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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초록

연구기간	 2017년	4월	1일	~	2017년	10월	1일	

연구과제명	 서울시	외국인	창업사례	및	지원정책	연구	

연구책임자	 이우진

참여	포럼위원	 이우진,	김가영,	명성우,	고병욱,	배혜경,	반윤국,	김대수,	이대환,	김상순(총	9명)

색인어	 한글	

	 해외창업지원정책,	서울글로벌창업센터,	외국인창업현황

	 영어	

	 Global	Startup	Support	Policy,	Seoul	Global	Startup	Center

요약

2012년 기준 서울 거주 외국인은 406,293명(‘12.1.1 기준 행안부 외국계주민 통계)

으로 2007년 대비 2배 가량 늘었으며,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외국인을 우리의 사회 한 축이자 구성원으로 포용해야할 필요성이 커졌다.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의 글로벌 창업활성화를 위한 서울 거주 외국인 대상 창업지원

정책 및 글로벌 진출 추진전략을 수립하고자 외국인 서울시에서 외국인 창업이 필요한 

목적 및 기대효과와 국내외 외국인 창업을 지원하는 창업제도 및 지원정책을 살펴보고

자 한다. 과거 우리 정부는 국내의 외국인 지원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성장을 지

원하기 위한 창조경제형 이민정책 추진 방안을 마련하여 실행하였으나 지원 후 단기간에 

가시적인 성과를 보지 못할 시 정책적 지원이 중단되거나 소멸되는 한계점 또한 보이고 있

는 것이 사실이다. 지속적인 글로벌 창업의 발전과 성과를 높이기 위해 서울시에서는 글로

벌 창업센터를 설립하여 다양한 외국인 창업자들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러한 정책이 실효

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글로벌 창업지원정책에 대한 이해와 구체적인 사례 분석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글로벌 창업지원의 현황을 파악하고 입주 해외 창업자들과 기관 

담당자와의 심층 인터뷰를 통해 구체적인 사례 분석과 지원방향을 수립하고자 한다. 또

한, 미국 및 유럽 등 선진국가의 외국인 창업지원정책 및 제도를 조사·분석하여 우수한 

정책들을 국내에 도입하고 요즘 신흥 창업국가로 부상 중인 동남아시아 창업지원제도 분

석을 통해 그 차이와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번 연구를 통해 국내의 외국인 창업을 활성화하고 효과적인 정책방향 수립 및 선진 

해외 창업지원정책의 국내 도입 방안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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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문 ]

제	목

서울시	외국인	창업사례	및	지원정책	연구	

1.	연구	목적	및	배경	

가.	연구의	목적	

•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외국인 창업의 목적 및 기대효과를 분석함

• 서울 거주 외국인 창업을 지원하는 창업제도 분석 및 지원정책을 분석함

• 글로벌 창업활성화를 위해 서울 거주 외국인 대상 창업지원정책 및 글로벌 진출 전략을 수립함

나.	연구의	배경	

정부는 국내의 외국인 지원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창조경제형 이민정책 추진

방안을 마련하여 실행해 왔음. 다만, 국내 글로벌 창업지원제도의 경우 단기간의 가시적인 지원성과에 의한 판단

으로 비교적 긴 시간이 필요한 글로벌 스타트업을 발굴하기에 한계가 있는 실정임. 미국의 경우 글로벌 스타트업

을 위한 ‘스타트업 비자 법안’을 발의하였고 스위스의 경우 기술기반 스타트업의 경우 내국인과 동일하게 창업을 

지원하고 있음. 서울시는 글로벌 창업센터를 설립하여 외국인을 지원 중이며 이러한 정책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

해 글로벌 창업지원정책에 대한 이해가 필요함 

2.	연구의	내용	및	범위	

가.	서울시	외국인	창업	현황	

서울시 창업인프라 중 외국인을 위한 창업지원센터는 ‘서울 글로벌 비즈니스센터’, ‘강남 글로벌 비즈니스센

터’, ‘서울글로벌창업센터’가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서울글로벌창업센터를 중심으로 외국인 창업자들의 사례를 

분석하고자 함 

1)	서울글로벌창업센터	소개	

(2016년 7월에 서울시 정부 지원과 비즈니스 인큐베이터 르호봇의 운영하에 개소함) 총 35개 스타트업 팀이 

입주하였으며 입주기간은 1년, 6개월간의 인큐베이션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됨. 모든 언어는 영어를 기본으로 하

며, 코워킹 스페이스, 미팅룸, 컨퍼런스 룸, 라운지, 독립 사무공간, 카페테리아, 라운지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2)	서울글로벌창업센터	지원제도	및	프로그램	

일반인을 위한 Access Membership과 입주팀을 위한 Resident Membership으로 구성됨. 스타트업을 

위한 프로그램에는 초기자금을 지원해주는 Seed Money, 등록된 전문 멘토를 통해 창업팀들에게 멘토링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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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하는 In-House Mentoring, 글로벌 스타트업의 지속적인 성장 및 후속투자유치를 위한 Entrepreneurial 

Education, 다양한 국적을 가진 외국인 창업자들이 서로 네트워킹 할 수 있는 Global Community 등이 있음 

3)	외국인	스타트업	인터뷰	조사	

네덜란드 출신의 외국인을 위한 국내 스포츠 여행서비스 ‘Ventura’와의 인터뷰를 진행함. 호주 출신의 외국

인을 위한 의료 통역 및 의사영어교육 ‘MEDIENGLISH’ 인터뷰를 진행함. 우크라이나 출신의 비즈니스 교환 및 

서칭프로그램 ‘Cards’와의 인터뷰를 진행함. 서울글로벌창업센터 담당자와의 인터뷰를 진행함 

나.	해외의	외국인	창업정책

1)	영국	Tier 1 비자 발급을 통해 해외 우수 창업가들을 유인하여 영국에 빠르게 창업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테크시티 내 ICT 창업비자 발행제도로 Tech Nation Visa Scheme을 시행하고 있음. 핀테크, 크라우

드 펀딩 등 첨단 금융여건이 갖춰져 있어 창업기업이 글로벌화 하기에 좋은 조건으로 평가되고 있음 

2)	핀란드	BornGlobal 프로그램은 높은 잠재력이 있는 창업기업들의 글로벌화를 촉진하고 있음. 다양한 창

업지원 서비스를 기업들이 원하는대로 맞춤형 패키지 형태로 구성되어 있음 

3)	베트남	베트남 정부는 2016년을 ‘창업의 해’로 지정하며 스타트업을 중소기업 지원법에 포함시킴. 온라인 

서비스 사업 규제에도 유연성 확대 방침을 발표하고 스타트업 증권거래소 설립을 검토 중임 

다.	현재	서울시	외국인	창업지원정책

2014년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에는 1,272개의 추진과제 및 약 8,793억 원의 예산을 편성함 

S/W, 시스템반도체 등 인재 단기육성이 어려운 분야에 우수인재 유치를 적극 지원하며 중소기업에 필요한 

R&D 및 마케팅 분야의 외국전문인력 확대를 위해 KOTRA 해외무역관을 통해 학력 및 경력 검증, 면접에서 채

용까지 One-stop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창업비자제도 및 창업이민종합지원시스템(OASIS)를 마련하여 외국인 창업에 필요한 실질적인 교육과 제도

를 지원하고 창업비자를 신설함 

3.	연구의	결론	

현재까지 진행된 여러 가지 외국인 창업지원정책의 직접적, 간접적 활동의 목적은 우수한 외국인 인재를 고

용하여 혁신경제를 실현하고 우수 유학생들의 국내 창업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수출을 통한 글로벌 경제활성화

라고 할 수 있음. 다만, 창업비자 발급의 경우 그 자체 이용률이 매우 저조하고 기술창업비자 발급요건이 까다로

워 외국인 창업자가 자발적으로 신청하여 통과한 사례는 전무한 상황임

서울글로벌창업센터의 경우 2016년 개소 이래 점진적인 성과를 도출하고 있으며 외국인 창업자들의 수요를 

적극적으로 파악하여 실제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개선해 나가야 할 것임. 외국인 창업

자들을 위한 일관적인 지원보다는 효율성을 더욱 높일 수 있는 단계별, 점증적 창업지원 프로그램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변화된 창업시장의 환경에 부합하는 복합적인 프로그램 설계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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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의	목적	및	배경

 본 연구는 서울시의 글로벌 창업활성화를 위해 서울 거주 외국인 대상 창업지원정책 및 글로벌 진출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연구이다. 이를 위해 서울시에서 외국인 창업이 필요한 목적 및 기대효과와 서울 거주 외국인 창

업을 지원하는 창업제도 그리고 국내 거주 외국인 창업자들을 위한 지원정책을 살펴보았다. 

실제로 많은 정부의 지원정책에도 불구하고 실리콘밸리 창업지원센터에 국내 스타트업이 들어가도 잘 되지

않는 이유는 실리콘밸리 내 한국처럼 분위기를 형성하여 네트워크가 차단되고 미국 스타트업의 주류로 인식되

지 못해 활발한 인적 네트워크 형성이 저해되는 현상이 나타난다. 이러한 해결책으로 글로벌 지원을 위해 스타트

업 팀에 영어가능자를 지원해주는 제도의 의견이 나왔으나 결국 오히려 글로벌화를 저해할 수 있을 것이다. 스타

트업들이 현지화되지 못하고 기업문화, 업무 능력이 없으면 결국 소용이 없다는 것이다. 

국내 글로벌 창업지원제도의 한계를 보면 지원 후 바로 성과가 보이지 않으면 정책적 지원이 중단되고 단기간 

지원으로 성과를 판단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긴 시간이 필요한 스타트업들의 글로벌화를 만들어 내기가 어렵

다. 과거 우리 정부는 범정부적으로 국내의 외국인 지원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창

조경제형 이민정책 추진방안을 마련하여 실행하였다. 해외 우수인재 국내 유치, 외국인의 국내 기술창업을 촉진

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해 왔으며, 이는 정부의 이민정책과 경제정책을 연계할 때 시너

지 효과가 증대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스타트업이 가장 활발한 미국은 외국인 기술창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이미 과거에 ‘스타트업 비자 법

안’을 발의하였고, 외국인 지원을 통해 향후 10년간 160만 개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기대한다고 하였다. 특히 과

학, 기술, 공학, 수학 분야의 석·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해당 분야에 5년 이상 활동한 외국학생이 10만 달러의 투

자금을 유치하는 외국인 창업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지원하고 있다. 스위스의 경우에는 혁신진흥청을 통해 과

학기술에 기반하여 스위스 영토 내에서 창업하는 경우, 내국인과 동일하게 창업을 지원하며 각종 R&D 및 코칭 

등을 지원하고 있다. 캐나다 역시 미국과 같이 외국인들이 가장 어려워 하는 창업이민비자(Start-up Visa)제

도를 신설하여, 개인 사업체 설립을 원하는 각국의 우수한 인재를 유치하여 캐나다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고자 하

고 있다. 연방이민부는 캐나다벤처캐피털협회, 전국Angel캐피털기구 등과 연계하여 창업이민자와 파트너 관계 

알선 등을 추진하고 있다. 영국 역시 T1GE 창업비자제도를 통해 각 대학별로 그해 졸업생 10명에게만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고 있으며, 사업계획서 검토를 통해 선발하여 1년간 비자를 발급하고 이후 1년 연장 가능하며 

언제든지 T1E사업비자 등 다른 비자로 전환도 가능한 제도를 운영중이다. 

국내에서도 정부 각 부처들이 외국인 관련 이민정책을 통해 창업활성화를 이루기 위해 오래동안 노력을 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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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각 부처별 외국인 관련 이민정책, 2013년도 외국인 정책 시행계획 

부처명 정책방향 세부내용

법무부

복수국적	허용범위	확대
•청년	우수인재	동포	복수국적	요건	완화

•국내	재정착	희망	동포	복수국적	허용대상	확대

재외동포	체류자격	부여	확대
•동포	중	우수인재에게	영주(F-5)자격	부여	확대

•재외동포	방문취업제도	정비	

자동출입국	심사대	상호이용	확대
•	국가간	상호협정을	통해	기업인의	자유로운	해외방문	확대로	

투자	및	무역	활성화	추진

투자이민	제도	확대·시행
•외국인	공익사업에	투자이민	제도	도입

•부동산	투자이민제	투자	기준금액	하향

문화부
문화다양성을	위한	교육	및	환경	조성

•외국인,	이민자,	국민간	문화예술	네트워크	구축

•방송	등	미디어를	활용	문화	다양성	이해	증진

한국방문	우대카드제도 •구매력	높은	관광객에	대한	방문우대	카드발급

중기청

외국인	기술창업	촉진프로그램	운영

•외국인	이공계	학생전용	‘기술창업	프로그램’신설

•국내	기술창업	우수	외국인	현지진출	지원

•국내	대학	외국인	학생	전용	창업교육과정	운영

기술창업	유동형	창업비자	개선
•	창업인재	유치	활성화와	소액	투자자	활성화	(국내	학사학위	

이상,	지식재산권	보유,	법인설립)

미래부 창조형	우수	연구	인력	확보

•	‘17년까지	500명의	해외	우수인력	유입프로젝트	(Brain	

Return	500	추진)

•경제자유구역	중심	외국	교육기관	유치	및	운영

2.	연구의	필요성	및	내용

서울시는 서울 글로벌창업센터를 설립하여 외국인들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러한 정책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

해서는 글로벌 창업지원정책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며 해외의 경우 어떠한 정책들이 있는지 분석을 하고 우수한 

정책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직접 국내 외국인 창업 사례분석과 이들의 인터뷰를 통해 구체적인 필요와 지

원방향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외국인이 국내에서 창업(법인, 개인사업자)하더라도 「중소기업기본법상」 상 중소기업에 해당이 된다. 따라서 

외국인이 설립한 기업도 창업융자·보증, 창업 R&D 신청이 가능하나 현실적으로는 지원 실적이 미흡한 상황이

며, 창업 사업화 등 일부 사업에서도 제한적으로 운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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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시	외국인	창업	현황

	

2012년 기준 서울 거주 외국인은 406,293명(‘12.1.1. 기준 행안부 외국계주민 통계)으로 2007년 대비 2배가

량 증가하였다. 이는 서울 전체 인구의 4%를 차지하는 비중으로서 해마다 서울 거주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증가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외국인을 우리의 사회 한 축이자 구성원으로 포용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 

Business Start-up School

2009년 서울시는 ‘외국인이 사업하기 좋은 도시 만들기’의 일환으로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서울글로벌센터 

산하에 ‘외국인 창업대학(Business Start-up School)’을 개교하였고 이 대학은 지난해까지 334명 이상의 졸

업생을 배출했으며, 그 중 18개국 36명의 외국인이 도소매업, 요식업, 교육업, 무역업, 정보기술(IT)업 등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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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에서 창업에 성공한 사례가 있다. 교육과정은 한국의 사업문화, 창업 및 투자의 절차, 법규, 노무 관리, 금융 

및 세무, 마케팅 등으로 구성되어 실제 창업에 필요한 핵심 내용으로 전문강사가 2주간 영어로 진행하였으며, 교

육 이후에도 인큐베이션 사무실을 운영, 선발을 통해 6개월 동안 임대료와 관리비를 지원하고 기본적인 사무기

기도 무상으로 제공하였다. 내·외국인 전문가에게 수시로 사업과 관련된 조언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했으며, 일

정 심사를 통해 5천만 원 내외의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제도를 운영한 경험이 있다.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외국인 창업지원에 대한 경험을 바탕으로 국내 외국인 창업에 대한 지원을 향

후 보다 구체적인 방향성을 갖고 지원하기 위해 글로벌 창업지원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지금까지의 창업지원

정책은 내국인을 대상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재외동포 및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정확한 실태 및 수요조사가 부

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가능한 외국인 창업자들의 인터뷰를 통한 실태를 파악하였다. 글로벌 기업

의 국내 지사 개설 등을 제외하고 독자적으로 외국인이 국내에서 창업한 사례에 대한 정확한 통계 및 현황, 애로

사항 등을 우선적으로 파악해야 하는 것이 실효성이 있는 조사가 될 것이다. 또한,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및 재외동포 특성을 파악하고 그에 맞는 적절한 창업정책 수립이 요구된다. 예를 들어 무조건적인 실리콘밸리 또

는 이스라엘 방식의 창업환경을 도입하기보다는 국내 환경에 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활용 가능한 인프라 내에서 지원하는 것이 현실적이며 효율적이다. 실리콘밸리의 경우 

규모가 큰 내수시장 및 대학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기술과 지식 기반이라는 생태계가 있었으며, 이스라엘의 경

우 자국 시장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유대인의 자금력을 바탕으로 초기부터 적극적인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

기 위해 노력하였다. 현재 국내에 많이 거주하는 외국인이 중국 등 동남아 출신이므로 우리나라가 강점을 가지는 

IT와 더불어 자동차, 건설, 중공업과 화학 등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독특한 산업 특성이나 아시아를 아

우르는 글로벌 생산네트워크 구축 등의 특성화된 전략 수립이 요구된다. 

현재 용산글로벌창업센터는 외국인 창업자들을 위한 시장조사 및 분석을 통한 아이디어 발굴 및 상담, 창업

교육에서 네트워크까지 총괄적인 원스탑 지원을 하고 있으므로, 이를 보다 세부적으로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

하도록 하겠다.

용산글로벌창업센터의 주요 기능

기능 내용

창업상담
외국인	창업	및	법인설립	요건,	세법	및	창업제도	등	상담/지원

국내	시장조사	및	사업기회	발굴	등	

창업교육 창업에	필요한	기본적인	창업교육	제공(이론	및	실습체험	등)

네트워킹 외국인	창업자간,	국내	VC	및	창업자	등	상시네트워킹	지원

보육 선발된	외국인	창업자	보육공간	제공

사업화 시제품	제작	등	창업사업화	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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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외국인 주민 현황, 행정안전부

외국인의 서울 거주가 늘어남에 따라 서울시에서는 외국인 생활환경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였고, 주요항목

을 지표화(index)함으로써 외국인과 관련된 정책 개선 방향을 발전시켜오고 있다. 만족도 지표에는 주거환경, 

의사소통정도, 개방 및 친밀정도, 도시안전, 교육환경, 사회환경, 경제환경이 있으며 이중 경제 환경은 6.44점

(10점 만점 기준)으로서 타 항목들에 비해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에 서울시는 우수 외국인 인력을 확보하여 이들이 국내에서 창업을 통해 더 높은 만족도를 느끼고 국내 경

제성장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적 방안들을 마련하고 있다. 2013년 하반기부터는 외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 

창업 지원을 위한 ‘창업비자제도’가 도입되었고 외국인 기술창업 프로그램도 신설되었다. 창업비자제도는 단순

히 체류 자격만 부여하는 선진국의 창업비자와는 달리 정부의 다양한 창업사업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차별화 

하였고, 벤처캐피털 등 국내 투자자로부터 10만 달러 이상을 유치하고 2명 이상 고용 창출한 외국인의 경우 영주

비자 발급이 된다. 

정부에 따르면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 유학생 수는 8만 3,000명(2013년 4월 기준)으로, 이공계 인력이 1만

4000여 명에 달한다. 국내 외국인 유학생 277명을 대상으로 창업수요를 조사한 결과 44.8%가 창업의사를 보였

고, 창업희망자의 67%가 이·공계 전공자로 전기·전자, 정보·통신 등 기술분야 창업을 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외국인 전용 기술 창업 프로그램을 신설해 외국인 기술창업 촉진에 나선다. 국내에서 최소 12개월 이

상 체류한 이공계 계열 우수 외국인에 시제품 제작 등 창업사업화 비용의 70%를 지원하고, 사관학교형 창업선도

대학 및 창업보육센터 입주 공간 등을 제공한다. 

서울시 창업인프라 중 외국인을 위한 창업지원센터 현황을 살펴보면 외국인 다문화 담당관에 ‘서울 글로벌 

비즈니스센터’, ‘강남 글로벌 비즈니스센터’가 설립되어 국내 외국인 창업자들을 위한 공간, 컨설팅 및 교육을 지

원하고 있다. 또한 2016년 8월에는 서울시 용산구에 ‘서울글로벌창업센터’가 추가 설립되어 현재 35팀의 외국인 

창업팀을 교육 중에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외국인 창업지원을 위해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으며 최근에 서울글로벌창업센터를 중심

으로 국내 외국인 창업지원제도 및 입주 중인 외국인 창업자들의 사례를 분석하고자 한다. 

(2012.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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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서울글로벌창업센터	

1)	서울글로벌창업센터	개요	

서울글로벌창업센터(Seoul Global Startup Center, SeoulGSC)는 서울에서 스타트업을 시작하려는 외

국인 창업자들을 지원하는 인큐베이션 센터이다. 

‘Global Startup City, Seoul’ 이라는 슬로건 아래 세계인의 참여와 혁신을 권장하는 곳으로 2016년 7월에 

서울시 정부의 지원과 18년간 비즈니스 인큐베이터를 진행해온 르호봇의 운영 하에 개소하였다. 서울글로벌창

업센터는 외국인 친화적인 스타트업 허브로서 외국인 창업자들이 한국에서 자신의 사업을 시작할 때 겪는 어려

움들을 도와주고 스타트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2016년 개소한 이래 서울에 거주하는 외국인 창업자들에게 다양한 지원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서울글

로벌창업센터는 용산 나진전자월드 14동 3층에 자리 잡고 있는 총면적 2천 254㎡(약 682평) 규모의 창업지원센

터다. 창업 보육 공간(사무실)과 코워킹 스페이스(카페), 세미나실, 미팅룸, 남/여 휴게실, 공동사용 OA 룸, 인큐

베이팅(창업 보육) 교육지원, 비자 취득 및 법률/회계/특허 서비스, 멘토링, 컨설팅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예비 창업자와 초기 창업자에게 무상으로 창업공간을 제공하고 비자취득, 법률, 회계, 특허 컨설팅, 1:1 멘토

링 등을 하게 된다.

입주 기업은 서류 심사와 면접을 거쳐 국내 외국인 창업생태계 발전과 서울 경제 성장에 긍정적인 효과를 줄 

것으로 기대되는 50개의 예비 기업을 선정한다. 9월 한 달간 예비 인큐베이팅을 통해 40여 개 최종 입주기업을 

선정하고, 선정된 기업에게는 무상 창업공간과 1,000만 원 이내의 창업자금을 지원한다.

개소식 때는 박원순 서울시장과 스타트업 업계 주요 인사들이 참여하는 토크콘서트와 네트워킹 파티가 진행

되었는데 입주사로 선정된 기업 중 외국인으로서 국내 창업을 시도하면서 느꼈던 애로사항에 대해 서로 공유하

는 시간과 해결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2016년에는 35개의 스타트업 팀들이 입주하여 6개월간 진행되는 인큐베이션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다. 서울

글로벌창업센터의 설립목적은 내국인 뿐만 아니라 다양한 국적을 가진 외국인도 국내에서 창업에 성공할 수 있

도록 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서울이 창업하기 좋은 도시로 자리매김하고 국내 창업기업이 해외 각국으로 진출하

는 교두보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서울글로벌창업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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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울글로벌창업센터	현황	

서울글로벌창업센터는 지난 2016년 8월에 개관 이후 창업기업 35개팀이 입주하였다. 총 19개국의 외국인 

102명에게 센터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서울글로벌창업센터 입주 현황

서울글로벌창업센터	입주	현황(2017년	1월말	현재)	/	입주팀	구성	현황	:	35팀	19개국	102명

구		분 한국 미국 중국 독일 캐나다 스웨덴 과테말라

팀원수 65 14 3 3 5 1 1

구		분 네덜란드 슬로베니아 프랑스 일본 영국 인도네시아 케냐

팀원수 1 1 1 1 1 1 1

구		분 몽골 뉴질랜드 아일랜드

팀원수 1 1 1

	

사업	아이템별	현황

구		분 서비스 소호 ICT 헬스케어 식음료 가전제품 기타

기업수 13 8 8 2 2 1 1

서울시는 자생력 있는 외국인 창업기업을 속속 배출하고 있는 서울글로벌창업센터(서울시 용산구, 총면적 

2,828㎡)에 입주할 외국인 창업기업 30개 팀을 4월 14일(금)까지 모집하였다. 선발된 기업의 기본 입주기간은 1년

이고, 평가를 통해 1년 연장이 가능해 최대 2년까지 입주할 수 있다. 

서울글로벌창업센터 시설현황

구	분 3층 4층

용	도 보육공간,	코워	킹스페이스,	운영사무실 코워킹	스페이스

대	상 입주기업	40개팀	내외 창업관심	외국인,	유학생

사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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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2천만 원의 창업자금을 지원하고, 기술·마케팅·법인 설립·특허 등 외

국인의 국내 창업 고충 분야에 대한 밀착 컨설팅을 위해 전담멘토가 센터 내 상주하는 등 경쟁력을 갖춘 기업으

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지원한다. 

특히 2017년부터는 서울 거주 외국인의 70%를 차지하는 중국어권 창업가들의 많은 참여와 보육지원을 위

해 중국어 서비스가 추가되어 지원 중이다. 

서울글로벌창업센터는 외국인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방학기간(연 2회)을 활용한 ‘엔턴십[창업가(Entrepre

neur)+인턴(Intern)]’을 운영해 창업에 대한 간접경험 기회를 제공하고 있고, 2017년에는 외국인 유학생들의 창

업동아리에 대한 사업화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창업에 관심이 있거나 보육대상으로 선발되지 못한 (예비)창

업자들도 누구나 자유롭게 회원가입(3개월마다 재가입)을 통하여 코워킹 스페이스도 운영하는 등 외국인 창업 

허브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열정과 기술력이 있는 초기 창업 외국인이라면 누구나 입주가 가능하다. 외국인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3년 이내의 창업기업으로 국내 거주 외국인 우수창업기업이라면 누구나 입주 신청이 가

능하며, 창업자 역량, 사업계획의 적정성, 기술력 및 시장성 등을 기준으로 서류심사와 면접(발표)심사를 거쳐 선

발한다.

3)	서울글로벌창업센터	소개	

(1)	위치	및	운영시간	

서울글로벌창업센터는 약 682평 규모로선 나진전자월드(서울시 용산구 한강로3가, 나진상가 14동 전자월

드 3층)에 위치하고 있다. 

이용 대상은 국내·외국인을 불문하고 참신한 창업 아이템을 가진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3년 이내 사업자이

며 운영시간은 기본 운영 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이며 입주기업에 한해서는 자율이용 24시간을 제공하고 있다. 

(2)	공간	구성

서울글로벌창업센터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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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진전자월드 3층과 4층 일부를 활용하고 있으며 개별 보육공간 23실, 개방형 보육공간 2실, 160평 회의실, 

카페테리아 및 휴게실이 제공된다. 현재 35개의 입주팀과 113명의 입주멤버, 그리고 230여 명의 이용자가 사용 

중이다. 

① Co-Working Space/Cafe

창업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방문해서 사용할 수 있는 개방형 공간으로써 코워킹 스페이스에는 자

유롭게 작업할 수 있는 넓은 테이블과 플러그가 설치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코워킹 스페이스 한쪽 벽면에는 카페

테리아가 구비되어 있어 서울글로벌창업센터 방문객들에 한해 전문 바리스타가 제공하는 커피 및 음료를 무료

로 즐길 수 있다. 

Co-Working Space/Cafe 사진

Co-working	Space Cafeteria

② Meeting Room/Conference Room 

서울글로벌창업센터 3층에는 창업기업들의 회의 또는 미팅을 위한 공간이 마련되어 있다. 미팅룸은 상시로 

개방되어 있어 별도의 예약없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 독립된 공간인 컨퍼런스룸의 경우 상주하는  Staff를 

통한 예약 절차를 거친 후 사용할 수 있다. 컨퍼런스룸은 총 약 12~15명이 들어갈 수 있는 소규모 독립형 공간으

로 창업 기업 및 기관에서 희의 용도로 많이 활용되고 있다. 

Meeting Room/Conference Room 사진

Meeting	Room Conference	Ro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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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Lounge/Office Space

글로벌창업센터 3층에는 입주 중인 창업기업들을 위한 독립형 보육공간이 마련되어 있다. 총 23개의 사무공

간이 있으며 선발된 입주 기업팀들에 한해 입주 기간 동안은 시간 제약 없이 사용이 가능하다. 입주기간은 1년이

며 평가를 통해 1년 연장 가능해 최대 2년까지 입주할 수 있다. 

또한 업무 중 쌓인 피로를 풀고 편안하게 사람들과 대화할 수 있는 라운지 공간을 제공하여 휴식과 소통을 

나누는 장으로 활용되고 있다. 

Lounge/Office Space 사진

Lounge Office	Space

④ 일반인을 위한 코워킹 센터

서울글로벌창업센터 3층의 코워킹 공간이 스타트업 입주기업을 위한 곳이었다면 4층 코워킹 공간은 창업과 

스타트업에 관련된 대상이면 누구나 무료로 이용이 가능하며 3개월 단위 멤버십(회원제)으로 운영된다. 운영시

간은 오전 9~오후 6시이다. 한 번에 70명 이상이 사용할 수 있는 코워킹 공간은 독립적 10인실과 4인실 세미나

실로 구성되어 있다. 세미나실은 예약 후 이용 가능하며 4층 코워킹 데스크에 원하는 날짜와 이메일을 보내고 확

인 받으면 된다. 

(3)	서울글로벌창업센터	프로그램	

서울글로벌창업센터 프로그램은 대상자에 따라 두 분류로 나뉘어 진행된다. Accees Membership 프로그

램은 스타트업에 관심 있는 개인 또는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일반인을 위한 것이며 3개월 단위의 회원제로 운

영된다. 

Resident Membership 프로그램은 글로벌창업센터에 선발된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한 것이며 1년에 한 번, 

온/오프라인의 평가를 통해 선정된다. 프로그램은 6~8개월 단위로 진행되며 보육공간, 초기 자금, 멘토링, 교육 

등의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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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글로벌창업센터 교육프로그램

① Access Membership

일반인들을 위한 스타트업 강의 및 무료 코워킹 스페이스 공간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국적을 불문하고 

스타트업에 관심있는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인터넷 등록을 통한 멤버십 가입 후에 글로벌창업센터를 사용 가능

하다. 

등록 시에는 4층에 준비되어 있는 코워킹 스페이스 공간 무료 활용이 가능하며 3개월 단위로 재등록할 수 있

다. 오픈 시간은 월~금요일, 오전 9시~오후 6시이며 업무 공간 및 커피, 컨퍼런스룸, 미팅룸, 복사기를 비롯한 사

무용품, 창업 교육 및 네트워킹 파티 참여 서비스를 제공받는다. 

② Resident Membership

레지던스 멤버십은 초기자금과 보육공간을 제공하는 인큐베이션 프로그램으로서 Post Seed & pre-

Series A 비즈니스 단계의 창업기업들에게 제공되고 있다. 초기 자금 지원 뿐만 아니라 인큐베이션 멘토링과 다

양한 창업 교육 프로그램 이벤트, 글로벌 파트너십을 위한 후속 지원들이 연계되고 있다. 



027

하나, 글로벌 분과

서울글로벌창업센터 교육프로그램 현황

분류 설명 사진

Seed	Money

창업팀의	지분	공유	없이	최대	2,000만	

원까지	초기	자금을	지원해주고	있다.	

금액은	창업기업팀의	가치	평가를	통해	

결정되며	중간	평가	후에	자금	지원의	지속	

여부가	결정	된다.

Office	Service

무료	사무실	공간	및	각종	설비들이	입주	

기간	동안	지원된다.	독립적인	보육	공간과	

개방형	코워킹	공간을	모두	사용할	수	

있으며	중간	평가	후에	연장	가능성	여부가	

결정된다.	

In-House	Mentoring

등록된	전문	멘토를	통해	창업팀들에게	

멘토링을	제공하며	아이디어	고도화	및	

비즈니스와	관련된	국내외	현황	및	

해결방안을	함께	고민하고	지원한다.	

Co-Working	Cafe

입주기업에게는	카페테리아의	무료	

커피와	개방형	공간,	그리고	

글로벌창업센터의	다양한	행사	및	

네트워크	파티에	대한	참여가	제공된다.	

Entrepreneurial	Education

입주	스타트업의	지속적인	성장	및	

후속투자유치를	위한	다양한	창업교육	및	

워크샵이	제공된다.	

Global	Community	

글로벌창업센터에서는	다양한	국적을	

가진	외국인	창업자들과	네트워킹	할	수	

있는	커뮤니티를	형성하며	이를	위한	장소	

및	행사를	제공한다.

③ 엔턴십(Entership)

Enterpreneur(사업가) + Intern(인턴)의 합성어로서 스타트업 및 취업 준비생을 위한 프로그램이다. 참가

자가 직접 창업 실무를 체험하고 사전 예비교육과 함께 실제 창업까지 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관심 업무에 따라 

구역을 나누고 사전정보를 통해 매칭이 이루어진다. 참여기업은 1명의 엔턴을 채용할 수 있고 엔턴 활동 기록을 

센터에 제출하며 4주치 인건비를 지원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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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턴십(Enternship)플랜

“Enternship”	Plan

•	Name:	‘Enternship’	is	a	combination	of	‘Entrepreneur	+	Intern’

•	Purpose	o	Enternship	Participants:	To	increase	skills	and	help	actual	start-ups	o	Startups:	Securing	needed	

manpower	for	business	promotion

•	Type:	Internship	Program

•	Period:	December	2016	–	February	2016

•	Subjects	o	Enterns:	Access	Membership	(4th	Floor	Co-working	Space	Users)	o	Companies:	Startup	in	an	

Incubation	Center	supported	by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MUST	be	a	Registered	Company	in	Korea	(No	

Individuals).	o	Seoul	GSC	Resident	cannot	duplicate	current	internship	category:If	you	have	already	hired	an	intern	

for	a	specific	job	category,	you	cannot	receive	an	intern	from	this	program	to	do	the	same	type	of	work.

			※		The	companies	that	are	from	the	Seoul	Global	Start-up	Center	do	not	support	duplicate	support	(same	workforce,	field,	work,	etc.)	

with	seed	money

			※	Employment	qualifications	will	be	based	on	each	company’s	regulations.Details

•	Utilization	PlanKoreans	wanting	to	work	at	global	startups	/	Design,	circuit	design,	coding,	homepage	production,	

etc.Foreigners	living	in	Korea(With	Legal	Working	Visa)	/	Global	advancement	support	work,	design,	circuit	design,	

coding,	homepage	production,	etc.

Date	:	Phase

2016.11	–	2016.12	:	Demand	Survey	of	Seoul	GSC

2016.12.26	:	Announcement	&Start	of	Application	Process

2017.1.12	:	Application	Deadline	(Enterns	&Companies)

2017.1.13	:	Announcement	of	received	applications

2017.1.16	:	Open	interview(Seoul	GSC)

2017.1.20.	(6	hrs	/	day)	or	2017.1.31(8	hrs	/	day)	:	Additional	Interview(If	needed)	&Contract

2017.1.23.	–	2.21	:	Start	of	program(20	working	days)

2017.1.31.	–	2.3	:	Interim	check

2017.2.22.	–	2.28	:	Reporting	of	Result

2017.	3	–	:	Payment※Timeline	(Subject	to	Change)

Process	Details	(More	to	Come	at	a	Later	Time)

•	Online	Submission	of	Documents	&Application	(Companies	&Enterns)•	pen	Interview	at	Seoul	GSC	(1:00	–	6:00,	16	

Jan)	When	the	number	of	companies	that	can	be	supported	is	exceeded,	Companies	will	be	Selected	on	the	spot	

Lottery

•	Non-selected	companies	can	proceed	at	their	own	expense•	Interview	between	Enterns	&companies	with	

designated	Area	in	alphabet	order•	Additional	Interview	as	needed	can	be	conducted	between	(17	–	20	Jan)•	

Contract	between	Interns	&Startup	Company	(1	Entern	per	Company)

•	The	period	of	work	is

		-	6	Hours	per	day	/	5	days	per	week	for	20	days	/	30	Hours	per	Week(Maximum)

		-	Hours	per	day	/	5	days	per	week	for	15	days	/	40	hours	per	week(Maximum)

		-	3	or	4	Weeks	Programo	

		-	1,050,000	won	(including	Paid	holiday)

•	Result	Report(Enternship	Log)	must	be	submitted	by	the	Company	to	Seoul	GSC,	showing	the	utilization	of	the	

Entern	in	the	work	of	the	comp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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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네트워킹 파티 

서울글로벌창업센터에서는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에 스타트업 기업들을 위한 네트워킹 파티를 제공하고 있

다. 센터 내에 입주해 있는 다양한 국적의 스타트업 기업들과 편안한 분위기에서 교류하면서 글로벌 네트워킹을 

형성하고 매월 주제에 따른 강연자를 섭외하여 특강을 진행하기도 한다. 행사는 온라인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참여비는 무료이다.

네트워킹 파티

⑤ 기타

㉮ 창업기업 발굴 :  데모데이 (연간 2회 예정), 비즈니스 익스체인지 등 개최,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아이템

과 참신한 아이디어를 가진 기업 유치 

㉯ 특화보육 (인터존) :  통·번역, 특허, 마케팅, 자금·투자유치, 세무/회계, 법률, 시장 진출 등 서비스 

(Inter-Zone 내 관련 전문가 상주 또는 온라인 플랫폼 연계 실시간 서비스) 제공

㉰ 비자취득 : 외국인 창업을 위해 필수적인 창업비자, 무역비자 등 취득 지원

㉱ 해외진출 :  비즈니스 익스체인지 (기업 교환 프로그램), 해외 데모데이 참가 (해외 네트워크 연계), 현지 법

률, 특허, 유통 등 컨설팅 서비스 제공을 통한 국내 기업 해외 시장 진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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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서울글로벌창업센터 스타트업 사례

조민규 대표(디자이너 포트폴리오 기반 채용 플랫폼 Wizpace)

㉮ 서비스 소개

 위즈페이스는 디자이너들이 자신의 포트폴리오를 올려 이를 함께 평가하고, 나아가 채용으로 이어질 수 있

도록 하는 온라인 플랫폼이다. 회사 내 디자이너들의 역할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지만 정보 비대칭으로 인

해 제대로 된 대우를 못 받고 있다는 데 착안해 만든 서비스이다. 

㉯ 창업동기

 현재 글로벌창업센터에 입주 중이며 대만에서 어학연수 중 공동창업자인 존을 만나 올 초에 본격적으로 창

업에 뛰어들었다. 중국을 메인 시장으로 타겟팅 하고 있는데 이유는 현재 중국은 하루 평균 1만 5,000개의 

신생 기업이 생겨나고 있을 만큼 창업 열기가 뜨거우며 보통 4~5명으로 이루어지는 스타트업 중 디자이너가 

꼭 한 명씩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만큼 디자이너에 대한 수요가 많다고 볼 수 있으며 한국과 마찬가지로 

디자이너들이 자신의 실력을 평가받고 채용으로 이어질 수 있는 플랫폼이 부재한 상황이다. 

㉰ 창업목표

 디자이너들의 링크드인이 되는 것. 디자인 학과의 졸업자만 1년에 2만 명씩 생기는 만큼 수요와 공급의 비대

칭이 매우 큰 업종이다. 회사들이 원하는 인재는 단순히 툴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기획능력이 있는 디자이너

인데, 서로에 대한 정보가 없다보니 회사도 인재 찾기가 어렵고 디자이너도 자신의 역할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부분을 이해하고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레퍼런스는 구축하게 만드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자 목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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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zpace 홈페이지(http://wizpac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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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인터뷰	조사	

현재 서울글로벌창업센터에 입주해 있는 외국인 창업팀들을 대상으로 인터뷰 조사를 실시하였다. 총 3개의 

업체와 센터의 담당자가 참여하였으며 이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현재 국내 외국인 창업지원정책에 대한 생생한 

현장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1)	Ventura

창업	분야	및	아이템
여행자를	위한	스포츠	서비스	제공

(페러글라이딩,	머드축제	등)

대표자	

출신	국가
네덜란드

(1)	한국에서	창업을	하게	된	동기

동국대 MBA Korea, 디지털 마케팅 학과에서 수업을 받으면서 대학동기들과 창업을 하게 되었다. 공부하

면서 한국에서 비즈니스를 하는 것이 매우 좋은 환경이라고 생각했고, 같은 뜻을 갖고 있는 팀 멤버 4명(파일럿 2

명, 경영 2명)이 모여 시작하게 되었다.

(2)	현재	창업	단계	

현재 웹사이트를 운영중이며 패러글라이딩을 비롯한 다양한 익스트림 스포츠를 즐기고 싶은 외국인에게 예

약을 받고 있다. 작년에 오픈하였는데 작년 대비 매출이 2배 가량 성장하였다. 고객의 60%는 홍콩과 싱가폴 사

람들이고 40%는 한국에 이민온 외국인들이다. 한국인들은 거의 없다. 페이스북과 구글과 같은 디지털 마케팅

을 통해서 고객을 확보하고 있다.

(3)	한국과	네덜란드와의	창업	현장	또는	시스템에	대한	차이점

네덜란드에서도 창업을 한 적이 있다. 하지만 네덜란드는 한국에 비해 규제가 너무 심해서 사업을 운영하기

가 매우 어려웠다. 팀원 중 두바이 사람도 있는데 두바이 상황도 비슷하다고 하였다. 한국에서는 스타트업 비자

를 발급받을 수 있는데 외국에서는 비자 발급이 한국에 비해 훨씬 더 까다로운 편이다. 

(4)	Ventura	창업을	통한	목표	및	기대효과	

한국인들은 잘 모를 수 있지만 한국에 방문하는 외국인 여행자들은 유명하고 붐비는 도심지보다 오히려 한

적하고 사람들이 잘 모르는 시골을 여행하고 싶어한다. 한국의 시골에도 아릅답고 다양한 즐길거리들이 많은데 

이에 대해서는 외국인들에게 거의 알려져 있지 않은 것 같다. 예를 들어, 평창에서 패러글라이딩을 하는 것 같은. 

우리는 외국인의 시선에서 이러한 색다른 여행사업에 주목하였고 추후에는 한국인 파일럿을 고용해서 사업을 

확장시키고 싶다. 꼭 full-time job이 아니어도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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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국내의	해외	창업지원에	대한	견해	

모든 나라가 비슷하겠지만 외국인에게 가장 어려운 것은 비자 발급이다. 한국의 창업지원정책은 타국에 비

해 활발한 편이며 글로벌창업센터에서 지원해주는 시드머니가 큰 도움이 되고 있다. 그리고 멘토링, 교육프로그

램을 통해 수시로 상담을 받고 있는데 다양한 프로그램 또한 만족스럽다. 향후에는 본투 글로벌에 지원하여 민

간 투자까지 유치해보고 싶다. 

Ventura 인터뷰

2)	MEDIENGLISH

창업	분야	및	아이템
헬스케어.	병원에	방문해야하는	외국인을	위한	통역서비스,	

의사를	위한	영어교육	제공	등	

대표자	

출신	국가

호주

(현재	3명으로	모두	약사	출신)

(1)	창업	동기	

여자친구가 한국인인데 한국에 살고 싶어서 창업을 결심했다. 원래 호주 병원에서 일을 하고 있었지만 한국 

자격증이 따로 없어서 약사로 활동은 어렵지만 이 분야에 대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시작할 수 있었다. 현재 영국 

대사관, 호주 대사관 등으로 입소문을 통해 매출이 매달 100만 원 이상 발생하고 있으며 향후 마케팅을 강화하

여 고객확보에 주력할 예정이다. 

(2)	호주와	한국의	창업	현장	차이점	

호주는 세금이 너무 많아 창업에 대한 니즈가 적다. 지원 정책 또한 한국처럼 제너럴한 지원보다는 앱, 쇼핑, 

교통 등과 같이 국가가 지정하는 특정 분야에 의해서만 지원이 되고 있다. 

(3)	한국	창업의	어려운	점	

전반적으로 한국의 창업지원정책은 만족스럽지만 비자를 받는 과정에서 매우 곤혹스러웠다. 폰을 사러 가

면 비자가 필요하다고 하고 비자를 받으러 가면 은행 계좌 개설 및 서류가 필요하다고 하고 은행을 가면 또다시 

전화번호가 필요하다면서 기관마다 서로 미루는 경향이 있다. 또한 부가가치세를 무조건 현금으로 내야하는 문

제, 비자는 법인만 가능하다는 문제 등 절차의 문제보다는 테크니컬한 세부 문제들이 창업함에 있어 시간을 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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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하게 한다. 또한 정부지원 사업의 경우 Paper Work가 너무 많다. 지원금 때문에 할 수 밖에 없지만 불필요한 

서류 작업은 줄였으면 좋겠다. 

(4)	한국의	창업	및	외국인	창업에	대한	조언

외국인이 한국에서 창업을 하기 위해서는 한국인 파트너를 꼭 만들어야 한다. 여러 가지 행정처리 때문이다. 

그리고 한국 시장만 바라보고 서비스를 만드는 것은 우물안 개구리와 마찬가지다.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과 넓은 

시장을 보면서 창업을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MEDIENGLISH 인터뷰 

3)	Cards	

창업	분야	및	아이템 비즈니스	교환	및	서칭	프로그램

대표자	

출신	국가

우크라이나

(포스텍에서	6년	근무,	한국인	1명,	외국인	2명으로	구성)

(1)	창업	동기

2008년에 한국에 와서 포스텍에서 6년간 기술자로 일했다. 포스코에서는 해외투자부서에서 사람찾기 프로

그램을 썼었다. 그런데 사람이 바뀌면 사이트에서 바뀐 사람에 대한 정보를 찾는 것이 너무 어려웠고 이 문제를 

해결해보고자 창업을 하게 되었다. 한국에도 유사프로그램인 ‘리멤버’가 있지만 리멤버는 현재 한국어만 지원하

고 있고 링크드인의 경우도 중국에서는 사용이 불가하다. ‘카드’는 영어 뿐만 아니라 다양한 언어를 지원하며 유

저가 카드의 내용까지 설정이 가능하다 

(2)	한국	창업의	장점

한국에서 창업을 하게 된 것은 오랫동안 여기에서 일을 해왔기 때문이지만, 다른 국가와 창업지원제도를 비

교했을 때 한국의 지원이 압도적으로 좋은 편이다. 네덜란드도 자금지원과 같은 창업지원제도가 있지만 한국이 

그 조건이나 환경이 훨씬 유리하다. 뿐만 아니라 내가 만들고 있는 디지털 카드 교환 프로그램의 경우 스마트폰

을 이용해야하는데 한국은 모든 사람이 스마트폰을 쓰고 있고 명함 교환도 매우 중요한 문화로 자리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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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인프라가 매우 잘 되어 있는 환경이라 할 수 있다. 또한 한국에는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글로벌 회사가 없다. 

앞으로 우리 분야의 경우 성장할 기회가 많다고 생각한다.

(3)	한국	창업시	한국인이	꼭	필요한가?

비즈니스 개발 단계에서는 굳이 한국인이 필요 없다. 기술이 있는 사람이면 국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

이다. 다만, 서비스를 판매하거나 세일즈 할 때 한국인이 있는 것이 좋다. 고객을 어디에서 만나고 어떤 것을 좋아

하는지, 한국인만이 알고 있는 고유 문화를 이해해야 하기 때문이다. 

(4)	외국인	창업인으로서	바라는	점	

규제가 더 완화되었으면 좋겠다. Co-Founder가 외국인일 때 주소를 변경하거나 계약을 진행할 시 한국의 

페이퍼워크는 너무 어렵다. 인감등록증 뗄 때도 마찬가지다. 이런 세세한 부분까지 다 외국인을 배려해주는 시스

템이 마련되면 좋겠다. 

Cards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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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글로벌창업센터	담당자	

(1)	글로벌창업센터의	대표적	창업지원제도	소개

①  Seed Funding 제공 : 평균 천만 원 35팀, 1기. 2기는 사업계획서 내면 평가를 해서 차등 지원. 작게는 

500~1,400만 원 .

②  오피스 지원, 창업교육, 인하우스 멘토링, 네트워킹 파티 등을 지원하고 행사는 예약을 통해 사용할 수 있다. 

(2)	외국인	창업지원	정책에서	개선해야	할	사항

복잡한 행정절차와 문화적인 절차, 비자 문제로 인해 한국인 파트너가 꼭 필요하다는 것이다. 

(3)	외국인	창업지원	정책의	기대효과	및	목적

비교적 다른 국가에 비해 손쉬운 창업지원금이 가장 큰 장점이다. 이로 인해 서울을 글로벌 수준으로 하여 

외국인들을 오게 하겠다는 목적이지만 사실 외국인 입장에서는 좋은 제도로 전략할 수 있다. 

원래의 목적은 외국인들이 정착하여 한국인을 고용하고 한국인들이 보기 힘든 시각으로 접근하여 새로운 

창업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것이다. 외국인들만이 볼 수 있는 것들이 있다. 

(4)	해외	창업지원	담당자로서의	조언

외국인들을 많이 만나다 보면 문화의 다름으로 인해 나타나는 충돌들이 많다. 외국인 창업자들이 한국 규

정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외국인들이 창업을 하는 과정에서 차별 없이 진행할 수 있게 돕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글로벌창업센터에서는 모든 서비스를 영어로 진행한다. 

또한, 한국의 중소기업 관련 정보를 찾기 어려운데 추후 이러한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중소

기업과 외국인을 연결하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GSC담당자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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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외의	외국인	창업지원	정책	1)

가.	유럽	및	선진국가

1)	영국

영국은 Tier 1 비자를 발급하여 해외 우수 창업가들을 유인해 영국에서 성공적으로 창업하고 빠르게 정착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Tier 1 (Exceptional Talent) 비자는 디지털 산업영역의 글로벌 우

수인재를 유입해 Tech City의 성공적 비즈니스 지원 및 새로운 혁신 활동 추진을 위해 2014년 도입된 비자제도

이다. 비자와 관련된 정부지원을 통해 외국 기업을 유치하고, 글로벌 창업가들에 게 창업 플랫폼을 개방하는 지

원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테크시티 내 ICT 창업비자 발행제도로 Tech Nation Visa Scheme을 시행하고 있으며, 기준에 부합하는 

지원자에게 심사를 거쳐 Tier 1(Exceptional Talent) 비자를 발행하고 있다. 

외국인 창업비자 발급 기준

비자	구분 비자	발급	기준	및	특징 필요서류

Tier	1

(Entrepreneur)

•	FCA(Financial	Conduct	Authority:영국	금융감독청)에	등록된	VC나	영국	정부	

펀드로부터	5만	파운드	이상의	투자를	유치하거나,	자비(셀프펀딩),	가족	또는	사업	

파트너로부터	20만	파운드	투자	시	발급

•	CEFR(Common	European	Framework	of	Reference	for	Languages,	

유럽언어공통기준)	B1	이상의	영어능력	입증

•최초	발급시	최대	3년	4개월	간	체류	가능하며,	이후	2년	기한의(복수)	갱신	가능

•최단기간	3개월	이내	발급	가능

•1개	이상의	사업	운영	가능하며	가족	동반	가능

•다른	사업체에	소속되어	일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공공펀딩	불가능

•여권이나	여행증명서

•투자펀드	확인서

•사업계획서

•영어능력	확인서

•최근	10년	동안의	범죄기록확인서

Tier	1	

(Exceptional	Talent)

•	과학,	엔지니어링,	인문학,	의학,	디지털기술,	예술	분야에서	리더나	신흥	리더로	

인증받아야	함

•	각	분야에	따라	지정된	기관에서	점수	기준	체계(PBS-Points	Based	System)에	의해	

지원자를	평가하며,	일정	점수	이상	획득	시	인증

•	보통	8주	이내에	인증	심사가	완료되며,	특정	기술이나	비즈니스	스킬	보유	시,	영국으로	

이주하는	5인	이상	팀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	더	빠른	심사	가능

•	심사에	통과될	경우	인증서류를	발급하며,	이를	비자	신청	시	제출(별도의	비자	신청	

과정	거쳐야	함)

•여권이나	여행증명서

•인증심사	통과	확인서

*출처	:	UK	Government

이와 같이 영국은 카메론 총리가 미국 실리콘밸리에 버금가는 기술센터 구축을 위해 ‘Tech City’ 전략을 추

진한 이래, 창업 및 하이테크와 금융산업의 시너지를 통해 창업을 통한 경제성장의 중심지로 거듭나고 있다. 창

업하기 좋은 환경을 형성하고, 창업비자 등을 지원하는 등 외국인의 창업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

어 관심을 끌고 있다. 이렇게 영국은 창업제도가 우수할 뿐만 아니라 핀테크, 크라우드 펀딩 등 첨단 금융여건이 

갖춰져 있어 각국의 창업기업이 글로벌화하기에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는 시장으로 평가되고 있다. 

1)	외국인	창업비자의	주	내용은	NIPA	이슈리포트	제8호의	내용을	전체	인용	및	참고하여	기술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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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이유로 많은 기업들이 유럽 내 어느 지역보다 영국을 사업 설립 지역으로 선택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스타트업들이 영국을 선택하는 이유는 신규 및 기존 고객에 대한 접근성이 높고, 신제품 개발 및 신규 공급업체 

및 파트너 발굴이 상대적으로 수월하기 때문이다. 또한 유럽 전역의 다른 국가에서 추가적인 비즈니스 운영이 가

능하고 영국에 소재한 기업의 경우 유럽 전역의 5억 명 이상의 소비자에 대한 접근이 가능하다. 그리고 유럽연합 

내에서 물자를 수입 혹은 수출하는 경우 어떠한 관세도 부과되지 않으며, 영국은 또한 많은 유럽연합 비회원국과

도 자유무역 협정 혹은 우호 교류 협정을 체결하고 있다. 이렇게 영국은 유럽 역내 어떤 경제권에서 보다 사업하

기 좋은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영국 자체로는 3천만 명 이상의 노동인구를 보유하고 있다. 이는 유럽 연합 내에서 두 번째 규모이다. 영국은 

또한 유럽 국가들 중 향후 15년 동안 노동 인력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몇 안 되는 국가 중 하나이며, 앞서 말

한 듯이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인력이 많고 유연한 노동 시장을 가지고 있으며 고용인을 보호하기 위한 규제 시스

템이 구축되어 있다. 영국의 유연한 노동 법률 하에서 기업들은 자체적인 비즈니스 니즈에 맞게 인력을 고용할 수 

있다. 영국에서는 고용주의 사회 보장 분담금 수준이 낮아 영국 노동 비용은 서유럽 국가 중 가장 경쟁력 있는 수

준이며 영국의 전반적인 노동 비용은 프랑스, 아일랜드, 네덜란드 및 독일 보다 낮은 수준이다. 이러한 부분들이 

매력적으로 스타트업들을 끌어들이고 있다. 

프리미어 리그에서 배우는 스타트업 전략

<중앙일보	기사	스크랩>

프리미어	리그에서	배우는	스타트업	전략	(2017.04.27)

영국의	프로축구리그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EPL)’에는	 ‘홈	그로운(Home	Grown)’이라는	제도가	있다.	유소년	시절을	

잉글랜드	팀에서	보낸	선수를	의무적으로	팀	명단에	포함해야	하는	조항이다.	그런데	여기에는	국적	제한이	없다.	출신지와	

상관없이	‘잉글랜드에서	성장한	선수는	잉글랜드	선수로	본다’는	식이다.	각	팀은	이	규정을	채우기	위해	좁은	자국	땅을	벗어나	

해외	유소년	발굴에도	공을	들인다.	전	세계	축구	유망주들이	EPL로	모여들고,	이들이	성장해	리그	전체의	수준을	높인다.

영국은	스타트업	생태계로도	유명하다.	정부까지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유럽의	창업	중심지로	떠올랐다.	이곳의	스타트업	육성	

방식은	홈	그로운의	메커니즘과	비슷하다.	‘국적	불문	유망주	발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영국에는	자국인뿐	아니라	유럽과	전	

세계	‘창업	유망주’들이	모인다.	런던에서	만난	한	폴란드인	창업가는	“창업하는	입장에서	인적	네트워크가	가장	중요하다.	

이곳에서는	전	세계	창업가,	개발자,	투자자,	멘토를	만나기	쉽다”고	말했다.	정부도	여기에	초점을	맞춘다.	런던시	관계자는	

“사람이	모여야	스타트업	생태계가	조성된다”며	“정부의	첫	번째	역할은	전	세계	창업	인재가	모일만한	환경을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도적으로는	비자발급	혜택,	세금	감면	등	지원책으로	세계	각국	유망	스타트업을	자국으로	유치하는	데	힘쓴다.

한국은	어떨까.	해외	창업	인재가	국내로	오는	경우는	드물다.	우수	스타트업	유치를	위한	외국인	기술창업	비자	발급은	4년간	

20건에	불과하다.	정부와	유관기관이	‘K스타트업	그랜드	챌린지’	같은	프로그램을	진행하지만	역부족이다.	가장	큰	원인은	행정	

장벽이다.	기술창업	비자	발급	요건이	선진국에	비해	까다롭고,	외국인이	법인을	설립하기도	쉽지	않다.	한국인이	해외로	나가	

성공하는	것은	반기지만,	외국인이	한국에서	성공하는	것은	‘먹튀’로	보는	사회	분위기도	무시	못	한다.	언어·문화적	어려움이나	

시장	규모의	제약도	원인이지만,	한국이	최고	수준의	인터넷	인프라를	갖췄고	중국이라는	거대	시장의	‘테스트	베드’라는	점을	

감안하면	많은	장점을	썩히고	있는	것이다.

경쟁력	있는	창업생태계가	국내에	구축되려면	외부에서	인재들이	들어오고,	이들이	가진	아이디어가	활발히	공유돼야	한다.	국내	

스타트업들만	온실	속	화초처럼	키웠다가는	글로벌	경쟁력이	약한	‘우물	안	개구리’만	양산될	수	있다.	해외	인재에	대한	인식을	

바꾸고	관련	제도를	손	봐야	하는	이유다.

[출처:	중앙일보]	함승민	경제기획부	기자	sham@joongang.co.kr

(2017.04.27.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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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핀란드

핀란드 테크노폴리스 벤처스의 BornGlobal Internationalization(본 글로벌 인터널라이제이션) 프로그

램은 글로벌 창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BornGlobal™은 높은 잠재력이 있는 창업기업들의 글로벌화를 촉

진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창업보육 프로그램을 통해 성장기반을 갖춘 기업들이 진입하는 마지막 단계라 할 수 

있다. BornGlobal™ 프로그램은 창업보육의 측면보다는 기업의 성장을 가속화(Speed-up)하고, 글로벌화하

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핀란드 테크노폴리스 벤처스의 BornGlobal Internationalization 프로그램(http://www.technopolis.fi/)

다양한 창업지원 서비스를 기업들이 원하는 대로 선택하여 구성하는 맞춤형 패키지 형태로 이루어진다. 글

로벌 진출에 요구되는 사항들이 기업별로 상이한 만큼 각 기업별로 필요한 핵심적인 요소들을 진단·분석하여, 

패키지 형태로 제공한다. 본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기업은 입지에서부터 서비스 제공자들과의 계약, 자금 계획까

지 포함하는 one-stop shop 서비스를 받게 되며, 서비스 비용의 67%는 정부 지원 자금으로 지원된다. 각 기업

의 역량 및 글로벌 시장 진출 단계별로 적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하여, 3가지 패키지(준비단계, 글로벌 시장 

침투, 자금조달)의 형태로 제공하고 있다. 

준비단계(Market Preparation Path)는 사업에 선정된 기업의 관점에서 글로벌 시장조사를 실시하여 적합

한 대상을 찾고, 각종 판매촉진 활동을 지원하며, 계약과정의 지원을 위한 전문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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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rnGlobal™ 서비스 중 Market Preparation Path단계

지원서비스 목적 산출물

글로벌	시장조사
글로벌	시장진출계획의	핵심최적화된	

시장침투경로의	선정

글로벌	시장에	대한	이해	및	표적시장의	

선정

피치캠프	설치
박람회,	전시회,	고객과의	미팅	등	각종	판매행상의	

준비팜플랫,	제품설명서	등	판매	및	홍보	자료의	준비
효과적인	판촉	및	홍보자료

계약관련	전문서비스 협상	및	계약과정에서	회사의	이익을	보호함 계약	방법론	및	법률서비스	제공

글로벌 시장 침투(Market Penetration Path) 단계에서는 시장조사를 바탕으로 지원 기업에게 가장 적합

한 목표 시장이 어디인지를 선정하고 해당 시장의 사업타당성을 분석한 후의 실제 시장 침투 과정까지 지원한다.

BornGlobal™ 서비스 중 Market Penetration Path단계

지원서비스 목적 산출물

표적시장선정	및	평가 표적시장	침투를	위한	사전조사
표적시장	세부	분석물

사업타당성	평가,	시장	침투	계획	수립

파트너와	고객발굴	및	연계 파트너십	체계	모델	개발	적합한	파트너	및	핵심	고객의	발굴 파트너십	모델,	선정된	고객과의	미팅	등

현지	사업자	선정 현지	사업파트너와의	협업을	통한	시장	침투전략	수립 현지	사업수행과정의	원활화	및	신속화

자금조달(Venture Capital Path) 단계에서는 자금투자캠프를 설치하여 벤처캐피털의 투자 절차를 수립하

고, 잠재 투자자 명단 확보 및 협업체계 구성까지 전 과정을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다. 

BornGlobal™ 서비스 중 Risk Investor Path 단계

지원서비스 목적 산출물

투자캠프	설치
투자절차	수립·투자자와의	미팅	주선

투자자의	준비과정	지원

글로벌	벤처캐피탈의	Pool확보

벤처캐피탈	프로세스	이해

투자자	알선 파트너십	체계	모델	개발·적합한	파트너	및	핵심	고객의	발굴 유망	투자자와의	미팅	주선

투자협정	지원 현지	사업파트너와의	협업을	통한	시장	침투전략	수립 벤처캐피탈	투자협정

3)	미국

미국의 비자(Startup Visa: EB-6)지원 정책의 내용은 미국에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외국인 창업자에게 스

타트업 비자를 7만 5,000개 쿼터 내에서 발급한다는 내용이다. 해당 비자는 VC나 엔젤투자자의 투자를 받은 

창업자에게 발급되며 미국 내 2년간 거주가 가능하고 이후 요건 충족 시 영주권도 취득이 가능하다. VC는 해당 

업종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투자자는 지난 3년간 매년 5만 달러 이상 투자한 실적이 있어야 스폰서 자격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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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기업가 규정(International Entrepreneur Rule)에서는 미국 내 스타트업을 설립해 운영하는 외국인 

기업가들에게 비자 없이 최대 5년간 임시체류 자격을 부여하는 새로운 규정이다. 목적은 미국 경제발전에 기여

하고 고용을 촉진하는 것으로, H-1B 비자와 같은 외국인 취업에 대한 제한은 강화하지만, 외국인 창업은 장려

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미국 국제 기업가 규정 상세내용

회사	자격조건 신청자	자격조건

•	미국	내	설립	5년	미만	스타트업

•	미국	경제에	이익을	줄	가능성을	증명해야	함

	 -		스타트업이	지난	18개월	사이에	미국	투자자로부터	최소	$250,000	

이상의	투자를	받았음을	증명	

	 -		미국	투자자는	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소유하는	미국법인이나	단체

	 -		가족이나	친지	등으로부터의	투자금은	제외

	 -		청부기관이나	관련	기관으로부터	지난	18개월	사이에	$100,000	이상의	

상금이나	지원금,	연구비	등을	받았음을	증명

	 -		정부기관과	사업상	계약	등으로	받은	자금은	제외

•		스타트업이	빠르게	성장할	수	있고,	고용을	창출할	수	있으며,		미국	경제에	

이익이	됨을	증명

•	한	법인	당	최대	세	명의	기업가만	신청	가능

•	신청자는	스타트업	주식을	최소	10%	이상	소유

•		신청자가	스타트업	경영에	활발히	참여하고	있어야	하고,	단순히	주식만	

보여하고	있는	투자자는	제외

•		처음	2.5년간의	임시	체류가	허용되고,	그	후	추가	2.5년간의	임시	체류	신청	

가능

•		신청한	스타트업에서만	근무	가능하며,	다른	회사에서는	근무할	수	없음

•		지문조회가	요구되고,	미국	내	또는	미국	외	대사관에서	지문조회	처리	가능

•		신청자는	미국	입국	후	일정	금액	이상의	수입을	유지해야	함	(연	$100,000	

정도)

*출처	:	beSUCCES,	2016.,	Venture	Square,	2017.	/	2017	NIPA	이슈리포트	제8호

또한, 미국 USAID의 IDEA(Innovation of Development Alliance)는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또는 열

정적인 기업가에게 금융지원, 프로젝트 평가 및 개발 지원을 한다. 프로젝트 개발은 총 3단계로 나뉘며 가장 성

공적인 프로젝트에 상금을 수여하고, 마지막 3단계가 종료될 때 가장 성공적인 프로젝트의 상용화 및 세계화를 

목표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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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은 미국 NGO, 미국을 제외한 NGO, 종교단체, 미국 비상장기업, 미국을 제외한 비상장기업, 비즈

니스 및 무역 협회, 국제기구, 미국 대학(공립 및 사립), 미국을 제외한 대학(공립, 사립), 시민단체, 지역기구, 재단 

등 해외의 업체도 대부분 포함이 되며 미국에서 정한 대외 원조를 받을 수 없는 국가에 속하지 않으면 가능하다. 

4)	기타

독일의 스타트업을 위한 창업비자는 체류법 21 조항에서 외국인의 창업목적 거주는 사업계획서를 통해 구상

하는 사업이 경제적 이윤과 지역적 필요성을 충족시키고,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쳐야 하며, 개인자본이나 대

출자본이 충분한지 등을 평가한 후 허가를 하고 있다. 대표자의 사업 경험과 고용 창출, 혁신과 연구에 대한 기여

도를 고려하고, 과학자나 연구자로 체류 허가를 받은 외국인도 독립적인 사업을 할 수 있는 허가를 받을 수 있으

며 업무 경험 및 전공 지식과 관련 있는 사업이라면 진행이 가능하다. 

독일 창업 관련 비자

비자	종류 자격 비자발급	조건 증명자료 체류허가기간

사업비자 창업

외국인	및	독일	대학	

졸업자,	연구자로	

체류중인	외국인도	

가능

45세	이상인	경우	

노후대책을	

증명해야	함

구상하는	사업이	아래의	조건을	충족	시킬	수	있는	

사업계획서	및	

-	자산증명서	이익	창출	및	지역적	필요성

-	경제에	긍정적	영향

-	안정적	자본

3년	후	연장	가능

*출처	:	www.make-it-ingerma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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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는 ‘프렌치 테크 티켓’을 조성하여 스타트업 선도 국가로서의 허브 조성을 위해 각종 인큐베이팅 지원

정책을 포함한 적극적인 해외 인력과 기업 유치 활동 진행하고 있다. 프랑스는 제2의 실리콘밸리 육성을 목표로 

2013년부터 IT 창업 지원 프로그램인 ‘라 프렌치 테크(La French Tech)’를 시작하였다. 

해외 스타트업 지원 프로그램인 ‘프렌치 테크 티켓(French Tech Ticket)’을 통해 해외 IT 분야 창업자를 적

극적으로 유치하고 있으며, 프렌치 테크 티켓에 당선된 창업자를 대상으로 연간 2만 5,000유로의 보조금과 함

께 프랑스 비자 취득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라 프렌치 테크 프로그램을 통해 외국 인력 체류 비자, 정착 자금, 멘

토링 등을 지원하며 해외 홍보 행사를 진행하며, 체류 비자 발급 및 멘토링 서비스, 헬프데스크 및 사무공간 등

을 제공하고 있다. 최소 6개월 파리 거주가 가능하고 영어 또는 불어가 가능한 인력 최대 3명(컨설팅, 수출입 등 

일부 직군 제외)까지 지원해주며 글로벌 시장에서 스타트업들을 유인하고 있다. 

비자 지원 대상자는 외국인 스타트업 창업자 또는 직원, 프랑스 스타트업에 채용된 외국인, 외국인 투자자 또

는 엔젤투자자이다. 비자 획득 방법은 지원 대상자에 따라 구분되어 있는데 스타트업 창업자라면 12개월 동안 

운영되는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프랜치 테크 티켓’에 참여하거나 스타트업 대회에 참여하는 방법 등이 있다. 프

랑스 정부가 구축한 100 리딩 프렌치 스타트업에 이름을 올린 스타트업에 직원으로 채용되어도 가능하다. 해외 

투자자/엔젤 또는 디자이너, 엔지니어와 같은 테크 인재라면 패스포트탈랜트 (Passeport talent)를 통해 지원

하는 방법도 있다. 

중국의 베이징 혁신발전을 위한 출입국 정책조치 20조항에는 새로운 비자 및 영주권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베이징 혁신발전에 유리한 출입국 환경조성, 해외인재 거주조건 개선, 효율적인 출입국 서비스 제공, 해외 고급인

재와 혁신창업인재의 베이징 영입을 통한 기술혁신 달성 등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중관촌을 혁신발전의 시범지

역으로 정하고 해외 고급인재, 외국인 유학생, 창업단체의 외국인 구성원 등의 인재 유치를 위한 실질적 조치를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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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판 실리콘벨리 ‘중관춘’(2016.02.26. 조선일보)

<조선일보	기사	스크랩>

중국판	실리콘밸리	‘중관춘’	-	외국인	학생	창업	쉬워진다	

내달	거류증·영주권	절차	간소화

중국판	실리콘	밸리로	불리는	베이징	중관춘(中關村)에서	한국	

유학생들도	창업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간	외국인	유학생들의	중관춘	

진입에	걸림돌이	돼왔던	중국의	출입국	관련	규정이	3월부터	대폭	

완화되기	때문이다.	 25일	인민일보와	중국청년망	등에	따르면,	중국	

공안부는	우수한	외국인	유학생	및	해외	고급	인력의	창업과	영구	정착을	촉진하기	위해	출입국	관련	신규	조항	20개를	신설,	

오는	3월부터	시행한다.	핵심	내용은	중국	벤처의	산실인	중관춘에서	이들이	빠르게	창업	활동에	나설	수	있도록	취업	제한을	

풀고,	영주권	신청	자격도	넓히는	것이다.	취업	비자가	아닌	유학	비자로	중국에	온	유학생들은	지금까지	창업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그러나	앞으로	재학	중인	대학의	추천서와	동의서,	중관춘관리위원회가	발급하는	‘창업’	증명서만	있으면	중관춘	

창업이	가능해진다.	이들에게는	‘창업’이라는	표기가	추가된	새	거류증이	발급된다.

해외	고급	인력과	그	가족의	중국	거주도	쉬워진다.	공안부가	정한	일정	기준에	맞는	외국	인재와	배우자,	미성년	자녀는	

중관춘관리위원회의	추천만	있으면	일명	‘그린카드’로	불리는	베이징	영주권	신청이	가능해진다.	중국은	해외	인재	유치를	위해	

2003년	영주권	제도를	도입했으나,	조건이	너무	까다로워	실제로	영주권을	받는	외국인들은	극소수에	그쳤다.중국	정부는	특히	

외국	국적	중국인,	즉	화교	출신	인재들에게는	파격적으로	문턱을	낮췄다.	화교	중	박사	학위	이상의	고학력자,	중관춘	창업	기업	

활동	경력	4년	이상,	연간	6개월	이상	중국	실제	거주	등의	조건	중	하나만	만족하면	베이징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	공안부는	

중관춘	안에	외국인	영주권	서비스	창구를	별도로	설치해	영주권	신청	접수와	상담	업무를	전담시킬	방침이다.	신청에서	

승인까지	180일	걸리던	기존	심사	절차도	대폭	간소화해	50일	이내로	단축할	계획이다.	중관춘은	1988년	중국	정부가	지정한	첫	

번째	첨단	산업	단지다.	베이징대,	칭화대	등	중국	최고	대학과	연구	기관들이	인근에	포진한	입지	덕분에	일명	

‘촹커(創客·벤처기업가)’로	불리는	젊은	인재들의	창업	요람으로	자리	잡았다.	바이두,	소후	같은	중국	토종	IT	기업은	물론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글로벌	IT	기업을	포함해	수만	개의	기업이	입주해	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2/26/2016022600255.html

-  (해외 고급인재) 영구 체류신청을 할 경우, 중관촌 관리위원회에 직접 신청, 전용 서비스 창구 마련, 심사기

간 단축(현행 180일 → 50일) 등의 조치를 통해 적극적으로 해외 고급인재를 유치하여 원천기술 혁신과 프

런티어 기술연구를 추진 

- (외국인 유학생) 중국 내 대학에서 수학한 외국 유학생의 창업활동 허가 

-  (창업단체의 외국인 구성원) 창업 멤버 및 외국국적 기술 인력의 빠른 입국과 장기체류를 돕기 위해 도착비

자 편의를 제공하고, 중관촌에서 창업하거나 취업한 외국 국적의 기술 인재에 대한 평가제도를 도입해 일

정 점수 이상이 되면 영주권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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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베트남	창업지원현황의	주	내용은	KOTRA	신선영	베트남	하노이	무역관	기사를	인용	및	참고하여	기술하였음	

나.	동남아시아

1)	베트남

(1)	베트남	스타트업	현황2)	

2016년 한 해 동안 베트남은 사상 최초로 신설 기업수 10만 개를 돌파하며 뜨거운 창업 열기를 보여주고 있

다. 이 열기는 올해 가을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베트남 기획투자부에 따르면 2017년 1분기 동안 베트남 전국에 설

립된 기업 수는 총 2만 6,478개로서 분기별 실적 기준으로 보면 최근 6년 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최근 이와 같이 베트남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신규기업 증가 및 창업 열풍 중심에는 청년 창업과 스타트

업(start-up)이 자리하고 있다. 스타트업 관련 뉴스가 현지 유력 언론의 헤드라인을 연일 장식하고 있는 것이 이 

열풍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볼 수 있다. 

베트남 스타트업 현황

*출처	:	Vietnam	Startup	funding	2015	report

베트남 상공회의소(VCCI)에 따르면 현지 스타트업의 수는 약 1,500개에 달해 베트남 국민 1인당 스타트업 

창업 수는 인도네시아, 중국, 인도를 앞지른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각국의 스타트업 수를 인구 수와 비교하였을 

때 베트남은 인구 9,500만 명당 스타트업 1,500개, 인도네시아는 인구 2억 5,800만명당 스타트업 약 2,100개, 

중국은 인구 13억 7,400만 명당 스타트업 약 2,300개, 인도는 인구 12억 6,700만 명당 스타트업 약 7,500개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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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스타트업 통계

*출처	:	베트남	상공회의소(VCCI)	통계	자료

베트남의 스타트업 거래 규모는 점점 더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현지 스타트업 엑셀러레이터인 TOPICA Fou

nder institute에 따르면 2015년 67개였던 스타트업 거래 건수가 2016년 50개로 감소했으나 총 거래액은 약 2

억 5,000만 달러를 기록하여 전년대비 46%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베트남의 연도별 스타트업 거래 건수 추이

*출처	:	TOPICA	Founder	Institute

베트남 스타트업 펀딩은 시드펀딩과 A라운드 투자가 주를 이루는데, TOPICA Founder Institute에 따르

면, 베트남 스타트업 시장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거래 유형은 Series A(A라운드 투자)와 Seed Fundin

g(시드펀딩)이다. 두 투자 유형이 이 시장 전체 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0%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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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의 스타트업 투자 현황

*자료원	:	TOPICA	Founder	Institute

대형 투자사의 지분인수가 활발해지면서 거래 규모 면에서 외국인 투자사가 압도적인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 

2016년 베트남 스타트업 시장에서 발생한 지부인수 거래 총액은 역대 최고치인 1억 1,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한국의 투자펀드 UTC Investment가 VNPT E-pay의 747만 주식 중 62.25%의 지분을 매입한 것은 지난해

에 있었던 주요 지분인수 사례 중 하나이며, 이 거래로 UTC Investment는 2016년 베트남 스타트업 시장의 최

대 투자사로 등재되었다.

스탠다드챠타드PE와 골드만삭스도 M_Service에 각 2,500만 달러, 300만 달러를 투자했으며, M-Servi

ce는 2015년 스탠다드챠타드와 제휴해 론칭한 모바일 지갑 및 결제 솔루션 ‘Momo’와 무계좌 인터넷 은행 서비

스를 제공 중인 베트남의 대표적 스타트업이다.

2016년 베트남 스타트업 시장의 주요 지분인수 거래

피투자자 투자사(국가) 거래액

Payoo NTT	Data(일본) 비공개

VNPT	E-pay UTC	Investments(한국) US$	3,380만

Tiki Vng(베트남) US$	1,700만

Zalora	VN Central	Group(태국) US$	1,000만

Batdongsan PropertyGuru(싱가포르) 비공개

*자료원	:	TOPICA	Founder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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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의 6개 주요 스타트업 업종 가운데 가장 큰 거래 성장을 보인 업종은 핀테크(Fintech)로, 2016년 한 

해 동안 총 9건의 거래가 성사되었다. 거래 총액은 1억 2,900만 달러로 추산되는데, 이는 나머지 5개 업종의 거래 

총액 합산보다 큰 금액임이다. 이커머스(eCommerce)의 경우 6개 업종 중 가장 많은 총 12건의 거래가 이루어졌

으나, 거래 총액은 핀테크의 1/4에 불과한 3,470만 달러에 그쳤고, 에듀테크(Edtech) 관련 스타트업에는 총 6건

의 거래(거래 총액 2,200만 달러)가 성사돼 핀테크 다음으로 빠른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

2016년 베트남의 스타트업 업종별 거래 현황

*자료원	:	TOPICA	Founder	Institute

(2)	베트남	스타트업	지원정책	

베트남 정부 또한 스타트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2016년 5월 18일, 베트남 정부

는 자국 스타트업 생태계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지원 방안을 발표하였다(2016년 5월 18일 자 Decision 844/

QD-TTg). 2016년을 ‘국가 창업의 해’로 지정했으며 현재 국회상무위원회에 초안 상정을 앞둔 ‘중소기업 지원

법’ 상에도 스타트업은 가족기업에서 전환된 중소기업, 산업 클러스터 및 벨류체인(가치사슬)에 참여하는 중소

기업과 함께 3대 중점 지원대상으로 설정되어 있다. 스타트업에 대한 베트남 정부의 높은 관심은 응우웬 쑤언 푹

(Nguyen Xuan Phuc) 베트남 총리의 최근 발언에서도 나타난다. 지난 3월 20일 푹 총리는 베트남을 방문한 이

스라엘 대통령과의 회견에서 이스라엘 정부의 스타트업 육성정책에 대한 관심을 표명하며 이스라엘 스타트업 전

문가의 베트남 파견 지원을 직접 요청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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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총리 스타트업 비즈니스 및 농촌의 젊은 세대 지원 촉구

*출처:	베트남	정부	포탈	2016.10.16.

온라인 서비스 사업 규제에 대해서도 유연성 확대 방침 밝혔다. 지난해 10월, 정부를 대신해 베트남 국회 상

무원회 회의에 ‘2015년 형사법(Law No.100/2015/QH13) 일부 조항 개정안’을 상정한 사법부 레 타잉 롱(Le 

Thanh Long)장관은 컴퓨터·통신 네트워크상에서의 불법 사업행위를 형사법 규제 대상으로 명시한 292조 폐

지 결정을 발표했다. 롱 장관은 “온라인 사업이 높은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사업 트렌드가 되고 있으며 온라인 시

장에 참여하는 사업자 수도 증가하고 있다”며, “온라인 사업 발전에 우호적이며 건전한 경쟁환경을 보장할 수 있

는 국내법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말로 이 조항 폐지에 대한 정부 입장을 대변하였다. 앞서 베트남 정부

는 2015년 형사법에 불법 사업행위죄 조항은 철폐한 반면, 컴퓨터·통신 네트워크상에서의 의도적 불법 사업행

위에 대한 조항(292조*)을 신설했다. 온라인 불법사업 횡행으로 합법적 사업자의 권익이 위협받게 되면서 이들

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장치의 필요성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온라인 사업에 대해서만 불법 사업 행위죄를 

묻는 현 형사법과 관련해 공정성 시비가 불거졌으며, 무엇보다도 IT 산업과 스타트업을 장려·육성하려는 현 정

부 정책에 반한다는 이유에서 이 조항의 철폐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그리하여 292조 철폐안이 포함된 

‘2015년 형사법 일부 조항 개정안’은 올해 5월 중순 개막 예정인 14대 국회 3차 본회의에 상정돼 가부가 결정될 예

정이다. 

뿐만 아니라 스타트업 증권거래소 설립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해 6월, ‘창업기업을 위한 자본시장 발전’ 세미

나에 참석한 브엉 딩 훼(Vuong Dinh Hue) 부총리는 국내 스타트업의 자본 조달 어려움에 공감을 표하면서 스

타트업을 위한 별도의 증권거래소를 2~3년 안에 설립하는 안을 언급하였다. 그 이후 베트남 정부는 스타트업 전

용 증권거래소 설립 목표를 현실화하기 위한 구체적 계획 수립을 국가증권위원회에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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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베트남	스타트업	동향

‘2025년까지의 혁신 스타트업 생태계 지원 제도’ 주요 내용

구분 내용

목표

-		지식·기술·신경영모델	개발을	기반으로	빠른	성장	가능성을	보유한	기업	유형(스타트업)의	형성과	

발전을	장려,	지원하기	위한	우호적	환경	조성

-		①	혁신	스타트업	지원	법체계	완비,	②	스타트업	지원을	위한	국가	차원의	포털	사이트	구축,	③	800개	

프로젝트,	200개	스타트업	지원과	이	중	50개	기업의	벤처캐피털*	투자	유치	또는	인수·합병(M&A)	

성사(금액상으로	약	4408만	8,000달러)	달성	등의	신속한	진행

-		2025년까지	2,000개	혁신	스타트업	프로젝트,	300개	스타트업	기업	지원,	100개	기업의	벤처캐피털*	투자	

유치	또는	인수·합병(M&A)	성사(금액상으로	약	8804만	7,000달러)	달성

		*		벤처캐피털(venture	capital):	고도의	기술력을	갖추고	있으며	장래성도	있으나	아직	경영기반이	약하고	

일반	금융기관으로는	위험부담이	커서	융자하기	어려운	벤처	비즈니스에	대해	주식	취득	등을	통해	

투자하는	기업	또는	이와	같은	기업의	자본	그	자체를	일컬음

지원	대상

-		창업	프로젝트를	가지고	있는	개인·집단	또는	지식·기술·신경영모델	개발을	기반으로	빠른	성장	

가능성을	보유한	창업기업으로	기업	활동기간이	최초	기업등록인증서	발급일로부터	5년	이하인	기업

-		혁신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시설,	기술,	투자,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직으로	효과적인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조직

		·대표자가	기업	대상	투자,	재무	및	지원	컨설팅,	기업	개발과	관련해	최소	1년	이상의	경험	보유

		·	최소	1년간	10개	이상의	혁신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	제공과	활동	경험이	있으며,	베트남의	혁신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10억	동(약	4만	4,000달러)	규모의	투자	또는	투자유치	경험	보유

		·	조직	활동의	기능,	임무에	적합한	창업	지원	규정을	가지고	있으며	베트남의	혁신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하는	투자·양성·컨설팅과	관련해	국내·외	기업과	업무협력	약정을	체결한	조직	

지원	활동

-	기술,	특허,	국가표준,	인력	등의	정보	제공을	위한	국가	차원의	포털	사이트	구축

-	혁신	스타트업	발전	잠재력이	높은	지역에	스타트업	지원	서비스센터	설립

-		과학기술	관련	연간	국가	예산에	TECHFEST(국제	규모의	국가	기술창업	페스티벌)	개최를	위한	경비	편성	

및	지원

-	2020년까지	국가	과학기술	프로젝트	차원에서	기술	상업화	프로그램의	지속적	추진

-	혁신	스타트업을	위한	인력	양성	및	서비스	활동	개발

-	혁신	스타트업을	위한	시설·기술	개발

-	스타트업	활동	관련	방송	프로그램	제작을	위한	경비	지원

-	역내	및	세계	스타트업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경비	지원

-	해외	시장	개척을	위한	파트너,	투자자	소개	및	투자자와	국내	스타트업	수속	지원

-		혁신	스타트업의	연구,	시험,	시장	테스트,	저이자·무이자	융자	등에	중앙	행정부처	및	직할	성·시의	

과학기술	발전기금	사용	장려

-	혁신	스타트업	환경	조성에	필요한	각종	법규의	개정,	신설	등

*자료원	:	Decision	844/QD-TTg(KOTRA	하노이	무역관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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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스타트업 업계는 2016년을 기점으로 베트남에 제2의 창업(스타트업) 붐 시대가 도래한 것으로 보고 

있다. 대규모 외자 유치에 성공하거나 해외시장에서 선전 중인 자국 스타트업의 등장이 현지 예비창업자의 창업 

의욕을 자극하고 있으며, 특히 현지 지난해부터 자국 스타트업의 진보를 위한 기반조성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게 

현지 스타트업 업계의 자체적인 평가이다. 여기에는 정부 역할이 한몫 했다는 평가이다. 지난해 5월, 베트남 과학

기술부가 ‘2015년까지의 국가 혁신 스타트업 생태계 지원’ 계획을 발표한 데 이어 정부가 2016년을 ‘국가 창업의 

해’로 지정하는 등 베트남 정부의 스타트업-창업 지원이 본격화됐기 때문이다. 정부 지원뿐만 아니라 엑셀러레

이터, 코워킹 스페이스(Co-working Space), 스타트업 관련 이벤트와 미디어도 양적·질적으로 성장하고 있어 

베트남의 스타트업 생태계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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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의 주요 코워킹 스페이스

도시 상호 일반	정보

호찌민	시

Dreamplex -		2015년	11월	오픈	

-		현재	2개	지점이	운영	중

-			위워크(WeWork)	등	해외	코워킹	스페이스를	모델로	설계·운영되는	베트남의	손꼽히는		

코워킹	스페이스

-		www.dreamplex.co

Work	Saigon -		2014년	12월	오픈	

-		총면적	약	400㎡,	2개	층

-		크리에이티브	작업자를		위한	카페	겸	스튜디오(작업실)	공간	제공이	목적

-		주로	디자인	관련	스타트업이	이용

-		www.worksaigon.com

Saigon	Co-working -		2013년	7월	오픈	

-		프로그래머,	디자이너	등	다양한	분야의	스타트업이	집중

-			스타트업	간의	교류와	협업을	도모하기	위한	소규모의	다양한	이벤트를	자주	개최하는	

것이	특징

-		www.saigoncoworking.com

하노이

UP	Co-working	Space -		2016년	3월	오픈	

-		연중무휴	영업

-			페이스북,	구글의	사무실을	비롯해	미국	실리콘밸리에	있는	코워킹	스페이스	디자인을	모방

-		각	스타트업의	특성에	맞춘	작업공간과	개별서비스	제공이	특징

-		www.up-co.vn

Toong -		2015년	9월	정식	오픈한,	베트남	최초의	대규모	코워킹	스페이스

-		오픈과	동시에	현지	소규모	기업과	프리랜서,	스타트업의	흥미로운	작업공간으로	부상

-			간담회,	세미나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기	위한	소규모	

이벤트	장소로	각광받고	있음

-		2016년	3월,	Open	Asia로부터	약	100만	달러	규모의	투자	유치		-		www.toong.com.vn

on	Co-working -		2012년	12월	정식	오픈

-			HATCH!Nest는	현지	스타트업	발굴	및	지원활동(인큐베이팅/엑셀러레이팅)으로	유명한	

HATCH!가	운영하는	코워킹	스페이스

-		대학생	단체와	사회적	기업의	작업	공간으로도	활용

-		작업공간	외에	세미나,	스타트업	간	교류,	친목회	등	각종	이벤트	개최

-		www.hatch.vn/hatch-nest.html

*출처:	KOTRA	하노이	무역관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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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월, 베트남에서는 현지 주요 온라인 언론사 중 하나인 VNExpress 주관으로 ‘Startup Viet 2016’이 

개최되었다. 획기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기반으로 한 스타트업의 혁신정신 고취와 경제·사회의 지속적 발전에 대한 

기여도를 중심으로 현지 스타트업 기업들을 평가 및 선정했으며, Top 5에 속한 스타트업 기업은 아래 표와 같다. 

  최근 베트남 스타트업 업계에서 나타나는 뚜렷한 변화 중 하나는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는 기업이 늘고 있다

는 점이다. 초기 베트남 기술기업들이 해외 프로젝트 아웃소싱 또는 국내 시장에 주력했던 것과 달리 최근 등장

한 스타트업 기업들은 글로벌 시장을 타깃으로 한 제품을 출시하고, 심지어 글로벌 시장을 겨냥해 설립된 스타트

업도 나타나고 있다. 특히 핀테크 관련 창업자들이 자국이 아닌 해외 시장을 타깃으로 활발히 운영 중인데, 이는 

전자결제 서비스 이용률이 저조하고 온라인 결제에 대한 불신이 높아 현지 시장에서의 사업성이 낮기 때문이다. 

‘Top 5 Startup Viet 2016’에 선정된 가상 재정 어시스턴트 프로그램 Money Lover의 경우 베트남에서의 수익

은 34개 해외 시장에서 거두어들이는 총 수익의 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Top 5 Startup Viet 2016

기업명 일반	정보

Vesere -		2013년	7월	설립	-	www.vexere.com

-			Vexere는	베트남	전국	단위의	버스	승차권	예매	앱으로	좌석	여분이	있는	차편,	여분	좌석의	위치,	승차권	

가격,	배차시간,	소요시간	등을	확인	가능

-		일본	Cyber	Agent	Ventures와	싱가포르	Pix	Vine	Capital로부터	투자금	유치

-		비행기와	열차	승차권	예매로까지	사업	영역을	확장할	계획

Early	Start -		2015년	Monkey	junior	정식	출시	-	www.monkeyjunior.vn

-			Monkey	Junior는	전	세계	다수의	현대적	교육방법을	적용한	0~10세	언어학습	앱으로,	단계별	50여	

개의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	특징

-			출시	직후부터	App	Store과	Google	Play상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는	이	소프트웨어는	미국,	캐나다,	

베트남을	포함한	세계	각국에서	교육	관련	앱	다운로드	수	Top	100에	꾸준히	랭킹	

Viet	Journey -		Vntrip은	2014년	말	설립된	베트남	여행	관련	전자상거래	기업

-			Vntrip은	모든	호텔	예약	웹사이트	및	모바일	앱을	총망라하는	호텔예약	솔루션으로,	자동	분석시스템을	

기반으로	이용자의	세부	요구사항을	분석,	최적의	객실	예약정보를	제공

-			중국	Fenghe	Group과	미국	Hancock	Revocable	Trust로부터	300만	달러의	투자금을	유치

-			현재	베트남	국내	고객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에	주력함.	향후	역내	및	세계로	사업	범위를	확대할	계획	

-		www.vntrip.vn

Finsify
-		2013년	Money	Lover출시		-		www.moneylover.me

-			22~30세	이용자를	타깃으로	한	가상	재정	어시스턴트	프로그램으로	재정	계획	수립과	효율적	

지출관리를	도움

-			Money	Lover는	기계학습과	인공지능에	기반한	사용자	행동	수집·분석	시스템으로	분석된	데이터를	

토대로	사용자의	재정	계획에	맞는	지출방안을	제시하는	것은	물론,	다수	국내	은행과	연계해	사용자에게	

가장	적합한	예금	상품	또는	우대금리적용	대출	상품	정보를	제공하기도	함.

Hmc	Cleaming	Servise	

Development
-		2012년	12월	정식	오픈	-	www.hatch.vn/hatch-nest.html

-			HATCH!Nest는	현지	스타트업	발굴	및	지원활동(인큐베이팅/엑셀러레이팅)으로	유명한	HATCH!가	

운영하는	코워킹	스페이스

-		대학생	단체와	사회적	기업의	작업	공간으로도	활용

-		작업공간	외에	세미나,	스타트업	간	교류,	친목회	등	각종	이벤트	개최

*출처:	VNExpress,	KOTRA	하노이무역관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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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국

(1)	중국	창업	현황	3)

2015년 리커창李克强 총리가 정부공작보고에서 ‘대중창업, 만민혁신’(이하 ‘솽촹정책') 경제발전방침 제기, 

중국 전역으로 창업열풍이 확산되었다. 중국정부는 新성장 동력으로 ‘창업을 통한 혁신’을 강조하는 상황이다. 

고도성장기를 끝낸 중국 경제가 중속성장을 의미하는 ‘신창타이 시대에 진입하면서 일자리 창출,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창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각종 규제 개혁 및 지원 확대를 시행하고 있다. 

중국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SAIC)에 따르면, 2015년 신설법인은 2014년 365만 개보다 약 90만 개가 늘어

난 443만 개이며 중국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SAIC)에 따르면 2016년 1분기 신설 인수는 106.3만 개이다. 이는 

전년 동기대비 25.9% 증가한 수치로 하루 평균 약 1.17만 개의 기업이 탄생하고 있는 셈이다. 등록자본금 총액은 

8.4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대비 72.9% 증가하였다. 신설 기업 중에서는 민영기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1분기

에 전년 동기대비 25.5%가 증가한 약 100.3만 개 기업이 탄생하고 있다. 또한, 서비스업의 발전 속도가 두드러지

는 형태를 보이는데, 1분기에 3차산업 신설기업은 86.2만 개로 전년 동기 대비 27.4% 증가. 전체 신설기업 수의 

81.1%를 차지하고 있다. 

인터넷 플러스가 진행됨으로써 정보통신, 소프트웨어, 정보기술서비스 등의 업종이 강세를 보였으며 전년 동

기 대비 약 39.7%가 증가한 6.2만 개 기업이 탄생. 문화, 교육, 오락업은 37.9% 증가한 2.7만 개를 기록하고 있다. 

중국의 기업/창업 환경

기업환경 창업환경 평균창업소요일 투자자보호

158 98 33 98

*출처:	Doing	Business	2014,	World	Bank

중국 창업자의 학력 수준한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고 창업 범위도 다양화 되는 추세이다. 해외 유학경험과 

근무 경력을 가진 사람들 중에서 창업에 뛰어드는 사람들이 점차 늘어나고 석사 학위 이상인 자가 1% 이상, 학사 

학위 이상인 자는 창업자의 20% 이상에 달한다. 이러한 현상은 창을 통해 세계적 수준으로 성공한 알리바바, 텐

센트, 바이두, 샤오미의 사례가 청년 인재들을 창업으로 이끄는 기폭제가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중국 서남재정대

학 중국 가계금융조사에 따르면 중국 내 창업의 이윤 상황이 비교적 낙관적이었다. 도시에서 창업한 경우 보통 

80%은 이윤을 남기고, 3.6%만이 적자를 본다고 한다. 경제 둔화 및 기존 사회 질서의 변화로 인해 청년층이 창

업을 새로운 성공의 수단으로 선택하고 있는 추세임을 알 수 있다. 중국의 빅데이터 연구기관 Mycos 및 중국사

회과학원에 따르면, 2015년도 전체 졸업생중 약 3%인 20.4만명의 졸업생이 창업을 선택하였다고 한다.

* 2013년도 : 2.3%, 2014년도 : 2.9%

중국 텐센트 설문조사에 따르면 약 45% 설문 답변자가 창업에 대해 비교적 많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

미 창업의 길로 든 사람은 약 19%를 차지하고 있었다. 반면에 창업을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은 답변자는 3%에 

3)	중국	창업현황은	kotra의	‘중국스타트업	가이드’	내용을	전체	인용	및	참고하여	기술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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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과하였다. 이 조사는 중국 20개 성과 직할시 거주자 57,375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는데, 위 결과를 통해 도시

에 거주하는 상당수의 중국인이 창업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과 높은 인지도를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창업의도 조사

*2015년	중국,	텐센트

또한, 창업과 창업자 관련 설문조사 응답에 따르면 약 53%의 응답자가 창업은 대단하고 존경스럽다고 대답

했으며, 30%는 동경하고 고무적 향왕(向往 : 마음이 끌림)，자격(刺激 : 자극을 받아 흔들림)이라고 대답했으며, 

9%가 리스크가 커 조심스럽다고 응답하였다. 

(2)	중국	스타트업	지원정책	

중국은 기존의 규제와 행정절차를 철폐 또는 축소하면서 창업지원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창업 등록자본금 

최소 요건 폐지, 출자 방식 자율화를 시행하고 구비서류 종류 축소, 업무위임 폐지 등 행정 절차 간소화, 비용 절

감을 추진하고 있다. 영업허가증, 조직기구 코드증, 세무 등 기증을 통합하는 삼증합일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청

년 창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표하고 있다. ̀2013년부터 당해 연도 졸업생 창업 시 세금 감면 

혜택 제공, 자문서비스, 창업자금, 대출 지원 등을 실시하고 있다. 

중국 공무원은 2013년 5월 ‘2013년 전국 일반 대학교 졸업생 취업 사업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창업 지원으

로 향후 창업정책과 교육을 개선해 하이테크 산업, 자원 종합 이용 산업, 인터넷을 통한 창업 등을 중심으로 방

침하기 위함이다. 관련 교육도 강화하여 대학교에서 창업교육에 대한 학점을 관리하고, 재학생들의 창업 교육 및 

창업 실천을 적극적으로 격려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 프로젝트에는 대학생들이 졸업한 당해 1월 1일~12월 31일 사이에 개인 사업을 시작할 경우 매년 8천 위안

(한화 약 140만 원)의 세수 혜택을 부여하겠다는 조항이 들어있었다. 대학 졸업 전년도 7월 1일부터 시작해 12개

월 내 창업교육에 참가할 경우 창업교육합격증 취득 또는 취업, 창업 상황의 전진에 따라 지원이 이루어진다. 

특히 ‘대학생 하이테크창업실습기지’ 내에서 기업을 설립했을 경우 각종 혜택이 주어진다. 12개월간 사무실 

임대비 감면, 전문 기술 서비스와 자문, 공공시설 및 공공정보서비스 등을 싸게 제공받을 수 있다. 행정심사 허가 

시에는 ‘신속통로’를 통해 연합심사 허가, 원스톱서비스, 기한 내 처리 및 승낙 서비스 등을 향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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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대학졸업생 취업 및 창업에 관한 통지

2015년 교육부가 배포한 ‘전국 대학졸업생 취업 및 창업에 관한 통지’에서 재학생 휴학 창업 허용, 창업 전문 

교과과정 개설을 촉진하고 있다. 해외 고급인재 및 청년인재 유입을 위해 베이징 중관촌 국가혁신 시범구 내 창업

기업을 대상으로 취업(창업)비자 및 영주권 지원 자격을 확대하고 신청 절차를 간소화한 정책을 시행한다. 

자본 조달 면에서도 벤처금융 및 회수시장이 활성화, 투자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중국 

벤처캐피탈은 국가 기금과 더불어 주요 창업 투자자로 자리잡고 있으며, 해외로부터의 자금 유입을 꾸준히 증가

시키고 있다. 이로인해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IPO 시장의 다양함과 함께 높은 투자수익률이 투자자들을 유

인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2012년~2013년 사이 베이징 중관촌 내 엔젤투자협회, 청년엔젤투자회, 엔젤백

인회 등 엔젤투자 관련 조직이 연이어 등장하면서 엔젤 투자가 활성화되고 벤처 생태계 안에서 투자-창업/벤처

기업 성공-재투자의 선순환이 이루어 가고 있다. 

흔히 ‘차스닥’ 이라고 불리는 선전의 ‘ChiNext(창업판)’시장은 시진핑 정부 출범 후 신성장 기업의 상당수를 

배출하며 시가총액이 5년간 1,400% 증가하였다. 부동산 경기침체, 저금리 등이 투자자들을 창업시장으로 유인

하고 있으며 실제로 2012년도의 벤처 투자 회수율은 평균 7~8배에 이르렀다.

지역별 창업자 대출혜택 정책

지역 대출	금액 대출	방식 혜택	정책 신청	대상

베이징 최고	100만	위안

소액담보대출

대학생	촌관(村官)	등	

담보	면제

구(區)	재정에서	대출이자	보조

소재지	호적	보유,	당해	

졸업	또는	졸업	2년	내	

미취업	대학졸업생

상하이 최고	50만	위안 소액담보대출 대학생	창업전문자금	'천사기금(天使基金)' 대학졸업생

시안 최고	50만	위안 소액담보대출
소액	이익	프로젝트에	종사할	경우	대출이자	

전액	재정보조

산시(陝西)성	내	

대학졸업생

텐진 최고	30만	위안 소액담보대출 시(市)	재정에서	비례에	따라	대출이자	보조 대학졸업생

칭다오 최고	30만	위안 소액담보대출 1차성	창업보조 대학졸업생

푸산(佛山) 최고	20만	위안 소액담보대출 정부에서	비례에	따라	대출이자	보조 순더구(順德區)	대학생

워이팡( ) 최고	20만	위안 소액대출
소액	이익	프로젝트에	종사할	경우	

대출이자	전액	재정보조

대학생	창업센터에	

입주한	대학생

이창 최고	10만	위안 소액담보대출
대출이자	보조비례는	국가에서	규정한	

은행	대출	기본	이자율의	100%
대학졸업생

산시(山西)
최고	10만	위안	

이내
소액담보대출

소액	이익	프로젝트에	종사할	경우	

대출이자	전액	재정보조

당해	졸업	및	졸업	

2년	내	실업	등록한	

대학졸업생

간수(甘肅) 최고	10만	위안 소액담보대출 대출이자	재정보조 대학졸업생

하얼빈 최고	10만	위안 소액담보대출 창업보조금 대학졸업생

*자료출처	:	중국	교육부,	전국고등학교학생취업센터(全國高等學校學生信息咨詢與就業指導中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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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ㆍ홍콩의 중소ㆍ벤처기업 대상 주식시장 현황

창업생태계 구축을 위해 정부 지원 및 민간 주도 자생적 커뮤니티 형성에도 힘쓰고 있다. 기존의 혁신클러스

터, 인큐베이터와 창커공간, 창업 카페 등 시장화된 인큐베이팅 방식이 추가된 중창공간 활성화되고 있다. 중창

공간은 온오프라인 공간, 투자시스템, 제도 등을 총망라한 창업지원 플랫폼으로 중국의 실리콘밸리 베이징 중

관촌이 대표 중창공간이다. 성공한 창업자들이 새로운 창업자를 발굴하는데 투자함으로써 창업생태계 안에서 

창업-성장-재투자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 형성하기 위해 유명 벤처기업 퇴사자(Alumni)들이 창업과 투자에 

뛰어들며 선 순환적 Alumni 커뮤니티를 구축 중이다.

중창공간 개념도

온라인

오프라인

투자시스템	 제도

인큐베이터
新	인큐베이팅	방식

촹커쿵젠	

창업카페	등

중창공간

*출처:	시사바로타임즈,	장혜린

<참고>	인터넷+

개요

-		인터넷	플랫폼	및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하여,	인터넷과	전全	산업의	융합을	통해	새로운	경제발전	생태계를	창조하는	전략

-			2015년	양회	정부업무보고에서	리커창	총리가	‘인터넷+’	행동계획을	언급한	후	중국	내에서	인터넷+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짐

	중국	내	현황	및	전망

-			최근	중국에서는	인터넷	금융,	온라인	교육,	스마트	설비	등	인터넷과	결합한	신종	업태가	잇따라	출현하고	있는	상황

-			2015년	5월	15일	중국	정부가	발표한	‘인터넷+	유통	액션플랜’,	이하	‘액션플랜’)이란	인터넷과	유통업의	접목을	통해	2016년	말까지	

전자상거래	거래규모를	22조	위안까지	늘리는	계획.	인터넷	정보기술의	활용을	통해	유통업의	산업수준을	업그레이드하고	

경쟁력을	높여,	신	성장	동력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방침으로	해석됨	*인터넷는	산업	구조	혁신	및	경제	성장에	새로운	동력을	부여할	전망	

구분 설립/소재 상장기업	수	 상장/유지	조건

ChiNext(차스닥) 2009,	션전 약	464 중소/벤처,	자본금	2천만	위안	이상

SME(중소기업시장) 2004,	션전 약	767 중소기업,	자본금	3천만	위안	이상

GEM(성장주시장) 1999,	홍콩 약	270
홍콩	성장주(중국	기업	포함)

상장	후	Market	Cap이	4,600HKD	이상

신삼판 2013,	베이징 약	2,000 하이테크	중소기업

*출처:	시사바로타임즈,	장혜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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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현재	서울시	외국인	창업지원	정책

가.	외국인	지원정책

1)	기존	외국인	지원정책	현황

(1)	2013년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

현재 우리나라의 외국인지원정책은 법무부내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 외국인정책과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이 정책의 계획은 2013.5.24.(금) 외국인정책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를 개최하여 범정부적인 「2013년도 외국

인정책 시행계획」을 심의·확정하고, 일자리 창출과 경제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창조경제형 이민정책 추진방안”

을 마련하였다.

해당 예산은 각 부처와 지자체의 1,142개 추진과제(7,902억 원 예산)로 구성되어 있고, 일자리 창출과 경제

성장을 위한 선택과 집중을 목표로 복수 국적의 허용 범위를 확대하도록 하였으며, 우수 연구 인력 확보를 위하

여 한국방문 우대카드 및 공익사업 투자이민제도를 도입하였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외국인 기술창업 촉진 방안

의 일환으로 창업비자 신설, 코리아 벤처 창업센터 설치 등 외국인 기술창업·성장 촉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

으며, 재외공관 등을 통해 이 제도를 홍보하고 있다.

(2)	2013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	개요

① 추진배경: 「제2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13~’17)」에 따라 각 부처 및 지자체의 시행계획(안)을 종합하여 

2013년도 시행계획 수립·확정 

※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② 과제 및 예산 현황: 1,142개(중앙부처 194개, 지자체 948개), 7,902억 원 (중앙부처 4,983억 원, 지자체 

2,919억 원)

정책 목표별 추진 과제 및 예산 현황

연도 2012년 2013년

정책목표 과제수 예산 과제수 예산

1.	개방 136 3,694.12 150 3,901.28

2.	통합 502 1,423.20 570 1,542.80

3.	인권 293 535.62 325 615.59

4.	안전 34 77.00 49 136.31

5.	협력 44 1,285.14 48 1,706.10

합계 1,009 7,015.08 1,142 7,902.28

(단위	:	개,	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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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13년도	시행계획의	특징	및	한계

2013년도 시행계획의 특징은 예년에 비해 100개 이상의 신규 과제를 대폭 도입하였으며, 시혜적 사업의 배

제,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협업을 특히 강화하였다. 주요 신규 과제로는 서울 글로벌 헬스케어 활성화, 부산지역 

전통시장내 외국어 안내 간판설치·유학생 홈스테이·크루즈 유치 마케팅, 인천지역에는 해외 연구시설 유치를 

통해 적극적인 정책을 펼쳤다. 단, 이 시행계획의 한계점으로는 지자체의 과제 편중이 지속되었고, 이민자 지원기

준의 체계화에 있어 다소 미흡한 부분을 드러냈다.

* 금년도 지자체 시행계획의 “이민자 지원” 과제 364개 중 수혜대상 기준이 명확한 과제는 72개(19.8%)에 

불과

(4)	2013년	시행계획의	주요	과제	목표와	현황	

경제활성화 지원과 인재유치(150개 과제, 3,901억 원)를 목표로 관광객 유치를 위한 관광상품 개발과 출입국

서비스 제공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데 힘쓰고 있으며, MICE(회의, 관광, 컨벤션, 전시회)·의료관광·크루

즈관광 등 고부가가치 산업 활성화와 K-POP 등 한류로 대표되는 문화컨텐츠 산업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외

국인의 유입을 극대화 시키고, 관광 소비실적에 따라 마일리지를 부여하는 한국 방문 우대카드 제도를 도입하여 

문화 및 관광을 통해 외국인 유입 및 외국우수인재 유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외국인 유입의 욕구 확

대를 위해 출입국 편의 및 관광상품 개발, 할인혜택 등을 제공한다. 또한 외국인의 한국 정착 및 긍정적인 영향을 

위해 외국인 진료 코디네이터, 의료통역사 등 글로벌 헬스케어 전문인력 양성하고 있다.

 * 한 - 홍콩 자동심사서비스 상호이용 추진(`12. 6. 미국과 상호이용 개시, ̀13. 5. 국민 1,829명 미국인 658

명 신청)

정부는 외국인 지원정책을 수행함에 있어 우수인재를 유치하고, 비자를 받기 쉽고, 인재를 찾기 쉽고, 우수

인재를 쓰기 쉬운 정책을 목표로, 해외 우수 기술 인력을 고용하고자 하는 공·사기관에게 골드카드를 발급함으

로써 해외 기술인력의 취업비자 취득 지원 및 출입국상 특혜를 부여하고, 자동차 전자, 조선 등 주력산업과 연계

성이 강한 뿌리산업 분야에 숙련기능 외국인력 도입을 추진하였다.

KOTRA에 Contact Korea(글로벌인재사업단)를 설치하여 국내기업의 해외 전문인력 유치를 위한 사업을 

수행하여 특성별 교육을 통해 단순노무인력을 숙련기능 인력으로의 전환을 유도하고 있다. 이는 글로벌 인프라 

구축을 통해 잠재적 우수인재인 유학생 유치를 강화하고, 국제장학프로그램(GKS)의 전략적 추진을 통한 장학

생 선발·관리로 해외우수 인적자원을 적극 활용하기 위한 방안이다.

* 국제장학프로그램(GKS) 장학생 선발·관리 : (`12) 초청인원 1,279명, 관리인원 3,579명 → (`13)초청인원 

1,837명, 관리인원 4,075명

우수 유학생의 지속적 유치와 유학생 관리의 질적 향상을 위해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역량 평가·인증제

(IEQAS)」 실시하여 기초과학분야 우수 과학자 유치를 지원하고, 세계적 교육기관 유치에도 적극 힘쓰고 있다. 

또한, 워킹홀리데이 제도를 통한 외국청년들의 한국문화 전파 및 국가 브랜드를 알리고, 국내 기업의 해외전문인

력 채용 수요를 지원하고 외국인 유학생의 국내기업 채용 연계를 위한 국내 기업채용 설명회개최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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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민정책	추진방안	개요

(1)	이민정책의	개념

이민정책 추진 시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 등 경제적 관점을 반영한 목표와 과제를 설정하고 이를 집중 추진

하는 정책의 방향은 의료관광 비자 신설, 중국인관광객 사증 간소화, 범정부적 유학생 유치정책 추진, 간접투자 

이민제도 도입 등이 있다

(2)	이민정책의	추진방향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해 창업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하고, 외국인 인재가 부족하여 국적을 불문하고 창

의적 인재를 유치, 인재가 모여들고 혁신적 아이디어가 융성하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또한 인재 유치에 있어 

국적으로 인한 장애요인을 제거하여 진입장벽을 낮춰 창의적 인재 양성에 힘써야 한다.

우수인재의 평가기준을 동포와 비동포로 이원화하여 벤처 등 창조경제 분야 종사 동포에게는 복수국적 요

건을 대폭 완화는 복수국적 허용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우수인재 유입에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현행 65

세 이상에 한해 허용되는 국적 회복 시 복수국적 허용을 단계적 허용 대상을 확대를 통해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토대로 정책을 개선해 나가고 있다.

문화예술 분야에서는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등을 활용한 문화다양성 교육프로그램 확충 및 외국인·이민

자와 국민 간 문화예술 네트워크 룰 구축(무지개 다리 사업)하여 인식개선을 추진하고, 방송 등 미디어를 활용한 

문화 다양성의 이해 증진과 문화다양성 관련 우수사례 발굴 지원하고, 대중매체·인터넷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문화다양성을 위한 교육 및 환경을 조성한다.

외국인 기술창업 촉진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창의적 인재가 모여드는 환경 조성을 함과 동시에 외국인 이공

계 학생전용 ‘기술창업 프로그램’을 신설하여 외국인 학생+국내 학생 공동 창업 및 동포 창업을 독려한다. 외국

인 기술창업 촉진 프로그램은 창업사업화 비용의 70%, 특허등록 비용, 자금획득·인재확보·전문가 등과 네트워

크를 지원하고, 18개의 창업선도대학과 , 277개의 창업보육센터에서 입주공간을 제공한다.

(3)	이민정책	추진전략

① 해외진출 지원(Bron Global)

국내 기술창업 외국인 중 경영성과가 우수한 경우, 외국인 창업자의 언어·문화 이해를 기반으로 국적국가 현

지진출을 지원하며, 창업선도대학, 대학생 창업아카데미 등 창업교육과정내 이공계 국내 외국인 학생 전용 교육

과정을 포함하고 대학생 창업아카데미내 교육과정 신설, 창업선도대학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② 기술창업 유도형 창업비자 개선

창업인재 유치 활성화와 소액 투자자의 불법체류 방지 등을 고려, 일정요건 (국내 학사학위 이상 + 특허 등 

지식재산권 보유 + 법인 설립)을 갖춘 경우 기술기반 창업 체류자격 부여 법무부, 중기청(창업진흥원) 및 재외공

관 홈페이지, 소식지 등을 통해 창업비자제도 적극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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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창조형 우수연구 인력 확보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를 중심으로 자유롭고 안정적인 분위기의 연구 환경 조성 등을 통해 ̀2017년까지 500

명의 해외 우수인력 유입 프로젝트(Brain Return 500) 추진하고 있으며, 경제자유구역을 중심으로 외국 교육

기관을 유치·운영하는 등 외국인 정주여건 개선을 통한 외자유치 확대 및 경쟁력을 제고하고 있다.

나.	현	외국인	지원정책	현황

1)	2014년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

정책의 시행계획은 5년 단위의 「제2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13~’17)」에 따른 5개 정책목표(개방, 통합, 인권, 

안전, 협력)를 중심으로 각 정부 부처와 지자체가 협업으로 수립한 총 1,272개의 외국인정책 관련 과제(소요예산 

약 8,793억 원)로 구성되어있다.

(1)	정책목표	및	중점과제

정책목표 및 중점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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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4년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	개요

① 추진배경 : 「제2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13~ ’̀17)」에 따라 금년도 시행계획 수립·확정 ※ 재한외국인처우

기본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② 예산구성 : 추진과제 1,272개(중앙부처 207개, 지자체 1,065개), 예산 : 8,792.86억 원 (중앙부처 

6,000.36억 원, 지자체 2,792.50억 원) 

정책 목표별 추진과제 및 예산 현황

(3)	주요내용

① S/W, 시스템반도체 등 인재 단기육성곤란 분야에 우수인재 유치를 통해 기업이 필요한 인재를 유치 하고 

적극 지원한다. 현재 교수(E-1),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자격자에 한해 전자비자 발급하고 

있으며, 전문인력&투자자의 가족동반 허용 범위를 배우자&미성년자녀에서 미혼 성년자녀&부모까지 확대하고 

전자비자 발급대상을 미래부, 산업부 추천 우수인재로 확대하여 우수인재 유치에 힘쓰고 있다.

② 현재 미국, 캐나다, 호주 등은 미혼 성년자녀 및 부모 동반을 허용하고 있다. 

③ 중소기업에 필요한 R&D·마케팅 분야의 외국전문인력 발굴 및 채용 지원을 확대하고 기업에서 해외전문

인력 발굴 요청시 KOTRA 해외무역관을 통해 학력 및 경력 검증, 면접주선, 채용까지 One-Stop 서비스를 제

공하고 있으며, 한국어 교육, 직업훈련 등을 통해 비전문인력이 숙련기능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을 하고 있다.

④ 주조·금형 등 6대 뿌리산업 관련 학과 졸업 유학생의 국내 산업분야 취업 지원 시범실시 및 유학생 채용

박람회 개최를 통해 외국인 유학생을 산업현장으로 연계하고 유학생의 관리체계 강화하여 우수인력 영입에 노

력하고 있다.

⑤ 외국인 유학생 보험가입 의무화 추진, 시간제 근로시간 주당 20시간에서 25시간으로 연장하는 등 관련된 

법과 제도를 정비하여 유학생 유치 및 정착지원을 지원한다.

⑥ 투자이민제도 및 직접투자 유치 활성화하기위하여 공익사업 투자이민제도의 홍보 및 투자상담을 전담할 

‘공익사업 투자이민 상담센터’ 설치 및 전용 홈페이지 개설하고 외국인 직접투자 수요 및 기술이전 효과 등 지역경

제 기여도가 큰 외국인 투자지역을 지정하고 그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단위	:	개,	억	원)

연도 2013년 2014년

정책목표 과제수 예산 과제수 예산

1.	개방 150 3,772.15 156 4,457.90

2.	통합 570 1,482.41 644 1,608.37

3.	인권 325 590.66 357 612.23

4.	안전 49 134.18 58 159.06

5.	협력 48 1,705.40 57 1,955.30

합계 1,142 7,684.80 1,272 8,79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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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년 기준) 86개 지역 지정 → (‘14년) 7개 지역 추가 지정

㉯  한국 내 투자자와 창업자를 연결시키는 네트워크 구축, 창업교육 및 설명회 개최 등 창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  공익사업 투자이민제로 조성된 공익펀드를 활용, 펀드운용기관의 사업평가를 거쳐 외국인 창업가에게 자

금을 지원하는 방안 검토 (법무부)

연도별 체류 외국인 현황

체류 외국인 증가 추이 및 국민 대비 체류 외국인 비율
(단위	:	명,	%)

연도 등록외국인 단기체류 거소신고 총계

2003년 437,954 218,426 22,307 678,687

2004년 468,875 259,464 22,534 750,873

2005년 485,144 236,958 25,365 747,467

2006년 631,219 249,542 29,388 910,149

2007년 765,746 266,011 34,516 1,066,273

2008년 854,007 263,402 41,457 1,158,866

2009년 870,636 247,590 50,251 1,168,477

2010년 918,917 258,673 83,825 1,261,415

2011년 982,461 277,596 135,020 1,395,077

2012년 932,983 324,504 187,616 1,445,103

2013년 985,923 356,842 233,269 1,576,034

2014년	4월 1,012,010 369,390 256,509 1,637,909

구분 1990 2000 2005 2010 2012 2013

체류외국인 49,507 491,324 747,467 1,261,415 1,445,103 1,576,034

국민 44,553,000 45,985,000 48,294,000 50,515,666 50,948,272 50,423,955

대비 0.11% 1.07% 1.55% 2.50% 2.84% 3.10%

(단위	:	명)

출처: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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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창업비자제도

① 추진배경

우수 외국인의 국내 창업과 취업을 촉진하여 경제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국내대학 졸업 외국인의 취업·구

직 및 창업을 위한 국내 체류요건을 대폭 완화하여 해외 우수 기술인력의 국내유입 및 창업촉진을 위한‘외국인기

술창업 촉진방안’을 마련하고 출입국관리법시행령 개정 및 창업비자제도를 도입하였다.

② 추진전략

국내에서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유학생이 무역경영(D-9)을 하려는 경우, 창업 투자금 기준요건을 기존 

3억 원에서 1억 원(국내 형성 자본도 5천만원까지는 투자금으로 인정)으로 낮추어 무역경영비자를 발급하고 국

내대학 학사학위 취득자의 경우에도 ‘창업이민종합시스템’ 프로그램을 이수하여 총 40점 이상의 점수를 취득하

면 무역경영비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외국인 유학생의 창업환경 조성에 많은 기회를 제공한다.

‘창업이민종합시스템’은 해외 첨단기술인력이 국내에서 법인을 세우고 창업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지식재산

권 취득 및 출원에 필요한 기초과목 및 국내 체류에 필요한 소양 등 교육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③ 주요내용

외국인의 국내 창업에 필요한 시제품제작, 마케팅 등 창업비용 지원 및 국내 창업에 필요한 법무법인설

립, 세무 등 창업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창업비자제도(`2013.10.)및 창업이민종합지원시스템(OASIS)를 마련

(`2014.05.)하여, 외국인 창업에 필요한 실질적인 교육과 제도를 만들어내고 있으며, 외국인 기술창업지원 프로

그램을 운영하여 일자리 창출 및 창업생태계 혁신을 위해 창업비자(D-8-4)를 2013년 신설하고 영주비자 발급 

대상에 창업비자 소지자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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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업비자(D-8-4) : 학사학위 이상 소지 + 법인설립 + 총 340점 중 80점 이상 점수 취득자 

※	외국인	창업비자	허가요건

1)	학사	이상	학위	소지

2)	지식재산권	보유	또는	이에	준하는	기술력을	보유

-		특허권(특허법),	실용신안권(실용신안법),디자인권(디자인보호법),상표권(상표법),	저작권(저작권법)	등	국내법에	따라	인정된	

지식재산권	보유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등	법률에	근거한	정부지원	사업에	선정된	외국인의	창업아이템을	말하며,	해다	외국인이	선정	당사자인	경우

3)	대한민국	법인을	설립하고	법인등기	및	사업자등록	완료

4)		신청자	본인이	해당	법인	설립자로서,	지식재산권	보유자	본인이거나	법률에	근거한	정부지원	사업에	선정된	창업아이템	보유자	

본인인	경우

(현행)「외국환거래법」또는「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3억원	이상의	외자를	도입한	후	국내에서	회사를	경영하거나	영리사업을	하는	

자에	대해	무역경영(D-9)	비자	발급

(개정)	국내	대학에서	석사	이상	학위를	취득(예정자	포함)한	유학(D-2)	및	구직(D-10)	자격자로	1억원	이상을	투자*한	후	「국내에서	

회사를	경영하거나	영리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해	무역경영(D-9)	비자	발급

-		투자금	중	최대	5,000만원까지는	국내에서	조성된	자금을	인정하나,	나머지	자금은	반드시	「외국환거래법」및「외국환거래규정」에	

따른	외자이어야	함.	단,	국내	대학	학사	학위	취득자(예정자	포함)로‘창업이민종합지원시스템(OASIS-1부터	8)’에서	총	40점	이상의	

점수를	취득한	경우는	허용

중소기업청은 창업교육정책을 창업이민종합지원시스템(OASIS)으로 표준화하고 창업사업화 및 창업비자 

취득을 지원하는 외국인 기술창업프로그램을 글로벌창업이민센터를 설치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별도의 기술창

업ㆍ성장프로그램을 통해 이들이 창조경제의 일원으로 일자리 창출에 나설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다.

외국인 유학생 연도별 증감 추이

 

과정별 외국인 유학생 체류현황

(2014년	말)

(2014년	말)

연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유학 62,451 69,600 68,039 64,030 60,466 61,257

어학연수 18,534 17,880 20,429 20,681 21,381 25,153

합계 80,985 87,480 88,468 84,711 81,847 86,410

전년대비	증감률 13.2% 8.0% 1.1% -4.2% -3.4% 5.6%

구분 어학연수 전문학사 학사 석사 박사 기타 계

인원(명) 25,153 2,163 27,419 16,301 5,395 9,979 86,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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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창업이민종합지원시스템(OASIS)

① 추진배경

‘창업이민종합지원시스템’은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우수 외국인의 국내창업 활성화를 돕기 위해 중기청과 법

무부장관이 공동으로 지정한 기관*에서 기술창업에 필요한 지식재산권과 창업에 필요한 소양 등을 교육하고 창

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다음과 같이 구성됨.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한국발명진흥회, 서울산업진흥원(서울글로벌센터)

② 창업이민종합지원시스템(OASIS)의 주요내용

㉮ OASIS-1 지식재산권 소양 기초교육(15점)

- (교육의 목적) 지식재산권 취득(출원)에 필요한 기본 지식 습득 및 국내 체류에 필요한 소양 함양

-  (교육 내용) 총 18시간(2주, 1일 2~3시간)을 교육하며, 모든 과정은 영어로 수업하고, 80% 이상 출석 시 수

료로 인정

-  (교육 강사의 자격) 변리사, 변호사 등 국가자격 소지자, 특허청 심사관 및 기업 관리자 등 IP관련 업무 경력 

5년 이상인 자로 외국어 능통자

- 교육 커리큘럼

OASIS-1 지식재산권 소양 기초교육 커리큘럼

㉯ OASIS-2 지식재산권 소양 심화교육(15점)

- (교육의 목적) 지식재산권 취득(출원)에 필요한 심화지식 습득 및 국내 체류에 필요한 심화소양 함양

-  (교육의 내용) 총 30시간(12일, 1일 2～3시간)을 교육하며, 모든 과정은 영어로 수업하고, 80% 이상 출석 

시 수료로 인정

구분 시간 내용

1주차

1일
0.5 오리엔테이션	및	과정소개

2.0 출입국관리	법령	및	규정이해

2일 2.0 대한민국	사회	이해	기초

3일 2.0 지식재산권	제도	개요

4일 3.0 특허제도의	이해(등록요건	및	출원절차	등)

2주차

5일 3.0 특허명세서	작성의	이해

6일 3.0 상표법	기초(등록요건	및	출원절차	등)

7일 3.0 디자인	기초(등록요건	및	출원절차	등)

8일 0.5 설문조사	및	수료식(심화과정	소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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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 강사의 자격) 변리사, 변호사 등 국가자격 소지자, 특허청 심사관 및 기업 관리자 등 IP관련 업무 경력 

5년 이상인 자로 외국어 능통자

- 교육 커리큘럼

OASIS-2 지식재산권 소양 심화교육 커리큘럼

㉰ OASIS-3 지식재산권 출원지원

-  (교육의 목적) 우수 특허기술의 국내 권리화 촉진 및 기술 경쟁력 확보로 창업이민 정착지원 및 국내 산업

발전에 이바지

-  (교육의 내용) 지식재산권 소양교육 우수 수료자 중 창의성 높은 우수 아이템에 대하여 특허청 출원비용 

및 의견서 제출 비용(전체의 50%) 범위 내에서 비용을 지원. 

*1인당 1건으로 제한하고, 지원 범위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에 한함(상표 제외)

OASIS-3 지식재산권 출원지원 조건

구분 시간 내용

1주차

1일
0.5 오리엔테이션	및	과정소개

2.0 출입국관리	법령	및	규정이해

2일 2.0 대한민국	사회	이해	심화

3일 2.0 특허정보	검색	이해(키워드	분류)

4일 3.0 특허정보	검색	실습(KIPRIS를	통한	검색	실습)

2주차

5일 3.0 특허정보	검색	실습(결과발표	및	공유)

6일 3.0 특허청구범위	해석	및	침해판단

7일 3.0 특허명세서	작성	실습1(k-editor를	통한	실습)

8일 3.0 특허명세서	작성	실습2(k-editor를	통한	실습)

3주차

9일 3.0 특허명세서	작성	실습(결과발표	및	공유)

10일 3.0 전자출원	실습

11일 3.0 특허심판	및	소송제도	이해

12일 0.5 설문조사	및	수료식

구분 출원비용① 의견서제출② 등록비용③ 특허청	수수료④ 총계

특허 150만	원 50만	원 150만	원 46만	원 396만	원

실용신안 100만	원 30만	원 100만	원 21만	원 251만	원

디자인 50만	원 20만	원 50만	원 14만	원 134만	원

①,②만	지원하고	③,	④는	자부담(전체	출원	비용의	50%범위	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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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ASIS-4 창업소양교육(25점)

- (교육의 목적) 창업에 필요한 기본 기술력을 갖춘 외국인을 대상으로 실제 창업에 필요한 소양 함양

-  (교육의 내용) 총 20시간(3주, 1일 2시간)을 교육하며, 모든 과정은 영어로 수업하고, 80% 이상 출석 시 수

료로 인정

-  (교육 강사의 자격) 외국인 창업 관련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전문가로 영어강의 가능자, 해당분자 자격소

지자(판검사, 변호사, 전문의 변리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기술사 등) 또는 해당 과목 분야의 

재직 경력 7년 이상, 기술창업에 관한 지식을 갖춘 열정 및 의지가 강한 자

- 교육 커리큘럼

OASIS-4 창업소양교육 커리큘럼

구분 시간 내용

1주차

1일
0.5 오리엔테이션	및	과정소개

2.0 출입국관리	법령	및	규정이해

2일 2.0 한국사회이해	심화3(한국의	비즈니스	문화	포함)

3일 2.0 사업운영	및	조세	제도	이해

4일 2.0 부동산	실무(임대시스템,	임대차	보호	등)

2주차

1일 2.0 타겟	마케팅	이해	및	실제

2일 2.0 사업계획서	작성법	이론	및	실무

3일 2.0 소상공인	창업지원	등	관련	정책	이해

3주차

1일 2.0 창업	및	기업경영	관계법령	이해(노동,	경제	등)

2일 2.0 투자자,	주주	대상	프리젠테이션	실제

3일
2.0 한국사회이해	심화4(창업선배	경험담,	현장실습	등	포함)

0.5 설문조사	및	수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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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ASIS-5 창업 코칭 및 멘토링(15점)

-  (교육의 목적) 입지선정, 시장조사, 소비자 분석 등 실전 창업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전문코칭 및 멘토링을 

통하여 창업초기 실패율 최소화

-  (교육의 내용) 창업이민 선배, 창업전문가 등을 통한 1:1 전문 코칭 및 경험공유, 현장방문 등 실시(전담 코

칭 및 멘토링 지원은 1인당 최소 3개월 이상인 경우만 점수 인정)

 ㉴ OASIS-6 발명. 창업 대전(25점)

-  (교육의 목적) 외국인이 창의적 지식재산 아이디어 및 창업 아이템을 발굴하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이렇게 

발굴된 아이디어의 활용 계기 마련

-  (교육의 내용) 대학 별 발명·창업 오디션에서 입상한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OASIS 발명·창업 대전에 참여

할 자격을 부여하고, OASIS 발명·창업 대전 입상자들이 기업부설연구소 및 투자기업에 취직하거나 투자

받을 수 있도록 연계 지원 

- 입상자에 대한 법무부 장관 포상 등을 통해 동기부여

 

㉵ OASIS-5 창업 인큐베이션 졸업<창업공간제공>(15점)

- (교육의 목적) 창업이 준비된 예비 창업이민자에게 안정적인 창업환경 제공

-  (교육의 내용) 지식재산권·창업지원 프로그램 우수 수료자 및 발명·창업대전 입상자 등에게 초기 창업 공

간 제공 

-창업 인큐베이션 입주 후 6개월 이상 경과한 경우에 한해 졸업으로 봄 

㉶ OASIS-5 법인 설립 지원

- (교육의 목적) 창업이민 정착을 위해 창업비자 취득에 필수적인 법인 설립 지원

- (교육의 내용) 외국인 창업비자 취득을 위한 법인설립 준비절차 및 행정업무 지원 

- 법인 설립에 필요한 행정업무 및 법인등기 등을 종합지원

2)	외국인	창업지원	사례

(1)	서울산업진흥원(SBA)	서울글로벌센터

① 기관의 역할

서울글로벌센터는 서울시청에서 운영하는 다국어 종합지원센터 서울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의 편의를 위

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② 주요 프로그램

외국인 주민들이 서울 생활에 잘 적응하고 지역 사회의 일원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한국어 교실, 창업 

세미나, 서울 생활 오리엔테이션 (서울에 처음 온 분들 대상) 등의 다양한 무료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유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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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외국인 창업자를 선발하여 일 년 동안 인큐베이션 오피스와 멘토링을 제공하고 있으며, 글로벌센터는 생활

지원서비스와 함께 다양한 분야의 비즈니스 지원을 하고 있다.

