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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경제발전에 제도와 기업가정신이 중요하다’

달려 있다고 설명한다. 이러한 분석틀 하에 1975년 이후

는 관점에서 제도 ⇒ 기업가정신 ⇒ 경제적 성과로 이어지

최근까지 한국의 생산적 기업가정신 지수를 측정하고 변

는 이론 분석틀을 제시한다. 본 연구에서 기업가정신은 개

화추이를 살펴보기 위해 시도하였다. 경제활동참여율, 설

인의 인성, 역량의 문제이기에 앞서 경제활동 게임규칙에

비 및 R&D 투자율, 수출증감율, 사업체 총수 및 대기업

반응하는 함수이다. 기업가(entrepreneur)라 하면 흔히

비중 등 민간 부문 지표 외에 공직 경쟁률, 국회의 입법활

들 창업과 경영에 관련된 사업가(business people) 중심

동 지수 등 공공 부문 지표를 추가하여 생산적 기업가정신

의 개념으로 이해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불확실성 하에서

지수를 (실험적으로) 추정한 결과, 동 지수는 1975~80년

의 도전과 혁신, 자기 책임 등 일정 조건을 갖추면 정치인,

평균 131.7에서 2013년도 66.6으로 거의 절반 정도 하락

공무원을 포함하여 누구나 기업가가 될 수 있다. 기업가정

한 것으로 나타난다.

신이란 기업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도전하고 혁신을 추구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결과가 반드시 사회적으로 바람직
한 것은 아니다. 본 연구에서는 Baumol(1990) 등의 선행
연구를 참고하여 기업가정신은 사회적으로 생산적, 비생
산적 또는 파괴적이 될 수 있다고 보는 한편, 어떤 유형의
기업가정신이 우세하게 발현될지는 사람이 아니라 제도에

Inc.: Do you agree that we in the United States are the best practitioners of entrepreneurship, that we're way
ahead of other countries?
Drucker: Absolutely not! It's a delusion, and a dangerous one. We may have the largest number of
new-business starts and new-business failures, but that's all. We're probably not even number two.
Inc.: Who's number one?
Drucker: Undoubtedly Korea. Barely 40 years ago, Korea had no industry at all. The Japanese, who had ruled
Korea for decades, didn't allow any. They also didn't allow any higher education, so there were
practically no educated people in Korea. By the end of the Korean War, South Korea had been
destroyed. Today Korea is world class in two dozen industries and the world's leader in shipbuilding
and other areas.
‘Flashes of Genius’ by George Gendron(1996)

Ⅰ. 연구 목적

위권으로 저조한 상태에 머물고 있음(황인학,
2015)

□ 한국경제 고도성장에 결정적 역할을 했던 기업가
정신(entrepreneurship)이 지금은 예전만 못하다
는 평가가 많은 만큼 그 실태와 원인을 진단해
볼 필요가 있음

□ 본 연구는 경제성장에 기업가정신이 중요하다는 분
석틀을 제시하는 한편, 한국의 기업가정신이 어떻
게 변화해왔는지 추이를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음

◦ 경영학 전도사 Peter Drucker는 앞의 인용문에

◦ 기업가(entrepreneur), 기업가정신(entrepreneurship)

서 보듯이 한 때 기업가정신이 가장 왕성한

은 흔히 사용되는 표현이지만 저마다 다른 의

나라(the best practitioners of entrepreneurship)

미로 해석하는 등 매우 혼란스러운 개념으로

로 미국을 제치고 한국을 꼽은 바 있음

명확한 정의가 필요

◦ 자본, 기술, 경험 등 경제발전에 필수적인 생

◦ 이 글에서는 기업가(entrepreneur)를 기회포착

산요소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전쟁까지 겪

역량(Kirzner, 1973), 불확실성 하에서 책임 있는

으며 초토화된 나라가 세계 10위권 경제 강

의사결정(Knight, 1921), 혁신(Schumpeter, 1934)

국으로 도약할 수 있었던 까닭은 민간, 공공

의 요건을 갖추고 자신의 이익에 충실한 자(self-

분야를 막론하고 기업가정신이 왕성하게 발

serving agent)로 정의

현되었기 때문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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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의 하에 기업가정신은 시장영역(market

◦ 그러나 한국경제연구원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

entrepreneurship) 외에도 정치, 행정 등 공공

면 최근에는 평가가 바뀌어 우리나라 국민의

부문(public entrepreneurship)에 적용 가능하

과반수가 넘는 55%가 기업가정신이 예전만 못

며, 기업가정신은 사회적으로 항상 바람직한

하다고 보는 한편, 앞으로 나아질 거라는 기대

것이 아니라 비생산적일 수도 있음(Baumol,

는 24%에 불과함(황인학·송용주, 2014)

1990)

◦ 국제적으로도 2015년도 글로벌 기업가정신 지

◦ 또한 기업가정신은 인성(personality)보다는 계

수(GEI: Global Entrepreneurship Index) 순위

약법, 회사법, 경쟁법, 각종 규제법령 등의 공

에서 한국은 전체 130여 국가 중 28위이나

식 제도(formal institutions), 그리고 문화와 가

OECD 34개 회원국만 놓고 보면 22위로 중하

치관 등의 눈에 보이지 않는 비공식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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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rmal institutions)에 내재된 인센티브에 반

응하는 것으로 봄

□ 1975∼2013년 기간 중 연도별 기업가정신 지수
를 추정한 결과, 한국의 기업가정신 지수는 70년
대 후반 평균 131.7에서 2011~13년 기간 평균
72.4로 45% 감소
◦ 선행연구와 달리 본 연구에서는 ‘제도 ⇒ 기업
가정신 발현(생산적, 비생산적) ⇒ 경제발전’의
분석틀을 제시하고 기업가정신의 다양한 측면
을 반영하는 변수들을 선정하고 이들을 표준화
하여 평균한 값으로 기업가정신 지수를 추정
◦ 구체적으로 사용된 변수는 시장 영역의 5개 변
수(인구 10만당 사업체 수, 대·중소기업 비중,
수출증감률, 설비 및 R&D 투자율, 경제활동참
여율)와 공공 영역의 2개 변수(법안 가결률, 공
무원 시험 경쟁률)로 구성
◦ 본 연구에서 추정한 기업가정신 지수는 70년대
후반기 평균 131.7 → 80년대 평균 107.1 →
90년대 평균 102.8 → 2000년대 평균 78.1 →
2010년대 평균 72.4로 계속 하락하는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남
◦ 21세기에 국한해보면 2013년도 기업가정신 지
수(66.6)로 2000년도 지수값(99.6)의 약 2/3에
불과한 수준이며, 지수 하락의 주된 이유는 정
치 및 공공부문에서의 생산적인 기업가정신이
약화되는 대신에 정치 소득 및 규제지대 추구
행위와 같은 비생산적 기업가정신이 크게 증가
하였기 때문으로 풀이됨

