발견적
내용을 가상공간에서 검색하고 의견
을 교환하기 위한 iBridge Network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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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축하였으며, 현재 약 3,000여 건의
내용이 탑재되었고 2007년의 경우,
146개 국에서 4만 5,000명의 방문객이
1,700여 건의 혁신내용을 검색하였다.
또한, 카우프만재단은 기회형 창업
에 높은 관심을 갖고 대학 연구결과
의 상업화를 가속화시키기 위한 새로
운 유형의 기술사업화 기구로서 개념
검증센터(proof-of-concept center)
의 중요성을 연구보고서를 통해 전파
하고 있다. 개념검증센터는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자금조달이 불가능한 독
특하고 혁신적인 초기단계 연구에 씨
앗자금을 제공하고 더불어 기술사업
화 자문서비스와 교육 프로그램을 제
공 하 는 전 문 기 구 이 다 (Kauffman
Foundation, 2008).
카우프만재단은 미국 정부가 정기
적으로 창업빈도 등을 발표하고 있지
않아, 2005년부터 기업가정신의 월단
위 활동수준을 측정하여‘카우프만의
기업가 활동지수’로 발표하고 있다.
이는 인종별, 나이별, 교육수준별, 성
별, 지역별 등 다양한 기준별로 미국
국민의 창업활동 수준을 측정하고 있
다.
마지막으로, 카우프만재단은 2006
년도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에드먼
드 펠프스(Edmund Phelps) 교수 등
저명한 경제학자들에게 기업가정신
분야의 연구자금을 지원함으로써 기
업가정신이 하나의 학문분야로 자리
잡는 데 기여하고 있다. 기업가정신이

사회에 기여하는 공헌도 측정에 관한
것과 기업가정신 연구에 필요한 기초
데이터를 수집하는 활동 등에도 출연
금을 지원한다.

4. 정책적 시사점
기업가정신 육성정책의 목표는 기
업가정신의 활동을 위한 제반 여건을
확충함으로써 기업 활력을 높이고 경
제성장을 도모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기업가정신 활동을 위한 우리나
라의 환경 여건을 경제자유지수의 관
점에서 보면 2008년 67.9의 평균 평
점으로 세계 41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2007년 대비 5단계 하락하는 등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이 감소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기업가정신
제고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미국 기업가정신의 대변인(spokesman) 역할을 하고 있는 카우프만재
단의 육성활동을 통해 유용한 시사점
을 도출하고자 한다.
첫째, 기업가정신의 활동을 일관성
있게 지원하고 육성하는 기구가 필요
하다. 카우프만재단의 경우, 설립자의
유지를 받들어 기업가정신 육성을 위
한 사업을 일관성을 가지고 지속적으
로 수행할 임무를 가지고 있다. 우리
나라의 비영리재단은 대부분 장학사
업, 복지사업, 문화사업, 의료연구사업
등에 치중하고 있어, 경제성장의 중심
축을 담당하고 있는 전경련, 대한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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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기업가단체들이 기업가정신 분야
를 육성하는 데에 더욱 관심을 기울
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둘째,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기업가
정신 교육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카우프만재단의 경우, 청소년과 대학
생, 일반인을 대상으로 일련의 기업가
정신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제공
하고 있다. 이는 기업가정신 교육이
미국의 안정적인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다는 믿음에 기초한다. 우리나라
의 경우, 중소기업청, 비영리 창업지
원기관, 대학, 민간단체 등이 청소년
을 대상으로 한 비즈쿨(BizCool), 대
학에서의 창업(벤처)경영 교육과정,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각종 창업 강
좌를 운영·지원하고 있지만, 기업가
정신 교육을 본격적으로 시행한지 오
래되지 않아 초기 단계에 있다. 향후
지속적으로 교육 프로그램 간의 연계
성을 높이고 전문 교수요원을 양성하
며, 교육내용의 실용성을 강화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생계형 창업보다는 기회형 창
업에 무게를 두고 기업가정신 육성을
추진한다. 카우프만재단의 경우에도
대학, 연구소의 혁신적 아이디어의 사
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정책연구 수
행과 기술·지식 네트워크 구축, 엔젤
투자가의 교육, 벤처캐피털 전문가의
양성 등에 지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기회형 창업
보다는 생계형 창업의 비중이 OE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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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중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어 잠재성장률 제고에 한계가 있다
는 평가를 받고 있다. 생계형 창업도
우리 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
지만, 궁극적으로 경제성장을 이룩하
기 위해서는 혁신에 기반을 두는 기
회형 창업에 보다 큰 비중을 두어야
한다.
넷째, 기업가정신 육성 프로그램은
자립형 프로그램의 창출을 유도하는
것에 목적을 둔다. 카우프만재단의 경
우, 교육기관, 공공기관 및 기업에서
운영하는 기업가정신 프로그램이 본
격 가동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는 예
인선(tugboat)의 역할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정부, 지방자치단
체 등이 지원하는 기업가정신 육성
프로그램의 자립도가 낮아 한정된 재
원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거나 새로
운 육성 프로그램을 개시하기가 쉽지
않다. 기업가에게만 도전의식과 창의
성 및 혁신성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기업가정신 육성 프로그램의 운영방
식에도 기업가정신을 도입함으로써
자립형 프로그램을 점차 확산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기업가정신의 현상을
체계적으로 측정하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카우프만재단의 경우에는
2005년부터‘카우프만의 기업가 활동
지수’
를 계산하여 발표하고 있어, 정
부, 공공기관 또는 학계에서 정책 수
립과 지원 프로그램 개발에 기준자료

미국의 기업가정신 현황과 시사점

로 사용하고 있다.9) 우리나라의 경우
대한상의, 삼성경제연구소, 한국은행
등이 개별적으로 기업가정신의 수준
을 측정하는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종합적이고 주기적인 측정은 이루어

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기업가정신의
육성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는 선행단계로서 우리나라의 기업가
정신 현상을 체계적으로 측정·진단
하는 시스템 구축이 긴요하다.

9) 기업가정신의 현상을 진단하고 국가 간에 비교할 때 세계창업모니터(GEM) 연구컨소시엄이 참
여 국가별로 산출하는 TEA지수를 사용할 수 있으나, 국가별 특수상황을 고려하여 별도의 기
업가정신 지수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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