㉮ 비즈니스 컨설팅

-  서울을 기반으로 창업을 희망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업종, 체류자격에 따른 창업(투자)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상담을 진행.

- 기본 컨설팅(비즈니스&창업)

- 전문가 컨설팅(법무, 세무, 관세, 무역, 특허, 법률, 해외 마케팅 등)으로 구성

컨설팅 지원 분야

분	야 주요내용 구	분 비	고

법무 법인	설립	및	등기 주	1회 매주	화요일

세무,	회계 부가세,	종합소득세	신고	등	세금 주	2회 매주	월,	수

무역 수출입	통관신고,	무역 월	2회 1,	3주	금요일

지식재산권 외국인	특허출원	및	기업	상표	등록 월	2회 2,	4주	금요일

투자신고 외국인	직접투자(FDI)	및	금융 주	2회 매주	화요일	/1,	3	주	목요일

법률 상사분쟁 월	1회 2주	목요일

마케팅 제품	발굴	및	마케팅	전략등 월	1회 4주	목요일

㉯ 비즈니스 교육

- 서울 거주 외국인들에게 창업 및 비즈니스 활동 관련 교육 제공

- 외국인 창업에 필요한 기초 10개 과정 운영(마케팅, 회계, 노무 등)

비즈니스 교육 개요

교육기간 •총	6회(2,	3,	5,	7,	9,	11월)	운영

교육대상 •창업을	희망하는	서울	거주	외국인	25명(기수별)	내외외

교육장소 •여의도글로벌비즈니스센터	교육실

교육내용

순번	과	목	 순번	 과	목

1	 한국의	비즈니스	문화,	FDI절차	 6	 자금조달방안과	운영전략

2	 IR과	프리젠테이션	 7	 전략적	사업	마케팅

3	 출입국관리	법령	및	규정	이해	 8	 고용	및	노무

4	 인허가	실무와	조세	 9	 특허	논쟁	사례와	계약서	작성법

5	 한국의	부동산	제도	이해	 10	 사업발표회

•회사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10개	기본	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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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즈니스 심화과정: 특정 분야별(마케팅,세무,회계,법인설립 등) 전문, 심화 교육

비즈니스 심화과정 개요

교육기간 •회당	2~5일(2~4시간/회),	분기별	1회,	연	4회	내외	※	창업대학	기수별	종강	후	진행

교육대상 •창업	아이템이	구체적인	예비	창업자,	업종	변경	또는	추가를	희망하는	기	창업자,	창업대학	수료자

모집인원 •25~40명/회	(연간	150명	내외)

교육장소 •여의도글로벌비즈니스센터	교육실

교육내용 •업종/산업별	실무를	바탕으로	한	집중	심화과정

㉱ 비즈니스 세미나: 창업 기초 교육 외 추가교육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교육

비즈니스 세미나 개요

교육기간 •연	6회	내외	/	회당	1~2일(2~4시간/회)

교육대상 •창업대학	수강생,	기	수료자	및	창업(예정)인	20~30명(회당)	내외

교육장소 •서울글로벌센터	또는	강남·여의도글로벌비즈니스센터	교육실

교육내용 •시기별	주요	이슈	정보	제공	및	최신	정보	업데이트	예:	제세	신고(부가세,	종합소득세	신고),	제도	및	법령	변경

㉲ 창업보육 및 지원

-  외국인 예비 창업자 또는 초기 창업자를 위한 사무 공간 제공 및 비즈니스 코칭, 창업 선배와의 네트워킹

을 통해 성공적 창업과 지속 성장 지원

창업보육 및 지원 개요

모집시기 •연	2회/상반기(5-6월),	하반기(11-12월)

입주기업 •총	16개사	내외

보육규모 •종로(13개사)	/	강남(3개사)

입주자격
•입주일로부터	6개월	내	창업예정이거나	창업	1년	미만의	외국인(기업)

		-	최초	입주	후	6개월	내	사업자등록증	취득	필수	-	오피스	이용률,	실적	등	연장평가	결과에	따라	6개월	연장

모집선발 •공개모집	후	서류	및	면접심사를	통한	선발

- (인큐베이션 기업 보육-비즈니스 코칭) 기업별 월 1회, 입주기업 연장평가를 위한 의무 참가 항목

- (인큐베이션 기업 보육-전담 코칭) 경영/무역 분야 전문가로 한국어/영어 담당 각 1명

- (기업별 맞춤 지원을 위한 체계적 실적 관리) 매출액 및 고용실적 등 월별 창업활동보고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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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즈니스 네트워킹

-  네트워킹 행사 개최를 통해 (예비)창업자 및 내·외국인 기업간의 교류를 강화하고, 맞춤형 인적·정보교류 

및 실질적 협력을 강화해 안정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여 비즈니스 활성화 기대

-  (업종별 비즈니스 매칭 상담회, 2회 운영) 외국인 바이어 10개사 내외, 서울중소기업 40개사 내외(화장품, 

식품·의류 등 소비재, 생활용품, LED램프, 중고휴대폰, 전자제품 등) 바이어 단독 부스 운영, 통역 제공, 

바이어 인포데스크 운영 통한 1:1 현장 상담 진행

㉴ 외국인 창업기업 비즈니스 페어

- (사업개요) 창업초기 외국인 기업의 마케팅 지원 및 내국기업과의 협업 기회 제공

- (사업규모) 센터 지원을 통해 창업에 성공한 외국인 창업기업 15개사 내외

- (전시내용) 참관객 체험 가능 컨텐츠 및 제품 전시운영 가능 업체 우선 선발

- (운영방식) 참가업체 부스운영, 전문 컨설팅 및 네트워킹 등

㉵ 내·외국기업교류 네트워킹

- (사업내용) 내·외국기업간 파트너 관계 형성 및 협력 분야 발굴 기회 제공

- (사업규모) 네트워킹을 희망하는 내·외국기업

- (운영방식) 산업별·업종별 네트워킹 모임으로 협업 성공률 제고

㉶ 성과보고회 

- (사업내용) 센터 연간 비즈니스 사업정보 공유 및 프로그램 전체 참가자간 상호 교류

- (사업규모) 사업별 참가자 100여명 내외

- (운영방식) 연간 사업성과보고, 성공사례 발표, 네트워킹 등

- (사업내용) 1:1 수출상담회 운영

㉷ 외국인 창업대전

-  (사업내용) 외국인 중심의 창업경진대회 개최를 통해 해외 우수 인재의 유치 및 외국인 기술창업 활성화에 

기여

㉸ 해커톤(HackatSeoul)

- (사업내용) 무박 2일간 하드웨어 기반 경진 대회 진행

- (참가대상) 내·외국인 소프트웨어 개발자 모임 회원 및 일반 외국인

- (진행방식) 48시간 내 제공받은 장비(하드웨어)를 이용한 제품개발

- (추진방법) 외부자원 및 전문기관 연계를 통한 공동사업추진

㉹ 데모데이(A Big Think)

- (사업내용) 제품 및 서비스의 창업 아이템 경진 대회 진행(예선, 결선 별도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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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가대상) 외국인 구성 20여개 팀

- (선발방법) 사업 서비스 및 제품에 대한 사업계획을 바탕으로 결선전 진출자 선정(2배수)

- (심사위원) 기술창업 관련 기관 및 민간 엑셀러레이터로 구성

- (투자연계) 엑셀러레이터 및 VC를 참관인으로 초대하여 투자 유도

㉺ 무역아카데미

-  (사업내용) 중소기업의 해외 판로 개척 및 외국인 주민의 경제적 자립과 고용창출에 기여하고자 서울 거주 

외국인 주민을 무역인으로 양성하는 단계별·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운영

- 무역업 및 전자상거래업 초보/예비 취·창업자 맞춤형 교육 운영

- 무역 아카데미 일정

무역아카데미 개요

구분 지원대상 운영기간 인원 교육과정 내용

무역업

예비	취·창업자	

및초보	취·창업자

상반기:3-5월

하반기:9-11월

(80시간	내외)

120명

기초-중급-실습

(평일반/주말반)

무역용어

수출입절차

무역실무실습

잔자상거래업

상반기:3-5월

하반기:9-11월

(80시간	내외)

120명

전자상거래	이해

온라인	쇼핑몰	구축

셀러	입점방법

㉻ 1:1 맞춤형 컨설팅

1:1 맞춤형 컨설팅 개요

내	용 •무역아카데미	수강자	및	수료자의	창업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	제공을	통해	성공적인	창업과	안정적	기업	경영	지원

대	상 •무역아카데미	과정	수강자	15명	내외

횟	수
•과정	중	수시	진행

•기수	과정	종료	후	1개월까지(6월,	12월)



074

2017 서울창업포럼 정책자료집

 거  비즈니스 매칭

비즈니스 매칭 개요

내	용
•창업기업의	아이템	및	거래처	발굴을	위한	제품설명회	개최

•업종별	우수	중소기업과의	1:1	수출상담회	개최

대	상 •창업기업

횟	수 •분기별	1회씩,	총	2회	※	비즈니스	네트워킹	사업과	연계하여	진행

  너   기업CI 제작

기업CI 제작 개요

내	용 •초기	창업기업의	대외	인지도	및	신뢰도	제고를	위한	기업	이미지	구축지원

대	상 •창업기업	10개	내외	(각	기별	무역아카데미	수료생중	창업자에	한함)

  더   현장투어

현장투어 개요

내	용
•아이템	발굴	및	제품	소싱	전략	수립을	위한	정보	수집	기회	제공

•구매계약	체결	등	전문가의	현장	지도	및	실습

대	상 •창업기업	및	창업예정자	40명	내외

횟	수 •상·하반기	각	1회씩,	총	2회

 러   2016 SBA무역업 실전 창업과정

-  (사업성과) 서울시와 서울시 일자리 창출의 주역인 중소기업지원기관 SBA(서울산업진흥원, 대표이사 주

형철)는 법무부와 협력하여 ̀2016년 ‘무역업 실전 창업과정’을 신설하고, 총 3기 운영을 통해 국내거주 외국

인 122명을 교육하여 103명의 수료생을 배출했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끝난 3기를 제외한 1~2기 수료생

(73명) 중 15명이 이미 사업자등록을 마쳐 20.5%에 달하는 무역업 창업률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창업률은 전체 수료생 중 사업자등록을 완료한 수료생 비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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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SBA무역업 실전 창업과정 성과

회차 교육기간 교육생 수료생 창업자
수료/창업률

비고
수료율 창업률

1기 5.16.(월)~5.27.(금) 31명 29명 8명 93.5% 27.6% 1~2기	창업률:	

20.5%2기 9.1.(목)~9.8.(목) 51명 44명 7명 86.3% 15.9%

3기 11.1.(화)~11.8.(화) 40명 30명 1명 75.0% 3.3%

계 122명 103명 15명 84.4% 15.5%

-  (사업내용) ̀2016년 3월 법무부가 국내제품을 수출하려는 국내거주 외국인에게 보다 활발한 무역업활동

을 지원하고 무역비자(D-9-1)를 좀더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시행한 ‘무역비자 점수제’와 연계하

여 SBA가 신설한 ‘무역업 실전 창업과정’은 수료생에게 60점 이상 취득을 요하는 D-9-1 비자 신청 시 필

수항목 점수 10점을 부여한다. 

-  (무역비자 점수제) 종전 무역비자(D-9-1)를 받을 때 획일적으로 연간 50만 달러 이상의 무역실적이 필요

했으나, 무역전문교육과정 이수 등 전문성, 국내 유학경험 등에 따라 점수(필수항목 65점, 선택항목 95점, 

총 160점)를 부여하여 60점 이상을 취득하면 무역실적이 없어도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게 하였다. 동 비자 

취득에 요하는 필수항목 점수는 10점 이상이며, 최초 허가 체류기간은 1년이다. 일정요건 충족 시 연장허

가도 가능하다. 

-  (기대효과) 개선된 무역비자 제도와 SBA의 ‘무역업 실전 창업과정’은 해외 현지 사정에 밝고 네트워크를 보

유한 외국인들이 자국에 한국제품을 정식으로 수출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함으로써 중장기적으로 국내 

내수 진작과 경제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국내 비자문제와 경제활동에 애로를 겪어온 외

국인들에게는 최소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하며 무역업에 종사하여 생활여건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불법적 구매대행 행태를 제도권 안으로 편입시키는 긍정적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

으로 보인다.

-  (교육생의 반응) 무역업 종사를 목표로 수강한 외국인 뿐만 아니라, 당초 비자문제 해결이나 무역 개념이해

에 도움이 될까 하여 동 과정에 참여했던 외국인들도 무역현장에서 실제로 발생할 수 있는 실무 위주의 교

육이 기대 이상으로 알차고 유익했다는 반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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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생의	반응

1기	과정을	수료하고	사업자등록	후	무역비자(D-9-1)까지	취득한	몽골	국적의	‘바트	에르덴(Erdenbileg	Bat-Erdene)’씨는	

무역업계	진출이라는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참여한	경우다.	현재	20대	후반으로	고교시절	몽골에	불기	시작한	한류의	영향으로	

한국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는	그는	“2008년	한국에서	어학ㅈ연수를	했고	이후	다시	한국에	와서	경희대	관광학과를	졸업했다.	

몽골에	계신	어머니가	제가	한국에서	소싱해서	보낸	한국제품을	카자흐스탄에	수출하는	일을	오래	하셨다.	’90년	3월	한·몽	수교	

후	양국간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데,	무역업	실무	창업과정을	통해	익힌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다양한	실무경험을	쌓아	두	

나라간	교류에	도움이	되고	싶다.	앞으로	몽골은	물론,	카자흐스탄과	러시아에까지	한국	화장품과	생활용품을	수출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중국	산동성	출신으로	역시	1기를	수료한‘저우위안(周愿)’씨는	“처음에는	큰	기대를	하지	않고	실전	창업과정에	참여했다.	그런데,	

교육과정	뿐	아니라,	창업전문가의	일대일	멘토링이	큰	힘이	됐다”고	밝힌	바	있다.	중국에	한국	화장품을	수출하고	있는	저우씨는	

얼마	전	경쟁력을	인정받아,	서울글로벌센터가	외국인	스타트업들을	대상으로	공모한‘인큐베이션	오피스’	입주기업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2)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진흥원

① 본(Born) 글로벌 액셀러레이팅 활성화 프로그램

㉮ 담당부서 : 창업진흥원 기술창업과

㉯ 사업내용 :  국내 창업기업의 해외창업·진출을 위한 연수 및 보육 프로그램 제공, 외국인의 국내 창업을 지

원하는 프로그램.

㉰ 모집시기 : 상·하반기 2회(1~3월 중, 6~8월 중) 

㉱ 지원규모

- 창업기업 글로벌 진출 지원 : 33억 원, 45개팀 내외

- 외국인 국내창업지원 : 20억 원, 30개팀 내외

*2016년 지원현황) 해외진출 113개팀, 외국인 국내창업 17개팀(2016.10월 말 기준)

㉲ 지원대상: 글로벌 진출 5년 미만 창업기업 (외국인 국내창업) 외국인 예비창업자 및 3년 미만 창업 기업 

- 예비창업자는 신청일 현재 기준 사업자 등록 및 법인 등록을 하지 않은 자

※	지원제외	대상

1)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	또는	기업

2)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

3)	중소기업청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을	받은	자	또는	기업

4)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4조의	업종*을	영위하거나	하려는	자	

5)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숙박	및	음식점업(단,	호텔업,	휴양콘도	운영업	및	상시근로자	20인	이상의	법인인	

음식점업은	지원	대상),	무도장	운영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기타	갬블링	및	배팅업,	기타	개인	서비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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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 창업기업 글로벌 진출 :  사업아이템(모델) 현지화를 위한 이론, 실습 프로그램 및 본격적인 현지 진출, 창업

을 위한 보육 프로그램제공

- 외국인 국내창업 : 외국인 전용 기술창업 프로그램 및 외국인의 국내 창업비용 지원

4.	서울시	외국인	창업지원	정책	현주소

 정부와 서울시에서는 외국인 국내 창업 활성화를 위해 본문과 같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성과로 보아 외국인 국내 창업 활성화 정책의 성과는 미흡한 실정이다. 외국인 창업비자 제도를 예를 

들어 설명하면, 2016년 6월까지 2년 8개월간 11명에게만 창업비자가 부여된 것으로 확인됐다. 그나마도 정부가 

운영하는 외국인 기술창업지원프로그램을 통해 창업한 사례다. 자발적으로 창업비자를 신청해 통과한 사례는 

전무하다. 

2016년 6월, 정부와 지자체가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을 활성화하겠다는 계획 아래 외국인 창업 경진대회 개

최나 외국인 창업지원 정책을 펼쳤지만, 창업비자 자체 이용률이 극히 저조해 창업비자 제도는 유명무실한 정책

이 되어버렸다. 

외국인 국내창업 희망자의 사례들과 인터뷰를 통해 이유를 유추해보면 기술창업비자의 발급요건이 학사 이

상 학위자로 지식재산권(특허)을 보유·등록하거나 이에 준하는 기술력 등을 가진 법인 창업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진입장벽이 까다롭기 때문임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고충을 해결하기 위하여 법무부에서는 창업비자 발급대상을 국내 전문학사학위 소지까지 완화하

여 확대할 예정이며, 창업진흥원과 및 서울시 글로벌창업센터 역시 외국인 국내 창업자들의 수요를 적극적으로 

파악하여 실제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서울시 글로벌창업센터는 재외동포나 유학생 등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2016년 하반기부터 외국인

창업 전문 보육공간인 서울글로벌창업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점진적인 성과를 도출해내고 있다. 

이와 같이 정부와 서울시의 외국인 국내 창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 제도, 실제적인 지원 프로그램은 늘어가

고 있지만, 성공적인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선 국내 창업을 희망하는 외국인들의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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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Ⅲ 결 론 ]

우리나라는 창조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이민정책 추진하기 위해 외국인 정책 기본계획에 따라 각 부처 및 지

자체의 시행계획을 통해 여러 수행과제들이 지속되었다. 또한 이민자 지원기준의 체계화가 미흡하여 신규과제를 

대폭도입하고 시혜적 사업을 배제하는 등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협업을 강화해왔다. 

현재까지 지속적이고 다양한 외국인 정책 시행계획을 통해 정책의 실효성 및 성과 등을 살펴보고 서울시 외

국인 창업현황 및 사례들을 조사하여 정책에 대한 효율성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또한 다수 해외 창업지원정책들

을 통해 현재 창업지원정책들을 개선 및 보완을 목적으로 조사가 진행되었다. 

 현재까지 진행된 여러 가지 외국인 창업지원정책의 직접적, 간접적 지원활동은 국내 기업이 우수한 외국인 

인재를 고용하여 혁신경제 실현 기반 마련, 한국문화를 잘 습득한 국제 감각을 갖춘 우수 유학생들이 국내창업

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경제적 활동을 통해 수출로 인한 글로벌 경제 활성화, 외국인 유학생의 활발한 유치를 위

해 계속되고 있다.

 하지만 외국인 지원정책현황의 정책목표별 추진과제 및 예산현황에 따라 현재 가장 많은 예산 편중된 과제

는 간적접 지원활동인 인권과 통합 과제로 간접적 창업지원정책인 국가이미지 재고 및 이민자 사회적응 훈련 및 

기반조성 관련 지원정책을 주를 이루어왔다. 따라서 지원 비용 및 규모대비 효율성이 낮은 현 문제점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해외사례를 통해 좀 더 효율적, 현실적 지원 정책과 체계적 단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본 연구로 인해 외국인 창업지원정책의 보완으로 신규 일자리 창출, 국내 기업과의 교류·연계를 통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구축, 인재의 적극적인 유치를 통해 활발한 정보교류 및 최신 기술습득 가능하며, 글로벌 협업 중

심의 기업환경 통해 해외시장으로 진출 할 수 있는 경쟁력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1.	복합적	창업허브시스템	지원

가.	외국인	창업교육	지원시스템	

1)	잠재적	예비창업자	육성교육시스템

(1)	외국인	취업	교육

① 한국형 강점사업 분야 글로벌 전문가 육성 교육

외국인 창업교육 지원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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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외국인 특수 및 관광사업 등(의료, 관광, 문화컨텐츠, 게임) 산업 전문가육성교육 시스템 

③ 지원정책에 맞는 인재를 준비하기 위한 대학교와의 협업 글로벌 시스템 구축

(2)	실전	외국인	창업가	육성시스템	

① 창업 시도를 못하는 예비창업자에게 창업기본교육을 통해 사업 진입장벽 낮추기 

② 한국형 강점 사업분야(IT,자동차,건설,중공업 등) 창업전문 기술교육 및 기술학원/학교 협업 통한 교육커

리큘럼 운영 

2)	창업이민자	인큐베이터	운영(일반	외국인	창업자와	차등	지원)

창업이민자, 예비이민창업자를 위해 안정적인 창업환경을 제공하고, 초기창업 공간을 차등 제공한다. 단순

히 수치에 의존한 지원이 아닌 질적 향상을 높이기 위해 최초 창업 공간 제공 후 정확한 실태 및 성과를 확인하기 

위한 사업설명서 및 진행보고서를 통해 연장지원 및 투자유치를 통한 자금지원제도 운영

3)	컨설팅	시스템	

서울을 기반으로 창업을 희망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업종, 체류자격에 따른 창업(투자) 절차 및 방법에 관

해 상담하며, 1:1 맞춤형 전문가 매칭으로 체계적인 솔루션을 제안하고 전문 창업 지식이 없는 외국인의 창업 자

생력을 높인다. 또한 예비창업자와 창업자를 분류하여, 전문가 매칭을 통해 문제해결을 주목적으로 하는 컨설

팅 시스템으로 기존의 국내창업지원시스템을 매칭하여 전문가와 통역사를 통해 기존 형성된 풍부한 인프라 및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지원 운영 

4)	한국적	외국인	판로지원	시스템(축제/행사)

각종 외국인 문화행사 및 문화 관광상품 마련 인큐베이터를 통해 육성된 외국인 창업자들이 자생력을 가질 

수 있도록 국내소비촉진 및 관광상품 개발 및 예비 외국인 창업자 육성을 위해 외국문화장터를 개최하여 핸드메

이드 및 자국 음식만들기, 체험활동들을 통해 수공예, 제조업 및 판매 가능한 상품을 보유한 외국인 창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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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잠재적 예비 외국인 창업자를 육성하기로 한다. 

온라인 창업 / 오프라인 창업은 업종별 판로 지원을 통해 현재 육성된 사업별 비율을 고려하여, 창업지원방

안 마련으로 글로벌 온라인 유통망 알선 및 전시회, 박람회지원으로 글로벌 사업화를 촉진한다.  

5)	맞춤형	외국인	창업정보	제공

(1)	외국인	창업지원포털시스템	구축

각 기관별로 세분화된 기준 및 지원사항들을 맞춤지원 적용할 수 있는 포털 안내시스템 부족으로 현재 지원

되는 정책 및 정보를 활용하거나 지원받을 수 있도록 맞춤형 포털시스템 개발 및 영문 포털 시스템 및 홈페이지를 

운영하여 해외의 누구나,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예비창업자 등이 쉽게 정보를 공유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2)	외국인	유학생	취업	및	창업	책자	배포	및	홍보

현재 지원되는 정책 및 지원사항들의 홍보율이 낮아 많은 유학생들이 언어의 장벽 및 제한적인 주변 인프라

로 인해 고급 정보들을 접근 할 수 없다. 따라서 지원 수혜자들이 중복적으로 정책 지원을 활용할 가능성이 높으

므로 준비된 창업자를 위한 지원 집중화 및 명확한 규제로 중복지원을 막을 수 있도록 한다. 

6)	멘토링시스템	구축

(1)	수출기반	내국인	창업자와	외국인	예비창업자의	매칭시스템

내국인 기존창업자와 외국인 예비창업자의 매칭을 통해 협력 비즈니스 모델 개발 및 프로젝트 수행하여, 협

업을 통한 멘토링 시스템 구축으로 수출을 위한 문화 및 정보교류 및 내국에서 사업 독립성을 키운다. 

(2)	보증인	창업시스템

국내 거주 외국인 교육을 통해 20.5% 무역업 창업률 달성하였으나, 교육 대비 창업율이 낮은 문제점을 해결

하기 위해 단순히 교육이 아닌 실전 및 무역 예비 창업을 희망하는 내국인과 해당 국가 외국인 예비창업자를 연

계 및 매칭을 통해 협력을 통한 공동창업으로 무역업 창업에 Win-Win 가능한 협력 구조를 마련한다. 

복합적	창업허브시스템

창업교육 전문기술교육(한국형	강점	사업군),	창업교육(온라인/오프라인),	취업교육(전문기술),	외국인	특수	및	관광사업

	판로지원 한국적	외국인	판로지원	시스템(축제	및	행사개최)

창업공간	지원 창업이민자	인큐베이터	운영

네트워킹 외국인	창업자간,	국내	안정화	비즈니스모델과	상시네트워킹	지원

멘토링 컨퍼런스	개최,	국내	기업과	보증인	창업지원

정보공유	지원 외국인	창업지원포털시스템	구축,	외국인	유학생	취업	및	창업책자	배포	및	홍보

자금지원 시제품	제작	등	창업사업화	자금	지원/	글로벌	클라우드	펀딩	알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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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원	대상자별	세부	프로그램	제안

가.	초기단계	창업기업	

1)	자율적인	엑셀러레이터	연계

국내에서는 창업활성화 지원을 위해 창업보육센터, 벤처캐피털, 엔젤투자자 등 다수 지원기관이 운영되고 

있으나 교육, 자금 및 시설 중심지원 외에 실용적인 멘토링, 투자 네트워킹에 있어서는 취약점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사업성이 높은 창업기업의 경우 자율적인 국내 민간 엑셀러레이터의 활동과 연계, 협력을 유도한다. 

2)	멘토링/컨설팅	연계	

창업지원의 경우 발생된 문제의 솔루션 제공뿐만이 아니라 IT, 지식기반사업의 경우 창업성과가 장기간 나

타나지 않아 쉽게 포기하거나 창업의 지속성이 어려운 사업의 경우 동종사업군 간의 지속적인 멘토링 모임 및 컨

퍼런스 등을 통해 사업의 초기 지원한다.

또한, 성과보고서 및 사업계획서를 통한 글로벌 클라우드 펀딩 모집으로 투자 및 자금유치의 기회를 높힌다.

나	.성숙기/안정기	단계	창업기업	

1)	다변화된	창업시장의	맞춤형	멘토링	지원

2)		글로벌	스타기업	육성	지원을	통해	성공	단계의	비즈니스	모델을	장려하기	위해,	국내	성공	사례	기업	및	비

즈니스	네트워크를	통해	리스크	관리	및	집중화된	맞춤형	성장을	위한	멘토링	시스템을	지원한다.	

3.	제안사항	

서울시의 글로벌 창업활성화를 위해 지금까지의 내국인을 대상으로 국한되어있어 실효성 및 글로벌한 진출 

전략을 수립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그에 맞는 적절한 창업정책 수립이 요구되어 국내에서 활용 가능한 

인프라 및 기존 정책을 수정 및 보완하여 지원하는 것이 현실적, 효율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다변화된 창업시장에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며 일괄적인 지원으로는 실효성을 거둘 수 없다는 것을 

여러 사례를 통해 검증되었다. 또한 제한된 재화를 통해 지원하는 정책의 경우 간접적 창업지원 정책이 아닌 실

효성 있고 복합적인 허브 창업지원시스템이 필요하다. 따라서 교육뿐만 아니라 창업자금지원, 공간지원, 판로지

원, 창업지원 구축된 네트워킹을 통한 맞춤형 멘토링 및 컨설팅 연계 등 단계별 점증적 창업지원이 반드시 필요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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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초록

연구기간	 2017년	3월	31일	~		2017년	8월	30일

연구과제명	 신용회복	등을	통한	재창업	활성화를	위한	방안	

연구책임자	 정용현

참여	포럼위원	 김성열,	이종세,	허철무,	박노국,	유재균,	정태용,	정광천.	안병익,	강희철,	,정용현	(총	10명)

색인어	 한글	

	 재창업,	재도전,	신용회복,	연대보증,	창업자금

요약

이제는 1,2,3차 산업을 지나 4차 산업의 시대에 접어들었다. 근면성실하게 열심히 일

하면 먹고 살던 시대는 지났다. 인공지능, 자동화, 초연결, 자율자동차 및 딥러닝 기술 등

의 발달로 인해 이제는 창업의 시대를 넘어 창직의 시대가 도래하였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일을 만들어 재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법으

로 아래와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각각의 재창업 기업인에게 맞는 니즈를 발굴하여 맞춤형 재창업 교육을 실시

하여야 한다. 둘째, 재창업 자금의 지원은 융자에서 기업 대표에게 보증의 책임을 묻지 않

는 투자로 바꾸어야 한다. 셋째, 신용회복 상담사들과 협업을 통해 적극적으로 폐업한 기

업인들에 대한 신용회복 활성화 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넷째, 1인 1기업 1Cycle 전담 멘

토 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 찔끔찔끔 멘토를 지원 하는게 아니라 기업의 1Cylce을 순환

할 때까지 전담 멘토를 두어 필요할 때마다 언제든지 멘토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고 특히 재창업 기업의 경우에는 각 기업별로 취약한 부분에 대한 전담 멘토 제도를 도

입해야 한다. 다섯째, 재창업 기업인의 비율이 아직 4%를 넘지 않고 있다. 국세청과 협업

하여 실패 기업인에게 자동으로 재창업 정부지원 제도를 공지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

다. 여섯째, 재창업 진입 사례를 DB화하여 예비 재창업인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배포하

여야 한다. 일곱째, 재창업 관련 기관과 프로그램이 각 부서별로 산재해 있어서 찾기 어려

우므로 예비 재창업 기업인이 자신의 조건을 입력하면 관련 프로그램을 자동으로 찾아

주는 앱을 개발하여 보급한다. 여덟째 재창업 관련자부터 재창업 관련 인식의 전환이 필

요하다.



088

2017 서울창업포럼 정책자료집

[ 요 약 문 ]

제	목

신용회복	등을	통한	재창업	활성화를	위한	방안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4차 산업혁명의 시대가 도래하면서 산업의 발전이 이제는 일자리를 창출하기 보다는 도리어 일자리를 빼앗

는 시대가 도래하였다. 이러한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일자리 창출을 위한 창업 활성화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

여 이제는 꼭 필요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방안으로 자리 잡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는 실패한 기업인은 사회에서 낙인 찍히고 본인이 신용불량자가 될 뿐만 아니라 연대보증 등에 의하여 가족과 주

변의 지인들까지 같이 고통을 받고 있다. 

한번 실패한 기업인은 신용불량에 따른 금융거래 중단 등으로 재기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는 게 현실

이다. 실패한 기업인들은 일용이나 단순 노무직 등을 전전하거나 노숙자나 폐인으로 전락하여 극심한 생활고로 

가족들이 뿔뿔이 헤어지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와  정부 관계 부

처에서는 많은 노력과 제도를 정비하여 노력하고 있지만 다른 나라에 비해서 실패한 기업인들의 경험을 활용하

여 재창업에 도전한다는 것은 아직 녹녹치 않은 환경에 처해 있다는 것이 현실이다. 실패한 기업인들도 더많은 제

도개선을 통한 재도전을 통하여 칠전팔기의 성공사례를 만들어서 그 결과로 고용 창출과 국가에 공헌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더 많은 지원과 제도개선을 하여야 한다. 

창업 후 기업의 생존율을 보면 1년 후 62.4%, 5년차 기업의 경우 생존 확률이 27.3%로 30%를 밑돌고 있어 

70% 이상의 기업이 창업 후 5년 이내에 망한다는 것을 통계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이런 결과를 놓고 볼 때 창업 

→ 투자  → 기업성장 → 회수 혹은 퇴출 → 재창업하는 기업의 라이프 사이클을 우리는 이제 당연하게 받아들이

고 퇴출된 기업인들이 그들의 창업 경험을 바탕으로 재창업함으로서 신규창업 보다 생존율을 더 높일 수 있는 기

회를 더 많이 제공하여야 한다. 재창업에 도전하여 성공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과 신용회복 등을 통하여 

금융거래를 재개할 수 있는 여건 조성 등 현재 재창업 관련된 제도와 방법 등에 대하여 현황 분석과 선진국의 재

창업 지원 제도, 환경 분석 및 재창업 사례분석 등을 통하여 재창업 활성화에 추가로 요구되는 활성화 방안 등을 

연구하여 제언함으로써 미력하나마 조금이라도 재창업 활성화에 마중물이 되고자 한다.

2.	연구의	내용	및	범위

현재의 각종 재창업과 관련된 지원제도의 현황분석 및 기존 연구 등을 분석하여 재창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추가 방안에 대해 제안을 하고자 연구하였다. 첫째로, 사업실패의 개념 및 원인, 창업환경, 실패 기업의 현황, 창

업 기업의 생존율, 인구구조의 변화와 실패 기업인의 현실 등의 재창업 환경 요인들에 대해 알아보았다. 둘째로, 

재창업을 하고 금융거래를 위하여 꼭 필요한 신용회복 관련 제도들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 신용회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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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회의 자료와 연구논문 등을 통해 알아보았다. 셋째는, 재도전 지원정책 중 가장 중요한 재도전 자금지원 부분

에 대해 자금지원, 자금투자, 자금융자로 나누어서 각 부분에 어떤 제도들이 있는지 조사하였다. 넷째로, 재창

업이 활발한 해외 선진국들의 신용회복 제도와 재창업 지원 제도에 대해서도 각 국가별로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떤 

특징이 있는지 알아보았다. 그리고 실제 재창업에 진입하여 사업 성공의 의지를 불태우고 있는 재창업 기업 대표

들과의 면담과 간단한 설문조사를 통하여 실제 현장에서 재창업 활성화에 꼭 필요한 것들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

에 대해 의견을 듣고 정리하였다. 위에서 언급한 조사·연구 내용들을 중심으로 재창업 활성화에 꼭 필요한 제안

사항을 정리하였다.   

3.	연구결과

앞에서 언급한 조사·연구 내용들을 중심으로 재창업 활성화에 꼭 필요한 제안사항들을 정리하였다. 첫째, 

각각의 재창업 기업인에게 맞는 니즈를 발굴하여 맞춤형 재창업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각 회사별 취약 부분이 

틀림으로 맞춤형 교육 필요) 둘째, 재창업 자금의 지원은 융자에서 기업 대표에게 보증의 책임을 묻지 않는 투자 형

태로 바꾸어야 한다. 셋째, 신용회복상담사들과 협업을 통하여 폐업한 기업인들에 대한 신용회복을 활성화 하여

야 한다. 넷째, 1인 1기업 1Cycle 전담 멘토링 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 찔끔찔끔 멘토링하는게 아니라 기업의 1Cyl

ce을 순환할 때까지 전담 멘토를 두어 필요할 때마다 언제든지 멘토링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고 특히 재창업 기

업의 경우에는 각 기업별로 취약한 부분에 대한 전담 멘토링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제품개발에 관련된 기술 지도

를 할 수 있는 멘토 보완이 필요하다. 다섯째, 재창업 기업인의 비율이 아직 4%를 넘지 않고 있다. 국세청과 협업하

여 폐업 신고를 하는 기업인에게 자동으로 재창업 정부지원 제도를 공지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재창업 활성

화를 위한 지원제도 홍보 활성화) 여섯째, 재창업 진입 사례를 DB화 하여 예비 재창업 기업인들이 참고할 수 있도

록 배포한다. 일곱째, 재창업 관련 기관과 프로그램이 각 부서별로 산재해 있어서 찾기 어려우므로, 예비 재창업 

기업인들이 자기의 조건을 입력하면 관련 프로그램을 자동으로 찾아주는 앱을 개발하여 보급한다. 여덟째 재창

업 관련자부터 지속적인 교육과 심성관리를 통하여 재창업 대한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한다.

4.	연구결과의	활용계획

그동안 재도전 활성화에 대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고 이를 바탕으로 많은 제도 개선과 재창업 환경의 변화

도 서서히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지만 실질적인 재창업 관련 접점에서의 실패 기업인들에게는 아직도 많은 어려

움이 있는게 사실이고 해외 선진국에 비해 재창업 환경이 상대적으로 좋은 것도 아니다. 이번 제안이 실제 재창

업 기업인들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재창업하기에 좋아졌다는 느낌이 들 수 있도록 재창업 환경 개선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형식적인 제도 개선 및 외형적인 숫자에만 연연해 하지 말고 실제 재창업 환경에서 재기 기

업인들이 선진국 수준의 재창업 환경으로 인식이 될 때까지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반영하여 추가적인 재

창업 활성화 연구와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서울시도 이러한 연구를 바탕으로 실제 환경에서 실패 기업인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벗어나 다시 한번 재창업

을 통하여 성공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를 하여야 하고 산재해 있는 재도전 지원 프로그램들을 잘 엮

어서 실패 기업인들이 더 많이 재창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연구하고 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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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서  론 ]

1.	연구의	목적

4차 산업혁명의 시대가 도래하면서 산업의 발전이 이제는 일자리를 창출하기 보다는 도리어 일자리를 빼앗

는 시대가 도래하였다. 

이러한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일자리 창출을 위한 창업 활성화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여 이제는 꼭 필요

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방안으로 자리 잡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아직 실패한 기업인은 사회에서 낙인 찍히고 본인이 신용불량자가 될 뿐만 아

니라 연대보증 등에 의하여 가족과 주변의 지인들까지 같이 고통을 받고 있다. 

이러한 현실은 한 번 실패한 기업인은 신용불량에 따른 금융거래 중단 등으로 재기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

각되는 게 현실이다. 실패한 기업인들은 일용이나 단순 노무직 등을 전전하거나 노숙자나 폐인으로 전락하여 극

심한 생활고로 가족들이 뿔뿔이 헤어지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와 정부 관계부처에서는 많은 노력과 제도를 정비하여 노력하고 있지만 

다른 나라에 비해서 실패한 기업인들의 경험을 활용하여 재창업에 도전한다는 것은 아직 녹녹치 않은 환경에 처

해 있다는 것이 현실이다. 실패한 기업인들도 더 많은 제도개선을 통한 재도전을 통하여 칠전팔기의 성공사례를 

만들어서 그 결과로 고용 창출과 국가에 공헌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더 많은 지원과 제도개선을 하여

야 한다.

창업 후 기업의 생존율을 보면 1년 후 62.4%, 5년차 기업의 경우 생존 확률이 27.3%로 30%를 밑돌고 있어 

70% 이상의 기업이 창업 후 5년 이내에 망한다는 것을 통계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이런 결과를 놓고 볼 때 창업 → 투자 → 기업성장 → 회수 혹은 퇴출 → 재창업 하는 기업의 라이프 사이클을 

우리는 이제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퇴출된 기업인들이 그들의 창업 경험을 바탕으로 재창업 함으로서 신규창업 

보다 생존율을 더 높일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제공하여야 한다. 

재창업에 도전하여 성공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과 신용회복 등을 통하여 금융거래를 재개할 수 있는 

여건 조성 등 현재 재창업 관련된 제도와 방법 등에 대하여 현황 분석과 선진국의 재창업 지원제도, 환경 분석 및 

재창업 진입사례 분석 등을 통하여 재창업에 추가로 필요로 하는 활성화 방안 등을 연구하여 제언함으로써 미

력하나마 조금이라도 재창업 활성화에 마중물이 되고자 한다.

2.	연구의	내용	

현재의 각종 재창업과 관련된 지원제도의 현황분석 및 기존 연구 등을 통하여 보다 더 재창업을 활성화  시

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제안을 하고자 연구하였다.

제일 먼저 사업실패의 개념 및 원인, 창업환경, 실패 기업의 현황, 창업 기업의 생존율, 인구 구조의 변화와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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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 기업인의 현실 등의 재창업 환경 요인들이 대해 알아보았다. 

그 다음으로 재창업을 하기 위해 가장 기본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신용회복 관련된 제도들이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 신용회복위원회의 자료와 연구논문 등을 통해 알아 보았다. 

재도전 지원정책 중 가장 중요한 재도전 자금지원 부분에 대해 지원, 투자, 융자로 나누어서 각 부분에 대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조사하였다. 그리고 재창업이 활발한 해외 선진국들의 신용회복 제도와 재창업 지원 제도에 

대해서도 각 국가별로 어떤 특징이 있는지 알아보고 정리하였다.

실제 재창업에 진입하여 재기의 의지를 불태우고 있는 재창업 기업대표들과의 간담회, 면담 및 간단한 설문

조사를 통하여 실제 현장에서 재창업 활성화에 필요한 요구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고 정리하였다.

위에서 언급한 연구 내용들을 중심으로 재창업 활성화에 필요한 제안사항을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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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본  론 ]

1.	사업	실패의	개념	및	재창업	환경	분석

가.	사업	실패의	개념	및	원인

기업은 탄생하여 성장하고 투자한 자본을 회수하고 다시 재창업의 길을 가거나 퇴출 후 재창업의 길을 걷게 

된다. 기업에 투자한 자금이 회수가 안 되고 퇴출 되는 기업의 수가 많아지게 되어 이를 그대로 방치하게 되면 수

많은 실패한 기업인들은 평생 신용불량자로서 살게 되거나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삶에 대한 의지를 잃고 어려운 생

활을 하게 된다. 

사업 실패란 무엇인가? 사업 실패에는 여러 가지 개념이 존재하지만 우리나라 에서는 장수덕이 다음 같이 사

업 실패의 개념을 재정의 하였다.(2003)

첫째는 사업의 중단

둘째는 공식적 파산

셋째는 더 이상의 사업 손실을 막기 위한 사업의 처분

넷째는 지속적인 사업운영의 실패. 후속 제품이 출시되지 않거나 수익창출이 어려운 경우 및 시장에서 제품

판매의 실패와 같은 경우 등을 말한다.

이러한 기업의 사업 실패의 원인은 경영팀의 경험이나 개인적 역량부족, 신생기업의 불합리함을 극복할 수 없

는 부적절한 산업의 선택, 규모의 부적절함을 극복하기에는 부적절한 전략적 선택, 자원조달 능력부족, 급격한 

환경변화에 대응 미숙 등이 있다.(RiqueIme and Watson, 2002)

신생기업은 주로 경영지식이나 재무관리의 능력부족으로 실패하고 성숙기업의 실패는 환경변화에 대한 적

응능력 부족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초기 기업은 자원과 능력 부족에 따른 어려움을 극복해야 죽음의 계곡을 

넘을 수 있고 오래 된 기업은 환경변화에 따른 위험을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면 내부적 요인에 의해서 실패할 가

능성이 높다.(Thomhill and Amit, 2003)

신중경, 하규수(2013)는 ERIS 모델 관점에서 사업실패의 요인을 사업 준비 부족형, 자원획득 실패형, 전략 

부재형, 마케팅 실패형, 자금관리 실패형으로 구분하고 요인간의 인과관계를 구분하였다.

나.	실패	기업	현황

세계 어느 나라에서나 창업 기업의 성공 확률은 매우 낮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어서 창업 후 5년

간 지속될 확률이 30%를 하회하는 수준이다.  

4차 산업혁명의 시대가 도래하여 AI(인공지능), 빅데이터, 자율주행, 로봇 등의 발달로 인해 스마트 공장 등

이 등장하면서 포춘지 500대 기업 중 70%가 10년 안에 사라질 예정이라고 한다. 

벌써 많은 와해적 혁신기업의 등장으로 시장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다.  우버, 에어비엔비 및 넷플릭스 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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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숙박업계 및 영화미디어 시장에서 이러한 기업들이 기존 기업의 시장 질서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형태의 비

즈니스 플랫폼이 생겼다.

앞으로 무인자동차시대가 도래하면 운전을 업으로 삼는 사람들의 일자리가 많이 사라지게 되고 로봇이 사

람을 대신하는 스마트 공장이 들어서게 되면 더 많은 일자리가 줄어들고 이러한 산업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 많

은 기업들은 문을 닫게 될 것이다.

이렇게 급격한 산업의 변화 시대에 시대의 흐름을 제대로 읽고 대응하지 못하면 대기업 위주의 우리나라 중

소기업들은 한 순간에 4차 산업의 홍수에 휩쓸려 사라질 수도 있다.

2017년 국세청 통계자료에 따르면 지난 9년간 우리나라의 창업과 폐업한 기업의 수는 아래와 같다      

<창업·폐업 기업 현황> 

구분
총사업자	(Al	Taxpayers) 법인사업자	(Corporations)	[C] 개인사업자	(Individuals)

총계 신규 폐업 총계 신규 폐업 총계 신규 폐업

2008년 5,234,702 1,087,533	 844,171	 504,588	 75,797	 50,040	 4,730,114	 1,011,736	 794,131	

2009년 5,419,526	 1,043,533	 840,941	 529,284	 80,288	 55,155	 4,890,242	 963,245	 785,786	

2010년 5,602,091	 1,071,684	 860,335	 557,390	 83,626	 54,829	 5,044,701	 988,058	 805,506	

2011년 5,772,495	 1,083,669	 897,168	 594,584	 89,283	 51,933	 5,177,911	 994,386	 845,235	

2012년 5,918,551	 1,053,605	 889,500	 635,298	 97,196	 56,305	 5,283,253	 956,409	 833,195	

2013년 6,057,678	 1,027,907	 863,195	 677,947	 101,349	 57,867	 5,379,731	 926,558	 805,328	

2014년 6,348,919	 1,127,246	 815,624	 733,451	 111,627	 54,296	 5,615,468	 1,015,619	 761,328	

2015년 6,702,456	 1,191,009	 790,050	 798,255	 122,696	 50,630	 5,904,201	 1,068,313	 739,420	

2016년 6,886,938	 1,226,443	 909,202	 835,906	 125,717	 69,600	 6,051,032	 1,100,726	 839,602

< 창업·폐업 기업 현황 그래프>  

[	통계청	]

(단위: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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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000

800,000

400,000

0

신규,	1,10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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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라이프 사이클을 선순환으로 돌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재창업 활성화를 위한 여건을 더 많이 조

성하여 급격한 사회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많은 중소 기업인들이 재창업을 통해

서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다가오는 4차 산업의 급격한 사회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자리를 잡을 수 있

는 기회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기업 라이프 사이클>

회수/퇴출 투자

(재)창업

기업성장

다.	인구구조의	변화와	경제	성장률

우리나라는 인구 구조의 급격한 변화로 인하여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 국가를 지나 고령국가로 변하였

으며 이로 인하여 이제는 생산 가능 인구가 점차 줄어드는 인구 구조로 변화되고 있다.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로 인하여 수많은 은퇴자들이 하루아침에 준비되지 않은 채 소득절벽에 직면하여 중

산층에서 소득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시대가 도래 하였으며 이러한 인구구조의 변화 속에서 실무 경험이 많은 숙

련된 경험자들이 창업 전선에 뛰어들어 취업자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에 양질의 창업기업들이 

많이 참여하여야 하나 우리나라에서는 한번 실패를 한 기업인은 영원히 사회에서 재기가 불가능한 신용 불량자

로 전락하고 채무 보증으로 인하여 가까운 친지들까지 어려운 상황으로 내 몰리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어 많은 사

람들이 창업 시장에 선뜻 발을 들여 놓지 못하고 수십 년간 경험한 양질의 기술 및 회사 경영의 경험들이 사장되

고 있는 실정이다. 

<대한민국 인구 구조의 변화>

[통계청]

 또한 경제 성장률 추이를 보면 수년째 3% 이하라는 저조한 경제 성장률로 인해 수많은 기업들이 도태되고 있

고 퇴직자들의 증가로 창업기업 수도 늘고 있지만 폐업기업 수도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점을 지니

고 있다. 또한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로 인하여 생계형 창업이 늘어나면서 경쟁의 심화로 인하여 많은 개인 기업

들이 지속성장을 하지 못하고 단기간 안에 폐업하는 악순환이 되풀이 되고 있는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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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경제성장율 추이>

라.	창업기업의	생존율

창업기업의 생존율을 보면 재도전 기업의 생존율이 전체 기업의 생존율의 2배를 웃돌고 있어 창업 경험이 많

은 성실 실패 기업인들의 재창업을 적극 권장하고 환경을 조성하여 창업 성공률을 높일 수 있는 지렛대로 삼아

야 하고 또한 이를 통하여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함에도 실제 환경을 보면 재창업의 벽은 매우 높은 게 현실이다.

<창업 기업 생존율>

마.	실패	기업인의	현실

사업 실패 경험은 중요한 국가의 사업경험 자본으로 축적되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성실한 실패 기업인들

에게 재도전의 기회를 많이 주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실패한 기업인들은 재도전의 첫 발을 내딛지 못

하고 있으며 그 주요 원인은 사업 실패로 인한 신용불량과 신용회복 기간 등이 오래 걸리고, 회복되더라도 그 기

록이 남아 있어 재기를 위한 투자 자금 유치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효율적인 재도전 시스템 구축을 위한 이해”라는 연구 노트에서 재도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아래와 같

이 7가지 요인을 들고 있다.(2015, 김인수)

경제성장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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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신용불량. 둘째, 일회성 재창업 지원 자금으로 지속 가능한 자금 지원이 안 됨. 셋째, 정부 R&D 과제 

신용불량자 신청 불가. 넷째, 실질적인 중소 벤처ㆍ기업 실패 후 성공한 경험자에 의한 재도전 전문가 교육 부족. 

다섯째, 체납국세. 여섯째, 과거 신용불량 기록과 은행연합회 전산 시스템 기록 등록 및 공유로 은행거래 불가.

이러한 문제점들이 해결 될 수 있도록 실패한 기업인 들이 신용회복이 빨리 이루어져야 재기에 나설 수 있고 

사업자금 조달에 문제가 없도록 신용불량 기록을 유예시키거나 재도전 기업인에게는 예외 조치를 강구하는 등

의 특단의 조치가 이루어 지지 않는 한 실패한 기업인들이 재창업에 진입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일로 보인다.

 또한 폐업을 하는 시점에서 전문가의 지도하에 재창업이 가능한 수준으로 연착륙을 하여야 하나 우리나라

의 실패한 기업인들의 경우 연대보증 등의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 끝까지 붙들고 있다가 자포자기 상태에서 폐업

을 하게 되어 7~8년이 지나도 재창업을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재창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폐업 후 지원도 중요하지만 기업이 어려워 졌을 때 그 기업의 정리를 전문가의 도

움을 받아 잘 하여야 재창업도 짧은 시간 안에 다시 할 수 있다.

창업 후 성장단계를 거쳐 회생을 하거나 퇴출이 되고 다시 재창업으로 이어지는 재도전 사이클이 구축될 수 

있도록 기업의 라이프 사이클 전 과정을 아이가 태어나 훌륭한 인격의 어른이 될 때까지 돌보듯이 항상 기업의 

전 생애를 예의주시하며 돌보지 않으면 소중하게 축적된 실패한 기업인들의 경험이 개인이나 국가의 소중한 자산

으로 남지 않고 사장될 것이므로 기업의 전 생애에 걸쳐서 지원이 필요한 재창업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모니터

링 제도가 필요하다.

2.	재도전	지원	정책

현재 가능한 재기제도 지원 정책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고 그 중에서도 재창업에 가장 많이 영향을 

미치는 신용회복 및 자금지원 관련된 부분에 대해 절차 및 방법에 대해서 알아본다.

가.	신용회복

재도전 기업인이 재창업시 제일 힘든 부분이 금융거래 재개와 자금조달 이라고 한다. 금융거래 재개를 위한 

전제 조건인 신용회복제도에 대해서 먼저 알아본다.

1)	신용(금융위원회,2017)

신용이란, 미래의 일정 시점에 갚을 것을 약속하고 돈을 빌려 쓰거나 상품, 서비스를 미리 획득할 수 있는 능

력을 말한다.  

신용은 한 사람의 지불 능력을 평가하는 중요한 수단이고, 중요한 자산이기 때문에 신용을 잘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2)	신용등급(금융위원회,	신용회복위원회	관련내용	재정리,	2017)

신용등급은 과거의 신용거래 경험이나, 현재의 신용거래 상태를 바탕으로 매겨지고 부채 수준이나 연체정

보, 신용형태 및 거래기간과 관련이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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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등급은 일반적으로 금융회사나 금융위원회로부터 허가를 받은 신용조회 회사들이 산정하며 금융회사

들이 가지고 있는 고객들의 정보를 기반으로 가공한 것이기 때문에 복잡하지만 금융회사들의 자체적인 기준에 

맞추어 산정한 개인신용등급 보다는 보편적이다. NICE신용평가정보, 코리아크레딧뷰로, 서울신용평가정보 등

이 있다.

신용등급은 1등급에서 10등급 까지 있으며 각 등급별 특징은 아래와 같다.

① 1~2등급은 오랜 신용거래 경력으로 부실화 가능성이 매우 낮은 개인들에게 매겨지는 신용등급이다.

②  3~4등급은 1~2등급으로 진입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며, 5~6등급은 대부업과 같은 저 신용업체와 거래

가 있는 고객으로 부실화 가능성이 일반적인 수준으로 신용관리에 주의가 필요한 등급이다.

③  7~8등급은 저 신용업체와의 거래가 많은 고객으로 단기 연체 경험이 있어 단기적인 신용도의 하락이 예

상되며 주의가 요망되는 등급이며 9~10등급은 위험등급으로 부실화 가능성이 매우 높아 관리가 필요한 

등급이다.

<개인 신용등급>

등	급 	구	분 회	의

1등급

우량등급 최우량등급 -	오랜	신용거래	경력보유,	다양하고	우량한	신용거래	실적	보유	부실화	가능성	매우	낮음2등급

3등급

4등급

중간등급
우량등급

일반등급

-	꾸준하게	우량한	거래를	통해	상위	등급	진입가능

-	부실화	가능성은	낮은	수준임
5등급

6등급

7등급

하위등급

주의등급
-		주로	저	신용	업체와	거래가	많은	고객으로	단기연체의	경험	많이	보유하고	있어	단기적인	

신용도의	하락이	예상되어	주의가			요청됨.8등급

9등급 위험등급
-		현재	연체중이거나	매우	심각한	연체의	경험을	보유하고	있어	부실화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절대적인	관리가	필요함

<개인 신용등급 평가기준>

구	분 부채수준 연체정보

활용비중 35% 25%

신용등급	하락요소
소득대비	부채	2~3배	카드	사용액	한도의	50%	

이상	사용

-	3개월	이상,	50만	원	이상	연체

-		세금ㆍ공과금	1,000만	원	이상,	1년에	3차례	이상	연체

-	5일	이상(10만	원	이상)	연체

-	비	금융권에서	3개월	이상(10만	원	이	상)	연체

-	개인회생,	파산면책

-	신용회복위원회	지원

정보로	남는	기간	
-	대출금상환ㆍ카드	이용실적은	1년

-	카드발급ㆍ해지	통장개설ㆍ해지	이력은	5년
채무를	다	갚고도	5년	(개인파산ㆍ회생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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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신용형태 거래기간

활용비중 24% 16%

신용등급

하락요소

제2금융권

(저축은행,	캐피탈	과다이용)
단기간(3개월~6개월)에	집중	대출	및	연체	피해야	함

3)	신용회복지원제도(신용회복위원회	관련	자료	재정리,	2017)

신용회복지원제도란 실직, 사고, 기타 불가피한 사유 등으로 현재의 소득수준으로는 정상적 채무 상환이 어

려운 과중 채무자들에게 채무감면, 장기 분할상환, 상환유예, 이자율 인하 등의 채무조정 수단을 통하여 안정적

인 채무상환이 가능하도록 지원해 주는 제도이다.

다중 채무자의 경우에는 일부 금융회사에서 빚을 조정해 주더라도 나머지 금융회사에서 조정을 해 주지 않

을 경우 금융 채무를 벗어나는 것이 불가능하다. 신용회복위원회는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여 다중채무자의 금융 

채무를 신용회복위원회가 한꺼번에 조정하여 손쉽게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다.

신용회복지원제도에는 개인워크아웃, 프리워크아웃(사전채무조정), 군복무자 및 입대 예정자에 대한 신용

회복 지원제도, 대학생 및 미취업청년에 대한 신용회복 지원제도, 중소기업 재창업 지원제도 및 중소기업 재기 

지원제도 등이 있다.  신용회복지원 대상자로 확정되기 까지는 서류 접수 후 2~3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지만 

신용회복 지원 신청 다음날부터 본인과 보증인에게도 금융회사의 채무상환 독촉이 중단된다.

<채무조정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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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 채무조정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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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개인워크아웃(신용회복위원회,	다양한	채무자	구제제도	2017)

다중 채무자의 경우에는 일부 채무자가 유예 상환을 해주더라도 다른 채권자들이 채권 회수를 하면 신용회

복 지원 효과가 사라지게 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의 CCCS(Consumer Counseling Credit Counseling Service)와 같

은 제도 도입이 필요하게 되어 도입하게 되었으며 회생 가능성이 있는 다중채무자에게 금융회사의 공동으로 신

용회복 지원을 하는 것이다.

개인 채무자의 파산을 방지하고 경제적 회생을 지원하여 서민가계 안정과 채권기관의 자산 건전화를 도모하

여 건전한 금융질서 확립과 신용사회 정착에 기여하고자 도입되었다.

법원의 개인파산제도와 같은 법적 판결효과는 없으나 금융기관과 당사자 간 채무조정 합의에 의한 민법상 효력

이 발생한다. 가입한 금융기관의 연체채무에 대해서만 지원한다.(15억 원 이하, 실패한 중소기업인 30억 원 이하)

대출금의 종류, 총 채무액, 변제가능성, 담보, 채무자의 신용 등을 고려하여 채무 조정을 하고 그 기준에 따

라 상환기준 연장 및 분할 상환, 변제기 유예, 이자율 조정, 채무감면 등의 지원을 해준다. 변제기 유예 시 유예 기

간은 분할상환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신용회복 지원 내용은 보증인에게도 동일한 효력이 적용된다.

(1)	지원	대상(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과중	채무자)																													

•총 채무액이 15억 원 이하인 자. 이때 담보채무는 10억 원 이하, 무담보채 5억 원 이하이어야 한다. 

• 채권금융회사에 대한 채무 중 어느 하나라도 약정한 기일 내에 변제되지 아니하고 경과된 기간이 3개월 이

상인 자

• 최저 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거나 채무상환이 가능하다고 위원회 정관에 의해 설치된 심의위원회(이하 ‘심

의위원회’라 한다)가 인정하는 자

    <채무조정대상 채무>

    협약가입 채권금융 회사의 채무(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채무조정에서 제외될 수 있다.)

• 채무자와 채권금융회사가 합의하여 신용회복지원 협약에 의한 채무조정에 준하는 정도로 상환조건이 변

경된 채무 정책자금 대출 등 법률에 의해 채무 조정이 제한되는 채무

• 채무조정 지원 없이도 원래의 채무상환 조건대로 채무상환을 이행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기타 신용회복지원 협약상 채무조정이 제한되는 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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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원내용

 ① 채무감면

       <개인 채무감면>

구	분 지원내용

무담보	채무

-	이자와	연체이자	전액감면

-	원금은	금융회사에서	손실	처리한	상각	채권중	신청인의	상환	여력을	감안하여	감면(최대	60%	까지)

-	신용회복위원회가	별도로	정하고	있는	취약계층의	경우	최대	90%	까지	감면	가능

담보	채무 -	연체	이자만	감면	

 ② 상환기간

                            <상환기간>

구	분 지원내용

무담보	채무 -	최장	8년	이내	분할	상환	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서	정하는	차상위	계층이라	소득자의	경우	최장	10년

담보	채무
-	최장	20년	내	분할	상환(3년	이내	거치기간	포함)

-	기존채무의	잔존	상환기간이	20년	초과시	잔존	상환기간까지	연장	가능

 ③ 변제유예

     대출금의 종류, 총 채무액, 변제가능성, 담보, 채무자의 신용 등을 고려하여 최장 2년 이내에서 채무 상환

을 유예 

 ④ 유의사항

   • 채무감면 범위, 상환기간 등의 채무조정 내용은 신청인의 환경, 채무의 성격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은 신용회복지원협약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된다.

5)	프리워크아웃(신용회복위원회,	다양한	채무자	구제제도,	2017)

프리워크아웃은 채무조정이 필요한 과중채무자에게 연체이자 전액 감면, 이자율 인하, 상환기간 연장 등의 

채무조정을 통해 금융채무불이행자로 전락하지 않도록 사전 지원하는 제도이다. 원리금(원금+이자)분할 상환

방식으로 원리금 상환이 완료되면 이행이 종료된다.

(1)	지원	대상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과중 채무자로서 2곳 이상의 채권금융회사에 상환해야 할 채무가 있으며, 그 중 

1곳 이상의 채권금융회사의 연체기간이 31 ~ 89일 사이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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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체기간이 1~30일 사이더라도 연소득 4천만 원 이하이면서 신청일 이전 1년 이내 누적 연체 일수가 30일 

이상인 경우 신청 가능 

• 총 채무액이 15억 원 이하인 자(담보채무 10억 원, 무담보채무 5억 원)

•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규발생 채무가 잔여 총 채무액의 30% 이하인 자

• 정상적으로 소득 활동을 하고 있는 채무자 중 연간 채무 상환액이 총소득액의 30%이상 인 자

• 보유 자산 가액이 10억 원 이하인 자

		(2)	채무조정대상	채무

  협약가입 채권금융회사의 채무(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채무조정에서 제외 될 수 있다.) 

• 채무자와 채권금융회사가 합의하여 신용회복지원 협약에 의한 채무조정에 준 하는 정도로 상환조건이 변

경된 채무

• 정책자금 대출 등 법률에 의해 채무조정이 제한되는 채무

• 채무조정 지원 없이도 원래의 채무상환 조건대로 채무상환을 이행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기타 신용회복지원 협약 상 채무조정이 제한되는 채무

(3)	지원내용

• 채무지원              

구	분 지원내용

무담보	채무
-		약정	이자율의	50%까지	이자율	인하	다만,	조정이자율이	5%	미만인	경우	5%를	적용하며,	약정이자율이	5%미만인	

경우에는	약정이자율	적용

담보	채무 -	연체이자만	감면

• 상환기간

구	분 지원내용

무담보	채무 -	최장	10년	이내	분할상환

담보	채무
-	최장	20년	이내	분할상환(3년	이내	거치기간			포함)	기존	채무의	잔존상환기간이	20년	초과	시	잔존	상환기간까지	

연장가능

• 변제유예

 대출금의 종류, 총 채무액, 변제가능성, 담보, 채무자의 신용 등을 고려하여 최장 1년 이내에서 채무상환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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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중소기업인	재창업	지원(특별지원프로그램)

(1)	지원	대상

중소기업 경영실패로 주 채무와 보증채무(법인에 대한 보증채무 포함)총 채무금액이 30억 원 이하인 대표이

사 또는 경영실권자, 개인사업자가 지원 대상이다.

(2)지원내용

 ① 채무감면 : 개인워크아웃 지원기준에 의한 채무감면

 ② 상환유예 

 • 조정 후 채무금액 2억 원 이하 : 최장 3년 유예

 • 조정 후 채무금액 2억 원 초과 : 최장 5년 유예 

     ※ 1년마다 본인의 연장신청에 따라 위원회가 연장여부를 결정

 ③ 상환기간 : 조정 후 채무금액에 따라 최장 10년 이내에 분할상환

 ④ 재창업자금 

 • 지원 재창업 신청자에 대한 기술성 평가 및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이 참여

하는 재창업지원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재창업자금을 지원한다.

7)	신용정보	조기삭제(성실상환	인센티브)

신용회복을 통해 건강한 금융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신용정보조회표상 신용회복지원 정보를 조기 삭제하

여 준다.

(1)	삭제대상

 ①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신용회복지원을 받아 24개월 이상 납부하고 있는 성 실 상환자 

 • 변제유예기간 중 이자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해당 변제유예기간은 상환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② 24개월 이전 확정된 채무를 변제 완료한 경우에는 완료시점에 삭제한다.

 ③  프리워크아웃 이용자의 경우에는 한국신용정보원에 신용회복지원정보(공공정보 “1101”)가 등록되지 

않는다.

(2)	삭제효과

신용회복 지원정보의 삭제는 개인신용평가회사의 신용등급 산정 및 금융회사 신용거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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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 관련 주요 공공정보 관리내용>

구	분 등록코드 해제시점

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지원	확정자 1101
-	확정된	신용회복지원채무를	변제	완료한	때

-	2년	이상	변제한	때

법원	파산면책결정자 1201
-	면책채권을	변제한	때

-	등록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때

법원	개인회생	변제계획	인가자 1301
-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한	때

-	등록일보부터	5년이	경과한	때

8)	소액신용대출(성실상환	인센티브)

변제계획을 성실하게 이행하는 채무자에게 긴급생계자금 대출을 지원해 준다

(1)	지원	대상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채무조정을 받아 9개월 이상 성실하게 상환하고 있거나 최근 3년 이내 상환을 완료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2)	지원내용

<소액 신용대출 지원 내용>

구분 자금용도 대출한도 상환기간 금리

생활안정자금

-	사고,	질병,	재난	등으로	긴급	

생황안정자금을			필요로	하는	자

-	의료비,	재해복구비,	결혼자금,	

임차보증금			등

1,500만원	이내	

학자금은	100만원	이내

최장	5년	이내	원리금	

균등	분할상환

연	4%	이내

학자금 -	본인	또는	부양가족의	대학학자금 연	2%	이내

고금리차환자금
-	대출	신청일	기준6개월	이전에	

차입한	고금리	대출	상환자금
연	4%	이내

시설개선자금
-		영새자영업자의	사업장	집기,	비품,	

시설물의			구입	및	교체자금
연	4%	이내

운영자금
-	영세자여업자의	원재료	구입	등의	

운영자금
연	4%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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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일시완제시	추가감면(성실상환	인센티브)

(1)	지원대상

채무조정을 받아 12개월 이상 납부 후 잔여 채무를 일시 완제하고자 하는 경우

(2)	지원내용

 ① 잔여 채무 일시 완제시 추가 감면(단 다음에 해당하는 채무는 재외)

 ② 설립근거법률(보증기관 등)에서 원금 감면을 허용하지 않는 채무

 ③ 담보채무

 ④ 수정 조정 등으로 12개월 미만 상환된 채무

 ⑤ 잔여 상환기관 6회 미만인 경우 

<추가 감면 내용>

상환기간 감면율 상환기간 감면율

1년	이상~2년	미만 잔존	채무액의	15% 2년	이상~3년	미만 잔존	채무액의	13%

3년	이상~4년	미만 잔존	채무액의	11% 4년	이상 잔존	채무액의	10%

10)	개인회생제도

개인회생 제도는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거 채무 상환이 어렵거나 파산상태에 직면한 경우 법

원에서 채무를 조정, 면책하여 주는 제도이다.

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였으나 장래에 안정적이고 정기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개인채무자를 구제하기 위한 법적 절차이다.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가 채무를 조정 받아 법원이 허가한 변제 계획에 따라 3년 내지 5년간 채권자에게 분

할 변제를 하고 남은 채무는 면책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채무자는 채권자 목록과 변제 계획안을 법원에 제출

하여야 하고 법원이 임명한 회생위원은 채무자의 재산과 수입을 조사하여 법원이 변제 계획안을 허가하면 채무

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해야 하고 변제계획을 모두 이행하면 나머지 채무는 면책 받을 수 있다

개인회생 제도는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거 채무 상환이 어렵거나 파산상태에 직면한 경우 법

원에서 채무를 조정, 면책하여 주는 제도이다.

개인회생 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였으나 장래에 안정적이고 정기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개인채무자를 구제하기 위한 법적 절차입니다.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가 채무를 조정 받아 법원이 허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3년 내지 5년간 채권자에게 분

할변제를 하고 남은 채무는 면책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채무자는 채권자 목록과 변제계획안을 법원에 제출

하여야 하고 법원이 임명한 회생위원은 채무자의 재산과 수입을 조사하여 법원이 변제계획안을 허가하면 채무

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해야 하고 변제계획을 모두 이행하면 나머지 채무는 면책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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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신용회복 절차>

운영자금

변제계획	안	제출(신청일부터	14일이내
기각

변제계획인가

변제계획	안	제출(신청일부터	14일이내
폐지

운영자금

변제계획	안	제출(신청일부터	14일이내
면책의	취소

개인회생위원	선임

보전처분	중지명령·포괄적	금지명령

개시결정(신청일부터	1월이내)

채권이의기간(개시결정일부터	2월이내) 채원조사확정재판

채권자집회(개시결정일부터	3월이내)

운영자금 폐지(연체정보	재등록)

기각사유

채권자이의

불인가

미수행

부정방법

11)	파산면책	제도

개인파산이란 신용회복지원제도를 통해서도 도저히 갱생이 어려운 경우에 법원에 파산을 신청할 수 있고 채

무자가 그 채무를 완전히 갚은 능력이 없는 경우 그 채무자의 총재산을 모든 채권자에게 공평히 나누어 갚는 것

을 목적으로 하는 재판상의 제도이다.

면책이란 자신의 잘못이 아닌 자연재해나 경기변동 등과 같은 불운으로 인하여 파산선고를 받은 성실하나 

불운한 채무자에게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주기 위한 것으로 파산절차를 통하여 변제되지 아니하고 남은 채무에 

대한 채무자의 변제책임을 파산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면제시킴으로써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도모하는 것으로 

개인에게만 인정되는 제도이다. 

파산ㆍ면책 제도는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거 채무 상환이 어렵거나 파산상태에 직면한 경우 

법원에서 채무를 조정, 면책하여 주는 제도이다.

자신의 모든 재산으로도 채무를 변제할 수 없을 때 채무의 정리를 위해 파산을 신청하고, 파산절차를 통해 

변제되지 못한 채무는 면책을 구하는 법적 제도이다.

개인파산면책제도의 목적은,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 받도록 보장함과 동시에, 채무자에게 면

책절차를 통하여 남아 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하여 경제적으로 재기·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

는 것이다. 낭비 또는 사기행위 등으로 파산에 이른 경우에는 면책이 허가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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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자격

파산 및 면책은 자신의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재정 상태에 빠진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2)	신청방법

파산신청은 신청권자가 관할법원에 파산원인을 소명하여 파산선고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파산신청>

신청권자 채권자,	채무자	및	재무자에	준하는	자	(법정대리인,	파산회사	대표자,	이사,	지배인)

관할법인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

파산원인 지급불능,	지급정지,	채무초과의	상태	-	은행대출,	카드사용,	사채	등	원인을	불문하여,	신용	불량	여부도	상관없으며,	

금액이	많고	적음도	상관없습니다

신청장소 지급법원	(파산과	또는	민사신청과)	접수계

파산신청서 지방법원	(파산과	또는	민사신청과)	접수계에서	배부합니다

*	개인파신	신청의	최종적인	목표는	면책을	받아	채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도	된다는	면책결정을	받기	위한	것이며,	파산신청은	면책	신청을	하기	위한	전	

단계입니다.	이	안내문을	읽으실	때에는	면책	불허가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중점으로	읽으시기	바랍니다.

*	파산신청서류는	파산신청서,	진술서,	채권자열람표,	재산목록,	현재의	생활상황,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등	6가지	서면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3)	면책불허가	사유

모든 파산자가 법원으로부터 면책을 허가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파산자가 면책신청을 하면 법원은 파산

자를 심문하여 사정을 듣고, 채권자로부터도 의견을 청취한 다음 면책 허가 결정을 할 것인지를 판단한다. 그러

나 다음에서 예시한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 564조에 의해 원칙적으

로 면책허가 결정을 받을 수 없다.

면책이 허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파산의 원인이 된 채무를 다 갚을 때까지 계속하여 변제하여야 할 뿐만 아

니라 파산자로서 여러 가지 제약을 받게 된다. 이점 신중히 검토하기 바랍니다. 면책 불허가 사유는 아래와 같다.

<면책불허가 사유>

 •채무자가 자기 재산을 숨기거나 부수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바꾸거나 헐값에 팔아버린 행위

 •채무자가 채무를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채무자가 과다한 낭비 또는 도박 등을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

 •채무자가 신용거래로 구입한 상품을 현저히 불리한 조건으로 처분하는 행위

 • 채무자가 파산원인인 사실이 있음을 알면서 어느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으로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거나 그 방법 또는 시기가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는데도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담보

를 제공하는 행위(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원래 대물변제 약정이 없는

데도 일부 채권자에게 대물 변제하는 행위를 포함)

 • 채무자가 허위의 채권자 목록 그 밖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 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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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기 전 1년 이내에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이 없는 것으로 

믿게 하기 위하여 그 사실을 속이거나 감추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 때

 •과거 일정기간(개인파산 면책 확정일 부터 7년, 개인회생 면책 확정일 부터 5년)내에 면책을 받은 일이 있는 때

<파산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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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개인회생ㆍ파산	신청지원

채무 상환이 어렵거나 파산 상태에 직면한 경우, 법적 구제제도 상당 및 법원 신청업무를 무료로 지원해 주는 

제도다.

(1)	지원대상

법적 구제신청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자로서 아래요건 해당자

 ① 연간 소득 4천만 원 이하

 ② 최근 1년 이내 신규채무발생비중 40% 이하

 ③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불이행 기간이 30일 초과인자

(2)	지원내용

 ① 개인회생·파산 신청서, 변제계획안 등 개인회생·파산 관련 서류 작성을 무료로 지원

 ② 법률구조기관(법률구조공단), 신용회복위원회 법률지원단이 소송대리

  ③ 상담보고서 발급 

  • 신용회복위원회와 패스트트랙(Fast track)서 협약이 체결 되어 있는 지방법원의 경우 부채증명서 대신 

신용상담보고서를 제출

(3)	개인회생ㆍ파산	신청지원	절차

<회생·파산 신청지원 절차>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종합상담

•	채무자에게	적합한	

채무저정	절차	안내

•	신용상담보고서	발급	및	

법원	성청서류	작성지원

법률구조기관

• 신용회복위원회	

이관서류	검터	및	보완

• 무료	법률구조

• 보정명령	이행	등	

법원접수	후	관리	

법원

• 개인회생	및	파산	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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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신용회복제도	비교	

<신용회복제도 비교>

구분
사적지원제도 특별지원프로그램 법원지원제도

개인워크아웃 중소기업인	채무조정 개인회생 개인파산ㆍ면책

운영주체 신용회복원회 법원

시행시기 2002.	10.	01 2010.	04.	26 2004.	09.	23 1962.01.	20

채무범위 담보채무	10억/무담보	채무	5억
주	채무	및	보증채무	

30억이하
담보	10억	무담보	5억 제한없음

대상	채권 협약가입	2개	이상	금융기관	(사채미포함) 개인사채	포함	무제한

채무자
연체자(3개월	이상)	신용불량자

최저생계비	이상	소득자

신용불량	상관없음

최저생계비	이상	

소득자(급여,	

영업,연금)

소득이	없거나

최저	생계비	이하	소득

채무조정

수정

-		변제기간	:	무담보	채권	

10년이내	담보채권	20년	이내	

상환유예	최장	2년

-	이자/연체이자액	전액	감면

-		상각채권(60%	감면,	

사회취약계층	90%)

-		변제기간	:	채권	8년	이내	

상환기간	8년	이내(2억	원	

초과	10년)	상환유예	최장	

3년(2억	초과	5년)

-		이자/연체이자액	전액	감면

-	상각채권(60%	감면)	

5년	이내	채무변제 청산후	면책

소요기간 6개월 6개월	~	1년 6개월	~	1년

효력 사적조정에	의해	변제	완료시	면책 변제완료시	면책 청산후	면책

연체정보

해제
신용회복지원	확정시 변제계획	인가시 면책	결정시

은행연합회

공공정보

등록

	신용회복	지원중	채무변제	

완료시	또는	신용회복지원	

확정이후	2년	이상	변제할	경우	

공공정보	삭제

개인회생절차	진행중	

채무변제	완료시	또는	

개인회생	인가인후

최장	5년간	변제시할	경우	

공공정보삭제

파산으로	인한	

면책결정

면책결정	후	5년	

경과할	경우	공공정보	

삭제

장점
비용이	적게	들고	절차가	

간편함

사채,	원금	및	이자	

감면가능,	회생개시,	빚	

독촉금지	생계비	보호,	

법적효력	발생

신청절차가	간편하고	

사체도	포함된다.	

파산면책후	

신용불량기록	삭제.	

새로운	경제활동	가능.	

법적효력	발생

단점 원금	및	사채	감면	불가
신청서류	및	절차복잡	

보증인	보호	안	됨

파산후	5년간	금융권	

대출	및	신용카드	발급		

제한	(금융거래	및	

계좌개설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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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재창업	자금

재창업 자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신용회복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사업에 실패한 대부분의 기업인은 

신용등급도 낮고 자본금 유치도 힘든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처해진 상황에서 재창업자금을 조달하기 어렵

다. 따라서 재창업 자금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관련 기관에서 상담을 통해서 가능한 자금을 유치하기 위한 사전 

조치들이 이루어져야 한다. 재창업 자금 지원이 가능한 각 기관들과 그 자금 지원 성격을 알아본다. 재창업자금

을 분류해 보면 자금지원, 자금투자 및 자금융자로 그 성격을 나누어 볼 수 있는데 각각의 자금에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았다.

1)	재창업	자금(지원)

자금지원에는 패키지형 재도전지원 사업, 창조혁신 재도전 기술개발 사업, K-global ICT 유망기술 개발지

원 재도전분야 및 재도전기업 연계 공공기술 사업화 등이 있다.

(1)	패키지형	재도전	지원	사업

사업계획을 보유한 우수 (예비)재도전기업인을 발굴하여 재창업 교육·멘토링부터 사업화 자금까지 일괄 지

원하는 지원 사업이며 일반 분야는 창업진흥원 재도전창업지원부에서 ICT 분야는 정통통신산업진흥원 글로벌

창업팀에서 담당한다.

 ① 신청대상

 사업계획을 보유한 예비 재창업자 또는 3년 이내 재창업 기업의 대표자

  • 예비 재창업자 :  공고일 기준 폐업 이력을 보유한 자로서 협약 종료일 1개월 이전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상의 재창업이 가능한 자  

  • 재창업기업의 대표자 : 재창업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② 지원내용

  • 재창업성공캠프 내 전용 입주 공간 및 네트워킹 공간, 전문가 상시 멘토링 등 제공(평가후, 선별지원)

  • 실패 원인 분석 등 재창업에 필요한 문제해결형 실무교육 지원 

  • 시제품제작, 마케팅 등에 소요되는 사업화 자금을 최대 1억 원 한도로 차등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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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사업절차

1
사업
공고

2
신청
접수

9
후속
지원

3
서면
평가

8
사업
수행

4
대면
평가

7
협약
체결

5
지원대상
선정

6
멘토링	평가
교육+멘토링+심의

 ④ 연락처 : 

  • (일반분야) 창업진흥원 재도전창업현장지원본부 : 042) 480.4434

  • (ICT분야)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글로벌창업지원팀 : 043) 931.5552

(2)	창조혁신	재도전	기술개발	사업

사업 실패로 신용도가 낮아 일반 R&D사업 참여가 힘든 재창업자에게 R&D자금을 지원하여 실패기업인의 

기술·경영 노하우 사장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이다 

 ① 신청대상 : 사업실패 후 신기술ㆍ제품 개발을 준비하는 재창업 기업

  • 사업 실패로 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 에 따라 ‘연체 등’ 및 ‘공공정보’의 정보가 등재(등록 및 해

제 사실)되어 있거나 저 신용자로 분류된 기업인 또는 사업 실패로 자금조달에 애로를 겪는 기업인중다

음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자

  • 1, 2, 3 각 호의 해당자는 기본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신용미회복자는 신용회복(신복위), 개인회생, 

파산면책 최종인가 경우에 한해 지원결정이 가능하다.

    ㉮ 예비 재창업자 또는 재창업일로 부터 7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재창업자 범위)실패 개인기업 대표자, 실패 법인기업 대표이사·경영실권자

   • (재창업자 요건) 실패기업의 업종이 지원제외 대상 업종이 아니며 영업실적을 보유(기 재창업 자는 영업

실적 요건 예외) 

    ㉯ 고의부도, 횡령, 사기 등 폐업 사유가 부도덕하지 않을 것 

    ㉰ 전국은행연합회에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금융질서문란, 청산절차 등록기업은 지원 대상 에서 제외 

    ㉱  재창업을 준비 중인 예비창업자의 경우는 지원결정 후 1개월 이내에 법인 대표 등록이 가능 할 것(체납

사실이 없거나, 정부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체납세금·4대보험·과태료 등에 대한 분납 승인을 받은 경우

에는 개인사업자 등록으로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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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지원내용

  • 지원한도 : 최대 1.5억 원 이내 (개발기간 1년 이내)

  • 정부지원금 : 총 사업비의 총사업비의 80% 이내

  • 민간부담금 : 총사업비의 20% 이상*(현금비율 50% 이상)

      ※ 중소기업의 경우, 총 사업비의 10%이상은 현금으로 부담

 ③ 사업절차

1
사업
공고

중소기업청

전문기관,	주관기관

온라인	입력

심의조정위원회

전문기관

전문기관

관리기관

기획기관,	주관기관

9
협약
체결

2
신청
접수

7
지원과제
선정

3
서면
평가

6
대면
평가

4
현장
조사

5
과제
기획

 ④ 연락처 : 중소기업R&D콜센터(국번 없이)1357 기술정보진흥원 042)388.0764~5

(3)	K-Global	ICT	유망기술개발지원	재도전	분야	

ICT분야 재도전 기업인의 경험과 노하우가 창업자산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재도전 기술개발 지원 사업으로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중소기업개발팀에서 지원한다.

 ① 신청대상 : 재도전 기업인의 재창업 기업

  • 재도전기업인 기준 : 폐업한 회사(개인사업자)의 대표이사 1년 이상 재직 경험이 있는 자

  • 재창업기업의 경우 신청일 기준 법인설립 3년 이내 중소기업에 한함

 ② 지원내용

  • 자유공모 방식으로 최초 창업 및 재창업 기업에 과제당 1.5억 원 이내, 10개월 이내 지원

 ③ 지원절자 

1
사업계획서

접수

2
사전
검토

3
발표
평가

4
신규과제	

신청	및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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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연락처 :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중소기업개발팀 042)612.8677

(4)	재도전	기업	공공기술	사업화

재도전 기업의 경험 자산을 활용하여 우수 공공R&D 성과물의 시장 진입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기술사업화

의 성공률 제고 및 기업 성장을 촉진하는 사업이다.

 ① 신청대상 : 

 [1단계] 사업화기획과제 신청

  • 주관기관 : 재도전 중소·중견기업, 기술화전문기관(BA), 수요기술발굴단 (수발단)

 [2단계] 사업화개발과제 신청

  • 주관기관 : 재도전 중소·중견기업

  • 참여기관 : 공공연구기관, 기술사업화전문기관(BA), 수요기술발굴단(수발단)

 ② 지원내용

  • 자유공모 방식으로 과제당 4억 원 이내, 12개월 이내 지원

 ③ 지원절자 

 사업계획서 입수 → 1단계 사업화기획과제 선정 → 과제기획 → 2단계 사업화개발과제 선정 → 협약체결

 ④ 연락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기업성장 TF팀 02)6009.3522

2)	재창업	자금(투자)

투자형 자금지원 부분에는 재창업 지원 펀드와 성장사다리재기지원 펀드가 있다.

(1)	재창업	지원	펀드

정부·민간출자로 조성된 재창업지원펀드를 우수한 재창업기업에 자금을 투자하여 재기를 지원하면서 투자 

수익도 창출하는 펀드를 말한다.

 ①  투자대상 : 폐업기업의 대표이사나 임원, 주요 주주(지분 30% 이상)가 재창업하여 등기임원으로 근무

하는 기업이 투자 대상이 된다.

 ② 재창업지원펀드 민간운영사 : 

  • 큐브벤처 파트너스 www.cubevp.com

  • 캡스톤파트너스 www.cspartner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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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장사다리재기지원펀드

은행·민간투자사가 공동출자로 펀드를 조성하고, 민간투자사가 우수한 기업에 펀드자금을 투자하고, 투자

수익도 창출하는 펀드를 말한다.

 ① 투자대상 : 회생, 워크아웃, Pre-workout, Fast-Track 진행 기업

 ② 성장사다리 재기지원펀드 민간 운영사 :

 • 나우아이비캐피탈 www.nauib.com

 • 케이스톤파트너스 www.keistone.co.kr

 • 에버베스트파트너스 www.everbestpartners.com

3)	재창업	자금(융자)

융자형 자금에는 재창업 일반투자 자금과 상환형 재창업 자금지원이 있다.

(1)	재창업	자금(일반)

실패 기업인의 신용회복 지원과 재창업에 필요한 운전·시설자금을 융자 지원한다.

 ① 신청대상

 • 신용회복자 : 예비재창업 또는 재창업 7년이내 중소기업

 • 사업실패(폐업)로 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등의 정보(신용불량)가 등재(등록 또 

는 해제)되어 있거나 신용등급 5등급 이하 저 신용자로 분류된 (예비)재창업자.

 • 신용미회복자 : 실패기업인 중에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 하는자

 ㉮ 휴업, 폐업, 채무과다 등 기타사유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개인 사업자 및 대표이사 또는 경영 실권자

 ㉯ 실패기업의 보증채무와 주 채무가 30억 원(원금) 이하인 자

 ㉰ 신용회복위원회 ̀재창업지원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여 신규자금 조달이 가능한 자

 ② 지원내용

  • 신용회복자 지원 : 재창업자금 시설·운전자금 융자

 ㉮ 지원한도 : 45억 원(운전자금은 10억 원) 이내

 ㉯ 대출기간 : 시설 9년(거치 4년 포함), 운전 6년(거치 3년 포함) 이내

  • 신용미회복자 지원 : 채무조정 및 재창업자금 융자

  ㉮  채무조정 :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채무감면, 변제유예분할상환 등 채무조정 지원 이자채권은 전액

감면, 원금채권은 상각채권인 경우 최대 50% 범위 내 감면, 채무조정 후 채무액은 최장 3∼5년까지 채

무상환 유예 => 정책금융기관(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은 최대 75% 감면, 

 ㉯  재창업자금 융자 : 재창업지원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기업에 대해 최대 30억 이내(운전자금은 10억 원 

이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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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신청절차

 • 신용회복자

1
상담	및
신청

중진공 중진공 중진공 중진공

2
평가	및
융자결정

3
재창업
교육

4
재창업
자금대출

 • 신용미회복자

1
채무조정

신청	및	신고

신복위

중진동

신복위

중진공

신복위

신복위,	중진공	등

신복위

신복위

8
재창업자금

대출

2
채무조정
심사

7
재창업
교육

3
재추조정
협의서	채결

6
예비평가,
사업성평가

4
채무조정확정
통지	및	변제
계획	이행

5
재창업
자금신청

④ 연락처 : (신용회복자) 중소기업진흥공단 재도약성장처 055)751.9633~9634

             (신용미회복자)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센터 1600.5500

(2)	재창업	자금(융자상환형)

도덕적인 재창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재창업에 필요한 운전ㆍ시설자금을 융자해주고 성실실패시 융자상환금 

일부를 감면.  

① 신청대상

 ㉮ 예비재창업자 또는 재창업 7년 이내 중소기업

 • 사업 실패(폐업)로 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등의 정보(신용불량)가 등재(등록 또

는 제)되어 있거나 신용등급 5등급 이하 저신용자로분류된 (예비)재창업자.

            ※ 위의 요건과 아래 4가지 요건 중 1개 이상 충족

 ㉯ 재창업한 기업으로 정부의 R&D 사업 등에 참여하고 있는 자(기업)

 ㉰ 중기청 재도전 성공패키지사업 승인자(기업) 및 미래부 ICT 재창업 사업 참여자

  ㉱ 재도전 펀드 지원 기업

 ㉲ 특허·실용신안 보유하고 재창업 후 동 기술사업화 중 또는 예정자(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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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지원내용 : 시설ㆍ운전자금 융자지원

• 지원한도 : 45억 원(운전자금은 10억 원) 이내

• 대출기간 : 시설 9년(거치 4년 포함), 운전 6년(거치 3년 포함) 이내

㉮ 지원한도 : 45억 원(운전자금은 10억 원) 이내

㉯ 대출기간 : 시설 9년(거치 4년 포함), 운전 6년(거치 3년 포함) 이내

③ 신청절차

④ 연락처

중소기업진흥공단 제도약성장처  055)751.9633~9634

4)	각종	재창업	관련	지원제도	요약

<재도전지원정책>

(1)	신용회복	및	채무조정

구	분 제도명 관련기관

종합지원 재도전종합지원센터 종합지원	(종합지원,신용회복,자금융자,종합전문상담)

신용회복

및	

채무조정

중소기업진흥공단	재도약성장처	신용회복위원회 재창업자금	(일반)

맞춤형	재도전	지원 재도전	종합지원	센터

중소기업인	신용회복 신용회복위원회

중소기업인	채무조정 한국자산관리공사

개인회생ㆍ파산종합지원 법률구조공단	지원센터/채무자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

한국자산관리공사	채무조정 한국자산관리공사

법인기업	파산제도 재도전종합지원센터	법률상담/관할법원

중소기업	간이희생	제도 재도전종합지원센터	법률상담/관할법원

기업희생	제도 재도전종합지원센터	법률상담/관할법원

중소기업	워크아웃 금융감독원	신용감독국/주채권은행

중소기업	신속	금융지원	프로그램 전국은행	연합회	여신제도부/주채권은행

신용정보	불이익	해소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	기획팀

1
자금

상담·신청

상담	및	신청	

www.sbc.or.kr

중진공

평가	및	융자결정

중진공

재창업	교율

중진공

재창업자금	대출

중진공

2
평가
결정

3
교육

4
자금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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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금,	보증,	교육,	컨설팅	및	비용	지원,	기타	지원

구분 제도명 관련기관

자금지원

패키지형	재도전	지원사업
창업진흥원	재도전창업현장	지원부

(ICT분야)정도통신산업진흥원	글로벌창업팀

창조혁신형	재도전	기술사업 -	중소기업R&D	콜센터	-	기술정도진흥원

K-Global	ICT	유망기술	개발지원	재도전	분야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중소기업개발팀

재도전기업	연계	공공기술화 한국	산업기술	진흥원	기업성장TF팀

자금투자

재창업지원	펀드 큐브벤쳐	파트너스	캡스톤파트너스

성장	사다리	재기지원	펀드
-	나우아이비캐피털	-	케이스톤파트너스	

-	에버베스트파트너스

자금융자

재도전	종합지원센터 중소기업진흥공단	재도약성장처

재창업자금(일반) 중소기업진흥공단	재도약성장처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센터

재창업자금(융자상환형) 중소기업진흥공단	재도약성장처

사업전환	지원	(업종전환,	업종추가) 중소기업진흥공단	재도약성장처

구조개선	전용자금 중소기업진흥공단	재도약성장처

보증지원

신용보증기금	재기보증 신용보증기금	재기보증부

기술보증기금	재기보증 기술보증기금	회생관리부

지역신용보증재단	재도전지원	특례보증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보증지원부

재도전기업	계약이행	보증보험	지원 -	서울보증보험㈜	-	중소기업진흥공단

성실경영	평가 재창업자	성실경영	평가제도 중소기업청

교육

패키지형	재도전	지원사업
-	창업진흥원	재도전창업현장지원부(일반부)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글로벌창업팀(ICT분야)

재기	중소기업	경영자	힐링캠프 중소기업재기개발원

K-Global	Re-startup	컴백	캠프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종합전문상담
재도전	종합지원	센터 중소기업진흥공단	재도약성장처

K-Global	Re-startup	컴백	캠프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컨설팅	및	멘토링

재창업지원펀드 큐브벤쳐/캡스톤	파트너스

패키지형	재도전	지원산업
-	창업진흥원	재도전창업현장본부(일반분야)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글로벌창업팀(ICT분야)

컨설팅	및	비용지원

사업전환	지원 중소기업진흥공단	제도약성장처

중소기업	진로제시	컨설팅 중소기업진흥공단	제도약성장처

중소기업	희생컨설팅 중소기업진흥공단	제도약성장처

사업정리	컨설팅 중소기업진흥공단	제도약성장처

자산매매 중소ㆍ벤쳐기업	자산거래	중개처 중소기업진흥공단	제도약성장처

신용정보공유	제한 신용정보	불이익	해소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기획팀

세제지원
사업전환	지원 중소기업진흥공단	제도약성장처

재기중소기업인	조세	지원 -	관할세무서(신청)	-	재도전종합지원센터(상담)

사무공간

재창업지원펀드 큐브벤쳐/캡스톤	파트너스

패키지형	재도전	지원사업
-	창업진흥원	재도전창업현장본부(일반분야)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글로벌창업팀(ICT분야)

법인신용	카드,

자동차리스
재기기업인	법인카드	발급	및	자동차	리스			지원

-	IBK기업은행(법인신용카드)

-	KDB캐피탈(자동차리스)

크라우드	펀딩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 온라인펀딩중개포털

(주	:	2017	중소기업	재도전	지원제도	재정리,	중기청/창업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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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외	신용회복	및	재창업	지원제도

가.	해외	채무자	구제제도(신용회복위원회	해외	채무자	제도	재정리,	2017)

1)	사적	채무조정제도

(1)	미국

① 사전상담제도

미국에서는 채무자가 파산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180일 전에 공인된 기구로부터 신용상담 기획 및 재정 분석 

원조에 관한 설명을 듣고 상담증명서를 발급받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용상담을 받지 않은 채무자의 파산

신청은 기각하게 됨으로 사전에 반드시 상담을 받아야 한다.

㉮ 사전 상담기구

 민간 신용회복기구와 연방도산법에 근거한 개인파산 및 채무조정제도를 연계하여 개인채무자 회생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민간기구와의 연계해 효율성을 높이려고 노력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전상담기구로는 NFC

C(National Foundation for Credit Counseling)를 들 수 있다.

㉯ NFCC

 NFCC는 1951년에 설립된 대표적 민간기구로서 회원인 CCCS를 통해 재무설계, 신용교육, 채무관리프로그

램을 통한 채무조정 등 다양한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며, CCCS에 대한 인증기관으로서 역할을 한다. NFCC

는 100여개의 CCCS를 두고 있으며, 약 850개의 지역사무소를 두고, 신용회복위원회와 유사한 기능을 한

다. CCCS는 채무관련 상담 및 자료를 제공하고, 채권자와 접촉하여 상환조건의 협상 및 상환을 대행하여 

주는 채무관 리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지역주민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금융 관련 교육서비스도 제공한다.

㉰ 채무조정프로그램(DMP : Debt Management Program)

 공인된 신용상담기구를 통하여 채권기관이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환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하게 되고, 원금상 

환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될 시 채권액 감면이나 조정채무에 대한 적용이자율 면제, 연체이율이나 기타수수

료 감면 등의 지원을 해주게 된다. 채무조정안 진행 시 채무자는 신용상담 기구를 통해 통상적으로 매월 일

정액을 변제하고 신용상담기구는 변제금액을 채권기관으로 송금하게 된다.

㉱ 효과

 채무상환이 이루어지면, 채권자는 채권추심을 중단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특정채권자의 경우 해당 채무계

좌를 정상적인 여신계좌로 관리하기도 한다. DMP의 경우 채무자에 대해 채권을 보유한 채권자가 모두 참여

하고 채무가 빠짐없이 조정안에 포함된 경우 매우 효과적일 수 있으며, 모든 채권자에 대해 일일이 상환하지 

않고 신용상담기구를 통한 단일창구 납입이 가능하여 예산 지출관리를 단순하게 함으로 채무자에게 도움

이 된다.



120

2017 서울창업포럼 정책자료집

㉲ 주의사항

DMP는 강제조정이 아니므로 개별적인 추심조치를 취하고자 하는 채권자가 존재할 수도 있어 실효성이 약

화될 우려가 있고 채무조정을 진행하기 전 채무조정안에 의한 월변제금이 변제여력상 충분히 상환 가능한지 확

인해야 한다. 신용상담기구가 신뢰할만한 곳인지, 또 매월 상환하는 변제금이 실제로 채무자의 채권기관 앞으로 

송금되는지에 대해서도 확인이 필요하다.

(2)	일본

사적제도인 임의정리제도와 법적제도인 특정조정제도, 민사재생제도, 자기파산제도로 되어 있으며, 법적제

도를 이용하는 사용자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사적제도 이용자는 상대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① 임의정리제도

임의정리제도란 직접적인 해결을 중개하거나 법적조정 및 파산절차를 조언해주며, 채무의 감액이나 분할상

환을 채권자와 교섭하여 변제계획 등을 세워주는 사적 채무조정제도이다. 운영주체인 JCCA(Japan Credit 

Counselling Association)의 채무조정을 통할 경우 이자제한법상의 이자를 초과하는 채무를 재계산하여 부

채원본을 확정함으로 채무금액이 사실상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난다.

② JCCA

JCCA는 1987년 변호사연합회, 소비자단체, 언론계, 학자 및 소비자신용업계 등에 의해 공동으로 설립되었

으며, 대부업계 및 은행권의 협조를 받을 수 있도록 경제 산업성 및 금융청의 인가(2002년)를 받아 금융업권의 

포괄적인 카운슬링조직으로 발전하였다. JCCA는 소비자보호의 입장에서 공정하고 중립적인 카운슬링을 통해 

개인채무자의 회생을 도모하고 소비자신용의 건전한 이용을 유도하여 다중채무자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는 역

할을 수행한다.

(3)	프랑스

개인의 과채무(overindebtedness) 사회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사전조정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과채무자

에 대하여 법원의 파산(회복)절차 신청 이전에 과채무위원회(Commission dessurendettements)를 통해 사

적 채무조정 (out-of-court settlements)을 진행할 것을 의무화 하는 것으로 채무 변제계획은 채권자의 동의

하에 실행한다. 합의를 이루지 못할 경우 채무자의 요청에 의하여 위원회는 법원의 승인을 얻은 채무 변제계획

(court-imposed plan)46)을 강제할 수 있다. 이후 채무 변제계획에 따라 채무를 상환할 수 없는 경우 파산절

차가 진행 되지만, 위원회에 접수된 신청 건 중 채무가 매우 과중한 경우는 변제계획안 작성 및 채권자의 동의절

차를 생략하고 법원의 파산절차(개인회복절차)를 즉시 진행할 수 있다.

① 과채무위원회(Commission des surendettementts)

개인과 가계의 과채무에 대응하기 위해 1989년에 파산법을 정비하여 파산절차(개인회복절차)를 도입하면서 

설립되었다. 몇 번의 개정을 통해 위원회의 역할을 강화되었으며 이는 청산 또는 면책 일변도의 채무자 지원보다

는 최대한의 변제노력을 강구하고 갱생의 기회를 제공하려는 데에 목적을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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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5 과채무에 대한 3단계 채무 조정 절차>

1단계

사적	채무조정(위원회)

(Out-of-court	settlements)

-	사적	채무조정을	사전조정	

제도로	운영

-	위원회가	변제계획	작성

-	채권자의	동의	필요

2단계

공적	채무조정(위원회+법원)

(Court-imposed	settlements)

-	사적	채무조정	실패	시진행

-	위원회가	변제계획	작성

-	법원의	승인을	득함으로써	

강제적	효력발생

3단계

청산절차(법원)

(Insolvency	by	court)

-	치유불능의	채무상황	및	2단계	

절차	실패	시	진행

-	채무의완전한	면책인정

-	법원의	결정으로	효력발생

*위원회	=	과채무위원회(Commission	des	surendettements)

(4)	독일

독일은 1999년 시행된 파산법(Insonvenzordnung)에 의하여 청산결정에 전에 재판 외 합의과정을 반드시 

거치도록 하였다. 모든 채무자는 합당한 사람이나 소비자상담단체, 채무상담기관 등의 자선단체, 노동단체, 변

호사·교수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반드시 받도록 하고 있다. 합의 노력 장려를 위해 채무자는 파산신청 6개월 전에 

채권자와 채무정리계획에 대한 합의를 위한 성실한 노력의무를 다해야 하며 중재기관에서 파산절차정보를 제

공하고, 신청자의 부채, 자산, 소득 등을 분석하여 채무 변제계획 수립 및 채무재조정을 위한 채권자와의 협상을 

도와준다. 이는 소비자들에게 올바른 경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자신에 맞는 절차와 계획을 수립하도록 돕고 

최선을 다해 부채를 해소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중재기관에서 채무상담을 받는 것은 중재기관이 민간단체가 

대부분이지만 공식파산 법적절차 속으로 넣었다는 것이 특징이다.

(5)	영국

① 자발적 개인 채무조정

1986년 도산법 개정으로 회생절차인 자발적 개인채무조정절차를 신설하였다.

15,000파운드 이상의 개인채무자가 정기적인 소득을 보유 한 경우 개인파산신청  대신에 민간중재기구에 의한 

자발적 개인채무조정절차 (Individual Voluntary Arrangement: IVA)를 이용할 수 있으며 법원의 의하여 진

행되고, IP(Insolvency Practitioner)49라고 하는 집행인이 주관하며 자발적인 개인채무조정절차는 채권자의 

75% 이상의 동의를 얻어 확정이 되면 법원이 확인을 통하여 확정하며, 법적 강제력을 보유한다. 

75%이상 채권자의 동의가 있으면 불참석 및 부동의 채권자에게도 강제효력이 발효되며 채무자는 3~5년의 

채무상환기간 동안 정기적인 소득으로 채무를 상환하면 된다. 동절차가 확정된 이후에도 소유재산은 계속적으

로 보유할 수 있다.

② 사적기구를 통한 채무조정

영국에서는 사적기구를 통한 부채상담과 채무조정이 활발하며, 1939년에 설립한 소비자상담센터(Citizens 

Advice Bureaux : CAB)와 미국 CCCS를 참고하여 1993년 설립한 소비자신용상담기구(Consumer Credit 

Counseling Service : CCCS)가 대표적인 기구이다. 채무자를 대리하여 채무 변제계획을 작성하며 채권자와 

채무재조정 협상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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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상환기간은 10년이며 채무자의 소득과 채무상황에 따라 이자 및 원금감면(CCCS의 경우는 원금을 감

면 거의 없음)도 가능하다.

CAB와 CCCS는 복지, 재무, 고용, 법률, 조세, 공공서비스 및 신용(금용) 교육도 실시하며, CAB는 저 신용

자 대상으로 금융회사와 연계하여 대출도 지원한다. CAB는 정부에서 80% 예산을 제공하고 CCCS는 비영리 

자선단체로 채권 금융회사가 분담한다.

2)	공적	채무조정제도

(1)	미국

미국 연방도산법은 개인채무자에 대한 법적구제제도로서 개인파산제도(제7장)와 채무조정제도(제13장)를 

규정하고 있다

•제13장(개인희생절차) : 급여소득자가 수입으로 일정기간 분할 변제하여 채무면책 받는 제도

•제7장(소비자파산) : 주 평균소득 이상인 채무자가 이용할 수 있는 제도(2005)

① 채무조정제도

일시적으로 변제능력을 상실한 개인채무자가 시간이 주어지면 변제할 가능성이 있는 정기적 수입이 있는 경

우 법원의 인가를 받아 채무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를 완료(최장5년)하면 잔여채무를 면책하는 제도이다.(채무총

액이 100만 달러 미만) 

신청시 채권자의 추심행위나 채무자의 임의 변제행위가 전면금지(자동중지제도, automatic stay)된다. 

신청자가 제출한 변제계획안에 따라 가처분소득(수입에서 채무자 및 가족의 생활유지비를 제외한 것)을 채

무변제에 충당하며, 채무 변제계획에는 채무의 감면 및 유예 등이 포함되고 변제기간은 3년(단, 5년을 초과할 수 

없다)이다.

② 개인파산제도

개인파산제도는 변제능력이 없는 개인채무자의 차압금지 재산을 제외한 모든 재산을 제공·청산하여 채권

자에게 배당하고 채무를 면책하는 제도이다. 

파산신청은 채무자와 채권총액이 1만 달러 이상인 채권자도 가능하며, 파산신청 시 채권자의 추심 행위나 채

무자의 임의 변제행위가 전면금지(자동중지제도, automatic stay)된다.

면책을 받은 개인채무자의 원활한 경제활동 복귀를 위해 정부기관은 채무자의 면허나 인허가 등을 취소·정

지할 수 없으며 일반기업도 고용상 차별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파산기록은 개인신용정보로 10년간 유

지된다. 따라서 정상적인 금융거래는 제약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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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법 제7장과 제13장 장단점>

구	분 장	점 단	점

7장

•면책	범위에	제한이	없음

•배당	후	잔여채무는	면책

•	파산신청	후	취닥한	임금과	재산은	채무자가	소유(단,	

상속재산은	예외)

•부채규모가	작아도	무관

•절차가	신속(3~6개월	정도)

•관재인에	의해	매각된	비면책재산	상실

•주택담보융자	등	몇	가지	채무는	절차가	종료된	후에도	존속

•추심,	차압	등	채권자의	저당권행사는	일시적으로만	정지

•면책효과는	연대보증인에게	미치지	않음

•신용등급에	악영향

•일단	친청하면	기각이	곤란

13장

•면책/비면책에	관계없이	모든	재산권을	유지

•변제기간이	김

•채권자의	추심,	임금차압	등이	금지(자동정지)

•완전변제를	전제로	면책	효과는	연대보증인에게도	미침

•7장에	의해	잔여채무를	면책	받은	후	13장	신청이	가능

•연속	신청이	가능

•채권자를	여러	클래스로	분리하여	배당률을	달리할	수	있음

•	가처분소득으로부터	채무를	변제해야	하는	관계로	

변제기간	중	현금	흐름을	압박

•주택담보융자	등	몇	가지	채무는	절차가	종료된	후에도	존속

•신청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법률수수로가	비쌈

•채무규모가	1,000,000달러,	담보채무	750,000달러	미만)

•부채해소에	시간이	걸려	미래수입에	부담이	될	가능성

•증권브로커,	상품브로커는	신청할	자격이	없음

③ 남용방지방안

최근 채무조정제도나 신용회복지원제도를 통한 건전한 회생을 유도하는 추세이며 주(州)평균 이상의 소득

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파산신청을 불허하고 채무조정제도를 의무적으로 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채무조정 

신청서와 상환스케줄의 적정성에 대해 변호사의 확인을 의무화하고 면책범위도 축소해 나가고 있다. 개인파산신

청자는 사전(신청일 전 180일 이내)에 비영리 신용상담기구와의 신용상담을 의무화하고, 면책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 시간의 신용 및 재무관리교육을 반드시 이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④ 파산절차

㉮ 채무자가 법원에 파산신청서를 제출.

㉯ 법원은 자동중지 효력을 발효하고 파산 관재인을 선임(환가재산이 없는 경우도 관재인 선임) 

㉰ 채무자에게는 파산절차 등 주요사항 통지

 ㉱ 채권자에게 집회기일(접수일로부터 20일 이상 40일 이내, 통상 30일 후)과 채권 신고 통지 

㉲  채권자 집회와 이의신청기간(1회 채권자 집회이로부터 60일)을 거쳐 면책 여부 결정(파산절차와 면책절차

가 하나로 진행)

㉳ 배당재산이 없는 경우 바로 종결 결정. 

      배당할 재산이 있는 경우 채권신고(채무자 집회일로부터 90일).

      채권조사를 실시 및 재산 환가를 통한 배당 실시 후 종결 결정.

      채권자의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면책불허가 사유를 심리하지 않고 반드시 면책한다.

(2)	일본

개인채무자에 대한 법적구제제도로는 특정조정법에 의한 특정조정제도, 민사재생법에 의한 민사재생제도, 

파산법에 의한 자기파산제도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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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특정조정제도

법원의 조정위원회를 통해 채권자와 채무자 간에 합의를 유도 하는 제도이다. 지급불능 우려가 있는 개인채

무자가 신청 가능하며, 주로 200만 엔 이하의 소액 개인채무자가 이용한다.

원금 감면 없고 3년 이내에 채무 전액을 상환토록 채무상환계획을 마련해준다. 채무조정합의를 위해서는 채

권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고, 채무조정 실패 시 법원에 의한 강제합의는 불가하다.

② 민사재생제도

법원의 중재로 마련된 채무변제계획을 충실히 이행하는 경우 잔여채무에 대한 면책을 통해 신용을 회복시키

는 제도(미국연방도산법 13장을 기초로 제정된 민사 재생법을 기초) 이며, 중소기업, 개인 파산자를 포함하여 광

범위한 회생을 도모한다. 개인사업주를 대상으로 하는 소규모개인재생과 회사원을 대상으로 하는 급여소득자

등재생의 2종류가 있다. 소규모개인재생은 법원이 인가한 회생계획에 따라 일정액을 계속 지불하면 나머지 채무

를 면책하여 주고, 급여소득자등재생은 2년분 소득에서 최저 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을 변제에 충당하고 나머지 

채무는 면책하여 주는 제도이다.

③ 자기파산제도

회생하기 어려운 채무자를 대상으로 운영되는 청산형 제도이다. 채무자 또는 채권자의 신청에 의해 시작되며 

파산 신청시 법원은 채무자의 재산처분 및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금지하고, 파산선고 후 채무자의 면책 신청에 대

해 법원이 면책 여부를 결정한다.

(3)	프랑스

프랑스는 파산 전 과채무위원회를 통해 재판 외 합의절차 및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채무조정절차를 거치도

록 하여, 청산 또는 면책의 채무자 지원보다 최대한의 변제노력을 하도록 유도한다.

① 재판외 합의절차(1단계)

개인채무자는 파산신청 전 의무적으로 파산위원회가 담당하는 재판 외 합의절차를 거친다. 위원회의 감독 

하에 채무상환계획에 대한 합의를 이루며, 채무상환계획은 원금 및 이자의 감면, 상환기일의 연기, 채무상환의 

잠정 중단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상환기간은 8년 내지 10년으로 다른 국가들에 비해 길다. 제한된 형태의 채무

조정이 이루어지며 프랑스 전체 파산사건의 75%가 이 과정을 통하여 해결된다.

② 채무조정 절차(2단계)

1단계 절차에서 합의에 실패하면, 15일 이내에 채무자는 위원회에 상환계획의 재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위

원회는 2월 이내에 권고안을 수립하고, 권고안은 일부채무의 상환유예, 원금우선상환, 이자율인하, 담보권 실행 

이후의 잔여채무에 대한 감축 등의 내용을 포함하며, 충분한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원금지불정지 조치 및 채

무자의 상황에 따라 채무의 일부 또는 완전탕감도 포함될 수 있다. 권고안은 채권자의 동의절차 없이 집행판사의 

승인으로 법적 구속력이 발생되며 위원회는 승인된 권고안을 채무자와 채권자 전원에게 송부한다. 채권자는 15

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이에 집행판사는 이의 내용을 감안하여 권고안을 수정할 수 있다. 채무자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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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수준 하락 등 상황이 악화되면 채무자의 조정요청에 따라 권고안의 내용을 수정하나, 채무자의 상황이 호전될 

경우에는 별도수정 없이 원안대로 진행한다.

③ 청산절차(3단계)

채무자가 회복불능 상태에 도달할 경우 개인회복절차가 가능하다. 집행판사의 결정 또는 위원회의 신청 후 

집행판사의 결정으로 파산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집행판사에 의해 임명된 대리인이 채무자의 재산 상태를 재

평가하여 4개월 이내에 판사에게 보고해야 하며, 이를 토대로 집행판사는 법적청산 및 면책절차를 확정한다.

(4)	독일

독일은 재판 외 합의절차, 재판상 합의절차를 거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간이파산절차에 의한 채무

면책을 받는다.

① 재판 외 합의절차

1994년 소비자파산을 청산형으로 일원화하였고 파산신청 채무자가 사전 재판 외 합의(out-of-court sett

lement) 과정을 반드시 거치도록 규정하였다. 법원에 의한 강제적인 청산결정에 앞서 채무조정을 통한 자력갱생

을 유도하기 위하여 재판 외 합의과정을 의무화한 것이다. 이러한 과정은 도산절차 개시신청 전 6개월 이내에 진

행하여야 한다. 채무자와 채권자 간의 재판 외 합의가 있고, 채무자가 합의에 담긴 내용을 이행하면 합의의 효과

로 더 이상 책임이 추급되지 않아 면책과 같은 결과가 발생한다.

② 재판상 합의절차

재판 외 합의가 실패하여 법원에 파산이 신청되면 3개월 내에 개시결정을 보류하고 법원 감독 하에 합의절차

가 진행되며 재판 외 합의가 결렬되는 경우 합의에 이르기 위해 성실하게 노력했다는 사실을 확인 받은 서류와 관

련 채무정리계획을 파산신청과 함께 법원에 제출하고 법원은 이를 채권자에게 제출한다. 채무상환계획은 간이

파산절차에 의하여 상환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보다 큰 금액을 상환하도록 수립해야 하며, 이 채무상환계획

이 채권자 다수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간이파산절차가 진행된다.

③ 간이파산 절차

간이파산 절차는 채무자의 잔존자산이 파산 절차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을 감당하기에 충분한 경우에만 개

시되며, 절차 개시 후 6년의 ‘성실이행기간’ 중 면제범위에 속하지 않는 소득은 채무상환에 충당해야 한다. 법원

은 채무자가 소득창출에 필요한 고용상태 유지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인정 되는 경우 잔여채무에 대

한 상환의무를 면책하여 6년 동안의 성실행위기간 후 파산채권자 및 파산 관재인의 의견을 청취하고 별다른 결

격사유가 없는 경우 잔존채무의 최종적인 면책을 결정한다.

(5)	영국

지급불능상태에 빠진 개인채무자 또는 750파운드 이상의 채권을 보유한 채권자가 신청할 수 있다. 파산 관

재인은 면제재산(기초 생필품, 가재도구, 영업활동을 위해 필요한 자동차 등 소규모설비 등으로 제한)을 제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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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여 청산한다. 부양가족의 생계비를 초과하는 잉여소득으로 파산확정 후에도 2~3년간 

채무변제를 이행하여야 최종면책이 이루어진다. 면책은 무담보 채무에 대하여 발생하며, 채무자가 수령하는 연

금은 보호대상 소득으로 분류되어 파산 관재인의 집행대상에서 제외된다. 법원은 채무자의 장래소득에 대하여 

채무상환에 충당할 것을 명할 수 있고 채무자는 생계비를 제외한 소득을 상환금으로 납입하여야 한다. 주택은 

보호 대상 재산이 아니며, 채무자 재산에 대한 정리와 채권자에 대한 배당절차가 완료되고 파산결정 후 1년이 경

과되면 면책된다.

나.	해외	재창업	지원제도(자금지원)(2015,	중소기업연구원,	2017	김형호	재정리)	

미국의 경우에는 기업의 실패를 기업의 역량 문제보다는 투자자의 실패로 바라보는 시각을 가지고 있으며 유

럽은 재도전을 허용하고 있는 분위기다. 그렇지만 기업가의 실패를 너무 쉽게 용인해서 안 되며 실패 과정에서 부

족한 부분을 철저히 분석하고 보완하여 동일한 실패를 반복하지 않는 노력을 한다면, 재도전 과정에서 과거의 실

패로 인하여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는 지원제도가 필요할 것이다

<해외 재창업 지원제도 철학·원칙·제도>

구분 미국 유럽 일본

철학
기업의	실패는	기업가의	실패가	

아니라	투자자의	실패라고	본다.

정직한	실패자는	지원하는	것이	신규	

창업자를	지원하는	것	보다	낫다

승자와	패자로	나누지	않은	사회적	

균형감각	필요

원칙 기초환경	정비 기업	생태계	관점 사회적	의식	및	관행	개선

제도
SBA	Recovery	Agency	ACT

(2009년)

A	second	chance	for	

Entrerpreneurs	Policy	(2008)
재도전	종합계획(2006년)

1)	미국

미국의 재창업 지원 프로그램은 직접적인 지원보다 지원이 필요한 기업 등에 대한 법률서비스와 자금 지원이 

주를 이루고 있다.

(1)	사업재생관리협회(TMA)

미국정부의 개입을 자제하고 민간이 재기를 지원하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은 사업재생관리협회(Turnarou

nd Management Association)를 운영 중이며 변호사, 회계사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가 주축이 된 사업재생

관리협회(Turnaround Management Association)를 운영 중이다.  파산법 제11장 Section 327에서 기업

의 회생 또는 청산절차에서는 이해관계가 없는 전문가를 채용하여 사업재생과 청산관련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고 있다. 1988년 설립한 TMA는 총54개 지부(미국 32개, 영국, 독일 등 해외 22개)가 있으며 그 전문가 구성

을 보면 ① 사업재생 컨설턴트 43%, 변호사 20%, 금융전문가 14%, 투자전문가 3%, 기타 사업재생관련 이해관

계자(파산 관재인, 감정평가사, 신탁관리인 등) 20%로 구성되어 있다. 사업재생 전문가를 육성 및 파산기업 재기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배영임,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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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MA 사업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지원대상
-	파산신고자	또는	파산일보직전의	기업

-	매출	20%	이상	감소,	20%	이상	운영비	증가	또는	순이익	20%	이상	감소기업

지원내용
-	사업재생	전문가	사업재생을	책임지고	추진

-	기업재건에	관한	협력요청	및	내부조직	혁신을	통한	자력생존	수준까지	임무	수행

(2)	미국	구제자금(ARC:	American	Recovery	Capital)

ARC(2009.2.17)는 ARRA(미국의 경기부양법안; American Recovery and Reinvestment Act)에 의해 

승인된 임시 보장 융자프로그램으로 기존 대출 원금과 이자 지불을 위해 단기 도움이 필요한 중소기업을 위해 마

련된 자금으로 생존 가능하고(Viable), 일시적 20% 재정 어려움(Immediate Financial Hardship)을 겪는 2

년 이상 된 중소기업(Small Business)으로 재정적 어려움과 대출금과 이자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증명

한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최근 6개월간의 채무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수 있도록 최대 $35,000까지 수수료와 이자 없이 지원되며 대출 

후 1년 동안은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아도 된다. 상환은 1년부터 5년까지 분할로 할 수 있다.

ARC 규정 재정 문제 유형

- 20% 이상의 수익감소(12개월)

- 20% 이상 고객감소(12개월)

- 20% 이상 사업비용 증가(12개월)

- 운전자금 또는 단기 신용편의 20% 이상 증가

- 매출 총이익률 20% 이상 하락

- 가동률 20% 이상 하락

- 신용제한으로 인한 부채 구조조정이 어려운 경우

- 직원 감소와 일시적 재정 문제

2)	EU

유럽은 중소기업법( Small Business Act ; SBA)의 10원칙 ‘도산한 정직한 기업가에게 빠른 시일 내에 재도

전의 기회를 부여한다’에 따라 지원 정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회원국의 우수 사례를 소개하여 ‘재도전 기회부

여’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홍보함에 따라, 공공 캠페인 등을 통하여 ‘재도전기회 부여’에 의한 사회의 긍정적인 인

식 확산을 도모하고, 법적 부도처리 절차를 1년 내에 끝내도록 노력하며, 재도전 기업가가 공공지원 등에서 신규 

창업 기업가와 동등한 대우를 받도록 보장해 준다. ( 한국무역회, 2008 )

 EC(유럽위원회)는 중소기업 법을 제정하여 유럽 내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하고 있으며 파산에 직면한 성

실한 기업가의 재도전 보장의 주요 원칙을 규정하여 실패기업인의 재도전 지원 법률적 기초 기반이 되었고 그 후 

전문가 그룹의 리포트 발표를 통해 예방, 법정 밖 화해, 법정내 절차 및 파산기업의 처리와 재도전을 위한 조건을 

권고하여 EU내 재도전 지원 계기를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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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그룹 리포트(A second chance for entrepreneurs)>

처리	및	

재도전

-		기업실패는	대부분	기업가의	무능보다	외부	환경에	기인한다.	법률과	지원	프로그램은	기업가적	실패와	개인적	실패를	

구분해야	한다.

-	재도전을	위해	금융에	대한	접근이	중요하다.	자금과	현금	및	신용거래	등의	제약이	없이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권고사항

-		회원국은	예방,	파산이후	재도전,	법정	밖	화해,	법정	절차에	순서에	따라	중소기업	지원	개입	우선순위를	두어야	하며,	

적절한	프로그램과	정책	고려

-	정직한	기업가를	위해	최대	3년간	합리적	채무	면제	및	조정	필요

-	정직과	부정직한	파산의	구별을	위한	단호한	조치	필요

-	중소기업에	대한	재가비용이	낮도록	해결책을	입법

-	법정	밖	화해는	채무	액수에	관계없이	모든	채무자가	활용	가능해야	함

-	지급불능	절차는	전문	판사에	의해	수행되어야	함

-	EC	모범사례	및	정보를	회원국과	지속	교환	

2014년 EC는 기업의 예방적 구조조정과 성실한 파산기업에 대한 재도전 기회 부여를 위한 제도를 주요 내용

으로 권고안을 제시하고 효율적인 제도를 권고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EU 각 국가들이 재도전 지원 기회를 부여

하고 있다.

<유럽 각 국가별 재도전 지원 항목>

구분 EU내	재도전	중점	항목별	지원	국가

재도전

창업자금
벨기에,	아이슬란드,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리투아니아,	

몰타,	포르투갈,	스페인,	스웨덴

자금지원	접근성 아일랜드

파산절파	중	새	회사	창업 몰타,	슬로바키아,	영국

인식제고 크로아티아,	프랑스,	독일,	리투아니아

재도전	코칭	및	교육 독일,	벨기에,	룩셈부르크

부정직	데이터	삭제 프랑스

재창업	선발	기준 독일				

공공	지원	대책 에스토니아,	독일,	라트비아,	라투아니아,스페인,	스웨덴

재도전 기회 부여 정책에 많은 국가들이 동참하고 있고 재도전 창업자금에 정책을 집중한 나라가 많음을 알 

수 있어서 창업 자금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일깨워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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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본

일본의 재기지원제도와 관련된 부분을 요약해 보면 아래와 같은 것을 들 수 있다.

 <일본의 재기지원제도 요약>

제도(주관기관) 개요 지원대상 지원내용

중소기업재생

펀드

(펀드운용회사	및	

금융기관)

-	1998년	1세대	청산형	펀드조성

-		사업재생을	지향하는	펀드로	

Equity형과	Debt형으로	구분

-		Equity형	펀드:	대기업이나	

일정규모	이상의	중견기업

-		Debt형	펀드:	대부분	중견기업	

이하기업

-		Equity형	펀드:	사업에	직접	

관여하면서	다소	오랜	

시간(3~5년)동안	사업을	

재생시키고	사업의	가치를	

향상시킴(지분투자	및	경영자	파견)

-		Debt형	펀드:	금유익관으로부터	

재생대상기업용	대부채권을	

액면가보다	낮은	가격에	매입,	

재무지원,	모니터링	등으로	

대상기업에	대한	관리	수행

중소기업재생

지원	협의회

(경제산업성)

-		2003년	산업활력재생특별	

조치법에	의해	설립

-		우수한	경영자원에도	불구하고	

경영이	부진한	중소	기업을	

선정하여	재생프로그램	지원

-		사업재생의	의욕이	있는	

중소기업인

-	1	차	창구상담을	통한	면담	및	제출	

자료의	분석을	통해	경영상의	

문제점	도출

-			2차	전문가	개별지원팀을	구성하여	

구체적인	재생계획

제2회사	방식에	

의한	

중소기업재생	

사업(경제산업성)

-		2009년	산업활력재생특별	

조치법에	의해	추친

-		재무상황이	악화된	기업의	

사업을	분리하여	가능성	있는	

부분을	다른	사업자(제2회사)가	

승계하도록	하고,	나쁜	부분은	

청산절차를	밝음

-		산업활력재생특별조치법에	

의해	사업의	승계를	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		기존	회사가	승계를	함으로써	

부채로부터	분리,	제2회사가	승계후	

경영개선

-		인허가	지위의	승계,	금융지원	

(신용보증,	제2회사특별융자,	

주신보유에	대한	자본금	한도	인상),	

조세부담완화	

재도전자금융자	

사업	

(정책금융기관)

-		경영에	실패한	기업가를	

대상으로	담보부족과	위험	

상황에도	적극	융자하는	제도

-	대출한도	7억	2천만엔

-	재도전	기업인

-		대출	수	2년간	원리금	상환을	

유에하고	성공한	사람에	대해	그에	

상응하는	금리를	적용하는	

‘성공지불형	제도’를	도입하여	고정	

금리형과	선택제로	운영

위 재도전 지원제도 중 재창업 기업인을 위한 금융지원 사업은 재도전 자금 융자 사업이다. 중소기업금융공

고 국민생활금융공고 등에서 실패한 기업가를 자금 지원하는 제도이다. 위험 담보부족 등에 의한 추가 금리를 

낮추는 동시에 과거 채무가 남아 있는 경우 변제자금도 융자 대상이며 2년간 원리금 상환을 유예해 준다. 

성공할 경우 그에 맞는 금리를 적용하는 성공형 지불제도와 고정금리형과 선택 할 수 있다.

대출한도는 7.2억 엔으로 대출기간은 고정금리형 설비투자자금은 15년, 운전자금은 7년이고 성공보수형은 

7년이다. 대출 금리는 0.3%이다(3년 후부터는 성공정도에 따라 특별금리 적용). 융자를 받기 위하여 보증제도가 

필요한데, 첫째, 경영자의 본인보증을 면제하는 제도로써, 소기업 금융공고가 창업 등의 지원을 위해 정기적인 

재무보고를 하는 조건으로 본인 보증을 면제하는 제도(보증인 유예 특례) 이다. 국민생활금융공고가 사업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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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에 근거하여 창업자에게 무담보 무보증의 융자를 실시하는 제도(신창업 융자제도)로 자기 자금요건을 완화

하고 대출한도를 끌어 올리는 등의 확충을 도모한다.