한국 기업가정신의 장기 변화 추이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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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선행 연구의 특징과 한계

력원천의 세부 항목으로 나누어 기업가정신의
변천과 변화요인을 분석(<표 1> 참조)

□ 기업가정신에 대한 선행 연구는 중요성에 비해 많
지 않은 가운데 국제비교평가와 국내 특화 연구로
대분되며, 국제비교 연구는 주로 GEM, GEDI 자
료에 기초하고 있음

◦ 『한국경제 60년사(2010)』에서도 이와 비슷하게
한국의 경제발전 과정을 산업기반형성기(1948
∼71), 고도성장기(1972∼87), 패러다임 전환기
(1988∼97), 위기극복 및 재도약기(1998∼2008)

◦ GEM(Global Entrepreneurship Monitor)에서는

로 구분

1999년부터 초기 창업활동에 주안점을 두고 세

계 주요국의 기업가정신을 평가하고 있으며, 한

◦ 『한국경제 60년사(2010)』는 시대별로 주요 제도

국은 2000∼2002년 기간과 2008년 이후 최근

정책을 먼저 정리하고 이러한 제도 및 정책 변

까지 조사에 참여

화에 기업가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대응했는지를
설명함으로써

◦ GEDI(Global

Entrepreneurship

Development

기업가정신은

인성(personality)

이 아닌 제도의 함수로 봤다는 점이 특징적

Institute)는 GEM의 서베이 자료에 세계경제포

럼에서 조사한 GCI의 제도 변수를 접목해서 각
국의

기업가정신을

열망(aspiration),

능력

(ability), 태도(attitude)의 3개 부문으로 나누어
2012년부터

글로벌

기업가정신

지수(GEI:

Global Entrepreneurship Index)를 추정, 발표1)

□ 본 연구에서와 같이 연속 지수로 기업가정신의 변
화과정을 추정한 선행연구로는 한국은행, 삼성경
제연구소(2004), 대한상의(2005) 자료 등이 있음
◦ 한국은행은 기업가정신 지수를 제조업체 증가율
+ (실질설비투자증가율 – GDP 증가율) + 민간

◦ 2015년도 GEI에서 한국은 130개국 중 28위로

연구개발비 증가율로 정의하였으며, 이 지수를

2014년도 비해 4단계 상승. 그러나 OECD 34

적용하면 한국의 기업가정신은 2000년 49.6에서

개 회원국만 놓고 보면 22위로 중하위권에 속

2009년에는 –2까지 하락한 것으로 평가됨

하며 아시아에서는 대만(8위), 싱가포르(10위)보
다 한참 낮아 개선의 여지가 많음

□ 국내 특화 연구는 시대별 구분 평가와 연속적
지수의 추정으로 대분되며 전자는 배종태 외
(2009), 『한국경제 60년사(제9장: 경제발전과
기업가정신, 2010)』 등이 대표적

◦ 삼성경제연구소(2004)는 기업가정신 지수를 각
년도의 ① 수출증가율, ② 설비투자증가율, ③
사업체 수 증가율의 단순평균으로 추정. 이 지
수를 적용하면 한국의 기업가정신은 2000년
55.5에서 2009년에는 –22.1까지 하락2)

◦ 대한상의(2005)는 위 산식에서 사업체 수 증가

◦ 배종태 외(2009)는 한국의 경제발전 과정을

율 대신에 민간연구개발비 증가율을 넣어 지수

1950년대 전후 복구기, 1960~70년대 고도성장

를 추정하였으며, 그 결과 기업가정신 지수는

기, 1980년대 전환기, 1990년대 벤처 성장기,

1977년에 정점을 기록한 이후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조정기로 구분

들어 계속 위축되고 있다고 평가

◦ 그리고 각 시대별로 주요 사업가를 특정하고,
기회특성, 산업특성, 자원원천, 창업동기, 경쟁
1) GEM 및 GEI의 구성 및 평가결과에 대한 세부 내용은 황인학(2015) 참조
2) 자세한 내용은 최병일·황인학 외의『기업가정신: 창조경제 성공의 핵심조건(2013)』, pp.54∼5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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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는 사람’으로 정의함으로써 제도, 즉 게임 규

□ 선행연구의 특징과 한계
◦ 대부분의 선행연구는 기업가(起業家, entrepreneur)

칙을 바꾸는 이도 기업가에 포함시키고 있음

를 사업가(business man)로 보는 관점에서 창

◦ 제도는 경제활동의 규칙이며, 국회 또는 정부에

업과 투자(설비 및 R&D) 활동을 중심으로 평가

서 만들고 집행하기 때문에 정치와 정부 부문

하는 특징이 있음

에도 기업가정신의 개념을 확장 적용할 필요가

◦ 삼성경제연구소 보고서에서 기업가정신을 ‘자원
의 제약과 리스크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도전정
신을 발휘하여 경영혁신을 통해서 새로운 사업
을 일으키는 기업가의 의지’로 정의한 것도 起

있음(Klein, Mahoney, Ptelis, 2010). 환언하면
경제적 이익뿐 아니라 정치 소득의 극대화 또
는 기회의 극대화를 지향하는 경우도 기업가정
신의 발현으로 볼 수 있음

業家를 企業人과 동일시하였기 때문임3)
◦ 그러나 기업가를 기업 경영의 영역에 국한할
이유는 없으며, Herbert & Link(1989)는 기업
가를 ‘상품과 자원 또는 제도의 위치와 형태,
활용에 영향을 주는 의사결정을 내리고 책임을
<표 1> 시대별 기업가정신의 변천과 변화요인 분석 사례
기업가정신 제 1물결
전후 복구기
1950년대

고도 성장기
1960~70년대

기업가정신 제 2물결
전환기
1980년대

벤처 성장기
1990년대

조정기
2000년대

주요 기업가 역할모형

이병철, 정주영

구인회, 이병철, 정주영

정주영, 박태준

정문술, 안철수,
이민화, 조현정

김택진, 장병규,
김영달, 이해진

기회특성

6.25전쟁 후
건설, 식품, 의류시장,
확실한 기회

경제개발5개년,
정부+시장, 의류, 기계,
수출시장

산업기반 발전,
해외시장 선전,
개선적 혁신,
수입대체재

글로벌시장 형성 확대,
해외자금유입과 벤처투자,
IMF위기, 혁신적 기술

글로벌 시장 확대,
세계시장 권역화,
시장다양화,
시장융합 및 틈새

산업특성

농업, 광업, 의류, 식품

경공업,
중공업(시멘트/비료/정유)

