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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법인 기준 창업률과 성장 및
고용증가율 간의 관계분석

요

약

최근 일자리창출을 위한 창업(start-up)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창업활성화를 위
한 다양한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다. 2000년대 들어 우리나라의 신설법인 수는 감
소추세를 지속하다가 2004년 이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종사자 수 대비 신
설법인 비율인 창업률은 2000년대 들어 급격한 감소를 보인 후 2004년 이후에
도 뚜렷한 증가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창업률과 경제성장 및 고용증가율 간의 관계를 17개 산업과
2003~2009년 간의 자료를 사용하여 추정하였다. 분석결과 중 종사자 수 기준
의 창업률을 사용하여 Almon 방식에 의해 추정한 결과에 따르면, 창업률의 증
가는 시차를 가지면서 경제성장 및 고용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 기초할 때, 경제성장과 고용증가를 위해서는 창업이 보다 활성화
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창업이 경제성장 및 고용증가에 미치는 긍정
적인 효과를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창업 중에서도 혁신 창업
(innovative start-up)을 보다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정부도 창업, 특히 혁신 창업을 위해 창업 관련 정책을 강화하고 있는데, 이는 경
제성장과 일자리창출의 관점에서 매우 바람직한 정책방향이라고 할 수 있다. 다
만, 창업 관련 정책자금의 규모가 결코 작지 않다는 관점에서 향후 창업 관련 정
책에 대한 성과 및 실효성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고 이에 기초한 혁신 창업 활성화
정책의 성과를 제고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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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최근 일자리창출을 위한 창업(start-up)의 중요

전체의 고용증가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성이 강조되면서 창업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

있다는 공급 측면의 효과(supply-side effects)를

들이 추진되고 있다. 창업 자체가 단기적으로 고

들 수 있다. 특히, 장기적인 공급 측면의 효과는

용을 창출하지만 중장기적으로 경제 전체의 성장

시장경쟁을 통해 효율성의 확보, 구조조정의 가속

과 고용증가에 기여할 수 있는지는 불확실한 측

화, 혁신의 강화, 제품·서비스 다양성의 확대 등

면이 많다고 할 수 있다.

이 가능하기 때문에 발생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창업한 기업이 실패할 가능성도 많고 시

이러한 효과들에 따르면 창업의 증가는 단기

장의 경쟁을 통하여 경쟁력이 없는 기존 기업들

적으로 직접효과의 발생으로 경제 전체의 고용

이 시장에서 퇴출될 가능성도 있으며 또한 창업

에 긍정적으로 기여하나 중기적으로는 구축효과

기업이 시장에서 생존하더라도 그중에서 어느 정

로 인하여 고용감소를 유발하고 장기적으로는 공

도의 기업이 얼마만큼 성장할 수 있을지를 가늠

급 측면의 효과로 인하여 고용증가에 긍정적인

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영향을 미치다가 궁극적으로는 그 효과가 소멸된

창업이 경제성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다고 할 수 있다.

분석한 대표적인 연구로는 Fritsch and Mueller

동 연구에서는 창업이 고용증가율에 미치는 이

(2004)1)를 들 수 있는데, 동 연구에서는 창업이

러한 효과들을 서독의 326개 지역과 1983~2002

고용증가율에 미치는 효과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

년의 자료를 사용하여 Almon Polynomial Lags 모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형에 의해 추정하였는데2), 그 결과에 따르면 현

우선 창업 자체가 단기적으로 직접적인 고용증

재의 창업률(start-up rate)은 현재 및 1년 후의 고

가를 유발하는 직접효과(direct effect)를 들 수 있

용증가율에 긍정적인 영향을, 2~5년 후의 고용증

고, 그 다음에는 시장경쟁으로 인한 창업기업 자

가율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6~9년 후의 고용증가

체의 시장퇴출 또는 경쟁력이 미흡한 기존 기업

율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의 시장퇴출을 나타내는 구축효과(crowding-out

고 10년 후에는 그 긍정적인 효과가 소멸되는 것

effect)를 들 수 있다.