제3자 보증인이 필요 없는 융자보증제도는 국민생활금융공고에서 제3자 보증인이 필요 없는 융자제도의 대

출한도를 확대함과 동시에 추가 금리를 낮춘 프로그램이다. 유동자산 담보보증제는 중소기업이 가진 약 140조 

엔의 재고 외상매출채권을 활용하기 위해 외상매출 채권담보융자 보증 제도를 확충하고, 재고(재고정리자산)를 

담보로 하는 융자에서 보증실시를 가능하게 하였다. (일본 소기업청, 2007)

<일본공고의 도산방지 및 재도전 지원 자금>

지원자금 지원대상 대출한도 대출기간 대출금리

재도전지원자금 재도전기업가 7억	2천만엔

-		고정글미형:	설비	

15년,	운전	7년

-		성공보수형:	7년

기준금리	0.3%	(단,	3년	

후부터	성공도에	대앙한	

특별금리)

Safetynet

경영환경변화

대응자금

일시적	매출감소,	기타	사회적	

요인에	의한	일시적	자금난	

대처

7억	2천만엔 설비	15년,	운전	7년

기준금리	(장기운전자금:	

상한	금리	3%적용)

금융환경변화

대응자금

금융환경	변화에	따른	일시적	

자금난	대처
3억엔 설비	15년,	운전	7년

거래기업도산

대응자금

거래기업	도산에	따른	자금난	

대처
1억	5천만엔 운전	8년 기준금리	도산대책금리

사업재생지원자금 민사재생법	규정에	따른	지원 7억	2천만엔 설비	10년,	운전	5년
기준금리	+2.5%	(상한	4%)

기준금리	+1.0%	(상한	4%)

기업재생·사업승계	

지원자금

경영개선	및	경영재건,	

사업승계,	경영안정을	위한	

자기주식취득	등	지원

7억	2천만엔
설비	20년,	운전	

10년

기준금리	(상한	4%),	

특별금리	(상한	4%)	①,③

주)	2010년	2월	기준,	기준금리는	1.75%~2.65%범위에서	대출기간에	따라	차등함,	특별금리	①은	1.35%~2.65%범위에서	대출기간에	따라	차등함.	특별금리	②,③은	

각각	1.10%~2.40%,	0.85%~2.15%	범위임.	실제	적용금리는	해당	중소기업의	담보	유·무	및	신용도에	따라서	달라짐.	자료:	일본정책금융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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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재창업	대표	설문조사,	면담	및	재창업	사례

가.	서울	창업허브	재창업자	입주기업	설문조사	및	면담	결과

참석자 : 서울 창업허브 입주자 대표 

 서울시 재창업포럼 위원 

미팅일시 : 2017년 7월 21일/8월 21일(2회 4시간)

  간단한 설문 조사와 2번의 간담회를 통하여 어려운 환경 속에서 재창업에 진입한 대표님들의 

재창업 환경을 분석하여 보았다.

여러 차례 입주기업체 전체와 미팅을 주선 요청했지만 바쁜 일정으로 인해 면담을 하기가 어려웠고 협조를 

받기가 어려웠다. 바쁘신 와중에 간담회 및 설문 조사에 참여해 주신 대표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이분

들을 통해 현재 재창업 환경과 예비 재창업 후보자들이 재창업 환경에 대해 어떤 느낌을 가지고 있는지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

참석하신 대표님들의 연령대는 50대가 세 분이고 60대가 한 분으로 전문대졸 이상의 학력을 소지하고 계셨

으며 최초 창업을 하실 때는 30대가 세 분이셨고 40대가 한 분으로 비교적 젊은 나이에 창업을 하신 분들 이었다.

창업하기 전에는 대부분이 대기업에 근무하였던 분들이고 한 분만 중소기업에 근무한 경험이 있으신 분으로 

대부분이 수도권 소재의 제조업 기반의 창업을 하셨고 한분만 서비스업 관련 업종으로 창업을 하셨던 분이다.

 창업 준비기간을 보면 1년 미만이 두 분이고 2년 미만이 세 분으로 비교적 창업 준비 기간이 짧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창업 준비자금은 5천만 원 미만이 두 분이셨고 5천~1억이 한 분 1억~2억이 한 분으로 대부분의 자금은 본인 

스스로 준비하셨고 일부 가족 친척과 지인의 도움을 바탕을 창업 자금을 준비한 경우였다. 따라서 자기자금 비

율이 80% 이상인 분이 두 분 계셨고 나머지 분들은 20%~40%가 자기 자본 비율을 가지고 있는 상태로 창업을 

하셨다고 하였다.

대부분이 대기업에 하청을 받지 않는 독립 기업 형태였고 한 개 기업만이 대기업의 1차 협력 기업인 형태였다.

폐업의 가장 큰 원인은 외부환경 악화가 1순위로 꼽혔고 경영능력 부족과 도산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폐업 시에

는 모두 다 일반 중소기업 형태였으며 한 개 회사만 서비스 회사였고 다들 제조업 중심의 중소기업을 유지하고 있

었으며 10인 미만의 중소기업이 2군데 10~25인 미만 한군데 25~50인 미만 한군데로서 사업실패의 가장 중요

한 요인은 인력 부분에서는 대표이사의 잘못으로 꼽고 있어서 기업가로서 주인의식은 투철하였으며 남을 탓하기 

보다는 자기 자신의 책임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자금 부분은 자기자본이 부족하여 실패하였다는 분이 3분이고 

융자부족을 자금 원인으로 보신 분이 한 분 이었다.

기술적인 부분에서는 기술개발 인력 부족이 한 분, 기술 개발자금 부족을 원인으로 보신 분이 두 분, 기술 선

택 잘못을 원인으로 보신 분이 한 분 계셔서 각자 회사마다 특성이 다르게 나타났다.

판로 측면에서는 거래처 중단이나 축소 등으로 애로를 제일 많이 겪었고 지나친 단가인하와 영업능력 부족

을 각각 원인으로 들고 있어 각 회사에 상황에 따라 그 원인이 틀린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리더십 부분에서는 자금관리능력 부족이 가장 큰 요인이라고 보고 있으며 이러한 여러 가지 실패 원인 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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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큰 요인은 자금, 판로, CEO 리더십 순으로 꼽았다.

폐업 준비 기간은 모든 업체가 6개월~12개월의 시간을 소비 하였으며 폐업 시에는 미지불금, 세금체납 및 차

입금 등이 있었고 연대보증이 문제가 없으신 대표님이 두 분 계셨고 본인만 연대 보증인으로 계신분이 두 분으로 

재창업에 성공하신 분들은 연대보증에서 좀 더 자유로운 분들이 쉽게 재창업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을 알 수 있

었다.

폐업 당시 부채 규모는 1억~10억 사이에 분포해 있어서 다른 연구 조사 기관의 평균 부채금액 8.8억과 비교

가 되었다.

폐업 시기에 대해서는 모든 분이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여 폐업에 대한 주변의 도움이 있었다면 좀 더 빨리 재

창업을 할 수 있는 좋은 조건에서 폐업을 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서 다시 재창업을 하려면 회사가 

어려움에 직면 했을 때 숨기지 말고 다음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상황에서 밑바닥까지 가는 아주 나쁜 상황의 신용

불량자가 되지 않고 폐업하여 재창업에 도전할 수 있는 시기를 당길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그러기 위해서는 

실패기업인에 대한 인식 변화와 연대보증과 부종성 및 세무 채무에 대한 문제가 사전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재창업에 진입하신 분들이어서 현재는 채무가 다 정리되신 분이 두 분 이셨고 나머지 분들은 아직 일부분의 

채무를 가지고 있으며 재창업시 개인회생 절차를 거치신 분이 한분만 있었고 나머지 분은 신용회복 절차를 거치

지 않으시고 어려운 상황에서 열심히 오랜 기간 동안 부채 청산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여 스스로 부채를 해결하신 

분들이었다.

재창업은 2017년도에 하셨고 재창업하기까지 걸린 시간을 보면 5년 이상이 두 분이나 되었고 18년 되신 분도 

있어서 부채 청산, 신용회복 및 자금 준비에 정말 오래 시간이 걸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폐업 후 재창업 하기 전까지 주로 하신 일들을 보면 재기 자금 마련, 경영 능력 보완, 새로운 사업 아이템 발

굴, 신용회복 및 기존 거래처와 신뢰관계 회복 등에 중점을 두고 준비 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재창업을 한 가

장 중요한 이유는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한 보람을 들고 있어서 재창업까지 오신 분들은 기업가정신이 투철한 사업

가로서 기본 정신이 배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한번 실패한 분들로서 재창업시 가장 큰 걸림돌은 재창업시 필요한 자금 조달을 1순위로 들고 있으며 그 다

음으로 신용불량에 따른 금융거래 불가능과 가족들의 반대를 들고 있어 사업 실패로 인한 고통이 본인뿐만 아니

라 가족들에게도 심각한 어려움으로 다가왔던 것을 알 수 있었다.

재창업 아이템으로는 대부분 제조 서비스업을 선택하였고 새로운 아이템의 선정 배경은 기존의 사업 경험을 

살릴 수 있고 본인이 적성이나 능력이 맞으며 미래 성장성이 있는 아이템을 선정하였다고 한다.

초기 창업 상태라 종업원 5인 미만의 소기업 형태로 수도권에 소재지를 두고 있으며 회사 명의는 모두 다 본인 명

의로 되어 있으며 재창업 당시에 연대보증은 본인만 한 경우가 한 분 나머지 분들은 다행히도 연대 보증이 없었다.

창업자금은 모두 5천만 원 미만으로 시작하였고 창업 자금은 본인 스스로 마련하였으며 재창업은 기존 사업

의 경험이 크게 도움이 되었다고 하였다.

재창업 후 가장 큰 애로 사항은 자금 확보, 인력확보 및 판로확보 순으로 애로를 겪고 있다고 하였다.

재창업 후 경영 정상궤도에 오르기 위해서는 5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는 곳과 2~3년 및 1~2년으

로 보는 분들도 있어 아직 미래에 대한 확실한 일정은 누구도 정확하게 예측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재창업 후 경영이 정상궤도에 오르기까지 지원자금의 규모에 대해서는 2~3억 정도로 예측하시는 분과 

5~10억 정도로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서 사업의 성격과 그 규모에 따라 자금의 규모가 틀려 진다는 것을 알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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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으며 필요 자금 규모 대비 매출이 없는 상태에서 필요한 자금을 충분히 지원받기에는 너무 어렵고 지원 자금 

규모가 너무 작아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모두 다 강력하게 요청하였다. 사업이 제대로 성공하려면 

자금을 찔끔찔끔 지원하지 말고 충분하게 지속적으로 지원해야 사업이 정상궤도에 오를 수 있으며 특별히 재창

업의 경우에는 신용불량과 실패시 어려워진 주변 지인들과의 관계 때문에 자본 조달이 쉽지 않음으로 사업아이

템의 장점과 기업가의 경영능력 평가만으로 사업이 정상 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최소한의 비용은 지속적으로 지

원하여야 재창업 기업이 정상적인 궤도에 오를 수 있을 것으로 보였다.

재창업을 시작하신 분들은 작은 금액이긴 하지만 정부 지원도 받고 사무실 지원도 받을 수 있어서 아주 좋은 

조건에 놓여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었으며 그러지 못한 실패 기업인들의 경우에는 재창업에 대한 강한 열망이 있

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환경에서 재창업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열악한 조건 속에서 생존을 위해 자포자기 한 상

태에서 어려운 삶을 영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재창업 지원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으로는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력을 들고 있으며 더

불어 뛰어난 경영능력도 요인으로 꼽고 있다.

재창업 지원금을 받은 기업들은 대부분 특허를 보유하고 있었다. 재창업 자금 지원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는 

신청자격이 까다롭고, 지원 자금이 소요자금에 비해서 크게 부족하며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에 대한 홍보가 부

족하여 실패한 기업인들이 좋은 사업 아이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로 인한 어려운 환경에서 자포자기한 상

태에서 이런 기회를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실패한 기업인을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하여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정부에서 국민의 세금으로 실패한 기업인에게 자금 지원 시에 아무에게나 무한정 지원을 할 수가 없음으로 

재창업 기업인의 기술 사업성 여부를 잘 판단하고 경영자의 경영능력과 재창업 경영자의 도덕성을 기준으로 하

여 재창업 자금지원을 연대보증 없이 하여 주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피력하였다.  

나.	재창업	사례

2017년 재창업에 진입한 4분 대표의 재창업 진입 사례에 대해 정리하여 주셔서 아래와 같이 정리 하였다.

1)	A업체의	K대표	사례

(1)	실패원인

• 기존 운영 기업은 건설사와 엔지니어링 회사의 하청업체로서 수주 일정에 맞춰 긴급 제작, 설치, 납품해야 

할 뿐 아니라, 어음 수취로 운영자금 압박 많았음.   

• 과거 기업을 운영하면서 사업영역 전 분야에 걸쳐 직접 경험하고, 시공하고, 결정하는 습관이 있어서 직원

들에게 권한 위임이나 역량 강화 등 추진하지 못 함.

• 1997년 말의 IMF 여파로 인해 수취 어음이 부도처리 되어서 운영자금 부족으로 1998년 11월 폐업하게 되

었음.

(2)	재창업

• 1998년11월 폐업 이후 ‘전기공사현장’과 ‘에너지진단’ 분야에서 프리랜서로 15년간 종사하면서 부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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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말에 상환함.

• 2000년도부터 전기공사현장과 에너지진단의 업체에서 근무하면서 보고 듣고 경험한 각종 전기 안전사고

를 바탕으로, 발명특허 6건을 등록하고, PCT 출원 1건, 관련제품 시제품 1건을 제작하였음. 

•시제품에 대해 주변 관련업체 등으로부터 성공 가능성을 확인 받음.

• 프리랜서 활동을 통해 자본금을 적립하고, 체계적으로 2015~2016년 3회에 걸쳐 창업교육을 받고 2017

년 4월 창업진흥원에서 자금지원을 받아서 창업함.

2)	B업체의	K대표	사례

(1)	실패	원인

• 공과대학을 졸업후 대기업에 입사하여 10여년의 엔지니어 생활을 마치고 2003년 비료제조회사를 창업하

여 직접 개발한 비료를 생산 판매하였다. 수요자였던 농민들이 겨울철 난방용 기름값 부담에 힘들어 하며 

고효율 보일러 개발을 추천하여 전공을 살려 전기보일러 개발을 시작함.

• 3년 동안의 연구개발을 거쳐 탄소섬유 발열체와 보조소재인 세라믹 지지대를 초기 시제품을 제작 농업기

술원과 시설하우스 딸기농가에 설치하여 테스트 결과 제품의 성능이나 편의성에 대해 고객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음.

• 우수한 성능에만 집중하여 타사 제품 및 유류보일러 대비 가격 경쟁력을 미확보 시장 진입이 지지부진 하

였으나 당시 영업담당 이사의 제품이 좋으니 곧 매출이 일어날 것이라는 호언장담을 믿고 있다가 실기한 후 

고객의 반응을 들어본 결과 가격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고 제조원가를 낮춘 2차 제품을 개발 제작하고 특

허 등록도 하였으나 이미 자본금과 차입금이 소진되어 폐업을 하게 됨.

• 당시엔 기술개발에 정부지원 사업이 있다는 것을 몰라서 자체비용으로만 개발하다 보니 시장 진입을 눈앞

에 두고 실패를 받아들이게 되었음.

<실패원인>

기술 경영	

-	기술만	우선

-	자체연구개발에	집착	

-	국가	R&D지원	사업	미참여

-	관리시스템	부재

-	영업조직	구성	미흡

-	현장	수요자와의	소통부족

-	가격저항	해소에	대한	노력	소홀

-	현장상황에	대한	빠른	대응조치미흡

(2)	재창업

 사업은 좋은 제품뿐만 아니라 관리시스템이 제대로 작동을 하여야만 한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고 그동안 

친구의 공장에서 기계가공 일을 도와주며 가공공정과 단가를 줄이는 연구를 거듭하여 제조원가를 낮춘 공정과 

구조를 완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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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창업	결심사항	:

첫째, 개발뿐만 아니라 경영, 영업, 자금 및 사이클에 대한 철저한 관리. 

둘째, 제품개발에 있어서는 바로 지금 실행한다는 자세로 연구노력. 

셋째, 고객의 의견은 항상 직접 만나보고 들어야겠다는 다짐을 함.

재창업을 하게 된 동기는 그 동안 많은 시간과 자금을 들여서 개발한 제품, 그리고 고객을 놓치고 싶지 않았

고,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는 분야에서 조금만 더 노력하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기존 제품의 부족했

던 부분을 보완 개선하여 재창업을 하게 됨.

재창업을 하기 전에 반드시 성공하고자 여러 차례 창업교육과 멘토링을 받아 실패의 원인을 해소하였고, 재

기중소기업경영자 힐링 캠프에서 마음의 근육도 키웠으며, 창진원에서 재도전성공패키지로 5천만 원을 지원 받

아 제품을 완성하여 가고 있는 단계에 있음.

사업의 일차적인 목표는 완성을 눈앞에 두고 중단했던 제품의 완성도를 높여 시장에 진입함과 동시에 그동

안 시장변화에 대응하는 제품을 개발하여 출시하여 1차 3년 이내 연매출 15억 원 달성 후  중견 에너지기업으로 

성장하는 것이 목표임.

2017년 8월 현재 서울창업허브에 입주하였으며 창진원과 서울시의 도움으로 무럭무럭 자라고 있는 신생 기

업으로서 힘찬 도약을 위해 열심히 뛰고 있음.

3)	C업체의	S대표	사례

(1)	실패	원인

•대표이사의 교만에 의한 성급한 선택.

 경영 체크리스트와 각 요소별 철저한 검증, 논의와 의견수렴 후 의사결정을 해 위험을 최소화 했어야 하는데 

이 정도면 됐다는 성급한 판단에 의한 잘못된 선택으로 사업 실패.(대기업과 구두계약만으로 성급한 사업진행)

(2)	재창업

•이전 사업에 있었던 여러 현실적 문제를 복기하고 하나씩 해결하며 재기 의지를 다짐. 

•먼저 변한 트렌드를 이해하고 사업방향을 수립하기 위해 개인 학습과 많은 대외 전문가를 통한 자문. 

•과정에서 재창업을 가능하게 하는 각종 지원사업과 체계적인 양성 모델을 인지 

•적극적인 정보 확보를 통해 사업의 내용을 이해한 후 현실에 가장 적합한 지원 사업에 도전함. 

 창업허브 입주 업체로 선정 후 창업자금과 전문 재교육, 그리고 다양한 창업지원을 활용해 현재 R&D 단계

를 수행하고 있으며 아직 초기 단계에 불과하지만 한 단계씩 견고히 올라가 최종 목표를 반드시 달성하겠다

는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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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D업체의	G대표	사례

(1)	실패원인

•‘괜찮겠지’ 하는 개발자의 안이한 생각.

•부가가치 창출의 불확실로 인한 전문 인력 확보의 어려움.

•업무를 분리하지 못하여 관리를 시스템화 할 수 없었다.

•조바심에 의한 전문 인력 검증 없이 무한히 신뢰한 사람에게 업무와 현금 개발 관련 등의 사기를 당함.

•오랜 시간 소송으로 인한 에너지 소모로 지쳐 있었음.

•개발에 계속 투자 할 여력 부족.

•지출이 매출보다 많았던 주먹구구식 관리. 

•전세금까지 신제품 개발에 다 쏟아 부어야 할 정도까지 재정 악화.

(2)	재창업

•기존 거래한 업체의 영업망 활용 가능.

•이미 개발 한 거래 업체들과의 경험과 기술의 노하우 활용 가능.

•기존 제품대비 신제품의 기능이 향상되어 제품 경쟁력 있음.

 •기존 업체들로부터 제품 개발에 대한 적극적인 요청받음. 

•주위 분들이 도움을 주겠다고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줌.

•재창업을 위한 사업자 등록의 용기 있는 결단.

• 한 사람의 개발자로서 언제라도 해야 되는 일이라는 사명감이 있었고 먼저 목표를 정하고 열심히 하겠다는 

열정이 있었음.

•기존 개발제품을 활용하는 방식으로는 미래를 보장할 수 없어 성장을 위해 더이상 창업을 미룰 수 없었음.

•정부에서 지원을 받아서 신제품 개발에 투자할 여력이 생김.



137

둘, 재창업분과

[Ⅲ 결 론 ]

1.	시사점

최근 가장 많이 회자되고 있는 용어는 제4차 산업혁명일 것이다. 이제는 좋거나 싫거나 4차 산업혁명의 물결 

속에서 우리는 생존을 해야 한다. 하지만 불행스럽게도 4차 산업혁명에 융합된 첨단 기술의 결과는 인간의 일로

부터 해방이다. 굉장히 고마운 일이다. 어렵고 힘든 일을 첨단설비가 다 알아서 해주니 얼마나 고마운 일인가. 땀

을 뻘뻘 흘리며 운동을 하는 모습을 보고 힘들고 어려운 일은 하인 시키지 왜 저렇게 힘든 일을 하는지 모르겠다

는 옛날 개화기의 양반들의 말이 생각난다. 고마운 일이다 하지만 반대급부로 인간이 이때까지 열심히 노력하여 

이루어 왔던 대부분의 일자리를 빼앗기게 되는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인공지능, 딥러닝, 사물인터넷, 초연결, 빅

데이터, 로봇, 드론, 3D프린터, 스마트팩토리, 스마트팜, 스마트홈, 등의 4차 산업혁명의 첨단기술 홍수 속에서 

미래에 인간이 설 자리는 별로 많아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4차 산업혁명시대에 인간이 스스로의 일을 찾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기계가 할 수 없는 창의적

인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한 창업이라고 할 수 있다. 자동화된 첨단기술에 밀려 오랜 경험과 기술을 가진 많은 사

람들이 이제는 창업이라는 길을 통해 스스로의 미래 일거리를 찾아야 하는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인간은 태어나서 걷기까지 사람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수없이 넘어지고 일어나는 시행착오를 거쳐

서야 비로소 걷게 된다. 에디슨도 전구를 실용화할 때까지 엄청나게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서 마침내 성공하게 되

었다고 한다.

창업도 마찬가지이다. 한 번의 창업으로 바로 성공을 하면 다행이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게 쉽게 성공하

기는 어렵다. 수많은 창업기업인들이 실패 경험을 통해서 살아있는 지식을 습득하게 되고 그 결과로써 성공한 기

업가로 거듭날 수 있다. 때문에 이런 재창업 환경을 개선하여 실패한 기업인이 어려운 조건하에서도 좌절하지 않

고 다시 재창업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서 적극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동안 많은 정부 관계 부처에서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 우리나라의 열악한 재창업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많은 연구와 노력을 하여왔다. 어느 한 부서의 노력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관계된 여러 부서의 노력이 필요하

다. 중기청, 중소기업진흥공단, 창업진흥원, 중소기업기술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 많은 관련 기관이 관련되어 있으며 지방자치 단체에서도 이와 관련 많은 업무들을 하고 있다.

서울시에서 이러한 창업 환경개선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많은 노력을 관계기관들과 같이 하고 있으며 특히 올

해 마포에 창업허브센터를 개소함으로써 한자리에서 예비창업기업인들이 창업에 관련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

록 해주고 있어서 재창업 기업인들도 예전 보다는 쉽게 재창업에 도전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재창업 기업인 들이 함께 입주해 있으면서 서로의 어려운 상황을 서로 이해해주며, 서로가 각 기업의 멘

토 역할을 하여 상생의 길을 걸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아주 좋은 결과가 기대된다. 시작은 작은 숫자이지만 

점점 더 그 규모를 늘려나가기를 기대해 본다.

중소기흥진흥공단에서는 재도전종합지원센터를 전국에 7개 개소하여 재기중소기업인들의 재창업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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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악조건에 처해 있는 재기 예비기업인들이 재창업에 도전하기에는 많은 고통과 어려

움이 있고 재창업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선진 국가들에 비해 실패한 기업인들에 대한 따가운 시선과 실패로 

인한 연대보증 및 부종성 문제로 인한 채무와 세금 문제 등으로 주어진 환경으로부터 벗어나 재 창업의 길로 들

어서기는 쉽지만 않은 길임을 폐업자 수와 재창업자 수의 통계를 통해서 알 수 있다.

재창업에 필요한 환경 분석, 신용회복, 해외 신용회복제도, 우리나라 재창업 지원제도, 해외 국가들의 제창

업 지원제도 및 현장간담회 및 설문조사를 통해 현재 재창업 환경에 대한 인지를 하였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

에도 부처별로 산재된 재창업 지원 제도 때문에 많은 기관을 찾아다니면서 직접 부딪쳐 봐야 한다는 것이 아쉬움

으로 남는다.

어떤 재창업 대표가 말하기를 정부지원 자금이 내 사업과 어떻게 매칭 되고 어느 기관에서 지원하는지를 이

해하는데 7개월이 걸렸다고 하는 말을 들으면서 재창업 지원을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효율적으로 잘 해야 

효과가 클 수 있다는 것을 느꼈다.

또한 실패한 기업인에 대한 시각도 기업인의 잘못이 아니라 투자한 기관이 잘못 심사하여 투자한 것이라는 

인식으로 바뀌어야 한다. 실패한 기업인에게 모든 책임을 묻겠다는 식의 환경에서는 아무도 기업의 대표로 선뜻 

나서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사전에 철저한 검증은 하되 최선의 노력을 다한 성실경영 기업인에게는 재창업 기회

를 줄 수 있도록 기업대표에 대한 연대보증도 이제는 폐지하고 세금문제도 해결해 주어 법인의 실패가 개인의 실

패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여 한번 실패하더라도 다시 우뚝 일어설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재창업 기업인들이 많

이 나올 수 있고 그러한 재창업 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끊임 없이 더 많은 연구와 노력을 지속 하여야 한다

2.	재창업	활성화	방안

가.	효율적인	재창업	교육

실패 기업인 대상의 많은 재창업교육이 생겨났고 이를 이수해야만 재창업 기금을 지원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재창업 관련 교육은 받고 있으나 실패 기업인의 경우 이미 다양한 실무 경험이 있고 일부 분야에 있어서는 전문가 

수준의 지식을 보유한 분들도 있기 때문에 효율성과 효과성 측면에서 현재의 교육은 문제가 있고 재창업 기업인

들이 원하는 교육과는 괴리감이 있다. 즉 재창업 교육은 피교육자들이 원하는 교육내용이 무엇인가를 사전에 파

악하고 교육생들의 요구 사항을 반영한 맞춤식 교육이 필요하다. 재창업 지원금을 받기 위한 형식적인 교육이 아

니라 실패 원인을 파악하고 각 개인별 재창업시 취약 부분에 대한 니즈를 파악하여 몇 개의 그룹으로 나누어서 

각 그룹의 요구 수준에 맞는 그룹별 맞춤 교육 형태로 진행하여야 그 효과가 크게 나타날 수 있다. 

또한 그룹별 동일 관심사로 인해 네트워킹도 저절로 형성되어 서로의 관심 사항에 대해 각자의 경험을 바탕

으로 자율멘토링 효과도 볼 수 있음으로 재창업 교육은 전체를 대상으로 획일화된 일방적인 전달 교육이 아니라 

교육생 각자에게 가장 절실한 부분을 찾아 해결해 줄 수 있는 맞춤식 교육 형태로 바뀌어야 한다.

나.	지원	자금의	성격	변경

재창업 기업인들에게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일은 사업자금을 충분히 지원 받는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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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자금지원은 투자가 아니라 보증대출의 형태를 띠고 있다. 재창업 기업인에게는 주변에 충분한 자금 지원할 

여력이 되는 분들이 별로 없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재창업 기업에게 자금 지원을 할 때에는 기업체 대

표에게 많은 부담이 가는 대출이 아니라 정확한 기술가치 평가를 통하여 실패시 위험을 감수하는 투자로 그 자

금지원 성격이 바뀌어야 한다. 사업의 실패시 위험도 같이 감수하는 투자로 자금지원을 하여야 하고 성실하고 열

심히 노력한 창업자에게는 나중에 실패를 하더라도 그 책임을 전가시키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자금 지원을 

투자로 받음으로서 창업 기업의 재무 구조가 개선되고, 창업자는 사업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되어 기업을 더 빨리 

정상 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하게 될 것이다. 꼭 자금 회수가 필요하고 창업자의 사업내용이 믿음이 가지 않아 연

대보증이 필요할 정도의 사업이라면 어설프게 자금지원을 하여 한 사람의 인생을 망치치 말고 은행에 넣어 두는 

게 나을 것이다. 공정한 평가를 통하여 자금 투자를 하고 실패시 그 책임은 경영자 책임이 아니라 투자의 실패로 

생각하는 인식 전환과 자금지원 환경 변화가 필요하다. 

각 기관별로 나뉘어져 있는 자금지원을 창구를 일원화 하고 심사 부서는 자금의 성격에 맞게 나누어서 심사

함으로서 재창업 기업인이 산재해 있는 자금을 지원받기 위해 이 기관 저 기관을 찾아 유랑하면서 비슷한 성격의 

서류를 그 기관의 입맛에 맞게 밤새워 수정하여 반복적으로 작성하면서 많은 시간을 낭비하는 일을 줄일 수 있

도록 해야 한다.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창업관련 자금만이라도 신용회복에 상관없이 기술의 우수성과 창업기업인의 경영 능

력만 보고 자금 지원을 해주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투자자의 책임으로 생각하면 재창업의 기회도 많이 만들 수 

있고 능력 있는 실패한 기업인들이 재도전을 많이 하게 될 것이다.

	다.	신용회복	제도의	활성화

기업이 회생이 불가한 경우 파산신청을 하거나 개인 회생을 신청하여 신용회복을 하여야만 재창업을 할 수 

있는데 이러한 과정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수년간 과도한 채무를 떠안고 혼자서 스스로 고생하면서 채무를 갚기 

위해서 노력하는 기업인들이 많이 있고 이로 인하여 재창업에 이르기까지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것을 볼 수 있

다. 또한 절망적인 상황을 견디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거나 자포자기한 상태에서 재창업은 엄두도 내지 못

하고 밑바닥 생활을 하면서 인생을 포기하고 지내는 경우도 많다. 미국은 실패를 창업에 있어서 소중한 자산으

로 인식하고 기업의 실패는 기업인의 실패가 아니라 투자자의 실패로 본다. 

성실 실패 경영인에 대해 재창업의 기회를 많이 주기 위하여 기업이 실패를 하게 되면 신용회복위원회를 통

해 신용회복 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여 성실하게 최선의 노력을 다한 실패기업인 들이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존엄성은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이 과정을 통해서 투자자도 모든 기업의 실패 책임을 기업

대표의 연대보증 제도를 이용하여 기업인에게 전가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실패한 기업인에게 모든 결과에 대

한 책임을 묻는 과도한 책임전가를 들어 줌으로서 다시 한 번 재도전 기회를 가질 수 있고 재창업을 활성화 할 수 

있을 것이다.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창업허브 및 관련 센터에 신용회복상담사들이 상주하면서 재창업 컨설팅에 참여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한 가지 방안이 될 수가 있다. 성실실패자에게는 또한 신용불량 기록을 삭제하거나 일정기

간 동안 신용불량 기록을 볼 수 없도록 유예하는 등의 재창업에 걸림돌이 되는 사항에 대해 적극적인 검토와 조

치가 필요하다. 어떤 조건이 되면 해준다는 조건부 지원을 하지 말고 사전에 철저한 검증을 통해 지원을 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투자의 잘못으로 인식하는 제도 및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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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멘토	제도	보완

많은 자금 지원과 더불어 각 기관별 멘토링 제도가 활성화 되어 있지만 그 회수가 3회 또는 5회 정도로 제한

되어 있어서 창업 기업이 각 단계별 필요시 멘토를 재지원 받기가 번거로움으로 창업 기업의 1회 전 사이클을 기

준으로 창업 후 최소 한 사이클이 끝날 때 까지는 전담 멘토의 지속적인 멘토링을 받을 수 있도록 1사이클 전담 

멘토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1기업 1전담 멘토 제도 도입을 하고 전담 멘토를 통해서 필요한 각 분야의 멘토님들을 소개 받을 수 있도록 해

야 한다. 그래야 전담 멘토들도 그 기업을 살리려는 목표와 책임의식을 가지고 지원을 할 수 있고 지원 받는 회사

도 지속적인 유대감을 가지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인 멘토링을 받으면서 기업을 정상화시켜  키워 나갈 

수 있다.

 그리고 세분화된 전문 분야 멘토링이 필요하다. 서울창업허브 센터의 멘토님들을 전문분야를 살펴보면 그 

수가 100명이 넘는데도 불구하고 신제품개발에 대한 기술적인 멘토링을 할 분들이 거의 보이지 않는다.

너무 사업계획서, BM, 마케팅, 홍보, 특허, 세무회계, 인사노무 등의 분야에 멘토들이 편중되어 있어 정작 제

일 중요한 신제품 개발 시 문제점을 컨설팅 해줄 기술분야의 전문 멘토가 부족하다. 초기 단계의 자금 확보와 시

장개척 중심의 멘토링으로만 편중되어 있어서 정작 제일 중요한 제품 개발시에 필요한 멘토는 찾기 어려워 신제

품 개발 분야의 기술적인 멘토링을 할 수 있는 전문기술관련 멘토 보완이 필요하다.

재창업 기업의 경우 각 회사별로 취약 부분이 있다. 재창업 기업의 대표들은 자기가 잘 할 수 있는 분야는 빼

고 취약 부분에 대한 집중적인 도움을 받고 싶어 하는데 모든 회사에 다 적용할 수 있는 일반적인 내용의 교육이

나 멘토링은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고 소극적으로 참여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재창업 기업의 지원을 효율적으

로 하기 위해서는 취약 부분에 대한 니즈 파악 후 그룹화 하여 맞춤형 멘토링이 이루어 져야 효율적이고 좋은 결

과를 단시간 안에 낼 수 있을 것이다. 각 기업별 필요부분에 대한 전담 멘토 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

마.	재창업	제도	홍보	활성화

서울에는 수많은 창업 관련기관이 있다. 20여개의 대학 창업보육 센터, 30곳의 서울시 창업기관, 2곳의 정

부 창업 보육센터, 44개의 민간지원 기관과 3곳의 주요산업 클러스터 조직이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까운 주변에 창업 관련 기관들이 이렇게 많다는 것을 알면 깜짝 놀랄 것이다. 지원제도 

자체를 모르거나 실패 기업인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상태에서는 제대로 된 실패 기업인의 선정과 지원이 어렵다.

관련된 전문가들과 자주 이용하시는 몇몇 사람들을 제외 하고는 이런 방대한 조직이 있다는 것은 잘 아는 사

람이 드물고 자금의 제한성과 장소의 제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수용 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서 소극적인 홍보

를 할 수 밖에 없는 배경도 있을 수 있지만 실패한 유능 성실 경영인들을 발굴한다는 좋은 취지로 준비된 기반을 

잘 활용하여 많은 성공사례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석이라는 말이 있다. 창업관련 

기관이 많이 있지만 이렇게 많은 창업관련 기관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드물다. 조금이라도 미리 알았다면 

하는 아쉬움을 가지고 있는 입주 기업대표의 말을 듣고 실패기업인들의 경우 대부분이 본인 잘못으로 기업이 실

패 했다고 생각하여 자포자기한 상태로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서울시내에 이렇게 많은 창업 지원 기관이 있고 

재창업 관련 도움을 주는 곳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분들이 많고 재창업 기업인의 경우 50~60대가 많아 인터넷

의 활용이 일상화 되지 않아 정보의 접근이 청년창업 예비 기업인들에 비해 쉽지 않아서 그런 현상이 발생함으로 

서울시에서 이렇게 준비된 창업 관련 기관들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하여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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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기업인들의 사업 경험과 아이디어가 국가의 중요한 자산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노력을 배가 하여야 할 것

이다. 국세청과 협조하여 실패 기업대표의 연락처 등을 입수하여 적극적으로 많은 실패 기업인들이 재도전 하여 

성공할 수 있도록 재창업 관련하여 준비된 내용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방안 마련 및 프로세스 구축이 필

요하다.  

	바.	재창업	진입사례	DB	구축

인간은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성공의 계단을 올라간다. 다른 사람이 실패한 경험담을 통해서 실패를 

미리 예방하고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있다면 많은 창업 기업인들의 시행착오 비용을 줄일 수 있다. 바둑이 끝나면 

복기를 통해서 자신의 실패에 대해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 검토를 하고 나중에 그런 실수를 되풀이 하지 않도록 

한다. 기업의 실패도 마찬가지임으로 재창업시 실패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전 기업의 실패 과정과 실패 원인을 정

리하여 DB를 구축하고 창업 기업인들이 이를 이용하여 창업 기업의 운영시 동일 실패를 하지 않도록 유도 한다

면 굉장히 유익한 자료가 될 것이다. 개인 파산이나 개인 회생시에 반드시 이러한 실패 경험에 대한 자료를 정리하

지 않으면 받아주지 않는다던가 아니면 자금 지원시 작성케 하는 등의 강제적인 방법을 동원하더라도 이를 실시

하여 반드시 기존 사업에 대한 면밀한 사업 실패 원인에 대한 분석 및 대책에 대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

게 하고 이런 자료 축적을 통하여 다른 기업인들도 기업 운영시 참고 할 수 있도록 하면 재기 기업인들도 재창업시 

동일 실패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고 다른 창업 기업인들에게도 좋은 자료가 될 것이다. 더불어 어려운 폐업 환경

에서 재창업 진입에 성공한 사례의 DB도 구축하여 어떻게 그 어려운 실패 환경의 악조건을 극복하고 재창업에

까지 이를 수 있었는지에 대한 재창업 진입 성공사례도 잘 정리하여 실패 기업인들인 들에게 배포하면 재창업의 

희망과 의지를 가지고 재도전 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은 사람들이 가지게 될 것이다. 재창업 활성화를 위해서 반드

시 재창업 진입 성공사례도 정리하여 DB로 구축하여 활용할 것을 제안한다.

사.	재창업	지원	프로그램	찾기	앱	개발	및	보급

앞에서 언급 했다시피 창업 관련 지원기관이 너무 많고 자금 지원도 각 기관별로 다르기 때문에 재창업 시에 

어디서부터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막막하게 느껴 질 수가 있다. 재창업 교육, 자금, 마케팅, 영업, 인사, 관리, 연

구개발, 제품양산, 품질 등 여러 분야에서 내가 지원받고 싶어 하는 영역의 지원을 어디에서 받을 수 있는지 쉽게 

찾을 수 있는 앱이 필요하다.

창업 허브에 입주한 재창업 기업 대표께서 본인의 창업 관련 부분을 지원해 주는 기관들이 어디 있고 어떤 방

식으로 지원해 주는지 이해하는데 7개월이 걸려서야 겨우 이제 조금 이해를 하였다고 하는 말을 듣고 집행하는 

기관에서는 어려운 환경 하에서 이렇게 전년도 대비 많은 것을 준비하였으니 행복하게 생각하고 가져가라고 생

각하고만 있다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심신이 지칠 대로 지친 실패 기업인들은 본인의 주어진 환경에서 창업 

관련 지원을 받고자 할 때 본인의 조건과 상황 정보를 입력하면 어느 기관의 어떤 프로그램이 적합하고 담당자와 

연락처 정도는 알려 주는 앱을 개발하여 배포한다면 재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기업인들이 시간 낭비를 줄이고 좀 

더 효율적으로 서울시나 정부 지원 프로그램에 접근하여 재창업에 성공적으로 빨리 진입할 수 있을 것이다. 최

근에는 PC보다 스마트폰 보급이 늘어나면서 대부분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자료 검색을 많이 하게 되는데 재창업 

관련 기관이 너무 많고 관련 자금도 각 기관별로 별도로 제공하고 있어서 재창업 기업인들이 쉽게 자료를 찾을 

수 있는 앱을 개발하여 보급하면 재창업 준비하는 예비 기업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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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재창업	활성화를	위한	인식	변화

어느 재창업 예비기업인이 창업 자금 지원 가능성을 확인하게 위해 실무자를 면담하는 자리에서 재창업자

들의 경우에는 사업 시작을 하더라도 신용조건이 안 좋기 때문에 도중에 사업을 포기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면서 

자신의 특허에 대해 별로 관심을 크게 갖지 않아서 너무 실망했다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 분은 흙수저 금수

저 얘기를 하면서 재창업 기업인이 가지고 있는 특허는 흙수저 특허라는 말을 듣고 정말 가슴이 아팠다.

일반인들의 실패기업인 들에 대한 인식 변화는 좀 시간이 걸린다고 하더라고 적어도 재창업 관련 업무를 하

고 있는 관련 담당자 들은 사전에 충분히 교육시켜 도움은 주지 못하더라도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 재창업 예

비 기업인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언행을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지속적인 사전 교육 및 사전 심리검사 등을 

통해서 기본적인 인성과 자질이 부족한 사람들은 관련 부서에 배치하지 않도록 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3.연구의	한계	및		후속	연구	과제

재도전 지원 관련한 많은 연구와 해외 사례 조사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재창업만 따로 떼어 본다면 

추가적인 많은 연구가 필요해 보인다. 재창업 인큐베이팅을 실시하고 있는 현장을 방문하여 여러 입주 기업체와 

면담을 하려고 시도 하였으나 기업체의 바쁜 일정과 어려운 상황으로 접근과 면담이 쉽지가 않았다. 이로 인해 

실제 환경 조사 및 대응에 어려움이 있었고 관리 주체가 다름으로 인해 서울시 소속 포럼 위원들이 타 기관의 사

업에 대해 터치 하는 것에 대해 별로 달가워하지 않아 좀 더 적극적으로 조사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재창업 관련 연구와 해외사례 연구가 중소기업연구원 등을 중심으로 일부 이루어져 있었고 실제 그 연구를 

바탕으로 중소기업 재도전종합 지원센터 등이 전국에 만들어 지는 등의 성과도 있고 재창업 전담 지원을 위한 인

큐베이팅 시설도 작긴 하지만 시작되고 있어서 재창업 활성화 분위기는 조금씩 개선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이러한 노력들이 각 기관별 부서별로 나뉘어져 있어서 기관별 협조만으로 시너지 효과를 내기에는 어려

움이 있어 이러한 부분에 대한 통합적인 관리 및 지원을 하여 재창업 기업인들이 효율적으로 재창업 지원을 받

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과 연구가 필요하다.

외형적으로는 이러한 노력이 나타나고 있지만 실무자들의 마음가짐 및 태도는 여전히 싸늘하다는 것을 느껴 

재창업 기업인들에 대한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 최소한 재창업 관련 실무 담당자들이라도 실제 도전을 하는 재창

업 기업인들을 따뜻하게 감싸 안을 수 있고 힘차게 응원하는 분위기로 바뀔 수 있길 기대해 본다.

재창업 관련 연구를 하면서 느낀 점은 잘 망해야 재창업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철저히 바닥까지 가서 신용불

량자가 된 다음에 재창업하기에는 너무 어렵다는 것을 느꼈고 그래서 아직도 실패 기업인들 중에 아주 소수의 인

력들만이 재창업에 진입하는 어려운 환경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폐업시 재창업이 가능한 조건으로 폐업 할 

수 있는 재기 관련 연구와 실패를 성공을 위해 당연히 거쳐야 할 단계로 인정해 주는 인식의 변화 등 실질적인 재

창업 현장에서 예비 재창업 기업인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재창업 활성화를 위한 연구가 지속되어 재창업에 

대한 인식과 재창업 투자 환경이 선진국 수준으로 변화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신용회복과 더불어 자금 지원과 관련하여 보유기술과 경영능력만으로 연대보증 없이 자금 확보가 가능하도

록 관련제도와 프로세스 개선에 대한 연구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재창업이 활발하게 이루어 지고 있는 해외 선

진국 수준의 재창업 환경으로 보완될 수 있도록 더 많은 연구와 노력이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143

둘, 재창업분과

[ 참 고 문 헌 ]

1. 김인수, “효율적인 재도전 시스템 구축을 위한 이해”, 2013.

2. 김형호, “사업실패경험이 재창업의지와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연구”, 2016.

3. 신중경, “실패에서 배우는 재기 지원 정책”, 2015.

4. 신용회복위원회, “신용상담의 이해”, 2017.

5. 신용회복위원회, “신용상담을 위한 재무관리”, 2017.

6. 신용회복위원회, “다양한 채무자 구제제도”, 2017.

7.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신용관리와 신용회복지원제도”, 2016.

8. 중기청, 중소기업진흥공단, 창업진흥원, 중소기업기술 진흥원 “재도전지원사업 통합설명회”, 2017.

9. 이시형, “신용회복위원회 소액대출 채무자의 연체행동 분석”, 2015.

10. 중소기업연구원, “재도전창업기업 금융 신용회복 지원방안”, 2017.

11. 중소기업연구원, “재기성공요인 분석을 통한 중소벤쳐기업의 재도전 활성화 방안 연구”, 2011.

12. 김형호, “실패기업인의 재창업지원 제도에 관한 국제비교연구”, 2015.

13. 백제화, “재창업 기업가의 창업실패와 대처 과정에 관한 근거 이론적 분석”, 2013.

14. 박세언, “소상공인의 자기 결정성이 재창업 의지에 미치는 영향”, 2016.

15. 심우일, “재도전·재창업 기업 금융 신용회복 지원 방안”, 2016.

16. 중소기업연구원, “실패기업인의 재창업 지원제도 설문조사 결과”, 2017.

17. 김성열, “창업실패 Case-Study를 통한 Re-start 사업 활성화 방안”, 2016.

18. 김용구, “SBA 창업운영체계를 중심으로 청년재창업 활성화 방안 수립”, 2016.



셋

지원사업

분과

SEOUL 
START-UP 

FORUM



2017



146

2017 서울창업포럼 정책자료집

146

2017 서울창업포럼 정책자료집

Ⅱ	 본론

	 1.	서울시	창업생태계	및	최근	동향

	 2.	국내외	창업카페	운영	사례	연구

	 3.	서울창업카페	현황	분석

	 4.	서울창업카페	발전	방안

Ⅲ	 결론

Ⅳ	 참고문헌

V	 부록

Ⅰ	 서론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2.	연구방법

박범철

창업생태계에서

서울창업카페의 발전 방안 연구



147

셋, 지원사업분과

보고서 

초록

연구기간	 2017년	1월		1일	~	2017년		12월		31일

연구과제명	 창업생태계에서	서울창업카페의	발전	방안	연구

연구책임자	 박범철

참여	포럼위원	 	김문선,	김해영,	나도성,	박경범,	박범철,	우길수,	조희배,	최상모,	최원서,	최중석,	허제인,	황보윤	(총	12명)

색인어	 한글	

	 창업,	창업카페,	코워킹	스페이스,	커뮤니케이션,생태계

	 영어	

	 Startup,	Startup	Cafe,	Coworking	space,	Communication,	Startup	Ecosystrm

요약

1.	서울창업카페의	기능	및	가치	재정립

가.	정보	창구	기능

     1)  예비창업자나 초기창업자들, 관련된 

관계자들간의 만남의 장소 역할 수행 

     2)  협업 및 정보공유를 위한 대화(커뮤니케이션) 

활성화를 촉진

     3)  정보 획득을 위한 일원화된 창구 역할 

(민원창구) 기능을 수행

나.		자율적	만남의	장	제공	및	소규모	코워	킹스페이스	

기능	

다.	지역별	코워킹	스페이스	저변	확대

2.	서울창업카페	운영	프로그램	개선

 • 다양한 예비창업자의 특성을 고려한 창업지원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

 • 창업카페 이외 여러 지원기관과 연계한 전체 

프레임워크에서 개발

 • 창업카페에서는 그러한 니즈를 가진 예비  

창업자들이 만나서 그들의 의견을 서로 나누고 

코워킹 할 수 있는 역할을 하여야 함

가.		스타트업	리빙	라이브러리

나.	‘창업	두레’	프로그램

다.	‘창업	체험	교실’,	‘창업	인턴제’	프로그램

3.	운영	및	관리	개선

가.	공간적	구성	및	운영	개선

나.	지역	운영	협의체	구성	및	운영

다.	‘창업	키움	한마당’	인터넷	사이트	또는	카페	운영	

라.	기타	창업카페	운영	방안

4.	인력,	예산	및	지원제도	개선

가.		창업지원	관련	기관	및	전문가	네트워킹	및	예비창

업자와의	매칭을	위한	활동비	지원

나.		홍보활동	지원금의	증액	및	사이트	개설	및	운영	지원

다.		창업	및	관련	기술/경영/인문사회	정보획득비	지원	

라.		운영관리자의	질적	향상을	위한	인건비	개선	및	별

도	대외	섭외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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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문 ]

제	목

창업생태계에서	서울창업카페의	발전	방안	연구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서울시는 지하철 역사 유휴공간 등을 일자리 거점 및 창업공간 제공한다는 시장 60대 주요 공약(2014. 5. 

16.)을 근거로 숭실대입구역, 연세대 지하보도, 종로구 혜화동, 마포구 연남동 등 4개소에 창업카페를 개설하여, 

창업 정보제공 및 상담, 전문교육, 홍보물 제작지원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창업카페 본래 설립 목적과 운영 현황을 재조명하고 발전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실수요자

에게 유익한 성과위주의 창업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2.	연구의	내용	및	범위

서울시 창업카페의 발전적 방향 제시를 위해 다음과 같은 내용의 연구를 수행한다.

① 창업카페를 비롯한 서울시 창업 생태계 현황 및 구성요소들의 R&R 검토

② 해외 창업카페 또는 유사 조직의 운영사례 연구

③ 창업 카페 관련 기존 연구 및 문헌 조사 

④ 서울시 창업카페 설립 취지 및 현황 분석

⑤ 현 서울시 창업카페의 개선사항 도출 및 이를 근거로 한 발전 방안 제시

3.	연구결과

본 고에서는 발전 방안을 크게 4가지 측면에서 고려하였는데, 우선 서울창업카페의 설립 목적 및 기능을 정

립함으로써 본연의 가치를 높이고자 한다. 둘째로 창업카페가 창업자들의 제공할 수 있는 고유의 프로그램들을 

정리하였고, 세 번째로 카페의 운영 및 관리 방안을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창업카페 운영 인력 및 예산 등 서울

시의 창업카페 지원 제도적 측면을 언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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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서울창업카페의	기능	및	가치	재정립

1)	정보	창구	기능

 ① 예비창업자나 초기창업자들, 관련된 관계자들간의 만남의 장소 역할 수행 

 ② 협업 및 정보공유를 위한 대화(커뮤니케이션) 활성화를 촉진

 ③ 정보 획득을 위한 일원화된 창구 역할 (민원창구) 기능을 수행

2)	자율적	만남의	장	제공	및	소규모	코워킹	스페이스	기능	

3)	지역별	코워킹	스페이스	저변	확대

나.	서울창업카페	운영	프로그램	개선

1)	스타트업	리빙	라이브러리(Startup	Living	Library)

2)	‘창업	두레’	프로그램

3)	‘창업	체험교실’,	‘창업	인턴제’	프로그램

다.	운영	및	관리	개선

1)	공간적	구성	및	운영	개선

2)	지역	운영	협의체	구성	및	운영

3)	‘창업	키움	한마당’	인터넷	사이트	또는	카페	운영	

4)	기타	창업카페	운영	방안

라.	인력,	예산	및	지원제도	개선

1)	창업지원	관련	기관	및	전문가	네트워킹	및	예비창업자와의	매칭을	위한	활동비	지원

2)	홍보활동	지원금의	증액

3)	창업	및	관련	기술/경영/인문사회	정보획득비	지원	

4)	운영관리자의	질적	향상을	위한	인건비	개선	및	별도	대외	섭외비	신설

5)	사이트	개설	및	운영	지원

4.	연구결과의	활용계획

가.	기존	서울창업카페	운영의	개선	및	발전방안	제시

나.	신규	서울창업카페	설립	및	운영	방향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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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서  론 ]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서울시는 지하철 역사 유휴공간 등을 일자리 거점 및 창업공간 제공한다는 시장 60대 주요 공약(2014. 5. 

16)을 근거로 숭실대입구역, 연세대 지하보도, 종로구 혜화동, 마포구 연남동 등 4개소에 창업카페를 개설하여, 

창업 정보제공 및 상담, 전문교육, 홍보물 제작지원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창업카페 운영현황

구분 숭실대입구역점 신촌점 종로	혜화점 마포점

운영기관 숭실대학교	산학협력단 연세대학교	창업지원단 자치구(종로구)	운영관리 (재)홍합밸리	민간위탁

개소 2016.1.11. 2016.7.26. 2017.	3월	 2016.3.18.

운영	내용

-		숭실대	인프라를	활용한	

지역-대학	창업	

협업체계	구축

-		서울시민	실전창업	

공간으로	창업	환경	조성

-	창업	네트워크	활성화

-		창업지원	범위	확대	및	

창업기반	조성

-	창업거점	기능	수행

-	창업	네트워크	활성화

-	창업	협력	프로그램	운영

-			문화예술	분야	특성화를	

통한	전문적인	창업교육			

시스템	구축

-		청년의	참여를	유도하는	

문화예술	소통공간

-	지역과	동반성장

-		인근대학과	연계한	

청소년	기업가정신	함양

		-		대학생·청년층	

밀집지역인	홍대에			

창업허브와	다른	

창업카페와	연계,

-		소통과	협업의	네트워크	

공간을			운영

-	창업	네트워킹	사업	

-		청년	창업거점으로	

지역기반	구축

본 연구의 목적은 창업카페 본래 설립 목적과 운영 현황을 재조명하고 발전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실수요자

에게 유익한 성과위주의 창업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서울시 창업카페의 발전적 방향 제

시를 위해 다음과 같은 내용의 연구를 수행한다.

① 창업카페를 비롯한 서울시 창업 생태계 현황 및 구성요소들의 R&R 검토

② 해외 창업카페 또는 유사 조직의 운영사례 연구

③ 창업 카페 관련 기존 연구 및 문헌 조사 

④ 서울시 창업카페 설립 취지 및 현황 분석

⑤ 현 서울시 창업카페의 개선사항 도출 및 이를 근거로 한 발전 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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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방법

환경분석 AS-IS	분석 TO-BE	분석

서울시	창업정책	및	

방향	검토

서울시	창업카페	설립	취지	및

목적	검토

서울시	창업	생태계	현황	및

R&R	분석

현	

서울창업카페

현황	분석

현	

서울창업카페

개선점	도출

서울창업카페

발전방안	제시

국내외	창업카페	

운영사례	연구

창업카페	관련	연구	및

문헌조사

본 연구는 연구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환경분석, 현황(As-IS)분석, 발전방안(TO-BE)분석의 

3단계로 수행되는데, 우선 서울시 창업정책 및 방향 검토, 서울시 창업생태계 분석, 국내외 창업카페 분석 및 창

업카페 선행연구 조사 등 기본 환경분석을 실시하고, 현 서울창업카페 현황을 분석함으로써 개선사항을 도출한

다. 이러한 환경분석 결과 및 개선사항을 근거로 하여 서울창업카페의 발전방안을 모색한다.

발전방안은 창업카페 운영목적, 운영프로그램, 운영관리 및 지원인력, 예산, 제도 등 4가지 측면에서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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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본  론 ]

1.	서울시	창업생태계	및	최근	동향

가.	서울시	창업정책	개요

서울시는 그동안 ‘창업하기 좋은 도시, 서울’이라는 캐치프레이즈 하에 다양한 창업지원정책을 추진해왔다. 

이는 고용 없는 저성장시대의 도래로 전통적인 일자리 창출에 한계가 있고, 특히 창업초기(1~5년) 기업의 고용

창출 효과가 가장 크다는 전제하에 창업 성공이야말로 서울시의 성장동력이 될 것임을 염두에 두고 추진 중이

다. 고부가가치 고용창출의 돌파구로 스타트업(창업)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이다.

이에 서울시는 2009년부터 창업정책 개편 및 고도화를 통한 ‘창업정책 혁신’을 추진해왔다. 올해 가장 역점

적으로 추진 중인 서울시 창업정책 혁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 실국별로 창업센터, 산재된 정책과 정보를 중앙, 민간, 서울시 산하 센터 등의 정책ㆍ정보를 종합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위해 ①센터별 산발적으로 운영되는 창업정책과 프로그램들 간의 연계를 강화하고 이를 혁

신, ②산하 센터, 중기청 및 민간시설 정책 현황을 주기적으로 조사하여 관련 개선방안을 마련, ③서울창업허브 

온라인 통합 창업정보시스템(정부ㆍ서울시ㆍ민간)을 구축, 운영하고 있다.

둘째, 기존의 다수기업 선발 체계를 유망 글로벌 스타기업 및 투자기업 중점의 보육(60팀)으로 전환하는 것이

다. 이를 위해 SBA 창업펀드, 국내외 투자 연계, 해외 진출 집중 지원 등의 정책과 프로그램을 마련, 운영 중이다.

셋째, 기존의 수탁기관 단독 운영체제를 ‘민간전문가-SBA-서울시 협업’의 창업허브를 운영하는 방식으로 

변화를 꾀하였다. 8개 국내외 민간참여자1) 허브 입주 및 기능별 운영 참여를 기획하였다.

넷째, 창업 실패자에 대한 지원이 미흡하다는 반성과 함께 올해는 창업 실패자를 위한 ‘리스타트 캠프’ 운영 

확대(50팀)를 실시 중이다. 창업 실패자에게 제2의 도약을 준비시키는 7전 8기형 제도를 마련하여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다섯째, 시제품 제작단계 이후에 완제품 생산지원서비스 연계 지원까지 지원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창업 및 

시제품 개발에 성공한 기업에게 생산애로 해소지원을 해주는 ‘생산라인 지원 액셀러레이터(AQS모델)’2) 지원을 

추진 중에 있다.

 AQS 모델 개요 

아이디어	⇢	창업	⇢	시제품	제작		⇢	제품생산	지원		⇢	마케팅·홍보지원

(서울창업허브) (AQS)

1)	DEV	KOREA(뉴욕),	STRONG	Ventures(LA),	스파크랩,	플래티넘기술투자,	코이스라시드파트너스,	에버그린투자파트너스,	HS	애드,	엔슬파트너스

2)	AQS	:	미국계회사,	창업기업	특화	제품	생산라인	지원	3)	손영훈,	‘국내	창업생태계	현황’,	『서울경제』,	서울연구원,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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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서울시	창업인프라	현황	및	시사점

1)	창업지원	인프라	현황

서울시는 서울창업허브 등 23개소의 창업지원기관 및 센터, 4개소의 창업카페, 6개의 시제품 제작소를 운영

하고 있고 동북권 창업지원센터 등 5개소의 창업센터를 조성중이거나 2017년 하반기에 개관을 앞두고 있다.

권역별 창업인프라 현황도

업종별 창업인프라 현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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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사점

서울시는 그 규모에 걸맞게 지원 인프라 역시 다양하고 규모 있는 창업지원시설을 설립, 운영하고 있다. 하지

만 투입되는 예산에 비해 기대되는 성과는 아직 내지 못하고 있는 것 역시 사실이다. 손영훈3)은 국내 창업생태계

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 『서울경제(2014)』에 기재하였는데, 서울시 창업생태계에도 적용해 고려할만하다. 국내 

많은 창업생태계가 지나치게 하드웨어 중심적이며 제도권 하에서 관 주도 인 것 같다. 청년 실업 문제 등을 해결

하는 수단으로 창업정책을 최우선 과제로 하는 우리나라의 현실을 무시할 수 없으나, 이러한 지나친 인위적 창업

생태계 구축은 장기적인 성과를 이루는 데는 무리가 아닐 수 없다.  

정부나 민간의 인큐베이터가 해야 할 가장 큰 역할은 창업자들만의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 주는 ‘장(場)’이 되

어야 한다. 행정 지원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인큐베이터가 창업자나 창업에 관심이 있는 자들만의 커뮤니

티를 형성하고 자유로운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분위기를 조성하여 스타트업, 멘토, 투자자 등이 공동체 안에서 

자생적으로 뭉쳐지고 연결되는 생태계를 만들어 주는 것이다(손, 2014). 인큐베이터는 창업자들을 관리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야 하고, 창업자들은 정해진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인큐베이터를 졸업

하여 성공한 이후에도 멘토, 투자자로 다시 참여하게 되는 ‘두레’ 문화가 형성되어야 창업 생태계는 점점 더 발전

할 것이다.

정부 지원은 구체적인 목적을 가져야 하고 장(場)을 만들어 준 다음에는 시장경제 논리에 따라야 한다. 요즈

만펀드가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목표가 뚜렷하고 벤처캐피털들의 학습과 참여를 유도했으며 관료적인 절차보

다는 매니저의 전문적인 역량을 중시하고 성공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였기 때문이다. 많은 창업지원기관들

이 거의 유사한 체계와 프로그램을 구체적인 목적과 고유의 기능을 정립하지 않고 운영되기 때문에 자원의 중복

이 발생하여 예산의 비효율적 낭비가 초래되는 사례를 많이 겪고 있다. 

또한 기관들은 창업지원을 양적 측면이 아닌 질적 측면으로 고려해야 한다. 창업활성화가 결코 취업난을 대

처할 수 없다. 오히려 소수의 역량 있는 창업자가 글로벌 기업을 만들어 고용을 창출하는 것이 더 가능성이 있다. 

국내의 창업생태계는 다양한 지표 영역에 걸쳐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하며, 다시 말해 창업생태계를 구성하는 다

양한 주체의 기능 및 역할을 강화하는 종합적인 노력을 통해 전반적인 생태계 활성화의 도모가 필요하다.4) 창업

정책의 목표는 창의성·아이디어 혹은 기술 기반의 기회형 창업 활성화에 초점을 둔다면 OECD 기업가정신 현

황(EG, Entrepreneurship at a Glance)이 EIP의 분류에 맞게 제시하는 지표들 중 일부와 기회형 창업과 관

련이 높은 지표를 활용하여 창업지원기관의 운영과 프로그램 방향을 잡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래 표는 강요셉, 

최동혁(2013)이 제시한 창업생태계 진단 지표 체계인데 여기서 창업문화, 기업가 역량 등 창업예비자와 창업자

들이 갖추어야 할 중요 요인들이고 이러한 결정요인들을 향상시켜야 할 주요 과제이다.

3)	손영훈,	‘국내	창업생태계	현황’,	『서울경제』,	서울연구원,	2014

4)	강요셉,	최동혁,	‘창조경제시대	한국	창업생태계	현황과	과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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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창업생태계 진단을 위한 지표 체계

부문 항목 지표

창업성과 창업성과

-	초기창업비율(TEA)		

-	기회형	창업률

-	글로벌	지향형	초기창업활동	

	-	신제품	초기창업활동

창업결정요인

금융접근성

-	은행대출수월성		

-	GDP	대비	벤처캐피탈	규모

-	벤처캐피탈	접근	수월성		

-	인구대비	일반	투자자	비율

지식생성	및	확산 -	산학협력	연구개발	활동	정도

기업가역량

-	창업교육	수여	인구	비율	

-	기업가정신	고양	측면	창업교육의	질

-	노하우	및	기술전수	측면	창업교육의	질	

-	창업역량	보유에	대한	자신감

창업문화

-	창업의도가	있는	인구	비율		

-	창업기회에	대한	인식수준

-	창업실패에	대한	두려움	인식	수준		

-	기업가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도적	조건

-	창업	비용		

-	평균	창업	소요일

-	파산	회복	비율		

-	폐업	비용	

-	지식재산권	보호	정도

창업지원 기관간의 프로그램 연계성 부족도 항상 회자되는 문제점인 것 같다. 창업지원 기관마다 자신들의 

성공지표를 만들기 위해 본연의 설립 목적을 지나치게 확장하여 많은 부분 타 기관들과 겹치는 것이 많다. 당연히 

비효율적인 예산 낭비가 수반된다. 창업생태계에서 각 기관들의 포지셔닝을 명확히 하고 고유의 기능을 충실히 하면

서 유관 기관과의 연계를 통해서 프로그램 중복을 피하고 자신들의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을 기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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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근	창업	생태계	트렌드

<그림 4>은 현재 한국의 창업생태계 지도이다. 정부, 코워킹 스페이스, 스타트업 관련 미디어, 벤처캐피털, 엑

셀러레이터와 각종 창업 관련 행사를 주최하는 대표적인 기관들을 열거한 이 지도를 보면 서울시 창업생태계의 

현 상황과 몇 가지 흥미로운 트렌드 추이를 발견할 수 있다.

한국의 창업생태계 지도

*	자료	:	스타트업	얼라이언스,	Korean	Startup	Ecosystem	2016

(1)	스타트업	허브로	부상하는	강남	테헤란로

최근 서울의 창업생태계에서 가장 두드러진 현상은 서울 강남 테헤란로를 중심으로 스타트업 허브가 부상하

고 있다는 점이다. 2013년 3월에 선릉역 인근에 탄생한 은행권청년창업재단의 디캠프(D.CAMP)를 필두로 해서 

2014년 3월에 스타트업 얼라이언스, 2014년 4월에 마루180, 2015년 4월에 구글캠퍼스 서울, 2015년 5월에 네이

버 D2 스타트업 팩토리, 2015년 7월에 팁스(TIPS)타운 등 강남, 역삼, 선릉, 삼성역을 따라서 많은 스타트업 지원

센터가 생겼다. 그리고 지난 2016년 10월 말에는 개포동의 옛 일본인학교 자리에 개포디지털혁신파크가 문을 열

었다.

이들 센터는 대부분 예비창업자가 자유롭게 와서 일을 할 수 있는 카페나 협업 공간을 제공한다. 디캠프 등

은 초기 스타트업들이 단기간 동안 입주해 일할 수 있는 독립된 사무실 공간을 제공하기도 한다. 그리고 100명 

내외의 사람이 모임을 가질 수 있는 이벤트공간에서 수시로 행사를 개최한다. 덕분에 이들 센터에서 거의 매일처

럼 스타트업 관련 행사와 모임이 열리게 되었고 한국의 스타트업 창업 붐을 만드는데 큰 공헌을 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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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테헤란로의 스타트업 허브

*자료	:	임정욱,	‘활발해지고	있는	서울	스타트업	생태계와	그	과제’,	Seoul	Economic	Bulletin,	2016,11

이렇게 서울시 강남에 스타트업 허브가 형성된 데에는 몇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다. 테헤란로는 원래 1999년

~2000년 인터넷 붐 당시 IT기업들이 모였던 곳으로 테헤란밸리라고 불렸다. 지금은 분당이나 판교로 많이 이전

했지만 네이버, 넥슨, NC소프트 등이 바로 이곳에 있었다. 지금도 쿠팡, 티켓몬스터, 위메프 등 전자상거래 회사

들과 구글코리아, 페이스북코리아, 이베이코리아 등 많은 IT회사가 있다. 즉 스타트업이 고객이 될 만한 회사들

이 많은 것이다. 또 성장하기 위해 투자를 받는 것이 절실한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투자자들에게 가까이 있는 것

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한국벤처캐피털협회가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117개 벤처캐피털 회사 중 서울에 본거지를 둔 곳이 89%이고 

그 중에서 77%가 강남구에 본거지를 두고 있다. 교통의 요지인 강남에 사무실을 두는 것이 인재를 채용하는데 

유리하다는 장점도 있다. 이렇다보니 스타트업들도 주로 서울에, 특히 강남3구에 집중되어 있는 경향을 보인다. 스

타트업 DB 서비스를 제공하는 로켓펀치에 등재된 3,815개 스타트업의 소재지를 분석해보면 3,815개의 스타트업 

중 79%인 3,036개가 서울에 있었으며, 서울에 있는 3,036개 스타트업 중 42%인 1,302개가 강남3구에 있었다.

(2)	스타트업	엑셀러레이터의	급증

최근 몇 년 사이에 비약적으로 가장 많이 늘어난 투자기관이 있다. 바로 스타트업 엑셀러레이터이다. <그림 

2-1>의 창업생태계 지도에는 거의 30개 가까운 액셀러레이터가 있다. 2005년 미국 실리콘밸리의 ‘와이컴비네이

터(Y Combinator)’가 처음 시작한 엑셀러레이터 모델은 새로운 스타트업 창업지원모델로 각광받으며 전 세계적

으로 우후죽순처럼 생겨났다. 실리콘밸리의 현인으로 존경받는 와이컴비네이터 창업자 폴 그램의 유명세와 이 

프로그램 출신 스타트업으로 에어비앤비(Airbnb), 드롭박스(Dropbox) 등 조 단위의 기업 가치를 자랑하는 세

계적인 성공사례들이 나오면서 엑셀러레이터 모델이 크게 주목받게 되었다. 지금은 전 세계에 수백 개 이상의 엑

셀러레이터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158

2017 서울창업포럼 정책자료집

엑셀러레이터 프로그램의 핵심요소는 초기 스타트업에 대한 소액 지분투자와 함께 이뤄지는 일정한 기간의 

집중훈련(멘토링)이다. 보통 엑셀러레이터는 보통 한 기수에 적게는 여러 곳에서 많게는 수십 곳의 유망한 스타트

업을 선발해 각각 수천만 원 수준의 자금을 투자해 5% 내외의 지분을 확보한다. 그런 다음 이들을 자신들의 창

업보육공간에 입주시킨 뒤 3개월이나 6개월의 스파르타식 교육과 멘토링을 거쳐 제품이나 서비스를 빠르게 개

발할 수 있도록 한다. 성공 경험을 가진 창업자 출신들이 아주 자세하게 제품개발과 마케팅 등의 방법을 조언해

주는 것이다. 더불어 프로그램을 마무리하는 시점에 자신들의 네트워크를 통해 많은 투자자를 모아놓고 데모데

이를 실시해 추가 펀딩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스타트업들에게 마련해준다.

한국도 예외는 아니다. 한국의 엑셀러레이터로는 ‘다음’의 공동창업자 이재웅, 이택경, ‘이니시스’의 창업자인 

권도균 등이 2010년 출범시킨 ‘프라이머’가 효시라 할 수 있겠다. 프라이머는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을 이용해 매

회 10~20개 팀에 투자하고 멘토링을 활용해 스타트업의 성장을 지원했다. 그리고 ‘엔턴십’이라는 온ㆍ오프라인 

창업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3백여 개 팀을 교육하기도 하였다. 이후 ‘스톤브리지’출신의 박지웅 대표의 ‘패스트트

랙아시아’, ‘올라웍스’를 창업해 인텔에 매각한 류중희 대표가 이끄는 ‘퓨처플레이’, ‘비키(Viki)’를 창업해 ‘라쿠텐’

에 매각한 호창성, 문지원의 ‘더벤처스’, 글로벌네트워크를 강조하는 ‘스파크랩스’ 등이 국내 엑셀러레이터로서 활

발히 활동하고 있다.

미리 선정한 스타트업 엑셀러레이터나 초기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벤처캐피털이 1억 원을 기술 기반 스타트업

에 투자한 후 신청하면 중소벤처기업부(前 중소기업청)에서 R&D 지원금으로 5억 원을 매칭 투자해주는 ‘민간투

자 주도형 기술창업 프로그램’인 팁스(TIPS) 프로그램도 엑셀러레이터가 늘어나게 만든 요인 중의 하나다. 중소

벤처기업부의 팁스 프로그램은 지난 3년여 동안 제휴한 20여 개의 창업투자사가 초기 투자한 180여 개의 스타트

업을 선정해 자금을 지원한 바 있다.

(3)	해외	벤처캐피털의	서울	진출

실리콘밸리와 일본의 몇몇 벤처캐피털이 한국에 들어와 활발하게 투자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는 중국의 벤

처캐피털까지 유입되고 있다. 실리콘밸리 투자사로는 ‘알토스밴처스’와 ‘500스타트업’이 꼽힌다. 1990년대 스탠

포드대에서 MBA학위를 이수하고 알토스벤처스를 창업한 김한준 대표는 쿠팡과 우아한 형제들 등 급성장하는 

한국의 스타트업에 일찍 투자해 성장시킨 뒤 골드만삭스, 모건스탠리, 세콰이어캐피털 등 해외투자자본을 끌어

들여 수백억 원씩 투자하도록 하는 전략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쿠팡은 2015년 일본 소프트뱅크에서 10억 달러

(1조 1,500억 원)의 투자를 이끌어내 화제를 모았고, 배달의 민족 앱을 운영하는 우아한 형제들도 중국의 힐하우

스캐피털 등에서 지난해 4월 570억 원의 투자를 유치하는 등 순조롭게 성장하고 있다. 이와 같은 성공에 힘입어 

알토스벤처스는 2013년 700억 원 규모의 KOF펀드(한국기회펀드) 1호를 조성했고 올해 4월에는 1,200억 원 규

모의 2호 펀드 구성을 완료했다.

일본의 벤처캐피털로는 ‘글로벌브레인’과 ‘사이버에이전트’가 서울 지사를 설립하고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글

로벌브레인이 2013년 25억 원을 초기 투자한 ‘파이브락스’는 2014년 실리콘밸리의 ‘탭조이’에 매각되는 성공을 

거두었다. 이에 고무된 글로벌브레인은 작년 4월 4백억 원 규모의 한국 전용 펀드를 결성하기도 했다.

중국의 벤처캐피털인 DT캐피털도 한국투자를 늘리고 있는 상황이다. 중국 내 10대 벤처캐피털인 이 회사는 

지난해부터 한국에 진출해 전자상거래 스타트업 ‘비투링크’, 모바일콘텐츠 스타트업 ‘스마트스터디’ 등에 수십억 

원씩을 투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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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벤처캐피털의 국내 스타트업 투자는 성장 단계에 접어들어 더 많은 자금이 필요한 국내 스타트업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다. 또 이들 벤처캐피털의 글로벌한 네트워크를 활용해 해외진출에 도움을 받는 등 더 큰 후속 투

자도 유치할 수 있게 되었다.

(4)	대기업의	스타트업	투자와	육성	노력

대기업들도 워낙 변화가 빠른 요즘 내부적으로 빠른 혁신을 만들어내기 어렵다는 점을 절감하고 있다. 그래

서 회사 내부에 벤처캐피털펀드를 만들고 스타트업 투자에 나서거나 엑셀러레이터를 설립해 스타트업을 육성하

기 시작했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는 삼성벤처스를, 인텔이나 퀄컴 같은 회사들은 인텔캐피털, 퀄컴벤처스 같은 회사를 운

영해서 본사의 장기 비전에 맞는 스타트업을 일찍 발굴해 투자하고 있다. 이 같은 대기업 내의 벤처캐피털을 CVC

(Corporate Venture Capital)라고 한다. 

또 최근 몇 년간 대기업들은 초기 스타트업에 직접 투자하고 사무실 공간, 멘토링 등을 지원하는 인큐베이터, 

엑셀러레이터 역할까지 나서고 있다. 한화그룹의 IT계열사인 한화S&C는 2014년부터 ‘드림플러스’라는 엑셀러

레이터를 만들고 25개 스타트업에 투자했다. 한화는 여의도에 핀테크 센터를 열기도 했다. 네이버는 2016년 5월

에 강남역 인근에 ‘D2 스타트업 팩토리’라는 엑설레이어터를 만들었다. 네이버는 ‘폴라리언트’, ‘아이데카’, ‘로플

렛’ 등의 기술 스타트업에 투자하고 사무실 공간도 제공하고 있다. 롯데도 지난해 2월 선릉역 인근에 ‘롯데엑셀러

레이터’를 만들고 활발히 투자하고 있다. SK플래닛과 GS홈쇼핑도 스타트업에 투자하고 또한 활발히 육성하고 

있다.

4)	창업생태계	주역으로서의	코워킹	스페이스

창업대중화를 이끄는 창업생태계의 다양한 지원조직 중에서도 코워킹 스페이스의 역할은 매우 크다. 코워킹 

스페이스란 다양한 분야에서 독립적인 작업을 하는 사람들이 한 공간에 모여 서로의 아이디어를 공유하며 의견

을 나누는 협업의 공간 또는 커뮤니티를 말한다. 

샌프란시스코에서 프리랜서 엔지니어로 활동하던 브래드 뉴버그(Brad Neuberg)는 혼자 일하는 것에 외로

움과 한계를 느껴 2005년 최초의 코워킹 스페이스 ‘햇 팩토리(Hat Factory)’를 탄생시켰다. 초기 코워킹 스페이

스는 주로 개발자들을 위한 공간이었지만 이제는 디자이너, 작가, 뮤지션, 비즈니스 리더 등 다양한 분야의 사람

들이 이곳을 찾고 있다. 샌프란시스코와 브루클린에 거점을 둔 ‘메이크시프트 소사이어티’는 진화하는 코워킹 스

페이스의 전형을 보여준다. 30평도 채 되지 않는 협소한 2층짜리 공간에서 시작한 이들은 핸드메이드 제품 판매 

전략이나 아티스트의 커리어 관리 노하우 등 프리랜서 디자이너와 수공예가, 예술가들을 상대로 한 실용적인 교

육 프로그램으로 큰 인기를 모았고, 이런 성공에 힘입어 브루클린의 한 오래된 연필공장 창고를 사들여 2호점까

지 오픈했다.

5)	김영환,	‘창업지원	코워킹스페이스	현황	및	활성화를	위한	정책	과제’,	『STEPI	Insight』,	한국기술정책연구원,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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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 ‘메이크시프트 소사이어티(Makeshift Society)’ 샌프란시스코

창업지원 코워킹 스페이스는 창업 아이디어를 가진 (예비)창업가(1인 혹은 팀)가 아이디어를 사업화(창업)하

기 위해 교류 및 협업하는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창업가뿐만 아니라 스타트업 지원 조직(투자, 멘토링, 컨설팅, 

네트워킹, 법률 지원 등) 관계자들도 함께 업무공간을 공유하며 상호 협업한다. 즉 단순한 공간 제공 및 지식공유

뿐 아니라 멘토링, 투자자 연결과 같은 스타트업의 비즈니스활동과 이벤트, 네트워킹 활동을 통한 인맥 형성 등 

사교적 기능을 포함하고 있다.5)

해외 창업지원 코워킹 스페이스 활동 사례를 보면, 로켓스페이스(RocketSpace, 미국)는 2011년 설립하여 현

재 180개의 스타트업과 700명의 창업인력이 입주하고 있는데, 엑셀러레이터와 인큐베이터의 중간 형태로 기술 스

타트업의 캠퍼스(RocketLabs)를 표방하며, 입주 시 기술 스타트업, 초기 투자 유치 실적이 요구된다. 입주 시 코

워킹 공간 및 독립 사무 공간, 컨퍼런스룸, 교육 및 강연 프로그램, 멘토링 프로그램, 스타트업 지원 서비스 제공 기

관의 자문 서비스 등이 제공된다. 로켓스페이스는 창업인큐베이터 및 공간 입주의 성격이 강한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반해 처쿠(車庫)카페(INNO WAY 위치, 중국 베이징 중관촌)는 200명 규모의 카페 형태의 공간인데, 

한 달 100위안으로 카페 공간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2011년 설립되어 130여개 회사가 처쿠카페를 통해 창

업하였으며 70여개 회사가 투자금을 조달 받았다. 창업카페에 대한 정부지원이 없는 창업가와 투자자들의 자생

적 생태계로서 카페 내에 창업자들의 사업 아이템 시연품이 전시되고 인재 채용 공고가 공지된다. 매일 오후 동

료 창업자와 투자자 대상 사업모델 발표회 개최되고 3W카페, 빙고카페, IC카페 등 창업카페들이 INNO WAY

의 220m 반경에 집중되어 있다. 우리나라 창업 코워킹 스페이스들이 자생적, 소규모 코워킹스페이스이 부족한 

점을 고려해 볼 때 현재 서울시 창업카페의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해 볼 때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국내에도 D.CAMP (은행권청년창업재단), 마루180 (아산나눔재단), 스타트업얼라이언스 (Startup Allian

ce), 드림엔터 (Dream Enter), 구글캠퍼스 서울 등 대규모의 코워킹 스페이스를 비롯해서 역삼동에 위치한 ‘피

치트리’ 등 소규모 코워킹 스페이스들이 활동 중이다. 그 중에서 구글 서울캠퍼스는 D.CAMP나 마루180과 같

이 직접 스타트업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나 투자 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단지 네트워킹을 위한 공간을 제공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공간 제공 외의 다른 지원 기능들은 전문 지원 조직들과 파트너십을 통해 제공한다(예 : 마

루 180의 스타트업 입주 및 운영 지원, 빈 브라더스의 캠퍼스 카페 운영). 커뮤니티 형성, 모임 활성화 및 커뮤니케

이션 증진 등의 고유 기능을 가진 서울시 창업카페가 창업생태계에서 창업자와 관련인들간의 모임의 장. 즉, 코워

킹스페이스로서 발돋움하기 위해서 구글캠퍼스 서울의 운영방식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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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 지원사업분과

2.	국내외	창업카페	운영	사례	연구

가.	해외사례

	1)	중국의	창업카페

중국은 창업을 새로운 혁신을 가져오는 미래 중국발전의 원동력으로 판단하고 국가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베이징은 창업의 기본인 인재와 투자자가 모이는 곳이며, 그 중심에 중관촌 InnoWay가 있으며, 특히 창업

카페 중심의 창업보육 프로그램은 중국의 창업생태계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InnoWay의 대표적인 창업카

페 세 곳을 둘러보고 이들 시설과 프로그램의 특징을 분석하여, 중국 창업생태계를 통한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1)	변화의	기로에	놓인	중국경제

중국경제는 지난 1980년대부터 2011년까지 평균 약 10%의 성장률을 유지해왔고, 2012년에서 2014년까지 

8% 미만, 그리고 2015년에는 7%대로 하락하고 있어 이미 성장의 정점을 찍었다는 분석이다. 미국과 유럽의 경제

위기에 이어 중국의 경제위기를 걱정하는 분위기가 팽배해지고 있다. 

그러나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값싸고 품질 낮은 제품의 대명사였던 ‘Made in China’는, 이젠 더 이상 

무시할 수 없을 정도의 수준으로 경쟁력이 높아지고 품질이 높아져 글로벌 기업들의 경쟁상대로 부상하고 있다. 

이미 일부 분야는 중국이 글로벌 시장을 이끌고 있기도 하다. 이젠 글로벌 시장에서 중국은 값싸고 품질 좋은 제

품을 만드는 이미지로 바꾸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는 중국정부의 노력이 뒷받침되고 있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1980년대 중국 실권자

였던 등소평이 공산주의 이념경제보다 시장경제를 적극 수용한 사회주의적 시장경제체제를 택하면서 오늘의 경

제대국 중국이 탄생하게 되었다. 거대 폐쇄사회였던 중국은 개혁·개방 정책을 적극 추진하면서 경제성장에 가속

도를 붙이게 되었다. 

경제에 눈을 뜨기 시작한 13억 중국인들은 급격한 경제성장의 과실을 맛보며 인구와 영토 외에 경제로도 대

국의 지위를 얻었다. 하지만 이러한 이면에 문제점도 많이 드러났다. 가장 큰 문제는 역시 도시와 농촌간의 빈부

격차의 심화와 늘어나는 실업률이었다. 

시장경제체제가 가진 필연적인 문제점을 중국도 피할 수는 없었다. 경제성장과 더불어 수입이 늘고, 인구억

제 정책이 실시됨에 따라 한 자녀 위주의 가족구성이 일반화 되었다. 부모의 늘어난 경제력을 바탕으로 8,90년

대 태어난 현재 20, 30대 청년들은 경제적 풍요를 누리면서 고학력을 갖추게 되었고 졸업 후 사회로 진출했다. 그

러나 중국이 1차 산업 중심으로 성장하면서 이들 청년들에게는 새로운 일자리가 필요하게 되었다. 

중국정부는 개혁개방 시기에 자국 우수 인재들의 해외유학을 적극 지원하였다. 특히 미국과 같은 경제 기술

대국에 인재를 보내면서 인재양성에 큰 관심을 가졌다. 1990년대 들어서면서 이들의 귀국이 이어지면서 중국의 

첨단산업도 함께 발전하는 효과가 발생했다. 20만 명이 넘는 해외 유학 인재 대상의 귀국 우대 정책을 추진하면

서 대거 우수 인재가 중국으로 유입되었기 때문이다.

유학파 인재들이 대거 귀국하면서 중국은 서구 시장경제 비즈니스와 IT 중심의 비즈니스 산업이 조금씩 성

장하기 시작했다. 현재 세계적인 굴지의 중국 IT기업인 Huawei, ZTE 등도 이들 해외 유학파 인력들의 합류로 

급성장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최근 주목 받고 있는  Alibaba Group(알리바바)이나  Xiaomi(샤오미) 창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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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은 유학파 출신으로 중국으로 돌아와 글로벌 기업을 성장시키는 사례까지 이어지면서 이들의 역할은 다시 한

번 더 관심을 끌게 되었다. 

늘어나는 농촌과 도시의 경제적 빈부격차, 늘어가는 고학력 사회 진출 인력, 탈(脫) 1차 산업 중심의 경제구

조 변화, 글로벌 경제 합류 등 중국이 직면한 경제 이슈는 많다. 생산성 향상과 고학력 인력을 대거 수용할 수 없

는 경제구조는 실업의 증가로 이어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있다. 중국경제도 어쩔 수 없이 서구 선진국형 경

제구조를 닮아가고 있는 모습이다. 

중국 해외 인재의 귀국 우대 정책이 시사하는 바는 역시나 중국의 경제 체질을 바꾸는 것이다. 이제는 충분

한 경쟁력을 가진 인재와 거대 내수시장이 구축되어 있고, 글로벌 경제 기반은 새로운 산업의 부흥의 조건을 충

족시키고 있기에 인력 고용을 늘이고,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창업 장려는 필수적일 수 밖에 없다. 

이러한 창업 장려는 중국만의 이슈는 아니다. 세계적인 트렌드이며, 미국 실리콘밸리발(發) 창업붐은 이미 

유럽과 아시아는 물론 남미에 이르기까지 널리 퍼지고 있다. 중국도 예외일 수 없으며, 경제체제의 개선과 산재한 

중국내부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창업은 또 다른 경제정책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2)	중국에	부는	창업	열풍과	중관촌	InnoWay	창업카페	

 중국 정치, 경제의 중심지는 베이징(북경)이다. 중국의 수도이기도 하지만 베이징은 창업도시로 거듭나려 하

고 있다. 사실상 금융 중심은 상하이(상해)로 무게중심이 많이 넘어갔지만 여전히 중국 인재의 산실이며, 비즈니

스의 중심은 베이징이다. 특히 칭화대학, 베이징대학, 인민대학 등 중국 명문대학이 몰려있는 중관촌은 중국 창

업의 중심지로 떠오르고 있다. 중관촌(中官村, 쭝관춘)은 베이징 중심의 서북쪽 하이단구에 위치해 있는 첨단기

술 개발구역으로 베이징대, 칭화대 등 약 40여개의 대학과 중국과학원, 중국공정원 등 국책 연구기관이 밀집해 

있는 학술 기술단지라고 할 수 있는데, 1990년대 형성된 지역이다. 우리나라 용산 전자상가 같은 첨단 전자제품 

상가들도 위치해 있어서 베이징의 용산전자상가로 알려진 곳이기도 하다. 

중관촌 서북쪽 베이징대학과 4환도로가 맞대어 있는 지역에 창업거리(창업대가,創業大街)라고 불리는 ‘Inn

oWay’가 있다. 입구에서 끝까지 약 270미터 정도 되는 인도를 중앙에 두고 양쪽으로 창업카페촌이 형성되어 있

다. 예전 이곳은 근처 대학교를 가까이 둔 까닭에 서점과 문구점이 밀집해 있던 지역이었다. 2011년 처쿠카페(차

고카페)가 들어서고, 창업열풍이 불면서 3~4년 전부터 창업카페가 집중적으로 몰린 지역으로 바뀌었다. 

이곳은 2015년에만 두 번 리커창 총리가 다녀가면서 화제가 되었던 곳이기도 하다. 실제 거리 중간 중간에는 

리커창 총리 방문 당시의 사진과 영상들이 전시되고 있다. 창업을 강조하는 대표적인 중국 고위관리가 리커창 총

리인데, 그가 이곳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는 것은 중국 창업정책의 방향을 예측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대중창업 만인혁신’이라는 말로 혁신과 창업을 중심으로 하는 중국 경제의 미래를 제시한 그였기 때문이다. 

더구나 그는 시진핑 국가주석과 더불어 이곳 청화대 출신이기도 하다. 중국 최고 지도자가 나서서 청년창업을 장

려하고 있으며, 그 중심에 Innoway가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상징성이 있다. 

InnoWay는 현재 크고 작은 10개의 건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건물마다 카페와 창업지원을 위한 시설들이 

구성되어 있다. 건물 중간에 음식점과 아직 남아 있는 서점 등이 있지만 대부분은 창업카페와 창업보육시설이라

고 할 수 있다. 이 거리의 대표적인 카페는 2011년 이 지역에서 제일 먼저 문을 연 ‘처쿠카페(차고카페)’이며, 회원

제 카페의 대표인 ‘3W(싼더블류)카페’다. 이 두 카페는 이곳뿐만 아니라 중국 전역에 체인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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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국	창업카페의	소개

중국에 창업열기가 고조되면서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창업카페들이 우후죽순 등장하는 중이다. 특히 중국

의 창업카페라 불리우는 곳은 중국의 예비, 초기 창업자들의 교류와 소통 및 육성 플랫폼 역할을 하고 있다. 노

트북 한 대만 있으면 오피스이자 행사장이자 멘토링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다.

중국의 대표적 창업카페이자 코워킹 스페이스는 중국 베이징 중관촌 이노웨이 거리의 ‘처쿠카페’와 ‘3W카페’

를 들 수 있다. 이 창업카페들은 중국 1인 창업자들이 업무를 보고 동료 및 투자자들이 정보를 교류하는 코워킹 

스페이스다. 더불어 근래에는 중국의 대표적인 인터넷 기업들도 직간접적으로 창업카페를 열고 있다. 대표적인 

곳으로 중국 2위 전자상거래 기업인 징동의 ‘JD밀크티‘를 들 수 있다. 앞서 언급한 대표적인 창업카페 외에도 중

국에는 다수의 창업카페가 존재한다. 이들을 소개한다.

① 3W카페(3W커피)

2011년 중국 온라인 취업사이트 라거우왕(拉勾網)의 CEO인 마더룽과 쉬단단(3W카페 창업자) 등은 창업

자들을 위한 모임공간을 마련한다는 취지의 투자자 모집공고를 블로그에 올렸다. 당시 100여 명의 주주를 모집

했으며, 이에 힘입어 같은해 베이징 중관춘에 3W카페가 정식으로 오픈한다. 이후 3W카페는 처쿠카페와 더불

어 중국에서 가장 유명한 창업카페로 자리잡게 된다.

3W카페의 특징이라면 “투자자 티(tea)타임”을 들 수 있다. 자금이 필요한 창업자들이 3W카페가 초청한 청

투자자들과 1:1 투자 상담을 할 수 있는 시간이다. 투자 유무를 떠나 투자자들은 창업자들에게 필요한 조언 및 

경험을 공유하는 이벤트이기도 하다. 이밖에 3W카페에서는 기업 임원이 강연자로 나서는 “3W공개수업교실”도 

개최한다. 전문가급의 강연자를 통해 해당 분야의 지식 과 경험을 전해들을 수 있기에 인기가 높다. 더불어 이러

한 이벤트는 3W카페의 급속한 브랜드 인지도 상승에도 도움이 되었다.

다만, 3W카페는 높은 인지도에 비해 아직 구체적인 수익모델 창출은 못 하고 있다. 3W의 창업자 중 한 명인 

과레이는 “투자자와 창업자를 연결해주는 플랫폼 역할만으로 의미있는 수익을 거두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창업 인큐베이터와 투·융자 플랫폼 역할에 사업 중점을 둘 것”이라고 밝혔다. 3W카페 지점은 현재

까지 심천(선전, 深玔) 지역에 4곳이 있다. 하지만 지점을 더 개설해 나갈 계획이다.

② 처쿠(車庫)카페

처쿠카페(차고카페)는 중국 창업카페의 대명사로 2011년 4월 7일 베이징 중관춘에 설립되었다. 시작은 창업

자에게 공간을 제공하는 한편 협업을 유도하는 코워킹 스페이스의 성격이 강했다. 이후 창업자들에게 개방된 사

무공간을 제공하는 한편 투자자들과의 만남을 주선하는 “민간 인큐베이터”로 자리매김한다. 베이징 처쿠카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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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지면적은 800㎡규모로 한 번에 150명을 수용할 수 있다. 창업자들은 이곳에서 커피 한 잔의 비용으로 사무공

간을 점유할 수 있다. 예비 스타트업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자금+교류+자원+사람”이기에 그것에 최적화된 인

프라를 제공한다. 오후 시간이면 이곳에서 투자관련 이벤트 및 기술교류 행사가 열린다. 특히 처쿠카페는 창업

자들간 교류가 활성화된 공간이다.

처쿠카페의 목표는 창업자들을 하루 종일 이곳에 “묶어두는 것”이다. 처쿠카페는 3W카페와 마찬가지로 흑

자를 기록하고 있지는 못하다. 하지만 미래에 대한 투자로 여겨 현재 방식을 꾸준히 고수할 것이라 밝히고 있다.

③ 푸윈(福雲)카페

2012년 4월 항저우 푸디(福地)창업단지 내 설립된 푸윈카페는 항저우지역 인터넷창업자들의 모임과 교류 장

소로 활용되고 있는 지역 명소다. 푸윈카페 창시자 리즈궈(李治國)는 오픈된 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그래야 

창업 성공률이 높아지고 투자자들도 더 좋은 프로젝트를 만날 수 있다는 것이다. 푸윈카페 서우위안(壽遠) 대표

는 중국의 유명한 창업카페의 기능을 두 가지로 요약했다. 하나는 강좌, 세미나 및 창업 프로젝트 유치 기능이고, 

다른 하나는 투·융자 기능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서우위안의 업무는 창업자와 투자자를 만나는 것이라고 한다.

푸윈카페의 역할이자 비즈니스 모델은 투자자와 창업자의 중개 역할이다. 비즈니스 협상경험이 부족한 창업

자들은 엔젤투자자의 수요를 잘 모르기에 투자를 유치하기 어렵다. 반면에 좋은 프로젝트를 찾지 못해 고민하는 

투자자도 많다. 푸윈카페는 이들 사이에서 그동안 쌓은 인맥과 경험을 바탕으로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 양측의 

시간과 비용을 절감해주는 것이다.

푸윈카페는 양쪽 벽에 광고형식의 전광판이 설치되어 있다. 이 광고를 통해 성공적으로 투자를 유치한 기업

도 있다는 설명이다.

④ 광벨리(光谷)창업카페

우한(武漢) 광벨리자본(光谷資本)빌딩 1층에 설립된 300㎡ 면적의 광벨리 카페의 1층은 일견 보통 카페처럼 

보인다. 2층은 4개로 구분된 사무실이다. 각각 사무실에는 네 개의 창업팀이 입주해 있다. 사무실에는 컴퓨터, 

프린터, 전화기 등 사무기기가 구비되었다.

창업팀들은 이곳의 사무기기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고 창업과 연관된 법률, 회계 등 컨설팅도 받을 수 있다. 

이들만 혜택을 받는 것은 아니다. 입주기업이 아니더라도 카페에서 10위안짜리 커피 한 잔을 주문하면 이곳 사무

공간을 하루 동안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광벨리창업카페는 중국에서 유명한 두 명의 엔젤투자자가 설립했다. 바로 중국 엔젤투자의 귀재라 불리우는 

레이쥔(雷軍)과 광벨리(光谷)소프트웨어 회장 리루슝(李儒雄)이 그들이다. 레이쥔은 이곳에서 일부 창업프로젝

트를 리드하는 역할을 맡고 리루슝은 카페의 운영과 관리를 책임지고 있다. 두 사람은 광벨리카페의 대표이자 창

업자 헤드헌터 역할을 하기도 한다.

광벨리창업카페의 목적은 단순한 커피 판매가 아니다. 벤처투자 플랫폼으로 발전시키고 있으며, 우한에서 

성장잠재력을 지닌 창업프로젝트를 더 많이 발굴하는 것을 지향하고 있다.

⑤ 베타(Beta)카페

베타카페는 2009년에 설립된 중국 최초의 IT 테마 카페이다. 더불어 항저우, 베이징, 광저우 및 선전에 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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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열고있는 창업카페 프렌차이즈이기도 하다. 더불어 몇몇이 주도하는 형태가 아니라 3W카페처럼 TMT(기술·

미디어·통신)분야 엘리트 수백 명이 이 카페의 주주이다.

베타카페는 중국 대표적 인터넷 포럼 중 하나인 ‘중국전자상거래포럼’ 개최 장소로 유명하다. 또한 중견기업 

COO, CPO등 임원급 인사를 초청해 투자자와 창업자들에게 실무적인 조언과 도움을 주고 있다. 이밖에 각종 

포럼, 세미나, 투자상담회도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베타카페는 마실 것 한 잔만 주문하면 종일 사무를 볼 수 있다. 여타 창업카페와 마찬가지로 창업자들이 사

무비용과 교류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장소인 것이다. 더불어 오후시간에는 투자교류 및 기술교류 이벤트를 정기

적으로 제공한다. 베타카페 한쪽 벽에는 빼곡히 붙어있는 구인광고를 볼 수도 있다.

⑥ 5F창업카페

5F창업카페는 지난해 1월 11일 안후이(安徽)성 허페이(合肥) 5F창업단지에 설립되었다. 이 카페의 특징이라

면 안후이성 최초로 크라우드펀딩 방식으로 설립된 창업카페라는 것이다. 25명의 인터넷기업가들이 공동 투자

했으며, 목표는 ‘최고의 창업플랫폼’으로 성장하는 것이다.

5F카페는 창업자들에게 남다른 의미가 있다. 여타 창업카페처럼 인재,프로젝트 및 투자가 집중되는 곳이기

도 하지만, 공동 투자자인 25명의 거물급 인터넷기업가들의 거점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조금 과장을 붙이자면, 

지역 창업자들의 ‘집’과 같은 장소라해도 과언이 아니다.

5F카페는 10위안이 좀 넘는 모카 한 잔만 주문하면 하루 종일 무료로 공간을 이용할 수 있다. 5F창업카페의 

커피와 스낵은 모두 중국의 유명한 커피 체인점에서 납품한 것으로 평가가 좋다.

5F창업카페는 안후이성 내 기업, 대학교, 벤처투자 등 자원을 통합시켜 창업자들의 창업 및 기업 발전에 원

동력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있다. 인재· 자금·프로젝트의 집결지이자 정보와 자원의 공유 플랫폼인 셈이다.

⑦ IPO클럽(IPOClub) 

2014년 10월 31일 상하이에 설립된 IPOClub은 24시간 문을 여는 창업카페로 650㎡ 규모의 공간에 설립되

었다. 창업자들의 성공을 기원하는 의미에서 IPOClub으로 명칭을 정했다고 한다. IPOClub은 상하이는 물론

이고 중국 전역의 창업자들에게 기업 등록, 은행 업무, 법률 상담, 리쿠르팅, 자본 유치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

한다. 더불어 정부 및 창업관련 기관과 손잡고 O2O방식으로 창업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IPOClub는 이노스페이스(InnoSpace)와의 협력을 통해 창업 육성도 병행하고 있다. IPOClub이 성

장잠재력이 있는 창업자를 발굴하여 준비작업을 돕고, 이노스페이스가 이후 육성을 책임지는 형식이다. 이노스

페이스는 단기 인터넷창업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서비스업체다.

IPOClub의 목표는 개방되고 국제화된 ‘인터넷창업프로젝트 인큐베이터’로 성장하는 것이다. 이를 이루고

자  IPOClub은 차이나뱅크 상하이 지점과 협력관계를 맺었으며, 인텔(Intel)과도 제휴를 한 상황이다.

⑧ 치뎬(起点)카페

처쿠카페의 모델을 답습해 개설된 치뎬카페는 선전에 최초로 설립된 창업카페이다. 처쿠카페와 다른 점이라

면 창업 전반 과정(Whole chain)에 대한 지원을 보다 더 중요시한다는 점이다.

치뎬카페에서 배출된 대표적 기업으로는 ‘선전완우롄(萬物聯)’을 꼽을 수 있다. ‘완우롄’이라는 기업 상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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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뎬카페의 도움으로 등록한 것이다. 치뎬카페는 설립 초기부터 창업 인큐베이터의 역할을 지향해 왔다.

치뎬카페의 오픈형 사무실은 책상마다 별도의 인터넷 전용선이 구비되어 있으며, 커피를 주문하지 않더라도 

무료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 오픈형 사무 공간 외에도 저렴한 비용으로 공간을 빌릴 수 있는 ‘인큐베이터 공

간’이 따로 있다. 선전시 발전개혁위 산하 국가첨단기술산업혁신센터가 치뎬카페의 주요 투자자이기에 따라서 여

타 민간 창업카페들과 차별화되는 부분이 있다.

⑨ 싼요우(傘友)카페

싼요우카페는 간단한 음료 뿐만 아니라 식사, 디저트, 도서, 네트워크, 이벤트 개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서

비스를 제공한다. 영업면적은 500㎡ 규모로, 실내 환경은 스타벅스 못지않다.

싼요우카페의 주요 고객은 스타트업을 비롯해 벤처투자자, 창업자, 회계사, 변호사, 엔지니어, 경영자, 엔젤

투자자들이기에 창업 인맥을 쌓기 좋다. 더불어 싼요우카페와 싼요우기금, 싼요우창업멘토그룹이 일괄 서비스

를 제공해 다수의 창업자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

싼요우카페는 스타트업 기업들을 위한 융자서비스가 중점 사업이다. 자체적으로 마련한 싼요우기금 외에도 

외부의 VC 및 엔젤투자기관과 제휴를 맺고 스타트업 자금조달을 돕고있다.

싼요우카페는 ‘창업서비스 플랫폼’이라는 모토에 걸맞는 독창적인 창업멘토그룹을 운영하고 있다. 싼요우카

페의 창업멘토는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기업의 고위층 경영자여야 하고 일정기간 창업기업의 성장을 지켜봐주

고 도와줄 수 있는 시간과 의지가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룰이 있다. 이렇게 모인 창업멘토가 현재 500여 명이

다. 창업멘토의 모든 활동은 자원봉사 형태로 이루어진다.

⑩ 8번 플랫폼(8號平臺)

8번 플랫폼은 청두시 위원회와 보루이 투자그룹의 공동 투자로 2012년 12월 8일에 설립되었다. 8번플랫폼

은 현재 청두의 혁신·창업기업의 투·융자 교류 플랫폼 및 창업보육 플랫폼 역할을 하고있다. 더불어 청두 우허

우(武侯)구 유일의 예비 창업보육센터이기도 하다.

지금까지 8번 플랫폼을 이용한 창업프로젝트는 200여 개이며, 20여 개 창업팀이 이곳에서 육성되었다. 그 

중에서 3개 창업팀이 8번플랫폼을 통해 500만 위안(한화 9억 원) 이상의 엔젤투자를 유치했다.

[출처] <중국 창업카페> http://platum.kr/archives/51681  

(4)	계속	확대되는	창업거리	

창업거리  InnoWay는 현재 대략  30여개의 액셀러레이터들이 활동하고 있으며, 계속해서 찾는 사람들이 늘

어나고 있다. 중국 정부의 전폭적인 관심과 지원이 늘어나면서 지역의 확대도 진행 중이며, 지금도 카페 및 지원

시설들이 새롭게 문을 열 준비를 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다. 

불과  1~2년 사이 베이징도 창업열풍이 강하게 부는 것 같다. 특히 주요 대학이 밀집해 있는 중관촌에서의 

창업 바람은 더 뜨거운 것 같다. 인재는 창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수한 인재들

이 배출되는 중관촌은 그 어느 지역보다 창업하기에는 좋은 위치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중국정부도 창업을 적극 장려하고 있으며, 특히 현재 정부가  ‘인터넷플러스’라는 생활속의  ICT기반 비즈니

스를 장려하면서 중국인들의 관심이 더 높아지고 있다. 핏속에 돈이 흐른다고 표현할 만큼 상술의 DNA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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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중국인들에게 첨단 지식산업의 불꽃이 점화되고 있음을 느낄 수 있다. 

그러나 창업거리는 민간주도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정부는 창업 기반조성

이나 홍보 등 정책적 지원만 있을 뿐 창업육성 프로그램에 대한 기획이나 참여, 직접 투자가 없다는 점에서 우리

나라와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5)	중국	창업까페의	시사점

중국은 창업을 중요한 국가과제로 선정하고 젊은 인재들에게 창업을 권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와 달리 정부

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민간주도의 창업생태계가 구축되었으며, 인재의 산실 대학이 창업에 있어서도 중요한 역

할을 한다는 것이다. 

쉽게 창업할 수 있는 환경뿐만 아니라 어떻게, 무엇으로, 누구와 협력할 것인지를 안내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

리가 배워야 할 부분이 많다. 물리적인 보육공간 같은 하드웨어적인 지원도 중요하지만 진정 창업자들이 실력을 

쌓아 성공할 수 있는 창업지원 서비스 같은 소프트웨어적인 지원도 아주 중요하며 투자유치의 기회도 많고 또 투

자자도 다양하게 존재한다는 것이다. 

카페 사업자도 하나의 스타트업으로, 자신들의 공간에서 발굴한 스타트업을 육성하고, 투자를 연계하며 교

류와 멘토링 등을 통해 일정 역할을 하고 우수 기업의 지분을 확보하고, 나중에 해당 기업이 M&A 되거나, 투자

를 받거나 상장하게 될 때 수익을 확보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다. 물론 공간을 임대하고 음료를 판매하는 

인큐베이터 비즈니스 기능이 기본이 되지만 그보다는 우수 기업에 대해 지분 투자를 병행하는 액셀러레이터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오히려 액셀러레이터 사업을 카페라는 공간의 형태로 운영한다는 것이 더 정확한 비유가 될 

것이다.6) 

창업카페는(예비)창업자와 투자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공간이다.

-창업자: 최소한의 비용으로 창업 아이디어를 얻고, 발전시키며, 같이 꿈을 키울 동료를 찾고, 투자자도 만난다.

-투자자:  언제든 유니콘으로 성장 가능한 훌륭한 스타트업을 만날 수 있으며, 자신이 투자한 스타트업을 위

한 더 좋은 아이디어, 인재를 발굴한다.

중국정부는 이러한 창업생태계에 직접 개입하기보다는 육성사업자(액셀러레이터)와 민간단체 등을 도와 창

업환경만을 제공해준다는 점에서도 우리나라의 환경과는 다르다. 철저히 민간의 입장에서 그리고 사업의 관점

에서 운영되는 생태계여서 자연스럽고, 철저히 이윤만을 추구하는 기업경영 본질에 가까운 창업지원 활동이 오

히려 창업자들에게 더 큰 도움이 된다는 관점을 가지고 있다.

창업 생태계 종사자가 창업자를 돕는다는 생각보다, 그 일자체로 사업성이 있다는 판단이 결국은 창업생태

계를 더 건강하게 만들고 있다. 이때 정부의 개입이 최소화되고, 민간이 해결할 수 없는 각종 공적인 혜택이나 공

공의 자원을 활용하는 부분만 도움을 받기에 마음 놓고 사업을 할 수 있게 만들어 놨다. 인큐베이터, 투자자, 창

업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생태계를 구축하는것. 정부나 지자체 등 기관의 개입이 없으며, 사업적 규제를 풀어

주고 창업의 걸림돌을 제거해주는 것, 그것이 가장 활발하고 건강하며 성과를 낼 수 있는 창업생태계라고 할 수 

있다(박병근 2016).

6)	박병근,	‘창신·창업·창미래-베이징	창업카페를	가다’,	『디지에코	보고서』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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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국의	창업카페

해외의 대표적인 창업지원 코워킹 스페이스로는 먼저 로켓 스페이스(Rocket Space, 미국)가 있다. 미국 실

리콘밸리에 위치한 로켓 스페이스는 2011년 설립되었고, 180개의 스타트업과 700명의 창업 인력이 입주(2014.9 

기준)7)해 있다. 이 곳은 엑셀러레이터와 인큐베이터의 중간 형태로 기술 스타트업의 캠퍼스(RocketLabs)를 표

방하며, 입주 시 기술 스타트업, 초기 투자 유치 실적이 요구된다. 입주 시에는 코워킹 공간 및 독립 사무 공간, 컨

퍼런스룸, 교육 및 강연 프로그램, 멘토링 프로그램, 스타트업 지원 서비스 제공 기관의 자문 서비스 등 제공된다. 

우버(Uber), 자포스(Zappos) 등이 졸업한 곳으로 입주기업 유치 자금이 30억 달러 이상이라는 성과가 있다.

3)	영국의	창업카페

영국은 우리나라처럼 창업기관들이 다양한 형태로 그 기능을 분할하여 형성되어 있지는 않다. 별도의 창업

카페라는 이름은 아니지만 나름 성과를 크게 보고 있는 코워킹 스페이스를 구축하고 있다. 영국 런던이 글로벌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의 허브로 부상하며 미국 실리콘밸리를 넘보고 있다. 한국 등 전 세계 각국 정부가 ‘창업

국가’를 지향하며 스타트업 육성에 공을 들이고 있는 가운데 영국의 창업생태계는 대표적인 성공사례로 꼽힌다. 

구글 캠퍼스 런던 카페. 구글 ‘캠퍼스 런던’의 지하 카페

테크시티는 빈민가에서 혁신의 아이콘으로 급부상하였다. ‘테크시티’가 조성된 영국 런던 동부지역 올드스

트리트 주변은 런던의 대표적 낙후지역이었다. 2010년 초까지 빈민가로 발전을 기대하기 어려운 곳이었다. 허름

한 건물들 사이에 버려진 창고, 문 닫은 공장의 흔적이 여전히 곳곳에 남아 있지만 지금은 전 세계 어느 곳보다 젊

은이들의 창업 열기로 가득하다.

구글캠퍼스 등 곳곳에 설립된 창업지원센터는 제2의 마크 주커버그를 꿈꾸는 젊은 창업가들이 이른 아침부터 

문 열기를 기다리며 줄을 서 있다. 2008년 15개에 불과했던 테크시티 입주 기업은 2,000여곳 이상으로 늘었다.

소셜미디어 관리앱 제작업체 트윗덱, 게임업체 킹닷컴 등 유명 벤처기업들이 이곳에서 크고 자랐다. 글로벌 

IT 기업을 제외하면 1,500여 개 스타트업이 활동 중이다. 영국 정부가 2011년 이곳에 IT스타트업 생태계를 만들

겠다고 발표한 뒤 급증했다. 돈과 인재가 몰리면서 런던 IT 벤처기업은 2010년 49,969개에서 2013년 말 88,215

개로 증가했고 런던에서 늘어난 일자리의 27%가 테크시티에서 탄생했다.

테크시티의 ‘혁신’ 뒤에는 정부의 든든한 지원이 있다. 2008년 세계 금융위기로 런던의 핵심산업인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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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휘청거리자 정부가 국가적 신산업으로 미디어와 테크놀로지를 지목하고 세제혜택 등 각종 지원책을 쏟아냈

다. 우선 창업 진입 문턱을 낮췄다. 법인등기 절차를 데이터베이스(DB)화해 온라인으로 모든 절차를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다.

정부가 운영하는 온라인사이트인 ‘컴퍼니스 하우스’에 접속해 회사명, 주소, 자본금, 주주 등 기본 정보만 입

력한 뒤 수수료 15파운드(약 2만 6,000원)를 내면 하루 이틀 만에 법인설립 등기를 마칠 수 있다. 법인 등기이사 

수와 임기 제한도 없앴다. 16세 이상의 운영자 한 명만 있으면 된다.

자본금 제한도 물론 없다. ‘0원’으로도 기업을 설립할 수 있다는 얘기다. 창업자가 회사 주식을 매각할 때 세

금을 10% 이하로 규정해 일반사업자(세율 30~40%)보다 혜택을 주고, 스타트업의 기술개발 등에 투자하는 엔

젤 투자자는 세금을 감면받는다. 기술 있는 인재라면 전 세계 누구나 비자를 받을 수도 있다.

7)	정새롬(2014.9.25),	「18조원	우버도	‘로켓	스페이스’에	올라타지	않았다면	탄생하지	못했다	–	던칸	로건	대표	인터뷰」,『비석세스(BeSuc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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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국내	사례

우리나라에서도 창업카페라는 이름으로 여러 기관들이 설립, 운영하고 있지만, 대부분이 제도권하에서 관 

주도의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어 많은 경우 중국의 자생적이며 자율적인 형태가 아닌 인큐베이터의 성격이며 

입주 위주로 운영되고 있다.

1)	부산창업카페

부산창업카페(http://www.busanstartup.kr)는 부산형 창업생태계 조성의 일환으로 부산광역시가 설립

하고 (재)부산경제진흥원이 운영하고 있으며, 1호점(송상헌광장점)은 2015년, 2호점(부경대)은 2016년에 개소 

하였다. 부산창업카페는 크게 ‘소통&창업지원’이라는 두 주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매월 교육, 컨설팅, 특강, 네트

워킹 데이 등 다양한 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창업에 관심있는 누구나 방문하여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운영되고 있다. 

부산창업카페 추진전략

시,	출자·출연기관,	

정부기관,	대학	등	

기관별로	추진	중인	

창업지원사업	전수	조사	

및	분석

소통·협업을	통한	

유사·중복사업	등	조정,	

역할	재분배	및	특성화

예비창업자,	창업준비자	

등	수요자	중심	및	

현장	중심의	필요사업을	

선도	사업으로	

선정하여	중점	추친

체계적인	지원과	

제도개선방안	강구	등	

창업	활성화	대책	마련

부산창업카페는 부산 창업생태계에서 창업인큐베이터 전 단계에서 창업소통 공간으로 운영되고 있다. 각 창

업지원기관간의 연계성은 다음과 같다.

기관별 창업지원 역할



171

셋, 지원사업분과

부산창업카페는 공간지원과 창업지원의 두 가지 기능을 가지고 창업 예비자나 초기창업자들을 지원하고 있

다. 아래는 부산창업카페 홈페이지에 있는 지원내용 화면이다.

2)	김해창업카페

김해시는 2017년 5월에 예비창업자들의 자유로운 공간이 될 ‘창업카페’ 문을 열었다. 예비창업자들이 자유

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김해여객터미널 3층에 사업비 6억 2,300만 원을 들여 200평 규모의 ‘김해창업카페’를 개

설하였으며, 2020년까지 전국 최고의 창업생태계를 조성해 ‘창업거점도시’로 발전을 목표로 하고 있다. 김해창

업카페에는 인터넷, 컴퓨터, 복사기, 회의실 등 사무를 위한 기본적인 시설들을 갖추었으며, 창업교육과 명사특

강, 창업경진대회, 투자자와 창업자 연결을 위한 네트워킹데이 등 경영, 교육, 자금, 사업화 지원도 함께 이뤄지고 

있다. 예비창업자들은 시설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카페운영은 민간의 전문 업체가 맡는다.

카페 일부는 문화공간으로도 활용해 시민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서울이나 부산, 중국 등에서

는 지자체, 기업체, 경제진흥원 등의 후원으로 창업카페가 활성화 돼 있다. 김해시는 창업카페가 창업문화 확산

과 창업생태계를 조성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당초 시는 엔젤투자자나 기업들이 예비창업자들이 

모이는 카페에서 성공 가능성이 높은 예비기업을 찾아 투자하는 중국의 대표 창업공간인 ‘처쿠(車庫)카페’ 같은 

거리를 조성할 계획이었으나 지방 지자체의 여건상 계획을 수정했다.8)

3)	서울창업카페

서울시는 시장 60대 주요공약 (공약사항: 지하철 역사 유휴공간 등을 일자리 거점 및 창업공간 제공)으로 숭

실대입구역, 연세대 지하보도, 종로구 혜화동, 마포구 연남동 등 4개소에 서울창업카페를 운영하고 있다.

청년층 생활권역 내 창업정보·교육, 맞춤형 컨설팅 제공으로 창업 저변 확대 및 청년창업 활성화 도모하는 

것을 설립, 운영 목적으로 하는 서울창업카페는 창업 정보제공 및 상담, 전문교육, 홍보물 제작지원 등의 프로그

램을 운영하고 있다.

서울창업카페는 다음 장에서 상세히 분석하고 여기서는 생략한다.

8)	출처	:경남일보.	2017.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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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타	코워킹	스페이스	현황

창업 아이디어를 가진 예비창업가 혹은 창업가가 아이디어를 사업화하기 위해 교류 및 협업하는 공간을 의

미하는 코워킹 스페이스인 창업카페에 대한 운영사례와 성과가 전 세계적인 관심을 사고 있다. 이 공간은 구체적

으로 창업가뿐 아니라 스타트업 지원조직(투자, 멘토링, 컨설팅, 네트워킹, 법률 지원 등) 관계자들도 함께 업무공

간을 공유하여 협업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2013년부터 코워킹 스페이스가 등장하기 시작하였고 현재 대기업, 재단, 정부 주도의 코

워킹 스페이스 설립 및 운영이 활발하다. 현재 많은 예비창업자, 창업자들이 이런 시절을 활용하고 있으며, 다양

한 네트워크를 활용해 글로벌 기업으로 발돋움하고 있다.

국내 창업지원 코워킹 스페이스 현황을 살펴보면, 먼저 2013년에 설립된 은행권청년창업재단의 ‘D.CAMP’

가 있다. 이는 창업지원을 전문으로 하는 최초의 민간 코워킹 스페이스로 개관된 이후 코워킹 스페이스 활동을 

본격화하고 있다. 이후  2014년에는 ‘마루180’, ‘스타트업얼라이언스’ 등이 설립되었고, 2015년 5월에는 ‘구글캠퍼

스 서울’이 개관되었다. 

우리나라는 민간 코워킹 스페이스의 경우 설립 재단(혹은 기업) 규모가 큰 편이며, 정부 주도의 코워킹 스페

이스 설립 및 운영이 활발한 것이 특징이다. 

예를 들어  D.CAMP(은행권 출자 재단), 마루180(현대계열 아산나눔재단), 드림엔터(과학기술정보통신부, 

前 미래창조과학부) 등으로, 이들은 ▶ 자생적, 소규모 코워킹 스페이스 및 창업지원 분야 스타트업 부족, ▶ 창

업지원 코워킹 스페이스가 대부분 테헤란로를 중심으로 하는 강남권에 밀집되었다는 개선점이 있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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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주요 창업지원 코워킹 스페이스 현황 및 특징

기관명 디캠프(D.CAMP) 마루180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설립연도 2013년 2014년 2014년

위치 강남구	선릉로 강남구	역삼로 강남구	테헤란로

운영	주체 은행권청년창업재단 아산나눔재단
민관협력네트워크

(미래부+네이버	등	인터넷	기업)

설립	목표

투자,	네트워크,	공간의	유기적	결합을	

통한	창업생태계	활성화와	청년	일자리	

창출

청년창업가의	창업지원	종합솔루션	

제공을	위한	오픈소스	플랫폼

스타트업생태계	수성원들	간	연결을	

통한	생태계	활성화	및	스타트업	

해외진출	지원

시설	현황

-	카페,	D.Office(2층)

-	코워킹	공간(4층)

-	스타트업	입주공간(5)층

-	다목적	홀(6층)

-	이벤트홀(지하	1층)

-	카페(마이크입팩트)(1층)

-		스타트업,	엑셀러레이터,	VC	

사무공간(2~5층)

‘&Space’

(강의,	세미나,	컨퍼런스	등의	행사목적	

대관	서비스	공간	제공)

주요	활동	및	프로그램

-	코워킹	공간	운영(회원제)

-	투자	펀드	운용

-		D.CLASS,	D.MENTOR,	D.CISION,	

D.MATCH,	D.PARTY,	D.	DAY	등

-	정주영창업경진대회

-	멘토링랩(Mentoring	Lab)

-	타운홀	미팅,	99Days	멘토링	파티	등	

네트워킹

-	쫄투(쫄지말고	투자하라)

-	테헤란로	커피클럽

-	테헤란로	북클럽

-	파워톡	프로그램

-	스타트업생태계지도	작성

-	스타트업	부트캠프(일본)

특징

-	국내최초	코워킹스페이스

-	D.브랜드	프로그램운영

-	언론인	추린	센터장	연임

-	글로벌	창ㅇ버	행사	개최

-		스타트업-투자	기관	공통입주	통한	

즉각적	피드백

-	스타트업	투자	자금	보유

-	상시	멘토링/네트워킹

-	민관협력네트워크가	설립

-		스타트업	생태계	구성원들	간의	

연결을	중시

-	스타트업	해외진출	행사

기관명 드림엔터(Dream	Enter) K-ICT	본투글로벌센터 구글캠퍼스	서울

설립연도 2014년 2013년 2015년

위치 종로구	세종로 마포구	월드컵북로 강남구	대치동

운영	주체 미래창조과학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미래창조과학부)

구글	본사

(Google	for	Entrepreneurs	팀)

설립	목표

온라인	창조경제타운을	통한	우수	창조	

아이디어의	사업화	과정	멘토링	및	

컨설팅

스타트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교육,	

투자,	법률,	특허	등	분야별	전문	컨설팅	

제공

창업가들이	모여	훌륭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미래를	변화시키는	공간

시설	현황

-		메인홀,	컨퍼런스홀,	카페,	멘토링룸,	

팀협업실(1층)

-	예비창업실,	청춘창업실(2층)

-	개방형	코워킹	공간

-	컨퍼런스룸(세미나	공간)

-		영상회의실,	소규모	회의실,	임해형	

사무실	등

-	캠퍼스	카페(빈	브라더스)

-	메인	이벤트홀

-	스타트업	및	파트너	공간

-	디바이스랩,	강의실,	정원

주요	활동	및	프로그램

-	응답하라	멘토여!

-	트렌드	X

-	Small	Talk

-		창저경제대상	아이디어	창업경진대회	

행사

-	B2G	Academy(교육)

-	B2G	Demo	Day(IR)

-	B2G	Investment(투자)

-	B2G	Directions(세미나)

-	B2G	Meetup	등

-	Mentoring@Campus

-		Leaming@Campus(엄마를	위한	

캠퍼스	등)

-	Connect@Campus

-	Talks@Campus

특징

-		정부	주도	스페이스로	창조경제의	

오프라인	플랫폼

-		민간	창업지원	기관	및	단체,	동아리	

등	협력	지원

-		타트업	해외진출을	위한	컨설팅	및	

투자연계	주력

-	K-글로벌	프로그램	연계

-	상암	누리꿈스퀘어	입주

-		공간	제공	외	지원	기능은	파트너와	

협력	운영

-	창업인력	국내유입	초첨

-	여성창업가	교육	프로그램

*자료	:	김영환,	창업지원	코워킹	스페이스	현황	및	활성화를	위한	정책	과제,	STEPI	INSIGHT,	2015.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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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국내외	창업카페	운영	시사점

각 국의 창업카페는 그 나라의 창업문화와 창업생태계, 정부기관의 창업 지원 행태가 크게 반영되어 운영되

고 있다. 미국과 같이 지극히 자율적이고 시장경제이 입각한 창업문화를 가진 나라들은 거의 민간 위주의 자율

적 생태계를 기반하고 있다. 따라서 창업카페의 설립과 운영도 개인이 영리적인 목적으로 설립하여(운영은 비영

리적으로 진행되더라도) 자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중국은 국가정책의 일환으로 창업을 정부 주도로 권장하기는 하지만 실제 창업은 거의 민간 주도로 추진되

고 정부는 창업자들의 제도적 제한을 해결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지원을 하고 있다. 하지만 그 성과는 결코 어느 

나라 못지않게 효과적인 점을 유념하여야 할 것이다.

영국은 창업부터 폐업까지 정부 정책 지원이 ‘올인’ 되어 있다. 사실 테크시티의 ‘혁신’ 뒤에는 정부의 든든한 

지원이 있다. 2008년 세계 금융위기로 런던의 핵심산업인 금융이 휘청거리자 정부가 국가적 신산업으로 미디어

와 테크놀로지를 지목하고 세제혜택 등 각종 지원책을 쏟아냈다. 우선 창업 진입 문턱을 낮췄다. 법인등기 절차

를 데이터베이스(DB)화해 온라인으로 모든 절차를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다.

테크시티에 최근 5년 유입된 핀테크 분야 투자는 7억 8,100만 달러. 2013년 영국 핀테크 연간 성장률은 

600%. 미국 실리콘밸리 핀테크 성장률(190%)의 3배가 넘는다.

우리나라는 지나치게 관 주도의 창업생태계를 성급히 구축하려는 정부의 정책 때문에 단기간에 다양한 생

태계 요소들을 구축하기는 하였지만, 성실한 창업문화를 형성하고 생태계 요인들의 각 기능이 유기적으로 운영

되는 데는 미숙함이 없지 않다. 따라서 창업카페 역시 다른 창업지원기관(인큐베이터, 액셀러레이터 등)을 우선 

구축한 후 설립한 이유로 창업카페 고유의 기능을 포지셔닝하기가 만만치 않은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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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서울창업카페	현황	분석

가.	설립	취지와	목적

서울시는 청년층 생활권역(대학가 주변 등) 내 창업정보·교육, 맞춤형 컨설팅 제공으로 창업저변 확대 및 청

년창업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서울창업카페’를 조성, 운영하고 있다. 이는 지난 2014년 5월 발표한 박원순 시장의 

60대 주요 공약 중 하나로, “지하철 역사 유휴 공간 등을 일자리 거점 및 창업공간으로 제공”한다는 일환으로 기

획되었다. 창업을 준비 중인 예비창업가와 서울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려는 취지로 조성된 이 공간은 ① 창업

지원범위 확대 및 창업기반 조성 ② 창업거점기능 수행 ③ 네트워크 활성화를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수요자 요구에 맞추어 창업정보를 제공하고 효과적인 상담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창업카페는 현재까지 4개

소가 개소한 가운데, 이를 통해 예비ㆍ초기창업자들의 성공적인 창업을 유도하고 있다.

 2016년 1월 숭실대입구역 1호점을 시작으로 혜화동 4호점까지 운영하고 있는 ‘서울창업카페’는 누구나 편리

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동인구가 많은 대학가(신촌, 홍대, 혜화)와 지하철역사(숭실대입구)에 위치하고 있다.

청년 창업 지원 코워킹 스페이스로도 특징되는 ‘서울창업카페’의 공간과 프로그램은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각 지점별 홈페이지나 페이스북을 통해 운영 중인 다양한 프로그램 확인 및 참여가 가능하다. 그리고 

서울창업카페는 1:1 멘토링부터 단순방문 등의 목적으로 예비창업자 및 시민 총 14,000명이 방문해 ‘서울창업카

페’의 인프라를 활용하는 등의 성과를 보이고 있다. 

서울창업카페 운영 현황

구분 숭실대입구역점 신촌점 종로	혜화점 홍대점

장소
7호선	

숭실대입구역(지하5층)
연세대	정문	앞	지하보도

국민대학교	

제로원디자인센터

월드컵북로4길	77	1층,	

ANT빌딩

주요서비스

-	시제품	촬영	무료지원	

-	청소년	창업과정	운영	

-	기업제품	특허출원	지원

-	대학생창업가	지원강화

-	주변	대학간	연대	강화

-	서대문구청	협업사업

-	문화예술	프로젝트

-	청소년	기업가정신	교육

-	투자유치	&	네트워크

-	아침밥상	프로그램

-	글로벌	네트워킹

-	지역활성화	및	정보공유

규모 116㎡(35평형) 132㎡(40평형) 332.06㎡(100평형) 223.77㎡(68평형)

개소 2016.1.11. 2016.7.26. 2017.3.31 2016.3.18

운영기관 숭실대학교	산학협력단 연세대학교	창업지원단 국민대학교산학협력단 (재)홍합밸리	운영관리

근무자수 매니저	1,	보조인력	2 매니저	2 매니저	1,	보조인력	2 센터장	1,	매니저	2

카페전경

운영시간 09:00~22:00(평일),	10:00~18:00(토) 09:00~18:00(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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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서울창업카페	주요	현황	분석

서울시와 서울시 내 대학 등이 연계하여 청년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서울창업카페는 창업을 준비하거

나 관심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상담, 멘토링, 교육, 전문 프로그램 등과 정보를 제공하며, 창업가 간의 인적 

네트워크가 형성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간으로 활용 중이다. 

 창업카페별 운영 현황

구분 계 숭실대입구역점 신촌점 홍대점

창업상담(1:1멘토링) 343 174 113 56

네트워크	활성화 2,024 41 410 1,573

창업특강	교육 773 457 267 49

특성화	프로그램 786 364 139 283

단순방문 11,000 1,570 1,841 7,589

*자료	:	“문화예술창업?	‘서울창업카페’	혜화점으로	오세요!”,	2017.3.30.일자	서울시	보도자료	**주석	:	혜화점은	17.3.31	개소로	운영현황	실적없음

서울창업카페는 창업교육, 창업 전문멘토링, 네트워크 활성화 프로그램 등의 공통프로그램과 함께 지역의 

특성에 맞춰 지점별로 특화된 프로그램(특성화 프로그램)을 기획, 운영하고 있다. 

먼저 공통 프로그램 중 ‘창업교육’의 경우 예비창업가와 창업에 관심 있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분야별 전문 강

사가 사업계획서 작성, 마케팅, 재무, 투자유치 등에 대한 창업교육으로 실무역량에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이다. 

“창업 전문 멘토링”은 카페 내 전문상담사를 배치하여 창업정보, 각종 경진대회, 지원 사업 등을 안내하고 창업

아이템에 대한 여러 가지 자문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마지막으로 “네트워크 활성화 프로그램”은 다양한 

분야의 창업가와 창업기관 담당자가 모여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경험과 정보를 나누고 소통하는 프로그램을 말

한다.