건설업, 수출업(전자제품
/자동차/기계/철강 등)

반도체/전자제품/선박/
자동차/컴퓨터 등

IT산업, 서비스 산업,
환경 및 에너지 관련 산업,
NT산업

자원원천

노동력, 내부자원 빈약

노동력, 낮은 인건비,
외국원조

노동력, 국내자본 형성,
해외투자

자본역(은행, VC,
금융시장 형성), 엔젤투자

기술력, 외국자본
비중 증대,
자본시장 연동,
M&A 활성화

창업동기

생계유지

정부주도, 기회추구,
생계유지

정부 주도의 기회 추구,
부의 창출

사회적 분위기, 수익 창출,
기술 사업화

신기술 사업화,
생계형 창업 증대,
사회적 문제해결

경쟁력 원천

외국 원조 의존,
농업 인구 60% 차지,
낮은 인건비

공업화 추진,
중화학공업단지 건설,
낮은 인건비

건설, 제철, 자동차 등
핵심기술 획득,
수출력 확보

선도적 원천/핵심
기술 획득,
글로벌 시장, 접근성,
기술혁신 능력

선도적 기술혁신,
(정보통신 기술,
나누기술 등)
세계시장 접근, 실행력

자료: 배종태 외(2009)에서 발췌

3) 기업가 개념의 일반적 오해에 대해서는 황인학,『한국의 기업가정신의 실상과 과제, 2015』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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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회사는 기업가정신을 구현하기 위한 가장
적합한 경제조직이지만 기업에 고용된 종업원
이라 해도 적절한 보상 시스템을 갖출 경우 기
업가정신의 개념 적용이 가능하며, GEM에서
‘기업가적 종업원 활동(entrepreneurial employee
activity)’을 별도 측정하는 까닭도 이러한 이유

때문임
◦ 이에 비해 국내 특화 선행연구는 기업가정신을
사업가정신으로 국한하여 보고 있다는 한계가
있고, 특히 지수 추정 관련 연구들은 기업가정
신과 경제발전의 관계에 대한 이론적 배경 없
이 연간 등락이 심한 3~4개의 제한된 경제지표
분석에 치중하고 있다는 한계가 있음
◦ 한 나라의 기업가정신은 제도적 맥락을 고려하
지 않고는 이해할 수 없고, 제도는 정치적 과
정을 통해 형성되고 행정부가 집행하는 만큼
한 나라의 경제발전 경로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정치와 행정을 포함한 공공 부분의 기업가정신
(public entrepreneurship)과 민간 부문의 기업

가정신(market entrepreneurship)의 상호관계까
지 살펴봐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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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이론 분석틀: 제도 ⇒ 기업가정신 ⇒ 경제발전

업원이라도 신상필벌의 보상 체계 등의 특정
조건 하에서는 종업원 기업가 또는 사내 기업
가(employee entrepreneur, intrapreneur)로 볼

1. 기업가의 개념과 기업가정신

수 있으며, 조직 밖의 개인도 위의 조건(기회포
착, 보상과 책임, 혁신)에 부합하는 경우 기업

□ 기업가(entrepreneur)의 개념
◦ 유럽집행위원회(EC)에서는 EU 회원국이 직면한

가의 범주에 포함됨

성장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기업가정신 高揚’을

◦ 또한 기업가는 화폐적 이득을 추구하는 경제적

핵심 의제로 채택하고 2000년부터 회원국의 기

영역에 국한되지 않으며, 게임 규칙으로서의 제

업가정신 실태조사를 실시(Entrepreneurship in

도 또는 전략을 혁신함으로써 창의적 성과를

the EU and Beyond, 2009 & 2012). 2012년도

도출하는 경우에도 적용 가능. 다시 말하면 본

에는

연구에서 기업가정신은 경제적 이윤뿐 아니라

‘2020

기업가정신

실천계획(2020

Entrepreneurship Action Plan)’을 발표

◦ EC를 비롯하여 기업가정신에 대한 정책적 관심

공공 부문에서 정치적 영향력을 극대화하는
기업가적 행동을 포함

이 높아지자, GEM과 GEDI의 국제비교조사를

◦ 본 연구에서 기업가는 그 목적이 화폐적 이득

비롯하여 학계에서도 기업가정신을 재평가하는

이든 또는 정치적 소득이든 관계없이 자신의

연구가 증가하면서 기업가정신의 개념을 오·남

이익을 우선하기 때문에 기업가정신의 발현 결

용 하는 경우가 발생(Henrekson, 2007)

과가 사회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예단할 이유가

◦ 오남용의 원인은 기업가와 기업가정신이 주류

없음(Baumol, 1990)

경제학의 논의에서 배제된 채 Cantillion(1730)

◦ 기업가적 활동을 통해 당사자가 얻는 사적 수

이후 학자들이 저마다 다른 개념으로 사용해왔

익률이 사회 수익률을 크게 상회하면 비생산적

기 때문임(Herbert & Link, 1989)

기업가정신(unproductive entrepreneurship), 더

◦ 그간의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기업가를 기
회포착 역량(Kirzner, 1973), 불확실성 하에 자기
책임이 따르는 의사결정(Knight, 1921), 혁신
(Schumpeter, 1934)의 3대 요소를 갖추고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자(self-serving agent)로 정의

나아가 사회 수익률이 마이너스가 되면 파괴적
기업가정신(destructive

entrepreneurship)으로

분류
◦ 예를 들어 비리와 부패를 통해 사적 이득을 도
모하는 경우는 파괴적 기업가정신으로 볼 수
있으며, 정치인이 전체 국민이 아닌 자신의 지

□ 기업가정신(entrepreneurship)의 특징
◦ 일반적으로 기업가는 회사를 소유하거나 또는
경영하는 자본가, 사업가를 지칭하는 경향이 있
으나 본 연구에서 기업가(entrepreneur, 起業家)

지 세력을 위해 법률 제·개정권을 행사하거나
공무원이 사적 이익을 위해 규제 재량권을 남
용하는 경우에도 비생산적 또는 파괴적 기업가
정신으로 귀결될 수 있음