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창업률의 고용증가

마지막으로 창업기업이든 기존 기업이든 시장
에서의 경쟁을 통하여 경쟁력을 갖출 경우 경제
1) Fritsch, Michael and Pamela Mueller(2004), “Effects of New Business Formation on Regional Development over Time”, Regional Studies, Vol. 38,
8, pp. 961~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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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Almon 방식에 의해 추정한 것은 고정효과모형에서 독립변수로서 시차
변수들을 한꺼번에 고려할 경우 특히 창업률과 같은 시차변수들 간에 다
중공선성의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Almon 방식에 의
한 추정은 이러한 다중공선성 문제를 회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
면, 추정계수들에 대해 과도한 제약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는 단점을 가
지고 있다.

산 업 경 제 분 석

율에 대한 누적효과는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나

련된 기존연구들과 본 연구의 분석방법을 제시

고 있다.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선 2000년대 이후 우

그리고 2003년 이후 우리나라의 산업별·연도

리나라의 신설법인 수 및 신설법인 기준 창업률3)

별 자료를 사용하여 신설법인 기준 창업률이 성

의 현황을 살펴보고 창업률의 경제적 효과와 관

장 및 고용증가율에 미치는 효과들을 고정효과모
형(fixed effects model)과 Almon 방식에 의해 각

3) 신설법인에 의해 우리나라의 창업률을 측정하는 것은 신규 개인사업자를
포함하고 있지 않아 과소추정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개인사업자를 포
함한 창업 관련 통계가 부재한 상황이고 신설법인 자체는 개인사업자보
다 경제 전체에 대한 경제적 효과가 클 수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신
설법인을 기준으로 창업률을 측정하고 분석하고자 한다.

각 추정해보고자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추정
결과를 바탕으로 간략하나마 정책 시사점을 제
시하고자 한다.

2. 신설법인 및 창업률 현황
우선 2000년대 이후 신설법인 수 추이를 살펴

자 수 대비 신설법인 수 비율(창업률2)이다. 전자

보면, 2001년 6만 2,168개에서 2004년 4만 8,585

는 기업스톡 접근법(business stock approach)에

개로 감소하였으나 그 이후 다소의 변동은 있지

기초한 일종의 진입률(entry rate)의 개념이라고

만 증가추세를 보여 2010년 현재 6만 132개로 증

할 수 있고 후자는 노동시장 접근법(labor market

가하였다.

approach)에 기초한 개념으로서 노동인구 중에

신설법인 기준 창업률은 두 가지 방법으로 측

서 창업하는 성향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정할 수 있는데, 하나는 총사업체 수 대비 신설

2000년대 이후 창업률1과 창업률2는 유사한 변

법인 수 비율(창업률1)이고 다른 하나는 총종사

화패턴을 보이는데, 창업률1은 2000년과 2001년

<그림 1> 신설법인 수 추이
(개)

자료 : 통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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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창업률 추이
(%)

자료 : 통계청.
주 : 창업률1은 신설법인 수/총사업체 수 비율(좌측), 창업률2는 신설법인 수/총종사자 수 비율(우
측)이다.

<표 1> 업종별 창업률
단위 : %, %포인트

창업률1
전 산업
음식료품

창업률2

2003

2009

증감

2003

2009

증감

1.65

1.73

0.08

0.358

0.338

-0.020

1.92

2.66

0.74

0.363

0.518

0.155

섬유·가죽제품

2.72

2.45

-0.27

0.323

0.359

0.036

고무·화학제품

6.15

5.47

-0.68

0.368

0.383

0.015

기계·금속업

2.68

3.42

0.74

0.300

0.367

0.067

전기·전자·정밀기기

9.50

11.87

2.37

0.448

0.592

0.144

자동차·운송장비

9.50

12.52

3.02

0.203

0.255

0.052

기타제조업

2.49

3.30

0.81

0.491

0.729

0.238

36.61

25.31

-11.3

0.879

0.551

-0.328

건설업

9.63

7.37

-2.26

1.118

0.780

-0.318

도·소매업

1.35

1.32

-0.03

0.476

0.432

-0.044

숙박·음식점업

0.07

0.11

0.04

0.024

0.040

0.016

운수업

0.80

0.58

-0.22

0.304

0.205

-0.099

부동산·임대업

2.98

3.05

0.07

0.838

0.863

0.025

교육서비스업

0.29

0.53

0.24

0.032

0.064

0.032

기타 산업

4.64

5.02

0.38

0.694

0.547

-0.147

기타 서비스업

0.52

0.68

0.16

0.097

0.111

0.014

전기·가스·수도업

주 : 기타 산업은 목재·종이제품, 인쇄·출판·기록매체복제업, 정보통신업, 사업서비스업, 문화·오락서비스업 등을 포함하고 기타 서비스업은 금융보험업,
공공행정·국방, 보건·사회복지업, 기타 서비스업 등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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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에서 2004년 1.52%로 크게 감소한 후 다소