창업카페별 특성화 프로그램 개요

창업카페 특성화	프로그램

숭실대입구역점

▶	사진제품	촬영지원

예비창업가의	아이디어	상품(시제품)	이나	카탈로그,	브로슈어	등을	홍보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사진촬영	

서비스	지원

신촌점

(연세대	지하보도)

▶	U-CAMPUS

우수	창업아이템을	보유한	기업을	선발하여	아이템	개발비를	지원하는	사업

홍대점

(신홍합	창조밸리)

▶	아침밥상

지역의	창업인(예비창업가	포함)들과	문화·예술	작가	등이	아침식사를	하면서	사업정보를	나누는	네트워크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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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각 지역 창업카페별 특성화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숭실대입구역점에서는 예비창업가의 시제품을 

홍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사진촬영’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으며, 신촌점(연세대 지하보도)에서는 우수 창업아이템

을 보유한 기업을 선발하여 아이템 개발비를 지원하고, 홍대점(신홍합 라운지)에서는 지역의 창업인과 문화·예

술 작가 등이 아침식사를 하며 정보를 공유하는 네트워킹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지점별 특성화 프로그램 등

은 창업가들의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1)	서울창업카페	1호점	:	숭실대입구역점

서울창업카페 1호점인 숭실대입구역점은 숭실대입구역사 안 유휴공간에 위치하고 있다. 2016년 1월 개소한 

후 5월부터 숭실대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숭실대입구역점은 창업에 관심 있는 서울시민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이

용할 수 있다. 사전예약을 통해 공간 대여와 스튜디오 이용도 가능하다. 월 200여명 내외가 공간 대여, 회의실 이

용, 사진 촬영, 교육 참가 등의 목적으로 카페를 찾고 있었다.

숭실대입구역 지하 플랫폼에 위치한 서울창업카페 숭실대입구역점

무료로 카메라와 세트장을 대여해주고, 파일까지 보내주는 스튜디오 대여 서비스는 인기 만점의 특별서비스

이며, 개인별 상담 횟수에 제한이 없는 1:1 창업 상담도 창업 준비 중인 예비창업자에게 만족도 높은 서비스 프로

그램이다. 창업이 산학협력 특화 분야인 숭실대학교에서 자체적으로 구축하고 잇는 200여명의 전문가 Pool을 

활용해 창업 단계별로 적합한 멘토를 추천하고 있다. 

매주 화, 목마다 창업 관련 강연이 진행되고, 강연 커리큘럼은 매월 바뀌는데, 교육 프로그램의 경우 참가신

청만 하면 누구나 무료로 들을 수 있고, 현장신청도 가능하다. 특히 숭실대역점은 중ㆍ고등학교 학생들을 위한 

창업교육도 특별한 주요 프로그램으로 인기 만점이다. 

2)	서울창업카페	2호점	:	홍대점

예비창업가의 실무역량 강화에 도움을 주는 서울창업카페 홍대점은 일반시민부터 대학생, 창업동아리, 스

타트업 기업 등 성공 창업의 꿈을 꾸는 자들의 아지트로 유명하다. 꿈을 한층 더 현실과 가까워지도록 상담과 멘

토링, 전문 프로그램 등 다양한 창업지원 정보를 제공하고, 예비창업자 간 소통의 공간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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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대점의 주요 인기 프로그램으로는 먼저 ‘멘토링’ 프로그램이 있다. 일반시민 창업문화 전파 및 예비창업가 

대상으로 상시·수시로 진행하고 있다. 다음으로 ‘실전창업강좌’의 경우 우수 창업아이템 보유한 창업가를 대상

으로 한 프로그램이다. 지역 창업인 및 예비창업가들과 문화 & 예술작가들이 아침식사를 함께 하며 사업정보를 

나누는 네트워크 프로그램으로 ‘아침밥상’은 홍대점의 가장 인기 있는 특별 서비스 프로그램이다. 마지막으로 ‘글

로컬 네트워킹’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는 국내외 창업가들의 네트워킹 프로그램으로 최근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글로벌 창업지원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다.

서울창업카페 홍대점 홍합밸리 “아침밥상”

3)	서울창업카페	3호점	:	신촌점

서울시와 연세대학교 창업지원단이 함께 운영하는 신촌점은 예술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창작놀이센터’로 

구성되어 있다. ‘창작놀이센터’는 서울 서북지역 및 서울 전역의 예술인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소공연장과 연습

실 등이 구비되어 있다. 이 공간은 서울시 서대문구청의 신촌포털 웹사이트를 통해 공간을 대관하여 활용이 가

능하다. 한편 연세대학교 창업지원단이 운영하는 ‘창업카페’가 있는데, 여기는 세미나실과 카페로 이루어져 있으

며 이 공간 역시 평소에는 무료로 공공에 개방된 공간이다. 연세대 학생들이라면 누구나 연세대학교 사이트를 

통해 대관이 가능하며, 외부인 역시 창업까페 웹사이트를 통하면 대관이 가능하다.

신촌점의 주요 서비스 프로그램으로는 먼저 ‘멘토링 프로그램’이 있다. 창업을 고민 중이거나 창업과 관련한 

경험이 전무하여 막상 시작하고 싶어도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할지 모르는 서울시민을 위해 창업 전문 멘

토와의 상담이 가능한 지원서비스이다. 다음으로 ‘실전창업강좌’가 있는데, 이는 예비창업자와 3년 미만의 초기 

창업자를 대상으로 성공적인 발표를 위한 사업계획서 작성법 등을 교육한다. 우수 수료생에게는 아이템 개발비

까지 지원이 가능하며, 멘토링 프로그램과는 달리 더 실질적이고 유용한 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다. ‘대학 특성화 

프로그램’은 서강대, 이화여대 등 연세대학교 주변의 많은 대학들과 교류하여 창업을 희망하는 많은 대학생들에

게 좋은 아이디어와 교류의 장을 제공하게 된다. 특히 연세대학교의 경우 3D 프린팅을 활용한 시제품 제작지원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마지막으로 창업예정자의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해 스타트업 CEO들의 특별강연과 네

트워킹을 형성할 수 있는 ‘네트워킹 데이’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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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창업 지원 코워킹 스페이스, 서울창업카페 신촌점

4)	서울창업카페	4호점	:	혜화점

서울창업카페 4호점인 혜화점은 대학로 등 주변지역 특성을 고려해 ▶ 시민을 위한 문화예술창업 교육콘텐

츠 제작 등의 ‘문화예술 소형프로젝트’, ▶ 지역 교사와 대학생들을 강사로 양성해 중·고등학생을 강의를 진행하

는 ‘청소년 기업가정신’, ▶ 창업자와 투자자를 연계한 ‘투자유치 & 네트워크’ 등의 프로그램을 기획, 다른 지점과 

차별화된 창업 지원에 나선다.

각 프로그램별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문화예술 소형 프로젝트”는 대학로 문화예술인들로부터 문화예

술 교육을 통해 예비창업자가 보유한 재능을 기획하고 실행하여 공연, 미니 창업으로 성과를 도출하는 프로그

램이다. 

다음으로 “청소년 기업가정신(도전정신)”은 지역 교사, 학부모,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청소년 기업가정신’ 전

문 강사를 양성하여 중ㆍ고등학교 ‘청소년 기업가정신’ 강사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마지막으로 “투자유치 & 네트워크”는 스타트업들의 투자유치 및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창업자와 투자자를 

연계한 정기포럼, IR 데이 등을 개최하게 된다.

대학로 창업카페, 서울창업카페 혜화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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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서울창업카페	운영	시사점

4군데 서울창업카페는 대부분 설립 시기가 1년 미만으로 아직 태동기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초기 단계인 서

울창업카페의 운영상 문제점을 분석하기는 아직 시기상조인 것 같다. 하지만 각 창업카페 운영자가 토로하는 추

진상 한계 및 과제를 유형별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예산상의	어려움

- 수준 높은 키노트 스피커 섭외 실패로 호응도가 낮은 데모데이 행사 진행 

▶   개최 수 조정, 양질의 키노트 스피커 섭외를 통한 내실있는 행사 진행(분기별 3회→분기별 2회, 필수분야 

청년창업가 특강 대체)

2)	공간	운영상	과제

- 오픈 공간으로 운영, 이용객은 장기간 짐을 쌓아두거나 독점하는 등 공간활용의 어려움 지속 

▶    라운지 사용규정 제정, 향후 멤버십 이용자 확대 등으로 공간활용 활성화 (공간 운영 활성화를 위해 라운

지매니저 활용 현재 09:00~18:00에서 야간시간 21:00까지로 운영 개선)

3)	홍보	부족

-  온라인에 편중된 홍보, 행사와 프로그램 홍보비 미편성, 유관기관 창업 네트워크간 교류 부족으로 2016년 

홍합라운지 홍보 부족  

  -  유관기관(창업허브, 대학 링크사업단, 청년창업카페, 창업지원센터 등)과 원활한 교류를 통해 상호 사업연

계 및 홍보 확대 

▶   온라인 홍보 매체 확대 및 활성화 추진(SNS 재단계정 활성화, 온오프믹스 외 에듀케스트, 데모데이, 다른 

홍보처 확보)

▶  보도자료·공문 배포, 서울시 희망광고 게시판 활용 등 다양한 분야 오프라인 홍보 강화

- 일회성 방문으로 그치는 방문자를 재방문 할 수 있는 홍보 및 지하보도에 위치해 있어 방문의 어려움이 있음

▶   일회성 공간 대관이 아닌 카페 프로그램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운영 내실화 및 홍보물 안내 및 공간 자체 

홍보 강화(서울시, 단위지자체, 학교 홈페이지 활용 홍보)

-  전철역 외진 곳에 위치해 역사 이용객의 자발적 유입이 힘들며, 역사의 비협조로 배너, 포스터 등 홍보물 배

치 어려움

▶  역사 관계자와 협의를 통해 배너 및 위치 안내판 설치가능토록 방안모색

- 인근 학생들에게도 홍보 미흡으로 학생들 이용 저조

▶ 인근 학생들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 창업카페 프로그램 포스터 및 브로셔 등 교내 게시판 활용 홍보 

4)	전문성	부족

- 창업교육, 멘토링의 지속성·전문성 부족으로 일회성 행사에 그침

▶ 유관기관의 다양한 자문단 인력풀 활용 컨설팅 제공(기술, 법무, 노무, 회계, 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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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관기관에서 진행하는 스타트업 기본교육과 중복(기획서 작성법 등)되지 않는 교육 구성, 마케팅·홍보

(보도자료 작성법, 온라인 홍보기법 등) 강의 제공 

- 1:1 멘토링이 시간상의 제약과 현실적인 개별의 사업화 준비 단계에 따라 상담 받을 수 있는 방식이 아님 

▶  기존 상시멘토링(일반 TRACK) 이외에 단계별 심화멘토링(심화 TRACK)을 추가 2TRACK으로 운영하

여 창업 준비 단계에 맞게 프로그램 선택 참여 가능

5)	특성화	전문화된	프로그램	운영	어려움

-  단발성 진행된 네트워킹 프로그램이 회당 참여자 모집에 어려움이 있으며, 연사초빙으로 진행되는 특강주

제의 획일화  

▶  유명 스타트업 CEO의 강연과, CEO와 소통할 수 있는 네트워킹 시간 편성으로 인적 네트워크 형성이 미

약한 예비창업자들의 참여율 증가 도모, 단발성이 아닌 회별 주제가 연계되는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여 참

여자들이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함     

- 지역특색을 아우르는 대학연계 프로그램 부재

▶  각 대학 창업지원기관들이 보유하고 있는 특화 프로그램과 운영 노하우를 공유, 공동기획 프로그램을 구

성하여 확장 운영, 문화예술 및 도시재생 관련 젠트리피케이션 프로젝트에 강점을 가진 지자체와 공동운

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 마련하여 지역민들의 창업활동 기여 

- 매달 같은 테마의 창업 교육 프로그램으로 지속적인 수강생 유치 실패

▶  매달 테마가 다른 교육커리큘럼을 운영하여 다양한 분야의 창업자들의 지속적으로 참여 가능한 교육 프

로그램으로 변경

- 다양하고 심화된 창업강의 부재로 창업 수강생들은 기초적인 멘토링 프로그램으로 집중되는 현상 발생

▶ 특화된 창업교육 프로그램 운영, 전문분야 멘토링의 경우 2017년 개관되는 서울창업허브와 연계·운영 

6)	지역	네트워킹의	어려움

- 전철역을 이용하는 제한된 이용객들로 인해 다양한 네트워크 형성 어려움

▶  서울 창업카페 만남의 장이란 프로그램 신설하여 신촌점과 연계강화 및 서울시, 구청 등 창업 네트워크 

간 소통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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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서울창업카페	발전방안	

설립	목적	및	

역할

운영	

프로그램

지원제도,	

인력

운영	및

	관리

서울창업카페

발전	방향

앞선 장에서 창업카페의 정의, 국내외 창업카페 운영 실태 및 서울창업카페 현황 등을 살펴보았다. 완전 시장

경제형의 창업생태계에서의 미국 창업카페, 민간 자율에 의해 운영되지만 정부의 보이지 않는 지원 형태의 중국 

창업카페들 그리고 정부 올인원 지원을 바탕으로 놀라운 성장을 하고 있는 영국의 창업기업들 및 이를 적극 지원

하는 제도들은 서울창업카페에게 많은 시사점을 안겨 주고 있다.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서울창업카페는 설립한지 1년 미만의 태동기이며, 기존의 무수한 창업지원 기관 및 

프로그램들이 앞서 운영되고 있는 창업생태계에서 적절히 자리 매김 해야 하는 많은 과제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 제안하는 발전방안은 기존 서울창업카페의 운영 현황을 개선한다기보다는 태동기의 창업카페가 예비

창업자나 초기창업자들에게 효과적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서울 창업생태계에서 향후 발전적 포지셔닝과 기

능을 하게 함이다.  

본 고에서는 발전 방안을 크게 4가지 측면에서 고려하였는데, 우선 서울창업카페의 설립 목적 및 기능을 정

립함으로써 본연의 가치를 높이고자 한다. 둘째, 창업카페가 창업자들의 제공할 수 있는 고유의 프로그램들을 

정리하였고, 세 번째로 카페의 운영 및 관리 방안을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창업카페 운영 인력 및 예산 등 서울

시의 창업카페 지원 제도적 측면을 언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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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서울창업카페의	기능	및	가치	재정립

1)	정보	창구	기능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기관인 정보통신정책연구원(2015)의 보고서 “정부 창업지원사업의 효과성 제고방안 

연구”에 의하면, 정부 창업지원사업 다수 프로그램이 운영됨에 따라 엑셀러레이팅 등 시장 호응이 좋으나 일부 

대형사업(예:창업사관학교) 외에는 인지도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근 2~3년간 창업지원사업이 급증

9)하고, 유사한 명칭의 사업들도 많아 수요자의 정보 부담이 가중된다고 한다.

현장의	목소리

“다들	창업지원사업이	많다고는	하는데	저	같은	사람은	어떤	사업들이	있는지	잘	모르겠고	아는	사람만	계속	지원받는	구조인	것	같음”

	(「청년창업활성화를	위한	정부지원사업	개선방안」,	미래부	정책연구용역,	‘15.9)

또한 한 곳에서 정부의 모든 창업지원 사업을 안내하고 연결하는 통합적인 정보제공 창구 미흡하여 정보의 

분산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창업자들은 뚜렷한 단일 창구 없이 각 부처(기관) 홈페이지, 주변 지인, 창조경

제혁신센터, SNS 등의 경로를 통해 정보를 취득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장의	목소리

“지원창구를	하나로	만들어서	그	것	하나를	잘	관리하는	것이	꼭	필요	합니다”	(「청년창업활성화를	위한	정부지원사업	개선방안」,	미래부	

정책연구용역,	‘15.9)

창업카페의 주요 기능 정의

커뮤니케이션

정보교류,	협업	활동

촉진	및	지원

정보	창구

정보·서비스

획득	방법	안내

커뮤니티

만남의	장

	제공

예비창업자들의	자율적인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용한	관리	및	지원

정부 창업지원사업에 대한 ‘인지 ⇢ 정보획득 ⇢ 신청 ⇢ 선정 ⇢ 활용’의 全 단계에 걸쳐 수요자의 인지도와 

접근성, 편의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하기 위해서는 온·온프라인 단일 창구를 강화하여 정보획득과 사업신청을 

9)	국무조정실이	분석한	6개	부처	53개	창업지원사업	중	’11년	이후	지속사업이	23개인	반면	‘14년	신규사업은	30개로	조사	(중소기업	지원사업	분석	및	효율화,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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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곳에서 할 수 있는 Single-Window 구축이 긴요하다. 

따라서 창업카페는 ① 예비창업자나 초기창업자들 그리고 그들과 관련된 관계자들간의 만남의 장소의 역할

을 하여야 하며, ② 협업 및 정보공유를 위한 대화(커뮤니케이션) 활성화를 촉진하며,  ③ 정보 획득을 위한 일원

화된 창구 역할 (민원창구) 기능을 수행하여야 할 것이다.

여기서 정보 창구 기능에 대한 부수적인 설명을 더하면 다음과 같다. 예비창업자들이 창업 관련된 상세한 자

료 및  구체적인 지원을 필요로 할 경우 전문 담당 기관을 방문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받는다. 예비창업자들은 그

들이 어떤 서비스를 받아야 할지, 설령 알지라도 그런 서비스를 어디에서 받아야 할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없

으므로 창업카페를 방문하여 1차 상담하고 적절한 서비스를 받을 곳을 안내 받는다. 예를 들어 노원구에 거주하

는 예비창업자가 회사설립에 관해 창업절차 교육 및 세무 상담을 받고 싶을 때 어디로 가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줄 기관이나 프로그램이 있는지 당혹해 할 수 있다. 이러한 창업에 관련한 모든 의문이나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우선 창업카페를 방문하여 자신의 문제와 니즈를 설명한 후 그에 대해 해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곳을 안내 받

는다. 즉, 병원 정문 앞에 위치한 안내 데스크처럼 자신의 아픈 곳을 말하면 그 사람이 접수하여야 할 곳(내과, 외

과, 정형외과 등)을 안내 받을 수 있다. 방문자는 경우에 따라 자신이 그 전에는 알고 있지 못했던 가정의학과를 

소개 받을 수도 있다. 만일 안내데스크 상담자가 그 방문자의 병은 간단한 약처방으로도 치유가 될 수 있다고 판

단하여 적절히 가정의학과를 소개시켜 주었다면, 그 방문자는 오랜 시간 번거롭게 내과 전문의를 기다렸다가 비

싼 진찰료를 내는 불편 및 불이익을 받지 않을 수 있다. 

창업카페는 무수한 창업지원 정보 및 기관 홍수 속에서 가장 효율적이며 효과적으로 예비창업자들의 니즈

를 만족시켜 줄 수 있는 안내데스크의 역할을 하여야 할 것이다. 창업카페에서 다른 기관들이 이미 시행하고 있

는 창업 전문교육이나 멘토링 등을 한다는 것은 앞서 소개한 미래창조과학부의 “정부 창업지원사업의 효과성 제

고방안 연구” 보고서가 지적한 것처럼 이중 지원사업만 계속 늘리게 되고, 수요자의 정보 부담만 가중되게 될 것

이다. 이러한 직접적이고 전문적인 서비스는 담당기관의 프로그램으로 맡기고 창업카페는 이러한 정보와 서비

스가 어디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획득할 수 있는지를 알려 주는 네비게이션 역할만 수행하면 된다.

2)	자율적	만남의	장	제공	및	소규모	코워킹	스페이스	기능	

현재 운영되고 있는 대다수 코워킹 스페이스 및 인큐베이터 센터의 경우, 상대적으로 자금 규모가 큰 조직(대

기업, 재단 등)이나 공공 기관에 의해 운영되어 자생적 형태의 소규모 민간 코워킹 스페이스 혹은 지원 조직이 활

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창업에만 초점을 두기보다는 앞단의 다양한 창조 활동(아이디어 창출 혹은 사회

문제 해결 등) 및 같은 관심꺼리를 가진 사람들끼리의 만남과 대화에 초점을 두는 다양한 코워킹스페이스 설립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설립된 코워킹 스페이스 ‘하이브아레나’의 경우 기술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스타트업/비영리프로젝트/

개인들의 커뮤니티를 만들고자 하는 목표로 3명의 멤버가 2014.11 창업한 사례이다. 소규모 민간 코워킹 스페이

스 설립 및 운영 지원하고 있다.

창업지원 코워킹 스페이스는 (예비)창업자가 자신의 사업 아이디어를 구현하기 위한 교류 및 협업 공간을 의미

한다. 창업자뿐만 아니라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 멘토링, 컨설팅, 네트워킹, 법률 등 다양한 지원 조직의 관계자들도 

함께 업무공간을 공유하게 된다. 창업지원의 코워킹 스페이스는 단순한 공간 제공과 지식 공유의 목적을 넘어 네트

워킹 및 인맥 형성, 투자 결정, 사업 계약, 합병 등 스타트업의 주요 사업 활동이 이루어지는 무대가 되기도 한다. 



185

셋, 지원사업분과

하지만 창업카페는 기존의 코워킹 스페이스와 달리 다음과 같은 고유 특성을 유지하여야 할 것이다. 먼저 기

존의 대부분의 코워킹 스페이스는 창업자들의 입주 공간과 창업자들 끼리 또는 관계자들간 협업 및 미팅 장소를 

병행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멘토링, 교육 및 간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복합공간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창업카페가 기존 코워킹 스페이스의 운영 형태를 그대로 따른다면 앞서 말한 창업 업무의 이중 지원

이 될 것이다. 따라서 창업카페는 창업기업들을 위한 입주 공간 지원 및 멘토링, 교육 등 타 기관에 전문적으로 실

시되고 있는 프로그램의 운영은 자제하여야 할 것이다. 대신 창업자들의 비공식적 소규모 커뮤니케이션을 활성

화 시키는 방안들이 깊이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3)	지역별	코워킹	스페이스	설립	및	저변	확대

코워킹 스페이스가 활성화되면서 지역적 격차가 발생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코워킹 스페이스가 청년들의 접

근성이 높은 위치하여 상대적으로 지역적 접근성이 떨어지는 우수 (예비) 창업자의 코워킹 스페이스와 창업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도가 떨어진다. 향후 이동 인구가 많은 지역 이외에 창업카페를 설립 운영함으로써 창업카

페가 가지는 가치( 커뮤니케이션 장소 + 코워킹스페이스)를 통해 지역 창업 활성화에 기여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각 창업카페가 가질 수 있는 그 지역에 적합한 기능적 특성을 부각하는 것도 바람직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서울창

업카페’ 4호 혜화점이 대학로 등 주변지역 특성을 고려해 시민을 위한 문화예술창업 교육 컨텐츠 제작 등의 ‘문화

예술 소형프로젝트’에 주력하고자 하는 시도는 참조할만한 시도이다. 대학로 문화예술인들로부터 문화예술 교

육을 통해 예비창업자가 보유한 재능을 기획하고 실행하여 공연, 미니 창업으로 성과를 도출하는 프로그램들은 

창업카페가 지역 특성을 반영한 서비스를 통해 그 효과성을 극대할 수 있는 좋은 시도일 것이다.

본고는 서울시에서 추가적으로 시도해 볼만한 창업카페 설립 건을 이런 관점에서 제안코자 한다. 노원구를 

포함한 서울 동북권 지역의 낙후된 역사 시설을 활용한 사회적 기업 형태의 협동조합 창업카페를 설립하는 것이다.

(1)	창업카페명	

사회적 협동조합 창업 커뮤니티 지원형 창업카페

(2)	창업카페의	특징

 ① 동북권 지역사회의 산업·경제·인구학적 특성을 반영하여, 지역 산업 특화된 창업카페 운영

 ②  협동조합형 창업을 위한 커뮤니티 형성, 상호 정보 공유, 네트워킹 및 코워킹을 위한 장소 제공 및 활동 

지원

 ③  서부권의 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와 연계하여 동북권의 협동조합형 창업 지원 창구로서의 창업카페 운영

 ④  지역 창업생태계 자원(아스피린센터, 비타민센터-캠퍼스타운사업-, 구청, 인근 대학)과 연계한 효율

적인 프로그램과 네트워킹 운영 

(3)	지역적	특성

 ① 입지현황 

 - 노원구는 서울 동북부의 주거, 경제, 교육의 중심지 역할을 함.

 -  교육특구라 불릴 정도로 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은 지역으로 6개의 대학교와 99개의 초·중·고등학교가 

있으며 그 중 월계동에는 2개의 대학교와 16개의 초·중·고등학교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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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와 같이 서울 노원구 지역은 대학이 집적되어 청년인구 비중이 높고 지식서비스 기반 및 신기술 창업

의 대기수요가 높으며, 주변 대학과의 연계를 통해 아이디어를 제품화 하고 상권과 소비자를 연계하여 

MVP(Minimum Viable Product) 모델의 시장 테스트가 가능한 지역으로 아이디어 발굴과 시장 테

스트, 사업화에 이르는 창업의 전주기적 생태계를 고루 갖춘 지역임.

 ② 산업·경제 현황 

 -  노원구 내에는 사업체수가 적으며, 그 대부분이 소규모 사업체임. 노원구 사업체수는 24,864개소로 서

울시 전체의 3.2%를 차지하고 있음. 종사자수는 102,327명으로 서울시 전체의 2.2%를 차지하고 있음

 즉 노원구는 산업주조 상은 취약한 베드타운의 성격을 가짐으로서 특정 산업문화적 특성을 지닌 창업

카페가 발전하기 힘든 반면, 베드 타운이 가지는 우수한 자원 즉 젊은 청소년이 많으므로 이를을 중심

으로 하는 창의융합 교육사업을 창업하는 메카로 성장시킬 수 있고, 창업카페는 이를 위한 마중물 역

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임

 또한 노원구는 산업 특성 상 사회적 기업 및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많음. 특히 노원구에서는 

노원구의 사회적경제 조직들을 지원하기 위해 ‘노원사회적경제지원센터 (www.happynowon.kr)’를 

2016년 4월에 개관함  

(4)	협동조합	지원	현황

서울시 협동조합지원센터는 협동조합의 설립과 확산, 성장을 돕기 위해 2012년에 지자체 최초로 문을 연 협

동조합 전문 지원기관. 센터는 지난 4년간 상담, 교육, 설립 지원 등을 통해 서울지역 2700여개의 협동조합 설립

에 직간접적인 지원을 수행. 

현재 서울시 불광동 서울혁신파크 내 위치하면서 각 구청,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서울시사회적

경제지원센터, 여성협동조합지원센터, 한국마이크로크레디트 신나는조합 등과 긴밀히 협업하여 활동을 전개하

고 있으나 노원구를 비롯한 동북권에는 별도 활동 지원 기관이 미흡함. 

2016년 “청년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지원체계 구축 협약”을 통해 청년창업문화 활성화 기반을 다지고 주

변 지원 기관, 대학들과 협력 활동 중

(5)	노원구	역사	주변	협동조합	창업카페	운영	시	효과

노원구를 비롯한 동북권 창업 문화 활성화

낙후된 역사를 중심으로 도시재생 프로그램 적용

동북권 내 사회적 협동조합을 근접 지원

창업카페 지역적 기능 특성화를 통한 운영 효율성 극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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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프로그램	개선	측면

코워킹 스페이스가 활성화되면서 다양한 창업지원 교육/멘토링/네트워킹 프로그램이 생겨나고 있으나 연사 

구성 및 프로그램 주제에 있어 차별성이 부족하다. 창업지원 인력(전문가) 풀은 한정되어 있으나 여타 기관의 창

업지원 프로그램의 수는 폭발적으로 늘고 있어 프로그램 간 중복 또한 많다.

창업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예비창업자의 구성이 다양화되는 추세(성별, 연령별, 지역별, 직종별, 분야별)이

다. 또한 창업 단계 또는 수준별로 다양한 니즈가 발생하는데 이에 대해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 못하다. 

특히 창업 예비자들은 창업자들과 달리 구체적인 니즈가 있지 못하고 창업문화를 익히고 자기 역량을 강화해야

하기 때문에 이에 적절한 프로그램과 지원 서비스를 제공되어야 한다.

따라서 다양한 예비창업자의 특성을 고려한 창업지원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하지만 단순히 예비창업

자들을 위한 창업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만 만드는 것은 그리 효과가 없고 창업카페 이외 여러 지원기관과 연계

한 전체 프레임워크에서 개발하여야 한다. 창업카페에서는 그러한 니즈를 가진 예비  창업자들이 만나서 그들의 

의견을 서로 나누고 코워킹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주는 역할을 하여야 한다.

이러한 창업카페의 목적 및 설립 취지에 적합한 몇가지 운영 프로그램을 다음과 같이 소개코자 한다. 

1)	스타트업	리빙	라이브러리(Startup	Living	Library)

관련 지식을 가진 사람이 독자와 일 대 일로 만나 정보를 전해주는 도서관으로 휴먼 라이브러리에서 독자들

이 빌리는 것은 책이 아니라 사람(Human Book)이다. 사람책 도서관이나 리빙 라이브러리(Living Library)라

고도 한다. 휴먼북과 독자가 자유로운 대화를 통해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자는 게 휴먼 라이브러리의 취지다.

독자들은 휴먼북 목록을 살펴보고 읽고 싶은 휴먼북을 선정해 휴먼북과 마주 앉아 자유로운 대화를 통해 

그 사람의 경험을 읽기 때문에 종이책에서 느낄 수 없는 저자의 생생한 이야기와 경험, 생각을 직접 들을 수 있다. 

궁금한 점을 바로 물어볼 수 있다는 것도 휴먼 라이브러리의 매력으로 꼽힌다. 덴마크 출신의 사회운동가 로니 

에버겔이 2000년 덴마크에서 열린 한 뮤직 페스티벌에서 선보인 이후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으며, 한국에는 

2010년 국회도서관이 휴먼 라이브러리 행사를 개최하면서 알려졌다.

휴먼 라이브러리는 대부분 비영리로 운영되는데 노원 휴먼 라이브러리가 현재 한국에서 가장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는 도서관으로 꼽힌다. 2012년 현재 노원 휴먼 라이브러리는 각계 전문가 120명의 휴먼북을 확보하고 있

는데, 기자는 언론인의 하루, 영화평론가는 영화 120퍼센트 재미있게 보는 법, 주부 9단은 맛있는 반찬 만들기를 

열람 신청 독자에게 일 대 일로 전하고 있다.10)

이러한 리빙 라이브러리(휴먼 라이브러리)의 개념과 운영 방식은 창업카페의 취지에 맞추어 적응해 볼 수 있

다. 창업에 관한 다양한 인재 및 기관 풀(pool)을 사전에 교섭하여 데이터베이스 한 후 예비창업자나 창업에 관

련한 정보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언제나 신청하여 휴먼북과 자유로운 대화를 통해 지식과 경험을 공유 받을 

수 있다. 창업카페는 이러한 독자(예비 창업자 등)와 휴먼 책(창업관련 전문인력)과의 만남의 장을 제공하는 역

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10)	[네이버	지식백과]	휴먼	라이브러리	[Human	Library]	(트렌드	지식사전	2,	2014.	5.	23.,	인물과사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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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창업	두레’	프로그램

유누스는 1976년부터 자신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더 많은 빈민들에게 담보 없이 소액신용대출을 하는 이

른바 ‘그라민은행 프로젝트(Grameen Bank Project)’를 실험하였다. 이 프로젝트가 시행된 3년 동안 500여 가

구가 절대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이 성공에 고무된 유누스는 1983년 그라민은행을 법인으로 설립하여, 극

빈자들에게 150달러 안팎의 소액을 담보 없이 신용으로만 빌려주는 일을 계속하였다. 그라민 은행의 운영 방식

에서 매우 고무적인 것은 그라민은행 프로젝트에 의해 수혜를 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그 다음 프로젝트 참여자

(대출을 받고자하는 빈곤층의 상인들)들에게 재능 기부를 하여야 하는 의무를 갖는다. 즉 그 다음 대출을 받은 

사람들(후배)에게 사업 운영이나 기타 자문을 해 주는 멘토 역할을 일정 기간 수행해야하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창업 지원 프로그램의 참여자들이 수혜자로서의 혜택만 받는다는 문제점을 제기하는 사람들

이 많은데, 그라민은행의 이러한 수혜자의 재능 기부 의무 방식을 도입하면 그러한 문제점을 많이 극복할 수 있

을 것이다. 이는 우리나라가 오랫동안 전통으로 가지고 있는 상부상조의 협업 지역문화인 “두레”와 유사하다. 따

라서 이러한 “두레” 정신에 입각하여 창업 인큐베이팅이나 엑설러레이팅 형태의 창업지원 프로그램 수혜자들은 

창업카페에서 자신들의 ‘창업 후배들’에게 그들의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는 의무를 행사하는 프로그램을 인근 지

원기관들과 협업하여 만들어 운영해 보는 것이다.    

3)	‘창업	체험	교실’,	‘창업	인턴제’	프로그램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하였던가? 실제 창업을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현장을 경험하게 해주는 방법보다 좋

은 학습은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인근 창업지원센터와 창업 초기 기업들과 협업하여 창업시뮬레이션 또는 창업 체

험 교실을 운영할 수 있다. 경우에 따라 기존 기업과 협력하여 ‘창업 인턴제’를 운영하고, 이 과정을 이수한 사람은 

인근 창업 인큐베이터 기관에 입주하거나 지원 혜택을 받는 프로그램에 우선권을 주는 것도 좋을 것이다.  

특히 창업 시뮬레이션 과정은 다음과 같이 3가지 트랙으로 운영되며 창업카페는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실제 

교육 및 지도는 인근 창업지원 기관 또는 대학에 위탁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리고 창업카페는 이러한 

과정을 수료한 졸업생들을 대산으로 사후관리 차원에서 ‘동문회’를 결성하고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

도록 인터넷 카페를 운영하고 만남의 장을 제공할 수 있다.

1)  창조적 아이디어 융합 과정 - 창의적 아이디어 발굴과 문제해결 방법을 학습하고, 이를 창업에 융합해서 

창조적인 사업 추진 능력을 향상하는 과정

2)  창업 비즈니스 모델링 시뮬레이션 과정 - 비즈니스 모델링 및 사업계획서의 주요 내용을 학습하고, 창업 

의사결정들을 직접 시뮬레이션 하면서 미즈니스 모델 설계 및 창업 사업계획서를 작성

3)  창업 경영 시 뮬레이션 과정 - 창업 경영 시뮬레이션게임을 활용하여 기업가 정신 및 경영 분석과 의사결

정 능력을 향상하는 과정

11)	유수지,	‘코워킹	공간의	비공식적	커뮤니케이션	공간	특성	만족도	분석’,	한성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201



189

셋, 지원사업분과

다.	운영	및	관리	측면

코워킹스 페이스 관련한 많은 연구 보고서들이 제시하는 공통 문제점으로 코워킹 스페이스의 지원이 대부

분 일회성의 네트워킹 행사에 집중되어 다양한 전문가들의 창업 관련 지식이나 노하우의 전파가 어렵고, 따라서 

코워킹 스페이스의 독자적인 프로그램 기획이나 다양한 회원들을 위한 효과적인 지식 전달의 기능이 부족 등을 

들고 있다. 그리고 개선 및 발전 사항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제시하고 있다.

· 코워킹 스페이스별 창업생태계 연구 과제 및 사례 발굴 지원

· 코워킹 스페이스별 프로그램 기획자 및 연구 인력을 활용한 창업생태계 연구 과제를 기획·지원

· 코워킹 스페이스별 창업가 및 창업지원 스토리 사례 발굴 및 교재 개발 지원

· 코워킹 스페이스의 지식 공유 확대를 위한 포럼 등 교류 협력 확대

· 코워킹 스페이스 간 지식 공유를 위한 포럼, 간담회 등 교류 협력 채널의 확대

물론 창업카페의 설립 및 운영 취지와 일치하지 않는 사항들도 많지만 많은 부분들이 초기 창업카페를 운영

하고 있는 서울시가 귀담아야 할 것들이다. 

1)	공간적	구성	및	운영	개선

이러한 창업카페의 코워킹 스페이스로서의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공간적 특성이 비공식적 커뮤

니케이션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체계화 되어야 한다.  비공식적 커뮤니케이션의 활성화에 대해 많은 연구들이 수

행되었는데, 이들 연구들에서 공통으로 분석된 내용들을 바탕으로 유수지(2017)11)는 가변성, 개방성, 놀이성, 

우연성, 이동성, 중심성으로 용어를 정리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이러한 특성들이 기존 창업카페이 

잘 반영되어 있는지 재점검하여야 하며, 신규 창업카페를 기획할 때 이러한 사항들이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비공식적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공간적 특성

공간특성	 내용

가변성 하나의		공간을	다목적	멀티	공간을	재구성하거나	가구배치를	다르게	할	수	있다.

개방성
모든		것이	열려있는	성질을	말하며	공간의	상호교류를	높이는	개방된	공간이	되고	개인적으로	고립되는	느낌도	

사라지게	된다.

놀이성
공간의		활용도를	높이고	동기부여가	되는	재밌고	창의적인	업무	환경을	제공한다.	공간	도처에	분산하여	사람들의	

이동과	상호작용이	일어나도	록	한다.

우연성
순환하는		동선을	통해	다른	층의	구성원	간에도	자연스러운	이동이	일어나며	교류가	별로	없는	사람들	사이의	

즉흥적인	만남이	일어난다.

이동성 정보통신기술이		발전하여	무선작업을	통해	직원들의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해	졌다.

중심성
공간		계획에	있어	가장	의미	있는	공간에	비중을	두고	주변	공간의	중심적	역할을	하도록	배치하는	것을	의미한다.	

기대하지	않은	만남을	유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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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변성

가변성은 공간을 다목적 멀티 공간으로 재구성 할 수 있는 것을 말하며 공간 요소, 가구 등을 목적에 맞게 변

형 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오피스 공간의 가변성은 공간 활용의 다양성을 부여하며 장기적으로 비용 절감의 효

과를 가져다준다. 또한 획일적이고 변화가 적은 업무 공간의 분위기 전환의 요소가 될 수 있다. 모듈화 가구를 대

표적 예시로 들 수 있다. 일정 모듈 형태의 테이블, 책장 등은 인원수에 맞는 공간 형성이 가능하다. 또한 공간에

서 이루어지는 행태의 성격에 따라 유동적이고 능동적인 대응이 가능하다. 실내 구조벽 또는 파티션, 창호, 커튼 

등의 실내 벽체 요소를 이동하여 다목적 공간으로 활용한다. 이러한 공간의 변화를 줄 수 있는 움직임의 특성은 

업무자들 간의 직·간접적인 접촉을 유도한다.

(2)	개방성

업무 공간에서의 개방성은 공간 간의 상호교류를 높이기 위한 특성으로 개인적으로 고립되는 느낌을 줄인

다. 투명한 물성을 가진 자재를 통해 표현할 수 있으며 오피스 공간의 특성 상 파티션, 가림막, 벽체의 높이와 디

자인으로도 표현이 가능하다. 유리벽으로 구성된 미팅 룸은 공간이 분리되어 있어 단독적인 공간임을 인지할 수 

있으면서도 내외부의 시선교차가 가능하여 개방적인 느낌을 준다. 부서 간의 구역 분류를 위한 파티션 또는 벽체

를 유리 자재를 사용한 디자인, 막히고 뚫리는 반복적인 패턴 교차로 개방적인 디자인을 적용할 수 있다. 이는 개

방감을 느끼게 하고 이동 중에 시선교차가 우연히 일어나게 되며 친밀감을 유발하기도 한다.

(3)	놀이성

놀이성은 이용자가 공간을 이용하고자 하게 만드는 동기부여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창의적인 영감을 제공한

다. 사람은 태생적으로 새로움과 즐거움을 발견해 나가고자 하는 특징이 있다. 액티비티하며 호기심을 자극하는 

색감, 디자인, 장난감, 소품, 글귀 등은 탐구하고자하는 본성을 자극하며 이를 다른 사람들과 함께 탐구하고 결

과를 도출해 낼 수 있다. 여럿이 함께 행동을 수행하고 성취해 나가면서 유대감을 형성하고 친밀감을 향상 시킨

다. 놀이성을 전체 오피스 공간의 곳곳에 위치하게 하여 이용자가 이동하고 서로 친목을 갖고 놀이을 가질 수 있

도록 유도한다.

(4)	우연성

우연성은 오피스 공간 내에서 고리형의 순환하는 동선을 통해 업무자들의 이동 중에 타인과 무의식적인 접

촉을 높이는 것이다. 동선의 구분은 공간을 구성하는 기본적 단계이며 이를 분류하여 사내의 비공식적인 공동

체 형성의 흐름을 통제할 수 있다. 일방적인 방향의 동선 보다 순환하는 동선은 자유로운 이동이 일어날 수 있으

며 반복적인 행태를 유발한다. 이는 반복적 접촉이 일어 날 수 있으며 서로 간의 친밀감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5)	이동성

바쁘고 이동이 잦은 현대인들에게 IT기기 사용은 피할 수 없는 업무 행태가 되었기 때문에 이를 사용할 때 

불편함이 없어야 한다. 또한 자연스럽고 즉흥적인 소통을 위해 정해진 장소가 아닌 다양한 장소를 이동하며 회

의하는 일 또한 많아졌다. 이동성은 노트북과 스마트 기기를 자주 사용하는 현대 업무 행태를 반영하여 무선작

업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을 말하며 오피스 공간 내에서 이동이 수월한 것을 말한다. 이는 무선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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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과 콘센트 구축, IT기기 이동 동선 너비의 충분한 확보를 말한다.

(6)	중심성

중심성은 이용자가 자주 이용하는 공간들을 전체 공간의 중심 위치에 배치하여 기대하지 않은 만남을 유도

한다. 독특한 컨셉의 공간 디자인으로 전체 공간 속에서의 심리적 중심성을 주는 것 또한 포함한다.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게시판 공간, 기업의 정체성을 느낄 수 있는 공용 공간, 약속 장소로 이용 가능한 로비와 리셉션 공간 등

이 중심공간에 위치하고 주기적으로 이용하며 이용자들 간의 조우할 기회가 높아진다.

위 6가지의 공간 특성의 전반적인 특징은 기존의 보편적인 오피스 공간에서 느끼지 못한 새롭고 신선한 느낌

을 줄 수 있다. 그리고 사람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움직이게 유도하고 간접적인 시선의 마주침, 반복적인 움직임, 

직·간접적인 접촉의 행태를 유도한다는데 공통점이 있다.

2)	지역	운영	협의체	구성	및	운영

향후 창업카페의 수가 증가하고 연혁도 늘어나면, 지역 협의체 등의 출범도 가능할 것이다. 그 지역의 창업생

태계(기관, 대학, 창업기업, 전문 컨설팅 업체 등)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을 주축으로 협의체를 구성하고 운영한다

면 보다 효과적인 프로그램들이 기획, 운영될 수 있을 것이다. 

3)	‘창업	키움	한마당’	인터넷	사이트	또는	카페	운영	

창업카페 회원간 네트워킹 및 정보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SNS, 온라인 카페 구축하여 적극적으로 활용한

다. 이러한 소셜미디어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

· 창업 지원 프로그램 및 관련 활동 정보 제공

· 혁신 아이디어 및 비즈니스 모델 정보 공유

· 창업 활동/사례, 비즈니스 모델 공유

· 선배/멘토 사랑방 커뮤니케이션

· 창업 관련 Q&A  등

4)	기타	창업카페	운영	방안

· 이용 시간 개선 – 저녁, 토·일요일 적극 활용

· 창업카페간 프로그램 및 운영 연계

· 대기업의 참여 유도 및 공동 프로그램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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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인력,	예산	및	지원제도	측면

창업카페가 창업예비자들의 커뮤니케이션 장소 및 코워킹 스페이스로서의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

해서는 인력 및 예산상의 적극적인 지원이 기본적으로 필요하다. 현재 운영 중인 창업카페들의 진행상의 어려움

들을 고려해 볼 때 우선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선이 우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창업지원 관련기관 및 전문가 네트워킹 및 예비창업자와의 매칭을 위한 활동비 지원

· 홍보활동 지원금의 증액

· 창업 및 관련 기술/경영/인문사회 정보획득비 지원 

· 운영관리자의 질적 향상을 위한 인건비 개선 및 별도 대외 섭외비 신설

· 사이트 개설 및 운영 지원

· 소셜미디어 마케팅 활동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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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결  론 ]

본 고에서는 발전 방안을 크게 4가지 측면에서 고려하였는데, 우선 서울창업카페의 설립 목적 및 기능을 정

립함으로써 본연의 가치를 높이고자 한다. 둘째로 창업카페가 창업자들의 제공할 수 있는 고유의 프로그램들을 

정리하였고, 세 번째로 카페의 운영 및 관리 방안을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창업카페 운영 인력 및 예산 등 서울

시의 창업카페 지원 제도적 측면을 언급하였다.

정부 창업지원사업에 대한 ‘인지 ⇢ 정보획득 ⇢ 신청 ⇢ 선정 ⇢ 활용’의 全 단계에 걸쳐 수요자의 인지도와 

접근성, 편의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하가 위해서는 온·온프라인 단일 창구를 강화하여 정보획득과 사업신청을 

한 곳에서 할 수 있는 Single-Window 구축이 긴요하다. 따라서 창업카페는 ① 예비창업자나 초기창업자들 그

리고 그들과 관련된 관계자들간의 만남의 장소의 역할을 하여야 하며, ② 협업 및 정보공유를 위한 대화(커뮤니

케이션) 활성화를 촉진하며,  ③ 정보 획득을 위한 일원화된 창구 역할 (민원창구) 기능을 수행하여야 할 것이다.

다양한 예비창업자의 특성을 고려한 창업지원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하지만 단순히 예비 창업자들을 

위한 창업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만 만드는 것은 그리 효과가 없고 창업카페 이외 여러 지원기관과 연계한 전체 

프레임워크에서 개발하여야 한다. 창업카페에서는 그러한 니즈를 가진 예비  창업자들이 만나서 그들의 의견을 

서로 나누고 코워킹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주는 역할을 하여야 한다. 이러한 창업카페의 목적 및 설립 취지에 

적합한 몇가지 운영 프로그램을 다음과 같이 소개하였다. 

  ① 스타트업 리빙 라이브러리(Startup Living Library)

  ② ‘창업 두레’ 프로그램

  ③ ‘창업 체험 교실’, ‘창업 인턴제’ 프로그램

코워킹 스페이스의 독자적인 프로그램 기획이나 다양한 회원들을 위한 효과적인 지식 전달의 기능이 부족 

등을 들고 있다. 그리고 개선 및 발전 사항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제시하고 있다.

① 코워킹 스페이스별 창업생태계 연구 과제 및 사례 발굴 지원

② 코워킹 스페이스별 프로그램 기획자 및 연구 인력을 활용한 창업생태계 연구 과제를 기획·지원

③ 코워킹 스페이스별 창업가 및 창업지원 스토리 사례 발굴 및 교재 개발 지원

④ 코워킹 스페이스의 지식 공유 확대를 위한 포럼 등 교류 협력 확대

⑤ 코워킹 스페이스 간 지식 공유를 위한 포럼, 간담회 등 교류 협력 채널의 확대

코워킹 스페이스로서 창업카페가 제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운영 및 관리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개선이 필

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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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공간적 구성 및 운영 개선

  ② 지역 운영 협의체 구성 및 운영

  ③ 창업 키움 한마당’ 인터넷 사이트 또는 카페 운영 

창업카페가 창업예비자들의 커뮤니케이션 장소 및 코워킹 스페이스로서의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

해서는 인력 및 예산상의 적극적인 지원이 기본적으로 필요하다. 현재 운영 중인 창업카페들의 진행상의 어려움

들을 고려해 볼 때 우선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선이 우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① 창업지원 관련기관 및 전문가 네트워킹 및 예비창업자와의 매칭을 위한 활동비 지원

② 홍보활동 지원금의 증액

③ 창업 및 관련 기술/경영/인문사회 정보획득비 지원 

④ 운영관리자의 질적 향상을 위한 인건비 개선 및 별도 대외 섭외비 신설

⑤ 사이트 개설 및 운영 지원

⑥ 소셜미디어 마케팅 활동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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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 부 록 ]

2017년	신홍합	스타트업	라운지	운영	계획

대학생·청년층 밀집지역인 홍대에 창업허브와 다른 창업카페와 연계하는 소통과 협업의 네트워크 공간을 

운영하여 청년창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❶	사업개요

시설개요

위         치 : 마포구 월드컵북로4길 77(ANT빌딩 1층)

규         모 : 223.77㎡(약70평)

사업예산 : 324,930천원

공간구성 : 라운지 협업 공용공간, 개방형 창업공간, 상담실, 다과실

운영개요

운영단체 : (재)홍합밸리(이사장 고경환)

인         력 : 센터장 1명, 매니저 2명

운영시간 : 평일 09:00~21:00(2017년부터 18:00~21:00까지 야간운영)

이용대상 : 창업에 관심있는 대학생, 청년, 일반시민, 외국인 등

	신홍합	스타트업	라운지	멤버십	

	(이용시간)	평일	09:00～21:00(주말	및	공휴일	휴무)

	(제공혜택)	라운지	1좌석	제공,	커피	및	정수기,	무료wifi,	복합기	사용	신홍합	라운지	창업관련	운영프로그램	선순위	부여

	(가입방법)	홈페이지	회원	가입

	오픈키친 개방형	공용공간 오픈	스튜디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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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내용

1.	창업	네트워킹	사업

- 지역내 창업가들의 네트워크 「아침밥상」운영

    매 월 1회 선배기업, VC, 대학생과 간단한 아침식사와 네트워크 형성

- 청년 창업가들을 위한 「DAY 프로그램」운영

     창업가들의 기술상품, 아이디어, 사업모델을 소개하고 평가받는 행사

- 국내외 청년창업가 네트워크, 글로컬 청년창업 네트워크 지원 

     국내·외 청년창업가 연계를 통해 서로의 창업문화와 경험을 공유하고 협업할 수 있는 글로벌 창업기회 제공

2,	청년	창업거점으로	지역기반	구축

- 지역을 연결하는 신홍합라운지와 청년창업지원기관 홍보 

     신촌·홍대·합정 지역에 위치한 스타트업·청년창업지원기관 및 신홍합라운지 사업 홍보 강화를 통해 청

년창업에 대한 지역연계 활성화 

- 신홍합밸리 창업인 DB등록 및 연계 신홍합밸리 맵 구축

     창업자들이 정보를 공유하는 지역 창업거점지로서 기능 강화

	3.	청년창업교육

- 청년창업특강 실시 

     청년창업가가 공통으로 필요로 하는 주제를 선정, 특강 개최

- 스타트업을 위한 1:1 멘토링 

      창업 역량확보를 위해 원스톱 종합컨설팅 제공

	4.	공간제공	관리	

- 업무공간 제공 

     초기단계 스타트업 및 1인 기업, 학생창업팀 등이 모든 창업과 관계된 시민이 이용 할 수 있는 공간 및 장비 

지원 

- 대관 제공

     창업대상자에게 대관을 통해 신홍합라운지 홍보 및 인지도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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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홍합지역	인구	및	창업	특성

	

❷	2016년	사업성과

1.	추진성과	

청년창업가들의	다양한	네트워크	활성화	프로그램	제공

- 아침밥상을 통해 주제별 창업에 관심있는 청년창업가들 공통분야에 교류·협업 기회 제공

- 매월 주제별 데모데이를 개최, 초기 청년창업가의 제품·서비스에 대한 피드백과 홍보를 할 수 있는 기회 제공

    향후 VC 투자미팅에 대비한 발표 준비, 연습기회, 상호 정보교류의 장 마련 

-  창업 아이디어 경진대회를 통해 청년 창업가의 의욕고취 및 창업초기 자금부족에 대한 고충을 일부 해결 

할 수 있도록 상금 지급 

신홍합	지역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	

-  신홍합지역 창업가 DB 구축으로 신홍합지역 청년창업가를 하나의 그룹으로 묶어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향후 기업과의 협업 기반 마련 

- 신홍합라운지를 대학 내 창업동아리지원 모임 장소로 대관하여 지역 내 예비창업가들의 교류와 협력 도모

아침밥상 데모데이 아이디어	경진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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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적이고	개방적인	업무공간,	대관	제공을	통한	청년창업	활성화

-  사무실이 없는 예비창업가, 1인 창업가 등에게 무료로 이용 할 수 있는 업무·미팅 공간 제공을 통해 연간 

40회 대관, 약 6,000명 라운지 이용

- 다양한 예비창업가·기관·동아리 등의 대관을 통해 내부 이용객 확대 및 라운지 홍보 기여 

예비청년	사업가들의	다양한	창업	소통	기회	제공	

-  예비창업가에게 필요한 스타트업 기본교육, 국내외 예비창업가와의 교류를 통해 창업가 학습 및 글로벌 진

출 기회 마련

다양한	행사를	통한	신홍합라운지	홍보강화

- 서울시 공유경제 단기프로젝트 운영으로 창업과 경제에 대한 이해 증가

    ’16년 11월~12월까지 7회의 공유경제 나눔이야기에 145명의 시민 참여

-  다양한 청년창업인이 자연스레 어울릴 수 있는 행사로 지역 청년창업인들 간의 교류 및 협업을 강화하고 

지역문제 해결방안 협역

    겨울철 홍대 플리마켓을 신홍합라운지에 개최, 총 40개 부스, 약 500여명 이용 

법률교육 홍콩대학	방문 싱가폴대학	방문

지역	창업가들과	교류 지역	동아리	회의실	활용 대학	동아리	시설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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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1차년도:2016년 3월~2016년 12월)

분류 사업명 목표(회) 실적(회/명) 인원(명) 비고

네트워킹	

사업

창업갤러리	전시	지원 10 9 700 미실시

아침밥상	모임 10 10 108

데이프로그램 10 10 365 키노트9개팀피칭	39개팀

아이디어	경진대회 	1 1 103 31개팀

지역기반/

활성화	사업

신홍합밸리	창업인	DB	구축 1,000 1,232 -

지역	내	창업동아리	네트워크	구축 10 12 508

신홍합밸리	맵 3	 3 -

정부지원사업	안내 10 10 -

일반	이용자
업무공간	제공 1,000	 6,000 6,000

대관	제공 40 40 1,589

청년창업	

지원사업

신홍합밸리	스타트업	기본교육 3 3 49

외국기업과	한국기업	만남의	장 1 2 56

글로벌	기업	경험자	간담회 1 1 16

홍보
온라인	홍보 20,000 214,324 - 페이스북/블로그

언론매체	노출	 10 23 -

기타 네이밍공모전 - 1 67 67명	133개	공모

합계 22,109회 221,681회 9,561명

2.	추진상	한계	및	과제	

수준	높은	키노트	스피커	섭외	실패로	호응도가	낮은	데모데이	행사

- 개최 수 조정, 양질의 키노트 스피커 섭외를 통한 내실있는 행사 진행

     ※ 분기별 3회→분기별 2회, 필수분야 청년창업가 특강 대체

오픈	공간으로	운영,	이용객은	장기간	짐을	쌓아두거나	독점하는	등	공간활용의	어려움	지속	

- 라운지 사용규정 제정, 향후 멤버십 이용자 확대 등으로 공간활용 활성화

     ※ 공간 운영 활성화를 위해 라운지매니저 활용 현재 09:00~18:00에서 야간시간 21:00까지로 운영 개선

- 행사는 새로 리모델링한 신홍합라운지 협업공간을 활용 공동공간 소음 차단 

온라인에	편중된	홍보,	행사와	프로그램	홍보비	미편성,	유관기관	창업	네트워크간	교류	부족으로	2016년	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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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라운지	홍보	부족							

-  유관기관(창업허브, 대학 링크사업단, 청년창업카페, 창업지원센터 등)과 원활한 교류를 통해 상호 사업연

계 및 홍보 확대 

-  온라인 홍보 매체 확대 및 활성화 추진(SNS 재단계정 활성화, 온오프믹스 외 에듀케스트, 데모데이, 다른 

홍보처 확보)

- 보도자료·공문 배포, 서울시 희망광고 게시판 활용 등 다양한 분야 오프라인 홍보 강화

창업교육, 멘토링의 지속성·전문성 부족으로 일회성 행사에 그침

- 홍합밸리의 다양한 자문단 인력풀 활용 컨설팅 제공(기술, 법무, 노무, 회계, 변리 등)

-  유관기관에서 진행하는 스타트업 기본교육과 중복(기획서 작성법 등)되지 않는 교육 구성, 마케팅·홍보

(보도자료 작성법, 온라인 홍보기법 등) 강의 제공 

❸	추진	방향	및	비전

글로컬(Global+Local)청년창업	중심 대학·지역이	상생하는	청년창업	열린공간

홍대·합정에	모인	글로벌	청년들과	교류로	

홍합〉서울	〉대한민국	〉세계로	확산되는	청년창업	중심으로	자리매김

지역	대학생	등	청년	창업인들과의	긴밀한	교류를	통해	

기술기반,	벤처,	1인기업	중심	창업	확대기여

1.	추진방향	

홍대역	근처의	우수한	접근성과	개방성의	장점을	가진	신홍합라운지를	활용하여	네트워킹의	메카로	자리매김

-  다양한 청년 창업가가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네트워크 프로그램을 통해 청년창업인들 간의 교류·협업 가

능한 공간 활용 

     데모데이를 통한 서로간의 사업 아이템 피드백 및 교류의 장 마련 

-  한국청년창업가와 교류하고 싶은 국외청년사업가들의 만남을 주선하여 서로 사업을 소개하고 협업할 수 

있는 기회 확대

홍합지역,	서울,	그리고	지방	청년창업가	등의	교류	확대

-  지역·유관기관(대학 링크산업단 내 창업팀, 유관기관 연계 청년창업가 등)  네트워크 확대로 신홍합 젊은 

에너지를 창업으로 전환하는 저변 확대 

예비창업가·창업가	업무공간·대관	지원으로	신홍합라운지	활성화

-  무실 없는 초기단계의 스타트업, 1인 기업, 학생창업팀 등이 창업 관련 소규모 세미나 및 교육을 진행 할 수 

있도록 지원

- 대관을 통한 이용자들이 다양한 창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 강화

     향후 라운지와 연계된 인프라 활용으로 자생적 창업활동 도움주는 기반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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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전	및	목표

비전 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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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홍합라운지	3년간	사업지표	

기간	:	2016.	03.	~	2018.	12.	(목표(회),	실적(회/명),	인원(명))

분류 사업명
2016 2017 2018

비고
목표 실적 인원 목표 목표인원 목표 목표인원

네트	

워킹

갤러리	전시	지원 10 9 700 - - - - 사업변경

아침밥상	모임 10 10 108 12 120 12 120

데이프로그램 10 10 365 8 320 8 320

글로컬	네트워크지원 - - - 4 80 5 100 강화

아이디어	경진대회 1 1 103 - - - - 사업변경

지역	

기반

활성화

신홍합	창업인	DB	

구축
1,000 1,232 - 1 - - - 자부담

지역창업	동아리	

네트워크	구축
10 12 508 - - - - 사업변경

신홍합밸리	맵 3 3 - - - - - 자부담

정부지원사업안내 10 10 - - - - - 사업변경

신홍합라운지	홍보	

강화
- - - 27 - 30 - 신규

리플렛	제작 - - - 1 - 1 - 신규

청년	

창업	

지원

스타트업기본교육 3 3 49 - - - - 분류	이동

외국	기업과	한국기업	

만남
1 2 56 - - - - 분류	이동

글로벌	기업	경험자	

간담회
1 1 16 분류	이동

창업특강 - - - 4 120 5 150 신규

1:1멘토링 - - - 50 - 55 - 신규

공간	

제공

업무공간	제공 1,000 6,000 6,000 6,600 6,600 7,260 7,260

대관	제공 40 40 1,589 44 1.750 48 1,900 　

홍보
온라인	홍보 20,000 214,324 214,324 235,400 - 258,940 -

언론매체노출	 10 23 - 25 - 28 -

기타 네이밍공모전 - 1 67 - - - - 단기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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❹	세부사업	추진계획	

1.	네트워킹	사업	-	아침밥상			강화

비슷한 분야에 관심을 가진 창업가, 예비창업가, 창업관심자 등의 교류를 통해 활발한 아이디어 교환과 협업

기회 제공

추진배경	및	목적

-  기존의 경직된 네트워킹 행사를 벗어나 자유롭고 편안한 분위기의 간단한 아침을 먹으면서 친밀하고 효율

적인 정보교류를 촉진

- 아침 시간을 활용하여 청년 창업가들의 효율적 시간 활용 

운영개요

- 시         기 : 연 12회 (매월)

- 대         상 : 월 별 주제에 관심이 있는 예비창업가·창업가, 일반인 등

- 운영방안 :  매 월 다른 주제에 관해 자유롭게 교류함으로써 해당 분야의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고 이를 통

해 창업에 도움 제공

추진일정(안)

월 주제 월 주제

1 2017	홍합밸리에	바라다 7 문화컨텐츠	기획

2 함께하는	서울시	창업기관 8 중고거래	및	중계플랫폼

3 자동차관심	스타트업 9 함께하는	서울시	창업기관

4 IOT기반	서비스 10 	대학생	스타트업

5 산업디자인 11 홍대	아티스트	예비창업가

6 기획	스타트업 12 4차	산업혁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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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네트워킹	사업	-	신홍합라운지	데모데이			 강화

신기술·소규모 스타트업 기업이 기획한 상품 및 서비스사업 모델을 지역 창업자들에게 소개하고 평가받는 

기회의 장 마련

추진배경	및	목적

-  참가자의 피칭 능력 향상, 투자 유치 확대 및 신홍합라운지 홍보를 통해 라운지 내방객 유입 확대 및 네트

워킹 활성화 도모

운영개요

- 운영시기 : 연 8회 (분기별 2회)

- 운영대상 : 피칭기업, 창업에 관심이 있는 예비창업가·창업가, 일반인 등

- 운영방법 :  매월 다양한 주제로 구성된 키노트 및 피칭기업가 확보 및 온오프믹스와 홍합밸리 홈페이지를 

통한 참가자 접수 

월 주제 월 주제 월 주제

1 창업 5 데이터 10 크라우드펀딩

2 IOT 7 에듀테크

11 2017년	데모데이	정리

4 자동차 8 디자인

프로그램	구성

시간 프로그램명 비고

19:00 접수	및	다과 다과제공

19:30 키노트.	Q&A

20:10 기업	피칭	(평균	4개기업)

21:00 클로징	및	개별	네트워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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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네트워킹	사업	-	글로컬	청년창업네트워크	지원			 확대

국내·외 대학 창업동아리 연계를 통해 서로의 창업 문화·경험을 공유하고, 함께 팀을 이뤄 협업하는 기회를 

통한 글로벌 창업기회 제공 

추진배경	및	목적

- 국내외 창업센터의 대학생 창업동아리 방문 시 트렌드 조사 및 공간지원 

     대학생 창업가들의 니즈를 충족시키고, 향후 신홍합라운지를 국내외 대학생 예비 창업가들의 교류 공간

으로 활용하는 계기 마련 

운영개요

- 운영시기 : 연 4회 

- 운영대상 : 신홍합 지역 창업동아리, 국외 대학생창업동아리 등 

운영방법

- 국외 대학과 연계하여 각 국가 창업동아리 교류를 도모

- 예비창업가와 협업하는 경험을 통해 글로컬 인재로 발전 기회 제공

- 지방 창업센터 대학생 창업동아리를 글로컬 대표지역 신홍합지역으로 유인

- 창업 트랜드 조사 및 외국창업가와 협업 계기 마련   

구분 시간 프로그램 비고

글로컬	

청년창업	

네트워크

13:00 접수	및	등록

※외국인	

참가시	통역	

사용

13:30 신홍합라운지	및	행사	소개,	창업마니또	매칭

14:00 서울	창업허브	견학

15:30 신홍합라운지	도착

16:00 국내외	청년창업트랜드	강의	

17:00 조별	발표	및	피드백	

18:30 행사	종료	및	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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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청년창업교육	-	창업특강			 신규

폭넓은 분야에서 활동하는 청년 창업가가 공통적으로 필요로 하는 주제를 선정, 해당 분야 전문가를 초빙하

여 특강 개최

추진배경	및	목적

-  청년창업가 스스로 최신 트렌드에 대한 통찰력을 높이고, 사업에 필요한 역량을 보다 세련되고 효율적으

로 신장시킬 수 있는 기회 제공

운영개요

- 운영시기 : 매 분기 2회 진행

- 대         상 : 창업에 관심이 있는 예비창업가·창업가, 일반인 등

운영방법	

- 온오프믹스, 홈페이지 등을 통한 참가접수 

- 현장 경험이 있는 전문가 초빙, 가장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학습기회 제공  

추진일정

강의	주제 시기 비고

스타트업	마케팅	기법 3월	

창업자를	위한	홍보기법 6월 보도자료	작성법,	온라인	홍보방법	

성공적	비즈니스를	위한	이미지컨설팅	 9월

2018	소비자	트렌드	이해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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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청년창업교육	–	스타트업을	위한	1:1	멘토링	사업			 신규

창업에 필수적인 역량 확보 및 개선을 위해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적재적소의 종합컨설팅 제공

추진배경	및	목적

- 전문가 손길이 필요한 분야에 해당 외부전문가를 연계해 줌으로써 기업의 경쟁력 강화

- 패키지 컨설팅을 통해 다양한 분야의 도움을 받고, 이를 통해 창업 아이디어의 사업화 실현 가능성 제고

- 3회 이상 컨설팅받은 예비창업가·창업가는 사업 분야에 따른 1:1 멘토를 매칭시켜 지속적인 맞춤형 멘토링 제공

운영개요	

- 시         기 : 상시

- 대         상 : 창업에 관심이 있는 예비창업가·창업가, 일반인 등

- 운영방법 : 사전신청을 통한 접수 후 맨토링 진행

세부내용		

- 프로그램 4주전 홈페이지 및 온오프믹스 공지를 통한 사전신청

- 멘토 초청, 신청한 청년창업가(예비창업가, 일반인 포함)는 분야별 1명의 멘토에게 2시간 멘토링 

- 분야별 멘토 5인이 신청한 청년창업가를 대상으로 상시 멘토링 진행

6.	공간제공	관리	–	업무공간	제공			 강화

사무실이 없는 초기단계 스타트업 및 1인 기업, 학생 창업 팀 등 창업 관련 활동을 하는 모든 분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 및 장비 지원

추진배경	및	목적

-  네트워킹에 적합한 신홍합라운지에서 미팅, 회의, 휴식 등 창업환경을 제공하여 신홍합라운지 이용 활성

화 도모를 통해 창업거점기능 강화

운영개요

- 운영시기 : 상시

- 운영대상 : 신홍합라운지 멤버쉽 회원(무료가입) 

운영방법

- 멤버쉽 가입 대상에게 공간 및 장비, 무료 wifi, 커피 등 제공  

- 주 1회 ‘랜덤 네트워킹 타임’ 개최, 라운지를 운영하는 예비창업가·창업가를 대상으로 교류 시간 제공 

- 한 달간 가장 출석률이 좋은 창업가 혹은 창업팀을 선정하는 이벤트를 진행하여 활성화 도모(음료 쿠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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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공간제공	관리	–	대관	제공			 유지	

다양한 창업분야 및 창업대상자에게 대관을 통해 신홍합라운지 홍보 및 인지도 확산

추진배경	및	목적

-  창업가·예비창업가, 학생창업팀 등 자체적으로 세미나 및 교육에 활용할 수 있도록 신홍합라운지 공간 대

관 운영

운영개요

- 시   기 : 상시(평일 18:00~22:00, 주말의 경우 필요에 따라 대관)

- 대   상 : 신홍합 지역 예비창업가·창업가 중 멤버십에 가입한 자

운영방법	

- 운영목표 : 연 45회 이상(2016년 40회 대관) 

- 신청방법 : 대관신청서 접수(방문, 우편, 이메일) 

- 심사방법 : 대관 합목적성과 라운지 스케줄 확인 후 승인 

- 승인통보 : 접수 후 2주 안에 통보 및 사용방법 안내 

구분 신홍합라운지 키친 스튜디오

수용인원 약	50명 약	10명 약	10명

사용가능용도 세미나,	강연,	회의	등	 소셜다이닝,	시제품	설명회	등	 사진,	영상촬영,	세미나,	인터뷰	등	

특징

-	열린공간

-		넓은	홀로써	책상	배치에	따라	

다양한	공간활용	가능		

-	열린공간

-		넓은	싱크대에서	소셜다이닝	등	

다양한	형태로	활용	가능	

-	열린공간

-	기자재

-	자유로운	공간	셋팅	가능	

사용시간 평일	18:00~22:00(상시),	주말	9:00~18:00(대관시)

기자재

책상4,	의자20,	소파4,	탁자2,	

테이블3,	높은의자8,	빔프로젝터1,	

스크린1	

싱크대,	싱크볼3,	인덕션오븐2,	

커피머신1,	커피분쇄기1,	전자렌지1,	

제빙기1,	정수기1,	냉장고1,	믹서기1	

캠코더,	DSLR,	무선마이크,	삼각대,	

조명	

공간사용료	

(1시간당)
100,000원(VAT별도) 100,000원(VAT별도) 10,000원(VAT별도)

※2017년부터	대관	수입금	등	수입금은	세외수입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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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지역활성화	–	신홍합라운지	및	청년창업홍보			 신규

청년·대학생·외국인으로 특화된 지역에 위치한 신홍합라운지에 대한 홍보 확대로 이용객 증가, 창업협업 기

회확대, 지역 활성화를 동시에 도모  

추진배경	및	목적

- 지역기반의 예비청년창업가 대상 네트워크 기회 및 협업기회 제공을 위한 공간 및 사업 홍보 

운영개요

- 운영시기 : 2~12월, 연 14회

- 운영대상 : 신홍합지역 청년창업가 및 예비창업가, 일반인 등 

운영방법

- 행사, 멘토링, 대관 등의 홍보 포스터 제작·배포(14회)

-  신홍합지역 스타트업 및 청년창업지원기관 홍보 리플렛 제작 및 홍대역 관광안내센터 및 인근 게스트하우

스 배포(연 1회) 

추진일정

구분 세부내용 비고

2월 포스터	제작	업체	선정

3~4월 리플렛	기획	및	컨텐츠	확보

5월	 리플렛	제작	업체	선정,	1차	제작·배포	 외국관광객	성수기	

10월	 2차	배포	 외국관광객	성수기	

2~12월 신홍합라운지	홍보	포스터	제작·배포	 사업,	대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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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신홍합지역	온라인	DB지도	구축(자부담)			 유지

일반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홍보가 어려운 스타트업의 DB를 구축하여 스타트업 소식을 홍보하여 생존가능

성 제고 

추진배경	및	목적

-  신홍합지역의 창업인 DB를 구축하여 이를 기반으로 신홍합 지역의 스타트업을 알리고 연계·홍보할 수 있

는 기회를 제공

운영개요	

- 운영시기 : 상시

- 운영대상 : 신홍합 지역에 기반한 스타트업 

- 운영방법 : 홍합밸리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배포 

세부내용		

-  2016년 구축한 신홍합지역 스타트업 기초 자료를 토대로 홍합밸리 홈페이지 내 ‘신홍합지역 스타트업 기업 

지도’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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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신촌	창업카페	운영	계획

대학생·청년층 밀집지역인 신촌에 지역연계 창업생태계 활성화와 소통과 협업의 청년창업 구심점 역할을 할 

창업카페 운영 계획

❶	사업개요

시설개요

- 위         치 : 서대문구 명물길 74(연세대 정문 앞 지하보도)

- 규         모 : 132㎡(서대문구 창작놀이센터 연계)

- 공간구성 : 개방형 창업공간, 상담실

운영개요

- 단  체  명 : (학)연세대학교(총장 김용학), 운영(연세대학교 창업지원단)

- 인         력 : 총괄매니저 1명, 매니저 1명, 보조인력 2명

- 소요예산 : 200백만원

사업대상

- 사업창업에 관심 있는 대학생, 청년, 일반인

- 창업을 준비하는 예비창업자 및 초기 단계의 창업자

<창업	네트워크	기관>

	연세대학교	창업지원단,	동국대학교	창업지원센터,	배화여자대학교	창업보육센터,	서강대학교	서강/마포비즈니스센터,	

서울시립대학교	창업보육센터,이화여자대학교	창업보육센터,	서울창업카페	숭실대역점	등	총	8개	기관이	협력

	정문	간판 출입로	간판 공간	운영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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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내용

창업지원	범위	확대	및	창업기반	조성

창업	교육	및	창업	멘토링	데이	프로그램	운영

	-	기업가정신	함양	및	창업	준비에	실질적인	도움되는	지원	강화

창업거점	기능	수행

스타트업	유명	CEO특강	및	네트워킹	프로그램	운영

-	창업자들이	정보를	공유하는	창업거점지로서	기능	강화

서북권	대학	및	창업지원기관의	기존	프로그램을	확장

-		신촌	창업카페와	공동주관으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서북권	대학생	및	(예비)창업자의	참여	유도			

-		프로그램	참가자들이	사업	준비와	진행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결과물을	도출하는	프로그램	구성	

-	국가	및	서울시	창업지원	프로그램	사업연계	및	후속지원	

창업	네트워크	활성화

창업자·창업자,	기관·창업자,	기관·기관	간의	교류	활성화

-	지역중심의	창업수요	발굴	및	지원

창업	기관간의	노하우	공유

-	프로그램	질적	향상,	우수한	아이템	발굴	및	육성

서울시	산하	다양한	창업	기관과	연계

-	아스피린센터,	서울창업허브	등	시	창업지원기관들과	정보공유

창업	협력	프로그램	운영

서울창업카페	숭실대역점과	협력	강화

-	서울	서북권과	서남권	창업을	이어주는	가교	역할	수행

창업지원기관	외	다양한	기관과	연계하여	프로그램	기획

-	청년창업가의	사고	범위를	넓혀주고	창의적	인재	육성

업종에	관계없이	다양한	창업	관계자	만남의	장	마련

-	정보를	교류하고,	협업의	시작이	되는	창업네트워크	형성	

❷	2016	성과평가

1.	추진성과	

	신촌	창업카페	공간	활용의	활성화	

- 서울창업카페 전체 이용자 수 2,427명 중 39%로 가장 많음

       사무실이 없는 1인 기업, 회의공간이 필요한 스타트업, 대학 창업팀 등 일회성 방문으로 끝나지 않고 지속

적으로 방문

- 단순 공간 대관이 아닌 자체적인 창업활동 증대 유도

       공간을 필요로 하는 수요층에 기본 시설(빔프로젝터, 스크린, 노트북)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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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멘토링	프로그램을	통해	실질적인	사업화	준비	일조

- 비즈니스모델, 투자, 법률, 회계 등 분야별 전문 멘토를 섭외하여 참가자들이 1:1 멘토링을 받을 수 있도록 구성

다양한	분야의	창업활동자의	네트워크	활성화	기여

- 동·이종 업계 간 협업 및 자발적 창업 커뮤니티 형성에 기여 

       대학 창업팀, 현 스타트업 종사자 등 다양한 분야 창업활동 중인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여 교류할 수 있는 

만남의 장 마련 

지역	대학과	협력하는	대학특성화	프로그램	운영

- 각 대학 창업보육센터가 보유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수혜층 확대  

       서울시립대, 이화여대, 서강대, 배화여대 등 인근 지역 대학과 협력

성과	(1차년도	:	2016년	7월~2016년	12월)

구분 프로그램 운영횟수 참가자(명) 성과

합	계 131 2,870 월평균	약	574명	이용

개소식 1.	개소식 1회 100 1회	개최

오픈	캠퍼스

2.	상시멘토링

3.	창업	멘토링	데이

4.	U-CAMPUS

연중

5회

6회

34

79

139

멘토링	34회	운영

멘토링	159회	운영

아이템개발비	지원	3팀

창업	거점가능
5.	U-CHAT

6.	JUMP-UP

5회

1회

237

30팀

특강	및	네트워킹	5회

6팀	지원

네트워크	활성화
7.	창업	담당자	교류회

8.	대학특성화	프로그램

3회

5회

47

170

7개	기관	참여

프로그램	운영	5개

협력	프로그램
9.	U-COLLABO

10.	간담회

1회

5회

52

141

3개	기관	참여

5회	141명참여

대관	및	기타활동 11.	창업활동	대관·지원 98회 1,157 98회	1,157명	운영

일반이용자 12.	일반이용자 7~12월 684 월평균	114명

멘토링	데이 네트워킹	데이 대학	특성화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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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추진상	한계	및	과제	

일회성	방문으로	그치는	방문자를	재방문	할	수	있는	홍보	및	지하보도에	위치해	있어	방문의	어려움이	있음

-  일회성 공간 대관이 아닌 카페 프로그램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운영 내실화 및 홍보물 안내 및 공간 자체 홍

보 강화(서울시, 서대문, 학교 홈페이지 활용 홍보)

	1:1	멘토링이	시간상의	제약과	현실적인	개별의	사업화	준비	단계에	따라	상담	받을	수	있는	방식이	아님	

-  기존 상시멘토링(일반 TRACK) 이외에 단계별 심화멘토링(심화 TRACK)을 추가 2TRACK으로 운영하

여 창업 준비 단계에 맞게 프로그램 선택 참여 가능

	단발성	진행된	네트워킹	프로그램이	회당	참여자	모집에	어려움이	있으며,	연사초빙으로	진행되는	특강주제

의	획일화		

-  유명 스타트업 CEO의 강연과, CEO와 소통할 수 있는 네트워킹 시간 편성으로 인적 네트워크 형성이 미

약한 예비창업자들의 참여율 증가 도모, 단발성이 아닌 회별 주제가 연계되는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여 참

여자들이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함     

지역특색을	아우르는	대학연계	프로그램	부재

-  각 대학 창업지원기관들이 보유하고 있는 특화 프로그램과 운영 노하우를 공유, 공동기획 프로그램을 구

성하여 확장 운영, 문화예술 및 도시재생 관련 젠트리피케이션 프로젝트에 강점을 가진 서대문구와 공동

운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 마련하여 지역민들의 창업활동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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❸	추진	방향	및	비전

창업지원범위	

확대

창업거점기능	

수행

네트워크

활성화

기관	협력

강화

멘토링,	네트워킹	프로그램	정기	운영을	통해	창업	거점기능	수행	및	참여자	네트워크	활성화에	중점

1.	추진방향

오픈캠퍼스,	창업거점기능	수행,	네트워크	활성화,	협력	프로그램	운영.	크게	4가지	방향성을	가지고	운영

- 창업에 관심있는 시민들의 체계적 창업준비를 위한 교육·멘토링 제공

       2016년 진행된 단발성 멘토링과 단계별 심화 엑셀러레이터 병행 운영

다양한	분야	스타트업과	학생창업팀의	협업과	네트워크	프로그램	운영으로	신촌지역	창업거점	역할수행	

- 다양한 주제, 스타트업 CEO 강연으로 구성 ‘Variety Networking’ 운영

 

구분 프로그램 운영횟수 참가자수 추진방향

오픈캠퍼스
-	상시멘토링

-	창업	멘토링	데이
상시	9회

60명

140명

-		연세대학교	창업지원단의	노하우를	활용한	

멘토링,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창업지원단의	영역을	창업카페로	확장	

창업거점

-	기관별	특화	프로그램

-	IoT	메이커스	파티

-	Variety	Networking

-	2017	U-CONTEST

6회

2회

9회

1회

180명

60명

360명

30팀

-		창업지원기관들과	혐력하여	개발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기업가	정신	함양	및	

(예비)창업자	발굴을	위해	창업기업CEO	

특강과	네트워킹	프로그램	진행,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창업카페의	창업거점	기능을	강화

네트워크	활성화
-		창업지원기관	담당자	교류

-	Value-Up	간담회

4회

10회

60명

200명

-		창업지원기관들과	혐력하여	개발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기업가	정신	함양	및	

(예비)창업자	발굴을	위해	창업기업CEO	

특강과	네트워킹	프로그램	진행,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창업카페의	창업거점	기능을	강화

협력프로그램
-		U-STARTUP	네트워킹	

페스티벌
1회 50명

-		창업지원기관,	스타트업,	창업동아리,	

(예비)창업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성과를	

공유하고,	교류의	폭을	확장할	수	있는	

만남의	장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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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가	주변에	위치한	신촌점만의	지역적	이점을	활용한	학생	창업팀의	참신하고	우수한	아이템	발굴	및	청년

창업지원

-  서울시 대학생 창업팀 대상 창업경진대회 개최 및 참신한 아이템을 발굴

       ※ 2016년 최우수상을 수상한 ‘코드잇’은 미래부장관상 수상, SK, 교육 투자기관의 주목

창업허브,	4개	창업카페	등과	협업하는	프로그램	활성화	방안	마련

- 4월 오픈하는 창업허브, 종로, 마포, 숭실대 창업카페와 협업 프로그램 운영

       멘토링, 교육, 입주업체 발굴 등 창업허브와 연계 창업 카페의 활성화 기반마련 

서북권	대학	및	창업지원기관,	신홍합밸리	창업네트워크	연계	강화

- 창업네트워크 구성인력 교류, 특성화 프로그램 및 협력 프로그램 운영 

       서북권 대학의 창업 인프라와 창업지원 노하우를 활용한 교육 및 멘토링 프로그램 연계 및 우수 창업기업

을 발굴하여 투자 연계 및 사업화 지원 검토  

창업관련	소규모	세미나·교육을	진행	위한	공간	무료	대관

- 대관 이용자가 단순 공간이용이 아닌 카페 프로그램에 유입될 수 있도록 유도 

       ※ 2016년 서울창업카페 대관 이용자수 953명, 향후 증가 예상 

참여율과	화제성이	높은	프로그램	중심	미디어	활용	홍보효과	극대화		

-  인원모집을 필요로 하는 행사 및 프로그램의 경우 온오프라인 모임 페이지 및 창업지원기관 마케팅 전문 

플랫폼을 활용하여 해당 건의 홍보 진행  

       온라인 배너, 브로슈어 활용을 통해 이용객의 편의성 제공 및 홍보강화

연세대학교와	연계하여	효율적인	공간운영	및	안전관리	진행

  9~22시까지 상시 근무자를 배치하여 쾌적한 공간관리 및 안전관리 지도  

창업카페를	통해	제공되는	우수한	프로그램	참여,	협력기관과	연계한	창업지원	시스템	지원으로	선순환	창업문화	확산	거점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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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전	및	목표

	비전체계도	

추진목표

- 1단계 : 창업의 거점

    			창업정보제공, 창업교육, CEO특강, 전문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

- 2단계 : 창업 커뮤니티 형성 

    •	학생, 청년, (예비)창업자, 일반인 등 창업 커뮤니티 형성

    •	창업지원기관 담당자 커뮤니티 구축 

- 3단계: 창업프로그램의 확대 

    •	기존 창업기능 프로그램 연계 및 활성화 지원

    •	창업보육프로그램의 차별화 및 질적 향상에 기여

4단계 : 창업생태계 구축 

- 자발적, 자생적 창업커뮤니티 구축 

	 	 	 	 						※2017년은	2,	3단계의	과업수행에	중점을	두고	질적으로	향상된	프로그램	운영	예정	

창업문화 앵커시설 조성

서울시 창업카페

창업 

컨트롤타워

서울 시복원 

창업 메카

한국형 창업보육 

모델 제시
글로벌 창업중심

산학협력	프로그램	강화
창업단계별	맞춤형	

창업지원	프로그램	구축

투자지원	

프로그램	체계화

글로벌	창업	

프로그램의	다양화	

대내·외	창업지원	

네트워크	구축

학내	인적·용적	

우수	인프라	활용

독립적	창업투자	

재원	활용

연세대학교

서울시 창업카페를 기반으로 청년창업활동 및 창업활성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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❹	세부사업	추진계획

1.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			 확대

사업을 영위하는데 필수적인 역량 확보 및 개선을 위해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적재적소의 상시 멘토링 

제공 

추진방향

- 전문가 멘토링이 필요한 분야에 외부전문가를 연계해 기업의 경쟁력 강화 

- 맞춤형 멘토링을 통해 창업 아이디어의 사업화 실현 가능성을 높임

운영개요

- 상시 멘토링 운영

    •	지원대상 : 창업에 관심 있는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자

    •	운영방안 : 총괄매니저, 매니저, 전문상담가 3인으로 구성 상시 멘토링 실시

- 2 TRACK 창업 멘토링 데이 운영

	 	일반	TRACK

•연	3회	운영

•사전신청을	통한	멘토	매칭후	맞춤	멘토링	진행	

•멘토와	(예비)창업자간	1:1	면담

•분야를	선택하여(중복가능)상담	가능	

•	멘토의	전문분야와	일치하지	않은	분야는	창업지원단에서	

내·외부	전문가	풀을	활용

	 심화	TRACK

•월	3회씩	연	2회	운영

•단계별	엑셀러레이터	프로그램	방식

•	단계별	심층	멘토링을	진행하여	실질적인	산출물(회사소개서,	

사업계획서	등)도출

•	창업	시	도움이	될	수	있는	실전	노하우	및	시장	진출이	가능한	

수준의	멘토링	제공	

추진일정

추진내용 추진시기 비고

상시멘토링 상시 상주인력	상시	진행

창업	멘토링	데이
일반	TRACK 2월,	6월,	10월 월	1회

심화	TRACK 4월,	8월 월	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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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학	특성화	프로그램			 확대

각 대학 창업지원기관들이 보유하고 있는 특화 프로그램과 운영 노하우를 공유하고, 서울창업카페와 공동

기획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확장 운영

추진방향

-  서울창업카페와 각 대학창업지원기관의 창업자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수혜범위를 확장 및 

창업저변확대

운영개요	

- 일         시 : 연 6회

- 참가기관 : 서울 서북권 대학 창업지원기관 7개

- 참가대상 : 창업에 관심이 있는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자, 일반인 

운영방법

- 창업지원기관 담당자 교류회에서 특성화프로그램 월별 운영기관 및 프로그램 논의 및 결정

-	서북권 대학 창업지원기관 2개 이상 협력하여 특화 프로그램 운영 

세부	프로그램(가칭)

구분 기관명 계획안

1 서울창업카페	신촌점(연세대학교	창업지원단) 원데이	지식재산출원	클래스

2 동국대학교	창업지원센터 기업	역량강화

3 배화여자대학교	창업보육센터 모의창업	시뮬레이션

4 서강대학교	마포비즈니스센터 창업	토크	콘서트

5 서강대학교	창업보육센터 창업	토크	콘서트,	선배	CEO	특강

6 서울시립대학교	창업보육센터 창업동아리,	창업팀	집단	멘토링

7 이화여자대학교	창업보육센터 모의	펀딩,	기업	특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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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학교 창업지원단 특화프로그램(원데이 지식재산 출원 클래스)

지원대상

	-	지식재산권	출원을	원하는	(예비)창업자

	-	협업을	통하여	지식재산권을	확보하고,	창업을	진행하고자	하는	(예비)창업자

지원내용

	-	지식재산권을	직접	출원하고,	이를	활용한	창업이	가능하도록	함

	-	자신의	아이디어를	창업으로	이어갈	수	있는	선순환적	생태계를	만들	수	있도록	지원

기대효과

	-	아이디이어를	구체화하여	발현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및	방향을	제시하여	재산권을	활용한	창업전략	수립이	가능하도록	함

	-	1인	또는	1팀	디자인	출원을	목표로	하여	지식재산권을	확보	할	수	있도록	함

프로그램	구성(예시)

구분 시간 프로그램명 비고

1일차 0.1h 등록	및	오리엔테이션

1h 지식재산을	활용한	창업전략

4h 디자인	출원	명세서	작성 출원

폐회식	및	귀가

추진일정

추진내용 추진시기 비고

연세대학교	창업지원단 3월 1회

대학	특성화	프로그램 4월~12월 5회



222

2017 서울창업포럼 정책자료집

3.	IoT	메이커스	파티			 신규

1팀 1시제품 제작을 통해 아이디어 사업화 역량 강화 및 향후 창업경진대회 수상 등 기회를 확보할 수 있는 기

반 마련 

추진방향	

- IoT제품에 특화한 창업 아이템을 개발함으로 기술분야 성공적인 창업도움 

       전문가 그룹의 코칭을 통해 단기간에 완성도 높은 결과물을 도출

- 결과물을 기반으로 사업화가 가능한 팀을 선별하여 시장진출 확대

       심화 Track멘토링, 원데이 지식재산출원 클래스 프로그램 등과 연계 지원 

운영개요

- 지원대상

       새로운 아이디어나 창업 아이템을 보유하고 기술 및 제품창업을 희망하는 일반인, 창업동아리, (예비)창

업가 30명

운영방법

    •	3D 프린팅 보다 작고 간편한 전용 kit를 활용하여 단기간에 시제품 

    •	서울창업카페의 공간 내에서 결과물을 도출하고 이를 통해 실제 사업화가 가능한 것이 장점으로 카페의 

특화 프로그램으로 진행     

추진일정

추진내용 추진시기 비고

메이커톤	프로그램 3월,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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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Variety	Networking			 확대

서북권 대학의 입주기업, 창업동아리, 창업가 등 동·이종 다양한 분야의 기술과 창업노하우를 공유하고 비

즈니스 교류 및 파트너쉽 확대의 장 마련

추진방향

- 다양한 분야에 유명 스타트업 CEO의 강연과 네트워크 형성

       창업과 관련한 실용적 정보를 얻고, 강연 뒤에 이어지는 네트워킹 프로그램을 통해 참가자와 참가자, 참가

자와 강연자의 인적 네트워트 형성 기대  

- 양질의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는 교류의 장을 제공

       창업활동 중 인적 자원의 문제를 겪는 초기 단계의 스타트업 및 학생 창업 팀 등에게 자발적인 커뮤니티 형

성으로 창업카페 이용 활성화 도모 

운영개요

- 지원대상 

       서북권 지역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자, 창업기업에 관심있는 멘토 및 VC, 인근 지역 창업보육센터 기업 및 

유관기관 관계자 등

- 지원내용

    •	일        시 : 월 1회 개최

    •	장        소 : 서울창업카페 신촌점

    •	참석인원 : 40명 내외

    •	신청방법 : 참가 희망자 사전 신청

- 주요 프로그램

    •	다양한 주제별 네트워킹 및 교육 운영을 통해 네트워킹 및 스타트업    실무 정보를 습득 할 수 있는 프로그

램 운영 

    •	국내에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는 다양한 분야의 스타트업 CEO들의 섭외를 통해 특강 및 네트워킹 프로

그램 구성 

    •	1회성 네트워킹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제별 라인업을 통해 참가자들에게 지속적인 네트워킹이 이루어질 

주 있도록 프로그램 구성

    •	주요 프로그램 구성(예시), 회차별 주제와 연사 섭외에 따라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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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프로그램명

18:30~19:00 30‘ Reception

19:00~20:00 60'

Variety	Speech	강연	프로그램(안)

1회차	:	그로스해킹과	스타트업	마케팅	실무

2회차	:	‘오늘뭐먹지’	50억	투자유치	스토리

3회차	:	스마트한	여행,	중국	유커들을	사로잡은	‘레드타이’		

4회차	:	나혼자	10억	매출	온라인쇼핑몰	콘텐츠	제작의	비밀

20:00~21:30 90‘ 1분	스피치	&	릴레이	토크	네트워킹(연사	참여)

21:30~ 폐회식	및	귀가

추진일정

추진내용 추진시기 비고

Variety	Networking 2월	~	12월 월	1회(총	9회)

5.	2017	U-CONTEST	창업동아리	경진대회

성공적인 학생 창업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대학생 중심의 네트워크 조성이 필요하며, 우수 아이템 보유의 

창업동아리 발굴 및 지원 필요

추진방향

- 지속적으로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우수 창업동아리 발굴

       2016 서울지역 창업동아리 아이디어 경진대회 결과 높은 참여율(30팀 참여)과 참가팀의 창업활동 및 아

이디어의 수준이 높았음

- 창업동아리 지원금 활용 사업화 진행단계를 관리하여 성공적인 창업유도

      경진대회 수상 팀에 대해 사업화가 가능한 우수 아이템을 선별하여 창업 유도  

- 수상팀 중 사업화가 가능한 우수 아이템을 선별하여 투자 기관과 연계

       경진대회 수상 팀에게 사업화·투자 연결 매체로써의 역할 수행 및 서울창업카페의 사물함과 공간 및 시설 

등을 제공하여 카페 활용도 향상

운영개요

- 지원대상 

      실질적 창업 활동을 진행하는 서울지역 창업학회, 창업동아리, 창업 팀 등

- 선정방식

      서류평가와 발표평가를 통해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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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	및	접수

온라인	홍보

참가신청서,사업계획서	등	접수

평가

서류	평가

발표	평가

진행

10~11월

<경진대회	추진	절차	〉

- 지 원

    •	상장 및 상금

구분 상금 비고

아이디어	최우수상 1,000,000원 연세대학교	창업지원단장상	1점

아이디어	우수상 500,000원 연세대학교	창업지원단장상	2점

아이디어상 300,000원 연세대학교	창업지원단장상	3점

    •	창업인프라 지원

     ① 차년도 창업동아리 및 창업팀 지원 및 관리

     ② 서울창업카페 내에 비치된 사물함 제공

     ③ 교내·외 학생창업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세미나 등 개최 지원

     ④ 아이템 사업화가 필요한 경우 창업카페 연계기관과 연결하여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 

추진일정

추진내용 추진시기 비고

창업동아리	경진대회 10월	~	11월 6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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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창업지원기관	담당자	교류회	

창업지원기관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하여 창업지원 프로그램 개발과 네트워크 구축 방안에 대한 기획에 

활용

추진방향

- 서울창업카페 활성화 및 타 기관의 카페 활용 방안 아이디어 공유  

      창업 멘토링 데이, 대학 특성화 프로그램 등 사업 관련 발전방안 공유

운영개요

- 참가대상 : 서북권 대학 창업지원기관 담당자 및  담당자

<창업	네트워크	기관>

	연세대학교	창업지원단,	동국대학교	창업지원센터,	배화여자대학교	창업보육센터,	서강대학교	서강/마포비즈니스센터,	

서울시립대학교	창업보육센터,이화여자대학교	창업보육센터,	서울창업카페	숭실대역점	등	총	8개	기관이	협력

- 운영횟수 : 연 4회

- 프로그램 내용 

    •	각 창업지원기관의 우수 지원프로그램 사례 공유 및 공동운영 프로그램 기획 

    •	창업카페 협력운영 및 개선안 및 활성화 방안, 창업기업 발굴, BI연계 검토

기대효과

- 서울 서북권 창업거점 역할 수행 : 창업지원 기관의 정기교류의 장 마련 

- 기관 협력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협력적 창업생태계 조성 기대  

추진일정

추진내용 추진시기

담당자	교류회	1차 2월

담당자	교류회	2차 5월

담당자	교류회	3차 8월

담당자	교류회	4차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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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Value-Up	간담회			 확대

정기 사용자 및 프로그램에 참여도가 높은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카페사용에 대한 의견 및 프로그램 개선점

에 대한 의견 공유 및 운영방향 논의  

추진방향

- 신촌 카페를 창업활동의 중심지로 인식하여 창업저변확대와 거점기능 강화

      프로그램 참여자 중 정기사용자 확대 방안을 모색하고 정기사용자들 간의 자발적 커뮤니티 형성을 도모

- 정기적인 회의, 의견 교류를 통해 창업카페 사용자의 만족도를 높이고 운영 프로그램의 질적 개선

운영개요

일    시 : 연 10회 

참가대상 : 창업지원기관 관계자, 창업동아리, 창업팀, 창업에 관심이 있는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자, 일반인 등

운영방법

    •	서울창업카페 신촌점의 다양한 프로그램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정기 활용 그룹을 만들 수 있도록 간담회 진행

    •	창업지원기관 관계자 및 관계사들과 간담회를 진행하여 창업지원 프로그램 개발에 대하여 논의 

추진일정

추진내용 추진시기 비고

창업	관련	협업	및	프로그램	기획	 2월-11월 월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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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U-STARTUP	네트워킹	페스티벌			 확대

서울시의 다양한 창업지원기관 중 동일한 목적을 배경으로 개소하여 운영 중인 서울창업카페와 창업허브와

의 협력과 유대 강화

추진방향

- 숭실대역점이 협력하여 서울의 서북권역 창업을 이어주는 가교 역할 수행

       창업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발상의 전환, 창의적 사고와 창업 외의 다양한 주

제까지 포함한 프로그램에 대한 협력

- 서울창업카페와 창업허브와 긴밀한 협업으로 서울시 창업거점 기능 강화

       서부권의 창업지원기관 관계자, 그 외 서울창업카페 담당자, 창업허브 관계자, 스타트업, 창업동아리, (예

비)창업자 등이 한자리에 모여 지난 성과와 새로운 계획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제공

운영개요

일          시 : 연 1회

장          소 : 서울창업카페 신촌점

공동주관 : 서울창업카페 신촌점·숭실대역점

참가대상 : 3개 기관 이상(창업허브, 창업카페, 대학창업지원단 등) 

- 프로그램 내용

    •	서울창업카페 숭실대역점은 같은 서울창업카페 사업을 이행하는 곳으로 운영의 방법이 비슷하여 상호 이

해도 높고, 2016년 스타트업 네트워킹 파티 행사를 공동주관하여 진행 

    •	창업허브, 스타트업, 창업동아리, (예비)창업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성과발표회 등의 공식 일정을 성과를 

공유하고, 교류의 폭을 보다 확장

    •	1분 스피치, 즉석 팀플레이 등의 네트워킹 프로그램을 통해 딱딱한 분위기에서 탈피하여 역동적이고, 활

력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업종 외의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기회 제공. 

     ※  서울창업카페와 협업 및 공동기획을 진행했던 기관, 기업, 창업팀들이 모두 참여하는 자리이며, 이들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네트워킹 프로그램 진행

    •	서울 서북권 대학 6개 창업지원기관은 특화 프로그램 진행 경험을 바탕으로 서울창업카페와 협력하여 

U-STARTUP 네트워킹 페스티벌이 우수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일부 

기관은 필요에 따라 공동주관으로 적극 참여하여 스타트업 네트워킹 페스티벌의 질적 향상을 도모

추진일정

추진내용 추진시기 비고

협력프로그램	운영 11월 상반기는	숭실대점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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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창업거점	기능	강화			 신규

창업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서울 창업카페 신촌점을 활용하여 다양한 창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공간 및 장비 지원  

추진방향

- 창업관련 소규모 세미나 및 교육 진행을 지원하여 창업카페 이용 활성화

       사무실이 없는 초기단계의 스타트업 및 1인 기업, 회의장소가 필요한 학생 창업팀 등

- 카페와 연계된 창업지원 인프라를 활용하여 자생적 커뮤니티를 구축

       대관을 통해 카페를 방문하는 이용자들이 단순 공간이용이 아닌 카페에서 운영하고 있는 다양한 프로그

램에 유입될 수 있도록 유도

운영개요

- 대관시간(서울창업카페 신촌점 프로그램 운영시간을 제외한 운영시간 전체)

       평일 9시-22시, 토요일 10시-18시(공휴일 제외)

      ※ 사전 협의를 통해 일정 조율

- 대관공간 : 서울창업카페 신촌점

- 지원장비 및 시설 

       스크린, 빔프로젝터, 무선마이크, 음향시설, 노트북, Mac(웹디자인용), 커피머신, 정수기  

청년허브의	창문카페 청년정책네트워크	그룹별	토론모임 기술교육원	웹퍼블리셔디자인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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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신촌	지역	연계강화			 신규

인근대학·관내 창업지원기관들과 연계강화와 신촌을 기반으로 하는 대학창업문화 확산을 통해 서울창업

카페 신촌점이 창업의 거점 기능 강화  

추진방향

- 서대문구 창작놀이센터와 연계 도시재생 프로젝트, 청년문화예술활동 등을 지원하여 지역상권 활성화

       창업카페 이용자들의 판로 확보, 문화예술 관련 창업과 현업 종사자들의 네트워크 구축 등 지역과 상생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서대문 구청과 협업모델 운영

    •	서울창업카페와 창작놀이센터가 ‘여행&숙박업’관련 네트워킹 프로그램과 같이 공유 가능한 주제로 공동 

교육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운영

    •	 ‘창업’과 ‘도시재생’이라는 각각의 목표를 달성하는 것에 자연스럽게 서로 조력자가 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음 

- 신촌 및 인근 지역대학에서 보유하고 있는 우수한 창업지원 프로그램들을 서울창업카페와 연계 운영

운영개요

- 공동 공간 활용

    •	서울창업카페 신촌점과 창작놀이센터 공간을 수요에 따라 함께 활용하여 상호간의 홍보효과를 높이고, 

탄력적으로 프로그램 운영

    •	서로 다른 운영시간(서울창업카페 : 일요일 휴무/창작놀이센터 : 월요일 휴무)을 역으로 활용하여 창업자

와 시민이 언제든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휴무일 상호 대리 운영에 협력함

- 담당자 교류회 활용

    •	창업지원기관 담당자 교류회를 통해 각 대학 및 기관의 특성을 공유하고, 협업이 가능한 부분을 공유

    •	서울창업카페가 중심이 되어 연계 프로그램 개발 주도

- 대학 특성화 프로그램 활용

    •	교류회 등을 통해 개발된 대학 특성화 프로그램을 각 창업지원기관을 활용하여 홍보하고, 프로그램 참여

를 유도하여 서울창업카페를 통한 기관 특화 프로그램 수혜자를 확대하고, 이를 통해 인근 대학의 연계를 

주도적으로 강화

- 능동적인 프로그램 개발

       Value-Up 간담회, 대학 특성화 프로그램, Variety Networking 등의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하여 수요

에 맞는 프로그램을 능동적으로 개발, 운영하여 젊은 창업, 역동적인 창업에 유연하게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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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서울창업카페	신촌점	홍보	강화			 강화

서울창업카페 신촌점의 공간과 그 공간에서 운영되는 프로그램, 네트워킹, 창업활동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한 

홍보 강화 

추진방향

-  서울창업카페 신촌점과 같은 Co-Working Space에 대한 수요자들에게 서울창업카페 신촌점의 존재를 

알리고 활용도를 높여 ‘서울창업카페’라는 사업이 효과 강화

운영개요

서울창업카페	신촌점	홍보

	온라인	홍보

-	Venturesquare(사이드	배너,	보도자료	소개	기사	등)	

-	와이즈플래닛(블로그	상위노출,	블로거	기자단	등)

-	플래텀(배너광고	AD3-2	등)

-	홈페이지(서울창업카페	신촌점	기사,	프로그램	및	활동내용	업로드	등)

Venturesquare																																																					보도자료	소개	기사																																																									홈페이지

오프라인	홍보

-	키오스크	:	서울창업카페	신촌점	중앙	통로에	설치하여	프로그램	운영	모습,	창업활동	모습	등을	보행자들에게	지속적	홍보

-	브로셔	:	서울창업카페	신촌점의	프로그램,	카페	운영시간	등을	정리하여	카페	내부		및	통로에	비치	

서울창업카페	신촌점	프로그램	홍보

온라인	홍보

-	온오프믹스	:	오늘의	모임/1열	고정,	2열	고정	등의	홍보를	통해	프로그램	참가자	모집	

-	홈페이지	:	멘토링	데이,	특성화	프로그램,	네트워킹	등을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노출하여	홍보	및	참가자	모집

-	SNS	:	페이스북	등을	통해	멘토링	데이,	특성화	프로그램,	네트워킹	등을	업로드하여	홍보	및	참가자	모집

오프라인	홍보

-	브로셔	:	서울창업카페	신촌점의	프로그램,	카페	운영시간	등을	정				리하여	카페	내부	및	통로에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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❺	추진일정	

구		분 월별추진일정

사업	세부내용 1 2 3 4 5 6 7 8 9 10 11 12

상시멘토링

창업	멘토링	데이

대학	특성화	프로그램

IoT	메이커스	파티

Variety	Neteorking

U-CONTEST창업동아리	경진대회

창업지원기관	담당자	교류회

Value-Up	간담회

U-STARTUP네트워킹	페스티벌

창업거점기능	강화

❻	추진일정	

과업	수행팀	조직	구성체계	및	인력	구성	계획

- 조직도

자문위원회	

총장

단장

부단장

창업코치팀

운영위원회

창업기획팀

창업교육현신센터	

학생창업센터

창업보육센터

국제교류센터

기술사업화센터

SK청년비상팀

대학가	창업카페	
운영팀

- 인력 구성

    •	전담직원 2명(총괄매니저 1명, 매니저 1명)

    •	보조직원 2명(월, 수, 금 근무 1명 / 화, 목, 토 근무 1명)

- 전문 인력 투입계획 

    상시(평일) 창업상담이 가능하도록 전문 인력 투입하여 운영

- 업무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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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숭실대	창업카페	운영	계획

 지하철 역사 유휴공간의 개방성을 가진 창업카페 숭실대점 공간을 활용하여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 다

양한 창업 아이디어를 도출할 수 있는 장 마련

❶	사업개요

시설개요

위          치 : 7호선 숭실대입구역 지하5층(116㎡)

공간구성 : 개방형 창업공간, 상담실, 촬영실, 회의실

 단 체 명 : 숭실대하교 산학협력단(신요안 단장)

※ 숭실대학교 창업교육·지원팀 운영

인          력 : 총괄매니저 1명, 매니저 1명

운영시간 : 09:00 ~ 22:00

사업예산	:	200백만원

사업대상

- 창업에 관심이 있는 일반시민 및 (예비)창업자

- 숭실대학교 학생 및 지역 주민

- 창업에 관심을 가진 지역 중·고등학생

사업내용

1.	숭실대	인프라를	활용한	지역-대학	창업	협업체계	구축

사회이음형	청년스타	CEO를	육성하는	남부권역	창업문화	활성화

사회이음형	학문과	사회,	사람과	사회,	대학과	사회	등	대학을	중심으로	모든	사회구성원과의	이음을	통해	사회에	공헌하는	따뜻한	

인재의	양성

청년스타	CEO	숭실대학교만의	특화된	투자지원시스템(TIPS3)과	SGSU(Soongsil	Global	Startup	Upgrade)프로그램으로	글로벌	진출	

청년스타	CEO	양성

남부권역	거점대학	2012년부터	서울지역	서남부권역	거점BI	대학으로	축적한	역량을	기반으로	지식서비스	산업이	밀집한	서울	

남부지역의		ICT	산업	창업	클러스터	구축

	내부공간 교육과정	운영 외부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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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울시민	실전창업	공간으로	창업	환경	조성

창업	사무,	컨설팅,	네트워킹	등	개방형	공간을	활용한	창업	준비

역사	내	시제품	전시	및	소비자(시장)	반응	조사	가능

3.	창업	네트워크	활성화

서울	남부권역	창업지원	클러스터	구심점	역할	수행

	-	남부권역	대학	및	BI센터,	지자체와의	창업지원	협업체계	구축

	-	IT산업의	근거지인	구로디지털산업단지(G밸리),	테헤란밸리의	중심에	위치하여	서울	남부권	창업	클러스터	구축	및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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❷	2016	성과평가

1.	추진성과	

소자본,	기술기반	창업교실	활성화

- 소자본, 기술기반 창업교실 총 49회 457명 교육생 교육이수

    소자본 기술기반 창업 관심있는 창업자 매주 화, 목 18시~21시 강좌운영

창업	멘토링	프로그램을	통해	실질적인	사업화	준비	일조

-  비즈니스모델, 투자, 법률, 회계 등 분야별 전문 멘토를 섭외하여 참가자들이 1:1 멘토링을 받을 수 있도록 

구성(총 117건 상시 컨설팅)

창업	아이디어	공모전을	통한	청년창업가	양성

- 동·이종 업계 간 협업 및 자발적 창업 커뮤니티 형성에 기여 

    대학 창업팀, 현 스타트업 종사자 등 다양한 분야 창업활동 중인  사람들이 참여하는 41개 팀이 참여하여 6

개팀을 선발 및 지원

마케팅에	어려움을	겪는	창업기업의	홍보물	디자인	지원

- 총32개 기업 신청, 8개 기업 지원 

    2016년 가장 호응을 받은 프로그램으로 2017년 특화프로그램으로 확대 

기술형	창업	아이템	사진제품	촬영지원

- 서울시에서 유일한 창업 제품촬영 스튜디오 운영(총190건 스튜디오 대여)

    창업카페 숭실대입구역만의 특화된 프로그램으로 2017년도 사업에서는 제품사진촬영을 배울 수 있는 프

로그램을 1년 2회 신설 예정

전문가	멘토링 창업	교육 대학	특성화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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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추진상	한계	및	과제

	숭실대입구역	외진	곳에	위치해	역사	이용객의	자발적	유입이	힘들며,	숭실대입구역사의	비협조로	배너,	포스

터	등	홍보물	배치	어려움

- 숭실대입구역 관계자와 협의를 통해 배너 및 위치 안내판 설치가능토록 방안모색

숭실대학교	학생들에게도	홍보	미흡으로	학생들	이용	저조

- 숭실대학교 학생들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 창업카페 프로그램 포스터 및 브로셔 등 교내 게시판 활용 홍보 

매달	같은	테마의	창업	교육	프로그램으로	지속적인	수강생	유치	실패

-  매달 테마가 다른 교육커리큘럼을 운영하여 다양한 분야의 창업자들의 지속적으로 참여 가능한 교육 프

로그램으로 변경

다양하고	심화된	창업강의	부재로	창업	수강생들은	기초적인	멘토링	프로그램으로	집중되는	현상	발생

- 특화된 창업교육 프로그램 운영, 전문분야 멘토링의 경우 2017년 개관되는 서울창업허브와 연계·운영 

숭실대입구역을	이용하는	제한된	이용객들로	인해	다양한	네트워크	형성	실패	

-  서울 창업카페 만남의 장이란 프로그램 신설하여 신촌점과 연계강화 및 서울시, 동작구 등 창업 네트워크 

간 소통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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❸	추진	방향	및	비전

•(교육)	기업가	정신을	갖춘	따뜻한	창의적	인재	양성

•(사업화)	서울	남부권역	ICT융합산업을	선도하는	청년	스타창업가	발굴

창업교육

특성화

창업동아리

활성화

청년창업

활성화

지역거점

활성화

1.	추진성과	

숭실대	창업지원	프로그램과	연계	기술기반	창업자	컨설팅	지원

-  창업아이디어 공모전을 통해 우수 아이템 선정 후 아이템과 비즈니스 모델을 확립하고, 숭실대 지원프로

그램과 연계하여 창업 기업의 안정적 성장 도모

생활접근형

(예비)

창업자

기술기반

(예비)

창업자

취약분야

컨설팅

교육

신청

교육

신청

창업

아이디어

공모전

소자본

창업교실

기술기반

창업교실

수상작

책임

멘토링

창업

아이템

도출

Soho	Track

Tech	Track

창업

아이템

도출

숭실대

연계지원

성공기업

육성

창업	활성화

지역	경제	활성화

지역내	

청년실업	해소

중·고등학교가	많은	지역	특성을	고려	청소년들의	창업에	대한	이해와	창업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신설	

-  비즈쿨 청소년 CEO 프로그램 신설해 지역 중·고등학생들에게 창업교육을 진행하고 지역 주민들까지 자

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강화

창업	교육	및	창업자	네트워크	프로그램	질적	수준	향상

-  교육과 네트워크 프로그램에 참가한 창업가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수강생들이 필요한 부분을 채워주

는 프로그램으로 변경

지역창업거점	활성화	및	청년창업	확산에	구체적	해결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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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창업	활성화

•청년대상	창업교육	특화

•남부권역	대학과의	협력체계	강화

•SD밸리	코워킹스페이스	확대

	 지역창업거점	활성화

•월·지역	예비창업가와	학생이	함께하는	교육체계	구축

•지역	창업가들의	질적	교류확대	및	사회문제	해결

•기업과	학교의	창업	인턴십	인식변화

•지역의	창업열기	확산

청년창업자,	일반시민	등	창업준비	취약부분	중점	컨설팅	상시	운영

-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한 수강생뿐 아니라 창업카페를 찾는 일반시민까지 실제 창업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

록 전문가 컨설팅 실시

숭실대점의	특화된	프로그램	운영으로	창업	네트워크의	차별화	전략	추진	

- 창업자에게 제품촬영 스튜디오 무료제공 서비스 및 촬영기법 교육과정 신설

- 창업자의 성공적인 홍보를 위한 홍보물 제작 디자인 프로그램 활성화

서북권	대학,	서울창업허브,	신홍합밸리	창업네트워크	연계	강화

- 창업네트워크 구성인력 교류, 특성화 프로그램 및 협력 프로그램 운영 

     창업허브, 서북권 대학의 창업 인프라와 창업지원 노하우를 활용한 교육, 멘토링 프로그램 연계 및 우수 

창업기업 발굴로 투자 연계 및 사업화 지원 

동작구청	홈페이지,	지역신문,	숭실대학교	홈페이지	등	지역중심	홍보강화

-  인원모집 필요 행사 및 프로그램의 경우 숭실대 게시판과 홈페이지, 동작구청 홈페이지 홍보로 지역주민 

이용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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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전	및	목표

숭실대	창업지원프

❹	추진	방향	및	비전

영	역 세부사업명 소요예산 사업시기

창업카페	안정화	 		창업카페	사업	활성화	지원	 67,693 연중

창업프로그램	운영	활성화

1.	소자본·기술기반	창업교실 22,560 연중

2.	취약분야	상시	컨설팅 23,400 연중

	3.	서울	창업카페	남부권역	동아리	성장지원	프로그램 9,100 3~12월

	4.	기술형	창업기업	홍보물	디자인	지원 22,794 연중

	5.	제품사진	촬영기법	교육 2,480 4월,	10월

	6.	서울	창업카페	만남의	장 3,920 5월,	11월

	7.	서울	창업카페	비즈쿨	청소년	CEO	발굴	프로그램 2,760 6~12월

	8.	서울	창업카페	특허출원	지원프로그램 11,100 5~11월

	9.	창업선도대학	프로그램	연계 비예산 연중

창업카페	경쟁력	강화 창업카페	운영비 34,192 연중

(단위: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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❺	세부	추진계획

1.	소자본	기술기반	창업교실			 확대

소자본, 기술기반 창업에 관심이 있거나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창업을 보다 알기쉽

게 강의하여 창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함

추진방향

- 전문가를 연계해 창업준비 및 창업의 이해도 증진 및 문제사항 사전 체크

- 월 단위의 다양한 커리큐럼으로 매주 1회 창업교육 진행

사업개요

교육대상 : 창업에 관심 있는 누구나

홍보방안 : 지하철 현수막/배너 설치, 포스터 등 홍보물 배포, 온라인(서울시, 동작구, 숭실대 홈페이지) 홍보

모집방법 : 방문, 전화 접수 

교육일정 : 연중 수요일

기대효과

- 창업에 대한 정확한 이해도 향상·역량 강화

- 창업에 관심있는 교육생 간 네트워크 확산 및 협력 촉진 기대

- 지역창업 활성화에 기여 및 창업분위기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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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창업	관련	취약분야	컨설팅			 확대

창업교실 수강생 및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취약분야를 파악하고 과정을 집중 관리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진행

추진방향

- 카페 내 상담인력 1:1 진단(상시)

- 외부 전문가를 초빙하여 취약분야 집중 관리(심화분야 서울창업허브 연계)

운영개요

일         정 : 연중

대         상 : 창업에 관심 있고 창업 컨설팅을 희망하는 누구나

홍보방법 : 지하철 현수막/배너 설치, 포스터 등 홍보물 배포, 온라인(서울시, 동작구, 숭실대 홈페이지) 홍보

모집방법 : 방문, 홈페이지, 전화 모집(예약제 운영)

※ 보다 효율적인 전문 분야 맞춤형 컨설턴트 매칭을 위한 예약제 운영

※ 서울시 멘토링 상담료 기준에 의거하여 90분 진행에 150,000원 책정

기대효과	

- 1:1 진단을 통해 창업자의 취약분야 개선 대책 마련 및 구체적인 해결방안 마련

- (예비)창업자들에게 방향성 제시 및 분야별 역량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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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서울창업카페	남부권역	동아리	성장지원	프로그램			 확대

창업교실 수강생 및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취약분야를 파악하고 창업준비과정을 집중 관리할 수 있도록 컨설

팅을 진행

추진방향

- 남부권역 대학생 창업동아리 성장 촉진

- 선별된 우수 창업동아리를 위한 교육 및 멘토링 지원

    실질적인 비용 지원 → 아이템 시제품 개발 추진비, 창업동아리 활동비 지원

운영개요	

지원대상 : 서울시 소재 대학 내 창업동아리

지원내용 :

- 동아리 당 100만원 지원(아이템 시제품 개발 추진비, 창업동아리 활동비)

    ※ 지원금 사용에 있어서는 창업카페 담당자와 사전 조율 필요

- 창업교육 및 1:1 멘토링 지원

- 창업동아리 활동을 위한 창업카페 공간 이용지원 

- 우수활동 동아리 후속조치 및 숭실대 선도대학 프로그램 연계지원 

    ※ 활동결과 발표회 : 활동 종료에 맞추어 창업동아리 활동 결과 발표 및 평가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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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일정

개	요 일정 세부내용

공고	및	접수 2017.03.
-	서울지역	대학	창업동아리	등	50팀(재,	휴학생	포함	3인	이상)	

-	제출서류	:	신청서,	사업계획서	및	기타서류		-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

▼

발표평가 2017.04 -	창업	아이템의	우수성,	창업	성공	가능성	등을	평가		-	5분	발표,	5분	질의응답

▼

결과발표	및	

오리엔테이션	진행
2017.05 -	홈페이지,	블로그,	개별	문자/이메일	통보		-	일정,	사업비	집행,	교육	및	멘토링	안내

▼

창업	동아리	지원	및	

관리
2017.05~12

-	아스피린센터	사업	연계

-		창업교육,	1:1	멘토링사업비지원	(시제품제작비,	재료비,	지식재산권	확보비,	

홍보마케팅비,	기획비	등	지원)

▼

창업동아리	IR

데모데이
2017.11

-			창업동아리의	데모	제품(서비스),	사업	모델,	현재까지의	활동	성과	등을	투자자	앞에서	

발표하여	시장성	검증	및	투자유치	과정을	경험할	기회	제공

▼

결과보고서	제출	및	

발표형가
2017.11~12

-	활동결과보고서	제출	및	활동결과	발표평가	진행		-	우수동아리	해외	창업캠프	참가	

기회	제공

▼

후속지원 2017.12~ -	우수	아이템	보유	또는	우수	활동	동아리	입주	연계	지원

기대효과

- 대학생 창업 동아리 활성화 촉진 도모

- 지원금으로 현실적인 시제품제작 기회 제공

- 활동결과 발표회를 통한 활동 평가로 인한 창업에 대한 역량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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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술형	창업기업	홍보물	디자인	지원			 확대

창업초기 마케팅에 어려움을 겪는 기술형 창업가들에게 실질적으로 마케팅 지원을 할 수 있는 지원프로그램

추진방향	

- 홍보물 디자인 지원에 따른 제품 판로 확보 및 마케팅 활성화 

- 홍보물 제작에 있어 전체 비용이 아닌 실질적인 디자인 비용 지원

운영개요

지원대상 :

-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대표

- 서울 창업카페 교육을 1개 이상 수강하신 대표

지원일정 : 연중 상시(지원금 소진까지 선착순)

지원내용 :

- 신청 기업 당 1가지의 홍보물 디자인 제작비용 지원

- 포스터, 리플렛, CI, 명함 디자인, 웹 배너 디자인 지원

모집방법 : 방문, 전화접수

기대효과

- 창업가들의 마케팅 어려움 지원에 따른 마케팅 활성화 및 수익증대

- 초기 기업의 경우 판로확보 어려움 해소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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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품	사진촬영	기법교육			 신규

기술형 창업자에게 제품촬영 스튜디오 무료제공 및  촬영기법 교육과정 신설하여 제품의 가치성과 상품성을 향상

추진방향	

- 일반적인 전달식 교육이 아닌 전문가와 함께 스튜디오에서 직접 실습을 하고 피드백을 받으며 촬영기법을 

습득하는 교육과정

운영개요

지원대상 : 창업에 관심있는 (예비)창업자 및 제품촬영에 어려움을 겪는 창업자

지원일정 : 4월 1회, 10월 1회 총 2회 토요일 진행

지원내용 : 

- 년 2회 진행, 회당 2시간의 이론 교육과 3시간의 실습 교육으로 진행

- 제품촬영 전문강사를 섭외하여 전문적인 교육 진행

기대효과

- 창업자들의 셀프촬영 기술활용으로 인한 창업가들의 비용절감

- 제품촬영을 통한 마케팅에 따른 기업의 수익증대 효과 기대

6.	서울	창업	네트워크	만남의	장			 신규

서울시의 다양한 창업지원기관과 동일한 목적을 배경으로 개소하여 운영 중인 서울창업카페들과 숭실대역

점의 협력과 유대 강화

추진방향	

- 서울창업카페간의 긴밀한 협업으로 서울시 창업거점 기능 강화

- 서울 창업카페를 사람들에게 홍보하고 이용도를 높이기 위한 설명회와 네트워크 프로그램 진행

운영개요

사업일정 : 11월 중

사업내용 : 

- 년 2회 서울 창업카페 숭실대입구역점과 신촌점에서 한 번씩 진행

- 서울 창업카페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을 공유 

기대효과

- 서울 창업카페 홍보 효과로 인한 이용개수 증가

- 참가자 간의 네트워크 형성에 따른 향후 사업진행에 이어 상호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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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서울창업카페	비즈쿨	청소년	CEO발굴			 신규

창업 저변확대를 통한 창의인재 양성을 위해 지역 중·고등학생 대상 창업의 친밀한 체험학습 분위기 조성과 

청소년 기업가정신 함양

추진방향	

- 청소년 창업에 대한 실전 체험을 통해 도전정신과 창조적 마인드 제고

-  창업에 관심있는 학생들을 선별하여 조기에 교육을 진행함으로써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창업가 인재를 

발굴 및 양성

운영개요

참가대상 : 창업에 관심있는 지역 내 중·고등학생

운영방법

- 7월, 11월에 각각 진행할 예정(학교의 학사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창업 준비부터 기업체 운영까지 전 과정을 경험하는 실습·체험 위주의 프로그램 진행

-  실습을 통해 창업의 각 단계별 의사결정 과정을 체험해보고 실천함으로써 실전 창업역량 강화, 기업가 정

신 함양 및 미래의 창업가로써 필요한 기본경영 지식 습득

지원내용

- 청년 CEO 강연을 듣고 팀 빌딩을 진행하며 팀별 One page 사업계획서 작성

- 작성한 One page 사업계획서를 발표를 진행

- 발표의 순위는 학생들이 직접 간접 모의투자를 진행하며 순위선정

기대효과

- 참여 학생들에게 도전정신 배양 및 창업에 필요한 지식, 기술습득

- 모의 투자를 통한 이론적 교육문제를 보완하고 직업수행능력 제고

- 창의적 지향성, 창업의 다양성을 습득하여 추후 기업가 정신을 함양

- 프로그램 종료 후 창업에 관심있는 학생은 지속적인 관리를 통한 청년사업가 육성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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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서울	창업카페	특허출원	지원	프로그램			 신규

기술창업 기업 대상으로 특허출원 비용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특허출원을 통해 아이템을 방어하며 새로

운 경쟁사의 진입을 차단을 돕는 프로그램

추진방향	

-  기술창업을 준비하는 (예비)창업자의 아이템 중 기술보호를 통해 다른 경쟁사의 진입장벽을 높이고 경쟁

력을 강화

운영개요

지원대상 : 기술형 창업을 영위하거나 창업을 준비하는 예비창업자

지원일정 : 10월 중

지원내용 :

-  신청자를 대상으로 서면평가 심사를 통해 지재권 보호를 필요로 하는 기술을 총 10명을 선발하여 선정된 

사람당 100만원의 특허권 취득 비용 지원

- 디자인권, 상표권 과 같은 특허는 제외, 실용신안·기술적 특허에 한해서 지원

-  지원자는 서울 창업카페에서 창업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하고 사업화가 가능하다고 판단 시 숭실대학교 

창업지원단과 연계하여 지원

추진일정

홍보	및	접수

2017.5-10.

	•포스터	제작	홍보

	•온·오프라인	접수

서류평가

2017.10.

	•심사위원	서류평가

서류평가

2016.10.

	•지원대상	선정완료

서류평가

2016.10-12.

	•특허출원	지원

기대효과

- 창업에 대해 단순 아이디어로 그칠 수 있던 아이템 발굴 및 지원을 통해 창업활성화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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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숭실대학교	창업선도대학	프로그램	연계			 확대

우수 창업팀을 대상으로 숭실대학교 창업지원단 프로그램을 연계하여 교육, 예간, 공간, 전문가 컨설팅 등 체

계적이고 전문적인 창업지원 

운영개요

교육지원 : 숭실대학교 일반시민대상 창업아카데미 교육 실시

SSF(Soongsil	Startup	Factory)	1기,	2기

핵심주제 창업실무 시수 40H 강좌형식 실전형

주요내용
-	창업실무교육	 -	사업계획서	작성

-	전문가	멘토링	 -	IR	실습	및	멘토링

- 멘토링 지원

    •	1:1 컨설팅(분야별 전문가 매칭)

    •	선배기업과의 네트워킹 지원(SNN, 거점BI 입주기업캠프, 연합 네트워킹데이)

- 예산 및 공간지원(우수기업 발굴 프로그램)

    •	창업선도대학의 “창업 아이템 사업화” 우수 창업자 편입

    •	우수 창업동아리(재학생 입주기업 발굴)

    •	TIPS3의 최종선정기업을 “고급 기술분야”의 입주기업으로 편입

- 운영자금 지원

    •	맨투맨 투자지원 프로그램(BIUP) 및 투자 네트워킹 데이 개최

    •	숭실 패키지 지원프로그램(SP) 및 숭실IR 컨퍼펀스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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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화 지원

    •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비, 시제품 제작비 지원

    •	인증, 마케팅비, 세무기장료 지원 및 입주기업 홍보자료 제작

- 인력지원

    					창업인턴지원 프로그램(SI)

- 네트워킹 네비게이션 프로그램(SNN)

     기업-기업, 기업-선도벤처, 기업-기관, 기업-투자사, 대기업, 대형유통, 언론 등만남을 연결하는 질적으

로 준비된 네트워킹 프로그램

〈창업 연차별 지원프로그램〉

- 비즈니스모델 세미나 개최

     외부 전문가와 기업 비즈니스모델 세미나 진행하여 기업분석 및 진단 기업들의 BM을 수정하여 입주기업

이 재설계 지원

- 마케팅 시장조사 지원

     아이디어·시제품의 시장 검증 및 사업화 성공 가능성 판단을 위해 시장조사 전문기업과 입주기업을 매칭

하여 소비자 인식 및 수용도 평가 등 시장조사 지원

- 숭실 패키지 지원프로그램(SP)

     창업 3년~5년 이내 기업 대상 전문가의 서류평가 및 현장실사 점검을 통해 지원대상 기업을 선정하여 전문

가 평가단의 평가결과에 따라 입주기업별로 멘토링지원, 기술지원, 인증지원 등 패키지 프로그램

- 서울창업카페 사업설명 간담회

     서울창업카페 활성화를 위해서 정기적으로 사업설명 간담회를 진행하며 숭실대학교 창업지원단과 연계하

여 창업카페 방문 체험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다 많은 사람들이 서울 창업카페를 이용하며 활성화에 기여

하는 사업설명회를 진행



넷

교육

분과

SEOUL 
START-UP 

FORUM



2017



252

2017 서울창업포럼 정책자료집

252

2017 서울창업포럼 정책자료집

Ⅱ	 본론

	 1.	4차	산업혁명시대와	창업교육

	 2.	창업교육의	새로운	방향	제언	

Ⅲ	 참고문헌

Ⅰ	 서론

	 1.	연구	배경과	목적

	 2.	연구	범위

김기홍,	김용태,	윤관호

4차 산업혁명의 도래와 

새로운 창업교육모델 제언



253

넷, 교육분과

보고서 

초록

연구기간	 2015년	7월	15일	~	2015년	9월	25일

연구과제명	 4차	산업혁명의	도래와	새로운	창업교육모델	제언

연구책임자	 김기홍,	김용태,	윤관호

색인어	 한글	

	 4차	산업혁명,	창업교육,	창업지원정책

	 영어	

	 4th	Industry	Revolution,	Entrepreneurship	Education,	

	 Entrepreneurial	Supporting	Policy

요약

1.	 (4차산업혁명시대와	변화의	흐름)	최근의	새로운	과학기술의	발전과	적용으로						우

리	사회는	급격히	변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4차	산업혁명시대에	교육이	육성해야	하

는	인재는	창의성과	탁월함을	지닌	인재가	되어야	함.

2.	 (4차	산업혁명시대와	창업교육의	필요성)	4차	산업혁명을	맞이하는	지금	우리에게	

창업교육이	매우	중요한	과제인	이유는	첫째는	경제적인	측면이고,	둘째는	사회문

화적	측면이며,	셋째는	개인적	삶의	과정	측면으로	볼	수	있음.	

3.	 (창업교육	강사	역량	강화)	새로운	시대에	맞는	창업교육	발전을	위해	창업교육의	강

사	역량	강화가	지속적으로	요구됨.