는 사업가 또는 기업인(business people, 企業
人)보다 넓은 개념
◦ 혁신과 도전의 기업인 외에 회사에 소속된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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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쟁점: 정부주도 성장론과 공공부문 기업가정신
□ 정부주도 성장론의 요지
◦ 기업가정신은 경제성장의 핵심적인 견인차이지
만 한국에서는 기업가정신 보다는 정부가 주도
하여 성장을 이끌었다는 의미에서 정부주도 성
장론이 널리 퍼져 있음

고 보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한계가 있음
◦ 첫째, 정부가 시장과정에 넓고 깊이 개입하면
성공보다 실패로 귀결되는 게 일반적. 경제성장
의 진정한 원인을 알려면 정부의 광범위한 계
획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고도성장이 가능했는
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단순히 정부가 주도했
기 때문이라고 대답하는 것은 순환론적 인식의

◦ 예를 들어 오원철(2003)은 전7권으로 구성된 『한

오류이며, 한국경제가 당면한 현재의 문제에 대

국형 경제건설』에서 한국경제는 철저하게 계획된

해서도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시하지 못하는

산업정책에 힘입어 성장했음을 강조하며, 경제정

한계가 있음

책의 입안과 추진에 참여했던 경제부처 장관들의
육성 기록을 담은 2권의 책-『코리안 미러클(201
5)』을 보면, 정부가 전략산업 육성 대상을 선정하

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조세와 재정, 금융지원
정책을 어떻게 전개했는지 증언하고 있음

◦ 둘째, 한국경제는 공기업인 포항제철 등의 예외
적 사례를 빼고는 민간 기업의 투자와 책임 하
에 산업구조가 고도화되는 과정을 거쳐 왔으나
정부주도 성장론은 민간 또는 기업의 역할을
배제한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음. 예를 들어 중

◦ 공식적으로도 한국의 경제발전 과정에 정부가

화학공업육성정책의 추진과정에서 전략 산업의

폭넓게 작용하였음. 5.16 혁명 직후 열흘 만에

선정은 정부 계획의 산물이라 하지만 조선, 기

계획 수립과 예산 집행의 막강한 권한을 가진

계, 특수강, 주물선(鑄物銑) 등 4대 핵(核) 공장

경제기획원(EPB)을 출범, EPB 중심으로 1962년

사업의 주체는 민간 기업이었음4)

부터 5개년 단위의 경제개발계획 수립, 매달
박정희 대통령 주재 하에 월간경제동향회의와
수출진흥확대회의를 통한 추진상황 점검 등의
사실이 그런 사례임

◦ 셋째,

일반적으로

정부는

rule

setting과

enforcing 역할을, 국민과 기업은 player 역할

을 하기 때문에 민간 기업가정신에 대한 평
가 없이 정부 역할만 강조하는 것은 문제. 오

◦ 이를 바탕으로 정부의 계획 및 통제와 조정을

늘날 주력산업에 속하는 전자, 반도체의 경우

통해 경제개발에 성공했다는 인식은 지금도 공

처음 시작할 때 정부가 반대했었음을 감안하

무원 사회에 뿌리 깊게 확산되어 있으며 지금

면 정부주도 성장론으로 고도성장 과정을 이

도 산업육성정책, 투자독려와 조정, 행정지도

해하기에는 명백한 한계가 있음

등 정부가 민간경제활동에 적극적으로 개입하
는 관행으로 이어지고 있음

□ 정부주도 성장론의 불완전성과 한계

◦ 한편 민경국(2005)은 정부주도 모형이 경제적
번영을 가져왔다는 것은 기록의 양적, 질적 차
이에 의한 착각일 수 있다고 함. 즉 조직화된
정부활동과 경제적 성과는 각종 기록을 통해서

◦ 그러나 기업가정신을 간과한 채 오로지 정부의

가시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성공하면 모든 것

계획과 정책 때문에 한국경제가 고도성장했다

을 정부의 역할 때문으로 보기 쉬운 반면에 개

4) 선정된 핵심 중공업 사업은 철강, 특수강, 주물, 신동, 조선, 기계 등 6개 분야였다. 제철은 이미 포항제철이 하고 있었고 신동공장은 90% 이상이 총알 등 무기
제품이라는 이유로 발표에서는 제외한 채 4대 핵공장 사업만 발표했다고 함(코리안 미러클 I, 제5장 p.279-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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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경제주체들의 활동은 분권적이고 ‘현장지식’

◦ 예를 들어 박정희 대통령이 경제적 자유야말로

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고 기록이 없어서

경제번영으로 이끄는 최선의 방법임을 확신하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는 것임

고 있었고 이를 정부 관료들에게 주지시키고자

◦ 또한 정부는 중화학공업육성정책의 후유증이
한창이던 1979년 4월 17일, ‘경제 안정화를 위
한 종합시책’을 발표하는 것을 계기로 전략산업

했던 사실은 1972년 10월 25일에 열린 월간경
제동향회의에서 말했던 다음의 기록으로도 유
추할 수 있음

의 선별적 육성 및 성장 일변도 정책을 지양하

<참고: 박정희 대통령의 경제관>

고 자율과 개방의 원칙하에 시장기능 중심으로

“국력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역시 경제인데, 경제에
다 정부가 통제를 가한다든지 자유기업을 어떻게 저해한
다든지 그런 것을 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내
생각은 과거보다도 더 자유로운 기업 활동의 뒷받침을 해
줘야 되겠다, 우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이 자유경제체
제는 보다 더 강력히 이것을 뒷받침을 해서 자유경제가
가지고 있는 그 장점과 능률을 최대한으로 우리가 발휘를
해서 우리 경제의 꽃을 피우자, 이것을 방해하는, 저해되
는 그런 요인은 우리가 과감하게 고쳐 나가자, 정부의 진
의는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것을 오해
를 갖지 않도록 해주기 바랍니다.
그러나 오히려 이런 것을 만약에 악용을 해가지고 자
유기업의 최대한 보장이라든가 자유경제의 강력한 뒷받
침이다 이러한 정부시책을 만약에라도 악용을 한다든지
또 자기 개인의 사리사욕을 위해서 국민경제를 좀먹는 그
러한 지각없는 기업 활동, 그러한 기업인, 이런 데 대해서
는 앞으로 단호한 철추가 내릴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정책 기조를 전환하였음. 이와 관련해 강경식
전 부총리는 ‘정부의 전략산업 정책이 없어졌는
데도 한국경제는 계속해서 발전하여 오늘에 이
르렀다’ 하면서 만약에 ‘정부주도 경제운용이
오늘까지 이어졌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생각해
보면 결과는 자명하다’고 평가한 바 있음.5)