인트, 0.16%포인트, 0.14%포인트의 높은 증가를

의 변동이 있지만 미미하나마 증가추세를 보여

나타냈다.
또한 2009년 현재 업종별 창업률을 보면, 창업

2009년 현재 1.73%로 증가하였다.
창업률2의 경우에는 2000년 0.45%에서 2004

률1의 경우 자동차·운송장비와 전기·전자·정

년 0.33%로 크게 감소하였고 2004년 이후 0.31~

밀기기가 각각 12.5%와 11.9%의 높은 수준을 나

0.35% 범위에서 변동하다가 2009년 현재 0.34%

타내고 있다. 창업률2의 경우에는 부동산·임대

를 기록하고 있다.

업, 건설업, 기타제조업 등이 각각 0.86%, 0.78%,

업종별 창업률 추이를 살펴보면, 우선 2009년

0.73%의 높은 비중을 나타내고 있다.4)

현재 전 산업의 창업률1과 창업률2는 2003년과
비교할 때 큰 변화가 없는 가운데 창업률1의 경우
자동차·운송장비와 전기·전자·정밀기기가 각
각 3.0%포인트와 2.4%포인트의 높은 증가를 나
타냈다. 창업률2의 경우에는 기타 제조업, 음식
료품, 전기·전자·정밀기기 등이 각각 0.24%포

4) 창업률1과 창업률2는 업종별 크기 순서가 상이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창업률1은 업종별 사업체 수를, 창업률2는 업종별 종사자 수를 기준
으로 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어떤 업종이 몇몇 대기업으로 구성되어 있
다고 할 경우 그 업종의 창업률1은 다른 업종에 비해 큰 것으로 나타나고
창업률2는 다른 업종에 비해 큰 차이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통
상 사업체 수 기준의 창업률1보다는 종사자 수 기준의 창업률2를 창업률
의 지표로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창업률1과 창업률2의 변화방향은 전 산
업 또는 업종별로 볼 때 유사한 패턴을 보이고 있다.

3. 기존연구 및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창업률과 경제성장 및 고용증

을 들 수 있다.8)9)

가율 간의 관계를 분석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

우선, Fritsch and Schroeter(2011)는 서독의 지

으므로 이와 관련된 최근의 기존 연구들로는

역별·연도별(1980~2002) 자료를 사용하여 고

5)

Fritsch and Schroeter(2011) , Bosma, Stam and

용증가율과 창업률 간의 관계를 고정효과모형

Schutjens(2011)6), Baptista and Preto(2011)7), De-

에 의해 추정한 결과 양자 간에는 역 U자형의 관

8)

9)

jardin(2011) , Andersson and Noseleit(2011) 등

계가 나타남을 보이고 있다. Bosma, Stam and
Schutjens(2011)는 네덜란드 40개 지역과 1998~

5) Fritsch, Michael and Alexandra Schroeter(2011), “Why Does the Effect of
New Business Formation Differ across Regions?”, Small Business Economics 36, pp. 383~400.
6) Bosma, Niels, Erik Stam and Veronique Schutjens(2011), “Creative Destruction and Regional Productivity Growth: Evidence from the Dutch
Manufacturing and Services Industries”, Small Business Economics 36,
pp. 401~418.
7) Baptista, Rui and Miguel Torres Preto(2011), “New Firm Formation and
Employment Growth : Regional and Business Dynamics”, Small Business
Economics 36, pp. 419~442.