	 -		전문화된	콘텐츠와	창업유형	및	각	분야별	맞춤	프로그램을	설계하여	교육의	품질을	높이고,	교육생들

의	창업의지를	효과적으로	제고할	수	있어야	함.

	 -		창업교육	강사의	역량의	구성요소	중	강사의	전문성,	수업방식,	인성	및	태도,	프로그램	개발	및	수업설

계	등을	고려해야	함.

4.	 (온라인	창업교육	플랫품	구칙/활성화)	기술적으로는	스마트	교육	시대를	맞아	

모바일	기기를	활용하고,	교실을	벗어나	시장	속에서	해답을	찾아가는(paper							

work→	field	work)	교육방법이	필요하며,	온라인	창업교육	플랫폼	활용	고려

	 	-		체험과	실습이	중요한	창업교육의	특성	상,	PBL,	flipped	learning	등	학생주도의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해지고	있음.

5.	 (체험/실습	위주의	창업교육	확대)	현실기반의	데이터와	기업환경을	기반으로	한	시

뮬레이션	게임	등을	통해	실질적인	창업과정을	체험하여	교육	효과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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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문 ]

제	목

4차	산업혁명시대	도래와	새로운	창업교육모델	제언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보다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기업가	정신을	가진	인재육성을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지식전달	중심’의	학습에서	

‘문제해결	중심’의	교육	변화가	필요함.	이에	본		연구는	4차	산업혁명시대의	트렌드	및	특징,	국내·외	창업교육	현

황	및	분석	등을	통해	새로운	시대에	부합되는	창업교육	목적	및	교육	체계,	운영	및	지원방안	등을	폭넓게	제언하

고자	함.	

2.	연구의	내용	및	범위

위에서	제시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연구를	추진할	계획임.

-	첫째,	국내·외	제4차	산업혁명의	주요	특징	및	현황을	분석(교육환경을	중심으로)

-	둘째,	국내	창업교육	현황	및	개선방안,	해외	우수사례	및	시사점을	도출				

-		마지막으로	기업가정신	교육과	창업실무	교육	등	창업교육	목표,	운영체계	등	을	제언함으로써	제4차	산업

혁명시대에	최적화된	창업교육의	새로운	모델	제언

연구추진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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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결과	요약

가.	4차	산업혁명시대와	변화의	흐름

1)	4차	산업혁명시대와	기술의	변화 

최근 제조업의 패러다임은 빠르게 변하면서 기존의 생산 및 경영방식, 시장의 룰 등 산업 전반의 변화를 초래

하고 있음. 기술주도에서 고객주도로, 첨단성에서 다양성·편리성으로, 폐쇄성·독자성에서 연계성·개방성으로 

각각 산업의 핵심가치가 빠르게 이동하고 있음.

-		향후	제조업의	미래는	사물인터넷,	3D프린팅,	빅데이터,	지능형/감성형	로봇,	인지융합	등을	통한	연결성	

확대가	모든	산업에서	보편화되는	4차	산업혁명으로	발전

산업간·산업내	융합화는	향후	보다	보편화될	전망이며,	시장에서의	새로운	고객니즈에	부응하고	수요산업

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융합	형태의	산업영역	파괴가	불가피해질	전망임.

디지털	신기술은	자동차,	소재,	IT,	바이오	산업	등	다양한	영역에서	기술·제품융합,	제품-서비스	융합을	

확산시킬	것으로	전망되며	빅데이터,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3D프린팅,	가상공간-현실생산시스템	

(cyber-physical	production	system)	등은	제조업의	발전을	한층	촉진할	이른바	신무기들이라	할	수	있음.

2)	4차	산업혁명시대와	사회	환경	:	저성장과	일자리	구조	변화

최근 세계경제포럼(WEF)에서도 ‘제4차 산업혁명에 따른 미래(2015~2020) 일자리 변화 전망’ 보고서를 통

해 2020년까지 500만여 개의 일자리가 줄어들 것으로 예측하였고, 신규로 창출되는 일자리는 200만 개인 반면, 

71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지게 된다는 것임.

-		저성장이	지속되면서	세계경제	패러다임에	근본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	비정상적인	저성장이	일상화되

어	정상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소위	뉴노멀(New	Normal)	시대로	진입하고	있는	것임.

인공지능,	로봇공학	등의	발전이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며,	기술	혁명으로	인한	급격한	사회·경제적	변화로	

직업에	대한	개념이	근본적으로	변화함.	대량	실업	등	최악의	시나리오를	피하려면	로봇이	대체할	수	있는	단순	

기술을	가르치기보다	창조력과	고도의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르는	교육·훈련에	집중해야	하는	시대가	도래

3)	4차	산업혁명시대의	인재상과	창업교육

최근의	새로운	과학기술의	발전과	그	적용으로	인해	우리의	삶이	가속적으로	변화할	것이며,	이에	따라	4차	

산업혁명시대에	교육이	육성해야	하는	인재는	창의성과	탁월함을	지닌	인재가	돼야	함.	

(창의적 인재) 창의성은 단순 반복적인 일과 상대되는 개념임. 즉 단순 반복적인 일을 기계적으로 수행하는 능

력은 이제 중요하지 않고 향후에는 새롭고 혁신적인 일을 만들어내고 그 일을 수행하는 능력이 중요해진다는 뜻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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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차	산업혁명과	제4차	산업혁명의	가장	큰	특징은	낮은	수준의	단순하고	반복적인	일,	이미	확실해지고	

정형화된	일은	빠르게	자동화,	로봇화가	이뤄짐.

-		따라서	산업화시대,	즉	제1차,	제2차	산업혁명시대에	가장	중심적인	교육의	목표였던	산업	역군의	양성,	즉	

표준화되고	정규화된	육체적,	정신적	노동	능력을	지닌	인재의	양성은	제3차,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필

연적으로	창의적인	인재양성으로	중심을	이동해야	하며,	이제는	단순하고	반복적인,	표준화된	노동	능력

이	아니라	독특하고	창의적인	역량을	지닌	인재를	양성해야하는	과제가	부여됨.

(탁월한 인재) 이제 우리나라는 선진국의 표준적인 기술과 제품을 따라가던 추종자가 아니라, 이제는 선도자

가 되어서 스스로 새로운 길을 만들고 혁신적인 기술과 제품으로 경쟁해야 하는 단계임.

-		따라서	이제는	평균적인	제품을	아무리	잘	만들어도	큰	수익을	기대하기는	어려우므로	사회경제적으로도	

탁월함이	요청되고	있음.

-		또한	제4차	산업혁명시대에는	표준적인	제품이나	서비스는	곧바로	로봇으로	대체되거나	자동화	할	수	있

는	기술이	수없이	개발되어	실행되고	있음.	

-		따라서	이제는	인간이	경쟁우위를	확보하고	수행할	수	있는	분야는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탁월함을	

구현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음.	이와	같은	상황에서	교육에	요구되는	과제는	당연하게도	자신의	분야에서	

탁월함을	구현할	수	있는	인재가	요구됨.

요약하자면, 이제 인간은 물리적으로나 논리적으로나 매우 똑똑한 비서(intelligent assistant)인 인공지능

(artificial intelligent)을 항상 옆에 두고 일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게 될 것임.

-		따라서	교육은	창의적이고	혁신적이며,	탁월함을	구현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하게	

됨.	그렇다면	교육에	있어서,	특히	고등교육에	있어서	창의성과	탁월함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어떤	과제들

이	수행되어야할까?	

4)	4차	산업혁명	시대와	창업교육의	필요성

(4차 산업혁명시대와 창업교육의 필요성) 4차 산업혁명을 맞이하는 지금 우리 에게 창업교육이 매우 중요한 과제

인 이유는 첫째는 경제적인 측면이고, 둘째는 사회문화적 측면이며, 셋째는 개인적 삶의 과정 측면으로 볼 수 있음. 

-		우리나라는	60년대에	정부	주도의	경제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선진국에서	이미	개발되고	구현된	제품을	구

입하여	가공,	조립해서	다시	수출하는	가공무역	형태를	중심으로	산업개발을	시작하였음.

-		60년대부터	80년대까지	우리	경제의	주된	경쟁력은	선진국의	표준화된	제품을	우리의	기술로	구현하여	

좀	더	싼	가격에	조금	나은	품질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산업	경쟁력을	확보했음.	하지만	90년대	들어서면서	

기존의	추종자형	경제가	이제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았고,	우리는	빠르게	선도자형	경제로	전환함.

-		2000년대	이후	기술혁신형	국가(Technology	Innovation)로	발전하면서,	처음	기술적용형	국가에서	

벗어나	기술을	자체적으로	개발하는	단계에서는	기술개발을	가로막는	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하는	능력

(problem	solving	competency)이	가장	중요한	능력으로	등장함.	

-		기술혁신형	국가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요구되는	핵심	역량은	문제창출능력이다.	최근	‘질문이	있는	교실’

을	제창하는	교육청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이와	같은	우리	사회의	과제	상황에	대한	인식을	반영한	현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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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할	수	있음.

창업가정신 및 역량은 어떤 상황에서 요구되는 것인가? 아무리 좋은 문제를 찾아내고 그를 해결하는 역량을 

갖추어도 이를 구체적인 우리 생활의 제품과 서비스로 전환해내는 창업가정신과 역량, 그리고 창업활동이 없다면, 

과학기술이 연구실과 대학교에 머물러 있을 뿐이고, 우리의 삶을 개선하고 풍요롭게 하는데 기여하지 못할 것임. 

-		특히,	우리가	추종자형	경제에서	선도자형	경제로	명실상부하게	전환하기	위해서는	연구실과	대학에서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제품과	서비스에서,	글로벌	시장에서	선도적	역량을	발휘하고,	주도적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임.

-		창업가정신은	연구실과	대학의	성과를	사회적	가치로	전환(creating	social	value)시키는	결정적	고리

임.	따라서	창업가정신은	현재	한국의	사회경제적	상황에서	비롯되는	매우	절박한	요청이라고	할	수	있음.

사회적인 측면에서 창업가정신과 창업역량이 중요한 요소로 등장하고 있음. 최근 우리 사회의 문제는 단순하

게 정부가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방식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으므로, 수많은 조직, 단체, 기

관, 개인들이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개선을 모든 부문에서 협력 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상황임.

-		예를	들어,	독거노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복지사업과	관련하여	정부는	여러	가지	시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정부가	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	없음.

-		따라서	독거노인들의	주거문제,	건강문제,	식사문제,	일자리문제	등을	함께	고민하고	활동하는	민간단체

나	개인들,	그리고	지역사회의	노력이	서로	연결되고	협력될	때,	서로	시너지효과를	내고	제대로	된	독거노

인문제	개선이	가능함.

-		국내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전쟁,	기아,	지구온난화와	같은	전지구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의	참여와	

협력이	필요하며,	지구온난화에	관해서는	각국	정부	간	국제적인	협력과	노력이	중요하지만	동시에	그린피

스와	같은	국제적인	단체,	그리고	환경운동연합	같은	국내	단체	등등이	함께	노력하고	연대해야	함.

이와 같이 우리사회가 복잡해지고, 시민의 삶이 다양해지면서 각양각색의 집단들이 나름의 방식으로 사회적 

통합과 사회적 환경 개선, 주요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새로운 방식의 노력과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음.

	-		이러한	노력과	시도를	창업가정신,	사회적	창업활동이며,	이제	창업이라는	말을	돈을	벌기	위한	사업을	한

다는	좁은	개념에	가둬두지	말고,	시민의	삶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문제를	적극적	창의적으로	해결하기	위

한	모든	노력과	활동을	창업이라고	재정의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새로운	창업의	개념에	기반한다면	모든	사람은	창업가정신을	지녀야하고,	창업가적	태도를	항상	

갖추어야	함.	최근	우리	정부는	‘18년도부터	초중고교	사회교과를	통해서	모든	학생이	창업가정신을	배우

고	경험해볼	수	있도록	추진중임.

세 번째는 평균수명이 빠르게 증가하고,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전통적인 경제활동인구(16세-64세)만으로는 

우리 경제와 사회를 유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므로, 이제 우리 사회의 성인들은 제2의 직업, 제2의 사업을 찾고 

수행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있음.

-		우리나라	성인의	삶을	살펴보면,	우리는	25년	정도	배우고,	25년	정도	일하고,	25년	정도	쉬는	인생을	표

준적인	인생이라고	생각해왔음.	이는	전통적인	산업사회에서	사회경제생활을	영위하던	시절에는	큰	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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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이	기대할	수	있는	라이프스타일

-		하지만	최근에	사회경제적인	변화가	빠르고,	사회적으로는	경제활동인구가	급격히	줄어들기	시작한	한국

의	상황에서는	노년인구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이는	게	중요과제로	제기되는	상황이고,	개인적으로는	

제2의	경제활	동시기를	어떻게	보낼	것인가의	문제가	발생함.

나.	국내	창업생태계	및	창업교육	현황

1)	정부	및	공공분야	창업교육	

(목표) 청년취업·창업활성화 및 해외진출 지원을 통한 창조경제 실현

-		‘13년	‘창조경제를	견인할	창의인재	육성방안’,	‘대학	창업교육	5개년	계획(’13~17)’을	통해	창업생태계	조성

을	위한	창업교육	대책을	마련함.

-		‘13년	12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법’	개정을	통해	산업교육의	개념에	창업교육을	포함시켜	청년

창업가	양성을	위한	지원기반을	마련함.	

2)	창업교육	시행	부처	및	프로그램	현황

-		창업교육	시행	부처는	교육부,	미래창조과학부,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농림축산식품부,	해

양수산부,	통일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국방부,	산업통상자원부,	법무부,	국가보훈

처,	중소기업청,	방위사업청	등	

-	공공기관	교육사업	및	프로그램의	수

	•		교육사업의	수는	18개	공공기관	총	94개로써,	부	57개(61.5%),	처	2개(1.0%),	청	25개(25.0%),	지자체	10

개(12.5%)	등이며,	교육사업의	프로그램은	총	113개를	운영하고	있으며,	부	73개(64.6%),	처	2개	(1.8%),	

청	28개(24.8%),	지자체	10개(8.8%)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됨.1)

3)	민간	분야	창업교육 

교육 실시 기관 및 프로그램

-		국내	창업교육	실시	민간기관의	총	수는	86개로	재단법인	17개(19.8%),	사단법인	26개(30.2%),	대기업	5

개(5.8%),	언론기관	6개(7.0%),	창업교육기관	32개(37.2%)

	•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민간	창업교육기관은	유료	교육이	많고,	무료	교육인	경우는	공공기관의	위

탁교육기관으로	선정되어	교육을	대행하여	운영

-		민간기관의	창업교육	사업	수는	총	112개로	재단법인	26개	(22.6%),	사단법인	28개(24.3%),	대기업	5개

(4.3%),	언론기관	7개(6.1%),	민간창업교육	기관	46개(42.6%)	등이	운영	중임.

-		프로그램은	총	187개이며	초·중·고등학생	대상	25개(18.7%),	대학생/일반인	예비창업자	123개(65.8%),	

시니어	4개(2.1%),	기타	25개(13.4%)	등

	•		프로그램의	교육	형태는	187개	프로그램	중	경진대회	7개(3.7%),	캠프	22개(11.8%),	교육	23개(12.3%),	교

육+실습	66개(35.3%),	교육+사업화지원	69개(36.9%)으로	운영	중임.	

-	창업교육	프로그램	대상자별	다양한	콘텐츠의	창업교육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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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육부	외	(2016),	창업교육	이슈페이퍼.	2)	정차근	(2013),	청년창업활성화를	위한	대학	창업교육의	현황과	과제,	The	HRD	Review.	

3)	김주미,	오상훈,	양재경	(2007),	우리나라	창업교육	현황	및	발전	방향에	관한	연구-창업대학원을	중심으로.	

	•		초·중·고등학교	학생	대상으로는	기업가정신	교육,	경제,	금융,	창업실무를	실습과	함께	모의	창업시뮬레

이션	교육	등을	운영

	•		대학생·일반인,	예비창업자들	대상으로는	기업가정신	교육,	창업	실무,	벤처투자까지	연계되는	스타트업	

육성	교육	및	창업교육전문가	육성	프로그램이	운영됨.

	•	은퇴	후	창업을	희망하는	사람과	재기창업·전환창업자들을	위한	창업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민간기관 창업교육 현황 

구분 재단법인 사단법인 대기업 언론기관 민간창업	교육기관 학계

기관
수 17 26 5 6 32 86

구성비 19.8 30.2 5.8 7.0 37.2 100

창업교육	

사업

수 26 28 5 7 46 112

구성비 22.6 24.3 4.3 6.1 41.1 100

프로그램
수 35 61 13 11 67 187

구성비 18.7 32.6 7.0 5.9 35.8 100

[출처]	교육부	외,	2016	창업교육	이슈페이퍼

4)	국내	대학	창업교육	현황

국내 대학 창업교육은 1970년대 후반 대학에서 중소기업 경영학 과정의 하나로 시작된 이후, 1990년대 후반

에 급속히 성장함.2)

-		2000년대	이후	창업을	독립적인	영역의	정규	교육과정으로	운영하고,	교육내용	또한	실용적인	프로그램

으로	발전됨.

-		시·도교육청	주관으로	실업계	고등학교(현	특성화고)에	도입한	‘비즈쿨	시범학교’나	‘실업고	예비창업제’	및	

‘청소년	창업경진대회’	등	창의적인	도전정신,	창업	마인드	및	기업가정신을	함양하고	다양한	진로	선택	기

회를	부여하기	위한	고등학생	대상	창업교육	프로그램을	운영3)

(단위	: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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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의 창업교육은 창업 관련 개념이나 사업 아이디어 발굴 및 평가, 사업계획서 작성 등 경영일반에서 취급

하지 않는 실용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발전4)

-		2000년대	이후	대학	창업교육의	비약적인	발전에도	많은	창업교육은	‘(벤처)창업론‘,	‘창업과	경영’	등	범용

적이고	일반적인	교양	선택과목	수준에	그침.

5)	국내	창업교육	개선방안

실습 중심 교육 강화 

-		교수	중심의	이론	교육에서	학습자의	참여와	체험이	가능한	현장학습	및	실습	교육을	통해	창업교육의	효

과성	제고	필요

학습자의 문제해결 능력 향상에 초점을 둔 교육 

-		창업교육을	통해	창업과정에서의	문제점	해결과	필요한	행동전략을	수립하게	하여	학습자의	문제해결	능

력을	강화	시키는	기회	제공이	요구됨.	

 시뮬레이션 교육 프로그램 활용을 통한 효과성 제고

-		창업에서부터	기업경영에	이르는	전	과정을	가상	시뮬레이션을	통해	체험함으로써	창업과정	체험	및	기업

가정신	함양

-		해외에	비해	국내	창업교육에서는	창업	시뮬레이션	게임을	이용한	교육	프로그램이	개발·활용이	저조하

므로	교육	효과성	제고를	위해	체계적인	시뮬레이션	게임의	개발이	요구됨.

다.	해외	창업생태계	현황	및	창업교육	시사점	

1)	미국	:	신기술과	혁신의	거점	조성	

(실리콘밸리)	반도체	컴퓨터,	전기자동차와	각종	소프트웨어를	탄생시킨	실리콘밸리에는	전기전자,	컴퓨터,	

바이오	등	각종	첨단	산업	분야의	기업들이	밀집해	있으며,	새로운	벤처	기업들의	활발한	창업이	끊임없이	이어지

면서	전	세계	기술	트렌드를	주도하고	있음.

(보스턴)	광역시(Grater	Boston)에서는	지역적	구분	상,	전통적으로	128번	국도(Route	128)와	I-95	주변	

및	좁게는	MIT/하버드를	중심으로	캠브리지에	첨단기업	및	창업생태계가	집중되어	있음.

2)	중국	:	내수를	바탕으로	한	창업	활성화

(중관촌 창업 클러스터) 중국의 실리콘밸리라고 불리는 중관촌의 규모는 서울특별시 면적의 약 80%에 해당

하는 488km²로 16개 구역으로 구성됨. 

-		현재	20,000여	개의	회사가	중관촌에	입주해	있으며,	40여	개	대학	캠퍼스와	200여개의	연구소,	각종	산

학협력센터	등에서	약	1백	8십만	명이	근무	중임.	중관촌	등록은	인터넷,	인공위성,	신에너지,	인공지능,	로

봇	등	11개	첨단산업	관련기업과	연구소로	한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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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ogle,	Microsoft,	SAS	등	외국	회사	및	관련	연구소가	263개,	국제	마케팅	관련	기관이	40개가	입주

하였으며,	외국인	24,000여	명이	근무하여	글로벌	혁신기술창업지구로	부상하고	있음.	

(선전) 선전은 인구 1,000명당 기업이 73.9개, 인구 8.5명당 창업 주체 1명으로 중국 최대의 창업도시임

-		선전은	풍부한	기술	인력과	함께	공장,	부품	공급상,	유통시스템	등	제조업의	전후방	공급망이	잘	발달되

어	있고,	수많은	금융·투자기관들이	모여	있어	효율성이	높은	제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음.

-		선전은	풍부한	투자	자본과	우수한	청년	인력,	효율적인	제조	인프라,	정부의	적극적인	창업지원뿐	아니라	

좋은	사업	아이디어만	있으면	창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창업	인큐베이터와	엑셀러레이터가	활발하게	작

동하고	있음.

(광저우) 최근 광저우는 저탄소경제, 친환경 기술 및 신생 에너지개발에 힘쓰며 전략적 신흥산업 발전 의지를 

밝히며 중국 내 하이테크 산업 육성 분위기에 발맞추고 있음.

-		활발한	다국적	제조업	연구활동과	첨단기술산업	집중으로	중국은	다국적기업	해외	연구개발의	선두지역

이	됨.	그	중	삼각주의	핵심기지인	광저우는	신첨단지역의	개발방향인	저탄소경제,	서비스경제	중심지로	

발전하는	기회를	맞고	있음.

-		광저우	하이테크기술구에서는	3년	연속	광저우	하이테크	제품	생산액	및	차세대	정보처리기술,	생물과	

건강,	신소재	등	신흥산업가치	증가율은	평균	13%를	상회함.	공업용	로봇을	비롯한	고급	제조업은	비약

적	발전중임.

3)	독일	:	Industry	4.0를	통한	전략적	혁신

독일은 제조업 경쟁력이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으나 전 세계 경쟁이 심화되는 등 문제에 대응하고 미

래 경쟁력도 높이기 위해 Industry 4.0의 제조업 진화 전략을 추진 

-		(정의)	Industry	4.0은	제조업과	같은	전통	산업에	IT	시스템을	결합하여	생산	시설들을	네트워크화하고	

지능형	생산	시스템을	갖춘	스마트	공장(Smart	Factory)으로	진화하자는	것임.	

Industry 4.0는 독일 정부의 하이테크 전략으로 2013년 들어 본격적으로 추진함. 독일은 ICT와 기계 산업의 

융합을 통해 ‘제조업의 완전한 자동 생산 체계를 구축하고 모든 생산 과정이 최적화(스마트 생산)’시키는 것을 목

표로 함.

-		Industry	4.0은	사물	인터넷(Internet	of	Things)을	통해	완전한	정보	교환과	정보를	활용한	최적의	생

산	시뮬레이션이	가능하고,	이를	바탕으로	최적의	상품	제조	플랫폼이	조성됨으로써	생산의	모든	단계뿐

만	아니라	완성품의	최적화도	가능.	반면,	Industry	3.0에서는	생산	공정간	수직/수평적	분리,	제한된	정

보교환	등으로	부분적	최적화에	그침.	

	-	Industry	4.0은	기존	생산체계를	스마트,	그린	및	도심형	생산으로	변화	

4)	정차근	(2013),	청년창업활성화를	위한	대학	창업교육의	현황과	과제,	정차근,	The	HRD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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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창업교육	혁신	모델	제언

1)	창업교육자	역량	강화 

창업교육 강사에게 요구되는 역량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음.

-		첫째,	전문성이며,	강사는	창업에	대한	충분한	지식과	깊은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하며,	학생들의	질문에	

충분한	답을	할	수	있어야함.	그리고	교과목에	대한	지식을	지속적으로	연구하여	강의에	활용

-		둘째,	교수기법으로	강사의	자기관리와	커뮤니케이션,	강의운영임.	강사는	직업윤리	및	도덕적	가치관을	

갖추고	있어야하고,	이미지관리,	강의	시	교수자의	자세,	강의스킬,	마케팅	등

-		셋째,	수업방식의	하나인	퍼실리테이션임.	창업교육은	다른	교육과	달리	교육생의	창의력과	자신감,	실행

력,	창업의지	등을	끌어내야함.	이유는	창업교육의	목적이	다른	교육과	달리	생활의	불편에서	오는	아이디

어나	혁신적인	아이디어	및	기술개발을	끌어낼	수	있게	하여야하고	아이디어를	구체화시켜	사업화하여	실

제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함.	최근	정부나	엔젤투자자	또는	벤처투자

자들에게	사업계획서를	발표하여	단계별	투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이러한	모든	것들이	교육생

에게	동기를	부여하여	자발적으로	행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하기	때문임.

-		넷째,	인성	및	태도임.	강사가	아무리	창업	지식과	학문이	풍부하고	경험이	많다	해도	교육생을	대하는	태

도가	열정적이지	않고	학생들과의	유대	관계가	맺어지지	못하면	교육생의	자발적	참여를	끌어내기	힘듦.	

특히	창업교육은	창업	의지와	연결이	되어있기	때문에	더욱	교육생을	대하는	태도가	적극적이고	교육생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갖고	있어야	함.

-		다섯째,	프로그램	개발	및	수업설계.	강사가	수많은	이론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자신만의	콘텐츠가	있고	

강의	노하우가	있다	하여도	교육생을	이해시키지	못하고	수업에	참여시키지	못한다면	강사의	만족도는	낮

아질	수밖에	없음.	

-		여섯째,	창업여부이다.	김재동의	연구5)를	보면	창업교육프로그램	참여시	지원사항	설문	항목	중	‘전문가

의	창업	경험에	대한	강의’가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옴.		 	 	 	 	 	

그리고	황보윤의	연구6)에	따르면,	창업대학원	교수진에	대한	만족도조사에서	‘그저	그렇거나	불만족’으로	

응답한	이유를	자세히	보면,	‘실무경험이	부족한	교수가	많다’	43.3%,	‘깊이	없는	강의를	한다.’	17.7%,	‘땜질

식으로	교수를	투입	한다’	13.3%,	‘준비가	부족한	교안이	많다’	6.2%	순으로	나타남.

-		실제	창업학이라는	학문이	있지만	학문을	익힌다고	하여	창업에	성공하는	것이	아니므로,	위	연구의	내용

에서	보는	것과	같이	창업	교육에서는	다른	학문과	다르게	교육생들이	강사의	실무경험을	통해	실전을	익

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	이러한	이유로	창업	강사에게는	창업경험도	역량이	될	수	있는	것임.

창업교육의 활성화 방안으로써 창업교육의 강사 역량강화가 필요함.7)

-		창업교육	강사의	역량을	향상시켜	더욱	전문화	된	콘텐츠와	창업유형	및	각	분야별	맞춤	프로그램을	수업

하고	있는	창업교육	강사가	설계하여	교육의	품질을	높이고,	교육생들의	창업의지를	효과적으로	제고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자	선행연구를	통하여	도출한	창업교육	강사의	역량의	구성요소	19개를	강사의	전문

성,	수업방식,	인성	및	태도,	프로그램	개발	및	수업설계,	창업유무의	5개의	범주요인으로	분석함.

-		분석의	결과는	첫째,	창업교육	강사의	역량	중	전문성,	수업방식,	프로그램	개발	및	수업설계	순으로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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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김재동(2007),	“實業界	高等學校	創業敎育(bizcool)의	影響과	進路選擇에	關한	硏究,	숭실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6)	황보윤,	최종인(2012),	“창업교육을	위한	교육자	양성”,	한국벤처창업학회,	벤처창업연구	제7권	제1호,	pp.207-214,	제7권	제2호	pp.143-164.

7)	이홍주,	전게논문,	pp.53-56.

생	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됨.	둘째,	교육생	만족도는	창업교육	강사의	수업방식,	인

성	및	태도,	프로그램	개발	및	수업설계를	통한	창업의지가	향상될	수	있도록	부분적으로	정(+)의	영향을	

미치며,	창업교육강사의	전문성과	창업유무는	창업	의지를	향상	시키는데	교육생	만족도가	매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분석됨.	 	 	 	 	 	 	 	 	 	

도출된	결과에	의하여	창업교육	강사의	5가지	역량은	전문성,	수업방식(퍼실리테이션),	인성	및	태도,	프로

그램	개발	및	수업설계,	창업유무	중	전문성,	수업방식(퍼실리테이션),	프로그램	개발	및	수업	설계가	교육

생	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는	근거를	확보할	수	있었음.

2)	온라인	창업교육	플랫폼	구축	및	활성화

(창업 경험 교육자 부족) 대학 내 창업 경험 보유 교육자가 충분하지 않아 창업 도전에 필요한 실전 창업 노하

우 제공 부족

-		국내외	창업	경험을	보유한	교육자의	노하우	활용도를	높여	실전	창업에	필요한	경험이	전수될	수	있도록	

지원	필요

(교육방법 진화) 기술적으로는 스마트 교육 시대를 맞아 모바일 기기를 활용하고, 교실을 벗어나 시장 속에서 

해답을 찾아가는(paper work→ field work) 교육방법 실현 필요

-		미국을	중심으로	린스타트업	방식*이	창업교육에	적용되어	현재는	과학기술	분야에서도	시장중심	창업	

및	기술개발	실현	중

-		아이디어를	빠르게	최소	요건	제품으로	만들어	시장의	반응을	통해	다음	제품	개선에	반영.	‘만들기-측

정-학습’	을	빠르게	반복적으로	실행하여	지속적인	혁신	추진	가능

-		체험과	실습이	중요한	창업교육의	특성	상,	PBL,	flipped	learning	등	학생주도의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해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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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창업교육 플랫폼 구축 배경

3)	체험형	창업교육	활성화	

(교육방법) 교수와 학생 간 상호작용 확대

-		교수	중심의	이론교육에서	학생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창업	아이디어	도출,	문제해결	능력	향상,	창업세계

를	직·간접적으로	체험하는	기회	제공	

온·오프라인을 연계하는 교수법 

-		국내	창업교육은	오프라인	혹은	온라인	동영상을	활용한	학습	비중이	높아	창업교육의	효과성	제고를	위

해	온·오프라인을	연계하여	교육효과를	제고할	수	있는	교수법	개발	필요

(교육 프로그램) 영역별 세분화된 프로그램 개발 

-		기업가정신,	창업	사업계획서,	재무/회계,	인사,	마케팅/영업	등	창업의	전	과정에	필요한	다양한	교과목	

개설이	요구됨.

-	창업기업의	규모,	산업별로	세분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전	창업교육	제공

	•		GoVenture	프로그램	및	Startup	Game은	산업분야별,	산업규모별로	세분화된	시뮬레이션	게임을	제

공하여	학습자는	실질적인	창업	및	기업경영	경험이	가능

	•		개발	예정인	‘창업의	신’(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상권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창업과정에서	발생하는	문

제들을	게임	형태로	체험하는	기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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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 및 실습 가능한 프로그램 확대 

-		현실기반의	데이터와	기업환경을	기반으로	한	시뮬레이션	게임을	통해	실질적인	창업	과정을	체험하여	교

육	효과	제고

게임과 재미를 결합한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통해 흥미 유발

-	각	주제별로	오락적	요소를	지닌	시뮬레이션	게임이나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제공하여	참여자의	흥미	유발

(교육수단) 모바일 앱 서비스로 창업교육 접근성 향상 

-		스마트폰의	대중화로	언제	어디서나	사용가능한	모바일	콘텐츠를	제공함으로써	수요자의	니즈에	부합하

는	창업교육	콘텐츠와	서비스	제공

참여자 간 네트워킹 가능한 플랫폼 구축

-		온라인	플랫폼에	멘토와	대학생,	대학생	창업자들을	간	네트워크	기능을	구축하여	창업	관련	활동이나	

창업	이후	기업경영에	대한	다양한	평가와	피드백을	제공함으로써	창업교육	인프라의	지역적	격차	해소

정보 교류를 위한 플랫폼의 창업 교육·지원기관 연계 기능  

-		창업교육	및	창업지원	관련	정부	및	민간기관을	연결하여	정보	교류를	확대하고,	해외기관과도	교류를	확

대함으로써	글로벌	창업	플랫폼으로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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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서  론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최근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빅데이터	등	새로운	기술·산업간	융합시대인	제4차	산업혁명	도래에	

따른	교육체계	전반의	변화가	요구되고	있음.

보다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기업가	정신을	가진	인재육성을	위해서는	지금까지의‘지식전달	중심’의	학습에서	

‘문제해결	중심’의	교육	변화가	필요함.

이에	본	연구는	4차	산업혁명시대	트렌드	및	특징,	국내·외	창업교육	현황	및	분석	등을	통해	새로운	시대에	

부합되는	창업교육	목적	및	교육	체계,	운영	및	지원방안	등을	폭넓게	제언하고자	함.	

	2.	연구의	범위

위에서 제시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연구를 추진할 계획임.

-	첫째,	국내·외	제4차	산업혁명의	주요	특징	및	현황을	분석(교육환경을	중심으로)

-	둘째,	국내	창업교육	현황	및	개선방안,	해외	우수사례	및	시사점을	도출				

-		마지막으로	기업가정신	교육과	창업실무	교육	등	창업교육	목표,	운영체계	등을	제언함으로써	제4차	산업

혁명	시대에	최적화된	창업교육	새로운	모델	제언

연구추진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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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본  론 ]

1.	4차	산업혁명시대와	창업교육

가.	4차	산업혁명시대와	변화의	흐름

1)	4차	산업혁명시대와	기술의	변화	

최근 제조업의 패러다임은 빠르게 변하면서 기존의 생산 및 경영방식, 시장의 룰 등 산업 전반의 변화를 초래

하고 있음. 기술주도에서 고객주도로, 첨단성에서 다양성·편리성으로, 폐쇄성·독자성에서 연계성·개방성으로 

각각 산업의 핵심가치가 빠르게 이동하고 있음.

-		향후	제조업의	미래는	사물인터넷,	3D프린팅,	빅데이터,	지능형/감성형	로봇,	인지융합	등을	통한	연결성	

확대가	모든	산업에서	보편화되는	4차	산업혁명으로	발전

모든 사물에 인터넷을 연결하는 사물인터넷이 새롭게 등장하면서, 현실세계와 사이버공간을 상호 연결하는 

사이버물리시스템(CPS, cyber physical system)을 통해 공장이 스스로 생각하는 스마트한 공장으로 변모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임.

-		또한	3D프린팅의	힘을	통해	모든	분야와	제품에서	기술의	차별성이	쇠퇴하고	첨단화가	아닌	고객가치,	대

량	생산이	아닌	대량	맞춤,	배타성이	아닌	상호연계성	등에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제조업	생산이	발전할	것

으로	전망됨.

1~4차 산업혁명의 특징

[자료출처	:	세계경제포럼(WEF)	(2016년	3월).	4차	산업혁명과	일자리의	미래	(글로벌	과학기술정책정보서비스	해외정책이슈분석	카테고리	내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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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간·산업내 융합화는 향후 보다 보편화될 전망이며, 시장에서의 새로운 고객니즈에 부응하고 수요산업

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융합 형태의 산업영역 파괴가 불가피해질 전망임.

-		친환경화,	에너지	절감,	다기능화,	스마트화	등은	기존	산업구분의	파괴를	촉진할	것이며,	실제로	산업간	

경계의	모호성은	산업에서	융합화가	촉진되면서	나타난	현상중의	하나임.

-		특히	환경	친화적이고	라이프스타일	변화에	대응하는	제품에	대한	요구가	급격하게	확산되면서	기존의	제

품기능으로는	수용할	수	없는	새로운	개념의	제품의	등장이	보편화될	것으로	예상됨.

산업(Industry)의 개념은 영역(Arena)으로 변모할 것이며, 지금까지는 동일업종 기업간 경쟁이 주류였다면 

앞으로는 이업종 기업과의 경쟁도 전혀 새롭지 않게 될 것임.

-		일본시장에서는	후지필름과	로토(ROHTO)	제약,	아지노모토	등이	화장품	생산에	참여하면서	업계	구도

를	변화시켰고	최근에는	과자기업인	글리코(Glico)까지	세안비누	시장에	참여하고	있음.

*		리타	맥그래스	콜롬비아대	교수는	제품시장의	경쟁을	중심으로	한	개념인	산업(Industry)	대신	다양한	사

업분야가	서로	연결되는	상황에서	특정	고객집단,	제공하는	제품과	서비스,	이	둘을	이어주는	장소로	이뤄

진	영역(arena)을	전략적	분석의	대상으로	삼고,	여기서	벌어지는	다양한	경쟁과	협력의	관계를	조율하고	

사업	기회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산업(Industry)과 영역(Arena)의 개념 비교

산업	(Industry) 아레나	(Arena)

목표 위치적	이점 영토	확보

성공척도 시장점유율 잠재적	기회	점유율

최대위협 산업	내	경쟁자의	움직임 산업간	움직임(기존모델	파괴)

핵심	드라이버 비교가격,	기능,	품질 전체	고객경험에서	“해야할	일”

기업인수	행동 산업	내	통합,	타	산업으로의	다각화 신규능력	획득을	위한	접합(bolt-on)

	[자료출처	:	산업연구원(KIET)	연구보고서	(2015년	12월).	‘산업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미래	제조업의	발전	전략	-	미래형차,	소재,	바이오,	사물인터넷을	중심으로-’]

산업 및 제품의 혁신 속도의 가속화 및 혁신 주기의 단기화가 급속하게 이뤄질 것이며, 창조와 융합으로 특징

지어지는 혁신 경제에서는 변화의 속도가 급격히 빨라져서 변화의 강도와 스피드가 경쟁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

는 흐름이 전개되기 시작할 것으로 판단됨.8)

-		지금까지는	일단	혁신을	통해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여	판매하면	상당기간	시장에서	경쟁우위를	누릴	수	있

었으나,	앞으로는	지금까지	누려온	지속가능한	경쟁우위는	사실상	더	이상	힘을	발휘하기가	어렵게	될	것임.	

-		즉,	한	번의	혁신을	통해	획득한	‘지속가능	경쟁우위(sustainable	advantage)’는	더	이상	존속하기	어려

우며	반복적인	혁신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이다.	기술이	급격하게	바뀌는	많은	산업들,	파괴적	혁신	나아가	

빅뱅	파괴성(Big-Bang	Disruption)9)의	제품이	새롭게	반복	등장하는	산업들에서는	더	이상	지속가능

한	경쟁우위가	패러다임으로	존재하기	어려워	질것이고,	따라서	지속성장을	위해서는	단기적	경쟁우위

(transient	advantage)를	계속	만들어	낼	수	있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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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세계시장에서는	코닥과	아그파	등	장수	대기업도	일시에	도태되고	노키아,	닌텐도,	소니,	샤프	등	한	시대를	풍미했던	기업들도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내리막길을	걷고	있음.

9)	빅뱅	파괴는	에버렛	로저스(Everett	Rogers)가	설명한	고객	수용	패턴을	따르지	않음.	로저스가	제안한	모형	하에서는	신제품이	5개의	혁신가-초기	수용자-

초기	다수	수용자-후기	다수	수용자-지체자	시장	세그먼트로부터	순차적으로	인기를	얻음.	빅뱅	모형	하에서는	몇	안	안되는	시험	사용자가	경험을	하는	동안	

신제품이	개선된다.	이	과정이	끝나고	나면	시장을	구성하는	다수의	사용자들이	신속하게	신제품을	수용함.

전통적인 기술 수용 패턴과 빅뱅 파괴

[자료출처	:	동아비즈니스리뷰	글로벌	리포트	138호(2013년	10월),	‘재앙처럼	닥쳐오는	빅뱅파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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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新)기술	현황

디지털	신기술은	자동차,	소재,	IT,	바이오	산업	등	다양한	영역에서	기술·제품융합,	제품-서비스	융합을	

확산시킬	것으로	전망되며	빅데이터,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3D프린팅,	가상공간-현실생산시스템	

(cyber-physical	production	system)	등은	제조업의	발전을	한층	촉진할	이른바	신무기들이라	할	수	있음.

①	빅데이터

(정의)	빅데이터(Big	Data)란	데이터의	양,	생성	주기(실시간	생산),	형식(수치	데이터뿐	아니라	문자와	같은	

비정형	데이터	포괄)	등에서	과거	데이터에	비해	규모가	크고,	형태가	다양하여	기존의	방법으로는	수집,	저장,	

검색,	분석이	어려운	방대한	크기의	데이터를	의미함.

빅데이터 환경의 특징

구분 기존 빅데이터	환경

데이터 -	정형화된	수치자료	중심	

-	비정형의	다양한	데이터	

-	문자데이터(SMS,	검색어)	

-	영상데이터(CCTV,	동영상)	

-	위치데이터

하드웨어

-	고가의	저장장치	

-	데이터베이스	

-	대규모	데이터웨어하우스	(Data-warehouse)	

-	클라우드	컴퓨팅	등	비용효율적인	장비	활용	가능	

소프트웨어/분석방법

-	관계형	데이터베이스(RDBMS)	

-	통계패키지(SAS,	SPSS)	

-	데이터	마이닝(data	mining)	

-	machine	learning,	knowledge	discovery	

-	오픈소스	형태의	무료	소프트웨어	

-	NoSQL,	Hadoop,	Cassandra,	MapReduce	

-	오픈	소스	통계솔루션(R)	

-	텍스트	마이닝(text	mining)	

-	온라인	버즈	분석	(opinion	mining)	

-	감성	분석(sentiment	analysis)	

[자료출처	: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Premium	Report	(2012년	2월).	‘빅데이터	혁명과	미디어	정책	이슈’]

스마트TV를 포함한 스마트 기기와 SNS 외에도 CCTV, 사물인터넷의 확산 등은 유통, 금융, 제조, 의료, 교

통 등 사회 전 분야의 데이터 증가가 가속화되고 있으며, 스마트워크(smart work)의 본격화도 데이터 증가에 일

조하고 있음.

-		현재의	빅데이터	환경은	고비용의	데이터웨어하우스	구축에서	탈피하여	분산병렬처리	기술,	클라우드	컴

퓨팅	등을	활용해	효율적인	시스템	구축이	가능해질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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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 환경에 영향을 미친 주요 사건

구분 주요	사건

1990년	대

-	최초의	상업용	웹사이트(Digital	Equipment	Corporation)	등장	(1993)

-	온라인쇼핑(eBay,	Amazon)	출범	(1995)

-	구글의	검색기반	광고	서비스	등장	(1998)

2000년	대

-	블랙베리	이메일	가능	휴대전화(2001)

-	페이스북	서비스	시작	(2004)

-	유튜브	온라인	서비스	(2005)

-	트위터	서비스	개시(2006)

-	애플	아이폰	등장	(2007)

-	소셜	커머스	그루폰	등장	(2008)

-	위치기반	소셜	네트웍서비스	포스퀘어	등장	(2009)

2010년	이후

-	아이패드	출시(2010)

-	구글	고객서비스정보통합	관리	발표(2012)

-	통합커뮤니케이션	서비스(Rich	Communication	Suite)	등장	(2012)

[자료출처	: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Premium	Report	(2012년	2월).	‘빅데이터	혁명과	미디어	정책	이슈’]

빅데이터를 활용해 고객의 행동을 미리 예측, 대처 방안을 마련하여 기업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생산성 향상

과 비즈니스 혁신을 이룰 수 있음.

-		대용량의	데이터를	분석하는	기업의	마케팅	활동은	이전에도	존재했으나,	과거와	비교해	데이터의	양은	

물론	질이	다양해짐.

-		기업은	보유하고	있는	고객	데이터를	활용하여	마케팅	활동을	활성화하는	고객관계관리(CRM,	Custom

er	Relationship	Management)	활동	뿐만	아니라	위해	구매	이력	정보와	웹로그(web-log)	분석,	위치	

기반	서비스(GPS)	결합을	통해	소비자가	원하는	서비스를	적기에	적절한	장소에서	제안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게	됨.	

-		공공기관의	경우에도	시민이	요구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하며,	이를	통해	‘사회적	비용	

감소와	공공	서비스	품질	향상’이	가능할	것임.

-		특히	빅데이터에	기반한	분석방법론은	과거에	불가능했던	일을	가능하게	함.	구글의	독감	동향	서비스

(google.org/flutrends)는	관련	단어	검색어	빈도를	분석해	독감	환자	수,	유행	지역	등을	예측하는	것으

로,	이는	미	질병통제본부(CDC)보다	예측력이	뛰어남.	구글은	EC	문서	자료와	수천만	권의	도서	정보를	

활용하여	50개	언어	간의	자동번역	시스템	개발에	성공하였음.

②	인공지능

(정의)	사전적인	의미의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은	철학적인	개념으로써	인간이나	지성을	갖춘	

존재	또는	시스템에	의해	만들어진	인공적인	지능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컴퓨터에	인간과	같은	지능을	실현하기	

위한	시도	및	일련의	기술을	의미함.

현재 인공지능에서의 관심 분야는 매우 광범위하며 거의 전 분야에서 인공지능적 처리가 요구되고 있는 상황임

-		인공지능은	이미	지능형	항공교통제어	시스템,	위치	추적	서비스,	휴머노이드	로봇,	무인로봇자동차,	스마

트	신호등,	지능형	감시시스템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응용되어	사용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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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글은	사람이	운전하지	않아도	되는	무인운전	자동차를	시운전	중이고,	IBM은	컴퓨터에	판단능력을	심

어	넣은	인공지능	슈퍼컴퓨터	왓슨(Watson)을	개발하면서	이를	활용한	왓슨기반의	서비스	사업도	추진	

중임.	또한	테슬라는	전기자동차를	출시하여	대중화에	앞장선	상태임.	

인공 지능 개념틀 

[자료출처	:	한국정보화진흥원(NIA),	IT&Future	Strategy	(2010년	8월	25일),		‘모바일시대를	넘어	AI시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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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관련 기술 분야

관련	기술분야 주요	내용

패턴인식	

(Pattern	recognition)	

-	기계에	의하여	도형·문자·음성	등을	식별시키는	것	

-	현재로서는	제한된	분야에서	실용화되고	있고,	본격적인	패턴	인식은	아직	연구단계	

자연어처리	

(Natural	language	processing)	

-	인간이	보통	쓰는	언어를	컴퓨터에	인식시켜서	처리하는	일	

-	정보검색·질의응답	시스템·자동번역	및	통역	등이	포함	

자동제어	

(Automatic	Control	)

-		제어	대상에	미리	설정한	목표	값과	검출된	되먹임(feedback)	신호를	비교하여	그	오차를	

자동적으로	조정하는	제어	

로봇틱스(Robotics)	

인지로봇공학	

(Automatic	Control)	

-	로봇에	관한	과학이자	기술학으로	로봇의	설계,	제조,	응용분야를	다룸	

-		인지로봇공학은	제한된	계산자원을	사용해	복잡한	환경의	복잡한	목표를	달성하도록	하는	

인식능력을	로봇에게	부여하는	기술	

컴퓨터비전	

(Computer	vision)	

-		컴퓨터	비전은	로봇의	눈을	만드는	연구분야로	컴퓨터가	실세계	정보를	취득하는	모든	과정을	

다룸	

가상현실	

(Virtual	Reality)	

-		어떤	특정한	환경이나	상황을	컴퓨터로	만들어서,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이	마치	실제	주변	

상황·환경과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	것처럼	만들어	주는	인간-컴퓨터	사이의	인터페이스	

양자컴퓨터	

(Quantum	Computer)

-	양자역학의	원리에	따라	작동되는	미래형	첨단	컴퓨터	

-		양자역학의	특징을	살려	병렬처리가	가능해지면	기존의	방식으로	해결할	수	없었던	다양한	

문제를	해결	가능	

자동추론	

(Automated	Reasoning)

-		계산기과학의	한	분야로	추론의	다양한	측면을	이해함으로써	컴퓨터에	의한	완전한	자동추론을	

가능하게	하는	소프트웨어	개발을	목표로	함	

-	인공지능연구의	일부로	이론계산기과학	및	철학과도	깊은	관계가	있음	

사이버네틱스	(Cybernetics) -	생물	및	기계를	포함하는	계(系)에서	제어와	통신	문제를	종합적으로	연구하는	학문	

데이터마이닝	

(Data	mining)	

-		많은	데이터	가운데	숨겨져	있는	유용한	상관관계를	발견하여,	미래에	실행	가능한	정보를	추출해	

내고	의사	결정에	이용하는	과정	

지능엔진	

(Intelligent	Agent)	

-	인공지능적	기능을	가진	소프트웨어	엔진	

-	사용자를	보조하고	반복된	컴퓨터	관련	업무를	인간을	대신하여	실시하는	엔진	

시멘틱웹	

(semantic	web)	
-	컴퓨터가	정보자원의	뜻을	이해하고,	논리적	추론까지	할	수	있는	차세대	지능형	웹

[자료출처	:	한국정보화진흥원(NIA),	IT&Future	Strategy	(2010년	8월	25일),	‘모바일시대를	넘어	AI시대로’]

정보의 무한폭증현상이 가속화 되면서 정보의 양이 아니라 정보의 이해와 해석이 더욱 중요한 시대가 되었음.

-		정보의	양보다는	지능형	검색,	소셜	서치,	상황인식	컴퓨팅	등에	기반하여	시시때때로	발생하는	‘상황’에	따

라	정확하게	정보	및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어야	함.	이	때문에	시멘틱웹,	패턴인식,	지능형	검색	등	정보의	

맥락을	이해하고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공지능	기술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될	것임.

③	사물인터넷

	사물인터넷(IoT,	Internet	of	Things)이란	사물	혹은	인간이	임베디드	통신시스템을	통해	긴밀하게	상호작

용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로	연결된	상태를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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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물인터넷 발전의 3단계

[자료출처	:	산업연구원(KIET)	연구보고서	(2015년	12월).	‘산업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미래	제조업의	발전	전략	-	미래형차,	소재,	바이오,	사물인터넷을	중심으로-’]

시장조사기관	IDC에	따르면,	세계의	사물인터넷	시장은	2014년	6,558억	달러에서	2020년	1.7조	달러로	급

격히	확대될	전망임.	사물인터넷	기술이	산업의	생산	분야에	도입된다면	‘스마트팩토리(smart	factory)’	혹은	

‘인더스트리	4.0(industry	4.0)’의	개념을	구현할	수	있음.

생산에 사물인터넷 기술 도입 효과 

[자료출처	:	산업연구원(KIET)	연구보고서	(2015년	12월).	‘산업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미래	제조업의	발전	전략	-	미래형차,	소재,	바이오,	사물인터넷을	중심으로-’]

제조업 강국 독일은 사물인터넷 기술을 제조업에 도입한 ‘인더스트리 4.0’을 국가전략으로 삼아 생산성을 

30% 이상 높이는 혁신을 시도 중이며, 이를 통해 기계장치들이 서로 연결되어 생산자는 전체 밸류체인에 대하여 

자율적으로 통신 및 제어가 가능한 지능형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음.

-		즉,	사물인터넷	기술을	통해	인간들은	공장의	생산공정과	공급체인의	흐름을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고	

공장이나	기업	등의	물리적인	경계를	초월한	통합적인	관리를	통해	효율성을	증가시킬	수	있게	되는	것임.

거리의	단축 소비자	중심의	가치

산업부문에서의	연결

가전기기간의	연결

•생산 불량률

•제조 원가

•생산 관련 의사결정 시간

•불용 재고

•생산 설비 장애 발생 건수

•현장 사고 발생 건수

•이상 대응 시간 등
•1인당 생산량

•생산 능력

•납기 준수율

•생산 설비 운영 효율

•설비 가동률

•개선 역량

•고객 만족도 등

모든	사물의	연결

네트워크화된	사회

공정효율의	증가 연간효율의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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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물인터넷의	주요	응용분야는	다음과	같음.

사물인터넷의 주요 응용 분야

스마트화된	환경		 설명

에너지	분야	

(Smart	Energy/	Smart	Utilities)	

신재생	에너지원,	전력망,	전력과	에너지	소비를	지속적으로	측정하여	배전회사와	소비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동시에	적절히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맞추도록	하는	분산	전원의	지능형	

통합시스템	

교통·운송	분야	

(Smart	Transport)	

사용자가	더	안전하고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서로	다른	형태의	운송	및	교통체계를	

관리하는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진보된	응용	기술	

제조업	분야	

(Smart	Manufacturing)	

전생산	공정에서	필요한	정보를	필요한	시점에	좀	더	유용한	형태로	가공하여	취합할	수	있도록	

하는	실시간	통합처리	시스템	

의료	분야	

(Smart	Health)	

진보된	응용기기(모바일/스마트	장치,	센서,	액추에이터	등)를	통해	환자와	의료진에게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공공	및	개인	의료체계	구축	

공공	분야	

(Smart	Government)	

시민의	안전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한	차원	높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실시간	

정보체계	구축

고객	서비스	

(Smart	Customer		Experience)

구매에서	엔터테인먼트에	이르기까지	기술과	개인의	삶이	상호작용할	수	있는	개인	맞춤형	

응용서비스	제공	

건축/주거	분야	

(Smart	Homes)	

스마트폰이나	모바일	장치를	통해	원격으로	전등,	난방,	가전기기	등을	조정할	수	있는	건물과	

관련된	응용시스템	

금융	분야	

(Smart	Finance)	
은행,	보험,	부동산,	대출	등	다양한	금융시장에	적용할	수	있는	지능형	통합시스템	

[자료출처	:		산업연구원(KIET)	연구보고서	(2015년	12월).	‘산업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미래	제조업의	발전	전략	-	미래형차,	소재,	바이오,	사물인터넷을	중심으로-’]	

④	클라우드	컴퓨팅

클라우드 컴퓨팅(Cloud Computing)이란 모든 소프트웨어 및 데이터는 클라우드(IDC 등 대형 컴퓨터의 연

합체)에 저장되고 네트워크 접속이 가능한 PC나 휴대폰, PDA 등의 다양한 단말기를 통해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원하는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컴퓨팅 기술을 말함.

-		즉,	개인	PC나	기업의	서버에	개별적으로	저장해	두었던	프로그램이나	문서를	인터넷으로	접속할	수	있는	

대형	컴퓨터에	저장하고,	개인	PC는	물론이고	모바일	등	다양한	단말기로	웹	브라우저	등	필요한	애플리

케이션을	구동해	원하는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이용자	중심의	컴퓨터	환경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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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컴퓨팅 개념도 

[자료출처	: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Special	Report(2009년	10월),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	및	표준화	동향’]

4차 산업혁명시대는 각종 데이터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빅데이터’의 시대이며, 클라우드 컴퓨팅은 빅데이터에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기술이다. 클라우드 컴퓨팅의 장점은 다음과 같음.

-	사용도가	낮은	IT	자원에	대한	자산구매를	회피하여	운영비용	절감	

-	갑작스런	IT	자원의	수용변화에	대한	저렴하고	신속한	대응	가능	

-	필요한	자원의	선택적	구매와	사용량	기반	대가	지불의	합리적인	가격모델	

-	해커와	외부	침입	및	공격	시스템	및	데이터	보호	용이	

⑤	3D	프린팅

3D	프린팅은	제품을	제작하는	방식	중	하나로	소재를	층층이	쌓는	방식임.	일반적인	프린터가	입력된	사진이

나	문서에	따라	잉크를	분사하듯,	3D	프린터는	디지털화된	3차원	제품	디자인을	2차원	단면으로	연속적으로	재

구성하여	소재를	한	층씩	인쇄하면서	적층하는	방식이다.	때문에	재료를	자르거나	깎는	방식의	전통적인	생산방

식을	Subtractive	manufacturing(절삭	가공)이라	하는	반면,	3D	프린팅은	새로운	층을	켜켜이	쌓는	방식이

기	때문에	Add	it	ive	manufacturing(적층가공)이라	함.

3D 프린팅 개념도

[자료출처	:	미래창조과학부	및	산업통상자원부(2014년	12월),	‘3D프린팅	전략기술로드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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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 프린팅 방식 유형   

[자료출처	:	미래창조과학부	및	산업통상자원부(2014년	12월),	‘3D프린팅	전략기술	로드맵’]

3D 프린팅 기술은 표준화, 모듈화를 통해 고비용·고투입 구조인 전통적 가공단계를 획기적으로 단축시킬 것

이며, 주문생산과 일괄생산형에 속하는 산업(조선, 항공우주, 로봇 등)의 생산방식도 혁신적으로 바꿔놓을 전망임.

-		3D	프린터를	사용하는	것의	장점은	제조	스피드의	큰	폭	향상,	대형	공장의	불필요,	그리고	고객의	취향에	

맞춘	유연한	커스터마이즈	등

-		수요의	맞춤화	및	다양화가	상대적으로	드러나는	안경,	보청기,	부엌시스템	등	개인형	제품은	대량	개인화

가	빠르게	진전될	것임.	고령화,	건강	100세	시대가	진전되면서	수요가	급증하게	될	의료(인공장기,	인공

뼈),	식품(맞춤형	성분	조정)	등	개인형	제품의	성격을	지닌	다양한	분야로	확대	적용될	가능성이	크며,	사

람	세포로	장기를	출력하는	바이오	프린팅,	마이크로미터	이하	수준에서	프린트하는	나노	프린팅	기술	실

용화	연구도	진행되고	있으며,	4D	프린팅	기술도	연구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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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4차	산업혁명시대와	사회	환경	:	저성장과	일자리	구조	변화

(1)	세계적인	저성장	기조	확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 경제성장률은 3% 수준으로, 저성장이 고착화되고 있음. IMF, OECD 등 

국제기구들은 선진국과 신흥국의 성장률 동반 하락으로 인한 세계경제의 장기 침체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음.

-			IMF는	2015~2020년	선진국의	잠재성장률을	연평균	1.6%로	전망하였는데,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의	2.25%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며,	특히	세계시장	수요를	주도하던	중국,	인도	등	신흥국의	성장률	하

락이	선진국	성장을	둔화시켜	글로벌	저성장을	더욱	심화시킬	것으로	우려됨.

선진국과 신흥국의 잠재성장률 전망

[자료출처	:	미래창조과학부	미래준비위원회,	KISTEP,	KAIST(2016년	4월),	‘10년	후	대한민국	미래전략보고서-뉴노멀	시대의	성장전략’]

	2010년	10%에	달하던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2015년에	7%대	아래로	떨어졌고,	향후	성장세가	더욱	둔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중국의	경제성장	둔화는	중국에	대한	수출의존도가	높은	국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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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연도별 GDP 성장률

[자료출처	:	뉴스핌(2016년	1월	19일),	‘[저성장	중국경제]	연도별	GDP	성장률,	2015년	6.9%,	25년만의	최저’]

세계 각국의 고용상황이 나아지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도 저성장의 장기화를 우려하게 하고 있음. OECD는 

2016년 말까지 전 세계 생산가능인구의 54.8%만이 일자리를 가질 것으로 예측했으며, 이는 금융위기 전인 2007

년 55.8%에 비하여 1% 낮아진 수치로 약 1,10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전망이라는 의미임.

-		최근	세계경제포럼(WEF)에서도	‘제4차	산업혁명에	따른	미래(2015~2020)	일자리	변화	전망’	보고서를	

통해	2020년까지	500만여	개의	일자리가	줄어들	것으로	예측하였고,	신규로	창출되는	일자리는	200만	

개인	반면,	71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지게	된다는	것임.

-		저성장이	지속되면서	세계경제	패러다임에	근본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	비정상적인	저성장이	일상화되

어	정상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소위	뉴노멀(New	Normal)	시대로	진입하고	있는	것임.

*		뉴	노멀은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에	등장한	새로운	세계	경제질서를	일컫는	단어로,	세계	최대	채권

운용회사	핌코(PIMCO)의	최고경영자	모하메드	앨	에리언이	그의	저서	《새로운	부의	탄생》에서	금융위기	

이후의	세계	경제질서로서	뉴	노멀을	언급하면서	널리	사용되게	되었음.	금융위기	이후	나타나고	있는	저

성장,	저물가,	저금리,	높은	실업률	등이	뉴노멀로	논의되고	있음.

-		중국	역시	경제성장	둔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시진핑	주석은	베이징에서	열린	

2014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최고경영자(CEO)	회의에서	세계	기업인들을	상대로		중국	경

제가		‘신창타이(新常態,	뉴	노멀)’	시대에	접어들었다고	밝힌	바	있음.

(2)	글로벌	저성장의	원인

세계 금융위기 이후 유럽 재정위기의 장기화와 일본의 경기 침체가 이어지면서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

진 것이 투자 부진을 가중시키고 있음. 경쟁이 가속화되고 신산업의 창출이 부진해지면서 마땅한 투자처가 부족

해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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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진국들의	민간	투자	증가율은	1997~2006년간에는	연평균	3.3%였지만	2010~2014년간	2.1%로	낮아

졌고,	중국	등	신흥국도	최근	성장이	둔화하면서	석유	등	원자재	가격이	급락하고,	선진국의	주요	수출시

장인	신흥국의	구매력도	축소

-		저임금	노동력에	의존한	성장이	한계에	도달하고	있으며,	자본과	노동의	투입만으로는	성장할	수	없는	환

경으로	변화함.	과거	중국	등	신흥국들은	저임금	노동력으로	경제성장을	견인해왔음.	하지만	신흥국에서

도	차차	인건비가	상승함에	따라	저임금	노동력에	의존한	경제성장은	한계에	도달하고	있음.

-		중국의	경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인건비	상승에	따라	생산성이	가파르게	하락하고	있으며,	저임

금	노동력을	공급하던	농민공도	감소함.	농촌지역의	경제가	발전하면서	도시로	일자리를	찾아	이동하던	농

민공이	축소,	중국	등	신흥국들의	저임금	노동력	공급에	의존한	세계	경제성장은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임.

주요국 인구고령화 추이

	[자료출처	:	미래창조과학부	미래준비위원회,	KISTEP,	KAIST(2016년	4월),	‘10년	후	대한민국	미래전략보고서-뉴노멀	시대의	성장전략’]

 IT 및 자동화 기술 등의 발달은 고용 없는 성장을 유발하고 있으며, 고용을 창출하지 않으면서도 성장하는 

산업들이 나타나고, IT와 자동화 기술의 발전이 고용 없는 성장을 가속화

-			2000~2010년	미국	사례를	통해	보면	제조업	고용을	감소시키는	가장	큰	요인은	자동화,	공정	합리화,	기

술혁신	등을	통한	생산성	향상	등

-		제조업	고용	감소는	전체	제조업	고용	감소의	6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향후	2030년까지	선진

국	제조업의	고용이	11%	이상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

-		고령화로	인한	생산가능인구	감소	및	복지부담은	증가할	것이며,	인구	고령화는	생산가능인구(15~64세)

를	감소시켜	성장률을	하락

-		고령화는	의료비와	같은	정부의	복지	관련	지출을	증가,	성장	둔화,	고령화와	함께	이민인구의	유입마저	둔

화,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경제성장률	하락	우려

아울러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가부담은 증가하고 있음. 현재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적으로 이산화

탄소 등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논의가 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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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	선진	국가에서는	탄소세를	도입하여	이산화탄소의	발생을	억제하고	있으며,	개도국의	입장에서는	경

제성장과	환경이란	두	마리	토끼를	잡기가	용이하지	않아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비용이	경제성장에	부담으

로	작용

	-		2015년	12월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1)에서는	파리기후변화협약을	체결하고	금세기	말인	

2100년까지	산업화시대	이전	대비	지구	평균	온도	상승폭을	1.5̊ C까지	제한할	것을	명문화

-		이에	따라	2020년부터	모든	국가가	스스로	정한	방식에	따라	의무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시행하는	신	

기후체제로	전환.	이러한	국제적인	움직임은	결국	산업	부문의	비용	증가로	이어져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

파리 기후변화 협약 주요 내용

[자료출처	:	동아사이언스(2015년	11월	30일)	‘온실가스	줄여	온도상승	2도	이내로…	‘지구를	구할	12일’]

(3)	4차	산업혁명과	사라지는	일자리	

인공지능, 로봇공학 등의 발전이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며, 향후 전 세계 산업구조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것이며, 이로 인해 5년 내 선진국에서 50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전망임.

-		지구촌	일자리의	65%(19억명)를	차지하는	주요	15개국의	350개	대기업	인사	담당	임원10)들은	4차	산업혁

명으로	인해	일반	사무직을	중심으로	제조·예술·미디어	분야	등에서	71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수	있

다고	예상함.11)	

-		월드	이코노믹	포럼(WEF)는	2016년	1월	향후	5년	내	사무·관리	직종은	475만	9,000개,	제조·생산직종

은	160만	9,000개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였으며,	특히	화이트칼라	직업군이	가장	큰	타격을	받게	될	것이

라	예상,	반대로	컴퓨터·수학(40만	5,000개),	사업·금융(49만	2,000개),	건축·공학(33만	9,000개)	분

야는	일자리가	소폭	증가할	것으로	발표함.

10)	조사	대상국은	미국·중국·일본·독일·인도·영국·프랑스·호주·브라질·이탈리아	등임.	한국은	포함되지	않음.

11)	WEF(World	Economic	Forum)	제4차	산업혁명에	따른	미래(2015~2020)	일자리	변화	전망	(2016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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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2020년 직군별 고용 증감규모 추정

순고용	

감소

사무·행정 제조·생산 건설·채굴	
디자인·

스포츠·미디어
법률 시설·정비

-4,759 -1,609 -497 -151 -109 -40

순고용

증가

비즈니스·

금융
경영 컴퓨터·수학

건축·

엔지니어링
영업·관리직 교육·훈련

492 416 405 339 303 66

[자료출처	:	WEF(World	Economic	Forum)	제4차	산업혁명에	따른	미래(2015~2020)	일자리	변화	전망	(2016년	1월)]

 기술 혁명으로 인한 급격한 사회·경제적 변화로 직업에 대한 개념이 근본적으로 변화함. 대량 실업 등 최악의 

시나리오를 피하려면 로봇이 대체할 수 있는 단순 기술을 가르치기보다 창조력과 고도의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르

는 교육·훈련에 집중해야 하는 시대가 도래

-		미국	뱅크오브아메리카(BOA)와	영국	옥스퍼드대	연구팀은	다보스포럼	개최에	맞춰	펴낸	보고서에서	앞

으로	10년	내	로봇이	대체할	직업군을	제시.	

-		스포츠	심판과	텔레마케터·법무사	등은	로봇이	대체할	확률이	90~100%에	이르는	것으로	전망됨.	택시

기사·어부·제빵사	등도	로봇이	대체할	가능성이	높음.

-	반면	로봇	대체가	어려운	직업군으로는	성직자·의사·소방관·사진작가가	꼽힘.

-	로봇	가격도	점점	싸지며	사람을	대신하는	비율이	현재의	10%에서	45%로	급증할	전망임.

향후 10년 내 로봇이 대체할 직업

[자료출처	:	중앙일보	(2016년	1월	20일)	“전	세계	7세	아이들	65%는	지금	없는	직업	가질	것”]

	(단위:	천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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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4차	산업혁명시대의	인재상과	창업교육	12)

제4차	산업혁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요즘	시대의	흐름에	뒤처지는	논의인	것처럼	보일	정도로	모두	

4차	산업혁명시대를	이야기함.	다양한	미래를	그리면서	어떤	사람은	이제	모든	일을	로봇이	수행할	것이고	사람

들의	일은	갈수록	줄어들	것이므로	앞으로는	소수의	사람들만이	일자리를	가지고	부를	독점할	것으로	예상됨.	

(1)	4차	산업혁명시대의	인재상	:	창의성과	탁월함

4차 산업혁명은 소재혁명, 바이오혁명, 통신 및 물류혁명, 인터넷혁명, 에너지혁명 등 최근의 과학기술혁명과 

이에 따른 사회문화적 변화들이 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새롭게 펼쳐지고 있는 사회 변화를 지칭

-		최근의	새로운	과학기술의	발전과	그	적용으로	인해	우리의	삶이	가속적으로	변화할	것이라는	예상이	요

청하는	교육의	변화는	무엇일까?	사람들은	4차	산업혁명시대에	교육이	육성해야	하는	인재는	창의성과	

탁월함을	지닌	인재라고	말함.

-		우선,	창의성은	단순	반복적인	일과	상대되는	개념임.	즉	단순	반복적인	일을	기계적으로	수행하는	능력

은	이제	중요하지	않고	향후에는	새롭고	혁신적인	일을	만들어내고	그	일을	수행하는	능력이	중요해진다는	

뜻임.

-		제3차	산업혁명과	제4차	산업혁명의	가장	큰	특징은	낮은	수준의	단순하고	반복적인	일,	이미	확실해지고	

정형화된	일은	빠르게	자동화,	로봇화가	이뤄짐.

-		따라서	산업화시대,	즉	제1차,	제2차	산업혁명시대에	가장	중심적인	교육의	목표였던	산업역군의	양성,	즉	

표준화되고	정규화된	육체적,	정신적	노동능력을	지닌	인재의	양성은	제3차,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필

연적으로	창의적인	인재양성으로	중심을	이동해야	하며	이제는	단순하고	반복적인,	표준화된	노동능력이	

아니라	독특하고	창의적인	역량을	지닌	인재를	양성해야하는	과제가	부여됨.

다음으로 탁월한 역량을 지닌 인재의 양성을 위해 다음을 고려해야 함.

-		첫	번째는	우리나라의	사회경제적	상황이고	두	번째는	제3차,	제4차	산업혁명의	함의임.	우리나라가	선진

국의	표준적인	기술과	제품을	따라가던	시대가	이제	끝났으며,	이제는	선도자가	되어서	스스로	새로운	길

을	만들고	혁신적인	기술과	제품으로	경쟁해야하는	수준임.

-		따라서	이제는	평균적인	제품을	아무리	잘	만들어도	큰	수익을	기대하기는	어려우므로	사회경제적으로도	

탁월함이	요청되고	있음.

-		또한	제4차	산업혁명시대에는	표준적인	제품이나	서비스는	곧바로	로봇으로	대체되거나	자동화	할	수	있

는	기술이	수없이	개발되어	실행되고	있음.	따라서	이제는	인간이	경쟁우위를	확보하고	수행할	수	있는	분

야는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탁월함을	구현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음.

-		이와	같은	상황에서	교육에	요구되는	과제는	당연하게도	자신의	분야에서	탁월함을	구현할	수	있는	인재

가	요구됨.

12)	본	소절은	‘4차산업혁명시대의	대학의	진로교육과	창업교육’	이라는	주제로	교육부	최승복	취창업교육지원과장의	기고문을	요약	정리한	것임을	밝혀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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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하자면 이제 인간은 물리적으로나 논리적으로나 매우 똑똑한 비서(intelligent assistant)인 인공지능

(artificial intelligent)을 항상 옆에 두고 일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게 될 것임.

-		따라서	교육은	창의적이고	혁신적이며,	탁월함을	구현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하게	

됨.	그렇다면	교육에	있어서	특히	대학교육에	있어서	창의성과	탁월함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어떤	과제들이	

수행되어야할까?	

(2)	4차	산업혁명시대와	창업교육의	필요성

창업교육이 4차 산업혁명을 맞이하는 지금 우리 대학에서 매우 중요한 과제이며, 창업교육이 현재 우리나라

의 대학에서 핵심적인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이유는 첫째는 경제적인 측면이고, 둘째는 사회문화적 측면이며, 셋

째는 개인적 삶의 과정 측면으로 볼 수 있음. 

-		우리나라는	60년대에	정부주도의	경제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선진국에서	이미	개발되고	구현된	제품을	구

입하여	가공,	조립해서	다시	수출하는	가공무역형태를	중심으로	산업개발을	시작하였음.

-		60년대부터	80년대까지	우리	경제의	주된	경쟁력은	선진국의	표준화된	제품을	우리의	기술로	구현하여	

좀	더	싼	가격에	조금	나은	품질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산업	경쟁력을	확보했음.	하지만	90년대	들어서면서	

기존의	추종자형	경제가	이제	더	이상	지속	가능	하지	않았고,	우리는	빠르게	선도자형	경제로	전환함.

-		2000년대	이후	기술혁신형	국가(Technology	Innovation)로	발전하면서,	처음	기술적용형	국가에서	

벗어나	기술을	자체적으로	개발하는	단계에서는	기술개발을	가로막는	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하는	능력

(problem	solving	competency)이	가장	중요한	능력으로	등장함.	

-		기술혁신형	국가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요구되는	핵심	역량은	문제창출능력임	최근	‘질문이	있는	교실’을	제

창하는	교육청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이와	같은	우리	사회의	과제	상황에	대한	인식을	반영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음.

창업가 정신 및 역량은 어떤 상황에서 요구되는 것인가? 아무리 좋은 문제를 찾아내고 그를 해결하는 역량을 갖

추어도 이를 구체적인 우리 생활의 제품과 서비스로 전환해내는 창업가 정신과 역량, 그리고 창업활동이 없다면, 과

학기술이 연구실과 대학교에 머물러 있을 뿐이고, 우리의 삶을 개선하고 풍요롭게 하는데 기여하지 못할 것임. 

-		특히,	우리가	추종자형	경제에서	선도자형	경제로	명실상부하게	전환하기	위해서는	연구실과	대학에서	뿐

만	아니라	구체적인	제품과	서비스에서	글로벌	시장에서	선도적	역량을	발휘하고,	주도적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임.

-		창업가	정신은	연구실과	대학의	성과를	사회적	가치로	전환(creating	social	value)시키는	결정적	고리

임.	따라서	창업가정신은	현재	한국의	사회경제적	상황에서	비롯되는	매우	절박한	요청이라고	할	수	있음.

사회적인 측면에서 창업가정신과 창업역량이 중요한 요소로 등장하고 있음. 최근 우리 사회의 문제는 단순하

게 정부가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방식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으므로, 수많은 조직, 단체, 기

관, 개인들이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개선을 모든 부문에서 협력 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상황임.

-		예를	들어,	독거노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복지사업과	관련하여	정부는	여러	가지	시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정부가	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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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독거노인들의	주거문제,	건강문제,	식사문제,	일자리문제	등을	함께	고민하고	활동하는	민간단체

나	개인들,	그리고	지역사회의	노력이	서로	연결되고	협력할	때,	서로	시너지효과를	내고	제대로	된	독거노

인문제	개선이	가능함.

-		국내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전쟁,	기아,	지구온난화와	같은	전지구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의	참여

와	협력이	필요하며,	지구온난화에	관해서는	각국	정부	간	국제적인	협력과	노력이	중요하지만	동시에	그린

피스와	같은	국제적인	단체,	그리고	환경운동연합	같은	국내	단체	등등이	함께	노력하고	연대해야	함.

이와 같이 우리사회가 복잡해지고, 시민의 삶이 다양해지면서 각양각색의 집단들이 나름의 방식으로 사회적 

통합과 사회적 환경 개선, 주요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새로운 방식의 노력과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음.

-		이러한	노력과	시도를	창업가정신,	사회적	창업활동이며,	이제	창업이라는	말을	돈을	벌기위한	사업을	한

다는	좁은	개념에	가둬두지	말고,	시민의	삶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문제를	적극적	창의적으로	해결하기	위

한	모든	노력과	활동을	창업이라고	재정의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새로운	창업의	개념에	기반한다면	모든	사람은	창업가	정신을	지녀야하고,	창업가적	태도를	항상	

갖추어야	함.	최근	우리	정부는	‘18년도부터	초중고교	사회교과를	통해서	모든	학생이	창업가정신을	배우

고	경험해볼	수	있도록	추진중.

 세 번째는 평균수명이 빠르게 증가하고,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전통적인 경제활동인구(16세~64세)만으로

는 우리 경제와 사회를 유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므로, 이제 우리 사회의 성인들은 제2의 직업, 제2의 사업을 찾

고 수행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있음.

-		우리나라	성인의	삶을	살펴보면,	우리는	25년	정도	배우고,	25년	정도	일하고,	25년	정도	쉬는	인생을	표

준적인	인생이라고	생각해왔음.	이는	전통적인	산업사회에서	사회경제생활을	영위하던	시절에는	큰	무리

없이	기대할	수	있는	라이프스타일

-		하지만	최근에	사회경제적인	변화가	빠르고,	사회적으로는	경제활동인구가	급격히	줄어들기	시작한	한국

의	상황에서는	노년인구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이는	게	중요과제로	제기되는	상황이고,	개인적으로는	

제2의	경제활동시기를	어떻게	보낼	것인가의	문제가	발생함.

(3)	4차	산업혁명시대	교육의	핵심과제	2	:	창업교육	및	창업활동	지원

최근 몇 년동안 중앙정부(교육부)는 그동안 대학 창업교육을 통해 대학생들의 창업가정신을 고양하고 실제적

인 창업활동경험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

-		지난	5년간	산학협력선도대학(LINC)	사업을	통해	창업교육	확대와	대학창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였으며,	지난	5년간	창업휴학제도를	도입한	학교는	1개에서	245개로	늘었고,	창업대체학점	인정제

를	도입한	학교는	4개에서	119개로	확대됨.

-		전국	대학의	창업동아리	수는	1,222개에서	6,561개로,	창업강좌	개설대학과	수강인원은	각각	113개에서	

307개	대학으로,	48,139명에서	303,519명으로	증가하였음.	이	과정에서	몇몇	대학에서는	학생창업기업

이	빠르게	증가하여	새로운	일자리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실적	창출함.

-		하지만	여전히	대학의	창업교육과	창업활동은	미미한	수준이고,	지속적인	개선과	확대가	필요한	실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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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부족한	점을	몇	가지	꼽자면	우선,	대학의	창업교육과	창업지원시스템	구축이	주로	학부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기술창업	핵심인재	양성(motivated	talents)에는	소홀한	측면이	있었다

는	점과	여전히	대학	내	창업문화는	일반적	주류문화로	자리잡고	있지	못하고,	창업을	실제로	수행하려는	

학생들에게	공간과	설비,	자금	및	관련	자문서비스	등	실질적인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데도	한계를	보임.

교육부는 향후 대학의 창업을 활성화하고 창업문화가 대학의 중심 문화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다방면의 노력

을 기울일 계획임.

-		우선,	그동안	급속하게	팽창되어	온	대학의	창업교육을	내실화하고	학생들의	창업동아리	활동이나	다양

한	창업	관련	행사를	실질적이고	실전적인	창업	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임.

-		이를	위해서	대학의	창업교육	프로그램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온라인	창업교육플랫폼을	구축하여	

운영할	계획이고,	이를	통해	대학의	교원,	학생	등이	언제나	어디서나	필요한	창업	관련	컨텐츠나	교육	자료

를	찾아보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임.

-		또한	기존의	창업경진대회	등	창업관련	행사를	보다	실전적	창업으로	이어지도록	재설계하고,	다양한	창

업지원	서비스를	연계하여	진행할	계획임.

또한, 대학창업이 학부에만 머무르지 않고 석사·박사 과정생과 대학원 연구실로 확산되어 대학의 학생, 연구

원, 교원 등이 함께 창업활동을 수행함으로써 창업이 대학의 중심적 활동의 하나로 될 수 있도록 대학원 창업지

원 프로그램을 도입할 계획임.

-		교육부는	2018년	대학원	창업지원	프로그램(가칭	U	Start-up	School)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부처

와	협의를	진행	중임.	대학원을	중심으로	기술중심	창업(high	tech	high	growth	startup)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청,	미래창조과학부	등과	부처	간	협력도	중요하므로	관련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하고	있음.

-		이와	동시에	기존의	창업휴학제,	창업학점제	등과	같은	창업친화적	학사제도	개선을	더욱	확대하며	창업

대체논문제	등의	도입을	유도하고,	동시에	교원들의	창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교원	인사	및	업적평가	규

정	등을	창업친화적	인사제도로	개선하도록	유도할	계획임.

그동안 대학(원)생 창업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학 내 창업기업에 주로 투자하는 대학창

업펀드의 필요성이 오래 동안 제시되어 왔는데, 최근 교육부는 대학창업펀드 설립 지원사업을 시행하였음.

-		2017년	교육부는	한국벤처투자를	통해	모태펀드에	120억	원을	출자하고,	서울대기술지주회사,	고려대기

술지주회사,	연세대기술지주회사,	전남대기술지주회사,	부산지역대학	연합기술지주회사	등	5개	대학기술

지주회사가	51억	원을	출자하여	총액	171억	원의	대학창업펀드를	조성하였음.

-		대학	창업펀드를	중심으로	대학창업기업에	대한	투자와	더불어	다양한	창업보육서비스가	활발히	지원될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지속적인	대학창업펀드	확대를	통해	많은	대학들이	대학의	창업교육과	창업활동

을	활성화하기	위한	자체	대학창업펀드를	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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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4차	산업혁명시대의	창업교육	사례	13)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으로	대표되는	제4차	산업혁명이	현실로	다가오면서	대학들의	고

민이	깊어지고	있으며,	이에	대학들은	앞다퉈	교육	제도를	혁신하고	학생	스스로	미래를	개척할	수	있는	힘을	길

러주기	위해	노력중임.

성균관대는 기존 교육의 틀을 탈피해 새로운 시도를 통해 학생들의 성장 지원

-		대표적인	것이	‘글로벌	창조적	챌린지	프로그램’으로	이는	한	학기	동안	전공과	관계없이	팀을	구성한	뒤	도

전	주제를	선정해	이를	해결해	나가는	프로그램으로	문제	해결을	위해	해외	석학이나	전문가를	찾아가	의

견을	물으면서	넓은	시각으로	문제	해결력을	기를	수	있음.

-		또	다른	시도인	‘융합기초프로젝트’는	우리	사회가	직면한	문제를	발견하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에게	조

언을	구하면서	창의적	문제	해결에	도전하는	다학제	기반	팀	프로젝트임.	성균관대	공대는	미래	공학인재	

양성을	위해	모든	분야에서	공학교육인증제도를	시행,	산학협력을	기반으로	그랜드	챌린지	테크+이노베

이터(Grand	Challenge	Tech+Innovator)	인증제,	스마트카	트랙	인증제,	머터리얼스	스쿨(Materials	

School)	인증제	등을	통해	융합인재	양성	추진중임.

수원대는 전공 간 경계를 허물고 전교생을 대상으로 융합 교육 추진

-		신입생	전원을	대상으로	한	교양	과정은	융합인재교육(STEAM·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Art,	Mathematics)	방식으로	진행하고,	코딩과	메이커	교육	등으로	기초소양	교육

-		특성화	학부인	화학공학·신소재공학부는	학생들에게	첨단기술을	융합한	교육으로	미래의	산업이	요구

하는	통섭적인	지식을	배울	기회를	제공

중앙대는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다빈치형 SW 프로젝트 리더’ 양성중

-		다빈치형	SW	프로젝트	리더는	단순히	SW	개발자가	아닌	프로젝트를	관리하고	사업	감각까지	갖춘	4차	

산업형	인재를	의미함	이를	위해	중앙대는	컴퓨터공학부,	융합공학부로	운영되던	체제를	2018년에는	소

프트웨어	학부로	확대	개편

-		입학	정원을	현재	120명에서	150명으로	늘리고,	특기자전형인	SW인재전형을	신설함.	2019년에는	이를	

소프트웨어대로	승격하고,	정보통신기술(ICT)융합전문대학원을	신설하기로	함.

협성대는	실무를	겸비한	인재	양성,	여러	학과가	참여하는	15개	융복합트랙	교육과정	등으로	교육혁신	추진

중임.	특히	신설한	이공대	생명과학과는	줄기세포	연구를	통한	재생의학	첨단기술을	선도하기	위해	줄기세포	재

생의학	기업인	바이오스타와	연계해	학과를	구성하고	교육과정을	개발

-	생명과학과	학생들은	3,	4학년	때	산학연계	연구소인	‘바이오스타-협성	재생의학연구소’에서	줄기세포	전	

임상	연구에	참여해	실무를	경험할	수	있고,	우수	졸업생은	취업	보장

13)	아래	내용은	동아일보	기획	기사	“4차	산업혁명의	메카,	대학]‘융합-창업’	교육으로	4차	산업혁명	파고	넘는다(2017년	4월	20일자	기사)”를	요약한	것임을	

밝혀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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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는 창의 교육과 창업을 장려하는 대학 문화 추진

-		이를	위해	‘창조적	연결’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	낼	수	있는	환경과	교육을	제공하며,	연세	창의	클래

스(YC2·Yonsei	Creative	Class)는	경험	중심,	문제해결	중심의	학습	기회를	제공함.

-		교과목을	통해	지도교수의	밀접한	지도를	받을	수	있고,	동료들과	함께	학습하고,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

로	기숙형	대학	프로그램(RC)을	바탕으로	창의적	사고,	융합적	사고,	협업	능력,	문제해결	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RC	창의	플랫폼’도	운영중임.	

-		연세대는	교내	창업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창업지원단’을	중심으로	학생들의	아이디어를	창업과	연결지

원,	다양한	창업	강좌,	창업	동아리	운영,	창업휴학제도	등	여러	제도를	통해	창업이	자연스러운	대학의	문

화로	자리	잡도록	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고	있음.

중소기업청이 주관하는 ‘창업선도대학 육성사업’에 선정된 숭실대는 다양한 창업교육 모델을 구축하고 있음.

-		성공한	창업기업과	학생을	연결시켜	학생이	창업	환경을	체험한	뒤	스스로	창업할	수	있도록	돕는	청년창

업	인턴십,	학생들의	창업	아이템	사업화를	지원하는	클라우드	펀딩	등이	대표적임.

-		숭실대는	또	창업	친화적	학사제도를	운영하여,	창업동아리	활동이나	전공과	관련된	분야의	창업은	일정	

범위에서	학점으로	인정함.

-		융합창업	연계전공도	지난해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이는	2개	이상의	학과(부)가	학문적	영역을	유기적으

로	통합해	창업에	필요한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과	기업가	정신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과정임.	창업

을	원하는	학생들에게는	등록금	전액과	창업	장려금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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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국내	창업생태계	및	창업교육	현황

1)	국내	창업생태계	현황	및	분석	

(1)	정부/공공	창업지원정책	현황

최근	정부의	창조경제	정책의	중요한	정책과제는	창업	활성화임.

1990년대 말 IMF경제위기 극복에 상당한 역할을 했던 IT벤처붐과 함께 창업 및 벤처기업 지원에 대한 정책

적 관심이 크게 증가

-		1997년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	조치법’제정과	2007년	특별법	시효	연장과	함께	창업과	창업기업성장	

지원을	위한	법적	테두리	구축

-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꾸준히	창업교육·사업화지원·창업문화형성	등을	위한	창업	관련	지

원	사업	운영

현 정부는 창업활성화를 정책의 중심에 위치시키며 보다 포괄적인 지원책 마련

-		2013년	6월	발표된	‘창조경제	실현	계획’에서는	창조경제를	실현하기	위한	6개의	전략	중	한국형	창업	생태

계	구축을	위한	전략인	‘창의성이	정당하게	보상받고	창업이	쉽게	되는	생태계	조성’이	가장	첫	번째	전략에	

위치하여	창업의	중요성을	강조함.	

-		이에	앞서	2013년	5월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벤처·창업자금	생태계	선순환	방안을	발표하여·창업	→	성

장	→	회수	→	재투자/재도전·의	과정이	물	흐르듯	막힘없이	순환되도록	하는	창업생태계	구축	목표	제시14)

①	창업은	일자리	창출	중심의	창조경제	구현의	핵심적	수단

저성장과 고실업 현상에 따라 일자리 확충을 통한 경제 활력도 제고가 정책 우선  순위 차지 

-		2008년	금융위기와	2010년	유럽	재정위기	이후	전	세계적으로	저상장과	낮은	고용률이	일반적	현상으로	

고착화

-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은	2000년	4.6%에서	2012년	4.0%로	하락하고,	현재	고용률이	약	60.5%에	불과15)

-	특히	우리나라	청년층	고용률은	39.5%,	실업률은	7.8%수준으로	상당히	심각한	수준16)

창의성과 아이디어, 그리고 기술을 중심으로 하는 지식 기반 창업기업은 일자리 창출의 주체로서 주목

-		창업기업의	고용창출	능력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고용창출	주체로서의	창업기업에	대

한	관심	증가17) 18)

-		고용창출은	대기업에	비해	중소기업이	높으며,	이	중에서도	매출천	억이	넘는	건실한	벤처기업의	고용	창

출	능력이	뛰어남.19)

14)	농관계부처	합동(2013.05)	벤처·창업	자금생태계	선순환	방	15)	2013년	10월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16)	2013년	10월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17)	‘02년	창업기업의	고용지수를	100으로	보았을	때,	고용지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10년	기준		고용지수	11.6	달성(중앙대학교,	2012)

18)	창업기업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발표한	‘중소기업	현황’연도별	보고서를	기준으로	선정	19)	벤처기업협회,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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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업기업	산업별	실증연구결과에	따르면	첨단기술업종일수록	창업기업의	고용	창출	능력이	뛰어남.20)

기업군별 평균(‘06~’09기간) 고용 증가율

[자료출처	:	벤처기업협회(2012),	2012	벤처천억기업	조사보고서]

산업별 창업기업 당 평균 고용 변화

산	업 2006 2007 2008 2009 2010 평균

제조업 5.73 5.77 5.23 5.46 5.13 5.46

첨단기술 10.52 10.12 7.25 7.33 7.42 9.50

고기술 6.86 6.49 6.03 6.09 6.10 6.32

중기술 7.15 7.33 7.06 7.39 6.39 6.55

저기술 4.10 4.04 3.75 4.00 3.75 4.19

서비스업 2.59 2.71 2.70 2.76 2.52 2.61

건설,	전기,	수도 4.86 4.84 5.27 5.32 5.03 5.33

농림,	어업,	광업 8.59 9.32 7.09 6.61 7.00 8.09

합	계 2.84 2.94 2.89 2.96 2.72 2.85

[자료출처	:	중앙대학교(2012)	창업기업이	고용창출	및	국가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	분석]

②	창업기업은	신	시장	및	산업	창출을	통한	창조경제	구현의	핵심

창조경제	정책에서는	창의성·아이디어	기반의	비즈니스,	그리고	과학기술과	ICT융합을	통해	신	시장과	신

산업	창출	목표

이를	통해	경제	전반의	외연을	확대하고	경제성장의	한계	극복	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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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중앙대학교,2012	21)	Acs	&	Audretsch,	1987		

21)	Acs	&	Audretsch,	1987

산업 성숙도가 낮은 신산업 일수록 창업기업의 장점 극대화

-	일반적으로	자본집약적이고	산업의	집중도가	높은	성숙	산업의	경우	규모가	큰	기업이	보다	효율적

-		그러나	비즈니스	구조가	안정화되지	않아	총체적인	혁신이	요구되고	숙련(지식	집약적)노동이	중요한	역할

을	하는	비	성숙	산업의	경우	규모가	작은	기업이	더	큰	혁신을	창출21)

또한 창업기업은 신 시장·산업 진출을 위한 발 빠른 대응에 적합

-	기존	기업은	수직적	의사결정	구조와	혁신	과정에서의	관행으로	인해	빠른	의사결정에	장애

-		그러나	창업기업은	수평적	의사결정	구조와	우연한	조직문화를	보유하여	빠른	의사	결정을	수행함으로써	

신	시장·산업	진출에	기존	기업에	비해	유리

③	창업은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의	연결고리로서	중요한	역할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 생태계’는 개인과 기업이 가진 상상력·창의성과 기술이 좋은 일자리로 연계되는 메

커니즘 제시

-		창조경제에	대해	‘국민의	상상력과	창의성을	과학기술과	ICT에	접목하여	새로운	산업과	시장을	창출하고	

기존산업을	강화함으로써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새로운	경제	전략이라고	정의

-	창조경제의	정의는	창조경제생태계를	구성하는	주체와	수단,	그리고	각	주체·수단	간의	연관관계를	제시

창업은 창조경제 주체들의 ‘아이디어’와 ‘창의성’을 경제적 가치로 연결시킬 수 있는 통로로서의 역할

-	창조경제는	국민들의	‘아이디어’와	‘창의성’에	무한한	경제적	가치가	내재해	있다고	믿음.

-		창업은	경제적	가치의	원천인	창의성을	발휘하고	아이디어를	개발하여	세상에	꺼내놓을	인센티브를	제공

하며,	이를	경제적	가치로	연결시키는	방법을	제공

	④	스타트업,	창업	준비	단계부터	글로벌	진출	적극	지원

정부의	지속적인	창조경제	정책	추진으로	창업	생태계는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나	스타트업의	글로벌	진

출을	통한	대형	성공사례의	창출은	아직	미흡한	실정임.

기술	혁신에	따른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미	주요국들은	창업	생태계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전	세계	글로벌	시장을	대상으로	자국의	스타트업을	키우는	한편	외국의	우수	스타트업을	적극	유치하고	있

는	현실임.

우리나라도	창업을	준비하는	단계부터	글로벌	시장을	겨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현재의	모든	정부의	

정책적	지원을	수요자	관점에서	연계하고	묶어나가는	것이	시급함.



292

2017 서울창업포럼 정책자료집

스타트업 창업 생태계

[자료출처	:	전자신문(2014.2.14.)-신바람	나는	창업스타트업	만들려면	]

정부는	올해	초부터	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을	위한	핵심	이슈들을	발굴·검토하고	전문가	및	관련	부처와의	

긴밀한	협의를	거쳐·본	글로벌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	방안을	마련

⑤	글로벌	진출	지원	방안	확대	및	다각화

국내	시장을	기반으로	하는	창업지원에	치중되었던	지금까지의	정부	지원	방향을		맞춤형	글로벌	창업지원으

로	전환

「글로벌	스타트업	첼린지	프로그램」을	통해	스타트업이	창업준비	단계부터	글로벌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고	

손쉽게	해외특허를	출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글로벌	진출	계획을	구체화	할	수	있도록	지원

또한	외국어	홍보물	제작,	해외인력	매칭,	지식재산권	획득	및	법률자문	등	글로벌	진출에	필요한	각종	서비

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	형태로	보조할	수	있는	방안(글로벌	서비스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을	마련할	계획

해외	정상급	엑셀러레이터와	벤처캐피탈	등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해외진출	프로그램(글로벌	TIPS)을	

운영하고	해외	VC의	국내	스타트업의	투자를	가속화하기	위해	해외	VC외자유치펀드를	확대

⑥	글로벌	스타트업	네트워크	확대

국내	스타트업이	해외	투자자들을	효과적으로	접촉할	수	있는	채널을	마련할	계획이를	위해	혁신센터,	창업

진흥원	등	기관별	우수	스타트업	정보를	‘스타트업	코리아(www.startupkorea.com)에	통합	등재

해당	기업	정보를	크런치베이스,	엔절리스트	등	해외투자자	온라인	플랫폼과의	연계를	추진할	계획

⑦	시장	특성과	투자자	성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국가별	진출	전략	수립

시장진출 수요가 많은 미국, 중국, 유럽 등은 KIC를 중심으로 권역별 특성과 여건에 적합한 지원 체계를 구축

-		중국,	동남아는	한류연계	사업	연계와	법적	분쟁해결	지원	등을	위해	‘K-콘텐츠	수출	지원센터’를	운영하

고	‘마케터’를	파견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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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벤처·중소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위해	K-CON	연계	‘창조경제	법무처	글로벌	로드쇼’를	개최

-		창조경제혁신센터	전담기업의	해외채널,	해외진출	지원	프로그램	등을	통해	혁신센터	지원기업의	해외	홍

보를	확대

⑧	글로벌	스타트업	정책	인프라	강화

글로벌	창업에	대한	정부의	종합지원	기능을	강화하고	관계	부처·기관	간	관련사업의	연계를	추진

경기 창조경제혁신센터의 글로벌 진출 지원 기능을 강화하여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우수 보육기업과 KIC

등 해외거점 이용

-		해외	벤처캐피탈·엑셀러레이터에게	적합한	국내	스타트업	연결	등	글로벌	스타트업	창업지원	허브로	구축

할	계획

관계부처 공무원으로 구성된 창업지원정책협의회와 다양한 민간 전문기관이 참여하는 ‘K-startup 글로벌

협의회’를 구성·운영

-	해외	전시회,	로드	사전기획,	기관별	글로벌	사업	정보	공유,	기관	간	지원	사업	교차연계	등	협력	사업을	추진

⑨		KIC,	벤처창업투자센터	등	스타트업	진출	교두보	확대

미국·유럽	등	해외	전략거점	지역에	‘글로벌	혁신센터(KIC:	Korea	Innovation	Center)를	설치하고	혁신센

터	보육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

실리콘밸리·상하이·싱가포르에	‘벤처차업투자센터’를	설치하여	국·내외	벤처캐피탈	간	협력,	글로벌	진출

기업	투자유치	등을	지원

VIP	순방	등과	연계한	MOU	체결로	사우디아라비아,	중국,	프랑스	등과	창조경제	및	스타트업	육성·교류	등

을	협력

*	대전	혁신센터	모델을	이식한	사우디	이노베이션	센터	‘InspireU’	개소(‘15.12)

⑩	ICT분야	해외	우수	스타트업	협력기반	구축

ICT	기업이	밀집된	판교에	세계	최고수준의	글로벌	창업·혁신	거점으로	조성한	‘스타트업	캠퍼스’	개소(‘16.3)

ICT분야의	글로벌	창업,	현지	법률자문부터	투자까지	애로사항을	한	번에	지원하는	K-ICT	본투글로벌센

터	설립	운영(‘13.9~)

⑪	글로벌	플랫폼에	기반	한	성과	창출	가시화

‘13년	이후	벤처기업의	수출	및	총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고	있고	혁신센터	보육기업의	해외수출

도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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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벤처기업 수출현황                               혁신센터 보육기업 수출기업 수/규모

	[자료출처	:	미래창조과학부(2016.7.7)	‘본	글로벌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	방안’/	한국무역협회(2013)무역통계]

	‘K-Startup	그랜드	챌린지’에	지원서	접수	결과,	전	세계	124개국에서	2,439개	팀이	참가를	신청하여	약	

60:1의	경쟁률을	기록	

⑫	진단	및	보완	필요사항

본 글로벌 스타트업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 부족

-		창업	초기부터	해외시장을	목표로	하는	본	글로벌	창업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정부	지원사업은	일반적인	

국내창업	중심으로	운영

-	창업	초기단계부터	글로벌	진출을	목표로	하는	지원	프로그램	확대·보완	필요

온·오프라인 접촉통로 부족에 따른 국내 스타트업의 낮은 인지도

-		미국,	중국	등	각	국가별로	시장특성·투자자	성향	등을	고려한	지원전략이	필요하고	국내	스타트업의	낮은	

인지도도	해결할	필요

-		지역별	맞춤형	현지진출	지원과	온·오프라인	홍보채널	확보	등을	통해	국내	스타트업의	현지진출을	활성

화할	필요

각 부처·지원기관별로 추진 중인 지원사업의 연계·효율화 부족

-		각	부처에서	글로벌	지원	사업들을	신설하고	있는	단계이며	부처·공공기관·민간기관	간	정보교류	및	사업

연계가	다소	미흡

-		글로벌	창업에	대한	종합지원	기능을	강화하고	분산된	기능은	연계·조정하여	글로벌	진출	지원을	효율적

으로	추진할	필요						

⑬	글로벌	스타트업	성장채널	강화

글로벌	진출효과를	높이는	방향으로	기존	창업	지원	사업	개선	

본	글로벌	스타트업	육성에	적합하도록	부처별	창업지원사업의	운영방식을	개편·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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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스타트업 챌린지 프로그램

-			(개요)	창업단계부터	글로벌	진출	구체화·검증	등	기존	사업을	개편하여	(가칭)‘글로벌	스타트업	챌린지	프

로그램’	추진

-		(운영방식)	글로벌	지원	경력이	있는	전담인력을	통해	글로벌	BM개발,	권리화	(해외특허조사	출원),	시장

검증(해외투자자	대상	데모데이)등	지원

글로벌 서비스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

-	(개요)	서비스	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해	글로벌	진출에	필요한	서비스	비용에	대해	지원방식	개선

-	(운영방식)	민간	서비스	업체에서	사용	가능한	바우처	형태로	우수	스타트업들에게	서비스	비용을	지원

글로벌 TIPS(민간투자 주도형 기술창업)도입

-	(개요)	하이테크	기술창업	중심의	TIPS	프로그램에	글로벌	시장	진출지원	프로그램을	강화

-	(운영방식)	해외	최상급	엑셀러레이터,	벤처캐피탈	등이	참여하는	컨소시업을	TIPS	주관기관으로	선정

중기청 창업 지원사업을 글로벌 진출 중심으로 개편

-		(개요)	창업	지원사업	신청단계부터	계획서에	‘목표	해외시장	및	진출	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글로벌	진출	

멘토링	지원

-		(운영방식)	사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적정수준의	의무화	비율을	설정하고	주관기관	성과평가	시	글로벌화	

지표	추가

K-글로벌 엑셀러레이터 플러스(미래부 글로벌 엑셀러레이터 육성 사업 중)

-	(개요)	글로벌	수준의	엑셀러레이터가	육성되도록	‘글로벌	엑셀러레이터	육성	사업’	운영방식을	개선

-		(운영방식)	국내-해외	엑셀러레이터가	공동으로	스타트업을	선정하고	스타트업	교육·사업화	멘토링	등을	

현지에서	진행

⑭	글로벌	경진대회를	통한	경쟁력	확보

 ‘K-Startup 그랜드 챌린지’를 활용한 해외 우수 스타트업 유치 확대

-	(선발규모	확대)	보다	많은	해외	우수	스타트업이	국내에서	활동하도록	엑셀러레이팅	대상기업	확대

-		(국내정주	지원)	국내	예선,	엑셀러레이팅,	최종선발	후	국내창업	등의	과정에서	국내체류에	필요한	비자	

발급	지원

	많은	국내	스타트업이	글로벌	대회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Mass	Challenge등	글로벌	스타트업	대회	유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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⑮	글로벌	스타트업	현지	네트워크	확대

지역별, 분야별 맞춤형 현지진출 지원

-		시장진출·투자유치	수요가	많은	미국,	서부,	중국,	유럽	등은	KIC를	중심으로	권역별	특성과	여건에	적합

한	지원체계	구축

-		한류에	대한	관심이	큰	중국	동남아	지역	등은	‘K-콘텐츠	수출	지원센터’	및	마케터	파견으로	콘텐츠	스타

트업의	현지진출	지원

시장규모는	작지만	스타트업	창업이	활발한	국가의	경우	재외공관	내	전담관	지정	등을	통한	현지지원	강화

주요 권역별 현지진출 지원체계

지역 지원체계 지원분야 세부	프로그램

美	동부 KIC	워싱턴
의료,	바이오	기술사업화,

	스타트업	창업지원

KIC	Start	I-Corps프로그램(국내	R&D	성과물의	

기술사업화)	및	‘Mass	Challenge’	출전	지원	확대	등

美	서부 KIC	실리콘밸리 ICT분야	스타트업	현지화	

KIC	Express프로그램(기업가정신,	피칭교육,	

네트워킹,	엔젤연계,	등)투자유치	

지원(한국벤처투자)등

중국

KIC	베이징 혁신,	창업	프로그램	공동	운영
한중창업경진대회(6월).	산업혁신협력테크페어(9월)	

과기혁신포럼(11월)등

K-콘텐츠	수출지원센터

(북경,	충칭)
문화콘텐츠	기업	중국	진출	지원

문화콘텐츠	기업	전시,	투자유치	행사	및	한류	

연계사업	지원,	계약,	저작권	분쟁해결	지원	등

유럽
KIC	유럽

(브뤼셀)

글로벌	전시회(MMC	등)	-	

참가	및	현지	투자자	대상	IR	지원

-韓)대구센터-佛)Digital	Grenoble,	

韓)창진원-佛)파리엔코·유리텍	등과	스타트업	상호	

교류	등

[자료출처	:	미래창조과학부(2016.7.7)	‘본	글로벌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	방안’]

글로벌 스타트업 통합DB 강화

-		혁신센터,	문화창조융합벨트,	창업진흥원	등	기관별	우수	스타트업	영문	정보	콘텐츠를	‘스타트업	코리아	’

에	통합

해외 스타트업 미디어와 협력 강화

-	한국	스타트업	홍보	및	투자유치	지원을	위해	미국의	클라우드	펀딩	전문업체인	‘킥스타터’와	MOU	체결

한류 행사 연계 글로벌 로드쇼 강화

-		전국	혁신센터	유망스타트업	등	우수벤처·중소기업의	글로벌	진출	확대를	위해	‘창조경제	범부처	글로벌	

로드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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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과 연계를 통한 현지 네트워크 확대

-	창업기업의	해외시장	개척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수출전문회사	선정·운영

외국 민간 엑셀러레이터 등과 전략적 파트너십 확보 추진

⑯	글로벌	스타트업	대상	정책	인프라	강화	

지원기관 간 역할분담 및 연계 강화

-		관계부처·기관들로	구성된	‘K-Start-up	글로벌	협의회’를	운영하여	글로벌	지원	사업	정보공유,	해외행

사	공동	추진	등	논의

부처별 글로벌 지원 사업 효율화

-	각	부처의	다양한	글로벌	지원	사업	중	지원	대상	및	분야가	유사한	사업은	연계·통합	등	사업	조정	추진

-	글로벌	창업환경에	대한	국내외	비교	분석이	가능하도록	스타트업	생태계	종합통계체제	개발	추진

외국인 기술창업 활성화를 위한 비자제도 보완 검토

-	활용실적이	저조한	창업비자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취득요건	OASIS	운영방식	등의	개선	추진

글로벌 스타트업 지원역량 강화

-		경기	혁신센터의	글로벌	사업팀을	활용하여	글로벌	창업허브로	구축하고	창조경제혁신센터	우수기업의	

글로벌	진출기회	확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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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	창업생태계	및	인프라	현황

①	창업생태계	구성요소

창업의 주인공 : 스타트업

-		스타트업이란	용어는	닷컴	버블(1995~2000)	이후	등장했는데	당시에는	닷컴	회사들을	지칭하는	의미로	

쓰임.

-		오늘날에는	작은	아이디어에서	시작한	독창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는	작은	규모의	회사	및	창업자

를	말함.

-		‘린	스타트업’의	저자	에릭	리스는	스타트업을	‘극심한	불확실성	속에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만드는	조

직’이라고	정의	함.

-		최근	4~5년간	스마트혁명	등	새로운	시대적인	변화와	맞물려서	창업	열풍이	불어오면서	스타트업을	비롯

한	신규	벤처기업이	1만	개	이상	증가하여	현재	우리나라	벤처기업	수는	2.9만	개에	이르고	있음.

-		2011년	4월에는	정부에서	스타트업을	육성하기	위해	1인	창조기업	육성에	대한	법률이	제정되었는데	1인	

창조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지식서비스업,	제조업	등에서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이	상시	근로자	

없이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말함.

-	2012년	기준으로	약	29.6만	개의	1인	창조기업이	있음.22)

스타트업 보육 : 인큐베이터

-	인큐베이터는	신생아를	키우듯	갓	창업한	기업이나	예비	창업가의	성장을	도움.

-	창업보육,	공간,	시드머니,	노하우,	멘토링,	창업가	네트워킹	등을	제공하고	인베스터의	투자유치를	도움.

-	인큐베이터의	유형은	운영주체에	따라	정부운영,	민간운영,	기업운영으로	나눔.

운영 주체에 따른 유형별 인큐베이터

정부운영 민간운영 기업운영

창업보육센터 은행권청년창업재단의	디캠프 KT의	에코노베이션센터

창업선도대학 앱센터운동본부의	K스타트업 SKplanet의	상생혁신센터

청년창업사관학교	등

프라이머

네오위즈의	네오플라이
스파크랩

[자료출처:	KT경제경영연구소(2013)	성공적인	창업,	특별한	비결이	있는가]

22)	정책브리핑(2013.6.18.)벤처1세대의	‘성공과	실패’	모두	배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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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투자 : 인베스트

-	인베스트는	스타트업에	직접	투자하거나	펀드를	조성하여	다른	인베스터	및	인큐베이터에	위탁

유형별 인베스트

정부 직접투자를	하지	않고	민간(기업)과	함께	펀드를	조성하여	투자운용사에	위탁

벤처캐피털 창업투자회사,	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등으로	구성

엔젤 개인투자자나	투자그룹,	투자와	창업보육을	겸비한	엔젤이	되어	창업생태계에	참여

민간 은행권청년창업재단,	아산나눔재단	등이	인큐베이터로	활동

[자료출처:	KT경제경영연구소(2013)	성공적인	창업,	특별한	비결이	있는가]

②	국내	인큐베이터	및	엑셀러레이터

전통적인 정부 지원 창업지원 센터 : 창업보육센터

-		창업보육센터는	(www.bi.go.kr)는	1993년	정부	직접	운영으로	일부	지역에	준공되었는데,	1998년부터	

정부지원	형태로	바뀌어	운영되고	있음.

-	21014년	4월	기준	대학,	연구소,	지자체,	공공법인,	민간법인	형태로	전국에	277개	센터가	있음.

-		정부는	공공이나	민간단체에서	창업보육센터를	건립할	경우	소요자금	지원운영평가에	따라	운영비를	지

원하고	실질적	운영은	개별	센터에서	이루어짐.

-		입주자는	저렴한	임대료로	사무공간과	시설을	사용할	수	있고	타	인큐베이터에	비해	입주기간(최대5년)이	

길게	운영되어짐.

입소형 창업지원센터 : 청년창업사관학교

-		청년창업사관학교(start.sbc.or.kr)는	2011년부터	운영되고	있는데	안산,	호남,	대구,	경북,	부산경남	지

역의	중소기업연수원	4곳에	위치하고	있음.

-		만	39세	이하의	창업가	및	예비창업가가	사관학교형으로	입소	또는	준	입소하여	1년	동안	제품	기획에서	

기술	개발,	디자인설계,	시제품	제작,	홍보,	마케팅,	양산까지	창업에	관한	종합적인	지원을	받음.

-		수업료는	전액	무료이며,	제품	개발,	시제품	제작에	이어	양산	단계에	이르기까지	최대	1억	원까지	지원을	

받음.	

-		창업보육센터가	旣창업한	기업이	입주하는	것에	반해	청년창업사관학교는	예비	창업가가	기업을	설립하

기	전에	창업에	대한	훈련을	받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음.	 	 	 	 	 	

청년창업사관학교는	ICT	분야	특히	SW관련	스타트업	비중이	큰	엑셀러레이터에	비해	제조업	및	지식서

비스	등	다양한	분야의	창업가가	입소해	있음.

대학과 창업의 연계 : 창업선도대학

-		창업선도대학은	대학가의	청년창업을	활성화와	대학을	중심으로	한	광역권별	한국형	실리콘	밸리	육성을	

목표로	2011년부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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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	기준	전국	21개	대학이	창업선도대학으로	선정하여	해당	대학	학생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창업교육을	

실시하여	예비창업가를		발굴하는	목적으로	대학생을	위해	창업	강좌를	개설하고	창업	동아리	운영을	지원

-		2013년	전국	창업	동아리	수는	1,833개(2만	2,463명)로	2012년	1,2222개(1만	8,027명)에	대비	50%로	증

가함.

-		재학생	중	대학생	창업	숫자는	407명으로	전년(221명)대비	84%나	급증하여	이에	따라	중소기업청은	창

업선도대학을	2013년	18곳에서	2014년	21곳으로	확대함.

-		2013년	6월부터	뉴-스타트업	플랜을	가동하여	타	창업사업화지원	프로그램에	더해	학교별	사정에	맞게	

전용	창업	공간,	150시간	이상의	창업교육,	1:1	전담	멘토링	등을	집중	지원

③	정부	운영	창업지원	센터의	새로운	시도와	변화

최근	창조경제	실행이	본격화	되면서	정부가	주도하는	창업지원센터에도	큰	변화기를	맞이하고	있음.

기존	정부기관이나	지자체,	학교기관	중심의	창업지원센터가	갖는	‘관리형’	운영형태의	한계를	벗어나	앞서	

설명한	민간의	우수한	시스템을	적극	수용한	‘개방형’	창업	생태계	구현을	위한	시스템으로	전환

특히	정부의	전폭적인	지지로	정책과	자금의	지원뿐만	아니라	지방으로서의	확장,	아이디어를	가진	전	국민	

모두가	창업을	할	수	있는	계층의	확장을	추진

④	서울시	창업지원정책

창업의 목적

-		고용없는	성장시대	도래로	전통적인	일자리	창출은	한계에	달하여	창업	초기(1~5년)	기업의	고용	창출	효

과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남.

-		미국의	경우	국민소득	2만	달러	시점에	‘창업’을	정규	교과에	편성(MIT,	스탠포드대	등	400개	이상)구글,	

페이스북	등	창업	성공이	미국	신성장	동력으로	작용

기업 유형별 일자리 창출

[자료출처	:		‘창업하기	좋은	도시(2015.3.21.)	서울	그간	추진실적	및	’15년	지원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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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혁신적인	기술에	주력하는	젊고	작은	지식기반	기업들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가장	큼	

(전체고용의	18%,	신규	일자리	측면에서는	47%를	차지함.

서울이 창업도시가 되려면

-	특성	:	생계형	중심	창업시장을	기회추구형	및	글로벌	창업으로의	모색

-		인적자원	:	56개	대학의	고학력자	전국의	21%	그러나	창업자의	낮은	역량.	창업동기	및	주기에	따른	맞춤

형	지원

-	자본	:	지자체	재정의	한계를	중앙정부와	사업연계	강화

-	인프라	:	대학	및	민간	창업지원기관과	네트워크	및	협업	강화로	新창업생태계	조성

서울시의 창업지원 노력

[자료출처	:	‘창업하기	좋은	도시(2015.3.21.)	서울	그간	추진실적	및	’15년	지원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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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창업지원 정책

서울시	창업지원센터	현황(1)

서울시 창업지원센터 운영현황 

[자료출처	:		‘창업하기	좋은	도시(2015.3.21.)	서울	그간	추진실적	및	’15년	지원계획]

서울시	창업지원센터	현황(2)

창업지원센터 현황

[자료출처	:		‘창업하기	좋은	도시(2015.3.21.)	서울	그간	추진실적	및	’15년	지원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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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창업지원센터 지역분포도

[자료출처	:	‘창업하기	좋은	도시(2015.3.21.)	서울	그간	추진실적	및	’15년	지원계획]	

	

서울시 창업지원체계

성과에	기반한	선발.	창업	이행	단계별	차별화된	지원

서울시 선발 창업 이행 단계별 지원

[자료출처	:		‘창업하기	좋은	도시(2015.3.21.)	서울	그간	추진실적	및	’15년	지원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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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계	프로그램	지원

[자료출처	:‘창업하기	좋은	도시(2015.3.21.)	서울	그간	추진실적	및	’15년	지원계획]

민간	협력에	기반한	창업기업	투자	플랫폼	구축

[자료출처	:		‘창업하기	좋은	도시(2015.3.21.)	서울	그간	추진실적	및	’15년	지원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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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협력	창업기업	투자	플랫폼	구축

[자료출처	:	‘창업하기	좋은	도시(2015.3.21.)서울	그간	추진실적	및	’15년	지원계획]

공동회원제(멤버십) 실시로 창업 저변 확대 

-	민간.	중안	창업지원기관과	공동회원제	실시,	연	3,000명	상시모집

-	창업교육	(스타트업	캠퍼스)	및	네트워킹데이	운영,	대학	창업동아리	지원	등

창업기업 유통판로 개척 및 마케팅 지원 강화

-	서울창업	투자지원센터	내	‘VMD’상주,	창업기업	개별	컨설팅	및	관련교육	

-	마케팅	전담	매니저	배치/컨설팅	실시,	시제품	평가단	구성.	제품품평회	개최

-	창업기업제품	전시판매장(꿈가게)	운영,	국내/외	박람회	및	장터	참가지원	등

[자료출처	:		‘창업하기	좋은	도시(2015.3.21.)서울	그간	추진실적	및	’15년	지원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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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서울창업허브’	입지적	장점

‘17년	한국	산업인력공단으로	창업센터를	통합이전	참여자	중심의	열린	공간,	서울의	스타기업	탄생소	조성

창업전문가,	투자자	등이	한곳에	모이는	네트워킹	허브로서의	주도적	역할	

역세권	내	위치,	지역생활권	중심부에	위치,	인근에	대학교	다수	분포(6개대학)

‘서울창업허브’ 공간프로그램 구성

-	기존의	틀을	깨고	새로운	가능성을	만들어	나가는	곳

-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융합되고	새로운	가치가	창출되는	곳

-	창업을	통해	벤처와	창업이	활성화	되는	창조경제를	구현.	보육	및	교육시설(70%)

-	업종별	보육실,	VC	운영	보육실,	교육실,	연수실,	세미나실,	실습실,	창업	지원	시설(19%)

-	회의운영	공간,	정보공간,	홍보	공간

-	제품제작,	장비	공간,	개방형	창업	공간(11%)

-	커뮤니티	공간,	휴식/편의공간

-	기타	부대시설

수요자 중심의 프로그램 운영

-		예비창업자	및	창업기업의	상황별	특성에	맞추어	진단하고	창업관련	모든	정보를	획득	할	수	있도록	공간	

조성

-	창업자들의	니즈를	반영	지원받을	수	있는	다양한	기관의	제도와	사업에	대한	정보	제공	

[자료출처	:		‘창업하기	좋은	도시(2015.3.21)	서울	그간	추진실적	및	’15년	지원계획]

⑥	6개월	챌린지	프로젝트

사업목적

-		창조경제타운	및	창조경제혁신센터(이하	‘혁신센터’)	등에서	발굴된	아이디어를	검증(선별)	및	사업화	집중	

지원을	통해	창조경제	생태계를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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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초	아이디어에서	사업화까지	최소의	시간·비용으로	성공가능성을	평가하고	단기	집중	보육(6개월)하는	

One-Stop	플랫폼	구축·운영

⇨	창조경제타운	및	창조경제혁신센터	아이디어를	중심으로,	사업화(시장	검증	등)를	수시	지원할	수	있는	공공形	엑셀러레이터	확대	추진

사업개요

-		창조경제타운	및	혁신센터의	아이디어를	최초	단계에서	사업화	직전까지	6개월간	집중	육성하는	엑셀러레

이팅	플랫폼	구축·운영

-		PD(Program	Director)가	6개월	플랫폼	全	과정에서	아이디어	발굴·육성을	전담,	「선정	→	육성	→	창업	

및	사업화」의	선순환	구조	운영

-		데모데이	등을	통해	시장검증을	추진하고,	6개월	플랫폼을	졸업한	아이디어들은	혁신센터,	VC,	R&D	연

계	등을	통한	창업/사업화	지원

				*	6개월	챌린지	플랫폼은	Pre-BI	성격이며,	데모데이	등을	통한	마케팅	집중	지원

[자료출처	:	미래창조과학부(2015.6)사업공고문]

지원 내용 및 규모

-		(아이디어	고도화)	창조경제혁신센터에	접수된(창조경제타운에	등록된)	아이디어를	선별하여	아이디어	▲

구체화(사업화	모델개발	등)	▲권리화(특허출원	등)	▲	실증화(시제품	제작,	기술도입	등)	▲시장검증(데모

데이	등)	등을	선별적으로	지원

-	선정	아이디어별	평균	40백만	원	상당의	서비스	간접	지원(혁신센터	주관)

-	BM개발,	시제품개발,	특허출원	및	등록,	디자인,	시장테스트	지원	및	멘토링	등의	서비스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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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역 세부	내용(특구재단-PD	공동	수행)

구체화
선별	아이디어	대상	BM	개발(사업계획	수립)	및	아이디어	구체화	멘토링	지원

*전문화된	멘토링(법률,	회계	및	마케팅	등)	및	연구소기업	설립	희망기업의	경우	외부	전문	컨설팅사	활용	추진

권리화
시장	검증	전	아이디어	및	비즈니스모델	보호를	위해	특허	전략	수립,	출원·등록(IP	확보)	지원	등	

아이디어	권리화	지원

실증화
아이디어의	제품화를	위한	구현	가능성	점검	및	실증화	등을	위해	시제품	설계·개발·검증	지원

	*사업	영역진입에	필수적인	표준인증을	소요	비용지원	추가(`16년)

시장	검증

국·내외	데모데이	개최*를	통해	기업성장을	위한	투자유치	실적을	제고하고,	유수	전시회	참여	및	

검증을	통한	글로벌화	

*(국내)	‘엑셀러레이터연계지원’	사업과	공동	데모데이	시행,	(해외)	분야별	맞춤형	전략	추진(`15년의	경우	ICT분야	MWC	

참가)

[자료출처	:	미래창조과학부(2015.6)]

-		(공공기술	이전)	아이디어의	사업화와	실증화를	위한	기술애로	해결을	위해	공백(희망)기술을	발굴→추천

→이전을	지원

-	총	기술도입	금액의	95%	이내(최대	30백만	원	한도,	특구재단	주관)

-		6개월	챌린지	플랫폼	“선정”	아이디어	제언자	중	기술도입을	희망하는	자로	기술	권리	이전을	위해	창업(법

인설립)	후	지원	가능

⑦	창업공작소

자신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생활	속	ICT	제품으로	구현할	수	있는	기술	멘토링	및	실험	시제품	제작	환경을	제공

(대전,	서울	공작소	운영)	대전	본원의	창업공작소와	연결이	가능한	텔레프레즌스(화상회의)	시스템도	가지

고	있어	아이디어	공유하며	제품	개발에	도움

멘토와	멘티가	교류	및	멘토링할	수	있는	오프라인	공간이	스마트	오피스,	시제품을	제작하는	스마트	워크플

레이스와	1인	창의공간인	스마트워크	스페이스가	구축

주요서비스

-	창의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기	위한	전문가	멘토링	공간	운영

-		3D프린터	및	오픈소스	HW플랫폼을	활용한	실험	시제품	제작	지원하고	상용아이템	구상,	모의	시제품	구

현	및	창업단계까지	사업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창의	공간	운영

보유 장비

-		실험	시제품	제작을	위한	다양한	종류의	3D프린터	및	스캐너	장비,	창의	아이디어	구현을	위한	다양한	종

류의	오픈소스	HW	플랫폼,	비쥬얼	디자인,	영상콘텐츠	제작을	위한	콘텐츠	제작용	소프트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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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	한국전자통신연구원(2014),	http://ctcc.etri.re.kr]

⑧	청년창업사관학교

설립배경

-	창업	초기	불확실성	->	창업	초기	정부시책	One-Stop	연계지원	제도	필요

지원사항

-		(지원	대상)	39세	이하	예비창업자	및	창업	후	3년	미만인	자,	고용	및	부가가치	창출이	높은	기술	집약	업

종(제조업	및	지식서비스업)

-	1단계	(사업준비	:	3개월)	:	입교	>	개발계획

-	2단계	(개발단계	:	3~6개월)	:	기술개발	>	시제품	제작

-	3단계	(졸업준비	:	3~6개월)	:	시험생산	마케팅	>	졸업연계지원

지원내용

-	개발자금	:	총사업비	70%,	1억	이내	보조금	

-	창업공간	:	창업사무실,	제품개발실	등

-	창업교육	:	기업가정신,	창업실무역량

-	전담코칭	:	31명	전문가,	1:1	전담코칭

-	연계지원	:	정책융자,	투자,	마케팅,	입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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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교현황

창업사관학교 입교 현황 

구분 신청 선발 퇴교(중간평가) 졸업(현원)

제1기(12년) 1,292 241 29 212

제1기(13년) 1,301 229 16 213

제1기(14년) 1,867 301 47 254

제1기(15년) 1,570 307 23 284

제1기(16년) 1,121 278 26 252

[자료출처	:	청년창업사관학교-http://start.sbc.or.kr]

[자료출처	:	청년창업사관학교-http://start.sbc.or.kr]

차별화 

[자료출처	:	청년창업사관학교-http://start.sbc.or.kr]

(단위	: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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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청년창업사관학교 성과표 

구분	('15년,	종업원/명) '11(1기) '12(2기) '13(3기) '14(4기) '15(5기) 총계

매출액	(‘15년	상반기,억원) 227 378 197 288 54 1,144

일자리창출	('15년,	업원/명) 99 142 144 292 324 1,001

지적재산권	(누적,	건) 226 505 476 473 78 1,758

[자료출처	:	청년창업사관학교-http://start.sbc.or.kr]

기대효과

-	내	일(Job)과	내일(Tomorrow)은	내가	만든다

-	기술	기반의	창업과	창직의	새로운	훈련모델	정착

-	기술창업	성공모델을	제공	한다

-	One-Stop	Package	지원을	통한	성공창업	유도

⑨	창업선도대학(창업지원단)

개요

-		창업선도대학	육성사업은	대학창업지원사업의	추진방식을	‘다수·분산형’	지원에서	‘선택과	집중형’	육성

으로	전환하여,	창업교육	패키지	지원,	예비기술창업자	육성	등	창업과정	전반에	걸친	프로그램을	일괄	지

원함으로써	지역	거점별	창업선도대학을	육성하는	사업

-		권역별	창업보육	모델을	대표하는	「창업선도대학」을	출범하고	창업지원	예산을	집중	투입	(11년	305억	원	

→	12년	300억	원	→	13년	402억	원)

-		신청대상은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해당되는	대학	및	특정기관	육성법	제2조에	해당하는	기관	중	교육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

-		현재	창업선도대학으로	선정된	대학은	21개	대학이며,	대학	당	최대	30억	원	한도로	지원됨.		 	

(지원	프로그램)	창업선도대학	지원프로그램은	크게	공통프로그램과	자율적	창업지원프로그램으로	구분

-		공통프로그램에는	대학생창업교육(창업	강좌,	창업동아리),	일반인	창업교육,	예비창업자	발굴,	창업실행

지원,	성장촉진지원	등

-		자율적	창업지원프로그램은	각	대학이	지역·학교의	실정에	맞추어	자체적으로	계획·운영하여,	필수프로

그램을	보완하는	역할	수행

-		대학생	등	창업초보자를	대상으로	창업강좌,	기술창업아카데미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창업동아리	활동

을	지원하여,	창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실무지식과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		창업선도대학이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신청하면	청년창업자의	창업	준비와	실행에	필요한	사업화	기획(교

육)	및	전문	멘토링,	시제품	제작,	마케팅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최대	5천만	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으며,	창

업	준비에	필요한	공간도	함께	제공	받을	수	있음.

(‘15년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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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	창업디딤돌	창업선도대학(2012).	창업선도대학이란]

⑩	창업지원단

개요

-		현재	전국의	대학	중	창업선도대학(21개)은	학교의	조직으로	‘창업지원단’을	설립하여	창업지원사업들을	

전담하여	수행	중

-		기타의	대학들은	대부분(83.3%)	창업보육센터에서	입주기업들에	대한	서비스	제공	차원에서	창업	관련	

사업들을	수행하고	있음.

-		대부분	대학에서	창업보육센터는	산학협력단	소속	하에	있으므로	창업사업	수행	조직은	산학협력단	내의	

한	개	부서라고	할	수	있음.

창업지원단 운영현황

-	창업지원	업무	수행의	효과성	제고를	위하여	21개	창업선도대학은	모두	창업지원	전담조직을	운영	중

-		창업선도대학들은	산학협력단과는	별도의	조직으로	학칙의	개정(9개	학교)	및	직제의	개정(14개	학교)를	

통해	학교	내에	창업전담조직으로	‘창업지원단’을	설립,	운영	중

창업지원단의 예산회계 및 인사현황

-	창업지원단은	법률상	별도의	법인격이	없고	총장	산하의	학교	조직으로	구성,	운영되고	있음.

-	이에	따라	예산	및	인사	등	재원의	확보	및	활용에	있어	학교조직이나	산학협력단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는	실정

-		(회계)	21개	창업선도대학(창업지원단)	중	3개교(강원대,	연세대,	전주대)는	교비회계를	활용하고	있고,	기

타	18개	대학은	산학협력단	회계를	활용하고	있음.

				•		산학협력단	회계를	활용하는	경우에도	회계처리의	편의성을	위한	목적으로	실제적인	수입·지출의	결정은	

창업지원단에서	하고	있음.