□ 민간 vs 공공 기업가정신
◦ 어느 나라가 되었든 경제발전의 성공과 실패의
원인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
과 더불어 민간 기업가정신의 역할을 균형 있
게 살펴볼 필요가 있음
◦ 경제를 스포츠에 비유하면, 경기가 흥행에 성공

(1972.10.25. 월간경제동향회의 녹취록에서 전재)

하기 위해서는 경기규칙, 판정, 선수 경기력이
조화를 이뤄야 하듯이 경제가 활력을 띠고 발전

◦ 스포츠 경기에서 선수들의 경기방식 및 전략

하려면 이를 뒷받침 하는 제도와 규제의 내용,

의 선택은 게임규칙의 내용과 적용(심판 판

집행, 그리고 여기에 반응하여 일어나는 민간

정)의 영향을 받듯이 민간 기업가정신 또한

기업가정신의 세 가지가 조화를 이루어야 함

경제게임 규칙으로서의 그 나라 제도에 영향
을 받는다는 점에서 정부에 의한 제도 내용

◦ 한국의 경우 정부의 폭넓은 개입에도 불구하고

의 선택과 적용은 중요한 의미가 있음

고도성장이 가능했던 것은 게임규칙을 제정하
고 집행하는 역할을 하는 정부가 민간주체의

◦ 환언하면, 기업가정신은 단지 인성(personality)

일하고자 하는 의욕과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부

이나 개인 역량 문제가 아니라 제도에 반응하

추기고 뒷받침했기 때문이며, 이는 정부가 조직

는 함수이며, Henrekson(2005)이 ‘기업가정신은

화된 활동을 통해 경제를 일으켰다는 의미로서

제대로 정의된 제도적 맥락 속에서 분석, 평가

해석될 수 있는 정부주도 성장론과는 다른 것

해야 비로소 의미가 있다’고 한 것도 이와 같

임(민경국, 2005)

은 맥락임

5) 코리안 미러클 2: 도전과 비상, 제1장 ‘민간주도 시장경제’의 기틀을 짜다. p.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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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민간 및 공공 기업가정신의 개념 및 쟁점
기업가정신 개념

민간 기업가정신 연구문헌

공공 기업가정신 적용

적용상 한계와 쟁점

기회 포착 민첩성
(Kirzner, 1973)

⦁기회 인식 관련 경영학 문헌
⦁시장균형에 관한 오스트리아 학파
경제이론

⦁국민 선호도의 변화 인지
⦁문제 발생에 대한 예측
⦁시대에 뒤떨어진 관행, 단체, 제도의 식별
⦁공익에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의 회피

⦁성과 측정 및 평가에 어려움
⦁목표 특정이 어렵고 복잡
⦁의사결정권자와 일반대중 이해 불일치:
지대추구 가능성
⦁관료주의로 인한 기회 활용 제약
⦁동의가 아닌 강제에 기초한 교환

불확실성 하의
책임 있는
의사결정
(Knight, 1921)

⦁투자와 자본조달에 관한 경제학 및
재무학 문헌
⦁judgement 기반 기업가정신
경영학 문헌

⦁정치 목적을 달성을 위한 공적 자원 투자
⦁소기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들의
상호적합성 평가
⦁공익의 이름으로 사익을 추구하는 책략 적발

⦁의사결정권자의 자기 책임 제약
⦁정치행위의 근시안적 속성
⦁사익 추구와 정치 연합의 구분 식별

혁신
(Schumpeter,
1934)

⦁제품 및 공정혁신에 대한 경제학 및
경영학 문헌

⦁새로운 정책, 강령, 패러다임 제시
⦁행정 절차 또는 선거 절차의 변화 유도
⦁로비를 비롯한 다양한 형태의 지대추구

⦁의사결정권자의 자기 책임 제약
⦁정치행위의 근시안적 속성
⦁관료조직의 강력한 경로 의존성
⦁단기와 장기 이익의 상충

자료: Klein-Mahoney-Mcn-Ptelis(2010, p.6)에서 발췌 정리

◦ 상품의 개발 또는 신시장 개척 여부를 결정하
고 추진하는 민간 기업가정신처럼 경제활동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제도의 생성 및 변경과
관련해서도 공공부문의 기업가정신을 적용하면
제도, 기업가정신, 경제발전의 관계를 객관적으
로 이해하기 편리함

적용할 수 있는가는 아직 異論이 있고 만약에
적용한다면 잔여청구권 부담 또는 책임 추궁이
가능한 선출직 공무원에 한정해야 한다는 주장
도 있는 바 이러한 논란에 대해서는 <표 2>의
내용을 참조

지금까지의 설명을 개념도로 표시하면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음

도(formal institution), 가치관·문화, 관습·관행처
럼 형체가 없는 비공식 제도(informal institution)
를 포괄하며, 후자의 예로는 반기업 정서나 규제
당국의 행정지도 관행 등을 들 수 있음
◦ <그림 1>은 ‘제도가 경제성장을 결정하는 근본
원인’이라고

◦ 그러나 충분한 보상과 책임추궁이 가능한 조건
종업원에게도

◦ 제도, 기업가정신, 경제적 성과의 관계에 대한

◦ 제도는 규제법령과 같이 형체가 있는 공식적 제

◦ 정치와 행정 등 공공부문에 기업가정신 이론을

하에서는

3. 개념적 분석틀

기업가정신(employee

entrepreneurship)을 적용할 수 있다면 같은 논

리로 공공 기업가정신(public entrepreneurship)
개념도 더 넓게 적용할 여지가 있다고 하겠음

주장하는

신제도경제학파(NIE:

New Institutional Economics) 성장모형에 제도

와 경제성장을 연결하는 고리 변수로 기업가정
신을 강조한 것으로 볼 수도 있음
◦ 스포츠에서 게임규칙에 선수들이 반응하듯이 경제
주체의 경제 의지와 기업가적 선택은 주어진 제도
의 영향을 받고 제도 여하에 따라 기업가정신이
고취될 수도, 왜곡될 수도, 위축될 수도 있는 데
이 중 어떤 유형의 기업가정신이 우세하게 발현되
느냐에 따라서 국민경제적 성과가 최종 결정된다는
것이 <그림 1>의 줄거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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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분석틀: 제도 ⇒ 기업가정신 ⇒ 경제적 성과

경제적 성과
국민 경제

본 인

생
산
적

비
생
산
적

회
피
적

파
괴
적

기업가 정신

제도 (Institution)
공식 제도

비공식 제도

생산, 투자 교환 등 의사결정의 제약과 유인

◦ 제도가 기업가정신에 미치는 영향을 예를 들면,

◦ <그림 1> 개념도를 요약하면, ① 기업가정

법률에 미리 정한 것 외에 새로운 상품 또는

신은 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함, ② 기업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가정신은 개인의 인성과 역량의 문제이기에