2002년의 자료를 사용하여 총요소생산성 증가율
과 진입률 간의 관계를 시스템 GMM에 의해 추정
8) Dejardin, Marcus(2011), “Linking Net Entry to Regional Economic
Growth”, Small Business Economics 36, pp. 443~460.
9) Andersson, Martin and Florian Noseleit(2011), “Start-ups and Employment Dynamics within and across Sectors”, Small Business Economics
36, pp. 461~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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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는데, 그 결과 서비스업의 경우에만 진입률

S자형 또는 U자형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이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

창업은 처음에는 고용증가율에 긍정적인 영향을

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치나 중기적으로는 부정적인 영향을, 장기적으

또한 Baptista and Preto(2011)의 경우에는 포

로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르투갈 30개 지역과 1983~2000년 기간을 대상으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창업률의 고용증가율에 대

로 창업률과 고용증가율 간의 관계를 Almon 방

한 누적효과는 플러스인 것으로 나타났다.

식에 의해 추정하였는데, 그 결과 창업률의 고용

본 연구에서는 창업률과 경제성장 및 고용증가

증가율에 대한 시차 누적효과가 긍정적인 것으로

율 간의 관계를 17개 산업과 2003~2010년 기간을

나타났고 더욱이 지식기반산업의 경우 그 효과가

대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창업률은 앞에서 언

더욱 큰 것으로 나타났다.

급한 바 있는 창업률1과 창업률2를 모두 고려하

Dejardin(2011)에서는 벨기에의 43개 지역과

고 경제성장은 산업별 실질 부가가치 증가율을,

1982~1996년의 자료를 사용하여 부가가치 증가

고용증가율은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상의 산업

율과 순진입률 간의 관계를 동태적 패널모형에

별 종사자 수 증가율을 사용한다.

의해 추정한 결과 서비스산업의 경우 양자 간에

창업률과 성장 및 고용증가율 간의 관계는 고

플러스의 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

정효과모형과 Almon 방식에 의해 추정하고자 하

dersson and Noseleit(2011)는 스웨덴의 지역별·

는데, 고정효과모형의 경우 창업률의 시차변수들

연도별(1994~2004) 자료를 사용하여 창업률과 고

간의 다중공선성 문제를 회피하기 위해 창업률의

용증가율 간의 관계를 고정효과모형에 의해 분석

현재 변수 및 5년 전까지의 시차변수들을 독립변

하였는데, 그 결과 창업률이 고용증가율에 긍정

수로서 하나씩 고려하여 추정하고자 한다.

적인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high-end 서

또한 시차변수들을 한꺼번에 고려하면서 다중

비스산업10)의 창업률은 여타 산업의 고용증가율

공성선의 문제를 회피하기 위해 Almon 방식에

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해 추정하고자 하는데, 추정방식은 5년 전부

한편, Small Business Economics(2008, Vol. 30)

터의 창업률 시차변수들을 순차적으로 고려하되

에는 창업률과 고용증가율 간의 관계를 Almon 방

Almon 모형의 추정결과 3차, 2차, 1차 다항식 중

식에 의해 추정한 많은 연구들이 있는데11), 분석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하는 다항식이 나타나면 그

결과에 따르면 창업률과 고용증가율 간의 관계가

다항식에 기초하여 창업률의 성장 또는 고용증가
율에 대한 시차효과를 분석하였다.12)

10) 고급 생산자서비스, 연구개발기관, 교육서비스 등을 포함함.
11) Acs & Mueller(2008)는 미국의 320개 지역, Arauzo-Carod, Liviano-Solis
& Martin-Bofarull(2008)은 스페인 17개 지역, Baptista, Esc′aria & Madrugo(2008)는 포르투갈 30개 지역, Fritsch & Mueller(2008)는 서독의 74개
지역, Mueller, van Stel & Storey(2008)는 영국의 59개 지역, Van Stel &
Suddle(2008)는 네덜란드 40개 지역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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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Almon 방식의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Van Stel and Storey(2004) 참조.
Van Stel, Adriaan J. and David J. Storey(2004), “The Link between Firm
Births and Job Creation : Is There a Upas Tree Effect?”, Regional Studies, Vol. 38, 8, pp. 893~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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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설법인 기준 창업률과 성장 및 고용증가율 간의 관계
1) 창업률과 성장 간의 관계

소한 10% 유의수준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창업률2를 독립변수로 사용한 경우에도 현재의