-		대학	내	창업교육	및	지원을	통한	기업가정신	함양과	창업문화	확산,	그리고	이를	위한	대학	창업교육	5개

년	계획의	조기정착과	안정적	시행을	위해서는	대학	내	창업교육	및	지원	주체에	대한	분석을	통해	협업을	

강화할	수	있는	연계	모델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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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운영	중인	대학	내	창업지원	조직은	교육부의	창업교육센터(LINC	사업),	중기청의	창업지원단·창업

보육센터·기업가센터,	미래부의	기술창업교육센터	등이	있으며	[표	II-13]은	각	창업지원	조직의	비교표

대학 내 창업교육 전담 조직 비교표

주무	관청 교육부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청 미래창조과학부

사업출범년도 2011년 1992년 2011년 2014년 2014년

운영

대학	수

115개	대학	

링크(66),	

비링크(49)

209개	대학

(2013년	기준)

21개	대학 6개	대학 5개	대학

연간	예산 25백만~354백만 건립비,	운영비	지원 대학	당	최대	30억	원 대학	당	7억	원	내외 대학	당	5억	원

지원	대상 대학생 일반인 일반인,	대학생 대학생 대학생

주요	업무

-	대학	내	창업교육	

통합수행

-	대학	내	관계부서	

및	창업	

유관기관과	협력

-		초기	창업자에게	

창업공간,	

경영기술,	자금	

등을	지원

-		대학생·일반인	

창업교육	및	발굴

-	창업실행지원

-	성장촉진지원

-	BI입주기업지원

-		대학	내	창업사업	

통합·조정

-		대학	내	독립적	

창업교육	및	

지원시스템	구축

-		과학기술특성화	

대학기술	

창업지원

-		공동	커리큘럼·	

네트워크·해외	

벤치마킹·	

선도모델	확산

장		점	

-		창업교육에	

특화됨

-		각	대학에	확장성	

높음

-		대학	간	사업	

연계가	수월	

-		창업	초기	단계에	

필요한	지원	

프로그램

-		경제성과	

대외인지도	획득

-		창업교육에서	

기업성장까지	

종합지원	

프로그램

-				대학생·일반인을	

포함한	실질적인	

창업자	발굴	

-		창업지원	

전담인력	확보

-		대학	내	

실전창업교육·	

창업경험·	

사업화지원의	

연계	프로그램		

-		기술창업에	

특화된	프로그램

-	과기특성화대학의	

연계를	통한	

시너지	효과

단		점

-		창업	이론	교육	

중심

-		교육	이후	창업	

실행	및	성장촉진		

관련	지원	미흡

-		대학생은	

수혜대상이	아님

-		창업교육과	

연계성	부족

-	대학	내	낮은	위상

-			일반인에	대한	

지원	편중

-		운영대학	수의	

한계로	사업	

확산이	어려움

-		운영대학	수의	

한계

-		최대	6년	후	

사업지원	중단에	

따른	자생력	

확보의	어려움

-	과기특성화대학에	

편중된	

지원이라는	한계

-		상대적으로	

수요가	적은	

기술창업에	대한	

특혜

[자료출처	:	한국연구재단(2015.1)	대학	내	창업교육	전담조직	운영	활성화	방안]

	(2014년	11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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⑪	창업교육센터	23)	

(설치	근거)「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	운영	규정」	제20조,	「산학협력	선도	전문대학	육성사업	운영	규정」제

24조

창업교육센터 2대 주요 기능

-	(창업교육	강화)	학점인정	창업강좌,	창업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전담교원	양성

-	(창업문화	확산	및	창업기반	조성)	창업행사,	창업동아리,	창업	네트워크,	기관	협력	등

창업교육센터 업무

-		「창업교육센터	기본	운영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은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육성사업	운영	규정」(이

하	“규정”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른	창업교육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절차	및	기준을	제시함

				•		창업교육	시행계획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대학	전체	또는	단과대학,	전공별로	시행되고	있는	창업교육의	통합지원	및	조정에	관한	사항

				•		대학	내	창업교육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및	확대에	관한	사항

				•		대학	내	관계	부서와의	협력·연계에	관한	사항

				•			대학	내	학생	창업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각종	행사	및	연구	활동의	기획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대학과	창업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창업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			그	밖의	대학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추진 배경

-		창업교육	내실화를	통해	일자리	감소에	대한	불안감	해소와	창조경제형	창업(고부가가치	창업)을	지원하

려는	대학	내	열망	증대.	

-		최근	대학	내	창업지원	조직(창업교육센터,	창업보육센터,	창업지원단	등)의	설치·운영을	통해	대학의	창

업교육을	강화하려는	분위기	고조

				•		특히,	대학	특성화	사업의	평가지표로	창업교육	친화적	학사제도	설치	여부	및	LINC	2단계	사업추진	등

에	따라	더욱	본격화	예상

					※	13년	61개	창업교육센터(총	80개	LINC)	→	14년	66개	창업교육센터(총	86개	LINC)

-		자율적	운영을	보장하되,	기능	등	공통기준과	거점	창업교육센터	운영	방안을	제시,	창업교육센터의	역량	

제고로	창업가정신	저변확대	필요

추진 경과

-	2012.	5.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	운영	규정」,	「산학협력	선도	전문대학	육성사업	운영	규정」제정	

-	2012.	5.	창업교육센터	기분	운영지침	마련	및	배포

-	2013.	6.	창업교육센터협의회	출범	

23)	[출처	:	창업가정신	저변확대를	위한	창업교육센터	운영	내실화(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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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11.	대학	창업교육센터	발전방안	연구과제	수행	

-	2014.	3.	창업교육센터	운영	애로사항	의견수렴

운영 현황

2011년부터	LINC	대학을	중심으로	창업교육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고,	창업교육의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비LINC	대학도	양적인	노력을	기울임

LINC 및 비LINC 대학의 창업교육센터 설치(예정) 수

[자료출처	:	대학창업교육센터	설치	통계(2014.	3.	자체	조사)

-		창업교육센터,	창업강좌	수강생,	개설강좌	수	등	양적인	사항은	증가하고	있음에도,	학생창업	기업	수는	

기대에	못	미치는	실정

※		창업교육	개설강좌	수는(‘11.	2,582개	→	‘12.	3,050개)	15.3%	증가,	학생	창업기업	수는(‘11.	263개	→	

‘12.	236개)	11.4%	하락(2011,	2012.	산학협력실태조사	보고서)

운영 문제점

-	기존	창업교육센터의	소극적	활용으로	창업교육	성과	미흡	

-		창업교육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킬	수	있는	베이스캠프(창업교육센터)가	있음에도,	거점화	노력의	미흡으

로	값싼	아울렛식	성과에	그침.

-	창업교육센터를	이끌	수	있는	거점엔진의	부재로	창업활력을	높일	수	있는	호기를	상실

※		일자리	증대	효과가	큰	고부가가치	산업의	창업(창조형	창업)이	저조하며	그	결과로	창업가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선진국에	비해	낮음.

창업교육센터의 태생적 한계 내재

-		(LINC사업단	내에	창업교육센터가	설치됨)	LINC	사업단의	관심도에	따라	창업교육센터에	대한	활성화	

및	지원	정도가	제각각

※	2013	LINC	대학	중	창업교육센터	집행액	최소	25백만	원~최대	354백만	원

-	기존	대학창업교육	5개년	계획의	틈새	현상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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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인재	양성과	창업가정신	확산을	위한	초·중·고	창업교육	부재

-	2030	~	2040년	대비	초·중·고교의	잠재적	창업가에	대한	포텐셜	창업교육	등한시

※	EU는	2015년까지	‘창업교육’과정을	초등교육과정부터	성인교육까지	반영하여	창업교육을	확대할	예정

-	군	입대	시	창업교육	단절에	대한	대안	미비

-	정부협업	주도의	대학	창업교육	5개년	계획의	수립(‘13.	9)으로	대학	및	민간경쟁력	활용에	대한	틈새	발생

				•		창업교육협의회의	역할	미비로	대학	및	지역	간	Bridge	기능	한계

				•		정부	주도의	창업교육	확산정책에	대한	완충지대	또는	가속구간	부족

⑫	창업보육센터	24)

(개요) 창업보육센터는 창업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창업자에게 시설·장소를 제공하고 경영·기술 분

야에 대하여 지원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장

-	창업보육센터사업자	지정	요건

				•			10인	이상의	창업자가	사용할	수	있는	500㎡	이상의	시설

				•			창업자가	이용할	수	있는	시험기기	나	계측기기	등의	장비

				•		2명	이상의	전문	인력

				•		창업보육사업을	수행하기	적합한	사업계획

중기청 지정 창업보육센터 현황

-		‘13.	3월말	기준,	중기청	지정	창업보육센터는	총	277개이며,	현재	운영중인	BI는	270개(7개	BI는	건립	중),	

5511개의	입주기업을	보육시켜	1만	6665명의	고용창출과	1조	6392억	원의	매출을	창출함.	이는	창업보육

센터의	입주	대상이	창업	후	3년	이내의	기업임을	감안할	때	높은	성과임.

-		창업보육센터는	지역을	대표하는	견실한	중소기업을	양성하는	인큐베이터의	역할을	함으로써	지역	경제

를	활성화	시키고	기술창업과	산학협력을	촉진하는	역할을	수행함.

-		최근	안전행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대학소재	창업보육센터의	사업	수행	내용을	“대학의	고유목적사

업이	아니다”라고	판단하여	창업보육센터에	대해서	5년간	재산세를	소급	부과하는	사례가	급증.

-		교육부와	중소기업청은	창업보육센터를	대학시설로	인정하고	있으며,	창업보육	사업은	수익사업이	아니

라고	판단	함.

연도별 창업보육센터 지정 현황

-		‘92년	최초	지정	후	,	중기청이	건립을	지원하기	시작한	‘98년	(30개)부터	‘01년(279개)까지	3년간	폭발적으

로	증가	(약	10배),	‘03년부터	270~290개	수준	유지

24)	출처	:	대학	내	창업지원단	설립	운영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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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	대학	내	창업지원단	설립·운영방안.	한남대학교	산학협력단(2013.8)

-	보유	주체별	창업보육센터	현황(‘13.3월말)	:	대학과	연구소	보유	BI가	234개(84.5%)	차지

구분 계 대학 연구소 지자체 중진공 기타

BI수 277 209 25 12 6 25

비율 100 75.5 90 4.3 2.2 9.0

[자료출처	:	대학	내	창업지원단	설립·운영방안.	한남대학교	산학협력단(2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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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	창업교육	현황	및	시사점	:	공공/대학/민간	

(1)	정부	및	공공분야	창업교육	

(목표) 청년취업·창업활성화 및 해외진출 지원을 통한 창조경제 실현

-		‘13년	‘창조경제를	견인할	창의인재	육성방안’,	‘대학	창업교육	5개년	계획(’13~17)’을	통해	창업생태계	조성

을	위한	창업교육	대책을	마련함.

-		‘13년	12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법’	개정을	통해	산업교육의	개념에	창업교육을	포함시켜	청년

창업가	양성을	위한	지원기반을	마련함.	

창업교육 시행 부처 및 프로그램 현황

-		창업교육	시행	부처는	교육부,	미래창조과학부,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농림축산식품부,	해

양수산부,	통일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국방부,	산업통상자원부,	법무부,	국가보훈

처,	중소기업청,	방위사업청	등	

-	공공기관	교육사업	및	프로그램의	수

				•		교육사업의	수는	18개	공공기관	총	94개로써,	부	57개(61.5%),	처	2개(1.0%),	청	25개(25.0%),	지자체	10

개(12.5%)	등이며,	교육사업의	프로그램은	총	113개를	운영하고	있으며,	부	73개(64.6%),	처	2개	(1.8%),	

청	28개(24.8%),	지자체	10개(8.8%)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됨.25)	

공공부문 창업교육 전체 현황

구분 부 처 청 지자체 합계

기관
수 14 1 2 1 18

구성비 77.8 5.6 11.1 5.6 100

창업교육
수 57 2 25 10 94

구성비 60.6 2.1 26.6 10.6 100

프로그램
수 73 2 28 10 113

구성비 64.6 1.8 24.8 8.8 100

[출처]	교육부	외	(2016),	창업교육	이슈페이퍼

-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	:	중소기업청의	‘창업에듀’	및	“어린이	CEO	게임’,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YEEP’

		•		(창업	에듀)	온라인	창업교육	인프라로	인터넷과	모바일을	이용한	수강이	가능하며,	강의	주제는	창업기

초,	창업실전,	창업특화,	창업교양	4분야임.

		•	(어린이	CEO	게임)	재미와	함께	창업과	경제개념을	자연스럽게	학습할	수	있도록	지원

		•		(청소년	기업가체험	프로그램	:	YEEP)	교육부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청소년들의	창의성과	기업가정신	

함양을	목적으로	‘15년	9월	개발한	온라인	기반의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으로	오프라인	수업	및	창업경진

대회와	연계하여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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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민간	분야	창업교육	

교육 실시 기관 및 프로그램

-		국내	창업교육	실시	민간기관의	총	수는	86개로	재단법인	17개(19.8%),	사단법인	26개(30.2%),	대기업	5

개(5.8%),	언론기관	6개(7.0%),	창업교육기관	32개(37.2%)

				•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민간	창업교육기관은	유료교육이	많고,	무료교육인	경우는	공공기관의	위

탁교육기관으로	선정되어	교육을	대행하여	운영

-		민간기관의	창업교육	사업	수는	총	112개로	재단법인	26개	(22.6%),	사단법인	28개(24.3%),	대기업	5개

(4.3%),	언론기관	7개(6.1%),	민간창업교육	기관	46개(42.6%)	등이	운영	중임

-		프로그램은	총	187개이며	초·중·고등학생	대상	25개(18.7%),	대학생/일반인	예비창업자	123개(65.8%),	

시니어	4개(2.1%),	기타	25개(13.4%)	등

				•		프로그램의	교육	형태는	187개	프로그램	중	경진대회	7개(3.7%),	캠프	22개(11.8%),	교육	23개(12.3%),	교

육+실습	66개(35.3%),	교육+사업화지원	69개(36.9%)으로	운영	중임.	

-	창업교육	프로그램	대상자별	다양한	콘텐츠의	창업교육	제공

				•			초·중·고등학교	학생	대상으로는	기업가정신	교육,	경제,	금융,	창업실무를	실습과	함께	모의	창업시뮬레

이션	교육	등을	운영

				•			대학생·일반인,	예비창업자들	대상으로는	기업가정신	교육,	창업	실무,	벤처	투자까지	연계되는	스타트업	

육성	교육	및	창업교육전문가	육성	프로그램이	운영됨.

				•		시니어들	대상으로는	은퇴	후	창업을	희망하는	사람과	재기창업이나	전환창업자들을	위한	창업교육을	실

시하고	있음.	

민간기관 창업교육 현황 	(단위:개,%) 

구분 재단법인 사단법인 대기업 언론기관
민간창업

교육기관
학계

기관
수 17 26 5 6 32 86

구성비 19.8 30.2 5.8 7.0 37.2 100

창업교육	

사업

수 26 28 5 7 46 112

구성비 22.6 24.3 4.3 6.1 41.1 100

프로그램
수 35 61 13 11 67 187

구성비 18.7 32.6 7.0 5.9 35.8 100

25)	교육부	외	(2016),	창업교육	이슈페이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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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교육부	외,	2016	창업교육	이슈페이퍼

(3)	국내	대학	창업교육	현황

국내 대학 창업교육은 1970년대 후반 대학에서 중소기업 경영학 과정의 하나로 시작된 이후, 1990년대 후반

에 급속히 성장함.26)

-		2000년대	이후	창업을	독립적인	영역의	정규	교육과정으로	운영하고,	교육내용	또한	실용적인	프로그램

으로	발전됨.

-		시·도교육청	주관으로	실업계	고등학교(현	특성화고)에	도입한	‘비즈쿨	시범학교’나	‘실업고	예비창업제’	및	

‘청소년	창업경진대회’	등	창의적인	도전정신,	창업	마인드	및	기업가정신을	함양하고	다양한	진로선택	기

회를	부여하기	위한	고등학생	대상	창업교육	프로그램을	운영27)

대학의 창업교육은 창업 관련 개념이나, 사업 아이디어 발굴 및 평가, 사업계획서 작성 등 경영일반에서 취급

하지 않는 실용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발전28)

연도 인증명 내용

1970년대	후반-1990년 -중소기업경영론 -경영학	위주의	기업	컨설팅	능력	배양

1990년-2000년

-중소기업론

-중소기업창업론

-중소기업지원체계론

-중소기업	경영지원

-	비학위과정의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	및	

구직난	해소를	위한	창업지원

2000년	이후

-벤처창업론

-창업론

-창업이론과	실무

-창업과	정보기술

-창업과	경영

-경영학에서	다루지	않는	실용적인	교육

-	창업	관련	개념,	창업과정의	개요,	창업의	

결정요인,	사업	아이디어	발굴	및	평가	등

-	사업계획서	작성,	자본조달,	사업운영	

창업윤리,	각종	기업지원제도	등

-대학원	수준의	커리큘럼	운영

[출처]	정차근	(2013),	청년창업활성화를	위한	대학	창업교육의	현황과	과제,	The	HRD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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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대 이후 대학 창업교육의 비약적인 발전에도 많은 창업교육은 ‘(벤처)창업론‘, ‘창업과 경영’ 등 범용적

이고 일반적인 교양 선택과목 수준에 그침.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해 「벤처창업 자금생태계 선순환 방안」(’13.5) 및 「대학창업교육 5개년 계획」(‘13.9) 등의 

벤처창업대책을 통해 확산·정착된 창업지원 사업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짐.

-		정부는	기업가정신·창업교육	강화,	대학·산업체·연구소·지자체	연계	등	정책	추진을	통해	대학을	창조경

제	실현을	위한	주역으로서	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한		창업기지화의	노력을	추진해옴.

구분 2012년 2015년

창업동아리 1,222개(18,027명) 4,070개(38,762명)

학생창업기업 377개(407명) 647개(734명)*

창업휴학제	도입 1개	대학(1명) 200명	대학(160명)

창업학과	설치 13개	대학(772명) 23개	대학(1,514명)

창업	특기생 6개	대학(100명) 16개	대학(257명)

[출처]	창업진흥원	(2015),	대학	창업교육	인프라	실태조사				*	2014년	기준

(4)	국내	창업교육	개선방안

실습 중심 교육 강화 

-		교수	중심의	이론	교육에서	학습자의	참여와	체험이	가능한	현장학습	및	실습	교육을	통해	창업교육의	효

과성	제고	필요

학습자의 문제해결 능력 향상에 초점을 둔 교육 

-		창업교육을	통해	창업과정에서의	문제점	해결과	필요한	행동전략을	수립하게	하여	학습자의	문제해결	능

력을	강화	시키는	기회	제공이	요구됨.	

시뮬레이션 교육 프로그램 활용을 통한 효과성 제고

-		창업에서부터	기업경영에	이르는	전	과정을	가상	시뮬레이션을	통해	체험함으로써	창업과정	체험	및	기업

가정신	함양

-		해외에	비해	국내	창업교육에서는	창업	시뮬레이션	게임을	이용한	교육	프로그램이	개발·활용이	저조하

므로	교육	효과성	제고를	위해	체계적인	시뮬레이션	게임의	개발이	요구됨.

26)	정차근	(2013),	청년창업활성화를	위한	대학	창업교육의	현황과	과제,	The	HRD	Review.

27)	김주미,	오상훈,	양재경	(2007),	우리나라	창업교육	현황	및	발전	방향에	관한	연구-창업대학원을	중심으로.	

28)	정차근	(2013),	청년창업활성화를	위한	대학	창업교육의	현황과	과제,	정차근,	The	HRD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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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해외	창업생태계	현황	및	창업교육	시사점

1)	미국	:	신기술과	혁신의	거점

(1)	실리콘밸리

반도체 컴퓨터, 전기자동차와 각종 소프트웨어를 탄생시킨 실리콘밸리에는 전기전자, 컴퓨터, 바이오 등 각

종 첨단 산업 분야의 기업들이 밀집해 있으며, 새로운 벤처 기업들의 활발한 창업이 끊임없이 이어지면서 전 세계 

기술 트렌드를 주도하고 있음.

-		실리콘밸리가	위치한	미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크고	세계가	늘	주목하는	내수시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경

쟁력	있는	기업과	대학을	중심으로	다양한	기술이나	지식이	끊임없이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로	탈바꿈하

는	미국은	각종	첨단	기술의	테스트와	확보,	비즈니스	실행	등에	가장	적합한	환경이라	할	수	있음.

-		실리콘밸리의	많은	벤처	기업들	역시	미국에서의	성공을	기반으로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여	빠른	성장을	

이어가고	있으며,	한편으로	다른	나라의	많은	벤처	기업들	또한	실리콘밸리로	진출하여	거점을	확보하고	

이를	기반으로	해외	진출을	추진하고	있음.

[자료출처	:	실리콘벨리	해법으로	본	한국형	창업방정식(2013),	LG경제연구소]

실리콘밸리에서는 스탠포드, 버클리 등 세계 유수의 대학을 중심으로 해마다 우수한 인재들이 배출되는데, 

이들의 상당수가 실리콘밸리에서 창업을 선택하거나 지역 벤처 기업으로 입사하고 있음. 이들 대학들은 1960년

대와 70년대에 걸쳐 실리콘밸리의 탄생과 도약을 견인할 수 있었던 기술적 원천이 되었으며, 동시에 우수한 기술 

인력들을 충분히 양산하는 데에 큰 역할을 담당함.

-		오늘날에도	이들	대학들은	전세계의	유능한	인재들을	경쟁적으로	흡수하고	양질의	교육을	통하여	새로

운	기업을	일굴	수	있는	재목으로	양성하고	있음.	또한	실리콘밸리	기업들도	지속적인	투자를	통하여	대학

의	질적	성장에	기여함으로써	대학과	기업	간	밀접한	공존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

-		특히	스탠포드대학은	오늘날	실리콘밸리를	전세계적인	벤처	생태계로	육성하는	데에	가장	큰	기여를	함.	

스탠포드대학	출신이	창업한	기업의	매출은	프랑스의	국내	총생산과	비슷한	2조	7,000억	달러에	이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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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0년대	이래로	동문들이	영위하는	기업은	3만	9,900개,	창출된	일자리는	무려	540만	개에	이른다고	함.

-		무엇보다도	스탠포드대학을	졸업한	학생들의	약	25%가	학교	주변	32km	안에	기업을	세우는	등	졸업	이

후	창업에서도	학교와의	지속적인	연결을	통하여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다는	점이	강점으로	손꼽힘.	

-		이외에도	스탠포드대학은	기업가	정신	센터를	비롯한	연구	기관과	스탠포드	기술	벤처	프로그램(Stanfo

rd	Technology	Venture	Program),	기업가	학생	비즈니스	협회	(Business	Association	of	Stanford	

Entrepreneur	Students)	등	여러	창업	관련	조직	등을	통하여	학생	및	교수들이	자발적으로	창업에	나

서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음.

실리콘밸리는 특히 다른 나라에서 온 이민자들의 적극적인 창업으로 더욱 빠른 성장을 거듭할 수 있게 됨.

-		캘리포니아	지역은	다른	지역보다	높은	25.4%의	이민자들이	거주하고	있으며,	이들이	세운	첨단	기술	기업

이	전체의	31%를	차지하고	있는데,	특히	실리콘밸리에서는	전체	기업의	43.9%가	이민자들이	설립한	기업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실리콘밸리	기업들은	경쟁력	있는	인재들의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미

국이	보다	적극적인	이민	정책을	통하여	보다	많은	우수	인재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		실리콘밸리	지역은	기후	및	주거와	교육	수준의	만족도가	높으며	특히	다양성을	존중하는	관용의	문화가	

조성되어	일찍이	동아시아,	인도,	유럽	등	다양한	지역의	사람들을	끌어	모을	수	있었고,	이들이	다양한	지

식과	기술을	기반으로	활발한	창업에	나섬으로써	벤처	생태계	발전에	큰	기여하였음.	

[자료출처	:	실리콘벨리	해법으로	본	한국형	창업방정식(2013),	LG경제연구소]

미국 벤처캐피탈의 40%가 실리콘밸리에 집중되어 있을 정도로 벤처 기업에 충분한 자금을 공급할 수 있는 

투자 환경이 조성되어 있음.

-		실리콘밸리의	벤처	기업은	비교적	손쉽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으며,	특히	초기	창업부터	기업	상장까지	이

어지는	과정에서	각	단계에	특화된	투자	자본이	풍부하게	형성되어	있으므로	각	기업은	적절한	시기에	필

요한	자본을	유치할	수	있음.	또한	벤처캐피탈	전문기업만이	아니라	포드(Ford)와	제너럴	모터스(GM),	스

타벅스(Starbucks)	등	다양한	분야의	대기업들도	실리콘밸리의	벤처	기업에	전략적으로	투자하고	이들



324

2017 서울창업포럼 정책자료집

의	새로운	아이디어와	기술을	얻는	데에	집중하고	있음.

-		특히	실리콘밸리에서는	갓	태어난	신생	기업에	대한	엔젤	투자(Angel	investment)가	활발하게	이루어지

고	있는데,	이는	가능성	있는	기업들이	창업	초기에	현금	흐름을	창출하지	못하고	사라지는	소위	죽음의	

계곡(Valley	of	death)	단계를	넘는	데에	결정적인	도움을	제공함.	이러한	엔젤	투자는	실리콘밸리뿐	아니

라	미국	경제	차원에서도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		최근에는	초기	기업을	성공적으로	육성시킬	수	있는	인큐베이터(Incubator)와	엑셀러레이터(Accelerat

or)	기업의	활동도	두드러지고	있음.	이들은	초기	기업에게	소액의	자금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창업에	필

요한	공간	및	각종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기업의	빠른	성장	및	안착을	돕고	있음.	현재	유명	벤처	투자자	폴	

그래함(Paul	Graham)이	설립한	엑셀러레이터	기업	와이	컴비네이터(Y-Combinator)를	비롯하여	500	

스타트업(500	Startups),	테크	스타(Tech	Stars)	등	200여	개	이상의	기업들이	실리콘밸리에서	활발하

게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됨.

-		이들	기업들은	신선한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들의	창업을	돕기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혹은	유망한	

인재들을	모아	내부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고	창업을	할	수	있게	돕는	등	다양한	방식의	창업을	지원

하고	있음.	대표적인	엑셀러레이터	기업인	와이	컴비네이터는	설립	후	2011년까지	약	300여개	이상의	창업	

기업을	지원하였으며	에어비엔비(AirBnB),	레딧(Reddit),	드롭박스(Dropbox)	등의	성공적인	벤처	기업

을	탄생시키는	등	그	역량을	인정받고	있음.	

실패의 확률이 높은 고위험 분야 연구에도 지원 아끼지 않는 미국의 R&D 정책 역시 실리콘밸리의 성공요인임

-		군납	시장이	줄어든	1960년대	이후	실리콘밸리에	대한	미	정부의	직접적인	영향력은	크게	줄었지만	정부

는	여전히	R&D	정책을	포함한	다양한	형태로	실리콘밸리	기업들을	포함한	미국	내	창업/중소기업들을	직

간접적으로	지원함.

-		미국	정부의	R&D	관련	조직은	크게	에너지부(DOE),	국방부,	국립보건원(NIH)	등의	정부	부처,	국가과학

재단(NSF,	National	Science	Foundation),	항공우주국(NASA),	방위고등연구계획국(DAFRA)과	같

은	독립	정부	기관,	정부	부처/기관의	지원에	의해	운영되는	연구소등으로	나눠	볼	수	있음.

[자료출처	: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Working	Paper	Series	(2010년	10월),	‘정책조정과	통합을	위한	세계	주요국의	범부처	R&D	사업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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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부처와	기관들은	직접	또는	정부지원에	의해	운영되는	연구소를	통해	R&D를	수행하거나	대학과	기

업	등에	R&D	기금을	제공함.	2013년	4월에	제안된	미국	정부의	2014년	R&D	예산은	총	1,427억	달러에	

이르며	이는	규모	면에서	세계	최고	수준임.

-		미국	정부	R&D	정책의	특징은	개별	기업이	투자하기	힘든	기초연구	및	중요하지만	실패	확률이	높은	고위

험	분야	연구에	투자를	아끼지	않는다는	것임.	국가과학재단	및	국립보건원	등의	기초연구	지원,	항공우주

국	및	방위고등연구계획국(DARPA,	Defense	Advanced	Research	Projects	Agency)	등의	고위험	분

야	연구는	미국	하이테크	기업	경쟁력의	튼튼한	기반이	되고	있음.

-		또한	정부	예산으로	진행된	R&D	결과물이	기업을	통해	성공적으로	사업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음.	

국립보건원,	항공우주국	등의	기관들은	R&D	결과물을	외부에	이전(Out-licensing)하여	사업화로	연

결시키는	것을	주요	미션으로	삼고	기술	이전	부서를	통해	적극적으로	외부	기업과	소통하고	있음.

-		1980년에	통과된	베이-돌	법(Bayh-Dole	Act)은	연방정부의	지원으로	진행된	R&D에	대한	소유권을	연구자

(대학,	기업	등)가	가질	수	있게	함으로써	대학과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고	사업화	가능성을	증대시킴.

-		그리고	정부는	R&D	초기	단계(기초연구,	기술성숙도	1~3단계)에	집중하고	기업은	후기	단계(개발연구,	기

술성숙도	7~9단계)에	집중하여	중간	단계(응용연구,	기술성숙도	4~6단계)의	연결이	부족하다는	반성	하

에	중간	단계에	대한	정부와	기업의	협업을	강화하려는	노력	또한	지속하고	있음.

-		중소기업의	R&D를	지원하는	특화된	프로그램인	SBIR(Small	Business	Innovation	Research)도	존

재함.	매년	1억	달러	이상의	외부	R&D	예산을	가지고	있는	정부	부처/기관의	경우	R&D	예산의	2.5%를	

SBIR을	위해	배정해야	함.	현재	국방부,	에너지부,	국가과학재단	등	11개의	정부	부처/기관이	이에	해당되

며,	제안서를	제출한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심사	후	R&D	자금을	지원하고	있음.

최근에는 일반 소비자 대상 플랫폼(B2C)에서 기업들을 연결하거나 우버처럼 기업과 소비자를 연결시켜주는 

새로운 유형의 비즈니스 (B2B2C), IoT 및 전통 기업의 빅데이터 분석 등 기업의 스마트화와 생산성 향상을 지원

하는 벤처들이 등장하면서 새로운 성공사례를 만들어내고 있음. 

-		인터넷	이용자의	증대,	검색,	미디어,	지도,	상거래	등	다양한	소비자	대상	서비스가	고도화되고	모바일로	

확대되면서	인터넷을	중심으로	다양한	플랫폼	비즈니스가	출현하고	이를	지원하는	디바이스와	네트워크

도	함께	발전하면서	일종의	선순환	관계가	정립됨.

-		실리콘밸리의	투자	사이클은	주로	기술	추세의	변화,	특히	ICT	부문의	기술변화와	이에	따르는	새로운	비

즈니스의	성과에	좌우되어옴.	역사적으로	반도체	등	전자부문의	혁신,	PC	시대의	도래와	기업의	컴퓨팅	

서비스	도입,	이동통신의	확산,	닷컴	버블	이후	인터넷	서비스의	발전에	따른	투자	심리	회복,	최근의	ICT

와	타	산업간	융합	및	글로벌	ICT	대기업의	약진	등이	실리콘밸리의	부침을	주도함.

(2)	보스톤	

보스턴 광역시(Grater Boston)에서는 지역적 구분 상, 전통적으로 128번 국도(Route 128)와 I-95 주변 및 

좁게는 MIT/하버드를 중심으로 캠브리지에 첨단기업 및 창업생태계가 집중되어 있음.

-		Menino	시장(1993-2014)	재직	시절	혁신	경제를	적극적으로	도입해	한	때	물류,	제조,	군수	활동이	활발

햇으나	최근	공터로	남겨졌던	남부	Seaport지역을	장기적	계획을	통해	개발한	끝에	2010년	Innov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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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trict로	지정한	바,	현재까지	약	200여	기관	유치	및	6,000개의	고용	창출	성과를	기록하였으며	도보	

거리로	인접한	캠브리지와	함께	동지역	혁신생태계의	중심	지역으로	부상함.

Innovation District 소재 주요기관은 다음과 같음.

-		벤처카페(Vernture	Cafe):	캠브리지혁신센터(CIC)에서	시작된	벤처카페는	이벤트	주최를	통해,	창업가

들이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고	커뮤니티	결속을	강화하는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으며	District	Hall	내	행

사	담당임.

-		District	Hall:	Innovation	District	의	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상징적•물리적	공간으로	지역	중심에	자

리잡은	공공장소로써	어느	누구나	접근해	커뮤니티를	조성하고	회의실	사용,	전시회	개최,	아이디어	공유	

등	혁신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는	곳임.

-		매스챌린지:	세계	최대의	비영리	액셀러레이터이자	창업경연대회	주관기관으로	매년	약	100	개의	벤처를	

선발해	멘토링,	투자설명회	지원	등	4	개월간	중육성을	통해	최종	대회에서	우승한	기업들에	총	100만	달

러의	창업자금	지원.	매스챌린지의	성공사례를	각국에서	도입하려는	노력이	잇따르고	있으며	실제로	런던	

및	이스라엘에서	매스챌린지	지부(프랜차이즈	형식)	결성함.

-		DryDock	Lab:	최근	보스턴에서는	민간	차원에서	여러	유형의	창업지원센터	제공이	일반화되고	있는	바,	

DryDock	Lab	은	초대형	군수용	빌딩을	개조해	생명공학	벤처를	염두에	두고	wet	lab	및	창고,	사무실	공

간을	임대함.

-		WeWork:	뉴욕시에서	시작된	창업인큐베이터로	1-20	인용	책상/사무실	공간	및	주변시설을	(멤버십	형

태로)	임대하고	창업	공동체	형성,	창업조언	제공.	CIC	와	유사한	개념이며	상대적으로	대중	보급형(pop-	

culture)	이미지임.

-		Factory63:	불필요한	공간	및	주차공간	등	부대시설을	생략/최소화한	초소형	아파트(micro-housing)

로	혁신의	중심지에	거주하고자	하는	젊은	창업인들을	겨냥한	신개념	주택임.

지역적 혁신 성공 요인은 다음과 같음.

-		Carlos	Martinez-Vela	벤처카페	CEO와	Nicole	Fichera	소장(District	Hall)	등은		은	리더쉽,	인프라

에	대한	장기적	투자,	자발적	멘토링	등	풀뿌리	화동(Grassroots	Activities)	등을	지역적	혁신	성공	요인

으로	분석함.		

-		또한	보스턴을	중심으로	한	매사추세츠주는	샌프란시스코와	함께	미국	BT산업을	선도하고	있는	지역임.	

이	지역에서는	하버드대학,	MIT대학과	MGH	(Massachusetts	General	Hospital),	Beth	Israel	Dea

coness	Medical	Center,	New	England	Medical	Center등과	같은	생명과학연구소	및	Merck	&	Co.,	

Inc.	Novartis,	Millennium	Pharmaceuticals,	Pfizer와	같은	세계적인	제약회사,	Biogen,	Genzy

me와	같은	바이오	벤쳐	기업	등을	주축으로	첨단	BT산업에서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음.

보스턴은 바이오텍 관련 벤쳐캐피털 투자의 중심지이기도 함. 매사추세츠주의 BT 클러스터 배경과 성공요인

은 다음과 같음.

-		BT분야에서	세계적	수준의	우수대학,	병원	및	연구소	등이	산재하여	긴밀한	산학합동,	강력한	연구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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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우수	인력	확보	용이함.

-		여유있게	재정을	확보하고	있는	잘	조직된	벤처기업,	우수한	법률회사	및	발달된	IT기업	등이	풍부함하고	

생산	친화적이고	비용면에서	효율적인	입지	및	이상적인	주거	환경이	갖춰짐.

-		(네트워크	구성)	대학,	연구기관,	협회,	조합,	전문컨설팅,	시장조사,	홍보,	벤처	캐피탈	기업	등이	전문적인	

금융·네트워킹	서비스	제공	

-		주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BT	업체	유치	정책을	기반으로	미국	최대	부유한	州중	하나이며	세계	최대시장

인	뉴욕에	근접	

매사추세츠주 주정부는 BT산업을 가장 중요한 경쟁 산업으로 선정하고 집중 육성 지원하고 있음. 

-		매사추세츠주는	BT산업	분야의	세계	최선두지역	유지	및	국제경쟁력	우위를	목표로	우수	연구개발	결과

에	대한	특허권의	조속한	획득	및	세계시장	선점을	통한	국제경쟁력을	확보하려는	경쟁력	강화	전략을	추

진	중에	있음.	

-		매사추세츠	주정부는	BT	클러스터의	성공요인으로	최고	수준의	R&D연구소,	지역	벤처캐피탈,	우수한	

과학자	그리고	우수한	과학을	사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관리능력으로	보고	대업계	서비스,	기술이전지

원,	외국자본의	투자유치	촉진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미국에	서	개최되는	BIO	국제행사에	매사추세츠주

의	BT산업	활성도를	홍보하여	투자	유치에	전력하고	있음.	

-		매사추세츠주의	투자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MOITI는	州	내	가장	경쟁력	있는	산업을	BT산업으로	선정하

고	주정부,	시정부	및	비영리기관의	투자전문가들을	확보하여	투자	고객들의	수요에	즉각	부응할	수	있는	

one-stop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음.	또한	MOITI는	단순한	투자유치업무에만	그치는것이	아니고	자매기

관인	Massachusetts	Export	Center와	협력하여	매사추세츠	주에	투자한	BT기업들의	수출업무까지

도	지원해주고	있음.	

-		아울러	MOITI는	매사추세츠주의	BT	산업	발전을	위해	펀드를	통한	투자재원	마련,	투자	확대에	따른	세

제해택,	우수	인력확보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적정한	부지	마련,	BT기업과	州내	대학	및	연구소등과	산학

연계	프로그램	제공	등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음	.

제조업 혁명을 불러올 것으로 예측되는 동 3D프린팅 혁명은 보스턴 지역에서 가장 활발히 일어나고 있음.

-	MIT	미디어랩	출신의	Formlabs사(Somerville소재)는	3,300달러	가격대의	3D	프린터를	출시함.

-	Matter	Lab사(캠브리지	소재)는	3D	도면을	인터넷	브라우저	창에서	작성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을	개발	중임

-	3-Spark사(보스턴)는	전기전자	장치가	내장된	3D	형상을	제조하는	기술을	개발	중임.

-		3D	프린팅	기업인	MakerBot사는	대당	2,200불인	동사의	프린터에	대한	시장을	테스트하기	위해	작년	

뉴욕	Brooklyn에	이은	보스턴	내	Newbury	거리에	2호점을	개장하는	등	3D	프린팅을	보급화하려는	동	

분야의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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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국	:	내수를	바탕으로	한	창업	활성화

(1)	북경의	중관촌	창업	클러스터

중국의 실리콘밸리라고 불리는 중관촌의 규모는 서울특별시 면적의 약 80%에 해당하는 488km²로 16개 구

역으로 구성됨. 

-		현재	20,000여	개의	회사가	중관촌에	입주해	있으며,	40여	개	대학	캠퍼스와	200여	개의	연구소,	각종	산

학협력센터	등에서	약	1백	8십만	명이	근무	중임.	중관촌	등록은	인터넷,	인공위성,	신에너지,	인공지능,	로

봇	등	11개	첨단산업	관련기업과	연구소로	한정됨.	

-		Google,	Microsoft,	SAS	등	외국	회사	및	관련	연구소가	263개,	국제	마케팅	관련	기관이	40개가	입주

하였으며,	외국인	24,000여	명이	근무하여	글로벌	혁신기술창업지구로	부상하고	있음.	

-		2014년	포춘지가	선정한	글로벌	500대	기업	중	98개사가	중관촌에	입주함.	Lenovo	등	글로벌	중국계	기

업이	46개사,	IBM,	Google	등	미국계	기업이	20개사,	Sony	등	일본계	기업이	9개사,	Siemens	등	독일계	

기업	6개사가	중관촌에	진출함.

 중국 창업투자금의 약 50%가 중관촌에 집중되어 있으며, 20,000여 개 입주기업의 연간 매출이 3,500억 달

러(396조 원)를 돌파함.

-	주요	창업	자금	조달	방식이	은행	대출인	우리나라와	달리,	중국은	투자금	형태로	창업	자금을	조달	받음.	

-		중국	정부는	중관촌의	비상장벤처기업이	자금을	보다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국가통합장외시장

(OTC	시장)인	‘신삼판(新三板)’을	설립하였으며,	중국	정부가	제공하는	창업	지원금도	투자금	형태여서	좀	

더	적극적이고	공격적으로	창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됨.	

-		신삼판을	통해	2015년	6월~9월,	약	4개월간	조달한	기업	투자금은	약	525억	위안(약	9조	5천억	원)에	달

하며,	신삼판에	등록된	기업은	3,721개에	이를	만큼	창업기업의	든든한	자금	조달	창구로	부상함	.

창업
M&A

IPO

지속성장

창업실패

대학,	연구소

일반	창업자

자금투자

(엔젤,	VC,	IB)

IDG,	렌싱투자,	

인베이스트투데이,	

베이지광창투	등

창업지원

(멘토링,	인큐베이팅)

치쿠카페,	

촹커쿵지엔	등

	 	 	 		[자료출처	:	대외경제정책연구원(2015년	7월	28일),	중국	주요	지역의	ICT	창업	환경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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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적인 인재 유치 정책으로 중관촌 입주 기업의 임직원 평균 나이가 33세, 석·박사 인력이 20만 명 이상일 

정도로 중관촌에 고학력 청년들이 몰리고 있음. 중관촌 입주 기업 임직원의 46.5%가 30세 미만일 정도로 많은 

청년들이 창업 기업에서 근무하고 있음.

-	중국	정부는	국가	수준,	북경	시	수준,	중관촌	수준의	인재유인정책을	사용하여	젊은	인재를	확보하고	있음.	

-		일반적으로	인재	유치를	위해	제공되는	패키지는	보조금,	북경시	거류증,	주택자금	지원,	자녀	교육지원,	

연구	착수금	등임	.

-		중관촌은	첨단과학기술을	보유한	대졸자에게	북경	거류증과	의료보험,	주거지원	등을	패키지로	제공하고	

있음.	주거지원의	경우	일반	임대료의	20~30%	정도만	내고	살	수	있는	임대	아파트를	제공함.	

-		북경시	대졸	평균	초임이	3,019위안(약	55만	원)	정도인데	북경	외곽지역	평균	월세(1	bed	room)는	3,425

위안(약	62만	원),	아파트	매매	가격은	10억	원	이상임.	이를	고려하면,	정부의	주거지원은	청년들에게	상

당히	매력적인	유인책임.

-		중관촌에는	2013년	기준으로	206개의	연구기관이	입주해	있으며,	그중	국가핵심연구소는	112개,	국가공

학연구센터는	27개가	설치되어	혁신적인	기술연구를	가능하게	하는	뛰어난	인력풀이	뒷받침되어	있음.

-		중관촌은	베이징대학,	칭화대학	등	40여	개의	대학과	26개의	대학과기원,	34개의	유학생창업단지와	산학

협력하고	있어	우수한	엔지니어,	기술자,	연구	인력	인프라가	탄탄함.

-		협력대학은	중관촌의	인력풀을	제공할	뿐	아니라,	중관촌에	입주한	창업기업에	장비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	산학협력으로	시제품	생산과	같은	초기	투자비용을	절감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음.	

중관촌은 중관촌과학기술관리위원회와 창업지원기관, 창업 인큐베이션센터, 협력대학과 연구소, 국내외 유

수기업이 유기적으로 연계된 창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음. 

-		창업기업이나	창업	준비	중인	팀이	중관촌과학기술관리위원회에	등록을	하면	10여	개의	창업지원기관이	

자금,	회계,	인력	확보	및	관리,	시제품	생산,	법률	등	창업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해	주고	있음.	

-		중관촌에	창업기업으로	등록할	수	있는	공간	확보	기준도	중관촌에	회의실	하나만	임대하는	수준으로	낮

춰	자본이	없는	청년들이	창업할	수	있도록	함.

-		중관촌에는	약	100여	개의	창업	인큐베이터센터가	있어,	많은	창업기업이	전문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됨.

-		정부에서	운영하는	국가과학기술인큐베이션센터(30개)와	국가대학과기원	(14개)에서	인큐베이션	중인	기

업만	총	3,520개이며,	이	두	기관의	인큐베이션	과정을	마친	기업은	4,859개에	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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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	대외경제정책연구원(2015년	7월	28일),	중국	주요	지역의	ICT	창업	환경	분석]

①	선전의	제조업	중심	창업	벨트

선전은 인구 1,000명당 기업이 73.9개, 인구 8.5명당 창업 주체 1명으로 중국 최대의 창업도시임.

-		선전은	풍부한	기술	인력과	함께	공장,	부품	공급상,	유통시스템	등	제조업의	전후방	공급망이	잘	발달되

어	있고,	수많은	금융·투자기관과	전문	창업	인큐베이터·엑셀러레이터들이	모여	있어	효율성이	높은	제조

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음.

-	이는	아이디어를	상품화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을	단축시켜	창업가에게	매우	유리한	환경임.

기업명 창업	시기 주요	분야 비고

ZTE 1985 통신	네트워크	장비,	모바일	기기 시안	항공연구소	출신	엔지니어	6인이	공동	창업

화웨이 1987 통신	네트워크	장비,	모바일	기기 2014년	매출액	465억	달러,	R&D	투자액	66억	탈러

텐센트 1999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온라인	게임 중국	최대	SNS	위챗	운영

DJI 2006 소형	무인항공기 악셀	파트너스*에서	7,500만	달러	투자

주:	*악셀	파트너스(Accel	Partners)는	미국의	페이스북과	드롭박스(Dropbox)가	실리콘밸리에	설립한	벤처캐피털.

[자료출처	:	대외경제정책연구원(2015년	7월	28일),	중국	주요	지역의	ICT	창업	환경	분석]

선전은 풍부한 투자 자본과 우수한 청년 인력, 효율적인 제조 인프라, 정부의 적극적인 창업지원뿐 아니라, 좋은 

사업 아이디어만 있으면 창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창업 인큐베이터와 엑셀러레이터가 활발하게 작동하고 있음.

				-		카페형	창업	인큐베이터인	3W	Cafe는	엔젤투자자에	해당하는	창업	전문	캐피털로	우수한	창업자를	발

굴하고	일원화된	창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임.	창업지원은	6개월간	제공되는데,	인큐베이터,	벤

처	캐피털	투자팀,	헤드헌터팀	등	6개	팀에서	기술지원,	인적자원지원,	회계	및	법률	지원,	마케팅	및	제

품화	지원,	창업교육을	통합	제공함.

-		SCIG(Shenzhen	Creative	Investment	Group)는	문화·교육	관련	창업을	지원하는	회사임.	SCIG는	

48명의	직원이	입주기업의	인력	확보와	공동마케팅,	교육·훈련,	프로젝트	관리,	투자	유치,	법무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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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	등을	지원해	주고	있으며	밸류체인을	만들어	기업의	수익성을	향상시키는	지원도	하고	있음.	입주한	

기업	중에	SCIG의	비전을	공유할	수	있는	회사를	선정하여	자회사로	두고	직접	투자하기도	함.

정부는 선전을 창업의 메카로 만들기 위해 적극적인 지원 정책을 실시함.

-		2014년	6월	중국	최초로	사업자	등록제도를	통합하고	최저	자본금	제도도	철폐하여	창업과	관련한	제도

적	문턱을	낮춤.

-		2015년	창업촉진정책을	실시하여	창업	자금과	창업	임대료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창업자에게	주거	

공간(월세	아파트)과	창업	공간을	패키지로	지원함.

-		매년	3천여	개의	혁신프로젝트	자금을	지원하여	혁신과학기술산업을	육성하고	있음.	잠재력이	높은	기업

으로	선정되면	30만~300만	위안(약	5천	4백만	원~5억	4천만	원)을	지원해주고,	전문성을	갖춘	공공	연

구개발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음.

②	과학기술혁신도시로	재도약하는	광저우

최근 광저우는 저탄소경제, 친환경 기술 및 신생 에너지개발에 힘쓰며 전략적 신흥산업 발전의지를 밝히며, 

중국 내 하이테크 산업 육성 분위기에 발맞추고 있음.

-		활발한	다국적	제조업	연구활동과	첨단기술산업	집중으로	중국은	다국적기업	해외연구개발의	선두지역

이	됨.	그	중	삼각주의	핵심기지인	광저우는	신첨단지역의	개발방향인	저탄소경제,	서비스경제	중심지로	

발전하는	기회를	맞고	있음.

광저우 하이테크기술구에서는 3년 연속 광저우 하이테크 제품 생산액 및 차세대 정보처리기술, 생물과 건강, 

신소재 등 신흥산업가치 증가율은 평균 13%를 상회함. 공업용 로봇을 비롯한 고급 제조업은 비약적 발전을 거치

는 중임.

-	최근	고부가	가치의	첨단기술을	함량한	고급제조업은	광저우	경제의	새로운	동력임.

-		2014년	미국의	유명잡지에	공개한	중국의	혁신선두기업	50개의	명단	중	8개의	기업이	광저우에	입지함.	이	

수치는	베이징	다음	두	번째	순위이며	쿠만쥐(酷漫居),	쥐산수쥐쿠(巨杉數据庫)	등의	기업이	이에	속함.

(2)	중국	정부의	창업	지원	정책

중국은 2014년에만 1,293만 개의 새로운 스타트업 혹은 1인 기업이 탄생하였고, 2015년 1∼4월까지 매일 1만 

개의 기업이 탄생하는 등 새로운 창업 붐이 확산됨. 

-		혁신창업에	각종	자금이	몰리고	개방형	창업공간이	생기는	등	인프라가	크게	개선되고,	정부정책도	큰	비

용을	투자하지	않고	창업할	수	있도록	공간	및	자금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등	창업에	유리한	방향으로	전환

되면서,	전반적으로	창업의지가	고조되고	있음.	

-		국무원은	2014년	2월	「등록자본등기제도	개혁안」을	통해	최소	창업	자본금	요건을	철폐하였고,	2015년	1

월	총	400억	위안(약	7조	원)	규모의	‘국가신흥산업	창업투자	촉진기금’	조성방안을	발표하여	차세대	ICT,	

환경,	바이오	등	신흥산업	분야의	스타트업을	중점	지원한다는	방침임.

-	아울러	2015년	3월	대중	창업공간	확대를	포함한	8가지	조항의	대중	혁신창업	장려정책을	발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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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혁신창업 플랫폼 역할을 하고 있는 과학기술창업 인큐베이팅 (科技企.孵化器)센터는 중국 전역에서 

1,500여 개가 운영 중(2013년 기준)이며, 입주기업과 창업자 수는 각각 7만 8,000개, 158만 3,000명에 달함.

-		1990년	무렵	중국은	과학기술의	산업화를	위하여	전국의	하이테크	산업단지에	과학기술창업	인큐베이팅

센터를	집중적으로	설립하기	시작했으며,	1,468개의	센터(2013년	기준,	그중	34%에	해당하는	504개가	

국가급)를	운영	중임.	

이 밖에도 창업 단계별 . 요소별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고자 대학과학기술단지 (94개소), 엑셀레이팅센터(6

개), 국가급 생산성촉진센터(251개), 기술이전기구 (274개) 외에 기술금융서비스 및 국제 창업협력서비스 센터 등

을 운영 중임.

-		과학기술창업	인큐베이팅센터	내	인큐베이팅	중인	기업은	약	7만	8,000곳(2013년	기준)으로	총	3,309억	

위안의	매출을	기록하였으며,	약	436억	위안(누계)의	창업투자를	받았음.	

-		인큐베이팅센터를	성공적으로	졸업한	기업은	2013년까지	총	5만	2,000개에	달하며,	이	중	200여	개	기업

은	증시에	상장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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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독일	:	Industry	4.0을	통한	전략적	혁신	

(1)	독일의	창조경제:	Industry	4.0	

독일은 제조업 경쟁력이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으나 전세계 경쟁이 심화되는 등 문제에 대응하고 미

래 경쟁력도 높이기 위해 Industry 4.0의 제조업 진화 전략을 추진 

-		(정의)	Industry	4.0은	제조업과	같은	전통	산업에	IT	시스템을	결합하여	생산	시설들을	네트워크화하고	

지능형	생산	시스템을	갖춘	스마트	공장(Smart	Factory)으로	진화하자는	것임.	

-		(전망)	독일	국가과학위원회(Germany’s	national	academy	of	science	and	engineering)는	Indust

ry	4.0을	통해	산업	생산성이	30%	향상될	것으로	전망함.	

-		독일은	유럽	총	제조업	부가가치의	30%를	차지하고	경상수지	흑자도	2011년	이후	중국을	제치고	세계	1위

를	유지하는	등	제조업	경쟁력이	높게	평가	

-		독일	내에서도	제조업은	2012년	기준	총부가가치의	22.4%,	일자리	부문에서도	제조업	직접	고용	727만

명,	제조업	서비스	등	간접고용	710만명으로	전체의	약	35%를	차지하며	국가	경제의	중추로	역할	

-		최근	독일	제조업은	대외적으로는	전세계	제조업	경쟁이	치열해지고,	대내적으로	인구구조	변화	등에	따

른	노동	생산성	제고	등의	다양한	문제에	직면함.	

-		독일	제조업은	대외적으로는	전세계	비중이	하락하고	미국,	일본의	제조업	강화	전략	등으로	경쟁이	치열

해지는	문제들과	내부적으로는	노동	생산성	제고,	자원	효율성	증대	등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함.	

(2)		Industry	4.0의	추진	배경	

독일이 전세계에서 차지하는 제조업의 부가가치와 상품 수출의 비중 점차 하락 

-		독일이	전세계	제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미국,	일본	등에	비해서는	하락폭이	낮았지만	1995년	8.9%에

서	2011년	6.5%로	점차적으로	낮아진	반면,	중국의	비중은	동기간	4.4%에서	21.0%로	급등	

-	독일의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도	2000년대	중반까지	9.5%대를	유지했으나	2011년	8.7%로	하락	

생산인구가 감소하는 등 인구구조적 변화가 빠르게 진행 

-		독일의	생산인구는	1995년	5,570만	명에서	2005년	이후	빠르게	감소하면서	2012년	기준	5,410만	명으로	

160만	명이	감소했고,	노인부양비율(65세	이상	인구/15~64세	인구)은	1995년	22.5%에서	2012년	31.4%

로	급등	

-		EU의	인구추계에	따르면,	독일의	생산인구는	2013년부터	2025년까지	2012년보다	약	500만	명	줄어들

고	노인부양	비율도	40.2%1)로	2013년보다	8.8%p	높아지는	등	인구구조의	변화가	빠르게	진행	

고임금 사회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노동 생산성의 꾸준한 제고가 필요 

-		2000년대	이후	노동	비용	상승은	낮게	유지됐지만	임금	수준	자체가	높기	때문에	생산성을	꾸준히	제고해

야	함.	

-		독일의	2011년	기준	임금(구매력	기준)은	40,200달러로	일본	35,100달러,	프랑스	38,100달러,	한국	

35,400달러	등에	비해	높은	수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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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2008년까지	평균	0.1%	상승으로	낮게	유지되던	단위	노동	비용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인	

2009~2012년까지	평균	2.2%로	높아지는	등	상승세가	지속	

에너지 등 자원의 효율성 제고도 중요 

-		독일은	에너지	자국생산	비중은	낮지만,	제조업의	비중이	높은	만큼	에너지	사용량은	많아	자원의	효율성

을	높여나가야	함.	

-		독일의	에너지	자급률(1차	에너지	중	자국생산	비중)은	40.1%로	미국	85%,	중국	89.2%에	비해	절반	수준이나	

최종	에너지	소비량은	2010년	기준	226.8백만	MTOE(백만	석유환산톤)로	중국,	미국	등에	이어	5위를	기록	

-		특히,	에너지	등	자원	소비	비중이	높은	제조업의	비중(총	부가가치	대비	기준)은	2011년	기준	독일이	

22.6%로	미국	12.6%에	비해	높게	조사됨.

(3)	독일	Industry	4.0의	주요	내용	

Industry 4.0는 독일 정부의 하이테크 전략으로 2013년 들어 본격적으로 추진함. 독일은 ICT와 기계 산업의 

융합을 통해 ‘제조업의 완전한 자동 생산 체계를 구축하고 모든 생산 과정이 최적화(스마트 생산)’시키는 것을 목

표로 함.

-		Industry	3.0에서는	생산	부분별	최적화	실현은	가능하나	최적화된	완성품은	생산되지	못할	수	있는	반

면,	Industry	4.0에서는	제품개발부터	상품	제조,	이후	서비스	단계까지	모든	공정의	최적화가	가능	

Industry 4.0은 사물 인터넷(Internet of Things)을 통해 완전한 정보 교환과 정보를 활용한 최적의 생산 

시뮬레이션이 가능하고, 이를 바탕으로 최적의 상품 제조 플랫폼이 조성됨으로써 생산의 모든 단계뿐만 아니라 

완성품의 최적화도 가능. 반면, Industry 3.0 에서는 생산 공정간 수직/수평적 분리, 제한된 정보교환 등으로 부

분적 최적화에 그침. 

Industry 4.0은 기존 생산체계를 스마트, 그린 및 도심형 생산으로 변화 

-		스마트	생산은	고정밀,	고품질,	고객	맞춤형·소량	생산,	그린	생산은	자원	효율성이	높고	지속가능한	생

산,	도심형	생산은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	생산	공장이	위치하는	것으로	변화	

[자료출처	:	현대경제연구원	VIP	리포트(2013년	10월),	“독일의	창조경제:	Industry	4.0의	내용과	시사점	-	제조업의	진화	전략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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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독일	인공지능연구센터(DFKI)는	세계	최초로	‘스마트	공장‘을	실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고	시

험	가동	중이며,	지멘스,	보쉬	등	대기업들도	사이버	물리	시스템의	구축을	통한	생산	공정의	스마트화에	적

극	참여		

-		원료,	생산,	물류,	서비스,	제품까지도	모두	임베디드	시스템을	통해	네트워크에	연결되고	사이버	물리	시

스템(CPS)29)을	통해	생산	과정을	통제함.	

[자료출처	:	현대경제연구원	VIP	리포트(2013년	10월),	“독일의	창조경제:	Industry	4.0의	내용과	시사점	-	제조업의	진화	전략이	필요하다”]

29)	사이버	물리	시스템(CPS,	Cyber	Physical	System)은	사람뿐만	아니라	사물	인터넷까지도	확대됨으로써	생산에	필요한	모든	정보가	교환되고,	최적화된	

상품	제조가	가능하도록	만들어진	상품	제조	플랫폼으로	스마트	공장의	생산과정을	통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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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창업교육의	새로운	방향	

가.	창업교육	혁신	모델	제언

1)	창업교육자	역량	강화	

(1)	강사의	역량	정의

McClelland는 역량을 직무 기준에 근거한 효과적이고 우수한 경영성과와 인과관계가 있는 개인의 기초 특

성으로 정의함.30) 

-		기초	특성이란	다양한	상황에서	개인의	행동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해주는	개인	성격의	심층적이고	지속적

인	측면을	말하며,	인과관계가	있다는	것은	역량이	행동이나	수행의	원인이며,	따라서	행동과	수행을	예측

할	수	있다는	의미임.

-		역량이라는	용어는	기존의	지능검사나	적성검사가	실제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개인의	성취를	타당하게	예

언할	수	없으며,	실제	삶	속에서	성공적인	성취를	위하여	수행에	드러나는	역량을	측정해야	한다는	문제의

식	아래	학문	분야에서	논의의	대상이	되기	시작했음.

Spencer & Spencer31)는 McClelland의 역량에 대한 기본정의를 보다 구체화하여 조직에서 특정 그룹에 대

한 역량을 어떻게 개념화 할 수 있는지를 제시함.

			-	역량을	3가지	개념을	바탕으로	아래와	같이	정의함.

			-		첫째,	역량은	개인의	내적인	특성이다.	이	특성은	“개인의	내적특성으로서	다양한	상황이나	직무에서	일

반적으로	나타나며	비교적	장시간	지속되는	행동	및	사고방식을	의미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역량을	개

발가능	정도에	따라	특질(trait),	동기(motive),	자기개념(self	concept),	지식(knowledge),	기술(ski

ll)인	5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으며,	이	중	지식과	기술은	개발하기	쉽지만	동기,	특질,	자기개념은	<그림	

2-1>과	같이	감춰진	부분이기	때문에	파악	및	개발이	어렵다고	함.

30)	McCelland,	D.(1985),	“Testing	for	competency	rather	than	for	intelligence”,	American	Psychologist,	Vol.	28,	No.	1,	pp.1-14.	

31)	Spencer,	L.	M.,	Spencer,	S.	M.(1993),	“Competence	at	work”,	Models	for	superior	performance,	NJ:	John	Wiley	&Sons.

32)	진미석,	손유미,	주휘정(2011),	“대학생	핵심역량	진단체제	구축	방안	연구”,	교육행정학연구	제29권	제4호	통권	제84호,	pp.461-486.

33)	오헌석(2007),	“역량중심	인적자원개발의	비판과	쟁점	분석”,	경영학	연구	제47집,	pp.19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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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시적	부분

표면:	계발가능

내면:	계발어려움

감춰진	부분

스킬

지식

자기	개념

특질

동기

특질

지식

태도

가치

자기개념

스킬

지식

출처:	Spencer	&	Spencer(1993);	이홍주(2014),	전게논문,	p.18	재인용.

-		둘째,	역량은	인과관계를	가진다.	역량은	동기,	특질,	자기개념을	통해	기술적인	행동을	예측할	수	있고,	역

량에는	항상	의도가	포함됨.	이러한	기술적	행동은	업무성과로	이어진다.	예를	들어,	지식이나	기술적	역

량의	이면에는	반드시	동기,	특질,	자기개념이	있어서	지식과	기술을	발휘하도록	추진력을	제공함.	다음	

<그림	2-2>에서와	같이	역량은	성과지향적	특성을	가짐.

개인적	

특성

의도

행동

행위

직무수행

결과

결과

•동기

•특질

•자기개념

•지식

•기술

출처:	Spencer	&	Spencer(1993);	양은하(2010),	“교수역량(Teaching	competency)	진단도구	개발	:	A대학	사례를	중심으로”,	이화여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셋째, 역량은 준거를 참조하며, 어떤 사람의 우수성이나 무능력을 구체적인 준거나 기준에 의해 예측할 수 있음.

-		진미석,	주휘정,	손유미는	역량은	단순히	전문지식과	기술을	의미하지	않고	다양한	환경에서	문제를	해결

해	나갈	수	있는	종합적	수행능력을	포괄하는	개념이라고	함.32)

-		오헌석은	일반적으로	역량은	‘직업에서	주어진	과업이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능

력’이라고	정의함.33)

-	시대별	역량의	다양한	학문적	논의들이	발전하여	응용되어	적용된	연구자별	역량의	의미는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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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역량의	정의

McClelland(1973) 현장에서의	우수한	직무성과를	예측하게	하는	개인의	내재적	특성

Klemp(1980) 어떤	개인이	어떤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	성공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하는	내재적	특성

Boyatzis(1982)
외적	성과	준거에	비추어	평가하였을	때	효과적인	행동과	인과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개인의	일반적인	

지식,	기술,	특질,	동기,	자기이미지	혹은	사회적	역할

McLagan(1982) 직무나	역할	수행에서	뛰어난	수행자와	관련된	개인의	능력	특성

Fletcher(1991) 규정된	기준에	따라	직무	활동을	수행하는	능력

Carbin(1993) 바람직한	목표나	성과를	달성하기	위하여	개인이	알아야할	것과	할	수	있는	것을	포함하는	능력

Dobious(1993) 역량은	삶에서의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데	사용되는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특성

Spencer	&	Spencer(1993)
특정한	상황이나	직무에서	구체적인	준거나	기준과	인과적으로	우수한	성과를	가능하게	하는	동기,	

특질,	자기개념,	지식,	기술	등	개인의	내적	특징

Stribler	&	Bevans(1996) 업무영역에서	새로운	상황에	지식과	기술을	전이하는	능력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개념

Parry(1996)

개인이	수행하는	업무의	주요한	부분들에	영향을	주고	업무성과와	관련성이	높고,	조직에서	널리	

받아들여지는	성과기준에	대비하여	측정될	수	있으며,	교육훈련과	개발을	통하여	개선될	수	있는	

지식과	기술,	태도의	집합체

Rothwell(1999) 우수	수행자와	평균수행자의	차이를	설명해주는	행동

Schippmann(1999) 역량은	측정가능하고,	업무와	관련되고,	개인의	행동적	특징에	기초한	특성	또는	능력

Green(1999) 직무	목표달성에	사용되는	측정	가능한	업무	습관	및	개인적	기술에	대한	증거	자료

출처:	오헌석(2007),	전게논문,	김명선(2014),	“초등교사의	직무역량과	학교조직효과성의	관계”,	경인교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최미나는 교수역량은 가르침이 일어나는 맥락에서 형성되는 복잡한 활동에 관련되고, 교육훈련과 개발을 통

해 개선될 수 있는 지식,기술,태도의 집합체라고 함.34) 

박보경은 기업교수자의 역량을 다음과 같이 정리함.

첫째,	이미지관리,	교수자의	자세,	마케팅이	포함된	자기관리	역량

둘째,	태도와	커뮤니케이션이	포함된	대인관계	형성	역량

셋째,	지식과	교안준비가	포함된	체계화된	교육준비	역량

넷째,	표현력이	포함된	교육진행	역량

마지막으로	학습자의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변화	유도	역량.35)

(2)	강사의	역량	측정모형

1988년	국제연수협회는	학습전문가에게	요구되는	14가지	능력을	발표하였으며,	교수자에게	가장	포괄적으

로	요구되는	능력은	아래와	같음.

34)	최미나(2006),	“대학에서의	교수역량	분석을	통한	효과적인	교수역량	진단	방안	탐색”,	청주대학교	학술연구소.	이홍주,	전게논문,	p.21	재인용.

35)	박보경(2009),	“기업교육교수자의	역량에	관한	연구”,	숭실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36)	양은하(2010),	전게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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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자에게 포괄적으로 요구되는 능력> 

1)	학습자료와	학습자	정보분석

2)	교수환경의	완비	확인

3)	교수자로서의	신뢰확립과	유지

4)	학습환경의	관리

5)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

6)	효과적인	프리젠테이션

7)	효과적인	질문능력과	기법

8)	학습자의	피드백	요구	충족

9)	교수방법의	적정	활용

10)	강화와	동기유발

11)	효과적인	매체	이용

12)	학습자	성취도	평가

13)	교수활동	평가

14)	평가정보의	기록,	유지

출처:	Gelley,	J.	W.,	Eggland,	S.A.(1990),	“Principles	of	human	resource	development,	Boston”,	M.A.,	:	Addison-Wesley	Publishing.	장한별(2011),	

“기업교육강사의	강의	전문성	발달	연구”,	숙명여대	여성인적	자원개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양은하는	교수의	역량을	강의역량과	기본역량으로	나누고36),	이	중	강의역량은	확고한	교육철학,	전문적	교

과지식,	강의개발,	강의운영,	퍼실리테이션,	커뮤니케이션,	성취도	평가	및	피드백,	강의	효과성에	대한	8개의	역

량으로	구성하였고,	조직역량을	포함한	기본역량은	학교에	대한	자부심,	직업윤리	및	도덕적	가치,	열정적	태도,	

학생에	대한	애정과	관심,	다양성의	존중,	자기개발	및	글로벌	마인드의	역량으로	구성하였음.	

영역 진단항목 영역 진단항목

Ⅰ.	강의역량

확고한	교육철학

Ⅱ.	기본역량

학교에	대한	자부심

전문적	교과지식 직업윤리	및	도덕적	가치

강의개발 열정적	태도

강의운영 학생에	대한	애정관심

퍼실리테이션 다양성	존중

커뮤니케이션 자기개발

성취도	평가	및	피드백 글로벌	마인드

강의효과성에	대한	자가진단	및	성찰

출처:	양은하(2010),	전게논문.

(3)	창업교육	강사의	역량	모델링

현재 창업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강사들의 역량을 살펴보면 첫째, 창업학, 경영, 마케팅 등을 전공하였거나 학

문적 지식이 있어야하고, 둘째, 실제로 창업을 하여 성공 혹은 실패 경험이 있어야하고, 셋째, 기업체 강의 경력이 

풍부한 강사들이 주로 강의를 하고 있음.

-		즉	창업교육	강사란	미래에	창업을	희망하는	예비창업자	또는	현재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창업자에게	

학문이나	지식	전달	뿐만	아니라	경험을	통해	토대로	기업가정신을	포함한	아이템	검증,	비즈니스모델,	경

영,	기술,	마케팅,	단계별	각	기관이나	벤처캐피탈	또는	엔젤투자자로부터	성공적인	투자금	유치	등	창업의	

시작부터	창업지원	및	경영	성공을	위해	지식을	가르치는	것뿐만	아니라	교육의	목표를	이해하고	비전을	

제시하며	실행력을	키워줄	수	있는	사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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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교육 강사에게 요구되는 역량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음.

-		첫째,	전문성이다.	강사는	창업에	대한	충분한	지식과	깊은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하며,	학생들의	질문에	

충분한	답을	할	수	있어야함.	그리고	교과목에	대한	지식을	지속적으로	연구하여	강의에	활용

-		둘째,	교수기법으로,	강사의	자기관리와	커뮤니케이션,	강의운영임.	강사는	직업윤리	및	도덕적	가치관을	

갖추고	있어야하고,	이미지관리,	강의	시	교수자의	자세,	강의스킬,	마케팅	등

-		셋째,	수업방식의	하나인	퍼실리테이션임.	창업교육은	다른	교육과	달리	교육생의	창의력과	자신감,	실행

력,	창업의지	등을	끌어내야함.	이유는	창업교육의	목적이	다른	교육과	달리	생활의	불편에서	오는	아이디

어나	혁신적인	아이디어	및	기술개발을	끌어낼	수	있게	하여야	하고	아이디어를	구체화시켜	사업화하여	실

제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함.

-		그리고	최근	정부나	엔젤투자자	또는	벤처투자자들에게	사업계획서를	발표하여	단계별	투자를	받을	수	있

도록	해야	하는데	이러한	모든	것들이	교육생에게	동기를	부여하여	자발적으로	행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하기	

때문임

<창업교육 프로그램 참여 시 지원 사항>

구분
전체

인원 비중(%)

취업박람회	직접체험 55 24.0

취업지원센터를	통한	상담 48 21.0

전문가의	창업	경험에	대한	강의 53 23.1

창업	동아리에	대한	재정적	지원	및	활성화 34 14.8

학교에서	창업아이템	활성화	교육 39 17.0

총계 229 100

출처:	김재동(2007),	“實業界	高等學校	創業敎育(bizcool)의	影響과	進路選擇에	關한	硏究,	숭실대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넷째,	인성	및	태도임.	강사가	아무리	창업	지식과	학문이	풍부하고	경험이	많다	해도	교육생을	대하는	태

도가	열정적이지	않고	학생들과의	유대	관계가	맺어지지	못하면	교육생의	자발적	참여를	끌어내기	힘듬.	

특히	창업교육은	창업의지와	연결이	되어있기	때문에	더욱	교육생을	대하는	태도가	적극적이고	교육생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갖고	있어야	함.

-		다섯째,	프로그램	개발	및	수업설계.	강사가	수많은	이론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자신만의	콘텐츠가	있고	

강의	노하우가	있다	하여도	교육생을	이해시키지	못하고	수업에	참여시키지	못한다면	강사의	만족도는	낮

아질	수밖에	없음.	

-		여섯째,	창업여부이다.	김재동의	연구37)를	보면	창업교육프로그램	참여시	지원사항	설문	항목	중	‘전문가

의	창업	경험에	대한	강의’가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옴.		 	 	 	 	 	

그리고	황보윤의	연구38)에	따르면,	창업대학원	교수진에	대한	만족도조사에서	‘그저	그렇거나	불만족’으로	

응답한	이유를	자세히	보면,	‘실무경험이	부족한	교수가	많다’	43.3%,	‘깊이	없는	강의를	한다.’	17.7%,	‘땜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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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으로	교수를	투입	한다’	13.3%,	‘준비가	부족한	교안이	많다’	6.2%	순으로	나타남

-		실제	창업학이라는	학문이	있지만	학문을	익힌다고	하여	창업에	성공하는	것이	아니므로,	위	연구의	내용

에서	보는	것과	같이	창업	교육에서는	다른	학문과	다르게	교육생들이	강사의	실무경험을	통해	실전을	익

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	이러한	이유로	창업	강사에게는	창업경험도	역량이	될	수	있는	것임.

(4)	창업교육의	강사	역량강화	

창업교육의 활성화 방안으로써 창업교육의 강사 역량강화가 필요함.39)

-		창업교육	강사의	역량을	향상시켜	더욱	전문화	된	콘텐츠와	창업유형	및	각	분야별	맞춤	프로그램을	수업

하고	있는	창업교육	강사가	설계하여	교육의	품질을	높이고,	교육생들의	창업의지를	효과적으로	제고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자	선행연구를	통하여	도출한	창업교육	강사의	역량의	구성요소	19개를	강사의	전문

성,	수업방식,	인성	및	태도,	프로그램	개발	및	수업설계,	창업유무의	5개의	범주요인으로	분석

-		분석의	결과는	첫째,	창업교육	강사의	역량	중	전문성,	수업방식,	프로그램	개발	및	수업설계	순으로	교육

생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됨.	둘째,	교육생	만족도는	창업교육	강사의	수업방식,	인성	

및	태도,	프로그램	개발	및	수업설계를	통한	창업의지가	향상될	수	있도록	부분적으로	정(+)의	영향을	미

치며,	창업교육	강사의	전문성과	창업유무는	창업의지를	향상	시키는데	교육생	만족도가	매개	역할을	하

는	것으로	분석됨.

도출된 결과에 의하여 창업교육 강사의 5가지 역량은 전문성, 수업방식(퍼실리테이션), 인성 및 태도, 프로그

램 개발 및 수업설계, 창업유무 중 전문성, 수업방식(퍼실리테이션), 프로그램 개발 및 수업설계가 교육생 만족도

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는 근거를 확보할 수 있었음.

-		그리고	창업교육	강사의	역량과	창업의지의	관계에서	교육생	만족도의	매개효과	분석에서는	전문성과	창업

유무가	완전매개로	교육생	만족도가	창업의지를	강화시켰고,	수업방식(퍼실리테이션),	인성	및	태도,	프로

그램	개발	및	수업설계에도	부분매개로	창업의지를	강화시키는	경로가	부분적으로	존재함이	입증되었음

-		따라서	교육생	만족도로	인해	창업교육	강사의	역량과	창업의지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이	향상될	수	있

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이에	창업교육	강사들은	교육생들의	창업의지를	높이기	위해	창업교육	강사의	역

량인	전문성을	높여	기업가정신	함양,	소자본부터	기술창업의	각	분야별	전문지식과	사업계획서	작성법,	

공공기간	및	벤처캐피탈	또는	엔젤투자자로부터	투자유치	및	자금	지원	방법,	회계,	사업자등록	절차,	마

케팅,	네트워킹,	인사조직	경영,	리스크	관리	등의	영역별	전문성을	갖추어야	함.

-		아울러	창업의	시작단계라고	할	수	있는	아이디어	도출	및	창의성을	발취하여	독특한	제품을	개발하거나	신

기술을	만들어	낼	수	있도록	교육생에	맞는	다양한	수업방식을	기존의	교수법과	같은	주입식	교육이	아니라	

퍼실리테이션	기업을	개발하고	수업내용을	개발	및	설계하여	교육생	만족도를	높여야	창업의지가	향상	될	수	

있을	것임.

37)	김재동(2007),	“實業界	高等學校	創業敎育(bizcool)의	影響과	進路選擇에	關한	硏究,	숭실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38)	황보윤,	최종인(2012),	“창업교육을	위한	교육자	양성”,	한국벤처창업학회,	벤처창업연구	제7권	제1호,	pp.207-214,	제7권	제2호	pp.143-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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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온라인	창업교육	플랫폼	구축	및	활성화

(1)	온라인	창업교육	플랫폼	구축	배경	및	목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이 창업도전을 위한 환경 조성과 예비 창업자를 위한 열린 창업 지원체계를 구축

하여, 사회의 창조적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자 지속적으로 노력중임. 

-		지금까지	추진되어	온	다양한	창업교육과	지원제도	등	축적된	창업생태계	양적	기반을	점검하고,	창업교

육	편차	해소,	교수자	역량강화,	개방과	공유,	효과적인	정보	교류	등을	위한	창업교육	고도화	방안에	대한	

정책적	요구	증가			

<온라인 창업교육 플랫폼 구축 배경>

창업에 관한 다양한 콘텐츠와 정보 제공 및 교류 가능한 개방형 시스템 구축

		•		창업과	관련한	다양한	정보와	창업에	필요한	지원을	받는	공간

		•		선후배	및	또래	학생들과	즐겁게	상호작용/공유/협업의	공간

		•	단계별	학습과	과제를	통해	체계적인	창업	준비

		•	쌍방향의	교류와	협업을	통해	동반	성장하는	공간

		•		우수한	사업계획의	비교와	선의의	경쟁을	통한	성장	기회

		•	창업	전문가	및	투자자의	멘토링	등	네트워킹	기회	제공	

		•	크라우드	펀딩,	대학	펀드	연계	등	사업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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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온라인	창업교육	플랫폼	구축의	필요성

(창업경험 교육자 부족) 대학 내 창업경험 보유 교육자가 충분하지 않아 창업 도전에 필요한 실전창업 노하우 

제공 부족

국내외	창업경험을	보유한	교육자의	노하우	활용도를	높여	실전	창업에	필요한	경험이	전수될	수	있도록	지

원	필요

(교육방법 진화) 기술적으로는 스마트 교육 시대를 맞아 모바일 기기를 활용하고, 교실을 벗어나 시장 속에서 

해답을 찾아가는(paper work→ field work) 교육방법 실현 필요

미국을	중심으로	린스타트업	방식*이	창업교육에	적용되어	현재는	과학기술	분야에서도	시장중심	창업	및	

기술개발	실현	중

아이디어를	빠르게	최소	요건	제품으로	만들어	시장의	반응을	통해	다음	제품	개선에	반영.	‘만들기-측정-

학습’	을	빠르게	반복적으로	실행하여	지속적인	혁신	추진	가능

체험과	실습이	중요한	창업교육의	특성	상,	PBL,	flipped	learning	등	학생주도의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

는	것이	중요해지고	있음.

3)	체험형	창업교육	활성화	

(1)	현황	및	문제점

활용 가능한 창업교육 시뮬레이션 프로그램 부족

창업교육	분야의	시뮬레이션	게임	활용에	대한	인식이	낮아	해외의	다양한	창업교육용	시뮬레이션	게임에	

비해	국내에는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부족하고,	실제	개발된	프로그램의	활용도	제한적임.

‘Fun’ 요소를 지닌 다양한 가상 실습·체험용 시뮬레이션 필요

게임의	재미와	몰입을	통해	창업과정	체험	및	기업가정신	교육이	가능한	국내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의	부족

-		창업진흥원의	어린이들을	위한	‘어린이	CEO	게임‘이	개발되었으나	대학생	및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흥

미와	몰입을	유발하는	창업교육용	시뮬레이션	게임의	개발이	요구됨.

실질적인 창업과 기업경영 체험이 가능한 프로그램 

현실	기반의	가상	데이터와	기업환경을	토대로	구축된	시뮬레이션	게임을	통해	실질적인	창업의	전	과정	체

험이	가능한	시뮬레이션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교육	효과	제고

-	소진공의	‘창업의	신(GodStore)’	개발	계획(案)이	확정되었으나	예산	상의	제약으로	개발이	지연되고	있음.

온·오프 융합을 통한 쌍방향 학습 인프라 필요

교수(멘토)와	학생	간	상호작용을	통한	교육	효과가	높다는	연구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동영상을	통한	일방

향	학습	비중이	높음.

-	창업교육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온·오프라인을	연계한	쌍방향	학습이	가능한	플랫폼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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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인 멘토링과 기업 경영 컨설팅을 위한 개방형 플랫폼 필요 

대학생을	포함한	(예비)창업자들이	창업과정에서	직면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고,	창업기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속적인	멘토링을	제공할	수	있는	개방형	플랫폼	구축을	통해	크라우드	소싱을	통한	개방형	혁신

(Open	innovation)	가능

(2)	체험형	창업교육	활성화	추진방안

①	교육방법

교수와 학생 간 상호작용 확대

-		교수	중심의	이론교육에서	학생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창업	아이디어	도출,	문제해결	능력	향상,	창업세계

를	직·간접적으로	체험하는	기회	제공	

		•		엔턴십과	코리아펜은	각	분야	멘토들이	온라인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오프라인	멘토링을	제공함으로써	창

업과정의	현장감	제공

		•		GoVenture	프로그램과	Startup	Game은	다양한	역할	수행	과정에서	팀별,	개인별로	스타트업	및	기업

의	실질적인	경쟁	환경을	간접적으로	체험

온·오프라인을 연계하는 교수법 

-		국내	창업교육은	오프라인	혹은	온라인	동영상을	활용한	학습	비중이	높아	창업교육의	효과성	제고를	위

해	온·오프라인을	연계하여	교육효과를	제고할	수	있는	교수법	개발	필요

②	교육	프로그램

영역별 세분화된 프로그램 개발 

-		기업가정신,	창업	사업계획서,	재무/회계,	인사,	마케팅/영업	등	창업의	전	과정에	필요한	다양한	교과목	

개설이	요구됨

-	창업기업의	규모,	산업별로	세분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전	창업교육	제공

		•		GoVenture	프로그램	및	Startup	Game은	산업분야별,	산업규모별로	세분화된	시뮬레이션	게임을	제

공하여	학습자는	실질적인	창업	및	기업경영	경험이	가능

•			개발	예정인	‘창업의	신’(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상권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창업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게임	형태로	체험하는	기회	제공

체험 및 실습 가능한 프로그램 확대 

-		현실기반의	데이터와	기업환경을	기반으로	한	시뮬레이션	게임을	통해	실질적인	창업	과정을	체험하여	교

육	효과	제고

게임과 재미를 결합한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통해 흥미 유발

-	각	주제별로	오락적	요소를	지닌	시뮬레이션	게임이나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제공하여	참여자의	흥미	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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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교육수단

모바일 앱 서비스로 창업교육 접근성 향상 

-		스마트폰의	대중화로	언제	어디서나	사용가능한	모바일	콘텐츠를	제공함으로써	수요자의	니즈에	부합하

는	창업교육	콘텐츠와	서비스	제공

참여자 간 네트워킹 가능한 플랫폼 구축

-		온라인	플랫폼에	멘토와	대학생,	대학생	창업자들을	간	네트워크	기능을	구축하여	창업	관련	활동이나	

창업	이후	기업경영에	대한	다양한	평가와	피드백을	제공함으로써	창업교육	인프라의	지역적	격차	해소

정보교류를 위한 플랫폼의 창업 교육·지원기관 연계 기능  

-		창업교육	및	창업지원	관련	정부	및	민간기관을	연결하여	정보교류를	확대하고,	해외	기관과도	교류를	확

대함으로써	글로벌	창업	플랫폼으로	개발

<창업교육 효과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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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초록

연구기간	 2017년	5월	1일	~	2017년	9월	8일

연구과제명	 스타트업-창업	관련	혁신클러스터	및	마케팅시스템	연계방안	 	 	 	

	 (혁신센터에	국한되지	않는	포괄적인	연구)	

연구책임자	 이문숙

참여	포럼위원	 김태우,이문숙	(총	2명)

색인어	 한글	

	 혁신클러스터,창업허브,마케팅,비즈니스모델,마케팅	플랫폼

	 영어	

	 Cluster,Startup	Hub,Marketing,Business	Model,Platform

요약

1.	 클러스터는	주요	산업	클러스터,	서울시	창업지원기관,	정부	창업보육센터,	대학	창

업보육센터	및	민간	지원기관을	총칭한다.

2.	 마케팅시스템은	마케팅	자동화	툴,	빅테이터	분석	툴,	비즈니스	분석	툴,	온라인	검

색	툴	및	마케팅	플랫폼으로	구성된다.

3.	 건강한	창업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혁신클러스터를	하드웨어적	기반으로	활

용하고	마케팅시스템을	소프트웨어적	요소로	접목하여야	한다.

4.	 마케팅	자동화	툴은	마케팅의	전체	프로세스에	영향을	미친다.(명확한	목표	설정,	

마케팅	컨텐츠	점검,	목표	실행을	위한	툴	선별,	컨텐츠	제작,	컨텐츠	배포와	홍보	및	

전파,	지속적인	인사이트)	

5.	 혁신클러스터는	지역전략산업,	지식기반	환경,	제도	거버너스	등의	혁신환경,	네트

워크로	구성된다.

6.	 혁신클러스터의	장점은	지리적	집적,	특화를	통한	집적효과,	네트워크의	형성,	혁신

이다.

7.	 혁신클러스터의	구조는	기반을	갖춘	대기업,	신생	창업기업과	중소기업,	대학	및	연

구기관,	지원조직,	중앙	및	지방정부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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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문 ]

제	목

스타트업	-	창업	관련	혁신클러스터	및	마케팅시스템	연계방안

(혁신센터에	국한되지	않는	포괄적인	연구)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창업자	및	창업기업을	양산하기	위한	건강한	창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혁신클러스터	및	창업센터의	하드웨어

적	역할을	강화하고	마케팅시스템을	소프트웨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을	연구하고	이를	시정에	활용

할	수	있도록	제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연구의	내용	및	범위

혁신클러스터란	수평	또는	수직적으로	관련된	기업과	혁신	주체(대학,	연구소,	정부,	지원기관)들이	상호작

용을	통해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창출하는	결집체	또는	이러한	활동이	발생하는	지역을	지칭한다(국가균형발전

위원회,2007).	또한	클러스터	또는	기술혁신	클러스터의	경우	제한된	밀집	지역에서	특정	산업에	관련된	기업,	

대학,	연구기관,	다양한	참여주체들이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	네트워크로	정의되기도	한다.	

서울시는	각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각	지역별	특화산업단지를	추진	중에	있다.	상암DMC는	방송사와	언

론사를	중심으로	한	종합미디어단지,	마곡일반산업단지는	국내	최대의	R&D	종합산업단지로	IT,	나노	바이오	

산업을	중심으로	특화하고	있으며,	구로동과	가산동	일대를	G밸리라	칭하며	지식기반산업과	제조업을	중심으

로	특화하고	있으며	창동차량기지와	도봉면허시험장	일대는	문화산업	및	바이오	등	미래	먹거리	육성에	힘쓰고	

있다.	홍릉	일대에는	바이오	벤처기업과	연구소	중심의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있으며	강남,	송파지역에는	국제업

무복합지구를	마이스	산업의	중심지로	개발하고	있다.

서울시는	서울창업허브(www.seoulstartuphub.com)를	통해	창업이	궁금한	사람,	창업에	관심있는	사람	

및	창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한	종합센터를	구축하였으며,	한번에	창업지원	프로그램과	

창업센터를	찾아볼	수	있도록	하였으며,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갖추었다.	이는	건강한	창업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혁신클러스터의	단계는	성장·안정기로써	혁신클러스터	간	융합	및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수	있도록	정

책목표를	세우고,	네트워크를	고도화하고	전문인력을	제고하고,	스핀오프를	지원하는	단계로	나아가야	함을	제

언하는	바이다.

“마케팅	자동화는	마케팅의	전체	프로세스에서	영향을	미친다.	구매가능성이	높은	새로운	고객을	발견하

고,	고객과의	초기	관계를	형성하고	고객	접점을	극대화하는	등	효과성과	효율성	모두를	제고하도록	도와준다.	



353

다섯, 마케팅분과

또한	마케팅이	궁극적으로	리드와	재무적	성과로	연결되는	관계를	보다	분석적으로	살펴보도록	도와준다.”	센드

버드가	정의하는	마케팅	자동화	툴의	이점이다.	특히	마케팅	자동화	툴이	기여할	수	있는	영역이	더욱	확대되고	

있다.	적은	인력이	다양한	채널에서	빠르게	고객	접점을	늘려가야	하는	스타트업이나	소규모	조직에선	그	중요성

이	더욱	강조된다.

마케팅	자동화	툴이	스타트업에게	주는	효과는	매우	높으나	해외에서	개발된	것들이	대부분이라	국내	스타

트업들이	적용하기에	어려움이	많았다.	해외	스타트업에서	정리된	글을	인용하여	마케팅	업무를	최적화	할	수	있

도록	도와주는	마케팅	자동화	툴을	소개한다.	

로깅	툴을	결정했더라도	사전에	키워드	조사와	측정	주제에	대한	검색이	필요하다.	이는	웹사이트나	블로그

로의	검색	유입량을	확보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사전	작업	중	하나이다.	두	툴은	상호	보완적	성격이	존재하며,	구

글	키워드	플래너를	통해	수집한	키워드를	롱테일프로를	통해	분석하면	고려해야	하는	키워드에	대해	보다	인사

이트	있는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예비창업자가	창업에	이르게	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상상에	불과한	아이디어의	단초로부터	구체적인	실행

모델과	결과물을	만들어주는	방법을	찾아	나가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비즈니스	모델	혁신을	통해	사업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고	정착시기를	단축시키고	있다.	스타트업의	초기	비즈니스모델과	사업계획이	전문적인	비즈니스	

모델	분석툴을	통해	더욱	구체화되고	혁신화될	수	있도록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	툴을	소개한다.

비즈니스	모델은	기업이	어떻게	돈을	버는	지	보여주는	것이다.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는	9개의	가장	중요한	비

즈니스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블록들의	유기적인	연결을	통해	어떻게	기업이	수익을	창출하는지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키프리스는	특허정이	보유한	국내외	지식재산권	관련	모든	정보를	DB구축하여	이를	이용자가	인터넷을	통

하여	검색	및	열람할	수	있도록	한국특허정보원이	운영하는	대국민	특허정보검색	서비스이다.

국내뿐	아니라	해외의	특허까지	검색이	가능하여	해외수출을	고려한	기업들의	니즈를	만족시키고	있으며,	

특허정보의	특성상	검색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초보자를	위한	맞춤형	검색,	단계형	검색을	통해	원하는	정보

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대화형으로	구성한	점과	동영상	매뉴얼로	구성한	점은	사용자를	충분히	고

려한	사용성이	매우	우수하다	하겠다.

기대시장에서	발생되는	마케팅플랫폼	사례인	커넥티드카의	기사와	새롭게	생성되는	마케팅	플랫폼의	사례

인	마켓잇의	기사를	통해	스타트업이	열어가는	새로운	마켓에	대한	기대를	예상해본다.	

마켓잇은	평균	14K의	팔로워를	거느린	인스타그램	약	6,000명의	인플루언서들이	자신의	광고	역량에	따른	

할인	가격에	샘플	상품을	받고	포스팅	하거나,	포스팅과	마켓	생성	및	상품	판매	등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신

개념	솔루션이다.

3.	연구결과

예비창업자	및	스타트업	기업을	위한	건강한	창업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서울시	지원	사업은	혁신클러스터

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각	혁신클러스터와	창업센터별	특성화된	기능과	연결된	현신클러스터간의	시너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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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출할	수	있는	네트워킹을	강화할	수	있는	하드웨어적	맵을	구성하고	이를	기업들에게	정보	제공할	수	있는	장

을	마련해야	하며,	여기에	마케팅적	지원을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마케팅시스템을	접목시킬	수	있는	실질적인	

맞춤형	창업지원이	필요하다.

최근	산업계는	매우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진	소규모	스타트업	기업이	대규모의	신규	

마켓을	만들어	내는	혁신의	시대이다.	이에	창업기업	지원시스템도	변화에	발맞춰	나갈	수	있도록	새롭게	제시되

고	있는	마켓의	트렌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민관협력체제를	강화하여야	한다.	작지만	잠재력을	가

진	아이디어들이	사장되지	않고	씨앗을	틔울	수	있는	건강한	창업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서울시가	그동안	

구축한	하드웨어적	기반을	융합하고	신기술을	접목한	마케팅시스템을	도입하여야	하며,	이는	예비창업자에게는	

창업	기반을	제공하고	스타트업	기업에게는	조기	정착과	성장의	기반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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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서  론 ]

1.	연구	목적

서울시	창업포럼	마케팅	분과는	창업자	및	창업기업을	양산하기	위한	건강한	창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혁신

클러스터	및	창업센터의	하드웨어적	역할을	강화하고	마케팅시스템을	소프트웨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을	연구하고	이를	시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연구	방법

스타트업	기업들과	예비창업자들이	혁신클러스터를	이해하고	현황과	역할을	파악함으로써	혁신클러스터	

및	창업센터를	하드웨어적	창업기반으로	활용하고	기업이	생존하고	성장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적	기반으로	다

양한	마케팅	지원시스템을	제시하여	창업의	원활한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는	지원방안과	시정활용에	필요한	제

언을	결론으로	한다.		

<연구수행체계>

연구	개요

혁신클러스터	이해

마케팅시스템	사례	제안

결론	및	정책제언

혁신클러스터	현황

•혁신클러스터의	개념

•한국의	산업단지와	클러스터

•혁신클러스터	정점	및	구조

•서울시	혁신클러스터	현황

•서울시	창업센터	현황

•혁신클러스터	단계별	수행

•마케팀	툴	사례

•비즈니스모델	분석툴	사례

•마케팅	플랫폼	사례

•결론

•정책제언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연구의	범위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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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대효과

서울시는	성공적	창업과	성장을	위해	그간	다양한	정책과	많은	노력을	경주하여	왔으며	그	가장	핵심에는	건

강한	창업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에	있다고	할	것이다.	마케팅	분과에서는	서울시에서	구축하여	온	하드웨어적	기

반의	활용을	좀	더	용이하게	하고	마케팅시스템을	소프트웨어적으로	도입하고	활용함으로써	스타트업	기업들이	

어려워하는	초기	사업개시와	조기	사업정착부분에	대한	지원방안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하드웨어와	소프트웨

어가	동시에	작동할	경우	실패에	대한	두려움보다	성공에	대한	자신감이	더욱	상승할	것으로	기대한다.

<순환도>

<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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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본  론 ]

1.	혁신클러스터	분석

가.	혁신클러스터의	정의	및	특성

클러스터(Cluster)란	본래	포도송이를	말하며	집단이나	군집을	의미하는	단어로,	혁신클러스터란	지역의	

대학,	공공연구기관,	관련	기업	등의	혁신	주체들이	지리적으로	집적하여	기술혁신을	이루는	산학연	네트워크의	

집합으로	정의를	할	수	있다.		

혁신클러스터의	환경으로는	지역	전략	산업을	육성하고,	지식기반	환경을	이루어야	하며,	제도	및	관리의	혁

신	환경을	이루고,	활발한	네트워킹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지역 전략 산업 

-	지역	육성	산업	및	연관	산업,	혹은	지식	기반	산업	육성	

지식 기반 환경 

-	인프라	구축을	통하여	어디서나	자유롭게	정보	습득	및	공유	

제도 및 관리의 혁신 환경 

-	지식	및	기술	인프라의	혁신	지원,	지자체의	혁신적인	지원	관리	시스템

네트워킹 

-	산학연	연계협력을	통한	혁신	시너지	환경	구축	

혁신클러스터의	필요성과	관련해서는	전	세계	글로벌	경쟁이	날이	갈수록	심해지면서,	지식과	기술의	집적을	

통한	혁신이	필요해지고	있다.	지식	및	기술	기반의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대학,	공공	연구기관,	기업	등의	혁

신적인	협력	및	네트워킹으로	기반이	절대	필요하게	되었으며,	인적	네트워킹,	투자	문화	활성화,	자유로운	소통	

문화의	필요성도	대두되고	있다.	

기술	혁신	주기가	매우	단축	되어서	산학연의	협력이	절대	필요한	상황이며,	기술	개발의	속도	및	집중화도	매

우	중요해	졌다.	선진국들도	대학,	기업	및	공공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을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글로벌	

기술	개발	및	산업	육성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융합	및	자유로운	소통	또한	정성적으로	필요한	상황으로	미래	첨단	산업에	대한	아이디어	교류,	기술	및	산

업	교류,	자유로운	투자	문화	및	멘토링	문화도	혁신클러스터에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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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클러스터>

1)		해외	클러스터	현황	(정부	주도	및	자생적	혁신클러스터	등)

(1)	미국	실리콘밸리(자생적	성장	클러스터)

-	SW	및	ICT	산업	주도

-	우수한	대학	중심의	자생적	혁신클러스터

-	자유로운	창업생태계를	바탕으로	R&D	진행	중

-	자유로운	소통	및	투자	문화

(2)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리서치트라이앵글파	(지방정부	주도	클러스터)

-	IT	및	BT	산업	주도

-	장기적인	비전	제시	및	산학연	협력	공간	조성

(3)	대만	신주과학단지	(중앙정부	주도	클러스터)	

-	반도체,	컴퓨터	및	통신	분야	주도

-	우수	인재	및	기업	유치

-	인프라	구축	지원	

2)	국내	혁신클러스터	현황(중앙	및	지방정부	주도	클러스터)	

(1)	연구	개발	특구	(중앙정부	주도	클러스터)

-	지역내	대학,	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	협력

-	창업생태계	활성화	및	네트워킹	지원	

-	연구개발특구	지정	(대덕,	광주,	대구,	부산,	전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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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암	DMC(지방정부	주도	클러스터)

-	정보미디어,	디지털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산업	육성	

-	서울산업진흥원	관리	

(3)	경기도	혁신클러스터	현황	

	 ①	판교	테크노밸리	(661,925m2	/	민간기업	중심)

	 -	IT	융합	및	SW	중심의	혁신클러스터

	 -	(구)경기과학기술진흥원	판교테크노밸리	지원	본부	관리

	 ②	광교	테크노밸리	(269,404m2	/	공공기관	중심)

	 -	BT,	NT	및	IT	융합	기술	중심의	혁신클러스터

	 -	(구)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및	경기과학기술진흥원	관리	

	 ③	안산	사이언스밸리	(1,957,806m2	/	산학연	중심)

	 -	전자	정보통신	및	메카트로닉스	중심의	혁신클러스터

	 -	경기테크노파크	관리

	 ④	현재	계획/조성	중인	경기도	혁신클러스터

	 -	동탄	테크노밸리,	광명/시흥	융복합	클러스터,	수원	R&D	사이언스파크	등

나.	한국의	산업단지와	혁신클러스터

한국의	혁신클러스터는	기업이	자생적으로	조성되는	자생형	클러스터도	상당	부분	존재하지만	보다	특징적

인	클러스터	유형은	정부가	클러스터의	조성과	기업유치,	사후관리	및	지원까지	책임을	지는	정부	주도형	산업단

지	클러스터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의	경우	1964년	한국수출산업공단(현	서울디지털단지)	조성을	시작으로	시작

된	계획입지형	산업단지가	2013년	기준	1,033개에	달하고	있다.	

초기에는	국내외	기업의	인위적인	집적	및	유치를	위해	제조업	기업의	생산	중심	산업클러스터	형태의	산업단

지를	조성하였다.	그러나	상당수의	산업단지가	전국적으로	조성되고	생산	중심의	집적지로서의	역할이	한계에	

도달한	성숙기에	와서는	이들	생산형	산업단지를	네트워크와	혁신활동,	대학	및	연구소	등	지식	창출	및	확산	기

관들과의	연계를	축으로	하는	혁신형	클러스터로	전환하였다.	

그	결과	한국의	산업단지는	단순한	생산기지가	아니라	기업이	필요로	하는	지식과	정보가	공유되고	대학	및	

연구소,	각종	지원기관,	기업들이	네트워크화가	이루어져	지적	자원이	공유되고	확산되는	혁신클러스터로	업그

레이드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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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혁신클러스터의	장점

1)	지리적	집적

입지	측면에서	다수의	기업들이	집적	내지	집약(concentration)되어	있으며	집적의	효과(agglomeration)

를	통해	생산성	향상	등의	긍정적인	효과의	확보를	위해서는	일정	수준	이상의	집적	규모를	반드시	필요로	한다.

2)	특화를	통한	집적	효과

특정	산업이나	분야의	관련	기업이나	지원기관들이	근접하여	입지	할	경우	특화를	통한	생산성	향상	등이	이

루어진다.	이러한	지역화	경제의	효과는	다양한	실증적	분석	등을	통해	입증된	바	있으며	각	기업은	생산성	향상	

등의	긍정적	효과를	통해	성장을	하게	되며	해당	지역은	관련	기업의	추가적인	유치가	가능해져	더	많은	집약이	

이루어지는	등	지속가능한	성장	동력	역할을	하게	된다.

3)	네트워크의	형성

네트워크를	통해	클러스터	각	구성주체들이	정보와	지식교류를	활성화	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혁신과	창업	

등	다양한	형태의	성과가	나타나게	된다.	특히	이러한	네트워크는	단순히	물리적으로	모여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소통을	통해	연계를	맺고	협력이	활성화	되는	단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협력과	소통은	다각적인	측

면에서	발생한다.

4)	혁신

	하드웨어	중심의	단순	제조업에서	지식기반	중심의	산업구조로	변화하기	위한	핵심	요소가	혁신(innovati

on)이며	정부는	기업의	혁신을	활성화하고	그	성과를	구체화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클러스터는	이

러한	혁신이	활성화되기	위한	필수	요소인	고급인력,	기업,	금융	등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단기간	내	다양한	

주체들이	협력하여	혁신의	성과를	확산시킬	수	있는	기반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개별입지보다	유리한	환경을	기

업에	제공한다.

라.	혁신클러스터의	구조

1)	기반을	갖춘	대기업

클러스터의	성공적인	형성과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해서는	거점(anchor)	역할을	하는	대기업의	존재가	필요

하다.	중소기업만으로도	클러스터의	구성이나	형성은	가능하나,	대기업이	특정	기업지역이나	클러스터에	존재

하는	경우	이들	기업과	직간접적인	관계를	가진	관련	기업들이	집약적으로	입지하게	되기	때문에	자생적	클러스

터	구성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즉	이들	기업이	중소기업의	수요자	역할은	물론	시장(market)이	되기	

때문이다.	삼성전자가	입지한	수원	지역에	다수의	전자,	전기	관련	기업들이	입지하게	된	사례,	현대자동차가	소

재한	울산지역이	자동차	부품,	기계	등	관련	기업들의	대표적	인집적지가	된	것도	이들	거점	기업의	소재지라는	

장점이	크게	작용	한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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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생	창업기업과	중소기업

클러스터에	입지하는	기업들과	해당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창업하는	신생	창업기업들은	집적의	효과와	네트

워크를	통한	협력,	지식의	공유	등을	통해	생산성이	향상되며	경쟁력을	확보하게	된다.

3)	대학	및	연구기관

클러스터	소재	기업들에	지식의	공유화	확산을	가능하게	하는	원천	(resource)	역할을	수행한다.	새로운	기

술의	스핀오프(spin-off)를	통한	창업	촉진은	물론	기술적	지식을	상업화하고	기술의	개량	등을	통해	시장	접근

성을	높이도록	하는	등	기업의	경제활동	전반에	걸쳐	경쟁력	향상에	기여한다.	성공한	클러스터의	경우	다수의	

특허와	연구력을	보유한	대학이나	연구소가	주변의	기업과	왕성한	교류와	협력을	통해	상승효과를	누리는	경우

가	많다.

4)	지원조직

클러스터	주체간의	협력과	네트워크	활성화를	지원하는	지원기관을	의미한다.	중앙	또는	지방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아	기업에	대한	보조금,	연구시설	제공,	테스트	베드	제공	등을	추진하거나	마케팅	활동	지원이나	세무,	

법률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경우도	있다.	민간	주도로	운영되는	컨설팅	조직이나	협동조합	형태의	지원기관도	존

재하며	다양한	형태의	지원조직이나	인력들이	클러스터	활동에	참여한다.

5)	중앙	및	지방정부

클러스터	활동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정부기관을	의미한다.	지방정부	주도로	운영되거나	지원을	받

는	지역	성격이	강한	클러스터가	있는	반면	수출주도형이나	국가차원의	전략산업	육성	목적으로	중앙정부	차원

에서	조성되는	클러스터도	존재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1960~1970년대	자유무역지대나	외국인투자지역,	산업

공단	등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조성,	운영되었으나	90년대	이후에는	지방자치제가	활성화되면서	지역단위의	산

업단지나	계획입지들이	지속적으로	조성된	바	있다.

마.	서울시	혁신클러스터	현황

서울시는	각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각	지역별	특화산업단지를	추진	중에	있다.	상암DMC는	방송사와	언

론사를	중심으로	한	종합미디어단지,	마곡일반산업단지는	국내	최대의	R&D	종합산업단지로	IT,	나노	바이오	

산업을	중심으로	특화하고	있으며,	구로동과	가산동	일대를	G밸리라	칭하며	지식기반산업과	제조업을	중심으

로	특화하고	있으며	창동차량기지와	도봉면허시험장	일대는	문화산업	및	바이오	등	미래	먹거리	육성에	힘쓰고	

있다.	홍릉	일대에는	바이오	벤처기업과	연구소	중심의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있으며	강남,	송파지역에는	국제업

무복합지구를	마이스	산업의	중심지로	개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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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특화산업단지>

바.	서울시	창업센터	현황

서울시는	서울창업허브(www.seoulstartuphub.com)를	통해	창업이	궁금한	사람,	창업에	관심	있는	사람	

및	창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한	종합센터를	구축하였으며,	한번에	창업지원	프로그램과	

창업센터를	찾아볼	수	있도록	하였으며,	다양한	지원프로그램을	갖추었다.	이는	건강한	창업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는	것이다.	

 <서울창업허브 비전과 미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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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창업센터맵>

사.	혁신클러스터	성공요인과	제언

Lyon	and	Baruffi	Jr.(2011)은	미국	미시간	지역의	전기자동차	클러스터	사례를	분석하면서	성공적인	클러

스터를	만들	수	있는	조건들에	대해	선행연구	등을	토대로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주요	성공요인들에	대해	살

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성공요인은	특화된	지식의	공유와	이전을	가능하게	하는	네트워크(network)와	주체	간	협력관계

(partnerships)	구축이	잘	작동하고	있는지의	여부이다.

두	번째,	요인은	혁신	시스템의	역할이다.	기술적	측면에서의	R&D	뿐만	아니라	기술	상용화	역량,	디자인,	마

케팅,	인력	개발	등	비즈니스	전	분야에	걸친	혁신의	존재	여부가	클러스터의	성공	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이다.

셋째,	해당	클러스터	지역의	노동의	숙련도	내지	기술력	수준이다.

넷째,	거점기업(대기업)의	역할이다.

다섯째,	벤처캐피털이	초기	상업화	단계에서	활성화되어	있는지	여부이다.

여섯째,	해당	지역의	수요가	매우	특화(sophisticated)되어	있고	경쟁을	유발할	경우	클러스터의	성공가능

성이	높아진다는	분석이다.

일곱째,	클러스터	조성시	기존에	존재하는	기업들과의	역할	분담	내지	보완적	관계의	구축이	필요하다는	것

이다.

현재	혁신클러스터의	단계는	성장·안정기로써	혁신클러스터	간	융합	및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수	있도록	정

책목표를	세우고,	네트워크를	고도화하고	전문인력을	제고하고,	스핀오프를	지원하는	단계로	나아가야	함을	제

언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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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마케팅시스템	사례	

하드웨어적	기반의	혁신클러스터와	창업센터의	현황을	파악하여	보았으며,	이제는	스타트업	기업이	조기	정

착할	수	있는	다양한	마케팅시스템을	사례를	통해	제시하면서	정책적으로	지원시스템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

언한다.

가.	마케팅	자동화	툴

“마케팅	자동화는	마케팅의	전체	프로세스에서	영향을	미친다.	구매가능성이	높은	새로운	고객을	발견하

고,	고객과의	초기	관계를	형성하고	고객	접점을	극대화하는	등	효과성과	효율성	모두를	제고하도록	도와준다.	

또한	마케팅이	궁극적으로	리드와	재무적	성과로	연결되는	관계를	보다	분석적으로	살펴보도록	도와준다(Sen

dbird.com).”	센드버드가	정의하는	마케팅	자동화	툴의	이점이다.	특히	마케팅	자동화	툴이	기여할	수	있는	영역

이	더욱	확대되고	있다.	적은	인력이	다양한	채널에서	빠르게	고객	접점을	늘려가야	하는	스타트업이나	소규모	조

직에선	그	중요성이	더욱	강조된다.

렌드스콜드그룹1)이	밝힌	바에	따르면	‘특정	산업에서	경쟁자를	압도하는	성장률을	보인	회사의	약	63%가	

자동화된	마케팅	툴을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단체	아버든그룹2)의	발표에	따르면	마케팅	자동화	툴을	

이용하는	회사들의	경우는	평균적으로	경쟁사	대비	약	53%	높은	구매전환률을	나타냈으며,	경쟁사들의	평균	

연간	매출	대비	3.1%	높은	성과를	보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3)	

이와	같이	마케팅	자동화	툴이	스타트업에게	주는	효과는	매우	높으나	해외에서	개발된	것들이	대부분이라	

국내	스타트업들이	적용하기에	어려움이	많았다.	해외	스타트업에서	정리된	글을	인용4)하여	마케팅	업무를	최적

화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마케팅	자동화	툴을	소개한다.	

1)	Cyfe	(www.cyfe.com)	

마케팅	뿐	아니라	전체	회사	관점에서	관리가	필요한	다양한	지표를	한눈에	관리하게	도와주는	툴로써,	소셜	

미디어에서의	고객	참여현황,	이메일	세일즈/마케팅	관련	사항	정리,	개별	프로젝트의	성과까지	회사의	현황을	

관리하기	위한	다양한	지표를	하나의	대시보드에서	살펴볼	수	있도록	하였다.

1)	http://www.lenskold.com/content/landing_2013_B2b_Lead_Generation_Marketing_ROI

2)	https://www.act-on.com/blog/70-new-really-marketing-automation-stats/	3)	https://brunch.co.kr/@sendbird/4	

4)	https://brunch.co.kr/@sendbird/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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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yfe capture image>

2)	Google	Analytics	(www.google.com/analytics)	

만약	사이트	혹은	나의	서비스	안에서	일어나는	데이터에	집중할	수	있는	간편한	도구를	찾는다면	최선의	선

택인	툴이다.

<Google Analytics capture image>

3)	ScreamingFrog	SEO	Spider	Tool	(www.screamingfrog.co.uk/seo-spider)	

현재	보유한	마케팅	콘텐츠를	점검하고	관리하는	데에	유용한	툴로써	데스크탑	어플리케이션으로	설치가	가

능하며,	웹사이트의	링크,	이미지,	CSS,	스크립트,	SEO	관점에서	앱에	대한	분석	등을	인덱싱하여	정리한다.	웹

사이트가	고객을	불러일으키는데	적합한지를	평가하고	싶은지를	평가하는데	유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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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reamingFrog capture image>

4)	URL	Profiler	(www.urlprofiler.com)	

콘텐츠가	포함된	각	웹사이트	페이지의	로딩	속도,	모바일	친화	정도,	소셜	공유,	가독성	등의	요소들을	평가

하고,	한눈에	들어오는	스프레드	시트에	정리해	준다.	간편하지만	당신의	페이지	성과를	쉽고	편하게	나타내	주

는데	유용하다.

<URL Profiler capture image>

5)	Buffer	(www.buffer.com)	

이제	마케팅	활동	전반을	지원할	구체적인	툴을	소개하면	많은	훌륭한	툴들이	존재하지만	그	중	스타트업에	

적합한	사례를	소개하겠다.	우선	관리해야	하는	소셜	미디어의	계정이	2개를	넘어간다면	Buffer와	Hootsuite,	

Lktopost가	시장을	세	개로	분할하고	있다.	직관성과	간편한	UI	측면에서	Buffer를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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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ffer capture image>

⑥	GetResponse	(www.getresponse.kr)	

자동화된	이메일	툴로써	수신자의	행동에	따른	자동화된	팔로우	업	메일	설계가	가능하며,	프로모션을	기획	

시	이벤트	페이지와	렌팅	페이지용	템플릿이	제공된다.

<GetResponse capture i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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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WordPress	(www.wordpress.org)	

콘텐츠	제작을	위한	블로깅	툴에는	웹사이트와	일관된	아이덴티티를	강조하거나	공유와	확장성을	중시하느

냐에	따라	선택이	나뉜다.	워드프레스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콘텐츠	관리	시스템(CMS)	중	하나이다.	

<wordpress capture image>

8)	Google	Keyword	Planner	&	Long	Tail	Pro	(www.longtailpro.com)	

블로깅	툴을	결정했더라도	사전에	키워드	조사와	측정	주제에	대한	검색이	필요하다.	이는	웹사이트나	블로

그로의	검색	유입량을	확보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사전	작업	중	하나이다.	두	툴은	상호	보완적	성격이	존재하며,	

구글	키워드	플래너를	통해	수집한	키워드를	롱테일프로를	통해	분석하면	고려해야	하는	키워드에	대해	보다	인

사이트	있는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9)	Link	Collider	/	ViralContentBuzz	(www.viralcontentbuzz.com)	

콘텐츠	제작이	완료된	후	가장	중요한	것은	많이	공유되도록	하며	전파될	수	있는	범위를	넓히는	것이다.	블

로그에	올리고,	페이스북과	트위터에	올리는	것만으로는	폭발적인	트래픽을	모으기	어렵기	때문에	링크콜리더,	

바이럴콘텐츠버즈와	같은	콘텐츠	큐레이션	및	북마킹	사이트를	이용할	필요가	있다.

10)	GrowthHacker	(www.growthhackers.com)	

	해외에는	마케터와	세일즈	담당자를	위한	인사이트를	지속적으로	제공해주는	수많은	사이트가	존재한다.	

이중에서도	공유가	많이	되고	실례가	풍부하게	담겨있는	글들이	공유되는	사례를	소개한다.	그로우쓰해킹에	대

한	인기에	힘입어	매일	유명	스타트업의	성공	스토리	등을	소개하는	사이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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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https://brunch.co.kr/@sendbird/4	

11)	inbound.org	(www.inbound.org)	

인기있는	포럼으로	마케팅	및	세일즈	실무	담당자의	글이	가장	빠르게	트렌딩	되는	포럼	중	하나이다.

12)	HubSpot	blog	(blog.hubspot.com)	

전	세계적으로	콘텐츠	마케팅을	가장	활발히	잘하는	기업으로	유명한	허브스팟의	기업블로그로	글	자체는	

가벼운	글들이	다소	많으나	그들이	콘텐츠를	만들어	내는	속도와	큐레이션	하는	방식은	국내	스타트업	기업이	반

드시	벤치마킹해야	하는	요소이다.5)	이상과	같이	다양한	자동화	툴이	존재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툴들을	활용할	

수	있는	지원방안은	최신	트렌드에	적합한	지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나.	비즈니스모델	분석	툴

예비창업자가	창업에	이르게	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상상에	불과한	아이디어의	단초로부터	구체적인	실행

모델과	결과물을	만들어주는	방법을	찾아	나가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비즈니스	모델	혁신을	통해	사업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고	정착시기를	단축시키고	있다.	스타트업의	초기	비즈니스모델과	사업계획이	전문적인	비즈니스	

모델	분석툴을	통해	더욱	구체화되고	혁신화될	수	있도록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	툴을	소개한다.

1)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

“비즈니스 모델이란?  

하나의	조직이	어떻게	가치를	포착하고	창조하고	전파하는지	그	방법을	논리적으로	설명한	것”

-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는	비즈니스	모델의	원천에	대한	강력한	인사이트를	제시한다.	이를	통해	우리는	어

떻게	하면	피	튀기는	전통적	시장	내에서	다이내믹을	유지하고	혁신적	기술을	도입하며,	변화하는	경쟁환

경에	대응할	수	있는	탄력적인	조직문화를	갖춰갈	수	있는지	그	상세한	방법을	알려	줄	것이다.	

-		비즈니스	모델	혁신이라는	분야는	꽤	생소한	영역이다.	1950년	디자이너스클럽이	처음으로	신용카드를	세

상에	내놓았을	때	그들이	했던	게	바로	비즈니스	모델	혁신이다.	제록스가	1959년	처음으로	장당	복사비를	

청구하는	복사기	임대	사업을	시작했을	때	그들이	했던	것	역시	비즈니스	모델	혁신이다.	사실상	우리들은	

구텐베르크가	인쇄기를	개발했던	19세기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기까지	수없이	많은	비즈니스	모델	혁신	사

례를	발견할	수	있다.

-		하지만	오늘날	산업	구조의	변신	속도와	그에	따른	비즈니스	모델	혁신의	스케일과	스피드는	가공할	만큼	

중대해졌다.	사업가,	임원,	컨설턴트,	연구자들에	이르기까지	이	유례없는	진화의	폭풍을	연구하지	않으면	

안	될	기로에	서	있다.	이해하는	것을	넘어	비즈니스	모델	혁신의	도전을	체계적으로	다룰	매커니즘	역시	만들

어져야	한다.

-		궁극적으로	비즈니스	모델	혁신이란	기업,	고객,	사회를	위해	가치를	창출하는	일이다.	시대에	뒤쳐진	모델

들을	대체하는	일이기도	하다.	애플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함으로써	온라인	음악시장의	패권주자

가	되었다.	스카이프는	P2P모델이라	불리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	냄으로써	거저나	마찬가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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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이프-스카이프	국제	전화	시스템을	보편화시켰다.	바로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소비자들의	사회에	대

한	관심을	촉발시키고	행동하게	만들기도	한다.	빈곤층과	소외계층을	퇴치하는	데	기여하는	사회적	기업

의	전형을	보여주었다.

-		그렇다면	혁신은	그들만의	리그입니까?	어떻게	해야	지금	여기의	우리도	파워풀하면서도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고	디자인하고	실행할	수	있는	걸까?	그저	상상에	불과한	아이디어의	단초로부터	구체적인	

실행모델과	결과물을	만들	수는	없는	걸까?	블랙박스	속에	숨겨진	영역을	누에	보이는	프로세스로	실체화

해볼	순	없을까?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는	바로	그런	질문에서	출발했다.	그리고	그런	갈증에	대한	답을	제

시해줄	것이다.6)

2)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	구성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는	비즈니스에	포함되어야	하는	9개의	주요	사업요소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만든	그래

픽	템플릿이다.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

-		1990년대부터	2000년대	초에	걸쳐	전	세계적으로	벤쳐	붐이	일면서	수많은	기업들이	만들어지고	사라졌

다.	이	당시	많은	기업들이	투자	유치를	위하여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개념을	통하여	접근하였고	마케팅	등	

여러	활동에도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말이	사용되었다.	알렉산더	오스터왈더는	비즈니스	모델이란	용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였고	비즈니스	모델에	관한	자료	및	실제	기업	모델	그리고	기업인,	교수	등의	전문가들

과의	인터뷰	등을	통해	모여진	자료를	바탕으로	비즈니스	모델을	9개의	핵심	요소로	재구성했다.

-		결론적으로	비즈니스	모델은	기업이	어떻게	돈을	버는	지	보여주는	것이다.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는	9개의	

가장	중요한	비즈니스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블록들의	유기적인	연결을	통해	어떻게	기업이	수익을	

창출하는지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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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즈니스	모델의	전반부	:	가치	전달

-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는	가치	제안을	중심으로	전반부와	후반부로	구성된다.	전반부는	기업의	가치가	어떻

게	고객에게	전달되고,	어떻게	수익이	창출되는지를	보여준다.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 : 가치전달>

-		고객	(Customer	Segment)	:	누구를	위해	가치를	창조해야	하는가?	 	 	 	 	

고객	세그먼트라는	빌딩블록은	기업이	제각기	얼마나	상이한	유형의	사람들	혹은	조직을	겨냥하는	지를	

규정한다.

-		가치제안(Value	Proposition)	:고객에게	어떤	가치를	전달할	것인가?		 	 	 	 	

특정한	곡개	세그먼트가	필요로하는	가치를	창조하기	위한	상품이나	서비스의	조합이	바로	가치	제안이다.

-		채널(Channel)	:	우리는	그들에게	어떻게	다가가는가?		 	 	 	 	 	

기업이	고객	세그먼트에게	가치를	제안하기	위해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상품이나	서비스를	전달하는	방법

을	의미한다.

-		고객관계(Customer	Relationship)	:	우리는	어떤	고객관계를	확립했는가?	 	 	 	

특정한	고객	세그먼트와	어떤	형태의	관계를	맺을	것인가를	의미한다.

-		수익(Revenue	Stream)	:	고객들은	어떤	가치를	위해	기꺼이	돈을	지불하는가?	 	 	 	

수익원은	기업이	각	고객	세그먼트로부터	창출하는	현금을	의미한다(수익은	수입에서	비용을	공제한	것이

다).

6)	Business	Model	Generation	/2011/	타임비즈	7)	https://brunch.co.kr/@givemore/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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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즈니스	모델의	후반부	:	가치	생산

-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	후반부는	가치를	창출하는	부분을	나타낸다.	어떤	자원과	활동을	통해	가치가	만들

어지는지	생각해	볼	수	있는	틀로	구성되어	있다.	대부분의	경우	이	부분은	외부에	보이지	않으며	기업	내

부에서	심도있게	고민해야할	부분이다.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 : 가치생산>

-		핵심자원(Key	Resources)	:	우리의	가치제안은	어떤	핵심자원을	필요로	하는가?			 	 	

핵심자원이라는	빌딩	블록은	비즈니스를	원활히	진행하는	데	가장	필요한	중요	자산을	말한다.

-		핵심활동(Key	Activities)	:	우리의	가치제안은	어떤	핵심활동을	필요로	하는가?		 	 	 	

기업이	비즈니스를	제대로	영위해	나가기	위해서	꼭	해야	하는	중용한	활동을	말한다.

-		핵심파트너(Key	Partners)	:	누가	핵심	파트너인가?	우리의	핵심	고급자는?	 	 	 	

비즈니스	모델을	원활히	작동	시켜줄	수	있는	‘공급자-파트너’	간의	네트워크를	말한다.

-		비용(Cost	Structure)	:	우리의	비즈니스	모델이	안고	가야	하는	가장	중요한	비용은	무엇인가?	 	

비즈니스	모델을	운영하는	데에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의미한다.

(3)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	활용방법	및	제언

	•	주요	요소별로	사업을	평가해	보는	체크리스트

	•	사업이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반드시	확인해야만	하는	것이	무엇인지	확인

	•	사업을	빠르게	디자인할	수	있는	도구

	•	사업	모델의	공유	(소통의	도구)

	•	사업의	주요	요소들이	얼마나	유기적으로	기능하는지	체크

	•	고객에	대한	이해	증진

	•	사업에	대한	이해	증진

경영에서	필요로	하는	다양한	도구와	마찬가지로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도	활용도가	매우	높은	툴이며,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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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창업자	및	스타트업	기업들이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발전시키기에	적합하고	유용한	도구임에	틀림없으며,	마

케팅시스템의	일환으로	도입하는	것을	제언하는	바이다.

다.	온라인	검색	툴

예비창업자	및	스타트업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온라인	검색	툴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는	기술과	

관련된	특허분야이고,	두	번째는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자사의	제품에	대한	기호	및	고객의	니즈를	파악하는	것

이다.	후자의	경우에	대해서는	한창	개발과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분야로써	근본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할	수	있

기에	여기서는	생략하기로	하고,	전자에	대한	검색	툴에	대해서는	이미	개발된	좋은	사례가	있기에	소개하고자	

한다.

1)	특허정보넷	키프리스

(KIPRIS	:	Korea	Intrllectual	Property	Rights	Information	Service)

키프리스는	특허정이	보유한	국내외	지식재산권	관련	모든	정보를	DB구축하여	이를	이용자가	인터넷을	통

하여	검색	및	열람할	수	있도록	한국특허정보원이	운영하는	대국민	특허정보검색	서비스이다.

<키프리스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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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프리스 구성

-		SEARCH	:	특허·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심판/	KPA/		 	 	 	 	 	

해외특허/	해외상표/	해외디자인		 	 	 	 	 	 	 	

인터넷기술공지/	아이디어공모전/	문장검색

-	TODAY	KIPRIS	:	인기특허검색어,	실시간	인기특허검색

-	PR	:	웹진,	뉴스레터,	홍보영상,	핸드북,	웹툰,	이벤트

-	GUIDE	:	초보자검색가이드,	쉽게배우는특허검색,	KIPRIS서비스,	고객센터

키프리스 특징

국내	뿐	아니라	해외의	특허까지	검색이	가능하여	해외수출을	고려한	기업들의	니즈를	만족시키고	있으며,	

특허정보의	특성상	검색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초보자를	위한	맞춤형	검색,	단계형	검색을	통해	원하는	정보

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대화형으로	구성한	점과	동영상	매뉴얼로	구성한	점은	사용자를	충분히	고

려한	사용성이	매우	우수하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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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마케팅	플랫폼	사례

마지막으로	마케팅	분과에서	제안하는	마케팅시스템은	마케팅	플랫폼이다.	다음의	두	가지	사례를	통해	향

후	기대할	수	있는	공공기관	주도형	마케팅	플랫폼에	대한	아이디어를	구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갖고자	한다.

1)	커넥티드	카8)

기술의	발달은	새로운	공간을	활용할	기회를	만들어준다.	컴퓨터와	스마트폰의	등장	역시	마케팅의	장을	늘려준	계기였다.	여기에	

이어	새롭게	마케팅	도구로	새롭게	부상하는	것이	있다.	자동차다.

<Flickr.Jaguar	Mena.CC	BY	2.0>

프랑스	자동차	회사	시트로엥이	조사기관	CSA리서치와	함께	‘자동차에서의	삶’을	주제로	시행한	조사에	따르면,	유럽인이	평생	차

량	내에서	보내는	시간은	약	4년	1개월,	운전으로	보내는	시간은	2년	9개월이었다.	탑승자로	보내는	시간은	1년	4개월,	차량	내에서	

친구나	가족과	보내는	시간도	2년	1개월로	짧지	않은	시간을	보여줬다.	미국교통부	조사에서도	미국인은	평균	55분을	차에서	보낸

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한국에서	차량	내	시간	소비에	대한	뚜렷한	자료는	없었으나,	2016년	12월	기준	국내	자동차	등록	수만	해도	2,180만	3,351대로	

2015년에	비해	3.9%가	증가했다.	이런	점으로	미루어	보아,	점점	소비자들이	자동차	내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고	있다는	걸	짐

작할	수	있다.

8)	https://www.bloter.net/archives/289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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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자동차	제조사와	기업들은	운전자와	탑승자에게	개인화된	디지털	경험을	제공해야	하는	방법을	연구해	새로운	마케팅	기회를	

거머쥘	준비를	한다.

어도비,	커넥티드카에	개인화	고객	경험	제공

어도비는	커넥티드카에	탑승자	경험	향상을	목표로	자사	‘어도비	익스피리언스	클라우드’	기능을	확장했다고	9월	11일(현지시간)	

발표했다.	이	플랫폼에서	이제	어도비	인공지능	‘센세이‘를	통해	자동차	분석과	개인화,	광고	기능을	새롭게	사용할	수	있다.

‘어도비	애널리틱스	클라우드‘엔	측정	기능이	확대돼	음성	명령과	같은	차량	내에서	일어나는	행동	신호를	포착할	수	있다.	이는	개

인화된	경험을	제공하는	데	쓰인다.	예컨대	이용자의	데이터나	선호도를	파악해	그	위치	식당의	메뉴를	추천하는	식이다.

또한	기업들은	‘어도비	익스피리언스	매니저‘를	이용해	스크린에	보이는	음악·뉴스	등의	콘텐츠를	설계·관리·제공할	수	있다.	

이후	‘어도비	타깃’을	통해	콘텐츠를	실험하고	최적화하고	어도비	캠페인으로	개인화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

‘어도비	애드버타이징	클라우드‘를	활용하면	타깃별로	음성	광고를	재현할	수	있다.	크로스	채널	마케팅을	실현할	수	있도록	고안된	

솔루션이다.	나아가	사용자의	데이터로	다양한	채널에	리타깃팅	마케팅까지	연결할	수	있다.

상위	10대	자동차	제조사는	고객	경험	제공을	위해	이미	어도비	익스피리언스	클라우드를	활용하고	있다.	어도비는	또한	이	기업들을	

포함해	‘오토모티브	그레이드	리눅스	프로젝트‘와	같은	파트너와	함께	새로운	차량	내	디지털	기능을	향상하기	위해	협업	중이다.

아미트	아후자	어도비	익스피리언스	클라우드	이머징	비즈니스	부사장은	“어도비는	머지않아	자동차	그	자체보다	디지털	경험의	

가치가	훨씬	높아질	것으로	예상한다.	디지털	경험은	새로운	매출원을	창출하고	있으며,	기업들이	진정한	경험	비즈니스를	할	수	있

도록	이끌고	있다”라며	“소비자	기대가	최고조에	달하면서	데이터를	기반으로	개개인의	선호도를	충족시킬	수	있는	콘텐츠를	제공

해야만	한다.	몰입도	높은	개인화된	디지털	경험을	제공하는	커넥티드카가	더욱	주목받게	됨에	따라	어도비는	기업들이	고객과	접

촉하는	어디에서나	특별한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GM,	운전자와	상호작용하는	인지	모빌리티	플랫폼

GM은	IBM	인공지능	왓슨과	손을	잡고	개발한	인공지능	모빌리티	플랫폼	‘온스타	고’를	2016년	10월	25일	발표했다.	온스타	고는	

수백만명에	이르는	GM	운전자와	운전자	선호에	맞는	개인화된	브랜드와	콘텐츠를	연결한다.