‘원칙금지 - 예외허용’의 Positive 규제방식을

앞서 제도의 함수임, ③ 제도의 내용에 따라

채택한 나라에서는 ‘원칙허용 - 예외금지’의

서

Negative 규제방식을 채택한 나라에서보다 창

비생산적, 회피적, 파괴적이 될 수 있음, ④

의적 기업가정신을 발현하기 쉽지 않을 것임

제도의 생성 및 변경과 폐지는 정치와 정부

◦ 또한 중소기업에게는 지원과 특혜를, 대기업에
게는 가혹한 규제를 부과하는 제도 하에서는
성장 여력이 있는 중소기업들조차 성장을 기피

기업가정신은

국민경제

발전에

생산적,

의 선택에 좌우되며 이 부문에도 기업가정신
의 개념을 접목시켜 분석할 필요가 있다는
것임

하거나 또는 갖은 방법으로 성장을 은폐하려는
유인을 갖게 되는데 이러한 기업가적 노력은
회피적 또는 비생산적 기업가정신의 일환으
로 볼 수 있음

한국 기업가정신의 장기 변화 추이 분석

11

Ⅳ. 기업가정신 변화 추이 분석

반영하는 지표로 가정. 논리적으로는 규제의 질
을 감안한 규제총량으로 평가하는 게 낫지만

1. 추정 방법

가용한 통계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편의상
공무원 시험 경쟁률을 대리지표로 사용

□ 시계열 지표 추정에 관한 선행연구

◦ 민간 기업가정신은 경제활동참가율, 수출증감

◦ 기업가정신에 대한 국가간 비교지표로는 GEM,

률, GDP 대비 설비 및 연구개발투자 비율, 인

GEDI 자료가 많이 인용되며, 시계열 자료에 기

구 10만 명당 사업체 수(10인 이상 기준), 종업

초하여 국내 기업가정신의 변화추이를 분석한

원 300인 이상의 대기업체 비율 등 총 5개 지

선행연구로는 김종년(2004), 대한상의(2005), 배

표를 이용하여 추정

종태 외(2009) 등이 있음
◦ 이 중 배종태 외(2009)는 <표 1>에서 보듯이
주요 사업가, 산업특성, 경쟁력 원천 등에 따라
기업가정신을 시대별로 평가하였으며 김종년
(SERI, 2004)은 수출, 투자, 사업체 수 각각의

증가율을 평균한 값으로, 대한상의(2005)에서는
수출증가율 대신에 민간연구개발비 증가율을
넣은 3개 변수의 산술평균으로 추정
◦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업가정신을 계량적으
로 평가한 국내 연구는 매우 미흡한 상태이며,
그 나마 선행연구 대부분은 기업가정신을 경제
부문의 기업 활동 측면에서만 평가했다는 점에
서 한계가 있음

- 경제활동참가율: 국민 개개인의 경제 의지(individual
entrepreneurship) 반영
- 수출증가율: 시장개척의 기업가적 활동을 나타내

는 지표
- 인구 10만 명당 사업체 수(10인 이상 기준): 유

의미한 신규 창업의 대리 변수
- 종업원 300인 이상의 대규모 사업체 비중: 기존

기업의 성장 욕구(corporate entrepreneurship)
및 사내 기업가정신(intrapreneurship) 반영
- 설비 및 R&D 투자: 불확실성 하에서 가까운 또

는 먼 미래를 위한 투자 활동

◦ 증가율을 썼던 선행연구와 달리 여기에서는 각
년도 수준 변수를 사용하여 지표가 연도별로
급등락하지 않도록 하는 한편, 각 변수의 속성

□ 본 연구에서는 민간 및 공공 기업가정신을 반영하
는 7개 지표를 이용하여 1975∼2013년 기간에
우리나라 기업가정신이 어떻게 변화해왔는지 추정
◦ 공공 기업가정신을 대리하는 변수로는 국회의
법안 가결률 및 공무원 시험 경쟁률(9급 기준)
을 사용. 법안 가결률은 국회 회기별 법안 발
의 총수 대비 가결 법안 비율로 추정하며, 경
제게임의 규칙으로 작용하는 제도의 생성 및
변경 책임이 있는 정치 부문의 생산성 또는 정
치 기업가정신을 나타내는 척도로 사용
◦ 공무원 시험 경쟁률은 논란의 여지가 있으나
여기에서는 공직에 부수적인 지대추구 기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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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단위가 다름에 따라 특정 변수가 과다 또는
과소하게 평가되는 현상을 막기 위해 변수를
표준화함
◦ 구체적으로는 각 변수마다 기간 평균값을 구하
여 100으로 놓고 이를 기준으로 연도별로 7개
지표를 다시 계산한 후 이를 산술 평균한 값을
그 해의 생산적 기업가정신 종합지수로 추정
◦ 1975∼2013년 기간 중 기업가정신 지수를 추
정결과는 <표 3>을 참조