우선 창업률과 실질 부가가치 증가율 간의 관

창업률은 최소한 10%의 유의수준에서 1~4년 후

계를 고정효과모형에 의해 추정해본 결과, 창업

의 부가가치 증가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률1을 독립변수로서 사용한 경우 현재의 창업률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창업률의 부가가치

은 5% 유의수준에서 3년 후의 부가가치 증가율에

증가율에 대한 누적효과 또한 최소한 5% 유의수

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나 5년 후의 부가가치 증

준에서 플러스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가율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Almon 모형의 경우 추정계수에 제약이 주어지

다. 창업률2를 독립변수로서 사용한 경우에는 현

는 한계가 있지만 독립변수로서 창업률 시차변수

재의 창업률이 현재 또는 미래의 부가가치 증가

들을 하나씩 고려한 고정효과모형에 비해서는 우

율에 10% 수준에서도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

월하다고 할 수 있으므로13) 창업률이 경제성장에

는 것으로 나타났다.
Almon 방식에 의해 추정한 결과에 따르면, 창
업률1을 독립변수로 사용한 경우 현재의 창업률
은 현재부터 4년 후까지의 부가가치 증가율에 최

13) 개별 시차변수를 고려하는 고정효과모형은 시차변수의 선택에 따라 표
본수가 상이하여 추정결과들 간의 엄밀한 비교가 어렵고 시차변수들 간
의 상관관계로 인하여 여전히 해당 시차변수의 효과를 정확히 파악하
는 데 한계가 있다.

<표 2> 창업률과 성장 간의 관계
(FEM)
△lnVAit=αp*SRit-p+IE+TE+eit,
(ALMON) △lnVAit=Σp=1,..,5βp * SRit-p+IE+TE+eit,
p=

창업률1

창업률2

FEM

ALMON

FEM

ALMON

0

0.0206

0.1234*

1.9761

0.7982

1

-0.0530

0.1606**

-1.3804

2.2781*

2

-0.1030

0.1978***

-0.6503

3.7580**

0.1226**

0.2350***

2.3588

5.2379**

4

0.0085

0.2723***

-2.2288

6.7178**

5

-0.2024**

-

-7.1846

-

누적효과

-

0.9892***

-

18.7900**

3

주 : 1) FEM은 고정효과 모형이고 ALMON은 Almon Polynomial Lag 모형이다.
2) VA는 실질 부가가치, SR는 창업률, IE는 산업효과, TE는 연도별 효과, e는 오차항을 나타낸다.
3) ALMON 방식의 경우 4기전까지의 시차변수와 1st-order polynomial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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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치는 효과는 어떤 창업률 변수를 사용하든지

년 후의 고용증가율에 10% 유의수준에서 부정적

간에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인 영향을 미치나 5년 후의 고용증가율에는 5%
의 유의수준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

2) 창업률과 고용증가율 간의 관계

로 나타났다.
창업률2를 독립변수로 사용한 경우 1%의 유의

창업률과 고용증가율 간의 관계를 고정효과모

수준에서 현재의 창업률은 현재 및 5년 후의 고용

형에 의해 추정해 보았는데, 창업률1을 독립변수

증가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로서 사용한 경우 현재의 창업률은 10% 유의수준

다. 그리고 창업률의 부가가치 증가율에 대한 누

에서 4년 후의 고용증가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

적효과는 창업률1을 사용한 경우 10% 수준에서

치나 5년 후의 고용증가율에는 5% 유의수준에서

통계적 유의성이 없으나 창업률2를 사용한 경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창업

에는 5% 수준에서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하면서

률2를 독립변수로서 사용한 경우에도 현재의 창

플러스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업률이 4년 후의 고용증가율에 10%의 유의수준

Almon 모형에 의해 추정한 결과에 따르면, 우

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나 5년 후의 고용증가

리나라의 경우 창업률과 고용증가율 간의 관계가

율에는 1%의 유의수준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

U자형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창업률1을 사용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경우 처음에는 유의적인 효과가 없다가 마이

또한 Almon 방식에 의해 추정한 결과, 창업률1

너스로 전환되고 5년 후에 플러스로 전환되는 것

을 독립변수로 사용한 경우 현재의 창업률은 2~4

으로 나타났고, 창업률2를 사용한 경우에는 창업

<표 3> 창업률과 고용증가율 간의 관계
(FEM)
△lnEMPit=αp*SRit-p+IE+TE+eit,
(ALMON) △lnEMPit=Σp=1,..,5βp * SRit-p+IE+TE+eit
p=
0

