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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요

n 유럽은 장기화되는 경기침체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의 방안으로
기업가정신에 주목하고 있음
l 2000년 이후 유럽연합 차원의 기업가정신과 관련한 주요 계획은 다음과 같음
- 2000년 3월 리스본에서 유럽 경제를 2010년까지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 있고
역동적인 경제체제로 만들자는 경제개혁인 ‘리스본 전략(Lisbon Strategy)’
- 2010년 3월 리스본 전략의 추진 결과와 EU의 당면과제 해결을 위한 EU 신성장
전략인 ‘유럽 2020 전략(Europe 2020 Strategy)’
- 유럽 2020 전략의 목표 즉,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업가정신 2020
실천계획(The Entrepreneurship 2020 Action Plan)’
l 유럽 2020 전략의 7대 핵심정책 중 기업가정신과 보다 밀접한 내용은 3가지임
- 역동적 청년(Youth on the Move) 정책 : 5백만 명의 유럽청년이 구직활동을 하고
있으나 상당수가 능력과 경험이 없어 취업하지 못하는 현실을 반영하여 지식,
기술, 경험을 전수하는 교육 프로그램 강조
- 새로운 기술과 일자리(Agenda for new skills and jobs) 정책 : 2020년까지
20~64세 남녀의 고용률을 75%까지 달성하고, 학생의 중퇴율을 10% 이하로 축소
하며, 대학교육 진학률을 40%로 제고하는 것을 목표로 함
- 빈곤퇴치 및 사회적 약자 지원(European Platform against Poverty and Social
Exclusion) 정책 : EU 인구 중 8,000만 명 이상이 재정위기 및 금융위기로 인해
빈곤 상태에 놓여 있으며, 근로 인구의 8%는 빈곤 기준에서 충분히 벗어날 수 있
는 만큼의 수입을 얻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혁신방안을 통한 극복 방법을
모색하는 플랫폼 제안
l 기업가정신 2020 실천계획(The Entrepreneurship 2020 Action Plan)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비즈니스 창출 및 성장을 지원하는 기업가적 교육 및 훈련 강조
- 기업의 성장단계별로 발생할 수 있는 장애요인을 제거하고 직접적인 기업가 지원
- 유럽의 기업가정신 문화를 재점화시키고 후속 세대의 기업가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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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요

n 최근 고급 연구인력의 기업가정신이 과학적 지식을 시장으로 이전하는 통로로 주목하고 있음
l 기업가정신 교육은 초중등 및 고등교육 등 모든 교육 수준에서 중요하지만, 연구기반의
창업을 이끄는 신규 박사 및 박사 후 연구원의 기업가정신을 지원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인식함
- 신규 박사와 박사 후 연구원은 과학 분야에 대한 산업의 강력한 영향을 유발하는
큰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과거 교수와 선임 연구원 만을 대상으로 했던
정책의 보완을 제기
l 기술력을 갖춘 박사와 박사 후 연구원 과정상에 기업가정신 교육을 하고, 이들이
주도하는 창업에 대해서 정부가 직접적인 지원을 제공해야만 고급 연구인력의 기업가
정신이 촉진될 수 있음
- 고급 연구인력의 기업가정신을 촉진하는 프로그램으로 EU 국가에서는 산업박사
프로그램(industrial PhD programmes), 혁신적인 창업 지원, 대학 기업가정신
교육과 창업경진대회 등을 운영하고 있음
n 종합해 보면, 유럽의 기업가정신은 개인의 진로나 경제 역량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EU 차원의 범유럽 개발적인 관점에서 장기적이고 광범위하게 다루어지고 있음
l 첫째, 새로운 비즈니스의 확장과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를 마련
l 둘째, 기업가적 문화 조성을 위해 기업가의 인식을 변화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기업가정신을 통한 범유럽 차원의 연대와 통합이 이루어지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l 셋째, 유럽은 과학적 지식과 시장 간의 혁신 격차를 줄이기 위해 신규 박사 및 박사
후 연구원에 대한 기업가정신에 주목하고 있음