<표 3> 연도별 생산적 기업가정신 지수 추정결과

년도

경제활동 참가율

수출
증감률

사업체 수

대기업 비중

투자율

법안
가결률

1-공무원
경쟁률

표준화
종합지수

1975

0.58

0.19

41.99

0.07

0.12

0.14

n/a

120.48

1976

0.60

0.39

46.67

0.07

0.12

0.14

n/a

150.86

1977

0.59

0.22

52.00

0.06

0.14

0.14

0.80

128.93

1978

0.60

0.14

57.09

0.06

0.16

0.14

0.82

122.39

1979

0.60

0.02

58.27

0.06

0.17

0.39

0.84

133.05

1980

0.59

0.08

57.40

0.05

0.15

0.39

0.79

134.35

1981

0.59

0.16

60.38

0.05

0.13

0.17

0.82

119.14

1982

0.56

0.08

66.20

0.04

0.13

0.17

0.72

103.69

1983

0.58

0.14

69.41

0.04

0.13

0.17

0.52

105.68

1984

0.56

0.08

73.08

0.04

0.13

0.17

0.53

98.44

1985

0.57

0.04

78.32

0.04

0.13

0.19

0.62

98.54

1986

0.57

0.27

90.00

0.03

0.15

0.19

0.53

123.98

1987

0.58

0.22

97.67

0.03

0.15

0.19

0.63

122.45

1988

0.59

0.12

106.08

0.03

0.15

0.13

0.76

107.53

1989

0.60

-0.04

113.75

0.03

0.15

0.13

0.86

91.29

1990

0.60

0.05

114.77

0.03

0.16

0.13

0.85

100.51

1991

0.61

0.11

114.70

0.02

0.16

0.13

0.86

106.90

1992

0.61

0.12

113.03

0.02

0.15

0.18

0.81

110.16

1993

0.61

0.12

123.28

0.02

0.14

0.18

0.69

105.89

1994

0.62

0.16

123.84

0.02

0.15

0.18

0.56

108.62

1995

0.62

0.24

122.52

0.02

0.15

0.18

0.56

117.60

1996

0.62

0.12

120.10

0.02

0.15

0.14

0.61

100.82

1997

0.63

0.22

107.87

0.02

0.13

0.14

0.54

106.20

1998

0.61

0.13

95.45

0.02

0.10

0.14

0.20

80.64

1999

0.61

0.15

104.24

0.01

0.11

0.14

0.44

91.28

2000

0.61

0.19

111.21

0.01

0.14

0.09

0.63

99.59

2001

0.61

-0.02

112.75

0.01

0.12

0.09

0.69

74.88

2002

0.62

0.13

116.79

0.01

0.12

0.09

0.64

90.80

2003

0.61

0.14

116.91

0.01

0.11

0.09

0.40

84.86

2004

0.62

0.21

116.33

0.01

0.11

0.06

0.24

85.60

2005

0.62

0.08

120.97

0.01

0.11

0.06

0.16

69.11

2006

0.62

0.12

123.97

0.01

0.11

0.06

0.32

78.53

2007

0.62

0.13

129.21

0.01

0.11

0.06

0.35

80.28

2008

0.61

0.08

121.45

0.01

0.12

0.04

0.51

75.59

2009

0.61

0.00

119.92

0.01

0.11

0.04

0.40

63.26

2011

0.61

0.15

128.66

0.01

0.12

0.04

0.36

81.80

2012

0.61

0.05

129.82

0.01

0.12

0.03

0.31

68.70

2013

0.61

0.04

132.26

0.01

0.12

0.03

0.28

6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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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비투자에 R&D 투자를 합한 총투자율은 분석

2. 종합지수의 추정결과 및 변화 추이

기간 중에 감소했지만 기업가정신 지수 감소에

□ 기업가정신 종합지수는 1970년대 후반에 가장 높
았고 그 이후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이며 특히 외
환위기를 겪은 이후 빠르게 감소

기여한 몫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것으로 나

◦ 전체적인 기업가정신 지수는 <그림 2>에서 보

기간 중 R&D 투자율(민간 R&D/GDP)는 0.1%

타남. 설비투자율(총고정자본형성/GDP)은 1977
년 약 14%에서 2013년 8.6%로 감소했지만 동
에서 3.2%로 대폭 증가하였음

듯이 1970년대 후반 131.7 → 1980년대 107.1
→ 1990년대 102.8 → 2001~10년 78.1 →

3. 주요 지표 분석과 시사점

2011~13년의 72.4로 감소

◦ 기업가정신 종합지수가 가장 높았던 해는 1976
년(150.9)이며 가장 낮은 해는 2009년(63.3). 가
장 최근인 2013년도 지수 66.6은 역대 2번째
낮은 수준이며 1970년대 후반의 절반에도 미치
지 못하는 수준

□ 경제활동참가율: 동 지표는 1975년 58%에서
2013년 61%로 약간 증가했으나 경제활동참가율
은 선진국 대비 여전히 낮고 NEET 비율이 높다
는 문제가 있음
◦ 경제활동참가율은 15세 이상 인구 중에 구직활

◦ <표 3>에서 종합지수가 크게 하락한 이유는 공공부

동에 참여한 사람의 비율이며 여기에서는 국민

문의 생산적 기업가정신(public entrepreneurship)

개개인의 일하고자 하는 의지, 즉 individual

지수가 크게 감소하였고, 민간부문에서는 인구

entrepreneurship 반영

10만 명당 사업체 수는 크게 늘었지만 대기업

으로 성장한 비율은 오히려 떨어졌기 때문

<그림 2> 기업가정신 종합지수의 변화(1975∼2013년 )

160.00 1975~1980
131.68
140.00

1981~1990
107.13

1991~2000
102.77

2001~2010
78.10

2011~2013
72.35

120.00
100.00
80.00
60.00
40.00
20.00
0.00
1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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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 지표는 1970년대 평균 58.8%에서 1990년대

◦ OECD 통계에 의하면 15세~29세 청년 중에 일

평균 61.3%로 증가한 이후 경기상황에 따라 연

하지 않으면서 일할 의욕이 없는 NEET 비율이

도별로 약간의 등락은 있지만 대체로 62% 내에

18.5%로 ‘20-50 국가’ 중에서 이탈리아(24.6%)

서 고정화된 상태이며, 2014년도 경제활동참가

다음으로 높음

율은 62.2%에 이름
◦ 주요 선진국과 비교하면 한국의 경제활동참가
율은 여전히 낮은 수준: 15~64세 인구 기준으
로 한국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약 66%로 독일의

□ 창업과 성장(corporate entrepreneurship): 종업
원 10인 이상의 사업체 수는 크게 증가했으나
대규모 사업체의 비중은 1970년대 중후반을 정점
으로 꾸준히 감소

77%, 일본의 74%, 미국의 72%, 영국의 71%에

비해 낮음
<그림 3> 경제활동참가율 변화

<그림 4> 주요국의 NEET 비율 (2012년, OECD)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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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체 수 변동은 창업가정신을 반영한다고 할

◦ 인구 10만 명당 사업체 수로 표준화해서 보면

때 종업원 10인 이상 사업체 수는 <그림 5>에

동 지표는 1960년 28.6개에서 2013년 132.3개

서처럼 비교적 꾸준히 증가

로 약 50여년 만에 4.6배 이상 증가

<그림 5> 종업원 10인 이상의 사업체 수 변화

70,000
60,000
50,000
40,000
30,000
20,000
10,000
0

<그림 6> 인구 10만 당 종업원 10인 이상 사업체 수 변화

140
120
100
80
60
40
20
0

<그림 7> 대규모 사업체 비중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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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전체 사업체(종업원 10인 이상) 중에 종

◦ 기술발전에 따라 규모의 경제(economies of

업원 300인 이상의 대규모 사업체가 점하는 비

scale)는 축소되고 기업조직의 효율화 과정에서

중은 1970년대 5%까지 상승했으나 그 이후 지

기업의 규모 또한 슬림화될 수 있지만 중소,

속적으로 감소하여 2010년대에는 1%로 하락

중견기업이 대기업 규모로 성장하는 사례가 적

(<그림 7> 참조)