GM은	IBM	왓슨	API를	결합해	인지	가능한	이동성	플랫폼을	구현했다.	왓슨은	사용자의	동의	아래에	사용자	선호도를	학습하고	머

신러닝을	적용해	사용자의	의사	결정	및	습관에서	패턴을	인식하고	데이터를	탐지한다.	이를	통해	온스타	고와	협력하는	브랜드	및	

마케터는	타깃	사용자에게	위치	기반	상호	작용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GM과	IBM	협력으로	IBM왓슨을	적용해	만든	GM	‘온스타	고’>

온스타	고는	이미	다양한	브랜드와	손을	잡고	활용처	확대에	나섰다.

마스터카드는	마스터카드의	토큰화	플랫폼	MDES와	온스타	고의	마스터패스	디지털	결제	서비스를	통합했다.	미국	석유	회사	엑

손모빌은	사용자	위치를	기반으로	주유소를	찾아주고	좋은	연료·기름을	추천해	지불까지	이어지도록	한다.	기름이	없으면	알려주

기도	한다.	주차	도우미	앱	‘팔코페디아’	역시	사용자	위치를	기반으로	자세한	주차	정보와	예약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	라디오

방송국	아이하트라디오는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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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은	“소매,	에너지(연료),	미디어	및	엔터테인먼트,	요식업,	여행	및	교통	등	다양한	업종은	온스타	고를	사용할	수	있다”라며	“커넥

티드카	운전자는	점점	더	증가하고	있으며,	이런	환경에	온스타	고를	활용해	개인화된	모바일	환경,	차량	내	경험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엔가젯>은	이같은	자동차	제조사와	기업들의	행보를	두고	“안전보다도	진짜	문제는	차랑	내	개인화된	광고로	광고의	유비쿼

터스화를	만들	수	있다는	점이다”라며	“많은	사람은	차를	스마트폰과	PC에	만연한	타깃팅	광고의	마지막	피난처로	여겼다.	차량	내	

개인화,	광고	기능이	인기를	얻게	되면	사람들은	그	안식처를	잃을지도	모른다”라고	평가했다.

2)	마켓잇

마켓잇은	평균	14K의	팔로워를	거느린	인스타그램	약	6,000명의	인플루언서들이	자신의	광고	역량에	따른	

할인	가격에	샘플	상품을	받고	포스팅	하거나,	포스팅과	마켓	생성	및	상품	판매	등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신

개념	솔루션이다.

<마켓잇 앱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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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루언서	마케팅	플랫폼을	서비스하는	‘마켓잇’(www.marketit.asia	대표이사	박성렬)이	소프트뱅크벤처스와	그	외	대기업	등으

로부터	총	52억	원의	투자를	유치했다고	2017년	5월	24일	밝혔다.

마켓잇은	마케팅이	필요한	기업과	인플루언서가	일일이	협상하는	번거로움을	덜고	효율을	높이는	인플루언서	협찬	모음	플랫폼이

다.	인플루언서는	손쉽게	보다	많은	협찬을	받아	다양한	방법으로	수익을	낼	수	있으며,	광고주는	검증된	인플루언서들에게	간편하

게	상품을	협찬하고	마케팅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마켓잇은	런칭	후	10개월	만에	가입한	5,200여명의	인플루언서들을	통해	6,700만	

명	이상의	팔로워를	보유하고	있다.

현재	마켓잇은	1,000명	이상의	팔로워가	있는	인플루언서들만	가입을	승인하고	있다.	이들은	100여	가지	상품	중,	원하는	상품을	

선택하여	자신의	팔로워,	관심사,	광고주	평점	등을	바탕으로	50~100%	할인을	받는다.	이후,	인플루언서는	자신의	SNS에	제품을	

사용하는	포스팅을	하면	된다.	마켓잇은	이러한	인플루언서들의	신청,	포스팅	등의	활동을	자체	개발한	Bot	자동화	시스템으로	관

리한다.	이를	통해	광고주는	실시간으로	광고주	페이지에서	협찬	진행	상황,	포스팅	현황,	도달율,	좋아요	및	댓글을	확인	할	수	있다.

마켓잇은	패션잡화,	뷰티	뿐만	아니라	음식점,	피부관리	등	다양한	상품을	인플루언서들	개인의	광고	역량만큼	할인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에	따라	한정된	종류의	상품만	협찬	받을	수	있었던	마이크로	인플루언서들이	단독으로	활동할	때보다	10배	

이상의	다양한	협찬	캠페인을	제공받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인플루언서들의	협찬	포스팅을	통해	상품을	구매한	고객에	대한	수수

료를	받을	수	있는	‘인플루언서	개별	마켓’과	‘사진·영상	저작권	판매’	등	인플루언서들이	수익을	낼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제공한다.

이번	투자를	주도한	소프트뱅크벤처스의	정지우	수석은	“마켓잇이	향후	국내에서	40만	명	가량	활동하고	있는	팔로워	1,000명	이

상의	인플루언서들의	역량을	활용해	광고	효과를	극대화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자체	개발한	자동화	관리	시스템	등	발전된	방식

으로	인플루언서와	광고주	모두에게	효과적인	광고	플랫폼으로	성장할	가능성에	주목했다”고	투자	배경을	설명했다.

박성렬	대표는	“인스타그램	기반에서	나아가	페이스북과	유투브	등	여러	플랫폼을	아우르는	시스템을	개발하고,	다양한	플랫폼	상

의	인플루언서들을	TV,	잡지	등	기존	매체와	연결하며	서비스	영역을	넓힐	예정”이라며,	“뿐만	아니라	다양한	언어를	서비스해	세계	

시장에서	한국	기업의	협찬을	희망하는	해외	인플루언서들을	공략하겠다”고	말했다.9)

9)	http://platum.kr/archives/8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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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창업자	및	스타트업	기업을	위한	건강한	창업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서울시	지원	사업은	혁신클러스터

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각	혁신클러스터와	창업센터별	특성화된	기능과	연결된	혁신클러스터간의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네트워킹을	강화할	수	있는	하드웨어적	맵을	구성하고	이를	기업들에게	정보	제공할	수	있는	장

을	마련해야	하며,	여기에	마케팅적	지원을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마케팅시스템을	접목시킬	수	있는	실질적인	

맞춤형	창업지원이	필요하다.

첫째,	창업허브를	활용한	정보망	확장	및	혁신클러스터의	활용방법	안내시스템	및	융합형	활용제도를	도입함

으로써	융합형	산업구조를	추구하는	새로운	형태의	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다채널	정보지원	맵을	구성하여	지원

할	수	있다.

둘째,	온라인과	디지털	마케팅시스템	지원시스템을	강화할	수	있도록	마케팅	자동화	툴을	분석하여	단계적

으로	가장	효과적인	툴부터	우선순위를	정하여	도입을	추진하고	그	결과를	모니터링하고	다수의	기업이	쉽게	사

용할	수	있는	한국형	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원하며,	비즈니스	모델	툴을	통해	조기	정착률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

하고	특허정보넷과	협력을	통해	특화된	서비스모델을	개발한다면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커넥티드	카와	마

켓잇의	사례를	보면서	새롭게	다가오는	시장의	경제적	규모와	새로운	아이디어의	가능성을	짐작할	수	있으며,	이

와같이	지원사업도	신규	아이디어	창출과	신기술	접목이	매우	필요하다.	

		

		최근	산업계는	매우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진	소규모	스타트업	기업이	대규모의	신

규	마켓을	만들어	내는	혁신의	시대이다.	이에	창업기업	지원시스템도	변화에	발맞춰	나갈	수	있도록	새롭게	제시

되고	있는	마켓의	트렌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민관협력체제를	강화하여야	한다.	작지만	잠재력을	

가진	아이디어들이	사장되지	않고	씨앗을	틔울	수	있는	건강한	창업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서울시가	그동

안	구축한	하드웨어적	기반을	융합하고	신기술을	접목한	마케팅시스템을	도입하여야	하며,	이는	예비창업자에

게는	창업기반을	제공하고	스타트업	기업에게는	조기정착과	성장의	기반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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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초록

연구기간	 2017년	4월	5일	~	2017년	9월	14일

연구과제명	 서울시	창업기업에	대한	브랜드	지원제도	개선방향

연구책임자	 송하식

참여	포럼위원	 김학수,	김세도,	손문규,	송하식,	유해정,	정응진	(총	6명)

색인어	 한글	

	 브랜드,	마케팅,	서울시,	창업기업,	지원

	 영어	

	 Brand,	Marketing,	Seoul,	Startup,	Initiative

요약

	 서울시	창업기업	브랜드	전략	지원	방향

	 브랜드	교육	분야

1.	 브랜드	전문가	양성	교육프로그램	신설과	

전문인력	Pool	확대	

2.	 창업지원과	브랜드	교육을	위한	통합		

플랫폼	구축

3.	 창업기업을	위한	브랜드	가이드북(매뉴얼)	제작

4.	 브랜드	제작소	설립

5.	 브랜드	자산화와	브랜드	거래	촉진

	 브랜드	관리	분야

1.	 수명주기별	브랜드	관리

2.	 브랜드지원사업단(지원조직)	신설

3.	 온라인	지원시스템	구축

	 공동브랜드	분야

1.	 공동브랜드	마케팅	활동	강화

2.	 마이스(MICE)산업과	연계한	도시	마케팅

3.	 서울	도심	재생사업과	연계한	신규	지역		

공동브랜드	도입

4.	 중소기업	공동브랜드	개발

	 브랜드	컨설팅	분야

1.	 브랜드	컨설팅	지원	대상	업체의	확대

2.	 브랜드	컨설팅	지원정책의	홍보	강화

3.	 지속적인	브랜드	컨설팅	지원체계	구축

4.	 브랜드	컨설팅	프로젝트	성공사례의	발굴	및	공유

5.	 브랜드	컨설턴트	역량강화	지원

	 브랜드	해외진출	분야

1.	 창업기업에	대한	수출	바우처	사업	확대

2.	 브랜드	전략과	연계한	무역	실무	관련	교육	실시

3.	 숙련은퇴자	중심의	무역	전문가	멘토링	사업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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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서울시	창업기업에	대한	브랜드	지원제도	개선방향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손쉬운	창업	기반과	창업기업의	성공	토대를	마련하고	창업기업을	돕기	위한	브랜드	지원방안	등을	폭넓게	제시

2.	연구의	내용	및	범위

창업과	관련한	브랜드	교육,	브랜드	관리,	브랜드	마케팅,	브랜드	컨설팅,	브랜드	해외진출	지원	등에	관하여	

현황	파악	및	문제점을	분석한	뒤,	지원정책의	필요성과	유용성을	평가하여	개선방향과	기대효과를	분석하는	

방식으로	연구를	수행

3.	연구결과

가.	브랜드	전문가	양성	교육프로그램	신설과	전문인력	Pool	확대	

나.	창업지원과	브랜드	교육을	위한	통합	플랫폼	구축

다.	창업기업을	위한	브랜드	가이드북(매뉴얼)	제작

라.	브랜드	제작소	설립	등

4.	연구결과의	활용계획

가.		(서울시)	창업기업의	브랜드	전략	수립과	체계적	브랜드	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	마련과	인프라	확충에	

활용

나.	(창업기업가)	브랜드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브랜드	커뮤니케이션의	현장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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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배경과	목적

최근	일자리	창출사업과	병행하여	창업	및	창업기업의	육성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이	모색되고	실행되면

서	정책과	지원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와	대안	제시가	요구되고	있다.		

특히	기업	환경이	크게	달라지고	있다.	과거	대기업	위주의	대량생산	시대에서	인터넷	발달에	따른	온라인	시

장	확대와	소비자	욕구	다변화,	개인	창업	붐	등에	따른	소량	다품종	생산시대로	본격	진입함으로써	기업,	개별,	

혼합	또는	공동브랜드	등	다양한	유형의	브랜드가	무한	경쟁시대를	맞고	있다.	

브랜드는	동일한	회사의	동일	제품임을	알게	해주며,	제품의	광고이야기나	사용경험	등	제품과	관련된	모든	

경험의	기억을	담는	그릇이다.	무한경쟁	체계에서	브랜드가	넘쳐나다	보니	이제는	무인(無印)상품,	즉	NO	BRA

ND도	엄연한	브랜드상품으로	경쟁을	벌이는	실정이다.	이처럼	치열한	생존경쟁	속에서	브랜드는	도입기→성장

기→성숙기→쇠퇴기의	수명주기를	가지고	있는데,	이	가운데	기업이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는	도입기와	

성장기이므로	이	시기에	브랜드	지원정책을	집중해야	할	것이다.	

혁신	촉진과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창업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부담	없이	신제품과	브랜드를	개발하고	자

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창업애로는	없고	지원은	넘치는	환경을	제공하는	소위	‘Sandbox	Zone’	제도를	도입하

는	한편,	창업	초기부터	협소한	내수	시장에서	벗어나	해외	진출을	통한	성장	기반을	확충할	수	있도록	글로벌	시

장	전략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

안전하고	자유롭게	놀	수	있는	모래밭처럼,	Sandbox	Zone은	기존의	창업	활동을	제약하는	각종	규제에서	

벗어나	자유스럽게	제품	및	브랜드를	개발하고	제공하는	일종의	테스트	베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해외	창업

의	성공	모델을	지속적으로	늘려가기	위해	우수	아이디어	창업기업의	사업	초기부터	글로벌	시장에서	서울시	공

동브랜드(하이	서울)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정책의	대전환이	요구된다.	

이에	본	연구는	창업과	관련한	브랜드	교육,	브랜드	관리,	브랜드	마케팅,	브랜드	컨설팅,	브랜드	해외진출	지

원	현황	및	문제점	등을	분석하여	손쉬운	창업	기반과	창업기업의	성공	토대를	마련하고	창업기업을	돕기	위한	브

랜드	지원방안	등을	폭넓게	제시하려고	한다.	

2.	연구방법

창업기업의	브랜드	지원정책	현황을	파악하고	문제점을	도출하기	위해	1차	문헌조사를	통해	자료를	모으고	

서울창업포럼	브랜드	분과	위원들의	월례회의를	통해	2차	자료로	분류한	뒤,	개별	지원정책의	필요성과	유용성

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여,	브랜드	지원제도의	개선방향을	다양하게	정립하였다.			

우선	창업기업	브랜드	지원분야를	5개	분야로	대분류하여	브랜드	교육과	관리,	공동브랜드	플랫폼	구축과	

마케팅	지원,	브랜드	컨설팅,	해외진출	브랜드	지원	등을	정책	그룹별로	디테일하게	검토하였다.	

브랜드	분과	위원들은	창업기업에	대한	브랜드	지원정책과	관련하여	키워드	중심으로	문헌조사를	실시했으

며,	cascading	방식을	도입하여	지원정책의	논리적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창업기업	브랜드	지원분야를	블록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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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	묶고	이를	다시	세분화	단위로	분해해	나가는	과정을	통해	최적의	지원	방향을	모색하였다.	특히	창업기업

의	특성과	경영	환경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개선방향과	기대효과	등을	집약하였다.		

또한	집단으로	묘안을	창출하는	사고	기법인	브레인스토밍(Brainstorming)	도출	방식을	활용하여	창업기

업	브랜드	지원에	관하여	구성원의	자유발언을	통한	회의형식을	채택하여	현장성	있는	지원정책과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데	주력하였다.			

연구	수행순서는	각각의	브랜드	지원정책을	수집하여	현황과	문제점을	도출한	뒤,	해당	지원정책의	필요성

과	유용성을	평가하여,	개선방향과	기대효과를	분석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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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본 론 ]

브랜드는	사람	다음으로,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자산이다.

-	Scott	M.	Davis(2000),	Brand	Asset	Management-

구글,	애플,	삼성전자,	코카콜라,	MS,	IBM,	GE,	디즈니월드,	맥도널드...	이들	기업들은	브랜드가치	글로벌	

최상위	회사들이다.	브랜드는	가격과	유통채널과	함께	소비자행동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이며,	그	비중이	가장	

크다고	한다.	브랜드의	성가는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하는	데	빠른	의사결정을	돕고,	특히	브랜드	로열티는	반복

구매를	증진시키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브랜드	파워는	시장점유율과	기업마진을	결정짓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강력한	브랜드는	기업	주가를	끌어올리고	결과적으로	기업	가치를	높이는	기업의	중요한	자산이	되는	것이다.		

이제	브랜드는	단순한	마케팅의	수단과	역할을	넘어서	자산개념으로	일반화하고	있다.	다시	말해	브랜드는	

자사	제품을	타사	제품과	구별하는	도구(이름의	차이)에서	품질보장,	정서적	유대감을	유발하는	이미지(의미의	

차이)로	바뀌고	호감이	가는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충성도를	높여	해당	기업의	장기적	이익을	극대화하는	무형

자산(Equity)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기업의	브랜드	전략의	궁극적인	목표는	이같이	브랜드자산(Brand	Equity)을	구축하는	데	모아져야	

한다.	브랜드	파워를	강화하려는	것은	소비자에게는	제품에	대한	확신과	만족감을	제고하여	빠른	구매결정과	반

복	구매를	돕고,	기업에게는	마케팅	효율성을	높여	가격과	이윤을	확장하고	유통에	대한	영향력을	확보하여	기

업의	경쟁우위와	가치를	높이는	데	있다.		

창업기업은	대부분	사업	초기이다	보니	시간과	돈에	쫓겨	시설·자금·생산·기술·판매유통망	확보에	급급하

게	된다.	그러다	보니	많은	창업기업들이	위와	같은	브랜드의	역할과	가치의	중요성을	크게	인식하지	못하고	그저	

회사명과	명함	제작의	네이밍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게	엄연한	현실이다.		

국내기업	브랜드는	유사한	브랜드가	많은	것에	미루어	볼	때	경쟁기업이	뭔가	된다성싶은	브랜드가	나오면	이

를	따라가거나	베끼기는	경향이	많고	이른	시기에	소비자의	주목을	끌기	위한	자극적	이미지만을	강조하는	등	많

은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	

특히	창업기업과	같은	신생기업들은	제품	서비스	기술	품질	등에서	차별성과	명확성을	제시하기	위한	개별	브

랜드	개발보다는	기업	네이밍을	알리는	기업브랜드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으며,	온라인	홍보에	크게	치중하여	인

터넷브랜드에	맹목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이는	창업기업들이	효율적인	브랜드	관리	체계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데다	브랜드	포트폴리오·확장·강화·재활성화	전략	등에	대한	전문	지식의	부재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국내	스타트	업	기업들이	창업초기부터	협소한	내수시장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세계시장	진출을	도

모하고	있으나	글로벌	기업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와	노력에도	불구하고	외국	소비자에게	믿음과	정

서적	유대감을	주는	의미의	글로벌	브랜드를	만들어	내지	못하고	있다.	

대부분	스타트업	기업들이	뛰어난	제품	경쟁력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브랜드로	성장하지	못하는	것은	지나치

게	한국적인	브랜드	네이밍에	의존하여	문화적	차이를	스스로	노출하는	데다	현지	사회공헌	활동	등을	통한	해

외	소비자와의	공동체적	관계로	발전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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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브랜드	교육	지원	

가.	브랜드	교육과	인재	양성의	필요성	

브랜드(상표)는	현대인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1950년대	미국의	‘말보로맨’은	말보로가	1년	만에	

담배업계	1위로	등극하고	매출이	3000%	이상	증가하는	대기록을	세우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하였으며,	미국	담

배의	글로벌	판매에	크게	영향을	끼쳤다.	이밖에	제록스	복사기,	소니의	워크맨,	MS의	윈도우,	애플의	아이폰과	

삼성전자의	갤럭시S,	전기자동차	테슬라	등은	신기술을	앞세워	우리	일상생활을	크게	바꾼	글로벌	브랜드들이다.	

이처럼	21세기	지식사회에서는	브랜드가	우리의	삶을	바꿔가면서	기업	경쟁력과	기업의	생존을	좌우하며,	

나아가	소비자의	마음을	사로잡는	강력한	브랜드는	기업	수익	창출을	보장하는	소중한	자산이	되고	있다.	그러

므로	브랜드를	육성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모든	기업의	미래를	좌우하는	중요한	핵심	경영	과제다.

모든	기업은	상품과	서비스개발	그리고	홍보·판매	등	마케팅의	전	과정을	브랜드관리를	주축으로	전개하고	

있으며,	기업	구조도	기존의	마케팅부서에서	브랜드매니저	조직으로	재편되는	등	브랜드가	기업경영의	중심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른바	브랜드경영은	지식경영을	위한	전략이며	브랜드	관리는	브랜드경영을	위한	전술로	달리	표현할	수	있

다.	브랜드경영을	하기	위해서는	브랜드	관리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	핵심은	브랜드	네이밍,	상표관리,	브랜드

가치평가	및	브랜드	마케팅,	브랜드	거래	등이다.	

국내는	물론	글로벌시장에서	판매(Sales)와	마케팅(Marketing)의	개념	자체가	브랜드경영으로	진화함에	

따라	최근	대기업에서는	전략적	브랜드경영을	위한	CEO(최고경영자),	CFO(최고재무책임자)와	같은	CBO(최고

브랜드관리책임자)와	브랜드관리위원회를	신설하고	브랜드관리조직을	강화하고	있다.1)

	따라서	기업의	브랜드마케팅을	위해서는	브랜드경영과	브랜드관리(상표관리,	브랜드마케팅,	브랜드네이밍,	

브랜드가치평가,	브랜드	매매	및	사용	등)의	올바른	개념의	정립과	전문지식의	개발	및	보급,	그리고	전문	인력	양

성이	필수적이다.	

나.	현황과	문제점

1)	현황

(1)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온라인	교육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는	글로벌	브랜드	기초교육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학습내용은	브랜드에	대한	기본	

개념에서부터	브랜드	개발	개론,	개발	실무,	브랜드	커뮤니케이션까지	브랜드에	대해	전반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

록	구성하고	있다.	모두	4시간	온라인	수강으로	1교시	브랜드의	이해,	2교시	브랜드	개발	개론,	3교시	브랜드	개

발	실무,	4교시	브랜드	커뮤니케이션	등으로	설계되어	있다.	학습	대상은		기업의	브랜드	개발	담당자	△	기업의	

마케팅,	홍보	담당자	△	기업의	상품	기획자	△	브랜드에	관심	있는	일반인	등이다.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브랜드	교육강좌의	학습목표는	다음과	같다.	

①	브랜드의	개요	및	필요성을	이해하고,	브랜드가	갖추어야	할	구성요소를	설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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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브랜드	개발	프로세스를	숙지하고,	브랜드	개발	시	고려사항을	파악한다.	

③	브랜드	네이밍	프로세스	및	기법을	숙지한다.	

④	성공적인	브랜드	커뮤니케이션	방법을	숙지하고,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다.	

(2)	산업정책연구원의	브랜드전문가과정(BSP)

산업정책연구원의	브랜드전문가과정(BSP)은	브랜드전문가	자격증2)	획득	과정으로서	브랜드와	마케팅	관

련	기본이론부터	심화이론까지	브랜드	사례	강의를	학습할	수	있다.	전략적	브랜드	관리를	위한	브랜드	구축에

서	개발·관리에	이르는	핵심	개념들을	심화	학습하여	실질적으로	브랜드	관리	능력을	갖춘	브랜드	전문가를	양

성을	위해	설계된	프로그램이다.	3일간의	단기과정으로	수강료는	66만	원이다.(고용보험	환급대상이	아님)	

브랜드	전문가	자격검정	과목은	브랜드	경영에	관련된	전반적인	브랜드	및	마케팅	이론	등으로	필기(객관식,	

서술식)전형	방식이다.	

(3)	한국브랜드마케팅협회	브랜드관리사	자격제도

한국브랜드마케팅협회는	브랜드관리사	자격제도와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브랜드	컨설팅과	브랜드	거래를	돕

고	있다.	브랜드관리사	자격검정은	1급,	2급,	3급으로	나눠	실시하고	있다.	시험과목은	1급(Brand	Ambassad

or)과	2급(Brand	Manager)은	상표관리,	브랜드전략,	브랜드마케팅,	지식재산권,	경영학	등	5과목을	대상으로	

필기고사는	각각	주관식과	객관식으로	치러진다.	3급(Brand	Namist)은	상표관리,	브랜드전략,	브랜드마케팅	

등	3과목을	객관식	필기고사로	본다.		

브랜드관리사는	기업체에서	브랜드와	관련된	업무(개발,	가치분석	및	평가,	마케팅,	홍보,	관리)를	담당하며	

브랜드	네이밍·상표관리·브랜드	가치평가·브랜드	마케팅·브랜드거래	분야의	개업사무소	및	프리랜서로	활동하

고	있다.	

브랜드관리사	자격제도는	2002년	한국기업법학회	주관/한국자격진흥협회	인증·평가로	출범하여	한국브

랜드관리사회/국제브랜드인증협회를	거쳐,	2009년도부터	한국브랜드관리사회/한국브랜드마케팅협회,	웅지세

무대학	및	대학교,	언론사,	기관,	단체와	함께	자격제도의	활성화와	전문인력	양성	그리고	브랜드경영과	브랜드

관리의	제고를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4)	브랜드관리지도사와	브랜드매니저	

그	밖에도	한국대학평생교육원협의회에서	브랜드관리지도사,	한국지식개발원에서	브랜드매니저	등의	이름

으로	각각	민간자격검정과	자격과정	교육을	실시해왔으나.	최근	들어	관련	서비스를	종료하고	해당	자격	교육과

정을	폐강하였다.			

1)	한국브랜드마케팅협회	게시자료	2)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민간자격	등록	자격증(등록번호:	2010-0113)

2)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민간자격	등록	자격증(등록번호:	2010-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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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브랜드	관련자격	시험의	주요내용	

브랜드 관련 자격 시험의 주요내용 

시험과목	 주요내용

브랜드	관리
네임,	심벌,	슬로건,	아이덴티티,	포지셔닝,	이미지,	광고,	개성,	소비자관계,	브랜드구축	및	관리,	내부브랜딩,	

브랜드커뮤니케이션,	도시,	국가브랜드	등	기업의	브랜드를	총체적으로	관리하는	브랜드의	개념과	전략사례

마케팅	관리

마케팅의	역할과	개념,	기업전략과	마케팅	전략,	마케팅	기회의	분석,		환경	분석,	소비자행동	분석,	

시장세분화와	표적시장	선정,	포지셔닝,	브랜드	관리,	상품관리,	가격관리,	유통·마케팅,	커뮤니케이션	관리,	

고객관리,	마케팅	관리	및	통제

상표	관리

상품의	네이밍,	디자인·포장을	비롯한	상표법의	목적과	상표	기능,	상표의	정의	규정과	종류,	

특유표장제도(서비스표,단체표장,지리적표시,업무표장),	상표/상품의	동일과	유사상표의	사용,	상표등록요건,	

상표의	식별력(자타상품	식별력,보통명칭상표,관용상표,기술적표장,지리적명칭등),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	선	출원주의,	상표등록	출원절차,	상표권(상표권절차,	상표권의	효력제한,	상표권의	변동),상표권의	소멸,	

상표권자의	보호·심판과	소송,	부정경쟁방지법	등과	상품과	관련한	네이밍,	디자인	포장	등	

기획·제작·관리와	지도·컨설팅

지적재산권

브랜드	네이밍,	디자인·포장	등	기획,	제작·컨설팅	등	관련된	지적재산권의	의의·유형·특징,	산업재산권법,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저작권법,	저작물	저작권,	저작물의	이용,	저작인접권,	저작자	관리,	출판권,	

저작권의	등록	및	위탁관리법,	저작권과	관련권리의	침해에	대한구제,	디지털저작권,	온라인	디지털콘텐츠	

산업발전법,	반도체직접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	

산업기술보호법,	기타저작권법,	신지식재산의	발전에	따른	법률제도

2)	문제점

(1)	산업현장과의	미스매치

브랜드	교육은	대학에서	경영학과,	광고미디어학과,	의류·의상학과,	패션디자인학과	등에서	일부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브랜드	기획과	패션디자인	등에	한정된	분야다보니	기업에서	원하는	전문성을	요구하는	직무와는	

동떨어져	입사	후	재교육을	실시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우리나라	대학교육이	학술	이론에	치중하는	탓에	산업

현장에서	요구되는	실무능력과는	미스	매치되기	때문이다.		

국내	일부	대기업	등은	고객	접점의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브랜드	방향성	내재화를	통한	고객	대응	행동변화

를	유도하기	위해	체계적이고	체화	중심적인	브랜드	교육을	OJT(On	the	Job	Training	직장내	현장	훈련)방식

으로	시행하고	있다.	현대자동차의	경우	글로벌	브랜드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1일	4시간의	집체	교육을	통해	브랜

드의	중요성과	성공적	브랜드	사례,	모던	프리미엄의	정의	및	구현방안에	대한	교육이	실시하고	있다.	

(2)	사교육비	가중

	또한	사교육	시장에서는	브랜드	유관	자격증	취득	과정을	활발하게	개설하고	있으나	필기시험	위주의	자격

검정으로는	산업현장에	부응하는	직무능력을	함양하는	데	한계가	있다.	자격증	취득이	단순	취업을	위한	스펙	

쌓기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학원수강료와	교재구입비	등	사교육	시장의	배만	불리고	산업현장에서	해당	직무능

력을	갖춘	인재를	확보하는	데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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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브랜드	전문가	Pool	미비와	전문	인력의	활용	저조	

대학의	관련	학과	전공자와	브랜드	자격취득자,	산업현장	전문가	등으로	브랜드	전문가	Pool을	구축하지	못

해	창업기업과	중소기업	등은	이들	전문	인력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브랜드	전문	인력은	사람인	채용정보	중

에서	광고	마케팅	분야의	40~50%에	달하고	중소기업에서는	필요성이	절실하나	전문	인력	부족으로	채용을	못

하는	직종3)이라고	할	정도로	구인난이	심각하다고	한다.		

(4)	무체재산권/지식재산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부족

21세기	지식사회에서	기업과	개인의	자산은	기술과	노하우(know-how),	브랜드(상표권	및	저작권)	등	지식

을	기반으로	하는	무형의	자산(무체재산권)이	유형의	자산(유체재산권)보다	큰	비중을	차지한다.	그러나	한국사

회의	지적재산권	거래와	브랜드	거래는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이다.	우리	사회가	지식이	재화를	창출하는	지식

사회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사회의	무형의	자산(무체재산권)은	유형의	자산(유체재산권)보다	최

소	3~5배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추정한다.

다.	개선방향과	기대효과

1)	개선방향

(1)	브랜드	전문가	양성	교육프로그램	신설과	전문인력	Pool	확대	

대학에서	브랜드	전문가를	양성하는	데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	관련	학과가	충분치	않은	데다	산업현장

에서	요구하는	직무능력에	걸맞는	커리큘럼을	완비하지	못한	때문이다.	더욱이	학교교육은	실무실습이	아닌	학

술	이론교육에	치중하여	졸업과	동시에	브랜드	관련	직무수행에	투입하는	데	미흡하다.	

그러므로	사교육	시장에서	이뤄지는	지금의	브랜드	유관	자격증	취득과정과	별개로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의	경우처럼	공공기관에서	현장	전문가	양성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게	바람직하다.	또한	일반인이나	취업준

비생이	아닌	기업의	브랜드	개발	담당자,	기업의	마케팅·홍보	담당자,	기업의	상품	기획자	등	현장	전문가	중심으

로	브랜드	전문가를	육성하는	것이	보다	나을	것이다.	

아울러	현장	전문가와	브랜드	유관	자격취득자,	전문가	교육수료자,	대학	학과	전공자	등을	대상으로	브랜드	

전문가	인력	풀을	구축하여	고용시장에서의	인력수급	불일치를	해소하고	브랜드	컨설팅	지원	등에	활용하는	것

이	필요하다.	

(2)	창업지원과	브랜드	교육을	위한	통합	플랫폼	구축

서울에는	서울산업진흥원,	서울창업허브,	청년창업센터,	창업스쿨,	크리에이티브	랩,	BS산업지원센터,	서

울애니메이션센터,	서울통상지원센터,	북경무역관,	다누리,	서울샵,	SETEC,	기술융합센터,	서울기술혁신센

터,	서울지식재산센터,	성수IT종합센터,	신기술창업센터,	DMC첨단산업센터,	DMC산학연구센터,	서울시녹색

산업지원센터,	서울게임콘텐츠센터,	BS산업지원센터	등	수많은	창업지원	유관기관들이	포진하고	있다.		

이들	산업진흥	및	기업지원	핵심시설들은	유기적으로	협력해	창업·기업육성,	국내외	판로·마케팅	지원,	지

3)	중소기업중앙회	2003년	하반기	경영자설문조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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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산업	육성,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등	각각의	사업영역을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창업	지원과	창업	교육과	관련

하여	이들	핵심시설을	온라인으로	하나로	묶는	통합	플랫폼	구축이	필요하다.	서울시	창업지원기관	종합포탈사

이트를	구축하여	창업	매뉴얼,	창업가이드,	창업	지원제도,	이러닝,	창업	멘토링,	구인구직코너,	종합	자료실	등

을	한	곳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면	사용자	이용편의성과	접근성이	크게	높아질	것이다.	

최근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	확대와	관련하여	취업준비생들의	직무능력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이

를	주도하고	있는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종합포탈사이트를	벤치마킹하여	서울시	창업지원	통합	플랫폼을	구

축할	것을	제안한다.	NCS	통합	플랫폼은	my	page와	사이버	참여공간을	통해	기업체,	직업훈련기관,	자격시험

기관,	학교,	교사,	학생,	취업준비생	등이	한데	어울려	사용할	수	있으며	방대한	규모의		NCS	학습모듈과	경력개

발	지원,	과정설계지원,	채용정보	자료	등이	탑재되어	있다.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종합포탈사이트

(3)	창업기업을	위한	브랜드	가이드북	제작

창업기업가가	브랜드	교육을	받기	위해	사교육시장이나	온라인	교육	등에	참여하기는	시간적,	물리적	어려움

이	많다.	더욱이	창업기업은	5인	안팎의	소규모	사업장이	대부분이어서	직원	중에서도	브랜드	교육파견을	보내

기도	여의치	않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하여	기업	실무수준의	브랜드	교재를	손쉽게	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가이

드북	형태로	제작하여	보급한다면	유익하게	활용될	것이다.	이와	관련,	사용설명서와	같은	매뉴얼	형태의	실무지

침서를	제안한다.	

(4)	브랜드	제작소	설립

스타트업이	제품	개발에	힘을	쏟고,	개발된	제품을	수정·보완하고,	기업의	성장가능성을	투자자에게	설명하

는	데	집중하느라	브랜딩에	신경을	쓰지	못하는	건	매우	흔한	일이다.	하지만	브랜딩은	로고나	웹사이트와	같이	

눈에	보이는	것	이상의	작업으로	제품의	차별성을	부각시키고	소비자와	공유하려는	가치를	약속하고	실천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스타트업에게도	꼭	필요한	것이다.	이를	돕기	위해	서울창업허브와	같은	스타트업	클러스터	등

에	시제품제작	전문기업인	상상제작소4)를	참조하여	사회적	기업형태의	브랜드	제작소	설립을	지원하는	것은	어

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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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상상제작소(http://www.sangsanglab.co.kr)는	‘고객의	사소한	아이디어라도	세상을	바꿀	위대한	제품으로’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시장리서치,	제품	컨설팅,	제품	

설계,	시제품	제작,	테스트까지		제공하여	기업의	시제품	및	신제품	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5)	한국브랜드마케팅협회	자료,	

(5)	브랜드자산화와	브랜드	거래	촉진

브랜드자산화란	국가·기업·지자체·개인의	브랜드	자산경영과	지식경영을	통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

하고	자산을	축적하는	것이다.	브랜드경영은	지식경영이며,	지식이	재화를	창출하는	21세기	지식사회에서	국가·

기업·지자체·개인에게도	요구되고	있다.	

실제로	기업체,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브랜드자산(상표,	디자인,	저작권)의	거래,	과거	또는	현재의	인지도	있

는	브랜드자산	거래(매매	및	사용계약),	유명인(퍼블리시티권)	브랜드	거래,	브랜드	불법침해관리	등	브랜드	거래	

종류와	시장규모가	급격하게	증대하고	있다.5)	이에	따라	기업,	지방자치단체,	개인의	지식재산	그리고	아이디어,	

문화자산,	브랜드자산,	방송프로그램,	영화,	소설,	만화,	대학교,	유명인	등	무형의	무체재산(지식재산)을	현실화

하는	자산화	비즈니스산업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지식재산권	거래규모는	글로벌	기준으로	2011년	235억	4,000만	달러(약	26조원)에	달하며,	실제	거래

규모는	이보다	훨씬	큰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웃	중국의	경우	우리보다	앞서	지난	2011년부터	상하이에	브랜

드거래소를	설립,	운영	중이다.	

2)	기대효과

(1)	창업기업	현장과의	괴리를	좁힐	수	있다

서울시가	브랜드	전문가	양성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창업기업	맞춤형	현장	교육을	실시한다면	창업기업의	브

랜드자산화를	도모할	수	있으며	숙련은퇴자에	대한	재교육을	통해	전문	인력	구인난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창업기업의	입장에서	직원	재교육	비용을	줄일	수	있으며,	취업준비생에게도	스펙	쌓기	등으로	인하여	

늘어난	사교육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2)	서울시	창업지원	유관기관들의	유기적	협력과	창업기업가의	참여를	증진할	수	있다	

서울시	창업지원	통합	플랫폼	구축은	수많은	유관	기관들이	한	몸처럼	콜라보를	이룰	수	있으므로	창업	지원

효과를	극대화하고,	지원업무의	효율성을	배가할	수	있으며,	더	많은	정보	공개와	콘텐츠	강화의	전기롤	마련함

으로써	창업기업가의	접근성과	이용편의성을	크게	제고할	것이다.	

아울러	서울시	창업지원정책에	대한	신뢰성과	기대감을	높여	창업예비자들의	참여를	촉진함으로써	창업	붐	

조성에도	일조할	수	있다.	이는	서울시	창업지원	노력에	대한	시정	홍보와	서울시	도시마케팅에도	효과를	거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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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브랜드	제작지원과	관리

가.	문제의	제기

1)	브랜드의	중요성

삼성그룹의	창업주인	고	이병철	회장이	생전에	이루지	못한	몇	가지	숙원	중	하나가	미원을	이기지	못한	것이

었다는	일화는	지금도	제품의	품질	못지않은	브랜드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사례로	널리	회자되고	있다.	이는	미

원이	비록	일본	‘아지노모토’6)를	모방했으나	국내	조미료시장에서	선점	차별화를	이룬	데	비해	도입시기가	이보

다	뒤진	미풍은	동일	시장에서	이를	다시	모방하는	아류라는	소비자	인식을	극복하지	못했던	탓이다.	

제품의	품질은	손색이	없다손	치더라도	미풍이	미원을	이기지	못한	가장	큰	요인은	바로	네이밍의	문제라는	

게	마케팅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경쟁을	위해	가격은	낮춘	미풍을	싼	맛에	구입하면서도	당시	모든	조미료	상표

를	미원으로	호칭하는	소비자가	많았던	것을	제일제당	사람들은	악몽으로	기억하고	있다.	

아지노모토와 미원의 상표

이처럼	기업의	입장에서	브랜드의	중요성은	제품차별화의	수단으로,	고객의	충성도를	형성하여,	마케팅	비

용을	절감하면서도	프리미엄	가격을	확보하여,	궁극적으로	매출과	이윤의	증대를	성취할	수	있는	수단으로	그	중

요성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없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소비자의	입장에서도	제품에	대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해서,	제품탐색	비용을	줄여주고,	제품	구매과정

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감소시켜	줌으로써	브랜드의	효용성은	매우	크다.

한편	회사	이름	자체가	No	Brand	Good	Quality	라는	의미인	일본회사	無印(Muji)良品은	경기불황기에	브

랜드와	로고를	알리기	위해	광고를	하는	대신에	상품본래의	기능에	충실하고	소재의	우수성과	편리성을	강조하

는	전략을	택해	Private	Brand로	출발했다.7)

그런데	Muji의	투박하고	단순한	디자인이	심플한	것을	선호하는	트렌드와	일치하고,	광고	제품가격	또한	광

고비	지출을	줄인	탓에	경쟁력을	갖춘	데다	소비자	선택이	잇따른다는	입소문이	퍼져나가게	되자,	역설적으로	

Muji는	매우	강력한	브랜드	파워를	갖게	되었다.																																																

2)	브랜드	가치	

초일류	브랜드들의	강력한	힘은	어디에서부터	나오는	것일까?	소매	커피점의	강자로	떠오르고	있는	스타벅스

(Starbucks),	면도	관련	용품의	대명사	질레트(Gillette),	그리고	갭(Gap),	비엠더블유(BMW),	코카콜라	등은	

해당	분야의	최고의	브랜드임을	누구도	의심하지	않는다.	브랜드	관리의	세계적인	석학인	켈러(Kevin	Lane	Kel

ler)교수8)는	최근	한	논문에서	세계적인	브랜드들이	가지는	공통점을	다음과	같이	10가지로	요약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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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초일류	브랜드는	고객들이	진심으로	원하는	것을	남들보다	앞서	제공한다.(성공기업:	스타벅스)

②	초일류	브랜드는	변화와	기술	발전을	받아들이면서	끊임없이	진화해	나간다.(질레트)

③	초일류	브랜드는	고객이	느끼는	가치에	맞춰	가격을	매긴다.(P&G)

④	초일류	브랜드는	차별성과	유사성이	혼합된	브랜드	포지셔닝을	한다.(메르세데스	벤츠)

⑤	초일류	브랜드는	일관된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구사한다.

⑥	초일류	브랜드는	브랜드	포트폴리오와	계층구조를	엄격히	관리한다.(BMW)

⑦	초일류	브랜드는	브랜드	자산	구축을	위해	마케팅의	모든	요소를	이용하고	통합한다.(코카콜라)

⑧	초일류	브랜드의	관리자는	브랜드가	소비자에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이해한다.

⑨	초일류	브랜드는	한	브랜드에	대해	오랜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지원을	한다.

⑩	초일류	브랜드는	브랜드	자산의	원천을	항상	모니터링하고	감시한다.

그렇다면	브랜드	자산	가치가	가장	높은	곳은	어딜까.	글로벌기업	중	미국의	애플이	브랜드	가치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9)	그	가치는		1,541억	달러,	우리	돈으로	무려	181조	6,839억	원에	달한다.	구글은		825억	달러	

(약	97조	2,675억	원)로	2위,	마이크로소프트	752억	달러	(약	88조	6,608억	원)	3위,	코카콜라	585억	달러	(약	

68조	9,715억	원)	4위,	페이스북	526억	달러	(약	62조	154억	원)	5위	순이다.	그	다음은	도요타	421억	달러	(약	

49조	6,359억	원),	IBM	414억	달러	(약	48조	8,106억	원),	디즈니	395억	달러	(약	46조	5,705억	원),		맥도날드	

391억	달러	(약	46조	989억	원),	GE	367억	달러	(약	43조	2,693억	원)	등이	뒤를	이었다.	국내	기업으로는	삼성

전자가	361억	달러	(약	42조	5,619억	원)로	11위를	차지하여	12위	아마존,	13위	AT&T,	14위	BMW,	15위	Cisco,	

16위	오라클,	17위	인텔,	18위	나이키,	19위	루이비통	20위	메르세데스	벤츠	등을	제쳤다.	

6)	일본의	'스즈키	제약소'는	1909년	MSG	조미료	‘아지노모토’를	출시했고	대성공을	거둬	제품명이	워낙	유명해지자	1946년	회사	이름까지	아지노모토로	바꾸었다.	

7)	SERI	마케팅	전략실	최순화	수석연구원	

8)	Dartmouth	College	경영학	교수로	브랜드	분야에서	아커(David	A.	Aaker),	캐퍼러(Jean	Noel	Kapferer)와	함께	가장	유명한	3명의	석학	중	한명이다.

9)	2016년	포브스	선정	글로벌기업	브랜드가치	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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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포브스 선정 글로벌기업 브랜드가치 순위

이처럼	브랜드	가치란	실제	금액으로	환산	가능한	브랜드의	자산	가치를	말하며,	브랜드	자산은	브랜드에	대

한	충성을	의미하는	브랜드	충성도를	발전시켜	이를	구체적으로	수치화한	개념으로	볼	수	있다.10)	브랜드	자산은	

소비자들이	시간이	경과하면서	특정	제품을	사용한	경험을	토대로	축적되고	형성된다.	그러므로	브랜드	자산	가

치가	높은	제품일수록	소비자	사이에서	신뢰도가	높은	제품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

3)	브랜드	제작의	범위

여기에서는	창업기업이	조직의	능력과	금전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브랜드	제작과	관리에	대하여	

논의를	국한	하려한다.

브랜드라고	하면	로고와	심볼,	징글(CM	Song),	슬로건,	캐릭터,	패키지,	칼러,	서체	등	그리고	네임이	모두	

포함되는데	여기에서	브랜드제작은	이를	줄여서	네임과	로고	두	가지로	국한한다.

4)	브랜드	관리

브랜드의	의미를	창출하고	강화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브랜드에	의한	차별화를	통해	기업의	가치를	증대시키

는	활동을	말한다.

10)	브랜드의	자산	가치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곳으로는	미국의	인터브랜드(Interbrand)가	가장	유명하다.

11)	2016	서울창업포럼	정책자료집,	[브랜드	네이밍-포지셔닝의	구현수단]	참조,	

12)	정형석,	SERI	월산CEO	&	2014.02.	[브랜드	로고의	의미와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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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현황과	문제점

현재	서울시에서는	선정된	우수기업들에	대하여	‘하이	서울’	브랜드	사용권을	부여하고	있다.

또	국내외에	‘하이	서울’	브랜드를	홍보하고	기업들의	온오프라인	홍보를	지원하고,	네트워크	및	커뮤니티	지

원,	판로개척	지원과	기타	역량강화를	위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여러	가지의	지원이	‘하이	서울’	기업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지만,	기업들이	자기	브랜드를	제작하고	

관리해	나가는데	대해서는	별로	지원이	없어서	하이	서울	브랜드	사용	환경에서의	제한적인	혜택에	머무르고	있

는	실정이다.	따라서	서울시는	창업기업에	대한	브랜드	지원제도와	관련하여	공동브랜드	사용과	마케팅	지원	외

에	창업기업에	대한	일반적인	브랜드	마케팅	교육과	브랜드	제작,	브랜드	사후관리,	브랜드	전략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다.	개선방안

창업기업들이	자체적으로	브랜드를	관리하고	제작할	수	있는	규모로	성장할	수	있도록	초기단계에서의	제작

과	관리의	방향을	정하고	이의	수행을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1)	브랜드	제작	

브랜드	제작을	위해서는	먼저	기능적	가치를	제공하는	실용제품인지	상징적	가치를	제공하는	명품에	속하는

지,	경험적	가치를	제공하는	제품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결정하여	브랜드	포지셔닝을	설정해야	한다.	다시	말해	

소비자의	마음속에	브랜드를	심어주는	것으로	고객이	그	제품에	대하여	떠올리는	이미지를	브랜드	아이덴티티

라고	한다.	시계를	예로	들면	카시오는	기능적,	롤렉스는	상징적,	스워치는	경험적이라고	할	수	있다.	

포지셔닝이	설정되면	브랜드	네임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기준으로는	제품의	특징을	잘	나타내는가,	부르고	기억

하기	쉬운가,	긍정적	인상을	주는가,	등록에	법적문제가	없는가	등의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하게	된다.11)

로고는	가장	압축적인	효용의	메타포로써	고객충성을	얻을	수	있는	강력한	도구이다.12)	로고는	브랜드	아이

덴티티를	충분히	표현할	수	있어야	하며,	브랜드라는	것이	차별화의	수단이므로	독특하고	심플한	디자인으로	기

억하기	쉬워야	한다.

애플,	맥도널드,	FedEx,	나이키	같은	회사의	로고가	이러한	로고의	요건을	갖춘	성공작들이다.

심플한 디자인

2)	브랜드	관리

브랜드	관리란	기업이	고객에게	심어주고자	하는	Identity와	고객이	갖는	Image,	그리고	해당	브랜드	제품

의	Reality	이	세	가지	요소의	갭을	줄이고	일치하는	부분을	넓히면서	소비자의	신뢰를	쌓아	올리는	것이다.	즉,	

브랜드의	체계적	관리는	불필요한	마케팅	비용을	줄이면서도	프리미엄	가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	기업의	가

치를	증대시켜	나가는	일련의	과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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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 포지셔닝의 3요소

앞서	언급한	포지셔닝에	의한	브랜드	구분에	대해	조금	더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		기능적(functional)	컨셉의	브랜드	:	소비자의	구체적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수요를	발생시키는	것으로서	

가장	많은	제품이	이에	해당한다.	자동차,	핸드폰,	제반	생활용품	등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제품의	브

랜드들이다.	

-		상징적(symbolic)	컨셉의	브랜드	:	문제	해결보다는	제품이	갖는	추상적	“상징”을	강화하여	수를	발생시킨

다.	명품을	소유함으로써	상류층에	소속되었다는	심리적	만족을	느끼게	해주는	것	같은	것이다.	부유함	외

에도	젊음,	아름다움,	희소성	등의	심리적	고양을	제공한다.

-		경험적(experiential)	컨셉의	브랜드	:	바비	인형은	애초에	그냥	인형일	뿐이었지만,	옷을	입히고	차에	태

우고	공주,	스튜어디스,	학생	등	다양한	직업까지	설정해	주면서	소비자는	바비인형의	라이프	스타일을	직

접	체험하며	다양한	종류의	유희를	느낀다.	즉	소비자의	경험을	충족시켜	주는	것으로	수요를	발생시킨다.	

게임	상품에서는	설정된	종류의	경험을	느끼면서	다른	사람들과	경쟁하는	재미를	제공한다.

이와	같이	세	가지	중	어느	컨셉을	택할	것인지	포지셔닝을	정하고	그에	따라	브랜드를	관리해	나가야	한다.

이러한	세	가지	형태의	브랜드	모두	시간의	흐름에	따른	단계를	거치게	된다.

-	도입(intrduction)단계	:	포지션을	정하고	Brand	Image를	알리기	시작하는	단계

-	정교화(elaboration)단계	:	경쟁사	대비	우위를	위해	Brand	Image	가치를	증가시키는	단계	

-	강화(fortification)단계	:	Brand	Image와	Reality의	갭을	좁혀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는	단계

기능·상징 매트릭스 적용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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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rphy13)는	기능과	상징의	매트릭스를	만들고	브랜드	컨셉의	이동을	발전으로	간주했다.	아래의	표에서	

화살표	방향으로	움직일수록	수익성이	좋아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시장의	규모를	고려하면	그것이	반드시	바람직

하다고	할	수	없다.	하지만	수익성을	중시하는	소규모	기업에게는	화살표	방향이	옳은	것이다.

3)	수명주기별	브랜드	관리

높은	자산	가치를	유지하면서	오래도록	장수브랜드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브랜드를	인간처럼	수명주기와	같

이	도입기→성장기→성숙기→쇠퇴기에	맞추어	단계별	브랜드	관리를	수행하여야	한다.	보통	브랜드	수명주기는	

소비자의	구매	경험	확산과	함께	도입,	성장,	성숙,	쇠퇴의	4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소비자의	로열티에	따라	연장

되거나	단축될	수	있다.	그러므로	브랜드	수명	주기	각	단계별	효과적인	마케팅	믹스(4P)	전략을	수립하여야	한

다.	수명주기	단계별	브랜드	관리는	매출액과	시장점유율이	늘어나는	성장기와	이윤이	극대화하는	성숙기를	최

대한	연장하는	데	목적이	있다.	

 브랜드 수명주기

브랜드 수명주기별 마케팅 믹스(4P) 전략

수명주기별	4P전략 도입기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

제품전략

(product)

명확한	브랜드	

이미지나	정체성	소구

브랜드의	기능확대	

및	서비스	복합화

브랜드의	다양화를	통한	

시장	확대	전략

브랜드	로열티에	따른	

제품	라인	조정	

가격전략

(price)

시장	환경에	따른	고가	

혹은	저가,	중저가	전략
시장	침투	가격	전략 경쟁	대응	가격	전략

가격	인하에	따른	매출	

규모	확대

유통전략

(place)

선택적이고	시험적인	

유통망

유통	커버리지	확대	

전략

유통망	다양화를	통한	

극대화

선별적인	유통망	유지	

관리

촉진전략

(promotion)

주	고객층을	대상으로	

한	선별적인	판촉

브랜드의	이해도	

최대화
경쟁적인	판촉	증대	전략

브랜드	수명주기	

재정립을	위한	기초	

작업	실시

13)	John	M.	Murphy	글로벌	브랜드	컨설팅	회사인	인터브랜드Interbrand의	창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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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브랜드관리	프로세스

이러한	브랜드관리는	Plan-Do-See	사이클에	따라	관리하는	것이	편리하다.

-	Plan	:	브랜드	구축을	위한	기획	단계로	브랜드	포지셔닝,	아이덴티티	등을	설정한다.

-	Do	:	기획에	따라	브랜드를	제작하고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4P	Marketing	Mix,	IMC(통합마케팅	커뮤니케이션),	PR	등

-	See	:	평가단계로서	미케팅	활동,	소비자	반응,	재무적	성과	등을	평가한다.

5)	브랜드	지원사업단	구성

브랜드지원단 구축

(1)	경영지원팀

기능	:		브랜드	관리업무	전반에	대한	지원과	창업기업들을	위한	브랜드	관련	교육	및	상담을	담당한다.	창업

기업들이	브랜드에	대한	기본적	이해가	있어야	제작	지원을	받더라도	최종	결정은	자신이	할	수	있게	

되고,	관리	지원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다.	

구성	:	마케팅/브랜드	전문가	Pool,	브랜드	전담코치제	등	운영

(2)	제작지원팀	

기능	:		브랜드	관련	전공	대학	재학생들로	스타트업	브랜드	서포터즈를	구성하여	신선한	아이디어를	제공받

고,	학생들에게는	창업기업	환경에	접하고	실무를	익힐	수	있는	산학협력의	기회를	제공한다.	

구성	:	매년	브랜드	관련	부문	전공자(디자인,	마케팅	등)대상	브랜드	서포터즈	선발

운영	:	브랜드	서포터즈팀(3~5명)과	창업기업을	매칭,	브랜드	제작	지원

(3)	법률자문팀	

기능	:	브랜드	제작시	등록	가능여부,	법률분쟁의	예방	및	대처	등	브랜드	관련	전반적인	법률자문	제공한다.

구성	:	법률/특허	자문팀	운영

6)	온라인	지원	시스템	구축

	초기	창업기업의	경우	대다수가	1인	기업인	점을	감안,	브랜드	관련	전문적인	도움을	손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현실적인	제도적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브랜드의	중요성을	알리고,	브랜드	관련	

국내외	다양한	정보는	물론	전문가와의	상담	및	컨설팅을	통한	체계적인	브랜드	마케팅	전략을	지원하는	온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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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온라인	지원시스템은	브랜드	마케팅에	대한	전반적	이해,	브랜드	국내외	정보,	브랜드	거래	및	임대,	브랜드	

제작,	브랜드	상담	및	컨설팅	등을	포함	브랜드	관련	전반적인	사항이	온라인상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구성·지원

한다.

라.	결론	및	기대효과

브랜드	제작과	관리를	스스로	할	수	있는	창업기업은	별로	많지	않을	것이므로	이들에게	이	분야의	전문적	

도움을	제공할	수	있는	정책적	시스템구축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된다.	서울시	창업기업을	위한	브랜드지원	조

직으로	‘서울시	스타트업	브랜드	지원사업단’(가칭)	구성과	온라인	지원시스템	‘서울시	스타트업	브랜드뱅크’를	구

축하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창업기업들은	나름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템으로	열정을	갖고	사업을	시작한다.	하지만	회사	상호나	명

함을	만드는	순간부터	열악한	환경에서	유통구조중심의	명함업체,	간판업체,	인쇄업체,	패키지	디자인	업체	등

을	단편적으로	이용할	수밖에	없으므로,	회사	및	제품	특성에	걸	맞는	체계적인	브랜드경쟁력을	갖추기가	매우	

어렵다.

또한	정부,	지자체의	창업기업에	대한	지원도	개별	인쇄물지원,	전시	홍보물	제작지원과	같이	단편적	품목별	

예산지원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며,	서울시의	경우	하이서울	브랜드	사용권을	부여하는	것이	브랜드	관련	지원에	

해당하지만	기업이	자기	브랜드를	제작하고	관리하는	것에	대해	지원하는	내용은	별로	없는	현실이다

따라서	브랜드	지원	전문기구를	조직하여	창업기업들에게	브랜드	관리의	목적과	내용	등	브랜드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브랜드	제작과	관리를	직접	지원함으로써,	창업기업들이	브랜드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도움

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면	보다	더	효율적인	마케팅	활동을	벌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궁극적으로	창업기업의	생

존율을	높이고,	스타기업의	출현	가능성도	올라갈	것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브랜드	지원	전담기구에	대

한	지원의	범위와	내용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초기	창업기업들에게	효율적이고	적합한	지원활동으로	집중할	

수	있을	것이다.

브랜드	지원사업단	제작지원팀의	구성을	관련	전공	대학생	위주로	하여	창업기업들은	신선한	아이디어를	제

공	받을	수	있게	되고,	학생들은	전문가와	어울려	자연스럽게	실무를	익힐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며	또한	생생한	

창업	현장체험을	통해	창업	열기가	널리	확산하게	됨으로써,	그	중에서	경쟁력	있는	새로운	창업기업이	나올	수

는	창업풍토	조성도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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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동브랜드	플랫폼	구축과	마케팅	지원

가.	현황	및	문제점

우리가	흔히	‘브랜드’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그것의	정확한	의미는	무엇일까?	여기서는	미국마케팅협회

(American	Marketing	Association)의	‘브랜드’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자.	동	협회는	‘브랜드’란	“판매자가	자

신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다른	판매자들의	상품이나	서비스로부터	분명하게	구별	짓기	위한	이름이나	용어,	디자

인,	상징	또는	기타의	다른	요소들”이라고	정의한다.	우리나라의	상표법에서는	‘브랜드’,	즉	상표를	다음과	같이	정

의하고	있다.	상표란	상품을	생산,	가공,	증명	또는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상품을	타인의	상

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해	사용하는	기호,	문자,	도형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을	말한다(	상표법	제2조	1항	1호).

하지만	오늘날에는	브랜드가	마케팅에서	그	어떤	다른	요소보다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브랜드라는	

것은	제품의	생산자	또는	판매자가	제품이나	서비스를	경쟁자들의	것과	차별화하기	위해	사용하는	독특한	이

름이나	상징물의	결합체다.	현대	들어	브랜드는	단지	다른	제품과	구별할	뿐만	아니라	제품의	성격과	특징을	쉽

게	전달하고	품질에	대한	신뢰를	끌어올려	판매에	영향을	끼치는	사회,	문화적	중요성을	가지는	상징체계가	되었

다.14)	이와	관련하여	Stephen	King이라는	유명한	광고인은	“제품이	공장에서	만들어지는	물건인데	반해	브랜

드는	소비자에	의해	구매되는	어떤	것이다.	제품은	경쟁회사가	복제할	수	있지만	브랜드는	유일무이하다.	제품은	

쉽사리	시대에	뒤떨어질	수	있지만	성공적인	브랜드는	영원하다.”고	설파했다.

우리나라	중소기업들도	내수판매나	수출을	하는데	있어	‘브랜드’의	가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인지하

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금년	2월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전국	109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중소

기업	브랜드	인식조사’	결과,	응답기업의	98.2%가	기업성장에	브랜드가	필요하다고	답하는	등	모든	기업이	브랜

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반면	브랜드가	잘	알려지지	않아	영업활동에	제약이나	한계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기업도	83.3%에	달해	여전히	많은	중소기업이	브랜드	인지도	제고에	애로를	느끼는	것으로	파악되었다.15)	

이와	같이	중소기업,	특히	창업기업은	브랜드	개발이나	홍보를	위한	자금	또는	전문	인력	부족으로	개별	기업	

차원에서	자체	브랜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여력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이를	보완할	수	있는	것이	중소

기업이나	창업기업이	공동브랜드에	참가하여	이용토록	지원하는	것이다.	공동브랜드란	전략적	제휴를	통해	신제

품에	두	개의	브랜드를	공동으로	표기하거나,	시장	지위가	확고하지	못한	중소기업	또는	신생업체들이	공동으로	

개발해	사용하는	브랜드를	말한다.	

다른	나라에서는	공동브랜드가	활성화되면서	인지도를	높여가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우리나라의	중소기

업	공동브랜드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우리나라도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수많은	공동브랜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사업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브랜드	개발에만	집중하여	지난해	말	기준으로	약	1만	

5,000여	개의	공동브랜드가	있으나	홍보와	마케팅	등	사후	관리가	부실하여	사람들이	대부분	‘브랜드’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기협중앙회가	2월에	발표한	상기	보고서에	의하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공동브랜드가	있을	경우	참가

하겠다는	기업은	80.7%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수출	기업은	81.8%,	非수출기업도	80.7%로	수출	여부와	

관계없이	공동브랜드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는	지금까지	형식적인	지원에	그쳐	실효

성이	거의	없었던	공동브랜드	지원	정책의	필요성과	그	개선점을	제시하여	실질적인	기대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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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공동브랜드	지원정책의	필요성

1)	공동브랜드	개발	및	관리

이름이	없는	것은	이	세상에	없다.	브랜드	네임	안에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특성이	집약적으로	담겨져	있으며,	

동시에	상품이나	서비스의	미래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가	들어	있다.	결국	브랜드	네임은	무언의	강력한	세일즈	

도구이므로	‘네이밍’으로	브랜드	파워를	키워야	한다.	‘브랜드	네이밍’이란	브랜드의	명칭을	개발하는	행위를	줄여

서	사용하는	말이다.	브랜드는	브랜드의	명칭,	시각적·잠재적	이미지나	가치,	조직명,	상품	또는	서비스를	아우르

는	광역의	의미이다.	브랜드가	제	구실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훌륭한	브랜드	개발이	중요하며,	공동브랜드	

역시	마찬가지일	것이다.	광고·홍보에	노출되는	소비자는	상상을	통해	자기만의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이미지

를	만들고	기억하게	되므로	매력적인	브랜드	개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좋은	브랜드	네임의	조건은	의미	전달력,	기억	용이성,	미래	지향성,	법률적	권리	확보	용이성	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	의미	전달력이란	브랜드가	고객에게	조직체의	의도와	해당	제품의	특성	등을	전달하는	주요한	도구이

자	핵심매체라는	관점에서	그	의도와	특성을	적정하게	담고	있어야	하는	것이다.	기억	용이성이란	읽고	쓰고	기억

하기	쉬워야	한다는	것이다.	경쟁자와	차별화할	수	있는	독특한	개성을	담고	있어야	한다.	미래	지향성은	미래지

향적인	특성을	지닌	이름이	조직체의	변화와	이를	통한	성장과	성공에	도움을	주어야	하는	것이다.	미래지향적인	

이름들은	브랜드의	확장성이	비교적	크다는	장점이	있다.	법률적	권리	보호	용이성은	브랜드가	관련법에	따라	독

점권을	인정받고	법률적으로	보호	받을	때	독자적인	자산	가치를	극대화하는	것을	말한다.	도메인	확보가	매우	

중요하므로	도메인	등록	가능성을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한다.16)		

한편,	브랜드	관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브랜드의	자산을	구축하는	것이다.	브랜드	자산의	구축에는	①	바람직

한	브랜드	아이덴티티(브랜드명,	로고,	심벌,	슬로건,	캐릭터	등)를	개발한	다음	②	통합적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캠페인을	통해	개발된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전달함으로써	목표	소비자의	마음속에	호의적이고,	강력하면서,	독

특한	브랜드	연상을	심어주는	과정을	통해	실현된다.	높은	브랜드	자산이	구축된	브랜드는	그	관리가	쉬어지는

데	예를	들어	광고	호의(advertising	goodwill)의	바탕이	되어	지속적인	광고	효과를	유도한다.	소비자들이	구

매하고	싶어	하는	유명한	브랜드는	유명하지	않는	경쟁	업체에	비하여	결국	적은	광고	지출	가지고도	그	유명세를	

유지할	수	있다는	말이다.	그러나	그	자산을	구축하기	위하여	때로는	높은	광고	지출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반면,	공동브랜드의	단점도	적지	않다.	우선	공동브랜드는	공동체가	사용하는	브랜드이다.	이	때문에	공동

체의	지속적인	결속이	성공	혹은	실패의	원인이	된다.	브랜드는	장기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사항인데	여러	업체가	

참여하는	브랜드에서	분쟁이	생겼을	때	브랜드	관리가	어려워질	수	있다.	다음으로	초기에	인지도가	없는	공동브

랜드를	키우는	데	요구되는	비용이	클	수	있고,	이에	따른	위험부담이	크다.	이어서	브랜드	개념에는	마케팅의	모

든	요소가	다	포함이	된다고	주장했는데	일개	기업에서도	마케팅의	모든	요소를	일관되게	지키는	것이	쉽지	않은

14)	네이버	지식백과,	브랜드의	유래와	정의,	브랜드네이밍,	2014.4.14.,	커뮤니케이션북스	15)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	브랜드	인식결과’	보고서,	2017.	2월		

16)	오익근,	지역	공동브랜드	구축	전략,	진샘미디어,	2011.	12월,	p7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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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여러	업체가	참여하는	공동브랜드	차원에서는	거의	불가능하다.	예를	들어	한	두	개의	업체의	불성실한	마케

팅으로	인하여	브랜드	전체에	대한	이미지가	상실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관리	회사의	수준이	높아야	한다는	것

이다.	관리	회사가	공동브랜드의	창구	역할을	하므로	외부와의	접촉	또는	내부	구성원	간의	질서를	유도하는	기

능을	수행하게	된다.	그러나	장기적	시장	기반을	구축해야	하는	관리회사가	단기	수익	극대화에	치중하는	경향이	

있다면	공동브랜드	자산의	구축이	어려워진다.	또한	리더십이	부족하여	구성원	간의	갈등이	더	야기될	수	있다.17)

공동브랜드에	대한	국내외	소비자의	신뢰와	차별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동브랜드	운영방안	체계를	확립하여	

지속가능한	성장	동력	마련이	필요하다.	공동브랜드의	관리를	위해	강력한	브랜드	관리자가	필요하며,	소유권과	

관리권을	분리하여	체계적인	브랜드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품질관리	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①	생산관리–품질	균질성	및	고품질과	차별성	확보	②	상품화	관리–

공동브랜드	사용승인	등급기준	마련	③	포장	관리–포장	규격을	일치시키고	보관·수송과	유통과정의	편의성과	

물류	표준화	기준을	반영하여	규정	④	유통	관리–통합적	이미지	형성과	효율적	이미지	관리를	통해	공동브랜드	

파워를	강화.	⑤	표준화	관리-	동	브랜드	제품의	체계적인	품질관리를	위해서	브랜드	사용승인	대상	범위를	세심

하게	정해야	한다.	

2)	공동브랜드	플랫폼	운영

우리나라에서	기존에	지원했던	공동브랜드는	홍보활동을	위한	전문	인력과	마케팅비용의	부족으로	개별	단

체들의	브랜드	육성에	한계가	존재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사례로	농림축산식품부	주관의	수출	통합

조직을	살펴보기로	하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제스프리를	벤치마킹해	지난	2009년부터	농산물	수출	품목별	규

모화와	거래	창구	단일화를	추진해왔다.	

농림축산식품부의 수출 통합조직 ‘롤 모델’ 제스프리(Zespri)

1997년	뉴질랜드	키위	생산	농가들이	모여	출범한	제스프리는	프리미엄	키위

브랜드이자	뉴질랜드	키위	영농조합의	마케팅	담당	기업

-		 	현재	뉴질랜드,	한국,	일본,	이탈리아,	프랑스	등에	생산기지를	두고	세계	60여	개국에	키위를	공급.	

-		세계	키위	시장의	30%를	차지.	남반구	출하시기(4~11월)에는	점유율은	70%에	이름.	5월부터	11월까지는	남반구인	

뉴질랜드에서	생산되는	키위를,	12월부터	4월까지는	한국	등	북반구	지역에서	재배하는	키위를	소비자에게	공급

	•	뉴질랜드	50대	기업에	속하며,	2015년에	1조5천억	원	상당의	키위	수출

-	 	2,500여	키위농가가	참여하고	있으며,	정규직	9800명과	수확기	계절노동자	8600명	등	총	1만8400명이	근무.	일자리	

창출효과도	큼	

	•	제스프리의	성공요인

-	 	명확한	역할분담	및	협조체계	구축	

-		엄격한	품질관리시스템	

-			차별화ㆍ차등보상	시스템	

-			투명	경영	및	시장경제원리	추구	

-			정부	지원	없이	끊임없는	품질개발ㆍ유통개선ㆍ수출확대	노력	

-			브랜드	마케팅을	통한	현지화	전략	수립	등

17)	유중원,	메타브랜딩,	공동브랜드	전략,	2005.	8.	16,	다음	

18)	헤럴드경제,	“키위	하면	그	브랜드처럼.....버섯,	수출	통합브랜드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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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의	첫	번째	수출	통합조직은	버섯수출협의회이다.	버섯류	수출	통합조직에는	새송이·팽이·

만가닥·양송이·느타리	등	각종	버섯류	수출농가와	수출업체가	참여한다.	수출	통합조직이	출범하면	수출	규격

이	일정해져	체계적인	품질	관리가	가능해진다.	국산	버섯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또	안정적

인	공급	체계를	확립하게	될	뿐만	아니라	효율적인	해외시장	개척도	가능해져	한국산	버섯을	하나의	글로벌	버섯	

유통	브랜드로	육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향후	파프리카	딸기	토마토	등으로	공동브랜

드	마케팅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18)

3)	공동브랜드	마케팅	활동

단일산업	혹은	여러	산업에서	다수의	기업들은	광고	및	판촉에	소요되는	마케팅	비용을	감축시키고,	일괄	

구매를	통한	제품	원가	절감을	실현하는	등	하나의	단일	브랜드를	공동으로	사용함으로써	R&D	및	품질	향상	등

에	효율적으로	자원을	집중할	수	있었다.	이러한	공동브랜드	사업은	영세,	중소기업들이	활로를	모색하기	위해서	

지역적	기반이	같고	유사한	업종의	효율적인	마케팅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활용되어	왔다.	

	실제로	중소기업들이	독자적인	마케팅을	수행하는데	있어	엄청난	초기	비용이	필요하며,	이러한	고정투자

는	자금력,	인력	및	마케팅	능력이	떨어지는	중소기업에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한다.	그러한	부담을	줄이기	위

한	방안으로	제시되었던	공동브랜드	사업은	한때	상당수의	기업	참여를	불러	일으켰고	1999년을	기점으로	농산

물부터	지역	공동브랜드	사업	등	붐을	일으켰으나	공동브랜드	마케팅의	많은	이점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그

리	성공적이지	못했다.	

공동브랜드	사업은	국내에서는	중소기업들을	중심으로	활성화	되었으나	그	유형과	범위,	그리고	방법은	상

당히	광범위하다고	할	수	있다.	공동브랜드	사업은	동일	브랜드를	공유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고	공동광고,	홍

보,	공동물류배송,	공동시장정보시스템,	공동마케팅	조직	등	다양한	영역에서	협력	또는	제휴	활동도	포함될	수	

있다.	그러므로	사용	브랜드,	브랜드	대상,	협력	형태	및	사업의	주체에	따라	다양한	유형이	가능하다.	우리나라

에서는	협동조합형과	기업	연합형이	일반적인	형태이다.	

외국에서부터	활발히	전개되었던	공동브랜드	사업은	일본의	경우	1971년	통일	상표법을	제정하여	견직물,	

안경테,	식탁용	가구	등의	중소기업들이	통합상표를	개발하여	수출한	바	있으며,	우리에게	오렌지색	로고로	잘	

알려져	있는	[will]은	1999년	하나의	상품에	하나의	브랜드라고	하는	기존	개념을	깨고	자동차,	맥주,	여행,	가전

제품등에	통일된	동일	브랜드를	붙여	이슈를	만들었다.

[will]이란	1999년	8월	2일에	일본에서	발족한	이업종	합동	프로젝트의	명칭이다.	자동차업계의	‘도요타	자

동차’,	가전업계의	‘마츠시다	전기산업’,	맥주업계의	‘아사히	맥주’,	가정용품업계의	‘카오’,	여행업계의	‘긴끼니혼쯔

리스토’	등	5개	기업에	의한	프로젝트로	이	공동브랜드는	각	산업의	대표주자들이	모여서	이룬	사업으로		중소기

업	혹은	협동조합형태의	공동브랜드	사업과는	다소	다른	측면이있다.	도요타	자동차가	주도한	이	공동브랜드	사

업은	새로운	세대의	출현과	그에	대하여	도요타가	지니고	있던	기존	브랜드의	식상함을	불식시킬	수	있는	새로운	

탈출구의	마련이	가장	큰	계기였으며,	각	기업들	간의	큰	합의점이었다.	

공동브랜드의	원래	목적에	충실한	또	다른	사례로는	미국의	webb-pomerene	act에	의해	설립된	협동조합	

브랜드인	[선키스트],	[선메이드],	[블루다이아몬드]가	있으며	이	브랜드들은	이미	세계적인	브랜드로	성공한	공

동브랜드의	대표적인	사례들이다.	그리고	정부	주도하에	이루어진	공동브랜드	사업의	대표적인	성공사례로는	이



406

2017 서울창업포럼 정책자료집

스라엘의	감귤사업에서	찾을	수	있다.	이스라엘	정부는	citrus	marketing	board를	조직해	[jaffa]브랜드를	개

발,	구주지역에	수출하여	구주지역	시장	점유율을	20%이상	달성한	바	있다.19)

일본 미국 이스라엘의 대표적 공동브랜드

서울시가	운영하는	‘하이	서울	브랜드’	사업도	자금력	부족	등으로	브랜드	구축에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

이	세계	10대	도시인	‘서울’의	브랜드	파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	기업의	신인도를	높이고,	제품과	서비스	품질을	

담보할	수	있도록	서울시가	우수기업을	인정하는	대표적인	공동브랜드	사업이다.		

서울시 공동브랜드와 도시브랜드

	‘하이	서울	브랜드’	사업의	강점은	중소기업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분야에	집중된	성장	지원	프

로그램에서	찾아볼	수	있다.	하이	서울	브랜드	기업에는	브랜드	사용권	부여는	물론	▲재도약	지원	프로그램	▲

홍보지원	프로그램	▲네트워크	강화	프로그램	▲대외	협력	지원	프로그램	등	하이	서울	브랜드	전용	지원프로그

램을	통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브랜드	성장,	판로개척,	매출	확대	및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지난

해부터는	‘일자리	창출	중심’으로	사업을	개편하면서,	네트워크	및	대외협력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하여	양질의	고

용창출이라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데도	앞장서고	있다.		

‘하이	서울	브랜드’는	서울	소재	사업장을	보유한	상시	고용	인원	10인	이상의	단순	유통	및	사행성	업종을	제

외한	중소기업이라면	참여가	가능하다.	특히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업(데이터	관련	센싱	장비개발,	데이터	분석	기

업	등),	수출전문기업	또는	혁신성이	강한	제품(서비스)	보유	기업,	고용창출	우수기업	및	매출	성장	우수기업	등

을	우대하고	있다.20)

4)	공동브랜드	신뢰도	구축

현대에	들어	브랜드는	단지	다른	상품과	구별하는	것뿐만	아니라	제품의	성격과	특징을	쉽게	전달하고	품질

에	대한	신뢰를	끌어올려	상품의	판매에	영향을	끼치는	요소로	자리	잡게	되었다.	1990년대	이후	세계의	모든	기

업들은	물론,	경영을	통한	이익	창출과	직접적	관련이	없어	보이는	지방자치단체나	사회단체,	학교	등도	브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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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전략에	집중하고	있으며	점차	자기의	브랜드를	세계화해	고유	브랜드로	창출하고자	시도하고	있고,	상당부

분	성과를	거두고	있기도	하다.	브랜드의	중요성이	더욱	강하게	인식되어	한	브랜드의	가치가	기업의	전체	자산	가

치를	상회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어	이제	기업의	성공	여부는	브랜드의	성공에	직결해	있다는	것이	일반	상식이	

되어	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브랜드가	중요한	가치를	지니게	되었는가?	이에	대한	해답은	현대	사회	기술	문명의	발전

과	이에	따른	소비	행태의	변화에	있다.	현대	사회	들어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된	공산품	제조	기술의	놀라운	발

달은	제조	회사에	따른	제품의	차이를	거의	무시해도	좋을	수준으로	만들었다.	이후	소비자들의	상품	소비는	종

래	생존	욕구를	위한	물질의	소비라는	근원적이고	단순한	양상을	벗어나	소비	자체가	하나의	상징성을	갖는	양상

으로	바뀌고	있다.	

최근의	소비문화는	상품의	주요	기능을	선택	기준으로	삼는	‘기능적	소비’에서	상품의	이미지나	상징성을	소

비하는	‘기호적	소비’로	변하고	있다.	어떤	브랜드의	상품을	구입하는가	하는	점이	그	사람의	사회적	위치를	대변

하고	더	나아가	그	사람의	심리와	인격을	말해	주는	시대가	된	것이다.	이렇게	볼	때	브랜드는	단순히	이익	창출을	

위한	경영상의	한	수단이나	도구가	아니라	상품의	이미지를	형성하는	도구이며,	그	자체로	사회,	문화적	중요성

을	가지는	상징체계가	되었다.

이와	같이	중요한	공동브랜드에	대한	국내외	소비자의	신뢰와	차별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동브랜드	운영방안	

체계를	확립하여	지속가능한	성장	동력	마련이	필요하다.	공동브랜드의	관리를	위해	강력한	브랜드	관리자가	필

요하며,	소유권과	관리권을	분리하여	체계적인	브랜드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품질관리	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①	생산관리–품질	균질성	및	고품질과	차별성	확보	②	상품화	관리–

공동브랜드	사용승인	등급기준	마련	③	포장	관리–포장	규격을	일치시키고	보관·수송과	유통과정의	편의성과	

물류	표준화	기준을	반영하여	규정	④	유통	관리–통합적	이미지	형성과	효율적	이미지	관리를	통해	공동브랜드	

파워를	강화.	⑤	표준화	관리–공동브랜드	제품의	체계적인	품질관리를	위해서	브랜드	사용승인	대상	범위를	세

심하게	정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공동브랜드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	정책도	바뀌어야	한다.	공동브랜드의	성공

은	장기적으로	이루어지므로	그	지원도	단기적으로만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그리고	지원의	기준도	다양화	하여

서	위에서	지적한	차별성	있는	공동브랜드,	규모의	경제가	있는	공동브랜드	그리고	다양한	역량을	갖추거나	이를	

위한	네트워크를	갖춘	공동브랜드에	대해서만	집중	지원을	해야	한다.

5)	서울	도시마케팅	활용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도시,	서울은	600년	역사와	전통,	문화가	넘치는	도시일	뿐만	아니라	첨단산업을	포함

하여	전통시장에	이르기	까지	다양한	산업을	유치하고	있고,	수많은	지역축제와	독특한	문화	콘텐츠를	다량으로	

보유하고	있다.	고궁과	청계천,	서울	숲,	서울광장,	한강	등	공간적	입지도	매우	뛰어나다.	각종	스포츠와	문화행

사도	연일	끊이지	않고	열리며,	교통·경제·환경·행정	등	각	부문에서도	국제	수준을	갖추고	있다.	이러한	장점은	

19)	김자성,	메타브랜딩,	중소기업	공동브랜드	전랸,	2005.	12.	9,	다음	

20)	경향신문,	“SBA,	서울시	우수기업	‘하이	서울	브랜드’	참여기업	모집”,	2017.	5.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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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기업에	큰	기회가	될	수	있다.	서울은	앞으로	다양한	도시마케팅을	전개하여	청년창업자의	마케팅	공간으로	

활용토록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특히	하이서울	공동브랜드	강화를	위한	지원활동을	문화,	스포츠,	관광,	체험	마케팅으로	확대하여	다양한	

서울시	행사에	다양한	방식(협찬,	후원,	경품ㆍ사은품	제공)으로	창업기업의	참여를	이끌면	창업도시로서	서울

의	대외	인지도	제고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끝으로	회의(Meeting),	포상관광(Incentives),	컨벤션(Conventi

on),	전시회(Exhibition)	등으로	요약되는	마이스(MICE)산업과	연계한	공동	마케팅21)도	검토해볼만	하다.

6)	서울	도심	재생사업과	연계한	신규	지역	공동브랜드	도입

최근	서울에	새로운	명물이	탄생했다.	서울역	고가도로로	다시	꾸민	‘서울로	7017’,	‘다시	세운	세운상가’,	그

리고	‘서울창업허브’가	바로	그곳이다.	이	3곳은	도시	재생의	새로운	가치를	제시하고	있다.	

서울로	7017	프로젝트는	지난	45년간	서울의	도시	발전	속도와	함께	차량통행로	역할을	해온	총	938m의	서

울역	고가가	역시	노후화되어	수명을	다하게	됨에	따라	산업화	시대의	유산으로서의	역사적	가치를	인정하여	전

면철거보다는	사람	길로	재생한	것이다.	서울의	관문인	서울역을	중심으로	동서지역	통합재생하고	지역	활성화

를	도모하고	있다.		

다시	세운	세운상가는	1968년	지어진	국내	최초의	주상복합타운,	1970년대까지	대한민국	전자	메카로	호황

을	누렸던	노후건물을	허물고	녹지축으로	조성하려던	당초	계획을	변경,	주변	지역과	사통팔달	보행	중심축으로	

다시	연결하여	제조업	혁신지로	다시	도약시키는	도시재생	프로젝트다.		

서울창업허브는	서울	소재	38개	민·관	창업센터들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담당하고	매년	450개	스타트업	기

업을	육성한다는	계획	아래	서울시	마포구	공덕동	소재	옛	산업인력공단	10층짜리	건물	2개	동(본관·별관)을	리

모델링하여	문을	열었다.	서울시는	서울창업허브	운영을	통해	창업과	관련된	모든	정책과	정보를	한	데	모으고,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해	창업생태계	발전을	지원하고	있다.	현재	154개	스타트업이	이곳에	둥지를	틀었고	특허

법인,	투자사,	핀테크	지원센터	등	민간	전문기관	15곳도	함께	입주해	있다.

이들	명소의	유명세를	이용하여	서울시	스타트업	신규	공동브랜드를	만들어	서울시	하이	서울	공동브랜드의	

확장을	시도하는	건	어떨까.	주변에	도시형	제조업과	대학	등이	다수	위치하고	있는	지리적	이점을	활용하여	미

국의	실리콘벨리,	이스라엘의	실리콘와디에	버금가는	스타트업의	요람으로	기대해	본다.			

서울창업허브, 서울로7017, 다시 세운 세운상가의 전경

다.	기대	효과

중소기업,	특히	초기	창업기업은	경영의	여러	재무,	생산,	인력	그리고	마케팅	여건이	대기업에	비교할	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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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을	정도로	열악하다.	공동브랜드는	중소기업이나	창업기업의	전반적인	열세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의	하나이

다.	공동브랜드를	지원하면	중소기업이나	창업기업은	다음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우선	마케팅	비

용의	부담을	분담할	수	있다.	한	업체가	단독으로	감당하기	힘든	마케팅	비용과	이에	따른	위험을	여러	업체가	한	

간판	아래	분담을	할	수	있다.	간단한	예로써	한	중소기업이나	창업기업이	100억의	광고비를	단독으로	부담하기	

힘들지만	100개의	중소기업이	같은	브랜드로	이	비용을	분담할	수	있으며,	정책적으로	지원을	한다면	기업들은	

적은	부담으로	더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100개의	작은	브랜드들이	보이지도	않는	

1억	수준의	광고를	하는	것	보다는	겉보기에	한	거대한	브랜드가	100억의	광고를	하는	것을	더	확실하게	인식할	

것이다.	

둘째,	공동브랜드	개념에	의한	마케팅의	통일이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브랜드는	이름의	수준을	초월한	

광의	개념이다.	브랜드	개념이	명확히	확인되면	이에	일치한	마케팅	구현이	있어야만	브랜드	이미지가	유지되어	

장기적으로	브랜드	자산이	구축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특정	공동브랜드의	개념이	신뢰성이라	가정하였을	때	신뢰

성이	대두되는	제품의	안전한	품질,	가격의	정당성	그리고	유통에서의	믿음성	등이	보장되어야	한다.	셋째,	한	참

여	기업	입장에서는	공동브랜드의	경험이	향후	더	발전한	독자	마케팅	또는	수출	마케팅에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다.	마케팅에는	여러	가지	know-how가	있는데	하나의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이러한	노하우를	습득하는데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지만	공동브랜드	체제하에서는	보다	적은	투자와	보다	빠른	시간에	습득이	가능해진

다.	이러한	노하우를	통해	그	기업은	계약	완결	후	만약	홀로서기를	하더라도	첨단	마케팅	기법과	수출	시장	판로

에	대하여	지식을	보유하게	된다.	이처럼	지식경영을	전이하는데	유익한	수단이	바로	공동브랜드가	될	수	있다.	

한편,	새	정부는	중소기업의	신인도를	끌어	올리고	수출을	지원하고자	중소기업	공동브랜드	개발에	나섰다.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의	브랜드	파워를	높이기	위해	중소기업	공동브랜드를	개발할	계획이

다.	공동브랜드로는	스위스의	‘스위스	라벨’과	일본의	‘팩토리아’	등이	널리	알려져	있다.	스위스를	대표하는	십자

가	모양의	공동브랜드	‘스위스	라벨’은	스위스의	품질	좋은	중소기업	제품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	만들어졌다.	

일명	‘맥가이버’	칼로	유명한	다용도	등산용	칼은	공동브랜드를	통해	해외시장	인지도와	매출	상승은	물론	스위

스	제품에	대한	품질	수준을	전	세계인에게	알리는	홍보	효과까지	얻었다.	공산품,	식료품	등	600여	개의	참여기

업은	정기적인	교류를	통해	다양한	기술과	해외시장	진출의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22)	

중소기업중앙회의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브랜드가	널리	알려졌을	경우	제품가격의	인상	효과에	대해서는	

27.8%가	‘6~10%’	인상이	가능하다고	답했으며,	25%는	‘20%’	인상이	가능하다고	했다.	또한	브랜드의	수출	보

조	효과에	대해서는	수출기업의	98.5%,	비수출기업의	69.8%가	해외	바이어가	인지하는	브랜드가	있을	경우	수

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응답했다.	또	스위스의	십자	마크처럼	대한민국을	대표할	수	있는	공동브랜드가	있다면	

참여하겠다는	기업이	80.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3)	

이와	같은	새	정부의	공동브랜드에	대한	지원	정책	방향과	중소기업의	공동브랜드에	관한	높은	관심도	등을	

21)	서울신문	2015.	09.	05	14면	서울	강남구	관광	개발	3개년	전략	

22)	파이내셜뉴스,	“중기중앙회,	중기청과	‘중소기업	대표	공동브랜드’	만든다.”,	2017.	2.	7	23)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	브랜드	인식결과’	보고서,	2017.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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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안할	때	초기	창업기업의	공동브랜드	활성화를	위해	구체적인	방안을	수립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	공동브랜

드는	하나의	브랜드를	공동으로	사용하므로	마케팅	비용의	감소와	제품원가	절감을	통해	품질향상에	기여할	수

다.	여기에	참여기업	간의	기술과	마케팅,	시장정보	등을	공유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하지만	공동브랜드를	사

용하기	위해서는	각	브랜드들의	단점을	최소화하고	장점을	극대화시키는	마케팅	활동을	적용해야	하고,	참여기

업들이	각각의	제품에서	최고의	품질을	일관되게	유지하는	전략을	출발점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4.	브랜드	컨설팅	지원

가.	현황	및	문제점

중소기업	또는	창업기업의	사업적	성과를	위하여	브랜드	컨설팅의	중요성은	높으며	매우	필요하다.

국내의	중소기업을	위하여	브랜드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이	많지는	않으나,	국내	유관기관의	지원으로는	

다음의	표에서	나타내는	지원사업	등이	대표적이다.

국내 유관기관의 중소기업 브랜드 컨설팅 지원사업 종류

주관 수행기관 사업명 내용

서울특별시 서울산업진흥원 하이	서울	브랜드24)	지원사업

-	하이	서울	브랜드	사용권	부여

-	네트워크	및	커뮤니티	지원

-	브랜드	홍보	지원

-	판로	개척	지원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유통센터 중소기업공동상표지원사업

-	공동상표	개발지원

-	공동상표	홍보지원

-	자체상표	홍보지원

특허청 지역지식센터 브랜드	가치	제고	사업

-	브랜드	권리	확보지원

-	브랜드	개발	권리화

-	브랜드	디자인	융합지원

산업통상자원부 KOTRA KOTRA글로벌	브랜드

-		KOTRA브랜드	및	로고	

사용권	부여

-	해외	홍보	지원

-	수출신용보증료	우대	및	할인	

현재	각	기관에서	지원하는	중소기업의	브랜드	컨설팅	지원사업에	대하여	중소기업	및	창업기업이	체감하는	

문제점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1)	지원	범위가	제한적이다

창업기업	또는	중소기업의	경우는	경영에	필요한	조직,	자금,	인력	등	모든	자원과	역량이	이	부족한	상태이

므로	단편적인	지원을	받는	경우	그	효과가	지엽적이거나	단기간에	그치는	경우가	많고	어떤	경우에는	오히려	자

원과	역량의	소모로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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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면	브랜드	컨설팅의	지원을	받는다	해도,	디자인	컨설팅	전문업체의	지원을	받는	경우는	예쁘고	깔끔

한	로고	타입과	애플리케이션	디자인을	개발하는	등	디자인	개발	과정에	치우쳐서	진행이	되고	이	결과	디자인	

로고의	제작으로	마무리	되는	경우가	많다.	또	특허청의	지원사업의	경우는	상표	등록을	지원하거나	지적재산권	

및	특허의	출원	등	법률적인	지원을	하는	것에	대체적인	지원이	초점을	맞추게	되면	이후의	경영	성과에	그	효과

가	충분히	나타나기	어렵게	될	수도	있다.	

2)	지원이	단발적성이다

전체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대상	중소기업	또는	창업기업의	수는	매우	많으나	우선	홍보	부족으로	인하여	지

원에	응하는	업체의	수가	상대적으로	적으며	이	중에서도	선별하여	지원하는	관계로	초기에	적절한	지원을	받는	

업체의	수는	매우	제한적이라	할	것이다.	또한	브랜드	컨설팅의	지원을	받는	업체의	경우에도	예산의	제약이	있으

므로	지원기간이	단기간에	일회성으로	그치게	되는	상황이므로	전시성	지원으로	비춰지는	측면이	있으며,	또	그	

결과에	있어	컨설팅의	효과가	경영의	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활용되는	수준이	낮은	것으로	인식되기도	한다.

3)	종합적	지원효과가	미흡하다

여러	기관에서	시행하는	브랜드	컨설팅	지원이	중소기업	및	창업기업들에게	브랜드	개발	등의	도움을	주는	

긍정적인	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제한적	단발적	지원으로	인하여	기업의	경영	전략	수립과	이에	적

합한	브랜드	전략을	매치시키고	종합적인	마케팅	전략과	통합하여	전반적인	경영전략을	수행하는	효과가	미흡

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종합적인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브랜드	디자인	및	개발	등록뿐만	아니라	사업계획,	마케팅	전략	수립

과	홍보	및	판매까지	일련의	경영	전략	전	과정을	진단하고	그	기업의	사업	성공에	적합한	솔루션을	종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각	각의	전문가가	협업하여	컨설팅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나.	브랜드	컨설팅	지원의	필요성

1)	창업/중소기업	지원의	필요성

모든	기업은	경영상	의사결정시	시장	및	소비자에	대한	정보를	필요로	하는데,	창업기업/중소기업의	경우는	

미래에	일어날	상황에	대한	예측이	너무나	불확실하고	변화되는	환경에	대처할만한	경영능력에	한계가	있다.

더구나	시장구조의	변화로	말미암아	시장에서	중소기업이	살아남기	위한	심층적인	전략이	더	필요하게	되고	

단기적	전략뿐만이	아니라	중장기적인	전략을	명확히	수립하지	않으면	시장변화에	융통성	있게	대처하지	못하

고	나아가	기업의	생존조차	위협	받게	될	수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창업기업	및	중소기업이	가지고	있는	경험	부족,	비효율,	경영마인드	부재	등의	한계를	전문가들의	컨

설팅,	멘토링,	코칭을	통해	성장	가능한	기업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중소기업의	경영에	필요한	브랜드의	마케팅	활동은	그	중요성이	매우	크며,	특히	단순한	브랜드	개발뿐

24)		서울특별시의	하이	서울	브랜드는	서울특별시가	지원하는	중소기업	공동브랜드다.	서울특별시는	우수한	기술력과	상품을	보유하고	있으나	고유	브랜드에	어

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을	위해	우수	중소기업	공동브랜드인	하이	서울	브랜드를	지원하여	제품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각종	지원사업을	통해	강소기업을	육성

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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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이	아니라	기업의	경영에	필요한	전반적인	마케팅	전략을	제시하고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통합적	브랜드	컨설

팅이	필요하다고	본다.

2)	통합적	브랜드	컨설팅	프로세스

통합적	브랜드	컨설팅이란	기업의	CI(Corporate	Identity)나	개별	브랜드의	BI(Brand	Identity),	나아가	새

로운	브랜드를	창조하는	과정에	기업이	자신의	사업과	상품에	적합한	브랜드를	디자인,	제작하고	이	브랜드의	마

케팅	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홍보하며	진행상황을	평가하여	자산가치를	상승시킬	수	있도록	전	과정을	컨설팅하

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통합적	브랜드	컨설팅의	프로세스는	중소기업	및	창업기업의	경영	성과를	위하여	체계적으로	진행하여야	

하며	장기적이고	통합적인	관점에서	진행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각	단계별	진행과정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각	프로세스	단계는	기업의	상황과	역량에	맞추어	

순서나	항목을	조정하여	수행할	수	있다.

(1)	브랜드	진단

기업의	상황과	이슈	및	주요요인을	진단	파악하는	단계로서	아래의	분석기법	등을	사용하게	된다.

-	GETS	분석(정치,	경제,	기술,	사회)	

-	3C	분석(고객,	경쟁사,	자사)

-	GAP	분석	

-	SWOT	분석

-	정성/정략	분석	및	산업	진단	

-	Trend	분석

(2)	브랜드	마케팅	전략	수립

기업의	브랜드	방향성과	마케팅	전략을	설정하는	단계로써	아래의	전략	방법	등을	사용하여	진행한다.

-	브랜드	아이덴티티

-	브랜드	포트폴리오

-	브랜드	STP	전략

-	브랜드	마케팅	믹스	전략

-	브랜드	신제품	전략

-	브랜드	커뮤니케이션	전략

(3)	브랜드	개발/실행

기업의	브랜드	마케팅	전략의	지속적	실행방안을	구축하는	단계로써	아래의	여러	가지	개발방법과	실행방법

으로	진행을	한다.

-	브랜드	네이밍	개발

-	브랜드	디자인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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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뮤니케이션	메시지	개발

-	선진사례	벤치마킹

-	광고/PR	실행

-	이벤트/전시회/행사	실행

(4)	브랜드	평가

기업의	브랜드에	대한	평가와	권리의	확보	단계로써	아래의	항목으로	구성하여	진행을	하게	된다.

-	브랜드	가치평가

-	브랜드	트래킹

-	브랜드	경쟁력	분석

-	브랜드	상표	등록	등

(5)	브랜드	관리

기업의	브랜드	경쟁력을	제고하고	지속	유지하기	위한	단계로서	아래의	항목으로	구성하여	진행을	한다.

-	브랜드	관리	교육

-	브랜드	관리	매뉴얼

-	브랜드	평가	지표

-	브랜드	조직/역할과	책임

3)	브랜드	컨설팅	성공	요소

(1)		컨설턴트의	역량이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이다	컨설턴트는	업무의	전문성은	물론이고	팀워크	및	리더십	역

량을	갖추어야	한다.		이외에도	소통능력과	프로젝트에	열정적인	자세로	임하는	것이	필요하다.	

(2)		컨설팅의	성패를	가름하는	것은	컨설팅	진행	중에	제시되는	컨설팅	과제와	해결책의	수용자세	및	추진력에	

달려있는	만큼	수진기업과	컨설턴트간의	신뢰와	상호	피드백이	필수적인	요소이다.	이에	컨설턴트는	수진

기업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프로젝트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3)		중소기업은	조직의	규모와	특성을	고려할	때	최고경영자의	역할과	비중이	절대적이므로	실무자나	중간	관

리급	보다는	기업경영의	책임자인	CEO가	컨설팅	프로젝트에	Ownership을	갖고	참여하도록	유도하여야	

성공의	가능성을	높이며	사후	제시된	해결책	및	대안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4)		단기간의	컨설팅	지원만으로는	창업기업/중소기업이	컨설팅	결과의	실행과	지속	유지에	어려움을	겪게	마

련이므로	중장기적으로	컨설팅을	제공하여	중소기업에게	구체적인	실익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	개선방향	및	기대효과

1)		브랜드	컨설팅	지원	대상	업체의	확대

국비지원사업	등	가능한	예산을	증액	확보하여	보다	많은	창업기업	및	중소기업에게	브랜드	컨설팅	지원의	

혜택이	가도록	지원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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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원정책의	홍보	강화

지원	정책에	대한	내용과	시기	등을	여러	경로와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홍보를	함으로써	가능한	많은	기업이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이러한	지원	정책을	알지	못하여	지원을	받지	못하는	기업이	최소화되도록	한다.

3)	지속적인	브랜드	컨설팅	지원체계	구축

단일	지원	이후에도	연구회나	포럼	등으로	기업간	컨설턴트와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지속적인	지원체계를	유

지하도록	정책을	마련한다.		또	필요한	경우	중소기업	또는	창업기업	개별적으로라도	연속사업을	지원하는	방안

을	마련하여	초기	지원	결과의	효과가	지속되도록	한다.		

4)	프로젝트	성공	사례의	발굴	및	공유

브랜드	컨설팅	성공사례를	발굴하고	이를	널리	공유하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컨설팅에	프로젝트에	대한	

인식과	이해를	높이고	참여의욕을	부추기는	효과적인	방법이	된다.

5)	컨설턴트	역량강화	지원

프로젝트의	성공과	서비스	균일화를	위하여	컨설턴트의	역량을	강화하는	교육	등을	제공하고	컨설턴트	간	

커뮤니티를	활성화	하도록	유도하고	지원한다.		또	컨설팅	결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모범사례에	대한	표창과	

인센티브	제공	등을	한다.

창업기업/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통합적	브랜드	컨설팅	지원	정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효

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①	창업기업/중소기업의	브랜드경영/마케팅	역량을	향상시켜	자체적으로	성공기업으로	발전하는	가능성을	

높인다.

②	창업기업/중소기업의	브랜드가치를	제고하고	시장을	개척하고	확대하는	실질적인	역량과	기회를	제공한다.

③	통합적	브랜드	컨설팅을	단계별로	일관되고	체계적인	지원을	함으로써	중장기적으로	글로벌기업으로	성

장하도록	유도한다.

④	창업기업/중소기업의	성장으로써	우리사회에	고용창출을	확대하는데	기여한다.

5.	창업기업의	브랜드	해외진출	지원

	가.	현황	및	문제점

해외	브랜드	수출을	주도하고	있는	외식산업,	화장품	산업	등의	해외	진출	현황과	정부	지원제도	및	창업기업

의	해외진출과	관련한	현장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선방향을	도출하고자	한다.

1)	국내	외식브랜드	해외진출	현황

농림축산지원부가	2016년	1월	발표한	2015년	외식기업	해외진출	결과에	따르면	2015년말	기준으로	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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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개	외식	기업이	전	세계	44개국에	총	4,656개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4년	120개	

업체,	3,726개	매장	대비	25%	증가한	것이다.	

그림 12 외식산업의 국가별 해외 진출현황

아시아
기타 계

미국 중국 일본 필리핀 베트남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기타

2013 951 992 29 112 242 72 68 117 134 2,717

2014 959 1,505 115 192 307 72 81 244 251 3,726

2014 1,444 1,814 142 195 292 140 72 260 297 4,656

주요	외식기업들의	해외	매장수를	보면	▲	㈜델리스(델리만쥬,	779개),▲	㈜카페베네	(카페베네,	721개),	▲	

릴레이	인터내서널㈜	(레드망고,	388개)	▲	㈜제네시스비비큐(비비큐,	350개),	▲	㈜롯데리아(롯데리아,	342개),	

▲	씨제이푸드빌(뚜레주르,	210개)	▲	㈜파리크라상(파리바게트,	194개)	▲		본촌치킨(본촌치킨,	166개),	▲		㈜

이원(투다리,	144개)	▲	㈜엠피케이그룹(미스터피자,	107개)	등	상위	10개	업체가	전체	해외진출	매장	수의	73%

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15	외식기업	해외진출의	주요한	특징은	비한식업종의	해외진출	주도했고,	중국	및	미

국	내	매장이	크게	증가했다.	또		마스터	프랜차이즈	비중이	줄고	직영점을	통한	직접	진출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중국	매장이	가장	많은	수(1,814개)를	차지한	가운데	미국(1,444개),	베트남(292개),	필리핀(195개),	일본

(142개),	인도네시아(140개),	싱가포르(72)개	순으로	우리나라	외식기업의	진출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5

년	매장수의	증가	국가를	살펴보면,	미국이	485개로	가장	많았으며,	중국(309개),	인도네시아(68)개	순으로	매

장의	증가가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2015년 주요 해외진출 외식기업 브랜드

(매장수	기준,	465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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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화장품	브랜드	해외진출	현황

한국을	찾은	외국인들	사이에서	명동	화장품	쇼핑이	관광	필수	코스로	자리	잡았고	한국에서	인기	있는	제

품은	해외	현지	매장에서도	어김없이	품절	사태를	빚을	정도로	호평을	받고	있다.	해외	소비자들은	한국	드라마,	

K-pop	등	한류의	영향이	커져서	좋아하는	연예인을	따라	한국	화장품을	사고	이제는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한

국화장품	품질에	반한	K뷰티	마니아가	넘쳐난다	한다.

주요	수출	국가는	중국,	일본,	동남아	국가에서	미국,	유럽	등	전	세계	국가로	뻗어나가고	있다.	주요	국가별	

2012년	수출	현황	및	주요	화장품	브랜드	별	해외진출	현황은	아래	도표와	같다.		한국화장품	수출은	중국,	일본	

등	아시아	시장에	집중하고	있으나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	등	일부	대형업체들은	미국	및	유럽	선진국	시장

을	노크하고	있다.	

나.	정부의	지원	정책	현황

정부의	해외진출	지원정책은	2017년	총	3,729억	원	규모의	예산을	책정,	중소,	중견기업	위주로	지원을	하고	

있으며	주요	지원	내용은	아래와	같다.25)

1)수출바우처	사업

산업통산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2016년까지	수출역량강화사업,	월드챔프사업,	차이나하이웨이,	해외

전시회참가	지원사업	등으로	나뉘어	진행해온	수출지원	사업들을	수출바우처	사업	(수출지원기반	활용사업)으

로	묶어	새롭게	시행하고	있다.

수출바우처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수출첫걸음지원(지원대상	100개사),	월드챔프	육성(100개사),	

소비재	선도기업	육성(200개사),	해외전시회	개별참가	지원(1900개사),	수출성공패키지(1950개사),	고성장기업	

수출역량강화(620개사),	차이나하이웨이(250개사)’	글로벌강소기업(150개사),	중견기업	해외마케팅	맞춤형	지

원사업(150개사)	등	총	9개	사업	분야에	대해	자사에	적합한	지원	프로그램을	복수로	신청할	수	있으며	최종	선

발업체는	이	가운데	1개	사업에만	선정된다.

*자료	:	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	단위	:	달러

국가명 2012년	수출액 점유율 전년	증감률

중국 2억	900만 22.7% 4.52%

일본 1억	5,900만 17.2% 39.63%

홍콩 1억	3,800만 15.0% 47.09%

미국 7,400만 8.0% 18.56%

태국 6,600만 7.2% 12.51%

대만 5,800만 6.3% -10.32%

싱가포르 3,900만 4.2% 24.81%

말레이지아 3,200만 3.5% 8.55%

베트남 2,500만 2.8% 24.18%

러시아	연방 1,500만 1.6% 81.68%

한국	화장품	수출	상위	10개국	현황

*	브랜드숍의	매장수는	숍인숍	포함.	단,	네이처리퍼블릭은	일본	숍인숍(1만	

1,000개)	매장을	제외한	단독	매장수만	집계.	(자료:	각	업체)

제조사 브랜드 국가수 매장수

아모레퍼시픽

아모레퍼시픽 2 43

설화수 6 40

라네즈 9 427

마몽드 1 876

에뛰드하우스 11 198

이니스프리 1 7

LG생활건강

후 5 80

오휘 5 30

빌리프 6 20

비욘드 3 120

더페이스샵 24 1,100

에이블씨엔씨토니모리 미샤 31 1,121

토니모리 토니모리 30 500

아이피어리스 스킨푸드 13 390

네이처리퍼블릭 네이처리퍼블릭 11 42

주요	화장품	브랜드	해외	진출	현황

화장품 수출 주요 대상국가와 해외진출 브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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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	지원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2017년	관련	지원	예산은	모두	1,258억	원에	달한다.	

수출 바우처 사업 주요내용

2)	그	밖의	주요	지원	분야

그	밖에도	수출	지원사업으로는	수출기반	조성사업,	중소중견	역량강화	사업,	해외시장	진출지원,	해외규격	

인증	획득지원,	지역	중소기업	수출	마케팅,	산업(분야)별	특화사업,	해외투자	진출	사업	등이	있다.

3)주관기관

주관기관은	KOTRA,	중소기업진흥공단,	대중소기업협력재단,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등이다.		

25)	산업부,	중소기업벤처부	2017년	해외진출지원사업계획	통합공고	

사업명(기업수) 지원대상 지원금액

수출첫걸음지원(100개사)
•전년도	수출	전무	내수기업

•수출중단기업

국고	:	1,400만	원(보조율	:	70%),	참여기업	자

부담	:	600만원(30%)

월드챔프	육성(100개사)

•(Pre월드챔프)수출	초보	중소·중견기업

•(월드챔프)	한국형	히든챔피언	선정기업

•(Post	월드챔프)월드챔프	육성사업	졸업기업

기업당	4,500만	원	~7,500만	원	한도

(보조율	30%~70%)

소비재	선도기업	육성(200개사)
•5대	소비재	분야	유망	중소·중견기업

	*	화장품,	농식품,	패션,	생활유아,	헬스케어

국고	:	2,880만	원(보조율	70%)

참여기업	자부담	:	1,230만	원(부담률	30%)

해외전시회	개별참가	

지원(1,900개사)

•해외전시회	개별참가	희망	중소·중견기업	

(기존)	부스임차비,	운송비,	해외마케팅비만	지원

(변경)	항공임,	현지	체제비,	통역비,	전시회	참가	취소	수수료	등	일부	

항목	제외한	전시회	참가	제반	비용

• 타사	및	공동	명의	참여	기업,	타	정부기관	및	지자체	지원금	수령	

기업	지원	제외

500만	원/회(정액보조)

연간	2회까지	지원

수출성공패키지(1950개사)

•(수출기업화)수출	100만	불	미만

•(수출고도화)수출	500만	불	미만
	*		무역교육,	현지시장조사,	디자인	개발	등	해외진출

					준비활동	및	온·오프라인	해외마케팅	활동을	패키지로	지원

(수출기업화)	최대	2,000만	원

(수출고도화)	최대	3,000만	원

*	국고지원=70~50%

고성장기업	

수출역량강화(620개사)

• 최근	매출액	20%(지방	15%)	또는	상시	종업원수가	20%(지방15%)	

증가한	기업

• 고성장기업이	자율적으로	계획한	수출마케팅	프로그램	수행에	

필요한	소요경비	지원

최대	1억	원(매출액	100억	원	미만	:	70%,	

매출액	100~300억	원	미만	:	60%,	

매출액	300억	원	이상	:	50%)

차이나하이웨이(250개사)

• 중국에	旣	진출하였거나	신규	진출을	추진	중인	중소중견기업

• 중국	진출	역량진단	→	중국진출	마케팅	이행계획	수립	→	마케팅	

·현지화	등을	단계별	지원

(준비단계)	중국	진출	중장기	전략	컨설팅(선택)	및	자율마케팅	

이행계획	수립(필수)	지원

(이행단계)	기업	수요	맞춤형	자율마케팅을	수출성과	창출에	

효율적인	세부	프로그램으로	구성	및	지원

5,000~7,000만	원

(총	사업비의	70%	이내	지원)

글로벌강소기업(150개사)
• 2015년	이후	선정된	글로벌	강소기업,	

지역강소기업	중	유효한	기업

연간	1억	원	이내,	총사업비의	60%	이내	지원,	

4년간	최대	2억	원

중견기업	해외마케팅	맞춤형	

지원사업(150개사)

• 수출제품의	명품화	및	신규시장	진출	등에	필요한	수출마케팅	

비용지원

(대상)	매출액	1조	원	미만이면서	수출액(실적)이	있는	중견기업	중	

5천만	불	미만의	수출중견기업

총	사업비의	50%	이내

최대	1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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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의	기관

지자체와	그	밖의	기관에서도	수출	지원책을	다양하게	펴고	있다.		

다.	문제점

상당히	많은	브랜드가	해외진출을	하고	있고	또	정부에서도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있지만	창업기업이	해외	

브랜드	진출을	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창업기업이	해외시장	진출에	애로를	겪는	주된	이유는	자금,	인력,	시

간	및	역량부족	등이다.	

	

국내	외식기업이	중국진출에	성공한	요인과	애로사항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26)

<성공요인>

	 -	장기간	해외진출	대비한	충분한	준비

	 -	현지인의	기호에	맞는	메뉴	운영과	레시피	변경

	 -	현지화	시키지	않은	한국	정통의	맛과	인테리어로	승부

	 -	열정	있는	현지	파트너와	계약	장기간	운영

	 -	브랜드	차별성	강조하여	고급화	전략	사용

<애로	사항>		

	 -	인당	생산성	떨어짐.

	 -	외국회사에	관대하지	않은	중국	특성	상	계약,	법규	관리	필요

	 -	품질	수준	유지룰	위한	고품질	원료	수급의	어려움

	 -	수출	관련	지식	및	법률에	대한	멘토나	가이드라인	부재

	 -	글로벌	브랜드의	시장	선점으로	진입장벽이	높음.

	 -	짝퉁	브랜드	등장

국내	외식기업의	동남아시아	진출	성공요인과	애로사항은	다음과	같다,	

<성공요인>

	 -	철저한	사전	조사를	통한	메뉴	개발

	 -	효율적인	식자재	현지	조달,	일부	중요	자재	한국	공급

	 -	한류	마케팅	적극	활용

	 -	정규직	채용을	통해	정기적인	고용,	매장의	안정적	운영

<애로	사항>

	 -	언어·문화적	차이로	직원관리	어려움

	 -	‘할랄’인증제도	등	검증된	식자재	확보	어려움.	

	 -	레시피	유출	방지를	위한	핵심자재의	현지	통관	애로

	 -	자국민	보호와	높은	진입	장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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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트너	선정	및	효율적	관리	어려움

	 -	초기	많은	비용	소요

외식산업	이외의	대부분	업종에서	창업기업들은	자금부족,	현지	유통망/바이어/투자	유치	어려움,	전문인력	

부족,	언어장벽,	시장	정보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라.	해외진출	창업기업에	대한	브랜드	지원	필요성

국내	중소기업은	국내	사업체	수의	99.9%를	차지하며	국내	전체	고용인구의	86.8%를	고용하고	있다.27)	일

본의	중소기업이	전체	고용의	76%,	미국의	중소기업이	전체	고용의	49%만을	차지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국내	

중소기업은	다른	나라에	비해	한국	경제와	산업,	일자리	창출에	중추적	역할을	함을	알	수	있다.28)

한편	국내	중소기업은	협소한	내수	규모와	기업	간	경쟁	심화,	장기간	경기침체	등으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경영여건에	놓여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은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는	해외	시장	진출

에서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29)	

	대기업의	수출	비중은	70%에	육박하는	반면	중소기업은	30%	대에	머물고	있어	이와	같은	대기업과	중소기

업	간의	수출	역량의	격차30)	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대기업	위주의	수출정책과	경제	산업구조의	대전환이	필요한	

때다.31)	그러므로	서울시의	창업	붐과	창업기업	육성	시책은	당장	물고기를	잡아	주는	근시안적인	접근보다는	거

시적인	안목에서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방법	및	능력을	키우는	데	집중하여야	할	것이다.

마.	해외진출	브랜드	지원	방향	

1)	창업기업의	해외	진출	준비	

창업기업이	해외	진출을	하기위해서	먼저	준비해야	할	것은	1)	해외판매상품(브랜드)	확보	2	관심지역	시장조

사	3)	마케팅	전략	수립	(SWOT	분석,	STP	및	4P	분석)	3)	전문	핵심인력	확보	4)자금	조달	5)	무역과	관련된	지

식	습득	6)	현지에서	요구되는	품질인증의	사전	획득	등이다.

2)	서울시	창업기업	해외진출	지원	방향	

해외	진출을	위해서는	전문	인력,	자금,	시장조사	등이	꼭	필요하다.	사업	성사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해외진출의	경우	창업기업이	모든	것을	자력으로	해결하기는	난망한	만큼	해외	진출에	도움이	되는	지식	습득과	

관련	지원정책을	잘	살필	수	있도록	종합적인	지원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1)	브랜드	전략과	연계한	무역	실무	관련	교육	실시

현재	SBA(서울산업진흥원)에서는	외국인	무역아카데미를	연간	5,6차례	실시하고	있다.	SBA	등	서울시	유

26)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수산유통공사	2015년,	2016년	국내	외식기업	중국진출	성공·실패	사례집.	27)	대한상공회의소,	2013	

28)	Korea	Federation	of	SMEs,	2012	29)	Yoon,	Kwak	&	Seo,	2012	30)	Seo	&	Choi,	2010	

31)	OAK	Central	자사브랜드	부착	소비재	수출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에	대한	탐색적	사례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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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기관이	해외진출을	위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거나	KOTRA	등에서	실시하는	교육에	참가비용을	지원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2)	무역	전문가	멘토링	확대

해외진출을	희망업체를	대상으로	무역전문가	멘토링	사업을	실시하는	것이다.	서울시에는	베이비	붐	세대

(1955	~	1963년	출생)는	대한민국의	고도	수출	성장시대와	맞물려	197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까지	종합상사	

등에서	전	세계	수출시장을	두루	섭렵한	아주	풍부하고	다양한	경험을	갖고	있는	은퇴자들이	서울에	많이	거주

하고	있다.	이들	가운데	상당수가	구직활동을	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무역	전문가	멘토를	선발하여	활용한다면	

적은	예산으로	효율적인	유관	사업을	시행할	수	있을	것이다.	

해당기업의	품목	관련	지식	및	무역	경험자를	선발하여	1인당	5~10개	기업을	맡겨	한	달에	2번,	2~3시간	방

문하여	멘토링을	실시토록	한다면	1인당	월	200만	원	안팎으로	가능할	것이다.	창업기업마다	6개월씩	멘토링을	

한다면	500개	기업에	연	6억	정도(200만원×50명×6개월)의	예산으로	해외	진출을	도울	수	있을	것이다.	

(3)	기대	효과

추가적인	고용	및	해외	매출	증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무역	전문가	멘토링	제도를	도입하면	창업기업의	해

외	진출에	도움은	물론	무역관련	은퇴자에게도	재취업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으므로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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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Ⅲ 결 론 ]

창업기업은	새로운	일자리	90%를	만들어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2012~2014년)동안	늘어난	일자리	

약	27만	개를	분석한	결과,	기업연차가	0세인	창업기업에서	90%인	24만	명에	달하는	신규	취업자가	생겼고	1∼5

세	기업에서도	4만	8,000명의	일자리를	더했다.	반면	업력이	길어질수록	일자리가	오히려	감소해	6~15세	기업에

서는	1만	5000명,	20년	이상	된	기업에서는	2만	3,000명	각각	감소했다.32)	

창업기업	등	5년	이하의	신생기업에서	대부분의	일자리를	만들어낸	만큼	정부의	일자리	지원은	기업가형	창

업에서	실효를	거두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일자리	창출의	주역은	대기업,	중소기업이	아니라	성장기에	있는	젊은	

기업들인데,	창업기보다	성숙기에	있는	기성	기업에	정부의	각종	지원	혜택을	집중하는	것은	모순이라	아니할	수	

없다.	

2012~2014년 3년간 기업 규모·연차별 일자리 순증가 현황

이같은	사실에	비춰볼	때	이제부터라도	일자리창출사업에	대한	국가예산	지원은	창업기업과	예비창업	기업

가에	더	많이	지원되어야	하며,	그	가운데	창업기업	브랜드	지원사업	또한	성공적인	창업을	도울뿐더러	마케팅	

영역에서도	부가적인	일자리를	더	만들어낼	수	있으므로	일거양득의	정책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러므로	서울시의	창업기업에	대한	브랜드	지원	방향은	일자리	창출	사업의	연장선상에서	창업	초기부터	브

랜드	전략을	수립하여	도입기→성장기→성숙기에	이르기까지	단계별	브랜드	마케팅	믹스	전략을	수행할	수	있도

록	브랜드	교육과	브랜드	관리,	공동브랜드	마케팅,	브랜드	컨설팅,	글로벌	브랜드	육성	등	창업기업	맞춤형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창업지원	통합	플랫폼을	조기	구축할	것을	제안한다.	이를	통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각각	수

행하고	있는	각종	지원사업을	일목요연하게	제시하고	창업기업가들이	자신의	경영	상황에	맞는	지원사업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이끌	수	있도록	이용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한층	높여야	할	것이다.	최근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

성화를	위해	창업과	관련한	법률과	지원제도가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오히려	규제와	지원	사각지대가	

더	많아지는	것으로	느껴지는	것은	무슨	이유일까.	건강한	창업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부처	이기주의와	중복	규

제	등은	근절되어야	한다.

		이번	공동연구를	통해	주제별	브랜드	지원제도의	개선방향	제안내용은	다음의	표와	같이	요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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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 지원제도의 개선방향 주요내용

	 브랜드	교육

	•	브랜드	전문가	양성	교육프로그램	신설과	전문인력	Pool	

확대	

	•	창업	지원과	브랜드	교육을	위한	통합	플랫폼	구축

	•	창업기업을	위한	브랜드	가이드북(매뉴얼)	제작

	•	브랜드	제작소	설립

	•	브랜드	자산화와	브랜드	거래	촉진

	 브랜드	관리

	•	수명주기별	브랜드	관리	지원

	•	브랜드지원사업단(지원조직)	신설

	 공동브랜드	플랫폼	구축

	•	공동브랜드	마케팅	활동	강화

	•	마이스(MICE)산업과	연계한	도시	마케팅

	•	서울	도심	재생사업과	연계한	신규	지역	공동브랜드	도입

	•	중소기업	공동브랜드	개발

	 브랜드	컨설팅	지원

	•	브랜드	컨설팅	지원	대상	업체의	확대

	•	브랜드	컨설팅	지원정책의	홍보	강화

	•	지속적인	브랜드	컨설팅	지원체계	구축

	•	브랜드	컨설팅	프로젝트	성공사례의	발굴	및	공유

	•	브랜드	컨설턴트	역량강화	지원

	 브랜드	해외진출	지원

	•	창업기업에	대한	수출	바우처	사업	확대

	•	브랜드	전략과	연계한	무역	실무	관련	교육	실시

	•	숙련은퇴자	중심의	무역	전문가	멘토링	사업	도입

10억	달러	가치를	가진	스타트업을	‘유니콘’이라고	하는데,	한국은	겨우	3개에	불과하다.	스타트업이	좋은	서

비스를	만들면	정부에서는	이를	돕기	보다는	모방을	한다.	또	한국의	법	규정과	규제가	너무나도	까다롭다.	뭐든

지	하려고	하면	전부다	법에	걸린다.	이런	규제를	대폭	풀어야	된다.	우리나라에서	스타트업을	하면	규제망	때문

에	‘잠재적	불법’이	되고	만다.	미국은	최소한의	규제만	두고	있다.	그래야	마음껏	상상하고	도전할	수	있기	때문이

다.	글로벌	기업이	한국에서	와서	창업하게	된다면	71%가	불법이	된다.	혁신하지	못한다면	발전을	못한다.33)	혁신

이	필요한	곳은	브랜드	개발과	제작,	브랜드	론칭,	브랜드	육성,	브랜드	거래	등에서도	예외가	아닐	것이다.	

32)	서울신문	2017년8월25일	보도	

33)	KBS	2017년8월11일	방영	명견만리	짐	로저스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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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Ⅴ부 록 ]

수출바우처	(VOUCHER)	사업

1.	수출바우처	사업이란?	

기업에	바우처를	부여하고,	바우처를	받은	기업은	다양한	수출활동	메뉴판에서	필요한	서비스,	원하는	서비

스(수행)기관을	직접	선택,	수출	마케팅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지원되는	신개념	수출	지원	사업	플랫폼입니다.

*	(바우처)	수출지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상품권의	개념

따라서	기업이	자사의	수출역량에	맞는	수출지원	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이	가능하여	수출지원사업	간	칸

막이를	제거,	지원기관	서비스의	양적/질적	제고를	목표로	하고	있음.

수출바우처	사업은	총	9개	사업,	총	1,258억	원의	사업비로	연간	4,450개사	내외를	목표로	추진하며	주관부

서는	산업부와	중소기업청입니다.

2.	지원대상

아래	9개	사업별로	선정된	기업이며	선정기준,	지원한도,	국고	보조율	등은	사업별로	상이함.

우선순위	등록가능한	9가지	사업

수출	첫걸음	지원

월드챔프	육성

신수출	유망품목	육성

해외전시회	개별참가	지원

수출성공	패키지

차이나	하이웨이

글로벌	강소기업

중견기업	해외마케팅	맞춤지원

메뉴판

홍보/광고

국/내외	코칭

조사/정보

출장/현지	동행	출장

통관/선적	대행

해외진출자문/대행

브랜드	개발

무역	교육	및	투자	유치

바우처

사용

3.	서비스	및	수행기관	선택

위	사업으로	선정된	기업은	아래	수출마케팅	서비스	메뉴판에서	필요한	서비스,	수행기관을	선택하여	사업

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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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지원내용

Ⅰ단계

(수출준비)

개발·제작

수출브랜드	개발,	외국어	웹사이트	제작,	온라인카다로그,	모바일	웹·앱,	디자인	개발(카다로그,	

브로셔,	포장지	등),	제품	매뉴얼	제작,	상품페이지	제작,	외국어자료	통번역,	지재권등록,	

정품인증,	

해외규격획득	지원	등	

전략	컨설팅

1:1로드맵	수립	및	지원항목	코칭,	경영멘토링,	목표시장	수출전략(로드맵)	수립	및	지원항목	

코칭,	바이어	발굴,	법인설립	자문,	지재권	등록,	투자	유치지원,	특허·인증·시험·수출	IP	전략	

컨설팅,	해외진출	전략컨설팅,	기업	중장기	성장전략	컨설팅	등

교육
무역교육(온/오프라인),	해외마케팅	역량강화	교육.	해외투자유치	관련	세무·회계	검토,	미국	

자동차	BIG3	인증품질교육·필수제출서류	교육	등	

Ⅱ단계

(거래선발굴)

홍보·광고/

온오프라인	

마케팅

TV·신문·잡지·SNS	홍보,	사은품제작,	기업홍보동영상,	광고제작,	홈쇼핑,	PPL,	

검색엔진마케팅,	온라인쇼핑몰	구축운영,	오프라인매장입점대행,	판촉전	등	

조사·정보

해외시장조사,	소비자리서치,	바이어발굴조사,	바이어DB	타깃	마케팅,	해외온라인	쇼핑몰	

제품경쟁동향	조사,	해외시장설명회	참가,	사업파트너	연결지원,	원부자재공급선	조사,	

프랜차이즈	점포	상권조사(중국,	베트남),	유료	발간자료	판매	등	

전시회,	

상담회,	

바이어매칭

해외전시회	개별참가,	해외전시회참가지원,	국내개최	국제전시회	참가,	현지바이어매칭	

상담회/세미나,	외국바이어	국내초청	연결/설명회/세미나,	해외전시회	사전·사후	마케팅대행,	

해외비즈니스출장지원,	제품시연회,	신제품론칭쇼,	프로젝트	수주지원,	로드맵	이행	등	

Ⅲ단계

(계약체결)

계약체결전 국외기업(바이어)	신용조사	서비스,	관세환급	컨설팅,	계약서	작성(지불조건	포함)	대행	등	

계약체결후	
통관/선적필요서류,	결제관련서류,	수출물류,	

무역자동화(전자무역서비스)사후관리(관세환급신청서	등)	대행	등	

Ⅳ단계

(해외진출)
해외진출

해외진출자문,	해외투자환경조사	출장지원,	현지법인	및	공장	설립	등	맞춤형지원,	프랜차이즈	

사업등록(미국,	중국),	해외	자본시장	상장	및	M&A	자문,	해외자문사	및	실사기관	발굴/활용	

지원

	4.	진행절차

참가기업은	사업에	지원할	시	우선순위를	정해서	상위	순위로	선정된다.	선정기업은	기업분담금을	입금	후	

바우처를	제공받게	되고	바우처를	사용하여	수행기관과의	수출마케팅	사업을	진행한다.	추후	사업이	완료되면	

운영기관이	수행기관을	대상으로	사업비용을	정산한다.

제1단계	:	사업신청	및	선정,	기업별	사업	우선	순위	선정

제2단계	:	납부	및	발급,	기업분담금	납부	및	바우처	발급

제3단계	:	메뉴판	선택,	메뉴판	내	필요	지원분야	선택

제4단계	:	수출	지원,	선택한	수출마케팅	지원	사업	진행

제5단계	:	바우처	정산,	운영기관-수행기관	사업비용	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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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A	입주기업	브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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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초록

연구기간	 2017년	4월	1일	~	2017년	10월	1일

연구과제명	 서울시	창업교육-지원-투자	연계	활성화	방안

연구책임자	 남정민

참여	포럼위원	 김성환,	김용구,	김종성,	유원희,	이종헌,	홍혜영,	남정민	(총	7명)

색인어	 한글	

	 창업교육,	창업지원,	창업투자,	기업가정신,	창업정책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지금까지 분절되어 있던 창업교육, 창업지원, 창업투자 등 창업인

프라를 통합하고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함임 

	

	 창업인프라를	통합하고	연계할	수	있는	각	영역별	정책제안은	다음과	같음	

1.	 (창업교육	1)	서울시교육청과	연계한	학교별	동아리	지원	중심의	기업가정신	교육	추진

2.	 (창업교육	2)	과정을	중요시하는	문제해결	프로젝트	수업설계	및	개발		

3.	 (창업교육	3)	청소년	학령기	차별화된	기업가정신	교육프로그램	설계	및	운영

4.	 (창업교육	4)서울시	주도의	청소년	기업가정신	온라인교육	설계	및	운영	

5.	 (창업지원	1)	급변하는	기술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분야(메타기술)의	창업교육지원

6.	 (창업지원	2)	직업능력향상을	위한	학습을	위한	분야의	지원				

7.	 (창업지원	3)	더불어	살기	위한	학습을	지원하는	분야의	지원			

8.	 (창업지원	4)	존재로서의	학습,	자아실현을	위한	학습	분야의	개발	및	지원요구		

9.	 (창업투자	1)	투자회수	활성화를	위한	M&A환경	개선	

10.	 (창업투자	2)	재도전	기회를	부여할	수	있는	금융	및	투자환경	개선

11.	 (창업투자	3)	결과보다	과정을	중시하는	벤처기업	R&D선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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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문 ]

제목

서울시	창업교육-지원-투자	연계	활성화	방안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고용	없는	성장에	따른	실업률의	증가는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현상으로	커다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

다.	특히	높은	청년실업률은	각국의	경제	및	사회	발전에	저해요소의	핵심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세계	각국은	

이를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	중	기술	및	지식기반	중심의	창업활성화를	위한	혁신적인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

다.	본	보고서는	국내	창업생태계를	개선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창업교육,	창업지원,	창업투자	영역으로	구분

하여	제시하고	있다.	

2.	연구의	내용	및	범위

가.	창업교육

첫째,	서울시교육청과	연계한	학교별	동아리	지원	중심의	기업가정신	교육이다.	현재	국가-비영리법인-민간

기업의	모든	프로그램은	특강이나	단기	과정의	교육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서울시는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고	청

소년	기업가정신의	확대를	위해	서울시교육청과	연계하여	학교별	동아리	학생을	대상으로	10주	이상의	기업가

정신	교육을	수행할	것을	제안한다.	