3

동향과 이슈╻제43호

Ⅰ 서론
n 유럽은 장기화되고 있는 경기침체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과 고용 창출을 위해 2000년
부터 기업가정신 관련 굵직한 정책을 수립·시행함
l 리스본 전략(Lisbon Strategy)은 2000년 3월 리스본에서 유럽 경제를 2010년까지 보다
나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통합을 추진하는 가운데 일정 수준의 경제성장을 지속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경제개혁 전략
l 저성장과 일자리 감소가 지속될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리스본 전략 이후 저성장을 극복
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유럽 공동체 차원의 경제발전 전략 ‘유럽 2020
전략(European 2020 Strategy)’을 제시
- 유럽 2020 전략의 7대 핵심정책 중 ① 역동적 청년, ② 새로운 기술과 일자리, ③ 빈곤
및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기업가정신과 보다 연관성이 있음(OECD, 2013)
l 기업가정신 2020 실천계획(Entrepreneurship 2020 Action Plan)은 유럽 2020 전략의
목적인 경제 성장과 고용 창출을 위한 청사진이라 할 수 있음
- 핵심 실천계획으로 ① 기업가적 교육 및 훈련, ② 기업가가 번성하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 ③ 기업가정신의 롤 모델을 발굴
n 최근 유럽은 산업과 과학의 연계 채널로서 고급 연구인력의 기업가정신 제고에 초점을 둠
l 고급 연구인력의 기업가정신은 과학적 지식이 시장으로 이전할 수 있는 중요한 통로지만,
여전히 신규 박사(PhD)와 박사 후 연구원(Post-Doc.)의 기업가정신을 위한 정책 지원은
간과되고 있음
l 기술력을 갖춘 신규 박사와 박사 후 연구원의 교육 프로그램에 기업가정신 교육을 제공하고,
고급 연구인력이 주도하는 창업에 정부가 직접적인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

4

동향과 이슈╻제43호

Ⅱ 유럽의 기업가정신 정책
1. 2000년대 주요 정책
n 리스본 전략 (Lisbon Strategy)
l 2000년 3월, 리스본에서는 유럽 경제를 2010년까지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 있고 역동적인
경제 체제」를 만들자는 경제개혁 전략1)을 발표
- 리스본 전략은 유럽 경제사회 전반을 혁신적으로 개조하지 않으면 경쟁력과 활력이 없는
2류 경제로 전락할 것이라는 위기의식 속에서, 사회 결속력을 강화하기 위한 중장기
발전전략으로 제시
- 리스본 전략의 5대 방향은 ① 과학기술 지식 창출 및 확산, ② EU 단일 시장 활성화,
③ 기업 환경 개선, ④ 노동시장의 유연성 향상, ⑤ 환경친화적 성장 임
l 2004년 11월, 리스본 전략의 중간보고서에는 정보통신기술(ICT) 확산 외에 전체적으로
실적이 부진하다고 평가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10가지 계획 발표
- 리스본 전략이 기대 이하인 까닭에 대해 집행위원회는 리스본 목표의 방향설정은 올바른
것이었지만, 외부적으로 유럽 경제와 세계정세가 불안했고, 내부적으로는 정치적 의지와
노력이 부족했다고 판단
- 2005년 10월, 리스본 개정 전략을 발표해 회원국과 공동체 간 명확한 책임 구분 및 협력,
회원국별 행동계획 수립 및 담당관(Mr. Lisbon) 임명, 회원국의 이행 보고서 제출 간소화
등 현실성을 높였음
- 리스본 개정 전략의 10대 실행 계획으로 ① 역내시장의 확대 및 심화, ② 대내외 시장
개방 추구, ③ EU차원과 국가차원의 규제 개선, 인프라 개선 및 확충, ④ R&D 투자 및
확대 개선, ⑤ 혁신, ⑥ 정보통신기술(ICT), 효율적 자원이용 장려, ⑦ 강한 산업기반 구축,
⑧ 고용확대 및 사회보장제도 현대화, ⑨ 기업과 노동자의 적응성과 노동시장 유연성
개선, ⑩ 교육과 훈련을 통한 인적자원 투자 확대

