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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30년 동안 캐나다의 소규모 스타트업 비율은 거의 50% 감소했다. 

 

 
 

기업가 정신은 혁신, 기술 발전 및 경제 발전의 기초로 널리 인정 받고 있으며, 생활 수

준 향상을 위한 원동력이다. 하지만 캐나다 정부는 인구 변화, 특히 인구 고령화가 기업

가 정신에 미치는 악영향을 방지하기 위한 논의를 거의 하지 않고 있다. 

 

우리 대부분은 인구가 노령화될수록 성공적인 사업가로 자리 잡을 인구 비율(20대 후반

에서 40대 초반까지)이 줄어든 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 이 연령대의 사람들은 사업을 

위해 위험을 감수함과 동시에 성공 가능성을 높이는 실제적인 사업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업가 정신을 견인한다고 볼 수 있다. 

 

30-39세 캐나다인들의 비율은 1980년대 이후로 이미 16.6% 감소했고, 2040년대까지 

11.4%가 추가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 당시에는 기업가 정신의 주요 척도인 

중소기업 창업 비율도 감소했다. 이것은 캐나다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다. 거의 모든 선진

국들이 중소기업 창업률 감소를 경험했다. 

 

정부가 인구 고령화를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건 거의 없지만, 다수의 정책들이 기업가 

정신의 동기를 강화하고 신규 사업의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캐나다, 미국, 그리고 

유럽의 저명한 학자들의 에세이가 포함되어 있는 이 책은 기업가 정신을 장려하고 개선

할 수 있는 몇 가지 실행 가능한 정책 개혁을 탐구한다. 

 

잠재적인 정책 개혁의 핵심분야로는 세금 감면이 있는데, 이는 개인과 기업의 한계 세율 

인하와 양도소득세 인하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개혁은 사람들이 위험을 감수



하며 새로운 사업에 도전하고 기업 자본 풀(pool)을 확장하기 위한 동기를 강화하기 위

해 광범위하게 진행되었다. 

 

또 다른 잠재적인 개혁분야로는 신규 사업을 쉽게 시작하고, 기존 사업을 성장시킬 수 

있도록 하는 관료제적 형식주의(red tape) 타파, 기업가들이 사업을 시작하고 성장시키는 

데 필요한 금융을 더 쉽게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금융 규제의 완화, 그리고 기술과 

다른 여러 가지 특장점들을 가진 잠재적 기업가들의 이민을 장려하는 정책들이 있다. 

 

에세이를 집필한 학자들이 제시한, 기업가 정신을 장려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은 다른 나

라들에게도 저마다 다른 수준으로 적용될 것이다. 그러나 캐나다를 포함한 선진국들이 

인구 통계가 초래하는 장기적인 기업가 정신의 쇠퇴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

하다. 인구 통계학적 추세를 쉽게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국가들은 기업가와 기업이 능

력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을 개선하여 더 많은, 더 나은 기업가들을 격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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