둘째,	과정을	중요시하는	문제해결	프로젝트	수업	설계이다.	청소년	대상	기업가정신	함양	프로그램은	실무

적인	창업교육보다는	과정을	중요시하는	문제해결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	장기적인	문제해

결	프로젝트	수업을	진행할	수	있는	교육	여건을	마련하고	교사	및	강사를	양성할	수	있는	연수와	문제해결	프로

젝트	과정에서	기업가정신의	사고력과	역량을	향상	시킬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청소년	학령기에	따른	기업가정신	교육프로그램	설계	및	운영이다.	현재	국내의	청소년	대상	기업가정

신	교육프로그램은	대개	초·중·고등학생에	대한	동일한	교육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성인과	달리	청

소년	시기에는	삶의	가치관과	태도가	형성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학령기에	적합한	맞춤형	기업가정신	교육프로그

램이	필요하다.	

끝으로	서울시	주도의	청소년	기업가정신	온라인교육	설계	및	운영이다.	청소년들	대상으로	온라인	청소년	기

업가정신	교육은	교육부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YEEP이	있으나,	이는	창업교육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서

울시에	초·중·고등학교의	모든	학생들이	체계적으로	기업가정신	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온라인교육은	필수적이

다.	향후	해외선진국의	온라인중심	기업가정신	교육을	벤치마킹하여	서울시만의	고유한	‘온라인	청소년	기업가정

신	교육프로그램’을	구축하여	각	학교에서	운영하게	되면	기업가정신	확산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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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창업지원

첫째,	급변하는	기술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분야의	창업교육	지원이	있어야	한다.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빅데

이터	등	급속도로	변화하는	새로운	기술환경을	각	개인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	새로운	환경에	적응토록	

지원하는	다양한	계층별	교육지원	체계와	메타기술(오픈소스,	3D프린터,	인간중심	서비스)을	학교	또는	학교	밖

에서	초등학생부터	노인층까지	이를	학습하게	하는	평생교육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둘째,	직업능력향상을	위한	학습을	위한	분야의	지원이	있어야	한다.	직장에서	배운	분야에	대한	창업이	창

업	성공	확률이	높은	바,	직장에서	갈고	닦은	전문기술	및	지식을	바탕으로	재직자들이	창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직업능력향상형	창업교육이	필요하다.	

셋째,	더불어	살기	위한	학습을	지원하는	분야의	지원이	있어야	한다.	스타트업은	코워킹	공간,	인큐베이팅,	

액셀러레이팅,	투자	등	각	단계에서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과	공유하며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하고	해당	단계에서	

필요한	지원을	받아야	성공가능성이	높아진다.	특히	기획자,	개발자,	디자이너	등	팀	구성이	창업성공의	핵심적

인	부분이라	할	수	있기에	생애주기별(청년,	중장년,	노년	등),	다양한	계층,	문화,	인종을	뛰어넘어	교류할	수	있

도록	하는	네트워크	공간과	기술,	그리고	방법에	대한	학습이	지원되어야	한다.	하나의	방안으로	서울창업허브

를	민간	코워킹	공간방식으로	자유로운	분위기로	운영하고,	서울시	각	구청별로	산재되어	있는	평생학습관을	활

용하여	기존	공유	스페이스에	접근이	어려운	중장년층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평생교육	차원의	창업에	대해	지속

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서	다양한	관점의	공유와	이해를	위

해	평생교육	차원에서	서로	다른	세대	간	세대통합교육의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	

넷째,	존재로서의	학습,	자아실현을	위한	학습	분야의	개발	및	지원이	요구된다.	평생교육	차원에서	중·고등

학생,	대학생에	대해서는	진로차원에서의	창업교육이	필요하고,	직장인들은	인적자원	개발로서	창업에	대한	준

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직업능력	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중장년층에	대해서는	늘어나는	여가시간을	활

용하여	자아실현을	가능하게	하는	평생교육	차원에서의	창업	분야의	개발	및	지원이	요구된다.	

다.	창업투자

첫째,	투자회수	활성화를	위한	M&A환경	개선이다.	우리나라는	M&A	비중이	20%를	넘지	못하고	있고,	주

로	장외매각	상환을	통해서	투자가	회수된다.	즉,	투자자가	자금을	회수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실정이며	민간중

개기관이	육성되지	못한	실정이다.	따라서	향후	정부의	지원으로	M&A	정보가	오가고	성사될	수	있도록	M&A

을	견인할	수	있는	전문기관의	출현과	육성이	필요하다.	

둘째,	재도전	기회를	부여할	수	있는	금융	및	투자환경	개선이다.	우리나라는	투자기반의	창업이	아닌	개인	

대출(보증)에	기반	한	창업자금	조달이다.	창업자가	제대로	된	담보가	없다면	개인보증을	이용하고,	결국	대표이

사의	연대보증이	요구된다.	즉	회사의	빚이	100%	개인의	빚이	된다면,	다시	재기할	수	없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대부분	재창업을	할	수	없는	처지가	될	수밖에	없다.	재도전할	수	있도록	현재의	자영업자	임의적	고용보험	가입

을	의무화하는	등	사회안전망을	강화하여야	한다.	

셋째,	결과보다	과정을	중시하는	벤처기업	R&D선정·지원이다.	우리나라는	전국에	산재된	172개	공공연구

기관을	통해	분산되어	선정·지원이	진행되다보니,	전문성이	부족하고	실질적으로	소요예산을	정부에	의존하고	

있고	재정자립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실패라는	결과에	대한	평가만으로	R&D	및	창업지원	선정에	불리한	영향으

로	작용하다는	것은	기업가정신을	위축시키고	새로운	창업	발생을	저해함으로써	일자리	창출을	어렵게	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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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경제	핵심	동력의	상실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실패를	자산으로	생각하는	정부의	창업지원정책과	창업	인식	

개선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국내	창업생태계를	활성화하고	서울을	글로벌	창업허브로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지금

까지의	분절된	창업지원정책에서	벗어나	이상과	같이	창업교육,	창업지원,	창업투자의	통합지원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서울시	창업정책사업의	통합관리가	효과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Ⅰ서  론 ]

청년실업률이	심각한	상황을	넘어	국가재난	상황으로	인식되고	있다.	2012년	청년층(15~29세)실업률은	

8.1%에서	2013년	8.0%,	2014년	9.0%,	2015년	9.2%,	2016년	9.9%로	점점	증가추세를	보였다.	이후	2017년	2월

에는	12.2%로	정점을	찍은	이후	2017년	4월	11.2%,	2017년	7월	9.3%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나,	청년노동시장

의	체감실업을	알	수	있는	고용보조지표1)는	2017년	7월	실업률을	22.6%로	기록하고	있으니(통계청,	2017)청년

들이	대학민국에서	취업하기는	시쳇말로	하늘에	별따기임에	틀림없다.			

고용	없는	성장에	따른	실업률의	증가는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현상으로	커다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

다.	특히	높은	청년실업률은	각국의	경제	및	사회	발전에	저해요소의	핵심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세계	각국은	

이를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	중	기술	및	지식기반	중심의	창업활성화를	위한	혁신적인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

다(박주현,	2014).

본	연구는	지금까지	분절되어	있던	창업교육,	창업지원,	창업투자	등	창업인프라를	통합하고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함이다.	각	영역별	목적	및	필요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창업교육

새로운	일자리	창출	핵심	동력의	일환으로	청년창업	활성화가	국가정책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

으며,	그	중심에	‘청소년	기업가정신	교육’이	있다(강경균	외	2,	2015).	2018년부터	중·고등학교	교과목(사회)에	

기업가정신이	수록	되고,	각	급	학교에서	기업가정신을	가르칠	예정이다.	청소년	시기부터	체계적인	기업가정신	

교육을	통해	자신의	진로(창업,	창직,	취업)를	스스로	개척하게	하고,	이를	통해	미래세대들이	새로운	일자리	창출

을	통한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내어,	현재의	일자리	위기를	타계해	나가겠다는	새로운	국가적	전략인	것이다.

이미	해외	선진국에서는	유치원에서	대학에	이르는	교육별	표준을	보유하여	국가적으로	체계적인	청소년기

업가정신	교육을	수행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50개	주에서	기업가정신	및	창업교육의	표준을	보유하고	있으며,	

영국,	스페인,	호주,	핀란드,	덴마크,	네덜란드	등	주요국가에서는	창업교육을	초등과정에서부터	의무	교과로	하

여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김진수	외	5).

특히	유럽에서는	장기적인	경제침체를	극복하고자	하는	경제정책의	일환으로	2000년대	중반	이후	‘청소년	

기업가정신	교육’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2006년	유럽위원회와	노르웨이	정부가	주관하여	‘유럽의	기업가정신	

교육	:	교육과	학습을	통한	기업가정신	진흥’	학술대회를	개최2)했는데,	이	학술대회는	국가와	지역을	대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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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기관,	교사,	관련	학자와	교사들이	참여하여	유럽연합과	그	주변	국가들에게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기

업의	성공적인	사례들을	소개하고	리스본조약의	정신을	계승하여	유럽의	균형된	발전과	교류를	위하여	필요한	

기업가정신	함양을	위한	기본틀을	제시하였다(박선영,	2014).	이후	유럽	각국에서는	유치원시기부터	각	나라의	

교육적·문화적	맥락에	맞는	체계적인	기업가정신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되었다.		

2.	창업지원

한국무역협회가	2015년	실시한	대학생·대학원생	창업인식	조사에서	창업	선호도는	6.1%로	취업(78.8%)이

나	학업(15.1%)에	크게	뒤지는	등	창업에	대한	인식은	매우	부정적이다(연합뉴스,	2017).	기업가정신에	대한	강조	

등	수	많은	교육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중고등학교	및	대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진로교육은	주로	취업교육

으로	진행되고	있어	기업가정신과	창업은	관심에서	벗어나	있는	상황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창업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인식의	전환을	위해

서는	진로로서의	창업을	경험토록	해야	한다.	또한	학교에서의	기업가정신에	대한	교육과	창업에	대한	역량을	향

상을	위한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	

100세	시대에	발맞추어	창업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고	있다.	언젠가	생애	한번은	창업을	할	상황인	것이다.	

또한	고용창출	가능성을	고려하면	취업보다는	창업이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또한	취업에서의	경력

이	창업	성공의	가능성을	고려할	때는	취업과	창업의	연계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할	시기이다.	그러나	4차	산업혁

명	시대에	대비한	취·창업교육은	순환교육	차원에서	단순히	직업능력개발로서의	창업만	강조되고	있는	실태이

다.	4차	산업혁명시대와	관련하여	기계와	로봇이	인간의	노동을	대체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이

에	따라	사라지는	직업에	종사하고	있는	인력에	대한	직업교육이	강조되고	있는	것은	당연하다할	수	있다.	그러나	

직업교육만으로	이에	대한	보완(증가하는	생산량과	대체되는	노동의	속도를	따라잡을	수	없는	것	등)이	어렵기에	

장기적으로는	소비의	주체로서	노동자의	역할을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기본소득의	도입까지	언급되고	있다.	

변화의	상황에서	학교교육에서	계속적으로	양산하는	교육받은	실업자(educated	unemployed)의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보완체계로서	평생교육은	의미가	있고,	취업과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있으며(김용현,	김종표,	

2015),	평생교육	또는	인적자원개발로서의	창업은	4차	산업혁명에서	발생되는	노동문제에	대한	하나의	시사점

을	제공할	수	있다.	즉	생애개발로서의	창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지원방안이	강구될	수	있다.	부연하면	평생

교육에서	강조하고	있는	4가지	학습인	알기	위한	학습(learning	to	know),	행위를	위한	학습(learning	to	do),	

더불어	살아가기	위한	학습(learning	to	live	together),	존재를	위한	학습(learning	to	be)차원에서	창업지원

이	종합적으로	검토될	수	있다.

결국	창업에서의	실패가	인생에서의	실패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인생의	각	단계에서	인적자원	개발을	

통한	취업	또는	창업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즉,	경력개발로서	피벗	할	수	있도록,	평

생교육	차원에서	생애주기별	창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에	대한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1)	고용보조지표는	실제로	일을	구하고	있지만,	실업률에는	잡히지	않는	잠재구직자까지	반영한	고용관련	통계이다.

2)	국내에는	오슬로	아젠다(Oslo	Agenda	for	Entrepreneurship	Education)로	소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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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창업투자

한국의	경우	GEM3)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2003년~2007년,	2014년을	제외하고	2000년~2002년,	2008

년~2013년,	2015년의	TEA4)(초기단계	기업활동지수)비율을	살펴보면	2001년에는	TEA의	평균(8.87%)을	상

회한	14.32%	이었으나,	2015년에는	전체TEA	평균(13.22%)	보다도	낮은	9.25%를	기록하고	있다.	TEA뿐	아니

라	기존기업	활동비율	역시	한국은	2008년	12.84%에서	2015년	6.96%로	꾸준한	하락추세에	있다.	한편	창업환

경에	대한	평가라	할	수	있는	GEM의	전문가조사(NES)	결과에	의하면	한국은	정부정책,	세제	및	관료,	기업가

정신	프로그램,	내부시장성,	물리적	인프라,	문화·사회적	규범의	경우	GEM전체	평균과	한국이	속해있는	혁신

주도형국가의	평균을	모두	상회하고	있다.	반면	기업가적	금융,	교육	및	훈련,	R&D	이전,	상업적·법제적	인프라,	

시장진입규제의	부분에서는	GEM전체평균과	혁신주도형국가의	평균을	모두	밑돌고	있다(김광희,	2016).		

기업가적 생태계 척도

항목 요소주도형 효율주도형 한국 GEM	평균 혁신주도형

기업가적금융 4.1 3.9 3.9 4.2 4.5

교육	및	훈련(교육	내	과정:	at	school) 3.2 2.8 2.8 3.1 3.4

교육	및	훈련	(교육	후	과정:	post	school) 4.7 4.6 3.9 4.5 4.5

R&D	이전 3.6 3.6 3.6 3.8 4.2

상업적·법제적	인프라 4.7 4.8 4.0 4.9 5.1

시장진입규제 4.0 3.9 3.2 4.1 4.4

항목 요소주도형 효율주도형 GEM	평균 혁신주도형 한국

정부정책 4.4 3.9 4.2 4.5 5.8

세제	및	관료 4.0 3.6 3.9 4.1 4.6

기업가정신	프로그램 3.9 4.1 4.3 4.7 5.0

내부시장성 5.0 5.0 5.1 5.2 7.3

물리적인프라 5.7 6.3 6.3 6.7 7.0

문화·사회적	규범 4.8 4.5 4.7 4.9 4.9

자료:	GEM	2015/16	Global	Report

주:	리커트	척도(Likert	scale)	1~9(1은	매우	불충분한	상태이고	9는	매우	충분한	상태임)

창업준비	및	창업단계에서	금융지원	및	투자환경도	중요하지만	기업이	초기	생성	후	약	3년	정도의	‘죽음의	

계곡’을	넘는	단계의	창업	금융	및	투자정책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어렵게	창업을	했다하더라도	초기단계에	실

패를	하게	되면	창업가	개인적으로는	물론	사회적으로도	자원의	낭비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업의	life	

cycle	전(全)과정에	걸친	창업환경을	구축해야	하지만(기업가적	금융(투자환경)을	창업	준비단계,	창업,	창업	초

(전문가	조사(NES)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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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의	생존단계,	그리고	성장단계	등	기업의	생성소멸	전	주기에	걸쳐	구축),	창업	후	초기	약	3년	정도	기간의	창업		

초기단계는	기업	생존의	위험이	가장	높은	시기이기	때문에,	그	어떤	시기보다도	기업	안착을	위한	기업가적	금

융환경의	조성이	중요하다.	이	단계는	시장의	진입단계로	제품의	개발	및	완제품을	만들어	판매를	시작해야	하기	

때문에	개발비뿐만	아니라	마케팅	비용도	필요하나	아직	매출	발생이	없는	경우가	많고,	기업	신용도도	높지	않

아	외부자금	조달이	쉽지	않은	단계이다.	기업의	위험도가	높아	민간금융시장이	작동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정

부의	자금지원	및	모험자본(venture	capital)시장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벤처캐피탈회사	역시	창업초기기업

에	대한	투자는	위험도가	높으므로	투자를	기피하는	현상이	있는	바,	이와	같은	시장의	실패를	보완해주기	위해	

정부는	모태펀드(Fund	of	Funds)를	운영하기도	한다.	창업초기기업에	대한	투자를	유인하기	위해	민간	벤처캐

피탈회사가		펀드조성시	모태펀드는	조성펀드의	60~80%를	출자하는	등의	지원이다.	완제품의	테스트	및	인증,	

초기제품의	공공구매	시스템	등	시장진입을	위한	지원시스템도	중요하다.	기업의	성장	단계에서는	기업활동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시스템의	구비가	필요하다.	기업가정신의	측면에서	중요한	요소는	실패를	하더라

도	낙인효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업회생제도와	재기시스템의	작동	여부이다.	창업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낮춰주

어	전반적인	창업마인드가	손상되지	않도록	하는게	중요하다.

이상과	같이	대한민국의	창업정책	및	창업환경의	고도화를	위해서는	교육-지원-투자	등	창업환경에	중요

한	요인들의	상호작용과	통합적인	관리가	요구된다.	본	보고서에서는	이를	위해	제2장에서는	창업교육,	제3장에

서는	창업지원,	제4장에서는	창업투자	그리고	마지막	장에서는	결론	및	정책제언	순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창업단계별 주요정책사업

구분 창업준비단계 창업실행단계 창업초기단계 성장	및	재기(7년~)

정책	목적
•	창업마인드	제고	및		

창업역량제고

•사업화	촉진 •죽음의	계곡	극복 •	성장지원	및	재기/

재창업

주요사업

•	기업가정신	교육및	

창업실무교육	

각급학교	졸업후

•창업아카데미

•멘토링

•창업코칭

•창업경진대회

•	행정부담	최소화	

창업절차,	창업비용

•	seed	money	확보,	

엔젤투자

•창업보육센터

					business	incubator,

					TBI

•액셀러레이터

•	Venture	Capital	

공공모태펀드

•	제품	시험	및	인증	

시스템

•	초기	제품	공공구매	

제도

•자금조달	

				debt	financing

•IPO

•M&A

•	일반	중소기업	지원	

정책

•기업회생제도

•재기지원제도

3)		글로벌기업가정신모니터(Global	Entrepreneurship	Monitor,	이하	GEM)	지수는	가장	널리	알려진	기업가정신	지수로,	1999년부터	런던경영대학(London	

Business	School)과	미국	뱁슨칼리지(Babson	College)가	매년	공동으로	조사하고	있는	글로벌	설문조사이다.	GEM의	설문조사는	일반성인조사(Adult	

Population	Survey;	APS)와	전문가조사(National	Expert	Survey;	NES)로	나누어	시행한다.	일반성인조사(APS)는	62개	조사대상	국가별로	18세-64세	이하	

2,000명	이상의	일반	성인을	표본	추출하여	설문조사를	수행하고,	전문가조사(NES)	각	국가별	최소	36명의	기업가정신	연구분야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한다.

4)		초기	기업가적	활동(Total	Early	stage	Entrepreneurial	Activity,	이하	TEA)	지수는	GEM	조사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지표이다.	TEA에서는	창업	후	수개월	내로	

많은	기업가들이	실패하는	것을	고려해서	창업자를	창업	후	3개월까지의	 ‘초기	기업가’와	3개월부터	42개월(3년	반)까지의	 ‘신규	기업가’로	구분해서	

조사하는데,	전체	일반인	응답자	중	이	두	경우에	해당하는	비중을	나타낸	것이	TEA지수이다.	GEM	조사는	TEA를	성별,	능력의	인지,	기회의	인지,	창업의지,	

초기단계기업의	국제화	추진활동,	초기단계	기업의	신제품	개발활동	비율	등으로	분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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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본  론]

1.	창업교육	

가.	기업가정신의	개념	및	청소년	대상	교육의	필요성

1)	기업가정신(Entrepreneurship)의	개념

현대	자본주의와	시장경제	체계는	창의력과	추진력을	겸비한	창업	기업가에	의하여	주도되고	있으며,	그	바

탕에는	창의적	‘기업가정신(entrepreneurship)’이	핵심을	이루고	있다(하규수,	2014).	‘기업가정신’이라는	용어

를	처음	사용한	사람은	18세기경	기업가들이	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위험감수(risk-takin)를	강조한	중상

주의	프랑스	경제학자	깡띠용이였다.	그는	모든	분야의	자기고용(self-employment)을	기업가정신이라고	정의

하였는데,	프랑스	경제학자	세이(say)가	그의	저서	「정치경제학」,	(1803)에서	‘기업가’와	‘기업가정신’이라는	개념

을	제시하면서	기업가정신에	대한	학자적	관심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이승배,	2014).	

기업가정신과	관련된	대표된	학자로는	국내에도	널리	알려진	미국의	경제학자	슘페터(Schumpeter)인데,	그

는	경제성장의	원동력은	기업가정신에	의해서	발현되는	창조적	파괴(creative	destruction)과정을	기업가정신

으로	정의하였다.	특히	기업가정신이라는	용어는	리차드	드	캔틸런(Richard	de	Cantilon)이	기업가들이	‘경험

하는	위험부담’을	강조하면서	사용한	이래	널리	사용되어	왔다(김승경·김명희,	2013).5)	

기업가정신이	하나의	학문	분야로	발전된	것은	최근의	일이며,	기업가정신의	중요성이	국내사회에서도	널리	

강조됨에	따라	그	범위가	창업(New	Business	Creation)으로부터	사내	기업가정신(Corporate	entrepreneu

rship),	사회적	기업가정신(Social	entrepreneurship),	공공부분	기업가정신(Public-Sector	entrepreneu

rship)까지	확대되었으며,	창업정신으로의	기업가정신이란	‘위험을	감수하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	신사

업을	추구하고	조직의	혁신을	끊임없이	기회와	성과를	창출하는	정신’으로	정의되고	있다(송영수,	2010).	여기서	

위험이란	인간의	창조적	행동으로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이며,	무조건	위험에	무모하게	달려드는	것이	아니

라	개인적인	그리고	재정적인	‘계산된	위험(Calculated	Risk)’을	의미한다(배종태·차민석,	2009).

2)	청소년	기업가정신	교육의	개념	및	필요성

국내의	청소년	기업가정신	교육은	2002년	중기청이	특성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시작한	비즈쿨이	효시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창업교육을	중심으로	이루어	졌다.	특히	국가주도의	청소년	기업가정신	교육은	4가지	범주를	

중심으로	교육프로그램을	설계하고	수행되어	왔는데,	①	다양한	이해관계자(정부,	기업,	학교,	금융	등)이	참여

하여,	②	기업가정신	교육의	교육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③	청소년들이	금융,	경제	부문의	기반	지식

을	확보하고,	친기업정서를	함양하여,	④	기업가정신을	자아실현의	도구로써	능동적	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

도록	했다(창원진흥원	2009;	박주현,	2014).

그러나	우리사회에서는	‘Entrepreneurship’이	‘기업가정신’으로	번역되어	창업가에게	필요한	지극히	제한

된	개념으로	인식되고	있지만,	‘Entrepreneurship’의	의미를	분석해	보면	변화의	흐름	속에서	기회를	포착해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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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적인	가치창조과정을	통해	혁신적인	변화를	만들어	내는	사고방식,	철학,	신념,	능력	등으로	창업가(기업가)는	

물론	조직의	구성원,	사회활동가와	정치가에게도	적용되는	확장성을	갖는다.	즉	기업가정신이란	영리/비영리조

직을	불문하고,	새로운	가치를	발굴하고	효율적인	가치창조	과정을	통해	변화를	만들어	내고자	하는	이라면	누

구나	갖추어야할	역량인	것이다(장영화,	2013).	기업가정신의	의미를	‘창업가’라는	제한적	의미6)에서	‘새로운	가

치를	발굴하고	효율적인	가치창조	과정을	통해	변화를	만들어	내는자’	라는	확장적	의미로	정의를	내리면,	어느	

누구나	갖춰야할	필수	역량이	될	수	있으며,	이는	타고난	고유의	성격이	아닌,	육성되고	개발될	수	있는	역량으로	

전환되어,	인간의	가치관과	행동양식을	바꿀	수	있는	실천적인	특성을	가지고	된다(Peter,	1985;	박종규,	2014;	

강경균	외	2,	2015).	따라서	청소년	대상	기업가정신은	자신의	진로를	개척하기	위한	실질적	수단으로	청소년	시

절	반드시	받아야하는	교육으로	인식되고	있다.

나.	국내	청소년	기업가정신	교육프로그램	사례분석	

1)	국가주도형	청소년	기업가정신	교육프로그램

(1)		중소벤처기업부	:	청소년	비즈쿨(Bizcool)

비즈쿨(Bizcool)은	비즈니스(Business)와	스쿨(School)의	합성어로	‘학교에서	경영을	배운다’는	것을	의미

한다.	중소기업특별위원회와	중소기업청(현	중소벤처기업부)이	2002년	청소년의	창업마인드를	키우고자	마련

한	창업교육	프로그램으로,	이는	선진국의	기업가정신(entrepreneurship)을	우리의	실정에	맞게	재구성한	것

이며	열정,	도전정신을	갖춘	융합형	창업인재	양성을	위해	기업가정신	함양	및	창업교육	지원	프로그램이다.	청소

년들이	스스로	자기직업에	대한	개척능력을	키워	나가게	함으로써	어린시절부터	기업가정신에	대한	긍정적	마인

드를	심어주는	것을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박진우·최종인,	2015;	길석면,	2016).

5)		기업가정신에	관해	학자들간	공통된	정의는	없고,	연구의	대상,	목적에	따라	다양한	정의를	내리고	있다.	대표적으로	Shumpeter(1936)는	‘생산성	향성,	경제	

성장,	그리고	궁극적으로	사회발전에	기여하는	혁신과	창조적	파괴활동과	이러한	혁신	실행의	성향’으로	정의한	이래	Gartner(1985)‘새로운	조직의	창출’,	

Kao(1995)‘사업기회의	인지,	위험부담의	적절한	관리,	적절한	자원동원의	기준을	바탕으로	창출하려는	시도’,	Kuralko&Hodgetts(2001)‘기업의	지속적인	성장,	

원동력으로서의	기업	성패를	좌우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다양하게	정의했다.	국내연구도	대표적으로	민경호(2001)‘기업가의	심리적인	정신상태를	

말하는	것은	아니고,	기업가에	필요한	능력	자체’,	황인표(2007)	‘경제,	경영,	사회,	문화,	역사,	철학	등을	포함하는	총체적	과정과	기업경영을	결합시킨	

기업가의	활동,	기능,	능력,	정신	등의	모든	의미를	내포하는	개념’,	배종태&차민석(2009)‘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원이나	능력에	구애받지	않고	기회를	포학하고	

추구하는	사고방식	및	행동	양식’이라고	정의했다(윤백중	2012).			

6)		실제로	1960년대	기업가정신	연구는	기업가의	개인적	특성에	초점을	맞추어	이루어	졌다.	성공하는	창업가들의	인적	특성은	무엇이며,	창업	활동을	수행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간의	차이점은	무엇인가를	연구하려는	행동	과학기반의	접근법이	활발히	활용되었다.	이는	‘창업가’를	특별한	사람으로	간주한	

연구였으며,	1980년대	이후	창업초기의	기회포착단계에서부터	창업단계,	성장단계,	생존	및	소멸에	이르는	일련의	기업성장	단계에	맞추어	기업가정신을	

바라보는	프로세스	관점의	연구로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	졌다,	최근에는	공공부문,	사내혁신,	사회적	기업	등	다양한	영역에서의	기업가정신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김영환,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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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즈쿨 주요내용7)

대상 교과목명 교육내용

초등학교	저학년 미래의	내	모습을	그려보아요
초등학교	저학년(3~4학년)의	경제,	기본지식	함양,	꿈의	설계,	자아	

찾기

초등학교	고학년 내	꿈을	디자인	해	보아요
직업세계의	변화와	기업가의	역할	알아보기,	지역의	기업가와	

유명기업가의	특징	찾기

중학생 모듬활동을	통한	기업가정신	체험 기업과경제	환경,	기업가정신의	이해,	기업가의	역량	등	

고등학생
세상을	바꾸는	기업가정신

아이디어	도출법,	회사설립의	절차	찾기,	마케팅,	자금,	세무,	

사업계획서	등

내	꿈을	현실로	만드는	창업실무 기업가정신의	이해	및	실천,	기업의	윤리와	사회적	활동

YEEP 주요내용

단계 내용

1.	오리엔테이션 YEEP의	이해,	기업	생태계의	이해

2.	소통의	기술 세련된	발표,	좋은	경청,	매력적인	중재

3.	청소년	기업가	체험	창업	입문 친구	능력	찾아주기,	자신에	맞는	역할	모델	찾기

4	창업아이템	선정 창업	아이템	아이디어	구상·발표,	아이템	선정	기준	토론·최종선정

5.	이름	짓기	전략 회사	이름	정하기,	제품	이름	정하기

6.	비전,	전략	수립 비전	토론	및	비전문	작성,	과제	토론	및	전략문	작성

7.	홍보	마케팅 마케팅	계획	수립,	홍보	컨텐츠	작성	실습

8.	홍보물	제작하기 광고제작	(포스터,	CF)

9.	사회공헌사업	디자인하기 사회공헌사업	디자인하기	1

10.	투자	유치	준비 회사	소개서	및	제품	소개서	작성하기

11.	투자	유치하기	 사업계획서	작성하기,	투자	설명회	개최하기

12.	주주총회	개최 주주총회	입문	및	준비,	모의	주주총회

13.	시제품	생산 시제품	생산	체험

14.	협조	기업찾기 제안서	작성하기,	MOU	작성하기

15.	창업	경진대회 학교별	경진대회,	YEEP	SCHOOL

7)	출처:http://www.k-startup.go.kr/common/post/list.do?mid=1510&bid=104&sid=117&bizCategoryCode=&userSn=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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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영리법인주도형	청소년	기업가정신	교육프로그램

(1)	아산나눔재단	:	히어로	스쿨(Hero	School)

아산나눔재단 소개

아산나눔재단은	기업가정신을	확산하기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공익재단으로	기업가정신	확산	및	청년창업

지원과	사회혁신을	통한	취약계층	지원을	목표로	한다.	기업가정신	교육과	관련해서는	기업가정신	교육프로그

램인	‘히어로	스쿨’,	한국	기업의	전략,	마케팅,	인사	등을	경영학이론과	다루는	대학	교육용	사례집	‘아산	기업가

정신리뷰’,	대학생	인문학	교육프로그램	‘아산서원’,	비영리분야	NGO인턴십을	교육하는	‘아산	프론티어	유스’	등

이	있다.	그	중	청소년	대상	기업가정신	교육은	‘히어로	스쿨(Hero	School)’이며,	기업가정신	교육기관인	‘어썸스

쿨’과	함께	진행한다.	히어로	스쿨은	청소년들이	스스로	사고하고	행동하며	세상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

록	지원하는	청소년	기업가정신	교육프로그램으로,	집중	교육을	이수한	각	지역의	청년	강사가	전국의	중·고등

학교로	파견되어	직접	수업을	진행한다.	자신을	돌아보고	이해하는	히어로의	탄생과	프로젝트를	직접	기획하고	

해결하는	히어로	프로젝트로	나누어	진행된다.	2016년부터	시작된	‘히어로	스쿨’은	전국	77개	학교,	2,100명의	

학생이	참여하였다(2016년	12월	현재).	

히어로 스쿨

청소년들이	기업가정신의	핵심이	되는	주도적,	창의적,	비판적	사고를	실천하는	기회로	자신을	둘러싼	환경

의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경험하며	‘할	수	있다’는	성취감과	도전정신을	갖도록	하는데	그	목표

가	있다(주요내용은	<표	6>	참조).													

히어로 스쿨 주요내용

프로그램단계 내용

1.	모험의	준비 소개/오프닝	및	팀워크	활동

2.	모험의	출발 가치	포착	&	도전과제	설정

3.	히어로의	무기제작 해결책	기획

4.	히어로	전투 실행

5.	히어로의	귀환 결과발표회

출처:	http://awesome-school.net/education/hero-challenge/

(2)	아쇼카재단	:	체인지메이커스(Changemakers)

아쇼카재단 소개

아쇼카재단은	모두가	체인지메이커인	세상을	만들기	위해	혁신하고	협력하는	이들의	글로벌	네트워크로	사

회혁신기업가(social	entrepreneur)들의	발굴	및	지원과	네트워크	및	커뮤니티	형성,	시민섹터의	새로운	인프

라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주요프로그램으로는	벤처	펠로우십(Venture	&	Fellowship),	체인지메이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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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ngemakers),	Full	Economic	Citizenship(FEC),	유스	벤처(Youth	Venture),	아쇼카	유(Ashoka	U),	

공감의	시작(Start	Empathy),	글로벌라이저(Globalizer),	로컬라이저(Localizer)가	있다.	

체인지메이커스 

아쇼카의	대표적인	청소년	기업가정신	지원	프로그램은	체인지메이커스(Changemakers)로	청소년들이	나	

자신에	대한	인식과	사회의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스스로	해결책을	찾아나가는	과정에서	얻을	수	있는	역량을	

교육한다.	공감능력,	팀워크,	리더십,	문제	해결	능력을	체인지메이커의	자질이자	미래의	필수	역량으로	보며,		학

생,	교사,	학부모를	포함하여	학교,	대학,	기업	등	전체	교육	생태계가	청소년들을	변화의	주체로	새롭게	바라보

고	지지해주는	환경을	구축하고자	한다.	문제	발견하기-솔루션	찾기-행동하기-퍼뜨리기와	같은	4단계의	구성

을	가지고	청소년들	공감을	바탕으로	문제에	접근,	해결하는	방법을	스스로	체험할	수	있도록	하며,	과정을	진행

하다	맞닥뜨릴	수	있는	문제에	대한	솔루션도	함께	제공하여	학생들이	스스로	의사	결정하도록	한다(주요내용은	

<표	7>		참조).		

체인지메이커스 주요내용 

단계 내용

1.	문제	발견하기 나로	시작되는	문제	발견하기,	문제	들여다보기,	문제	알리고	공감	받기

2.	솔루션	찾기 문제를	해결할	방법	찾기,	지속	가능한	모델	찾기,	실행가능한	‘SMART’	목표	세우기

2.	솔루션	찾기 두려움	극복하기,	자원	확보하기,	실행해보기

4.	퍼뜨리기 스토리	텔링하기,	체인지메이커	문화	만들기(공유회),	모두가	체인지메이커인

출처:	http://www.youngchangemaker.org/523974954845380-524045106451648477005106052964.html

(3)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	네이버	청소년	기업가정신스쿨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소개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은	청소년	및	청년층의	도전정신,	창의력,	혁신역량	등의	함양을	돕고	기업가정신의	

확산을	주도하는	플랫폼	수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재단이다.	중·고등학생부터	청년까지	기업가정신	교육	

및	창업지원,	교육전문가	양성,	글로벌	인재양성	등	교육	사업과,	기업가정신	관련	국제조사	연구사업,	기업가정

신	확산을	위한	문화조성	및	콘텐츠	개발,	벤처	인큐베이팅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을	통해	전	사회에	기업가정신의	

확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기업가정신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K-PEV	프로그램(한국형	

기업가정신	프로그램),	글로벌	인재양성	프로그램,	글로벌	기업가정신	국제조사(GETR),	기업가정신	실태조사,	

세계	기업가정신	주간행사(GEW	KOREA),	기업가정신	캠프,	KDB	청년창업지원사업,	대학	창업교육	및	창업

문화	활성화	사업,	공공기술기반	시장연계	창업탐색	지원사업,	벤처	1세대	멘토링	프로그램,	2017년	패키지형	재

도전	지원사업	등이	있다.

네이버 청소년 기업가정신 스쿨 

청소년	대상	기업가정신	프로그램은	2015∼2016년	춘천지역	11개	학교를	대상	시범사업이	진행되었다.	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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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운영하며	현장운영에	적합한	PBL방식의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였으며,	2017년에는	전국	100개	학교,	

2,000명을	목표로	운영되고	있다.	2017년	8월	현재까지	네이버	청소년	기업가정신스쿨에	전국	61개학교,		2,318

명의	학생이	참여하였다.	고등학생	대상	정기프로그램(2시간×10회)과	중학생	대상	특별	프로그램(3시간×1회)

으로	전국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기업가정신	교육	진행을	진행하며,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기업가정신

의	필요성에	대해	배우고,	일상	속의	문제를	찾고,	이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원인	분석과	창의적	아이디어	도출해

보며,	실제로	문제해결	프로젝트를	진행하여	결과를	발표하며	마무리	한다(주요내용은	<표	8>참조).

네이버청소년기업가정신스쿨 주요내용8)

단계 내용

1.	기업가정신이란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에서	기업가정신을	가지고	어떻게	미래를	준비할지	살펴본다.

2.	일상	속의	문제찾기 기업가들이	어떤	방법으로	세상의	변화를	만드는지	살펴보고	직접	문제를	해결하는	기업가가	되어본다.

3.	문제해결	탐정팀 문제를	해결할	방법	찾기,	지속	가능한	모델	찾기,	실행가능한	‘SMART’	목표	세우기

4.	원인분석과	창의적	

아이디어	도출	1
미니	프로젝트를	통해	기회를	발견하고	가치창조의	훈련을	해본다.

5.	원인분석과	창의적	

아이디어	도출	2
미니프로젝트	결과를	통해	가설을	검증하고	발표하여	아이디어를	점검한다.

6.	해결방안찾기	1 기업가의	시선으로	일상을	살펴보고	불편과	필요를	발견하고	정의해본다.

7.	해결방안찾기	2 설계할	해결방법이	실제로	불편을	해소하는지	확인해보고	고객의	반응을	살펴	해결방법을	점검한다.

8.	친구들의	의견	수렴 검증한	모델을	기본으로	프로토타입을	테스트해본다.

9.	아이디어	알림이 프로젝트	진행과정을	돌아보고	과정을	소개서에	담아	표현해본다

10.	결과발표	준비 수업과정을	통해	발견한	나의	모습을	돌아보고,	결과발표를	준비해본다.

3)	민간	주도형	청소년	기업가정신	교육프로그램

(1)	JA	Korea	:	JA	Korea	경제교육

JA Korea 소개

JA(Junior	Achievement)	Korea는	전	세계	청소년들에게	무료로	경제교육을	진행하는	국제	NGO단체

로	초·중·고등학생,	대학생,	기업,	교사를	대상으로	기업가정신과	경제교육을	하는	비영리단체이다.	전문	교육

을	이수한	직장인과	대학생	자원봉사자들이	학교를	직접	방문하여	체계적인	경제교육을	실시하며,	유아부터	대

학생까지	학교	등급별로	체계적인	커리큘럼을	통해	운영되며	경제교육	뿐만	아니라	금융,	경영,	기업가정신,	기업	

윤리,	직업	및	진로교육	등을	포괄하여	경제·경영·직업의	전반적인	접근법을	적용한다.	기업가정신(Entrepren

eurship),	경제문해(Financial	Literacy),	직업준비(Work	Readiness)	등의	핵심개념을	도입하여	각	프로그

램별	지향점을	제시한다.

8)	출처:	http://koef.or.kr/koef/kef/main/main.do



444

2017 서울창업포럼 정책자료집

 JA Korea–나도기업가

청소년들이	자신의	미래를	스스로	개척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함을	목표로	한

다.	나도기업가는	기업가정신과	사업	아이템	찾기,	경쟁우위,	기업윤리	등	사업계획의	기본	요소를	탐색해보는	

프로그램으로	교육대상은	고등학생이며	총	7단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나도기업가	키트에는	자원봉사자와	교사

를	위한	지침서,	학생용	교재,	수료증과	OX카드,	기업가정신	카드,	기업	프로필	카드,	경쟁우위	게임판	등	학생용	

활동자료가	포함되어	있다.		

나도기업가 주요내용 9)  

단계 내용

1.	기업가정신으로의	초대
성공	창업의	요소인	기업가정신에	관한	사실과	잘못된	속설을	평가하고,	사업	아이템	선정을	위해	

다양한	아이디어를	생각해보고	주변의	문제들	중	사업화할	수	있는	것을	찾아보는	단원

2.	나는	무슨사업을	할	것인가?
성공한	기업의	다양한	자료를	분석하고,	사업에	적합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선택하는	방법을	배우는	

단원

3.	내	고객은	누구인가?
시장	분석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특정	대상에게	제안할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광고를	만들어	

발표해보는	단원

4.	나의	장점은	무엇입니까? 경쟁우위의	의미를	알고,	다른	기업들의	경쟁우위를	평가해보는	단원

5.	경쟁우위 경쟁우위	게임을	통해	경쟁우위의	개념을	습득하고,	내	사업의	경쟁우위를	생각해보는	단원

6.	윤리는	사업에	이익이	된다
윤리딜레마를	통해	윤리적	의사결정의	장/단기	결과를	평가하고,	나의	사업에서	일어날	수	있는	윤리	

딜레마를	생각해보는	단원

7.	사업계획 성공창업의	여섯	가지	요소를	적용해	사업계획을	세워보는	단원

(2)	캠퍼스	멘토	:	청소년	기업가정신(진로캠프)

캠퍼스멘토 소개

캠퍼스멘토는	2011년	설립되어	2013년	교육과학기술부의	SCEP프로그램	중	‘창업과	진로(Wi-Fi)’	프로그

램	개발을	시작으로	전국	553개	학교,	47,000여	명의	학생이	참여하였고	2014년	벤처	인증을	받은	기업가정신	

및	진로	전문	교육	기업으로	학습자가	주체가	되는	문제기반	학습,	프로젝트	기반학습,	탐구학습과	체험학습	등

을	개발한다.

청소년 기업가정신(진로캠프)

창업의	과정을	통하여	기업가정신	역량	함양을	목표로	학교	교육현장에서	실질적인	기업가정신을	탐구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으며,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	스스로가	역량	개발을	수	있도록	구성	되어	있다.	지역사회의	문

제점을	찾고	다양한	해결	아이템을	고안해내는	팀	프로젝트를	통해	기업가정신의	7가지	역량인	통솔력,	판단력,	

창의력,	추진력,	인내심,	협동심,	독립심	등을	기른다.

9)	출처:	http://www.jakorea.org/front/program/user/programview.do?bseq=21&rseq=6&flag=&navDepth1=5&navDepth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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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기업가정신(진로캠프) 주요내용

단계 주요내용

1.	기업가정신의	역량탐색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기업가정신	:	기업가정신의	필요성	이해

2.	기업가정신	역량	진단검사 나의	기업가정신	역량	찾기	:	진단검사를	통해	내가	가진	기업가정신	역량	발견

3	기업가정신	챌린저게임 챌린저	게임을	통해	기업가가	마주하는	다양한	경영	키워드를	습득

4.		아이템	개발을	통한	

문제해결
지역사회	및	일상생활에서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해결할	수	있는	창의적	아이템	선정

5.	가상기업	설립

-	회사의	비전과	철학을	표현하는	내적	설립과정을	통해	기업의	사회적	역할	이해

-	창의적	마케팅	사례를	통해	효과적	메시지	전달을	이해

-	기업가정신을	발현한	나만의	기업을	표현

6.	모의투자 각	회사를	소개하고,	기업가정신을	발휘한	기업에	모의투자로	우수기업	선정

출처:	http://www.campusmentor.org/html/career_01

(3)	OEC	:	앙트십	교육	프로그램

OEC 소개

OEC(Open	Entrepreneur	Center)는	급변하는	21세기	직업	환경	속에서	가치	창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창업가적	문제해결	인재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작·제공하고	있다.	2010년부터	우리나라	현실에	맞는	

창업가정신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	스타트업,	청년,	청소년,	일반을	대상으로	캠프,	세미나,	워크샵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해	왔다.

앙트십 교육 프로그램

학생들	눈높이에	맞춘	기업가정신	교육프로그램으로,	국내외	기업들의	다양한	문제해결	사례를	통해	기업	

세계를	이해하고	이를	통해	관심분야를	발견한다.	12차시	교육프로그램	외에	앙트십	오픈톡과	최종	공유회가	3

시간	단기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학교에	파견되는	앙꼬(앙트십코치)쌤이	앙트십	수업을	진행하며,	앙꼬쌤은	앙

트십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학생들이	자신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돕는	촉매자의	역할을	한다

(자세한	내용은	<표	11>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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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트십 교육 프로그램 주요내용10)

단계 내용

1.	세상의	변화와	창업가정신	
과학기술의	발달로	점점	더	빨리	변화해	가는	세상의	변화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미래를	준비해야	

할지	살펴봄

2.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기업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다양한	기업세계를	이해해	본다.

3.	세상의	변화를	이끄는	창업가 창업가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그들은	어떻게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고	변화를	만들어	가는지	이해해	봄

4.	만원으로	배우는	앙트십 만원의	자본금,	실행시간	2시간의	제한	속에	가치창조의	경험을	실행

5.	미니컴퍼니	창업	워크샵	 미니컴퍼니를	설립해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과정을	통해	창업과정을	익힘

6.	문제발견하기	 창업가의	시선으로	내가	살아가는	일상을	살펴보고,	그	안에서	“불편”과	“필요”를	발견하고,	정의해	봄

7.	해결방법	찾기	
관련	자료,	인터뷰	등을	통해	얻게	된	정보를	바탕으로	해결방법을	찾고,	실현가능한	방법을	골라내	

효율적인	실행방법을	설계해	봄

8.	해결모델	만들기 우리가	찾아낸	해결방법이	고객의	필요와	불편을	해소하는지	검증할	수	있는	해결모델을	만들어	봄

9.	해결모델	테스트하기 해결모델에	대한	고객의	반응을	살펴	해결방법을	검증	&	보완

10.	소개서	작성하기	 우리	프로젝트의	진행과정을	돌아보고	그	과정을	소개서에	담아	표현하고	전달하는	방법을	훈련해	봄

11.	진로탐색 창업가정신을	바탕으로	한	나의	미래를	설계

4)	기업가정신	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제안

(1)	서울시교육청과	연계한	학교별	동아리	지원	중심의	기업가정신	교육		

현재	국가-비영리법인-민간기업의	모든	프로그램은	특강이나	단기	과정의	교육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서울

시는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고	청소년	기업가정신의	확대를	위해	서울시교육청과	연계하여	학교별	동아리	학생을	

대상으로	10주	이상의	기업가	정신	교육을	수행할	것을	제안한다.	이를	위해서는	강의와	단기	수업을	위한	실습

활동지	중심의	수업에서	문제중심의	장기적인	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시급한	상황이다.	

(2)	과정을	중요시하는	문제해결	프로젝트	수업설계	

청소년	대상	기업가정신	함양프로그램은	실무적인	창업교육보다는	과정을	중요시하는	문제해결	프로젝트

를	수행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	장기적인	문제해결	프로젝트	수업을	진행할	수	있는	교육	여건을	마련하고	교

사	및	강사를	양성할	수	있는	연수와	문제해결	프로젝트	과정에서	기업가정신의	사고력과	역량을	향상	시킬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	연구가	필요하다.	

(3)		청소년기	학령기에	따른	기업가정신	교육프로그램	설계	및	운영			

현재	국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청소년대상	기업가정신	교육프로그램은	초·중·고등학생에	대한	동일한	교육

10)	출처:	http://entship.kr/category/entship_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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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성인과	달리	청소년시기에는	삶의	가치관과	태도가	형성되는	시기이기	때

문에,	학령기에	적합한	맞춤형	기업가정신	교육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따라서	연령대에	맞는	청소년기에	적합한	

창의융합	사고의	향상을	위한	기업가정신	역량을	위한	다양한	교육	구성이	필요하겠다.		

(4)	서울시	주도의	청소년	기업가정신	온라인교육	설계	및	운영	

청소년을	대상으로	온라인	청소년	기업가정신	교육은	교육부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YEEP이	있으나	이

는	창업교육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서울시에	초·중·고등학교의	모든	학생들이	체계적으로	기업가정신	교

육을	받기	위해서는	온라인교육은	필수적이다.	향후	해외	선진국의	온라인중심	기업가정신	교육을	벤치마킹하

여	서울시만의	고유한	‘온라인	청소년	기업가정신	교육프로그램’을	구축하여,	각	학교에서	운영하게	되면	기업가

정신	확산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겠다.	



448

2017 서울창업포럼 정책자료집

2.	창업지원	

가.	제조	스타트업	정부지원	실태

1)	공유	스페이스

(1)	무한상상실11)

무한상상실은	과학관,	도서관,	주민센터	등	생활공간에	설치되는	창의적인	공간으로	국민의	창의성,	상상

력,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이러한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시험·제작을	하거나	UCC	제작·스토리	창작	등을	할	수	

있는	물리적	공간으로	미래창조과학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특허청,	우정사업본부	등	각	

부처의	적극	참여를	통해	전국	단위의	무한상상실	공간	인프라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	

무한상상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공방형,	스토리텔링형,	아이디어형으로	구분되는데,	공방형의	

경우	아이디발굴-출연(연)멘토링-실험연구-성과창출(연구개발과제화)하는	프로세스이고,	스토리텔링형의	경

우	스토리텔링	클럽을	조직-동호회활동-창작-성과창출(도서발간,	영상제작)의	프로세스이며,	아이디어형은	

아이디어	모집-아이디어활동-사업화멘토링-성과창출(특허출원,	창업)	프로세스이다.

2017년까지	연차적으로	전국	227개	시·군·구	당	1개소	이상	구축하여		전국	어디서나	1시간	이내에	접근	가

능하도록	하고	있다(남정민,	2016).

(2)	콘텐츠코리아랩12)

콘텐츠코리아랩은	창작자들의	신나는	연구실이라는	모토로	작은	아이디어가	글로벌콘텐츠로	되는	것을	목

표로	다양한	지원활동을	제공하고	있다.	아이디어공유-아이디어융합-프로토타입제작-창업의	절차로	진행되

며,	그	중간에	발상전환	워크숍,	집중지원프로그램,	창업발전소	등을	지원하며	이를	통한	창작자들의	성장을	기

대하고	있다.	2014년	5월	28일	대학로에	개소한	제1센터를	시작으로	전국	곳곳에	세워져	게임·영화·음악·패션	

등	문화	콘텐츠	장르별	융합	프로젝트	개발과	창작을	위한	공간을	제공하고	창업	인큐베이팅을	지원하는	문화	콘

텐츠	창작	비즈니스의	허브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남정민,	2016).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시장의	수요를	

확인할	뿐	아니라	새로운	수요를	창출할	수	있도록	창작	단계부터	충분한	정보와	지식을	제공하는	액셀러레이터

와	대기업들과의	교류	및	협력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고	콘텐츠	창작과	비즈니스	개발에	풍부한	경험과	높은	

전문	역량을	보유한	인력들을	배치해	이용자들에게	적극적이고	실직적인	가이드와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남정

민,	2016).

(3)	크리에이티브	팩토리13)

크리에이티브	팩토리에서는	창의적	아이디어와	첨단기술을	융합하여	시대를	선도하는	혁신적	첨단제품을	

지속적으로	창출하는	글로벌	선도	제품화	허브로	도약하기	위해	아이디어와	기술의	신속한	사업화를	지원하는	

일괄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혁신적	제품	개발	촉진	및	창업	활성화를	목표로	하는	기관이다(남정민,	2016).	1단계

에서는	아이디어에	대한	검증과	구체화	등을	통해	아이디어를	사업	아이템화	할	수	있도록	지원(아이디어	기획/

구체화)하고,	2단계에서는	창조적	아이디어의	제품화에	필요한	설계	및	디자인	비용을	지원(제품	설계/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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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3단계에서는	성공적인	제품화를	위해	제품	개발에	투입되는	직접	비용에	대한	지원(인건비,	시금형	제작

비,	시제품	제작비,	재료비	등)한다.	마지막으로	4단계	제품화	성공	후	혁신적인	우수	제품의	국내외	시장진출을	

위한	마케팅	및	홍보를	지원한다.

기타	제조	기반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공공	메이커	스페이스는	다음	<표>와	같다.	

국내 공공 메이커스페이스 주요 예시14)

종류 설명 개수

무한상상실

(미래창조과학부)

창의력	증진을	위한	교육형	프로그램과	디지털	장비	활용	제작실습	

진행

거점	13개,	소규모	28개소	

(2017년까지	227개소	설치	예정)

창조경제혁신센터
지역	주도로	선정된	특화	전략산업	분야의	중소·중견기업	성장	및	

글로벌	진출을	위한	기관·프로그램	연계·총괄
17개소

시제품제작터/셀프제작소	

(중소기업청)

일반인들이	창업	아이디어를	제품화하고	창업의	꿈을	

현실화하도록	지원
4개소

크리에이티브팩토리

(중소기업청,	창업진흥원)

아이디어만	있으면	손쉽게	창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자금,	장비,	

기술,	마케팅,	입주공간	등을	통합	지원(1천800㎡	규모의	

전용공간에	3D프린팅	제작	설비와	편의시설	구축)

1개소

콘텐츠코리아랩

(문화체육관광부)

창작자들이	자신들의	아이디어를	발전시키고,	시제품으로		만들	수	

있는	제작	공간	및	설비	지원	
5개소	(2017년	6개소	설립	예정)

창의디바이스랩

(미래창조과학부)

국내	스마트	디바이스	중소·벤처기업과	스타트업,	예비	

창업자들의	아이디어	시제품화	지원
3개소

	아이디어팩토리

(산업통상자원부)

학생들이	아이디어를	실현하고	구현해볼	수	있도록	학내	설치된	

개방형	제작	공간,	실제	사업화도	지원	
10개소

창업공작소

(ETRI,	KIST,	KRISS)

개인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생활	속	ICT	제품으로	구현할	수	있는	

기술	멘토링	및	실험	시제품	제작	환경	제공
4개소

IoT	DIY	오픈랩
사물인터넷	관련	아이디어	발굴	및	시제품	개발	및	시판까지	

전주기적	개발	지원	제공
3개소

이러한	공공메이커	코워킹	스페이스가	자리	잡기	위해서는	단순한	공간제공을	넘어서	인적	네트워킹에	익숙

하지	않은	이용자들을	서로	연결시킬	수	있는	교류	프로그램을	지원하거나	스타트업	교육프로그램,	엔젤투자	설

명회,	리쿠르팅	데이,	채널파트너십	등을	열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김영록,	김민지,	

2017).	또한	메이커를	위한	다양한	교육지원을	통해	누구나	쉽게	제작	기술을	배우고	자신만의	창의적	아이디어

를	시제품으로	구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메이커들의	공유문화가	서로	가르쳐주고	

배울	수	있는	친밀하고	개방적인	학습을	유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한국과학창의재단,	2016),	정부가	만든	창업

지원기관을	보면	대부분	스타트업	청년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곳에	위치해	있다	보니	실제	가보면	좋은	시설에도	

11)	무한상상실.	www.ideaall.net	12)	콘텐츠코리아랩.	www.ckl.or.kr	13)	크리에이티브	팩토리	www.creativefactory.or.kr

14)	한국형	메이커	운동	활성화	3개년	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연구(한국과학창의재단,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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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하고	인원이	적거나	다소	조용한	경우를	볼	수	있다.	따라서	접근성을	강화해야하며,	누구나	언제든지	찾을	

수	있는	장소로	탈바꿈해야	한다.	

2017년	개원한	서울시	창업허브는	접근성측면에서는	부합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조금은	떠들면서	자유

롭게	의견을	나눌	수	있도록	문화를	조성하는	등	공유와	협업이라는	핵심적인	가치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필요하

다(김영록,	김민지,	2017).	

2)	인큐베이터	및	액셀러레이터	

인큐베이터는	예비창업가나	창업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창업가의	성장을	지원하는	기관으로	창업보육,	공

간,	시드머니,	노하우,	멘토링,	창업가	네트워킹	등을	제공하고	투자유치에	도움을	주기도	한다(한국과학창의재

단,	2016).	

액셀러레이터는	엔젤	투자자를	포함하여	성공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기술창업자들이	주축이	되어	각종	교

육,	정보,	조언,	창업자금을	지원하는데,	비교적	짧은	기간(통상	3~6개월)간의	집중적이고	직접적인	멘토링을	

실시하고	창업	전	지분	취득방식의	투자를	실시하여	스타트업의	성공을	지원하는	기관으로	창업자들에게	빠른	

시간	내에	학습을	가능하게	하고	다양한	네트워크를	형성해	준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제공하는	것으로	

평가된다(김가영	외,	2016).	

정부	지원	창업보육센터(www.bi.go.kr)는	1993년	정부에서	직접	운영으로	일부	지역에	준공되었는데	

1998년부터	정부지원	형태로	바뀌어	운영되고	있으며,	2014년	4월	기준	대학,	연구소,	지자체,	공공법인,	민간법

인	형태로	전국에	277개	센터가	있다(한국과학창의재단,	2016).	정부는	공공이나	민간단체에서	창업보육센터

를	건립할	경우	소요자금	지원운영평가에	따라	운영비를	지원하고	실질적	운영은	개별	센터에서	이루어지고	있

다.	입주자는	저렴한	임대료로	사무공간과	시설을	사용할	수	있고	타	인큐베이터에	비해	입주기간(최대	5년)이	

길게	운영된다(한국과학창의재단,	2016).	

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인큐베이터로는	창업선도대학,	청년창업사관학교	등이	있다.	기존	정부기관이나	지

자체,	학교기관	중심의	창업지원센터가	갖는	‘관리형ʼ	운영형태의	한계를	벗어나	앞서	설명한	민간의	우수한	시스

템을	적극	수용한	‘개방형ʼ	창업생태계	구현을	위한	시스템으로	전환하고	있으며,	창조경제타운,	지역	창조경제혁

신센터,	무한상상실,	스마트미디어	이노베이션	센터	등	아이디어를	가진	전	국민	모두가	창업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한국과학창의재단,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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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평생교육	차원의	창업지원	방안

1)	창업교육에	대한	관점

Ronstadt(1985)의	New	School모형에서는	성공한	창업가의	경험만을	들려주거나	창업가의	특성(과단성	

있는	사람만이	창업에	성공한다는	등)	중심이	아닌	창업을	직업경력으로	보았고	통로원리를	강조하며	창업을	경

험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McMullan과	Long(1990)은	창업교육을	창업과정의	변화하는	단계에	따라	요구되는	전략을	독창적으로	

구사하여	생존능력을	가질	때까지	성장시키는	일련의	활동으로	정의하였다.	20세기	창업교육	분야의	공헌자라	

할	수	있는	Vesper(1988,	1990)는	창업을	사업창조에	있어서	시작단계(startup)에	국한된	단계로	보았고	창업

을	business	entry로	간단하게	정리하였고,	사업에서	성장의	크기와는	상관없이	사업의	시도를	중시하여	반복

적인	창업성공의	패턴을	찾아내는데	주력하였다.	따라서	반복되는	성공(실패)의	형태가	중요한	창업교육	내용

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였다(조병주,	1996.	재인용).	Shapero(1982)는	‘어떤	요인과	환경이	기업가적	사건을	

유발하거나	인생진로를	창업으로	바꾸게	하는가?’(기업가적	사건의	발생을	통해	인생경로	전환-창업호감성	증

대-창업실현감	증대-창업)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를	진행하였다(조병주,	1996.	재인용).	

2)	평생교육적	관점

평생교육이란	lengrand(1970)에	따르면	개인의	출생부터	죽을	때까지	전	생애에	걸쳐	계속되는	교육을	말

하며,	학교교육,	사회교육	등의	수평적인부분과	전	생애라는	부분이	수직적으로	통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송영경,	2015,	재인용).	dave(1976)는	개인적	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해서	평생	동안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모

든	형태의	형식적,	비형식적	학습활동을	평생교육으로	정의하고	있다.	

창업현장에서도	끊임없이	평생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창업교육기관,	해커톤,	학습동아리	활동,	창업현장,	

고등학교,	대학교에서도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고	심지어는	중학교에서도	기업가정신	교육,	진로교육,	창의적	문

제해결	교육의	차원에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유네스코는	1996년	Delors를	위원장으로	하는	21세기	평생교육위원회(International	Commission	on	

Education	for	the	Twenty-first	Century)를	통하여	평생교육의	이념을	종합적으로	담았다(김한별,	2015).	

Delors보고서(학습	:	그	안에	담겨	있는	보물)에서는	평생학습의	가능성을	인간이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잠재하

고	있는	숨겨진	보물로	비유하면서	21세기에	인간다움을	유지하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평생학습의	가치를	발견

하고	실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를	위한	근본적인	네	가지	학습은	다음과	같다.	알기	위한	학습(learning	to	

know),	행위를	위한	학습(learning	to	do),	더불어	살아가기	위한	학습(learning	to	live	together),	존재를	

위한	학습(learning	to	be)이다(김용주	외,	1997).	

첫째,	알기	위한	학습(learning	to	know)은	모든	개인이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도

와줄	것을	강조하는데	인간으로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학습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은	

필수적이고	이는	개인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스스로	체득하고	자신만의	고유한	개선과	관

심을	대외적으로	표현하는	자양분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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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행위를	위한	학습(learning	to	do)은	모든	개인이	효과적으로	노동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을	배

양하는	것이다.	행위를	위한	학습은	지속적으로	일함으로써	생활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수단을	

제공하는	학습이다.	이러한	행위를	위한	학습을	위해서는	필요한	재화를	획득할	수	있는	기회와	그	기회에	지속

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두	가지	요소가	필수적이다.	행위를	위한	학습은	전문기술의	배양뿐만	아니

라	타인과	더불어	효과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광범위한	사회적	역량을	기르는	것을	포함한다.	

셋째,	더불어	살아가기	위한	학습(learning	to	live	together)은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감각을	키워서	다름

에	대한	수용성을	높이는	학습을	말한다.	국제화,	다문화	사회처럼	다양화되어가는	사회에서	학습을	통해	사회

구성원	각자가	자신과	구별되는	타인을	인식하고	이들을	포용할	수	있는	능력을	발달시키면서	이들과	공동의	과

제를	수행함으로써	서로	간의	차이를	포용하고	평화적	협력과	공존이	이루어지는	다원화	사회를	이루게	된다.

	

마지막으로	넷째,	존재를	위한	학습(learning	to	be)은	가장	궁극적인	학습의	목적으로	인간이	그	무엇으로

도	대체될	수	없는	독자적인	인간으로	존재하기	위해서	평생교육은	개인이	자아실현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어

야	하며,	개인의	평생에	대한	학습을	누구에게나	일어나야	한다는	것이다.	즉	개인의	독특한	상황적	요구에	따라

서	자신의	성장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학습기회가	형평성	있게	제공되어야	한다(김한별,	2015).

지금까지	살펴본	평생교육에서	학습의	구분을	토대로	창업지원에서의	평생교육적	접근방식을	고려하여	고

찰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급변하는	기술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분야

평생교육은	Lengrand(1970)이	언급한대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학교와	학교	외	공간에서	일어나는	수직

적,	수평적	교육의	연계라	할	수	있다.	창업분야에서도	쉴	새	없이	새로운	정보들이	생산되고	있으며,	이에	발맞춰	

기존에	평생교육에서	언급하고	있었던	학습하기	위한	방법을	위한	학습도	새롭고	급속하게	변화하는	기술환경

에	맞추어	그	양상이	다양화·고도화	되고	있다.	과거에는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컴퓨터	소프트웨어	등과	같은	첨

단	테크놀로지를	이해하고	다룰	수	있는	능력을	새롭게	길러야	한다(송영경,	2015).	따라서	사물인터넷,	인공지

능,	빅데이터	등	급속도로	변화하는	새로운	기술환경을	각	개인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과	새로운	환경에	

적응토록	지원하는	다양한	계층별	교육지원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MOOC(Massive	Open	Online	Course,	대규모	온라인	공개강좌)의	활용을	가능하게	하는	학습도	학습하

기	위한	방법을	학습하는	것에	포함된다.	이를	통해	언제어디서든	창업지식에	대해	학습하고	토론하고	협업할	수	

있으며	세상과	네트워킹할	수	있는	기본적	역량을	갖추게	하는	것이다.	

디지털	DIY(do	it	yourself)시대,	소셜	맞춤의	시대로	진입함에	따라	개개인이	사용할	것을	직접	만드는	게	

점차	일반화되고	있는데,	이는	아이디어가	제품이나	서비스가	되기까지	시간과	비용이	적게	들기	때문이다(이민

화,	박시온,	2017).	기술을	만드는	기술,	즉	메타기술(오픈소스,	3D프린터,	인간중심	서비스)을	통해	누구나	소프

트웨어와	하드웨어	설계를	쉽게	할	수	있는데,	과거의	소수	인력만이	접근	가능했던	기술영역이	보다	많은	이들에

게	허락된	이상(이민화,	박시온,	2017),	학교	또는	학교	밖에서	초등학생부터	노인층까지	이를	학습하게	하는	평

생교육적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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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직업능력향상을	위한	학습을	위한	분야

인공지능	등으로	기존	인간이	수행하던	분야에서	사라질	직업을	대체할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학습이	필요

하다.	OECD의	순환교육개념에	따라	학교교육과	직업교육이	개인생애	전반에	걸쳐서	연계되는	교육체계를	말

하는데,	개인이	정규교육을	마친	이후	필요에	따라서	언제든지	학교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어,	사회	구

성원의	생산성을	증진하고	이들의	지속적	고용가능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김한별,	2015).	즉,	순환교육

이란	학습과	일	사이의	긴밀한	연계를	강조하고	노동시장에서	개인의	지속적인	적응과	생산성	제고에	초점을	맞

추어	학습을	지속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김한별,	2015).	

재직자에	대해서는	동종	산업에서의	업무수행	중	창업	아이디어	발견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점(정승화,	

1999,	재인용)을	고려할	때	재직근로자에	특화된	심도	있는	직업교육이	필요하다.	특히	직장에서	배운	분야에	대

한	창업이	창업	성공확률이	높은	바,	직장에서	갈고	닦은	전문기술	및	지식을	바탕으로	재직자들이	창업에	성공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직업능력향상형	창업교육이	필요하다.	

(3)	더불어	살기	위한	학습을	지원하는	분야

스타트업은	코워킹	스페이스,	인큐베이팅,	액셀러레이팅,	투자	등	각	단계에서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과	공유

하며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하고,	해당	단계에서	필요한	지원을	받아야	성공	가능성이	높아진다.	기획자,	개발자,	

디자이너	등	팀구성이	창업	성공의	핵심적인	부분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생애주기별(청년,	중장년,	노년	등),	다

양한	계층,	문화,	인종을	뛰어넘어	교류할	수	있고	집단	학습을	실시하며,	자신이	원하는	제품을	만들어	볼	수	있

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실제로	이러한	협업을	위한	물리적	공간도	나타나고	있는데,	메이커	스페이스(Maker	Space)라고	불리는	곳

에서는	메이커들의	사랑방	역할을	수행하고	레이저	절단기,	CNC	밀링기계,	산업용	3D프린터,	용접기	등	다양한	

제조	기구를	갖추고	관심사가	비슷한	사람들이	모여	자연스레	공동체가	형성되고	있으며,	제작자금	모으는	일	역

시	‘킥스타트’나	‘인디고고’	같은	크라우드	펀딩	등	협력을	통해	가능한	세상이다(이민화,	2017).	또한	메이커	페어

(Maker	Faire)는	사람들에게	3D프린터	및	오픈소스	하드웨어	사용법을	알려주어	창의적인	것을	만들	수	있게	

도와주고	사람들의	공유를	이끄는	워크숍	등의	활동을	한다(이민화,	박시온,	2017).

전	세계에서	고령화속도가	가장	빠른	축에	속하는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고령화가	위기이자	기회가	될	수	

있다.	고령화는	노동인력의	감소와	이에	대응하는	스마트	시대를	가속화한다(이민화,	박시온,	2017).	스마트세상

은	평생교육차원에서	서로	다른	세대	간	통합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노인층은	젊은	사람에게	고령층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젊은	층은	노인층에게	디지털	세상에	필요한	학습을	시켜줌으로써	세대	간	소통의	기회와	인식

의	폭을	넓힐	수	있게	된다.	

(4)	존재로서의	학습,	자아실현을	위한	학습	분야

평생교육의	궁극적	목적이라	할	수	있는	자아실현을	위해서	창업	분야에서도	그를	위한	학습이	필요하다.	인

간은	많은	측정하기	어려운	잠재된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환경적	저해요인	때문에	그	능력이	

사장될	수	있다(림영철,	림광영,	2001).	창업이	잘	맞는	개인이	교육받을	기회가	없었다는	이유로	그	창업기회를	

놓쳤다면	그것은	사회적으로	커다란	손실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내가	원하는	학습의	실천,	자아실현적	측면에

서	창업도	경험할	수	있도록	전	생애적으로	창업	경험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적	지원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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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생애적인	교육	차원에서	중·고등학생,	대학생에	대해서는	진로	차원에서의	창업교육이	필요하고,	Ronst

adt(1985)가	주장한	New	School모형에서와	같이	창업을	직업교육으로	보아	창업을	경험할	수	있도록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직장인들은	인적자원	개발로서	자신의	성장을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직장인들로서	그들의	자아

실현을	위한	창업의	문을	열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할	것이며,	또한	100세	시대에는	늘어나는	여가를	어떻게	활

용하느냐가	그	국가의	장래를	결정할	만큼	중요한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림영철,	림광영,	2001),	늘어나는	여가

시간을	활용하여	자아실현을	가능하게	하는	평생교육	차원에서의	창업분야의	개발	및	지원이	요구된다.	

또한	창업에	실패하더라도	사회안전망의	적용과	더불어	재도전할	수	있는	현재의	자영업자의	임의적	고용보

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창업능력개발과	사회안전망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평생교육적	창업지원시

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다.	창업지원	활성화를	위한	정책제안

앞서	살펴본	대로	중·고등학교,	대학과	대학원,	민간교육기관,	정부기관에서	창업교육이	진행되고	있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창업교육은	아직까지는	활성화되고	있지	않다.	산업혁명	4.0시대에	발맞추어	증가되는	생산력

과	줄어드는	일자리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평생교육적	접근방식의	창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전생애주기적으로	언제어디서든	평생교육차원에서의	창업지원책이	마련되어야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첫째,	급변하는	기술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분야의	창업교육지원이	있어야	한다.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급속도로	변화하는	새로운	기술환경을	각	개인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	새로운	환경에	적응토록	지원하는	다양한	계층별	교육지원체계와	메타기술(오픈소스,	3D프린터,	인간중심	

서비스)을	학교	또는	학교밖에서	초등학생부터	노인층까지	이를	학습하게	하는	평생교육적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둘째,	직업능력향상을	위한	학습을	위한	분야의	지원이	있어야	한다.	

직장에서	배운	분야에	대한	창업이	창업	성공확률이	높은	바,	직장에서	갈고	닦은	전문기술	및	지식을	바탕

으로	재직자들이	창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직업능력향상형	창업교육이	필요하다.	

셋째,	더불어	살기위한	학습을	지원하는	분야의	지원이	있어야	한다.

스타트업은	코워킹	스페이스,	인큐베이팅,	액셀러레이팅,	투자	등	각	단계에서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과	공유

하며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해당	단계에서	필요한	지원을	받아야	성공가능성이	높아진다.	우선적으로는	특히	기

획자,	개발자,	디자이너	등	팀구성이	창업성공의	핵심적인	부분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생애주기별(청년,	중장

년,	노년	등),	다양한	계층,	문화,	인종을	뛰어넘어	교류할	수	있도록	하는	네트워크	방법에	대한	학습이	지원되어

야	한다.	하나의	방안으로	서울시	각	구청별로	산재되어	있는	평생학습관을	활용하여	기존	공유스페이스에	접근

이	어려운	중·장년	층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평생교육	차원의	창업에	대해	지속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스마트세상은	평생교육	차원에서	서로	다른	세대	간	통합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기에	세대간	

소통하는	교육의	기회를	만들어	가야	한다.

넷째,	존재로서의	학습,	자아실현을	위한	학습	분야의	개발	및	지원이	요구된다.	

평생교육차원에서	중·고등학생,	대학생에	대해서는	진로차원에서의	창업교육이	필요하고,	직장인들은	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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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개발로서	창업에	대한	준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직업능력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중장년층에	대해

서는	늘어나는	여가시간을	활용하여	자아실현을	가능하게	하는	평생교육	차원에서의	창업	분야의	개발	및	지원

이	요구된다.	또한	창업에	실패하더라도	사회안전망의	적용과	더불어	재도전할	수	있는	현재의	자영업자의	임의

적	고용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장기적으로는	기본소득의	도입	등	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비하여	창업능력개발

과	사회안정망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평생교육적	창업지원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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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창업투자

가.	국내	스타트업	투자환경

정부·공공기관

정부는	각종	지원사업을	통해	스타트업	생태계	형성에	필요한	자금,	인프라	공급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국내	스타트업	생태계는	정부의	지원에	상당	부문	의존하고	있다.	정부는	창업교육,	시설·공간	제공,	멘

토링·컨설팅,	R&D,	판로·해외진출	등의	창업지원에	연간	20조	원	이상을	투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기업

대기업의	혁신	동력을	내·외부에서	동시에	찾고자	하는	노력이	미국	등	선진국에	비해	비약하나,	국내	대기

업의	스타트업	지원	사례도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일부	대기업은	창조경제혁신센터의	협업	파트너사로	

참여하여	스타트업과의	상생	기반	구축에	기여하고	있지만,	대기업이	‘혁신’	동력을	외부에서	찾기	위해	참여하는	

활동이	아니라	생색내기식의	수동적	접근인	경우가	많아	근본적	개선	필요한	실정이다.	(액셀러레이터)	액셀러레

이터는	초기자금,	인프라,	멘토링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스타트업	육성기업으로서	스타트업	생태계	안에서

의	활발한	네트워크	형성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벤처캐피탈)	창업	초기단계에	자본참여를	통해	위험을	기업

가와	공동	부담하고	자금,	경영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높은	이득을	추구한다.	2015년말	기준	115

개	사가	등록	운영	중이며	투자재원은	15조	4,577억	원이다.	(대학)	대학과	기업은	분야별	전문	인력	공급의	핵심	

역할과	졸업생의	취업	기회를	제공하는	공생	관계이며,	우수	스타트업과	대학의	산학연계	활성화를	통해	역량	있

는	스타트업	기업의	연구개발(R&D)	역량	강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스타트업	인큐베이팅	및	직접투자에	까지	

범위를	넓히고	있다(양현택	등	2016).	

1)	국내	벤처캐피털	투자	현황

투자규모

국내	스타트업	투자는	2014년(109건	7,802억	원)에서	2015년(233건,	8120억	원),	투자건	수는	2배	이상	증

가했으나	투자금액은	4%	증가한	실정이다.	업종별로는	ICT	서비스가	60%	수준으로	가장	높고	문화콘텐츠와	

유통	서비스가	약	10	%를	점유하고	있다.	2014년	64개,	2015년	96개	등	160개의	투자	받은	스타트업	기업을	대상으

로	업력별	투자현황	상세	분석	결과,	1년이내	16.6%,	~2년이내	24.2%,	~3년이내	23.9%,	~7년	35.3%로	나타났다.	

국내	벤처캐피털	투자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창업투자회사는	2012년	105개사에서	2016년	7개사	신

규	등록,	6개사	말소로	5월말	기준	116개사이며,	투자재원은	2016년	5월	말	기준	전체	투자재원은	16조	4,888억	

원이며,	이	중	조합비중은	93.0%이다.	신규투자는	2016년	5월	말	기준	449개사에	7,018억	원이	투자되어	투자

금액	기준	전년동기(422개사,	223억	원)대비	14.7%	감소한	실정이다.	펀드	출자자는	2015년	말	운영	중인	조합	

출자비중은	국책기관(모태펀드	포함)이	23.7%로	가장	높으며,	이어	금융기관(22.6%),	일반법인이	15.2%,	연금/

공제회	12.5%	순으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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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력별 신규투자 비중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초기(~3년) 30.0 26.7 30.8 31.1 42.3

중기(~7년) 25.4 23.5 24.8 27.9 28.3

후기(7년~) 44.6 49.8 44.4 41.0 29.4

펀드 출자자 현황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정택기관
조성액 5,994 7,850 3,406 7,080 10,205

비중 37.7% 34.4% 41.4% 45.2% 40.2%

민간출자
조성액 9,905 14,988 4,822 8,599 15,177

비중 62.3% 65.6% 58.6% 54.8% 59.8%

계 15,899 22,838 8,228 15,679 25,382

2)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털(CVC)	동향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털(이하	CVC,	Corporate	Venture	Capital)은	금융기업이	아닌	일반	기업이	독립적인	

벤처	기업에	지분을	투자하는	것을	말한다.		CVC는	전통적인	벤처캐피털의	자금	지원	역할에서	나아가	경륜	있

는	이사진,	해당	벤처캐피털	에	속한	포트폴리오	기업과의	연계	등	기업	육성의	역할도	수행한다.	스타트업	기업

에게는	투자금	확보와	함께	대기업의	경영능력	활용	등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좀	더	공격적

인	투자	및	경영이	가능하다.	

투자기업에게는	급변하는	SW산업	환경에서	혁신적인	비즈니스	창출과	신속한	시장대응이	가능하며,	신사

업영역에	대한	탐색적인	투자를	통해	불확실성을	실험할	수	있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탐색적	투자,	보완적	제품	

개발	등	전략적	목적을	가진	투자가	85%를	차지하며,	그	비율이	순수한	투자수익	실현	목적(15%)에	비해	매우	

높다.	

국내	동향

(국내	CVC	동향)	국내	대기업의	CVC	참여가	저조한	편이며,	약	40여	개의	기업만이	CVC를	운영	중이며,	이

마저도	재무적	목적에	의한	투자의사	결정	비율이	76.2%에	이르고	있다.	

(2016년	5월	기준,	단위	:	%)

(단위	:	억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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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CVC 투자현황

기업 주요	활동

네이버

•610억	원	규모의	벤처펀드를	‘네이버	벤처스’를	통해	운용하고	있으며,	창업보육,	경영	노하우등을	전수하고	있음

•	초기	기술	스타트업을	발굴,	육성,	투자까지	지원하고	상생	패키지	‘Npac(Naver	Patner	Aid	&	Care)’를	지원하여	

클라우드	인프라,	기업	솔루션,	온라인	교육	등을	지원

•	네이버는	CVC와	더불어	‘D2스타트업팩토리’	등	창업보육센터도	운영하면서	시너지를	발휘하고	있음

카카오

•	’12년	4월	50억	원	규모로	시작	설립	3년만에	1,056억	원	규모로	성장하였으며,	사용자	맞춤형	영화추천	서비스	‘왓차’에	

투자한	이후	’16년	6월까지	총	62개사에	투자가	이뤄짐

•	카카오가	운영하는	‘케이큐브벤처스’는	초기	스타트업에	투자하여	회사	설립에	필요한	실질적	경영	노하우를	전수

•	인재영입,	추가	투자	유치,	세무,	회계,	홍보	등	스타트업이	성장하는데	있어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음

삼성전자

•	삼성전자는	‘삼성벤처투자’를	통해	기술개발,	지식이전,	신시장	개척	등을	위한	전략적	투자를	진행	중

•	’99년	설립되어	‘10년	300억	원	규모로	운용해오다	‘15년	3,750억	원으로	확대	추세이며,	최근	주요	투자	분야는	VR,	

헬스케어,	IoT,	SW·HW	부품소재	등	임

•	전	세계	벤처기업들을	대상으로	투자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음(하이테크	CVC중	투자	빈도	순위	세계	7위(’15년	기준)

•	삼성전자의	사내벤처	스핀오프	기업(O2O	서비스	‘웰컴’,	IoT	서비스	‘이놈들연구소’	등)에도	투자하여	시너지를	

발휘하고	있음

해외	동향

미국에서는	최근	CVC	투자액이	닷컴	버블	이후	최대치로	77억	달러의	CVC	투자가	이뤄지고	있으며,	이

는	전체	벤처	투자금액에	13.1%에	달한다(	15년	기준).	전체	벤처캐피털	투자	중	CVC의	비중이	‘99년	최고치

(14.4%)를	보인	이후	’00년을	기점으로	감소하였다가	최근	그	비중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CVC를	운영하는	기

업의	수는	1,100여	개에	달하며,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에	포함된	30개	대기업	중	25개	기업이	운영	중에	있다.	

특히	20억	달러의	자산을	운용하는	Google	Ventures는	혁신적	성과를	내고	있으며,	SW분야와	더불어	생명과

학	등	다양한	부분에	300건이	넘는	투자를	진행함.	투자	수익	극대화	보다는	신사업	확보,	보완적	제품	개발	등	

전략적	목적에	대한	투자를	활발히	하고	있다.	

*대표적인	대기업	CVC로	Google	Ventures,	Intel	Capital,	Qualcomm	Ventures,	IBM	Venture	Group	등이	있음

<그림1> 미국의 CVC 투자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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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외	VC외자유치펀드	현황

2013년	처음	펀드를	결성한	이후,	지금까지	11개	해외	벤처캐피털(VC)에	출자하여	약	9,300여억	원	규모의	

펀드	조성이	완료되었으며,	2016년	상반기에	4개	해외	벤처캐피털(VC)을	추가선정함으로써	총	펀드	규모가	1조	

374억	원까지	증가되었다.	

조성을	완료한	11개	펀드는	모태펀드	약정총액	1,259억	원	대비	4.4배에	해당하는	5,512억	원의	해외자본을	

유치하였으며,	이미	모태펀드	약정총액을	넘어선	79개	국내	중소·벤처기업에	1,623억	원을	투자하였다.	대부분

의	펀드들이	2015년에	조성되어	아직	펀드	운용	초기단계임을	감안하면,	해외	벤처캐피털(VC)의	국내	투자규모

는	앞으로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외자유치펀드는	단순히	투자에만	머무르지	않고,	해외	후속	

투자	유치,	현지	네트워크	확보	등	창업자들에게	있어	해외진출의	든든한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중소

기업청은	해외	최상위(Top	Tier)	벤처캐피털(VC)과의	펀드결성도	계속	추진해	가는	한편,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	

지역	다변화를	위하여	동남아시아	전용	펀드	등	해외	벤처캐피털(VC)의	국적도	다변화해	나갈	예정이다(양현택	

등	2016).	

4)	엔젤투자	동향

‘15년	엔젤투자규모(소득공제	신청	기준)는	1,399억	원으로	전년(834억	원)	대비	67.7%	증가하였으며,	엔젤

투자를	받은	기업도	‘15년	295개로	전년	대비	42.5%	증가하는	등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건당	투자금액은	1

천만	원	~	5천만	원	구간이	1,013건(42.8%)으로	가장	많았으며,	건당	평균	투자금액은	약	59백만	원이다.	‘16년	

상반기	엔젤투자자	수(엔젤투자지원센터	등록기준)는	11,314명으로	전년	대비	19.5%	증가하여,	최초로	1만	명	

돌파하였으며,	‘16년	상반기	엔젤클럽	수(엔젤투자지원센터	등록	기준)는	158개로	전년	대비	8.2%	증가하였다.	

최근 5년간 엔젤투자 현황(소득공제 신청 기준)

구분 ’00 ’01 ’02 ’03 ’04 ’05 ’06 ’07

투자액 5,493 3,409 1,109 3,031 463 820 971 897

기업수 1,291 1,007 573 453 194 174 238 220

구분 ’08 ’09 ’10 ’11 ’12 ’13 ’14 ’15

투자액 492 346 341 428 557 566 834 1,399

기업수 152 87 83 66 91 167 207 295

(단위:	억	원,	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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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규모별 엔젤투자 현황(소득공제 신청 기준)

투자금액	규모	구간 투자건수(비율) 투자금액

1백만	원	미만 101	(4.3) 0.5

1백만	원	이상	5백만	원	미만 276	(11.7) 6.5

5백만	원	이상	1천만	원	미만 341	(14.4) 20.1

1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미만 1,013	(42.8) 197.2

5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307	(13.0) 185.8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287	(12.1) 466.7

5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 21	(0.9) 164.8

10억	원	이상 13	(0.5) 357.2

합계 2,359	(100) 1.399

연도별 엔젤클럽 등록 현황

구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6월

등록클럽	수 9 59 96 120 150 163

해산클럽	수 - 1 2 3 4 5

소계 9 58 94 117 146 158

나.	국내	투자환경의	문제점

지금까지	정부는	창의적	자산의	사업화를	지원하는	벤처자금	생태계의	선순환구조를	우선적으로	마련하여	

창조경제를	구현하고	새로운	시장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다양한	정책을	제시하였다.	관계부처가	합동으

로	제시한	‘벤처·창업	자금생태계	선순환	방안(2013.	5.	15)’에서는	벤처·창업기업의	고위험·고수익	구조에	부

합한	지원이	되도록,	창업기업의	자금조달	구조를	융자→투자	중심으로	변경하고,	엔젤투자	활성화,	기술혁신형	

M&A	활성화,	코넥스	신설	등을	통해	성장단계별	맞춤형	투자회수	시스템을	갖추어	나가면서,	창업	플랫폼	다양화,	

우수인력	유입,	기술탈취	방지,	재도전	환경	개선	등	벤처생태계의	하부	인프라도	함께	확충	등이	주요	골자이다.	

(단위:	건,	%,	억	원)

(단위: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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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창업	자금생태계	선순환	방안(2013.	5.	15.)

-		(창업초기)	자금조달	방법,	융자에서	투자	위주로	개편.	창업	전에	예비	평가를	받아,	5억	원까지	100%	보증을	확약받을	수	있는	

‘예비창업자	특례보증’을	신규로	도입

-		(성장회수)	정부는	M&A를	활성화함으로써	중간에	회수할	수	있는	방안을	대폭	확충하고,	궁극적으로	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IPO	

시장의	기능을	정상화하는데	정책적	역량을	결집

-		(성공경험	환류)	국내·외	성공벤처인으로	‘청년창업	멘토링	서포터즈’를	구성	하여,	후배	창업가에게	경영노하우	전수	및	투자토

록	유도

이후	정부에서	추진된	벤처관련	제도개선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정책보완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온	

핵심	사항들에	대한	추가적	개선안을	포함하여,	미래부와	민관합동창조경제추진단은	이러한	핵심	쟁점들을	발

굴,	검토	하고	관련	전문가	및	기재부,	중기청,	공정위,	금융위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벤처·창업	붐	확산	방

안(2015.7.9.)’을	도출하였다.	창업자	연대보증	면제,	엔젤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	혜택	확대,	기업인수합병	활성

화를	위한	규제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벤처·창업 붐 확산방안(2017.7.9.)_자금 및 투자부분

구분 내용

창업자	연대보증	면제	

대상기업	확대

•	창업자	연대보증제도	개선은	‘실패해도	재도전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여	선순환	벤처생태계를	

강화하는데	핵심적인	사항

•	창업기업이	창업자	연대보증	면제의	혜택

•	창업	3년	이내	기업	중	면제대상	기업	비중이	현재	16.1%에서	35.8%로	2배	이상	확대

엔젤투자	활성화를	위한	

소득공제	대상기업	확대

•	그	동안,	엔젤투자	활성화를	위해	과감한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등의	정책을	실시하였으나	그	기준이	

엄격하여	활성화에	제약이	되었음

•	연구개발(R&D)	지출이	일정	수준	이상인	창업	3년	이내	기업도	엔젤투자자	소득공제

•	엔젤투자가	보다	활성화	되어	창업초기기업의	자금애로를	해소하는데	기여

기업인수합병(M&A)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	회수시장	할성화를	통한	선순환	벤처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기업인수합병	활성화가	중요

•	출자규제와	관련해서는	이미	국회에	관련	공정거래법	개정안(손자회사의	증손회사	의무보유	지분율을	

100%	→	50%로	완화)

•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계열편입	유예기간을	7년까지	확대하게	되어	업계의	요구를	반영

이러한	정책들은	다른	창업	선진국들과	달리	정부와	민간의	조화가	아닌	정부	중심으로	정책을	결정	진행함

으로써	창업기업들의	느끼는	체감은	크게	높지	않다.	미국의	경우	Startup	America를	중심으로	정부	주도의	

기업	육성	정책	지속과	민간부문의	융합으로	정부가	기업육성에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정부	부문과	

민간	부문의	조화를	기반으로	정부가	수행할	수	있는	기능과	민간이	강점을	가진	부문이	결합된	민관합동	경제

프로젝트의	성격을	갖고	있다.	특히	기업의	적극적	참여로	민간	기업이	자금투자와	동시에	성공사례(best	pract

ice)를	스타트업과	공유하는	등	스타트업	육성에	동참하고	기술기반의	인터넷	기업뿐만	아니라	일반	기업들도	스

타트업	육성에	자금을	지원하고	멘토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양현택	등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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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주요 정책

구분 주요	정책	 의미

정부	부문

1.	창업자금	접근성	확대 펀드	조성으로	재무부담	경감

2.	창업가와	멘토	연계 기업생존을	위한	경험	전수

3.	정부	역할	유지 정부	주도의	산업육성	지속

4.	혁신	가속화 창의력	있는	인재의	지속	발굴

민간	부문

1.장기적인	창업환경	조성 기업의	장기적	육성기반	마련

2.	차세대	창업가	육성 창업소외계층	양성화

3.	기업과	창업가	연결 기업생존을	위한	경험	전수

4.	혁신	가속화 지역중심	혁신	촉진

자료:	FACT	SHEET:	WHITE	HOUSE	LAUNCHES	“STARTUP	AMERICA”	INITIATIVE,	Public	and	Private	Partners	Invest	in	American	Entrepreneurs

이스라엘의	경우	적은	인구와	협소한	영토	및	정치적으로	불리한	여건에	처해	있지만	경제성장에	불리한	환

경적	여건을	극복하고	과학기술발전	및	기업	육성을	통한	경제발전을	도모하고자	강력한	스타트업	육성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산업자원노동부	산하	수석과학관실(OCS,	Office	of	Chief	Scientist)에서	기술관련	스타트

업	육성정책을	운영하고	있으며,	기술개발	지원에	초점을	둔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사업초기	단계	기술기업의	

R&D,	제품	상용화,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을	지원한다.15)	특히	「트누파	프로그램」	및	「헤즈넥	프로그램」을	통해	

창업	이전	및	이후	단계에	있는	스타트업들이	창업에	필요한	기술적,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프로

그램을	구축하고	있다.

(트누파	프로그램)	

	-	창업	이전	단계에	있는	스타트업이	창업에	필요한	기술적,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	프로그램

	-	사업화	제품의	경제성	평가,	특허출원,	프로토타입	제작,	투자자	모집	등의	전반적인	과정에	대한	지원

	-	개별	프로젝트	당	5만	달러	한도로	사업비의	85%까지	지원

(헤즈넥	프로그램)	

	-	창업	이전	단계인	트누파	프로그램	이후의	본격적인	인큐베이팅	프로그램	

	-	정부의	기업	지원금은	출자	형태로	해당기업에	대한	지분을	취득하는	형태로	투자되며	개인투자자도	참여가능

	-	창업	6개월	미만으로	25만	달러	이하의	투자를	받은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하며	정부지원금은	개별	기업	당	1백만	달러	미만

자금	및	투자부분에서는	이스라엘의	요즈마펀드16)의	경우	초기에는	정부가	투자한	국영펀드의	형태에서	시

작했으나	개별펀드	별로	1998년부터	민영화를	시작하여	2004년까지	지분	매각	등을	통해	모든	펀드를	민영화

(간접	운용펀드에서	정부가	가진	지분은	매각이나	콜옵션	등을	통해	모두	민간에게	2004년까지	모두	민영화)하

였다.	요즈마	펀드는	이스라엘	벤처캐피털	투자	시장을	선도하면서	민간투자자금	유입을	통해	이스라엘	스타트

업의	성장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요즈마	펀드에	의한	벤처자금	조성액은	펀드	구성	초기의	약	2억	6천만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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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에서	2008년,	약	60억	달러	규모로	성장했으며,	특히,	벤처캐피털		시장의	확대로	많은	수혜를	입은	업종은	

생명과학	분야로	이스라엘	내의	해당	기업	수는	2004년	467개에서	2014년	1,380개로	크게	증가한	상황이다.	

창업	선진국인	미국	및	이스라엘에	비해서도	국내	창업환경은	과거에	비해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고,	특히	

자금	및	투자환경에	대한	개선을	집중하고	있다.	양적으로만	보면	2016년까지	국내	스타트업	기업	수는	3만	개를	

넘어섰고,	벤처펀드는	1조	6,700억	원을	기록하는	등	불과	몇년만에	큰	성과를	냈다.	하지만	질적	측면에서	양질

의	일자리	창출	및	경제성장을	이끌고	있다는	분석은	나오지	않고	있다.	특히	스타트업	투자환경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는	밝지만은	않다.	국내	창업투자환경에	대한	주요	현장의	목소리는	다음과	같다.	

첫째,	창업시장에서	스타트업들의	출구전략이	매우	제한적이어서	투자회수	활성화를	위한	M&A환경	개선

이	시급할	실정이다.	미국(90%)이나	유럽,	이스라엘	경우는	M&A를	통해서	투자자금을	회수하는	상황이며,	중

국도	50%가	넘는	수준이지만,	우리나라는	20%	수준이다.	구글이	유튜브를	1조	원에	인수할	때	몇	명	되지도	

않는	직원과	적자	기업,	그리고	동영상	올리는	단순한	업무를	하는	스타트업이었지만,	지금	유튜브의	가치는	70

조	이상으로	평가	받고	있다.	구글과	같은	세계적인	IT기업들은	M&A를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기	위해	지

속적인	투자와	M&A를	진행하는	상황이며,	선진국의	스타트업은	투자를	받으며	성장하다가	다른	기업과	만나

(M&A)	세계적인	회사로	진화하는데,	한국은	투자받고	운영하다	폐업하는	사례가	대다수라는	점에서	국내	창업	

환경	및	실적은	매우	낙후되어	있다.	

“구글	창업자인	세르게이는	유튜브같은	스타트기업을	200개	인수했고,	이중	150여	개는	실패했지만	결

과적으로는	성공한	25%로	인해	전체적으로	대결실을	이뤘습니다.	‘지금의	한국이었다면	배임죄로	감옥

에서	생애를	마감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상장사에	인수되는	회사는	회계법인의	평가를	받아야	하는데,	적자가	나는	기업에	대해서는	회계평

가	조차	내지	못하게	정부가	막고	있습니다.	또,	크라우드	펀딩의	경우	1년에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이	500

만	원(1회	200만	원)으로	한정돼	있고,	홍보와	마케팅을	할	수도	없습니다.	정말로	좋은	아이디어를	갖

고	있는	스타트업은	제대로	된	투자를	받지	못하고	죽게	되는	셈이죠.”	(유석호	한국M&A센터)	17)

둘째,	재도전	기회를	부여할	수	있는	제도	구축,	특히	연대보증제도	개선이다.	외국의	경우	투자를	받아서	창

업을	하기	때문에	실패해도	주식회사는	유한책임이다.	회사가	망해도	경영자는	유한책임을	지고	다시	재도전한

다.	그리고	예전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다보니	더	큰	가치들을	만들게	된다.	즉	창업	실패를	사회적	자산으로	간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투자받아서	창업하는	것이	아니라	빚을	얻어서	한다.	그러다	보면	제대로	된	담보

가	없어서	개인보증을	사용하게	되며	대표이사	연대보증으로	연결된다.	그렇게	망하게	되면	회사의	빚이	100%	

개인의	빚이	되면서	재기할	수	없는	창업자로	전락하게	된다.	즉,	창업가들이	투자를	받아서	창업하는	구조가	형

15)		연간	총	예산	약	3천만	달러로	운영되며	개별	기업의	기술개발	총액의	85%를	2년간	30~50만	달러	한도로	지원,	2004~2014년	기간	동안	약	7백	개의	

프로젝트에	자금	지원

16)		1993년부터	정부가	1억	달러의	재원을	직접	출자하여	직·간접투자를	혼용한	요즈마	프로그램	운용.	이	중	8천만	달러를	10개의	민간	벤처캐피털에	최대	

40%까지	지분투자(민간	벤처캐피털에는	반드시	1개의	외국계	기관	참여	필수).	2천만	달러는	수석과학관실에서	‘요즈마	벤처펀드(Yozma	Venture	Fund)’로	

직접	운용	17)	시장경제신문(2017.1.4.),	“韓	벤처	투자	환경,	아프리카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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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되어야	하며,	지금처럼	빚을	얻어서	창업하게	만들면	안된다.	현재	정부는	창업기업의	연대보증제도를	지속적

으로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나	여전히	̀보증`	형태의	대출이	대부분이다보니	스타트업을	창업가들은	실패의	

두려움을	떨치기	어렵다.	실제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금융공기업인	기술보증기금은	올해	스타트업에	대

출방식으로	20조	원을	투입하지만,	지분방식의	̀투자금액은	450억	원에	불과하며,	전체	투입금액	가운데	지분형

(Equity)의	비중은	사실상	̀0%에	가깝다.	

최종구	“창업	돕게	산은·기은	전면	재조정...연대보증	폐지도”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창업과	재기를	도울	수	있도록	산업은행·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의	역할을	전면	재조정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창업	실패에	너그러운	환경을	위해	창업	7년	이내	기업에	연대보증을	폐지해나가기로	했다.

우선	실패	두려움	없이	창업·재기환경을	조성하고자	정책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연대보증을	전면	폐지하고	점차	확산하겠다고	밝

혔다.	연대보증	폐지	대상이	창업	5년	이내	기업에서	7년	이내	기업으로	확대되고,	창업	7년	이상	기업에	대해서도	보증	시스템	정비	

등을	통해	내년	초부터	폐지된다.	경향비즈	:	2017.8.30.

셋째,	결과보다	과정을	중시하는	벤처기업	R&D지원이다.	지금처럼	90%	이상	성공률을	보이는	연구개발만	

지원하는	방식으로는	새로운	가치를	만드는	창조적	파괴가	시장에서	나올	수	없다.	지금까지	연구개발비에	많은	

세금을	투여했지만,	실제	벤처산업에는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	결과만	보고	성공과	실패를	판단하는	시각에서	

벗어나	과정을	보는	시각으로	접근해야	한다.	도덕적이고	열심히	했는데도	실패를	하면	그것을	용인해주는	방식,	

결과가	아니라	과정을	감사하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	지금처럼	정부	R&D과제를	선정할	때,	창업기업의	재정상

태가	굉장히	열악하고	실패했던	이력이	있다면	사업에	지원을	해봤자	사업을	획득할	수	없는	환경에서는	업력	5

년	미만의	기업들의	R&D지원	수혜를	높일	수	없다.	실제	업력	5년	미만	기업들의	R&D지원	효과가	높게	나타나

고	있지만,	재정의	80%는	업력	5년	이상이	되는	기업에	집중되는	점에서	정부의	창업지원정책	자체가	혁신보다

는	안정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다.	창업	투자	환경개선을	위한	제안

첫째,	투자회수	활성화를	위한	M&A환경	개선이다.	우리나라는	M&A	비중이	20%를	넘지	못하고	있고,	주

로	장외매각	상환을	통해서	투자가	회수된다.	즉,	투자자가	자금을	회수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실정이며	민간중

개기관이	육성되지	못한	실정이다.	2000년	초부터	민간과	공공이	함께하는	M&A	중재전문기관을	육성하자는	

시도가	있었으나,	2010년에	한국산업기술진흥원으로	통합되었다.	이로	인해	M&A	중재기능은	폐지가	되었고,	

민간	M&A	거래소는	영세한	구조를	나타낸다.	향후	정부의	지원으로	M&A을	견인할	수	있는	전문기관의	출현과	

육성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M&A정보가	오가고	성사될	수	있는	민간형태의	M&A거래소의	필요성이	증대된다.		

둘째,	재도전	기회를	부여할	수	있는	금융	및	투자환경	개선이다.	외국의	경우	투자를	받아서	회사를	하다보

면	회사가	망해도	주식회사는	유한책임이다.	즉	회사가	망하더라도	창업가는	재도전이	가능하다.	그리고	실패

의	경험을	활용하여	더욱	큰	가치를	가진	스타트업을	만들	수	있다.	우리나라는	투자기반의	창업이	아닌	개인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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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보증)을	기반한	창업자금	조달이	대부분이다.	창업자가	제대로된	담보가	없다면	개인보증을	이용하고,	결국	

대표이사의	연대보증이	요구된다.	즉	회사의	빚이	100%	개인의	빚이	되면	다시	재기할	수	없는	구조가	되기	때문

에	재기창업을	할	수	없는	처지가	될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은	20위권이지만	금융산업은	80위	수

준에	머물고	있는	수준에서	우수한	창업기업을	선별하여	투자할	수	있는	안목자체가	현재의	금융기관에서는	기

대할	수	없다.	또한	창업의	실패를	사회가	수용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	구축이	매우	필요하다.	최근	졸업하는	청년

들의	50%	이상이	9급	공무원	준비를	하고	있다.	국내	핵심인재들이	창업을	기피하고	공무원이	되거나	대기업	취

업이라는	안전한	길을	가려고	하지	도전에	대해서는	기피한다.	창업에서	성공한	사람은	극히	소수고	대부분의	

80~90%가	실패하는데	창업의	실패로	인해	신용불량자가	되거나,	사회	낙오자가	되는	환경속에서는	우수한	인

재들의	창업도전을	높일수	없다.	

셋째,	결과보다	과정을	중시하는	벤처기업	R&D지원이다.	정부는	벤처창업생태계를	위해서	다양한	자금지

원을	하고	있다.	지금까지	R&D는	미래창조과학부에서	관장해서	각	부처에	배분하고	있고,	인프라나	자금지원	

사업화	관련은	국가재정법에	따라서	기획재정부에서	자원을	배분하고	있다.	이런	이유에서	R&D로	성장한	어떤	

기술이	있다	해도	이것이	사업화로	진행되는	것과	연계되어서	재원이	연계된	배분을	할	수	없는	시스템이며,	어떤	

R&D를	지원했다	하면	이것이	사업화로	성공해서	벤처가	되어	우리나라의	성장동력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

나라는	전국에	산재된	172개	공공연구기관을	통해	분산되어	진행되다보니,	전문성이	부족하고	실질적으로	소요

예산을	정부에	의존하고	있고	재정자립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즉	기술이전이든	사업화	관련해서	견인할	수	있는	

선두	TLO(technology	licensing	office)가	없다.	선두	TLO를	지역	거점별로	성장시키고,	이스라엘	‘예다’와	같

이	독립	법인으로	운영할	방안을	마련한다면	자금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으며,	단기적	결

과	및	성과보다	장기적인	지원	및	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최근에	재도전에	대한	정부의	노력으로	재창업자

금과	재창업	R&D자금	등을	마련하고	중소기업청	중견기업국에	재도전성정지원과를	신설하여	전담기능역할을	

하고	있지만,	창업기업	지원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관의	각종	창업	지원사업	선정평가표	어디에도	실패경험을	

중요한	평가	고려사항으로	반영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실패라는	결과에	대한	평가만으로	R&D	및	창업지원	

선정에	불리한	영향으로	작용하다는	것은	기업가정신을	위축시키고	새로운	창업발생을	저해함으로써	일자리	창

출	등	우리	경제	핵심동력의	상실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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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살펴본	대로	본	보고서는	국내	창업생태계를	개선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창업교육,	창업지원,	창업

투자	영역으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다.	각	영역별로	주요	정책제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창업교육

첫째,	서울시교육청과	연계한	학교별	동아리	지원	중심의	기업가정신	교육이다.	현재	국가-비영리법인-민간

기업의	모든	프로그램은	특강이나	단기	과정의	교육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서울시는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고	청

소년	기업가정신의	확대를	위해	서울시교육청과	연계하여	학교별	동아리	학생을	대상으로	10주	이상의	기업가

정신	교육을	수행할	것을	제안한다.	

둘째,	과정을	중요시하는	문제해결	프로젝트	수업설계이다.	청소년	대상	기업가정신	함양	프로그램은	실무

적인	창업교육보다는	과정을	중요시하는	문제해결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	장기적인	문제해

결	프로젝트	수업을	진행할	수	있는	교육	여건을	마련하고	교사	및	강사를	양성할	수	있는	연수와	문제해결	프로

젝트	과정에서	기업가정신의	사고력과	역량을	향상	시킬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청소년	학령기에	따른	기업가정신	교육프로그램	설계	및	운영이다.		현재	국내의		청소년	대상	기업가정

신	교육프로그램은	대개	초·중·고등학생에	대한	동일한	교육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성인과	달리	

청소년	시기에는	삶의	가치관과	태도가	형성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학령기에	적합한	맞춤형	기업가정신	교육프

로그램이	필요하다.	

끝으로	서울시	주도의	청소년	기업가정신	온라인교육	설계	및	운영이다.	청소년들	대상으로	온라인	청소년기

업가정신	교육은		교육부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YEEP이	있으나,	이는	창업교육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서울시에	초·중·고등학교의	모든	학생들이	체계적으로	기업가정신	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온라인교육은	필수적

이다.	향후	해외선진국의	온라인중심	기업가정신	교육을	벤치마킹하여	서울시만의	고유한	‘온라인	청소년	기업

가정신	교육프로그램’을	구축하여,	각	학교에서	운영하게	되면	기업가정신	확산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겠다.	

2.	창업지원

첫째,	급변하는	기술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분야의	창업교육	지원이	있어야	한다.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빅데

이터	등	급속도로	변화하는	새로운	기술환경을	각	개인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	새로운	환경에	적응토록	

지원하는	다양한	계층별	교육지원체계와	메타기술(오픈소스,	3D프린터,	인간중심	서비스)을	학교	또는	학교밖

에서	초등학생부터	노인층까지	이를	학습하게	하는	평생교육적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둘째,	직업능력	향상을	위한	학습을	위한	분야의	지원이	있어야	한다.	직장에서	배운	분야에	대한	창업이	창

업	성공	확률이	높은	바,	직장에서	갈고	닦은	전문기술	및	지식을	바탕으로	재직자들이	창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직업능력	향상형	창업교육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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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더불어	살기	위한	학습을	지원하는	분야의	지원이	있어야	한다.	스타트업은	코워킹	공간,	인큐베이팅,	

액셀러레이팅,	투자	등	각	단계에서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과	공유하며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하고,	해당	단계에

서	필요한	지원을	받아야	성공	가능성이	높아진다.	특히	기획자,	개발자,	디자이너	등	팀구성이	창업	성공의	핵

심적인	부분이라	할	수	있기에	생애주기별(청년,	중장년,	노년	등),	다양한	계층,	문화,	인종을	뛰어넘어	교류할	수	

있도록	하는	네트워크	공간과	기술,	그리고	방법에	대한	학습이	지원되어야	한다.	하나의	방안으로	서울창업허브

을	민간	코워킹	공간방식으로	자유로운	분위기로	운영하고,	서울시	각	구청별로	산재되어	있는	평생학습관을	활

용하여	기존	공유스페이스에	접근이	어려운	중·장년	층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평생교육	차원의	창업에	대해	지

속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서	다양한	관점의	공유와	이해를	

위해	평생교육	차원에서	서로	다른	세대	간	세대통합교육의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

넷째,	존재로서의	학습,	자아실현을	위한	학습	분야의	개발	및	지원이	요구된다.	평생교육	차원에서	중고등

학생,	대학생에	대해서는	진로차원에서의	창업교육이	필요하고,	직장인들은	인적자원	개발로서	창업에	대한	준

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직업능력	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중장년층에	대해서는	늘어나는	여가시간을	활

용하여	자아실현을	가능하게	하는	평생교육	차원에서의	창업분야의	개발	및	지원이	요구된다.	

3.	창업투자

첫째,	투자회수	활성화를	위한	M&A환경	개선이다.	우리나라는	M&A	비중이	20%를	넘지	못하고	있고,	주

로	장외매각	상환을	통해서	투자가	회수된다.	즉,	투자자가	자금을	회수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실정이며	민간중

개기관이	육성되지	못한	실정이다.	따라서	향후	정부의	지원으로	M&A	정보가	오가고	성사될	수	있도록	M&A

를	견인할	수	있는	전문기관의	출현과	육성이	필요하다.	

둘째,	재도전	기회를	부여할	수	있는	금융	및	투자환경	개선이다.	우리나라는	투자기반의	창업이	아닌	개인	

대출(보증)에	기반	한	창업자금	조달이다.	창업자가	제대로	된	담보가	없다면	개인보증을	이용하고,	결국	대표이

사의	연대보증이	요구된다.	즉	회사의	빚이	100%	개인의	빚이	된다면,	다시	재기할	수	없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대부분	재	창업을	할	수	없는	처지가	될	수밖에	없다.	재도전할	수	있도록	현재의	자영업자	임의적	고용보험	가입

을	의무화하는	등	사회안전망을	강화하여야	한다.

셋째,	결과보다	과정을	중시하는	벤처기업	R&D선정·지원이다.	우리나라는	전국에	산재된	172개	공공연구

기관을	통해	분산되어	선정·지원이	진행되다보니,	전문성이	부족하고	실질적으로	소요예산을	정부에	의존하고	

있고	재정자립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실패라는	결과에	대한	평가만으로	R&D	및	창업지원	선정에	불리한	영향으

로	작용하다는	것은	기업가정신을	위축시키고	새로운	창업발생을	저해함으로써	일자리	창출을	어렵게	하는	등	

우리	경제	핵심동력의	상실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실패를	자산으로	생각하는	정부의	창업지원정책과	창업인식	

개선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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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SEOUL 

START-UP 
FORUM

	 <창업교육	프로그램>

	 ➊	우수창업인재	양성공간-창업교육

	

	 기본	창업과정

•	교육목적:	실습을	통한	창업	전	과정	기본기	숙지	및	비즈니스	모델	개발

•	교육대상:	창업에	관심이	있으나	아이디어가	구체화되지	않은	예비창업자

•	교육시수:	총	15시간(5주	과정)

	 *서울시장	명의의	창업교육	수료증	증정

	 심화	창업과정

•	교육목적:	마케팅/디자인/재무	등	스타트업	운영에	필요한	직무별	실무	교육

•	교육대상:	기본창업과정	수료자	및	허브	네트워크(입주)	스타트업	임직원	등

•	교육시수:	과정별	6~9시간	내외(2~3주	과정)

	 글로벌	창업과정

•	교육목적: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글로벌	비즈니스	학습

•	교육대상:	구체적인	해외진출	계획이	잇는	스타트업	기업(예비창업자)

•	교육시수:	총	9시간(3주	과정)

	서울창업허브란?
	 시민, 창업기업, 창업 유관기관이 모여 자유롭게 소통하고 교류하며 꿈에 

 한 발 다가가는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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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➋	창업교육	–	개발자	커리어	입문,	피칭교육	

	 소프트웨어	공학

•	교육목적:	앱/웹	운용	스타트업(지식서비스	스타트업)의	사업	기획력	및	운영	역량	강화

•	교육대상:	지식서비스	스타트업	취/창업	관심자

•	교육시수:	20시간(4주	과정)

	 안드로이드/IOS	개발자	입문	교육

•	교육목적:	앱	개발과정의	이해를	통한	사업	기획력	강화,	간단한	서비스	유지관리	수준의	개발역량	함양

•	교육대상:	앱	런칭을	준비하는	스타트업	임직원

•	교육시수:	안드로이드	60시간,	IOS	48시간	내외(8주	과정)

	 피칭	교육/컨설팅

•	교육목적:	투자유치를	희망하는	스타트업	대표의	발표	역량	강화

•	교육대상:	국내외	투자유치를	앞둔	스타트업	임직원

•	교육시수:	기본IR	교육	12시간(4주	과정),	글로벌IR	3시간,	컨설팅	1시간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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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창업허브	교육은	무료인가요?	

	 대부분	무료이며,	일부	유료입니다.	

	 서울	창업허브	교육은	입주기업만	해당되나요?(신청자격)	

	 	입주기업	뿐만	아닌	창업관심	시민,	창업허브	네트워크	지원기업	임직원	모두가	수강	가능합니다.	

	 교육	프로그램은	어떤	과정이	있나요?

	 	창업교육(기본,	심화,	글로벌),	개발자	입문교육(소프트웨어공학,	안드로이드개발,	IOS개발),	

피칭교육(기본,	글로벌,	컨설팅)이	있습니다.	

	 신청	자격은	따로	있나요?

	 	신청	제한은	따로	없으나,	원활한	수강을	위해	기본-심화	단계별로	수강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교육	안내	및	신청	lucky7@sba.kr

	 층별로	공간이	다양하던데,	각각	다른	자격이	있나요?

		 예비창업기업,	초기창업기업(3년	미만),	성장창업기업(7년	미만)	등	

	 기업의	연한과	규모에	따라	적합한	공간을	배정드립니다.	

	 입주	후에	허브	내	다른	인프라(상담실이나	민간	협력	기관)들도	활용	가능한가요?

	 허브	내	지원서비스/인프라를	규정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IoT,	장애인기업	등	특별히	선호되는	입주	기업이	있나요?(입주	가점	조건	등)

	 	지원분야	및	가점사항은	모집	시기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모집공고를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년에	선발은	몇번인가요?

		 	17년도에는	예비창업기업	3회(4,	7,	11월),	초기(재기)/성장창업기업	1회(4,	10월)	선발	

예정되어	있으며,	이후	선발	일정은	관	개소	및	공실	상황에	따라	공지될	예정입니다.

	 지원은	어떻게	하나요?

	 	모집공고를	반드시	숙지하시고,	공고문에	안내되어	있는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창업허브	입주	문의	startup_bi@sba.seoul.kr

QUESTION 
AND

1

2

입주

관련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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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트워킹	프로그램이	무엇인가요?

		 	창업관심자부터	VC,	엑셀러레이터	등	스타트업人들이	모여	스타트업	산업별	동향	및	

투자유치	정보	공유,	VC,	엔젤투자자,	유관기관,	선배	창업자	등과의	네트워킹	및	

성공스토리	전수	등	어려움	없이	자유롭게	대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서울창업허브에서	진행하는	네트워킹	프로그램은	어떤	게	있나요?

	 	‘허브	디너데이’와	같은	서울창업허브	자체	네트워킹	프로그램과	민간	기관	연계	하이어링	

및	네트워킹	데이와	같은	민간	협력	네트워킹	프로그램	등	다수의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참가신청	어떻게	해야	하나요?

	 홈페이지의	사업	안내	게시판에서	참가	신청	안내를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청	자격은	따로	있나요?

	 	프로그램별	신청	자격이	다르니	사업	안내	게시판을	통해	신청	자격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창업허브에서	네트워킹	프로그램을	개최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민간	행사	진행	및	대관	문의는	창업허브운영팀	이세민	선임께	문의주시면	되겠습니다.

	 대관	가능	시설	정보를	보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서울창업허브	홈페이지	→	창업허브	소개	→	시설(층별안내)을	클릭하시면	대관	시설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개최	시	자격	조건이	있나요?

	 	스타트업과	관련된	프로그램은	모두	협업	대상입니다.	언제든지	문의주시면	친절하게	

답변해드리겠습니다.

	 네트워킹	문의	hi2semin@sba.kr

ANSWER

3
네트

워크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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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창업지원기관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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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기관(센터)명 주소 내용 URL

1 서울창업허브 마포구	백범로	31길	21 공간,	컨설팅,	사업화	지원	등

2 개포디지털혁신파크 강남구	개포로	416 공간,	컨설팅,	사업화	지원	등 http://gdip.seoul.kr/web/index.do

3 서울글로벌창업센터 용산구	청파로	109 공간,	컨설팅,	사업화	지원	등 http://seoulgsc.com/

4 서울앱비즈니스센터 마포구	매봉산로	31
공간,	컨설팅,	교육테스트	

기기	제공
http://appbiz.seoul.kr/

5 성수IT	종합센터
성동구	성수이로	22길	

37

마케팅,	투자유치,	

기술사업화	지원	등
http://ssit.sba.kr/

6 서울창업디딤터
노원구	동일로	174길	

27
공간,	컨설팅,	사업화	지원	등 http://aspirin.or.kr/

7 신기술창업센터
강서구	공항대로	61길	

29
공간,	컨설팅,	판로지원	등

https://job.seoul.go.kr/www/establish/establish-

care_2_2_1.jsp

8 서울시창업지원센터
구로구	디지털로	26길	

72
공간,	컨설팅,	판로지원	등

https://job.seoul.go.kr/www/establish/establish-

care_2_2_2.jsp

9 국방벤처센터
성북구	오패산로	3길	

12
공간,	컨설팅	등

10 서울창업성장센터 성북구	화랑로	14길5
시제품제작,	사업화,	

투자유치	등
http://www.postbi.seoul.kr/

11 DMC	첨단산업센터 마포구	성암로	330
공간,	인력채용,	

기업네트워크	등

http://dmc.seoul.kr/cntntsService.do?menuId=M

NU_0000000000000076

12 DMC	창업센터 마포구	성암로	330 공간,	교육,	컨설팅,	등 http://www.seouldesign.or.kr/page/35/detail?menuId=77

13 패션창작	스튜디오 중구	을지로	45길	43 공간,	교육,	판로지원	등 http://www.sfcs.seoul.kr/

14 게임콘텐츠	센터 마포구	성암로	330 공간,	교육,	컨설팅	등 http://ani.seoul.kr/business_09.sba

15 애니매이션	센터 중구	소파로	126 공간,	기술	및	제작시설	지원 http://www.ani.seoul.kr/

16 먹거리	창업센터 송파구	양재대로	932 공간,	컨설팅,	사업화	지원	등 https://seoulfoodstartup.org/

17 동부여성발전센터
광진구	아차산로	30길	

36

공간,	자금,	판로지원,	사업화	

지원	등
http://dongbu.seoulwomanup.or.kr/

18 남부여성발전센터
금천구	독산로	50길	

23

공간,	자금,	판로지원,	사업화	

지원	등
http://nambu.seoulwomanup.or.kr/

19 북부여성발전센터
노원구	동일로	207길	

50

공간,	자금,	판로지원,	사업화	

지원	등
http://bukbu.seoulwomanup.or.kr/

20 여성창업플라자 강남구	도곡동	339-2
공간,	자금,	판로지원,	사업화	

지원	등
http://www.seoulwomenventure.or.kr/

21 서울글로벌센터 서울시	중구	종로	38 공간,	컨설팅,	교육	등 http://global.seoul.go.kr/index.do

22 강남	글로벌비즈니스센터 강남구	영동대로	513 공간,	컨설팅,	교육	등 http://global.seoul.go.kr/index.do?site_code=1101

23 숭실대역	창업카페
동작구	숭실대입구역	

역사

창업정보제공,	사업화	지원,	

컨설팅,	회의공간	등
https://spacecloud.kr/office/1706

24 연세로	창업카페 서대문구	연세로	50
창업정보제공,	멘토링,	

네트워킹	등

25 혜화	창업카페 종로구	동승길	122-6 창업정보제공,	컨설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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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청년창업	네트워크

(홍합밸리	주소)

마포구	월드컵북로	

4길	77
공간,	이벤트,	네트워킹

27 디지털대장간 용산구	청파로	112 시제품제작,	컨설팅,	교육	등 https://www.digital-blacksmithshop.com/

28 성수	메이커스페이스
성동구	성수이로	22길	

37
시제품제작,	컨설팅,	교육	등 http://makers.sba.kr/

29
메이커파크

(서울혁신파크)
은평구	통일로	684 입주	공간,	장비,	네트워킹 http://innovationpark.kr/

30 IoT	인큐베이션센터
구로구	디지털로	26길	

72
http://iotcenter.seoul.go.kr/

31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 종로구	세종대로178 공간,	투자,	멘토링	등 https://ccei.creativekorea.or.kr/seoul

32 ENSL파트너스
서초구	서초대로55길	

17
멘토링,	엔젤투자 ensl.evxev.com

33 건국대학교	벤처창업지원센터 광진구	능동로	120
공간,	자금,	컨설팅,	사업화	

지원	등
www.kkubi.ac.kr/

34 세종대학교벤처창업보육센터 광진구	군자로	121
공간,	자금,	컨설팅,	사업화	

지원	등
http://startup.sejong.ac.kr/

35 삼육대학교창업보육센터 노원구	화랑로	815
공간,	자금,	컨설팅,	사업화	

지원	등
http://syubi.syu.ac.kr/

36 서울과학기술대창업보육센터 노원구	공릉로
공간,	자금,	컨설팅,	사업화	

지원	등
http://stbic.seoultech.ac.kr/

37 서울여자대학교	창업보육센터 노원구	화랑로	621
공간,	자금,	컨설팅,	사업화	

지원	등
startup.swu.ac.kr/

38 인덕대학교	창업지원단 노원구	초안산로	12
공간,	자금,	컨설팅,	사업화	

지원	등
induk.minews.co.kr/

39
경희창업보육센터

(서울)
동대문구	경희대로	26

공간,	자금,	컨설팅,	사업화	

지원	등
khbi.khu.ac.kr

40 숭실대학교	벤처중소기업센터 동작구	상도로	369
공간,	자금,	컨설팅,	사업화	

지원	등
research.ssu.ac.kr

41
서강창업보육센터	

(비즈니스센터)
마포구	백범로	35

공간,	자금,	컨설팅,	사업화	

지원	등
http://sbincu.sogang.ac.kr/

42 서울시립대창업보육센터 서대문구	통일로	484
공간,	자금,	컨설팅,	사업화	

지원	등
www.uosbi-nkic.or.kr/

43 연세대학교	창업지원단 서대문구	연세로	50
공간,	자금,	컨설팅,	사업화	

지원	등
venture.yonsei.ac.kr

44 이화여자대학교	창업보육센터
서대문구	북아현로	

150

공간,	자금,	컨설팅,	사업화	

지원	등
ewha-startup.com/

45 호서대학교	창업보육센터
서초구	남부순환로	

2497

공간,	자금,	컨설팅,	사업화	

지원	등
startup.hoseo.ac.kr/

46 한양대학교	창업보육센터 성동구	왕십리로	222
공간,	자금,	컨설팅,	사업화	

지원	등
cbi.hanyang.ac.kr/

47 고려대학교	창업보육센터 성북구	인촌로	73
공간,	자금,	컨설팅,	사업화	

지원	등

http://rms.korea.ac.kr/nsys/nrpt/content.do?menu_pgm_i

d=OINT80.NRPT3026Q.00&&header=Y

48 국민대창업보육센터 성북구	삼양로	22
공간,	자금,	컨설팅,	사업화	

지원	등
startup.kookmin.ac.kr/

49 숙명여대창업보육센터
용산구	청파로47길	

90

공간,	자금,	컨설팅,	사업화	

지원	등
http://smiacf.sookmyung.ac.kr/

50 배화여자대학창업보육센터
종로구	필운대로1길	

34

공간,	자금,	컨설팅,	사업화	

지원	등

http://www.baewha.ac.kr/mbs/kr/

subview.jsp?id=kr_0106070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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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동국대학교창업지원센터 중구	퇴계로36길
공간,	자금,	컨설팅,	사업화	

지원	등
https://dvic.dongguk.edu/

52
마루180	

(MARU180)
강남구	역삼로	180

공간,	교육,	네트워크,	이벤트	

등
www.maru180.com

53 디캠프 강남구	선릉로	551
공간,	투자,	교육,	네트워크,	

이벤트	등
dcamp.kr

54 구글	캠퍼스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417
공간,	투자,	교육,	네트워크,	

이벤트	등
https://www.campus.co/seoul

55 스파크랩 강남구	역삼로	180 투자,	멘토링	등 www.sparklabs.co.kr/

56 퓨처플레이 강남구	역삼로	180 투자,	멘토링	등 futureplay.co

57 액트너랩 강남구	역삼로 투자,	멘토링	등 http://www.actnerlab.com/?ln=ko

58 FT	엑셀러레이터 강남구	논현동97-22 투자,	멘토링	등 http://www.ftaccelerator.com

59 패스트트랙아시아
강남구	언주로	79길	

12
투자,	멘토링	등 fast-track.asia

60 더벤처스 강남구	선릉로	513 투자,	멘토링	등 https://blogkorean.theventur.es/

61
Techcode	Korea	

(테크코드	코리아)
강남구	테헤란로	306 투자,	멘토링	등

http://www.techcode.com,	

https://www.facebook.com/techcodeacc

62
코이스라

(코이스라	시드	파트너스)

강남구	테헤란로	10길	

9
멘토링,	해외진출	등 www.koisra.com/

63 DEV코리아 강남구	언주로	432 투자,	멘토링,	해외진출	등 www.devkorea.vc

64 롯데	엑셀러레이터 강남구	테헤란로69길 공간,	투자,	멘토링	등 http://lotteacc.com

65 네이버	D2	스타트업	팩토리 강남구	강남대로	382 공간,	투자,	멘토링	등 d2.naver.com

66 한화드림플러스합자조합 강남구	논현동	11-18 투자,	멘토링	등 http://dreamplus.asia/kr/

67 케이파트너스앤글로벌 마포구	연남동 투자,	멘토링	등 https://www.facebook.com/kpartners2000/

68 sk플래닛	상생혁신센터
관악구	낙성대로15길	

56-39
투자,	멘토링	등 oic.skplanet.com

69 카이스트	청년창업투자지주 동대문구	회기로	85 투자,	멘토링	등 www.kaistventures.com

70 벤처포트 마포구	성암로	189 투자,	멘토링	등 http://www.ventureport.co.kr/

71 프라이머 서초구	서초동 투자,	멘토링	등 www.primer.kr

72 특허법인	엠에이피에스 서초구	사평대로	343 컨설팅	등 www.mapsip.com

73 빅뱅엔젤스(주)
강남구	도산대로	25길	

27
투자,	멘토링	등 www.bigbangangels.com

74 핀테크지원센터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멘토링,	컨설팅,	이벤트	등 fintechcenter.or.kr

75 특허법인	천지 강남구	논현로28길	47 컨설팅	등 http://ipcj.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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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로아인벤션랩 서초구	서운로	6 투자,	멘토링	등 http://garagebox.biz/

77 주식회사	어썸벤처스 중구	삼일대로	343 투자,	멘토링	등

78 ㈜쉬프트
강남구	도산대로	

100길	27
투자,	멘토링	등 www.shifts.asia

79 벤처스퀘어 강남구	역삼로	165 투자,	해외진출	등 www.venturesquare.net

80 오픈놀 마포구	상암동	1622 컨설팅,	멘토링,	해외진출	등 facebook.com/openknowl

81 ㈜닷네임코리아 강남구	테헤란로	234 멘토링,	컨설팅	등 http://corp.dotname.co.kr

82 ㈜제타플랜에프앤인베스트 금천구	디지털로	130 해외진출	등 http://zetaplan.com/

83 ㈜벤처포트 마포구	성암로	189
투자,	컨설팅,	멘토링,	

해외진출	등
http://ventureport.artwordpress1.gethompy.com/

84 서울대학교	창업보육센터
관악구	서울대학교	

연구공원본관	311호

공간,	자금,	컨설팅,	사업화	

지원	등
http://snurnd.snu.ac.kr/web/www/rnd_03_02

85 N15(엔에프틴) 용산구	한강로	3가	1-1
공간,	하드웨어	시설,	멘토링	

등
www.n15.asia

86 스타트업얼라이언스 강남구	테헤란로	423
교육,	컨설팅,	해외진출,	

네트워킹	등
startupall.kr/

87 TIPS	타운 강남구	역삼로	165 공간,	멘토링,	이벤트	등 http://www.jointips.or.kr/

88 잭팟 강남구	삼성로	540
공간,	이벤트,	멘토링,	

네트워킹	등
www.zagpot.com

89 벤처스페이스 강남구	강남대로	342 공간,	이벤트,	네트워킹	등 http://www.v-space.co.kr/

90 위워크 서초구	강남대로	373 공간,	이벤트,	네트워킹	등 www.wework.com

91 패스트파이브
서초구	남부순환로	

333길
공간,	이벤트,	네트워킹	등 www.fastfive.co.kr

92
에스오피오오엔지

(sopoong,	소풍)

서대문구	북아현로	

150

공간,	자금,	컨설팅,	사업화	

지원	등
ewha-startup.com/

93 성동구	왕십리로	2길
투자,	멘토링,	

네트워크	등
sopoong.net/ startup.hoseo.ac.kr/

93 앱센터
강남구	남부순환로	

3104

소프트웨어	전문,	교육,	

멘토링,	이벤트	등
http://appcenter.kr/

94 언더독스 은평구	통일로	684 소셜벤처	육성,	교육	등 underdogs.co.kr

95 디쓰리쥬빌리 성동구	왕십리로	88 투자,	교육,	멘토링	등 http://d3jubilee.com/contact.html

96 오렌지팜
서초구	남부순환로	

289길	5

문화컨텐츠	전문,	투자,	교육,	

멘토링,	해외진출	등
http://orangefarm.smileg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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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처	 서울특별시

제작	 경제진흥본부	디지털창업과

발행일	 2017년	11월	

디자인	 이팝(www.eepop.co.kr)	

본	출판물의	저작권	및	판권은	서울특별시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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