1) European Commission(2005), “Working Together for Growth and Jobs: A New Start for the Lisbon Strategy,”
Communication to the Spring European Council from President Barroso in agreement with Vice President
Verheugen. 2005.2.2. Commission of the European Commun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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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오슬로 아젠다 (The Oslo Agenda)
l 오슬로 아젠다는 2006년 유럽위원회(EC)와 노르웨이 정부가 주관한 ‘유럽의 기업가정신
교육: 교육과 학습을 통한 기업가정신 진흥’이라는 학술대회의 결과물임
- 이 학술대회에서는 국가와 지역을 대표하는 정부기관, 교사, 교수가 참여하여 유럽연합과
그 주변 국가들에서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기업의 성공적인 사례들을 소개하고,
리스본 전략의 정신을 계승하여 유럽의 균형된 발전과 교류를 위한 기업가정신 함양을
위한 기본 틀을 제시하였음 (<표 1> 참조)

표 1
영역
정책개발을 위한
프레임워크

교육기관에 대한
지원

오슬로 아젠다 내용
주요 내용

Ÿ
Ÿ
Ÿ
Ÿ
Ÿ
Ÿ
Ÿ

리스본 전략의 구현을 위해 교육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
EU 및 회원국 수준에서 기업가정신 교육정책의 개발
EU 및 회원국 수준에서 정부, 기업, 학계, 학생 등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 조성
기존의 초등, 중고등, 직업학교 교육과정에 기업가정신 프로그램 및 활동을 통합
미니기업(Mini Company) 설립 등 구체적인 기업 프로젝트를 포함한 실무기반 교육방법 지원
파일럿 프로젝트 구현을 위한 공기금 조성
기업가정신 교육에 대한 정보공유 및 확산을 위해 프로그램, 프로젝트, 교구 등에 대한 공통의
플랫폼 구축
회원국 교육과정 개혁을 위해 교사들에게 구체적인 기업가정신 훈련 제공
기업가정신 교육이 가능한 교사들에게 인센티브 제공
유럽 전역에서 기업가정신 프로그램 및 훈련 참여
호기심, 창의성, 이니셔티브, 자율성, 팀 정신 등 기업가적인 행동 요소 함양
실제 비즈니스 경험을 습득하기 위해 기업과 기업가에게 연결·기업가 초빙 강연 및 기업
프로젝트에 학생 참여

교사 및
교육자에 대한
지원
학교 및
대학에서의
기업가정신 활동

Ÿ
Ÿ
Ÿ
Ÿ
Ÿ

외부와 교육을
연결 및 개설

Ÿ
Ÿ

기업가적 사고를 확산시킬 수 있는 지역사회 조성
민간 파트너 등의 자금 지원 및 기여를 통한 기업가정신 교육·지역사회에 기업가정신센터 구축

커뮤니케이션
활동

Ÿ
Ÿ

EU 및 회원국 수준에서 기업가정신 홍보
우수한 기업가정신 교육 프로그램이나 활동에 대해 포상

자료: European Commission(2006)

l 오슬로 아젠다에서 제시된 기업가정신 함양을 위한 정책 영역은 이후 각국의 상황에 맞는
교육과정과 내용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평가의 기준이 되기도 함
- 여기서 주목할 것은 기업가정신 함양 교육이라는 것이 개인의 사업을 시작하기 위한
교육이 아니라, 개인 사업에 필요한 창의성과 진취성, 리더십과 연대의식 등을 함양하는
교육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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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0년대 주요 정책
n 유럽 2020 전략 (Europe 2020 Strategy)
l EC는 2010년 3월, 리스본 전략 추진의 결과와 EU의 당면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유럽
2020 전략을 수립
- 경제발전 목표 달성을 위해서 우수한 노동력, 강력한 산업기반, 단일시장, 단일통화, 농업,
서비스 등 유럽이 가지고 있는 강점을 활용하여 저성장, 고실업, 노령화의 진행 등 구조적
약점 극복을 위한 노력이 필요
- 아울러 유럽경제의 당면과제로 출구 전략, 금융시스템 개혁, 장기적 성장을 위한 재정
건전화와 회원국 간의 협력강화를 제시
l 유럽 2020 전략의 3대 중점방향 및 7대 핵심정책(flagship Initiatives)은 <표 2>와 같음
- 유럽 2020 전략의 5대 목표(Targets)로는 ① 20-64세 취업률을 현재의 69%에서 75%로
향상, ② GDP 대비 R&D 투자를 현재의 1%에서 3%로 확대, ③ 온실가스를 1990년
대비 20% 감축, 에너지소비 중 재생에너지 비율을 20%로 확대, 에너지효율(energy
efficiency)을 20% 개선, ④ 15%에 이르는 조기 중퇴(離學) 비율을 10%로 감소, ⑤ 빈곤선
(poverty line)이하 생활자를 25% 감축
표 2
중점방향
스마트한 성장

