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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월에 국립 기업가정신의 달(National

출하였고, 2007년부터 2016년까지 미국인 여성과 라

Entrepreneurship Month)을 기념하여, 행정부는

틴계 여성 소유 기업 수가 두 배 이상 증가하였다. 스

오바마 정부가 미국 기업가정신을 장려하기 위해 성

타트업 액셀러레이터 프로그램은 2009년 30개 미만

공적으로 수행했던 10가지 정책사안을 발표했다. 앞

에서 2015년 170개로 증가하였다. 미국은 이러한 노

으로 트럼프 행정부가 기존보다 더 나은 기업가정신

력으로 글로벌 기업가정신 지수2)에서 137개국 중 1

육성 방안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그림 1 : 기업가정신 육성을 위한 미국 스타트업 이니셔티브(Startup America)

과거 오바마 정부의 활동을 살
펴보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2011년 1월에 S t a r t u p
America initiative를 통해 오바
마 정부는 스타트업 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 전문가
멘토 지원, 기술 사업화 및 시장
정보 제공 등 다양한 정책을 활
용하였다. 이를 통해 2015년 4분
기에 889,000개의 일자리를 창

자료: https://www.whitehouse.gov/economy/business/startup-america/progress-report (2016.12.19.)

1) Whitehouse, “FACT SHEET: Celebrating President Obama’s Top 10 Actions to Advance Entrepreneurship, and Announcing
New Steps to Build on These Successes”, https://www.whitehouse.gov/the-press-office/2016/11/30/fact-sheetcelebrating-president-obamas-top-10-actions-advance(2016. 12. 19)
2) 글로벌 기업가정신 지수(GEI)는 미국의 민간 연구기관인 세계기업가정신발전기구가 각종 규제와 국민의 창의성 등을 비교해 국가별 기업가정신 수준
을 평가한 지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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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를 고수하고 있다.

문 경영자를 매칭해주는 것이다. 지난 5년간 44개

이를 뒷받침할 수 있었던 오바마 정부의 주요 10

주 192개 대학의 800개 연구팀이 I-Corps프로그램

가지 기업가정신 장려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아래와

을 수료했고, 그 결과 320개 기업이 창업해서 9,300

같다.

만 달러의 후속 투자를 모금하였다.
미국 국립 표준기술연구소(NIST)는 “기술혁신-인

(1) 스타트업 투자에 대한 세금 인센티브 제공

적교류”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연구실, 대학, 산업 간

미국 의회는 2015년 12월에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

에 인적교류를 촉진시켜서 연방 R&D 사업화를 활성

육성을 위한 영구적인 세금 인센티브 제도 시행에 대

화하였다. 연방 실험실 컨소시엄은 NIST의 지원을

한 오바마 대통령의 요청에 응하였다. 첫째, 수익이

받아 연방 연구시설 및 공공기관 지적재산에 기업가

아직 나지 않은 스타트업의 연구 및 실험활동

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다.

(Research & Experimentation)에 대해 최대 5년간
25만 달러까지 공제 혜택을 주는 것이다. 둘째, 특정

(3) 편리한 창업 환경 제공

중소기업 주식에 대한 양도 소득세를 영구적으로 공

기업가들이 좀 더 쉽게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제하기 했다. 이 제도는 2010년 중소기업 고용법에

100개 이상의 도시가 창업 프로세스를 간소화하기

의해 제정된 것으로 5년 이상 보유한 특정 중소기업

위한 협약을 맺었다. 중소기업청(SBA)은 중소기업

주식을 매각해서 얻은 소득세를 공제함으로써 민간

대출 프로세스를 온라인으로 할 수 있도록 SBA One

부문 투자를 확대하였다.

을 개발하였고, 약 52,000명 이상의 중소기업 대출
자와 SBA가 인정한 대출 기관을 매칭시켜 줄 수 있

(2) R&D 사업화 확대(Lab to
market)

그림 2 : 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 대출 연결 프로그램(LINC)

미국 연방 정부는 R&D에 매
년 1,40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하
면서 연방 R&D 사업화를 주요
경영 아젠다로 삼았다. 또한 미
국 정부는 과학자 및 공학자의
기업가정신 교육 프로그램인
I-Corps를 활성화하였다. 이 프
로그램은 과학자 및 공학자가
개발한 기술 및 제품이 시장성
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전

자료: https://www.sba.gov/tools/linc (2016.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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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 LINC를 개발하였다.

창출되었다고 예상하였다. SSBCI 투자의 절반 이상
이 설립된지 5년 미만인 기업들에게 지원되었고,

(4) 기업가정신 확산

40%이상의 투자가 저소득층에게 제공되었다. 중소

SBA는 제조 및 기술 창업에서 농업 및 생명 공학

기업을 위한 투자펀드 프로그램도 강화하였다. 중소

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산업 분야의 중소기업을 육

기업투자회사(SBIC) 프로그램은 기업가들이 필요한

성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2014년부터 약 5,000개

자본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이러한

이상의 창업 보육 센터를 지원했고, 62개 지역 혁신

투자 펀드는 저 평가된 혁신기업이나 성장하고 있는

클러스터를 지원했다. 그 결과 지역 클러스터에 있

새로운 산업을 지원했다.