사업체 수 기준 창업률

종사자 수 기준 창업률

FEM

ALMON

FEM

-0.0568

-0.1368

-1.4703

3.5227***

1

-0.0101

-0.3238

3.1861

1.4824

2

-0.0769

-1.1599*

-5.1460

0.5012

3

-0.0305

-1.6969*

2.5269

0.5789

4

-0.1135*

-1.9867*

-7.0239*

5

0.6941**

1.9187**

누적효과

-

-2.3855

9.1837***
-

조정결정계수
주 : EMP는 종사자 수이고, ALMON 방식의 경우 5기전까지의 시차변수와 2nd-order polynomial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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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58
3.9116***
11.7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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률의 효과가 처음에는 플러스를 보이다가 유의적

한 경우에는 누적효과가 유의적이지 않은 반면,

인 효과가 없는 것으로 전환되고 다시 5년 후에는

창업률2를 사용한 경우에는 통계적 유의성을 가

플러스로 전환되고 있다. 다만, 창업률1을 사용

지면서 플러스 부호를 나타내고 있다.

5. 결론
앞에서의 분석결과 중 창업률2를 사용하여

화하고 있는데, 이는 매우 바람직한 정책방향이

Almon 방식에 의해 추정한 결과에 따르면14), 창

라고 할 수 있다. 특히, 혁신 창업과 관련하여 청

업률의 증가는 시차를 가지면서 성장 및 고용증

년 기술창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연

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개발 지원 중에서 창업과 관련된 창업성장기

2004년 이후 우리나라의 신설법인 수가 증가추세

술개발16) 예산을 크게 확대할 예정이다.17)

를 보이고 있지만 창업률2는 뚜렷한 증가추세를

한편, 중소기업청 기금과 예산(계획)에서 창업

보이지 않고 있다. 이는 성장과 고용증가를 위해

과 관련된 기금과 예산은 2011년과 2012년의 경

서는 창업이 보다 활성화될 필요가 있음을 의미

우 20% 내외인 것으로 추정된다.18) 이러한 금액

한다고 할 수 있다.

은 중소기업 정책자금으로서 결코 적은 금액이

한편, 창업이 성장 및 고용증가에 미치는 긍정

아니므로 향후 창업 관련 정책자금의 성과와 실

적인 효과를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는데, 이는 창

효성에 대한 엄밀한 평가와 더불어 혁신 창업과

업 중에서도 혁신 창업(innovative start-up)이 보

창업 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을 보다 강화해야 할

다 활성화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혁

것으로 생각된다.

신 창업은 창업의 간접적 효과인 공급 측면의 효
과를 더욱 크게 함으로써 창업의 경제성장 및 고
용증가에 미치는 누적효과를 확대할 수 있기 때
문이다.
2012년 중소기업정책방향15)에 따르면, 주요 추
진과제 중 하나로서 기업가정신 확산과 창업촉

16) 잠재역량을 보유하고 있으나 기술개발 자금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
는 창업 초기 기업과 소기업에 대한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사업.
17) 2012년 중소기업청 예산(안)에 따르면, 2011년에 비해 중소기업 기술개
발지원은 13.7% 증가한 7,150억 원 수준이고 이 중에서 창업성장기술
개발은 19.5%나 증가한 1,136억 원이다.
18) 중소기업청의 2012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개요(2011. 9)에 따르
면, 중소기업 기금과 예산에서 창업 관련 기금과 예산은 2011년 23%(1
조 6,600억 원)와 20%(4,000억 원), 2012년 20%(1조 4,900억 원)와
18%(3,900억 원) 정도인 것으로 추정된다.

진을 강조하면서 혁신 창업을 위한 정책들을 강
14) 창
 업률1보다는 창업률2가 창업률 지표로서 보다 적절하고 고정효과모
형보다는 Almon 방식이 보다 우월하므로 본 연구에서는 창업률2를 사
용하면서 Almon 방식에 의해 추정한 결과를 바탕으로 시사점을 도출
하고자 한다.
15) 중소기업청(2011. 9. 30), 2012년도 중소기업 육성시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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