기 때문에 대기업 밀도가 계속 감소하는 것은
큰 문제임

◦ <그림 8>에서 인구 10만 당 기준으로 대· 중소
사업체 수의 변화에서도 중소 상사업체는 외환
위기, 글로벌 금융위기를 제외하고는 지속적으
로 증가한 반면, 대규모 사업체는 1980년대 중
후반을 정점으로 계속해서 감소하는 추세로 나

□ 공공 기업가정신(public entrepreneurship): 본
연구에서 제도의 생성, 집행, 적용 및 변경의 책
임이 있는 공공 부문의 비생산적 기업가정신이 가
장 큰 문제

타남

<그림 8> 인구 10만 당 대규모 & 중소 사업체수 변화
(대규모 사업체 빈도)

(중소 사업체 빈도)

한국 기업가정신의 장기 변화 추이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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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국회 법안 발의 및 가결 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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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9대 국회는 2016년 3월 말 기준

◦ 본 연구의 지표 구성에서 공직 경쟁률 및 국회

◦ 특히 규제법령의 생산자, 집행자, 이익단체 간

입법 활동으로 측정한 공공 부문의 기업가정신

지대추구 삼각 철옹성(rent-seeking iron triangle)

은 당사자에게는 이익을 주지만 사회적 편익은

이 갈수록 심화, 확대되는 추세인데 이는 당사

낮거나 또는 마이너스 방향으로 증가

자에게는 이익이 되는 기업가정신의 발로이지

◦ 공직 경쟁률을 공무원의 규제지대 변수로 하는
것에 있어서 논란의 여지가 존재하지만 공직
선호가 높아진다는 것은 규제 재량권, 유관기관
재취업 등의 지대추구를 비롯하여 다른 선택지
보다 매력적 유인이 증가한 때문으로 해석
◦ 정치인의 입법활동 과정에서 자신의 정치적 소
득을 위해 경제의 정치화(politicization) 현상을
심화시키고 <그림 9>에서 보듯이 경제적 자유
를 제한하는 규제법령을 과다하게 생산하는 문
제도 갈수록 확대되는 추세임
◦ 법치의 진정한 의미는 법률 제정 및 집행을 통
해서 국가를 비롯한 제3자로부터 국민의 재산과
경제적 자유를 보호한다는 의미의 법의 지배
(rule of law)인데, 최근의 입법 경향은 법률에

의한 통치(rule by law)로 오·남용되는 추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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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사회 전체적으로는 마이너스 효과를 초래한
다는 점에서 공공 부문의 비생산적 또는 파괴
적 기업가정신으로 볼 수 있음

◦ 우리나라는 단기적으로는 저성장, 장기적으로는

Ⅴ. 결론

잠재성장률 추락 등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
서 투자와 저출산·고령화 문제 등 전통적 생산

□ 저성장, 잠재성장률 추락 등 한국경제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제성장의 근본적 결
정요인은 제도와 기업가정신이라는 관점에서 조망
해야 함

요소에 대한 담론이 지배적인데 지금이라도 제
도 경쟁력 복원을 위한 종합대책을 강구해야 함

□ 기업가정신을 매개로 제도는 경제성장의 근본적
결정요인이나 한국의 제도경쟁력은 WEF-GCI
기준으로 OECD 국가 중 29위로 문제가 심각한
수준

◦ 성장을 결정하는 근본요인은 제도임을 강조하는
신제도경제학 이론을 인용은 많이 해도 활용은
거의 하지 않아(much cited, little used) 지금도
학계와 정책현장에서는 경제성장을 인적, 물적

◦ 세계경제포럼(WEF)에서 발표하는 세계경쟁력지

자원의 기술적 결합으로 접근하고 있음

수(GCI: Global Competitiveness Index)의 첫
◦ 전통적 성장이론과는 다르게 자본, 기술의 선행

번째 항목은 각국의 제도를 21개 세부항목으로

적 축적이 없는 상태에서 고도성장을 기록했던

평가하는데 2015년 기준 한국의 순위는 OECD

한국의 경험은 민간과 공공의 양 부문에서 생

내 29위로 사실상 꼴찌 수준

산적 기업가정신, 그리고 이를 뒷받침 하는 제
도가 경제성장에 얼마나 중요한 영향을 주는지
보여줌

<그림 10> 제도 일반(2006~13년 평균) vs. 실질소득(2014년)

GCI Mean & 2014 GDP per capi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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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ECD 회원국에 대해 2006-2013년 기간 중

역에서도 비생산적 또는 파괴적이 아닌 생산적

GCI 제도지수 평균을 구하여 이를 2014년도

기업가정신을 진흥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해당국의 구매력 환산 실질국민소득과의 관계

야 할 것임

를 보면 <그림 10>에서 보듯이 대체로 우상향
하는 비례적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그림 10>에서 한국을 원점으로 볼 때 한국보
다 소득이 높으면서 제도 경쟁력이 낮은 경우
는 볼 수 없으며, 엄밀한 회귀분석에서도 GCI
제도 지수는 인적자원 또는 투자변수보다 경제
적 성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황인학,
2015)

◦ 한국의 GCI 제도 지수는 2007년에는 5.1로
OECD 평균 수준과 엇비슷했으나 그 이후 계속

하락하면서 2014년에는 4.8(OECD), 3.7(한국)로
격차가 크게 벌어짐

□ 경제 회생의 전기를 갖기 위해서는 특히 제도의
생성과 변경, 적용과 집행의 책임이 있는 공공 부
문에서도 생산적 기업가정신의 발현이 절실하게
필요한 때
◦ 신상품 개발, 신시장 개척과 같이 제도의 도입
과 혁신에도 기업가정신의 개념을 적용할 필요
가

있으며

이러한

entrepreneurship)은

공공

기업가정신(public

민간 기업가정신(market

entrepreneurship)과 협력적 또는 상호보강 관

계에 있어야 함
◦ 과거 고도 성장기에는 공공 및 민간 기업가정
신이 상호 협력적이었으나 최근에는 경제의 정
치화 현상을 비롯하여 경제적 자유를 제한하는
규제가 늘어나는 한편, 규제를 중심으로 지대추
구 삼각 고리가 심화, 확대되는 등 사회 전반
에 비생산적 또는 파괴적 기업가정신이 증가하
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시장영역에서 뿐만 아니라 정치 및 행정 부문
에서도 기업가정신의 개념을 접목하고 공공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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