는 중소기업들은 평균 고용 성장률보다 5배 이상 높
은 성과를 달성하였다. 경제개발청(EDA)은 지역혁

(6) 포괄적인(Inclusive) 기업가정신

신전략(RIS)프로그램에 1,500만 달러의 연방 기금

백악관 데모데이를 맞이해서 2015년 8월에 40개

과 추가로 1,800만 달러의 매칭 기금을 지원하였다.

우수 벤처캐피탈 회사들이 여성 및 소수 민족들에게

이 프로그램은 흑인 대학 혁신 지원, Clark Atlanta

창업 기회를 제공하기로 했고, 12개 이상의 주요 기

대학의 농업 및 식품 기술 사업화 프로그램 지원 등

술회사는 다양한 배경을 가진 인력을 채용하기로 하

이 포함된다.

였다. 또한, 연방 R&D 활동에 소수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였다. 연방표준기술연구소, 소

(5) 기업가의 자본 접근성 향상

수 비즈니스 개발 에이전시, 연방 연구소 컨소시엄은

주정부 중소기업대출 이니셔티브(SSBCI)는 84억

포괄적인 혁신 이니셔티브를 추진하기 위해 협력하

달러 이상을 전국적으로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신규

였다. 오바마 정부는 재향 군인들이 기업가 활동을

대출에 투자하였다. 이를 통해 19만 개의 일자리가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하였다. 미국 보훈부

그림 3 : 주별 SSBCI 대출 및 투자금 현황 지도

(VA)는 재향군인들이 3D 프린팅이나
디자인 기술을 배울 수 있도록 교육 프
로그램을 제공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매년 400명이 수료할 정도로 수요가 높
아지고 있다. 2015년 오바마는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기술 전문성을
가질 수 있도록 Techhire 이니셔티브
를 제안하였다. 대학이나 커뮤니티에서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기술을 배울 수

자료 : h
 ttps://www.treasury.gov/resource-center/sb-programs/Pages/SSBCIMapTotalslarge.aspx (2016.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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램을 추진하였다.

25%와 14% 감소하였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이 특허
처리 비용의 50~75%를 절감시킬 수 있었다. 미국

(7) 글로벌 인력에게 기회 제공
오바마 행정부는 전 세계에서 재능있는 기업가나

특허청(USPTO)은 특허 출원을 도와줄 수 있는 무
료 법률 지원서비스를 제공하였다.

인력을 끌어들일 수 있는 이민 정책을 수립하기 위
해 노력하였다. 미국 국토안보부(DHS)는 미국 내에

(10) 미래 산업 분야의 기업가정신 장려

서 기업가에게 성장가능성이 있는 스타트업을 창업

오바마 정부는 청정에너지, 의약, 첨단 제조업, 정

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는 국제적 기준을 제시하

보 기술과 같은 미래 산업 분야를 발굴하고 기업가

였다. 미국에서 교육받은 과학자들 및 공학자들이

정신을 장려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수행하였다.

정착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하였다. 임시비자를 가

청정에너지 분야에 기업들이 혁신활동을 할 수 있도

지고 있는 고급인력이 영주권을 획득할 수 있도록

록 장려하였다. 국립 연구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

지원하고, 고급인력의 가족들도 정착할 수 있는 방

는 바우처, 기술지원, 인큐베이터 네트워크 등을 제

안을 마련하였다.

공하면서 청정에너지 부문경제를 성장시켰다. 특히,
오바마 정부는 바이오 분야에서 기업가정신을 중요

(8) 고성장 기업을 위한 증권법(Securities law) 개선

시했다. 2012년에 정부가 National Bioeconomy

2012년 승인된 Jumpstart Our Business

Blueprint를 발표하고, 바이오 스타트업 및 선도기

Startups (JOBS) Act는 기업가들이 종자 단계에서

업을 지원한 결과 미국 GDP의 5%를 차지하는

기업공개(IPO)에 이르기까지 자본을 확보할 수 있도

3,000억 달러만큼의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었다.

록 지원했다. JOBS Act는 생명기술 스타트업을 포

위와 같이 미국 정부는 기업가정신을 장려해서 글

함해서 중소기업의 기업공개 건수를 기존보다 25%

로벌 경쟁력을 가진 스타트업 육성시키고 경제·사

가량 높였다. 소액공모를 통해 기업가들은 5,000만

회적 성장을 실현하고 있다. 국내 정부도 스타트업

달러를 모금할 수 있었고, 클라우드펀딩 플랫폼을

생태계 조성을 위해 재정 지원, 기술사업화 프로그

통해 일반 투자자들로부터 100만 달러를 모금할 수

램, 기업가정신 교육 등 다양한 노력을 해왔다. 하지

있었다. 지난 6개월 동안 클라우드펀딩을 통해 약

만 실리콘 밸리와 같은 성공적인 스타트업 생태계를

1,200만 달러를 모았다.

조성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
기 위해서는 ① 수요 중심의 기술사업화, ② 중장기

(9) 혁신 친화적인 미국 특허시스템 구축

적 기업가정신 교육, ③ 여성 및 소외계층을 위한 기

2011년 9월 Leahy-Smith America Invents Act

업가정신 프로그램, ④ 우수한 인력 공급 및 인프라

서명 이후 특허 출원 대기 시간이 크게 줄었다. 특허

(VC, 인큐베이터, 액셀러레이터) 조성을 위한 노력

및 상표의 총 처리 시간은 2009년과 비교해서 각각

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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