유럽 2020 전략의 3대 중점방향

정책영역

핵심정책

- 교육

Ÿ Digital Agenda for Europe: 초고속인터넷 기반의 디지털 단일시장 구축

Smart

- 연구/혁신

Ÿ Innovation Union: 연구, 혁신을 위한 여건 개선, 재원 강화 및 투자 증대

Growth

- 디지털사회

Ÿ Youth on the Move: 교육시스템 개선과 고등교육기관의 경쟁력 강화

- 경쟁력 있는 저탄소경제
지속가능 성장
Sustainable
Growth

- 환경의 보호
- 새로운 녹색기술개발
- 효율적 스마트 전기그리드
- EU시장 네트워크 강화

Ÿ Resource-efficient Europe: 성장과 에너지소비의 분리, 효율 개선 등
Ÿ An industrial policy for the globalization era: 기업환경 개선, 산업
기반 강화

- 소비자권익 보호
포용적 성장
Inclusive
Growth

- 풍부한 양질의 고용
– 교육훈련
- 노동과 복지 현대화
- 성장과실의 전사회 공유

Ÿ Agenda for new skills and jobs: 노동시장 현대화, 평생교육 실시
Ÿ European platform against poverty: 빈곤 및 소외계층의 사회 참여
촉진

자료: European Commission(2010)

7

동향과 이슈╻제43호

l 유럽 2020 전략의 7대 핵심정책 중 역동적 청년(Youth on the Move), 새로운 기술과
일자리(Agenda for new skills and jobs), 빈곤퇴치 및 사회적 배제 극복(European
Platform against Poverty and Social Exclusion)이 기업가정신과 밀접하게 연관됨
(OECD, 2013)

(1) 역동적 청년 (Youth on the Move)
l 이 정책의 배경은 5백만 명의 유럽청년이 구직활동을 하고 있으나 상당수가 능력과 경험이
없어 취업하지 못하는 현실을 반영하여 지식, 기술, 경험을 전수하는 교육 프로그램으로
추진
- 이를 통해 수요지향적 교육훈련, 타국에서 학습·훈련 활성화를 통해 유럽청년의 취업
가능성 및 노동시장 접근성을 제고
l 10대 핵심사업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 역동적 청년(Youth on the Move) 웹사이트 개설 : EU 보조금, 기본권 정보 등 외국
유학 및 취업에 관한 모든 정보를 제공하는 통합창구(single point) 개설 및 운영
② 취업 지원망(Your first EURES job) 프로젝트 운영 : 외국 또는 중소기업 취업 희망
청년에게 자문, 구직 탐색 및 금융 지원을 제공하는 시범 프로젝트를 추진
③ 유동성 점수표(mobility scoreboard) 운용 : 학습을 위한 이동을 가로막는 법적/기술적
장벽의 철폐 조치를 유도하기 위한 점수표 제도를 운영
④ 유럽 학자금 융자제도(European student lending facility) 도입 : 유럽투자은행과
공동으로 외국 유학 및 취업 희망 학생을 지원하는 학자금 융자제도의 도입을 추진
⑤ 다면적 글로벌 고등교육 순위평가 시스템 개발 : 고등교육에 관한 보다 완벽하고 현실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글로벌 대학평가시스템을 개발
⑥ 역동적 청년 카드(Youth on the Move card) 발급 : 청년에게 편익 및 할인 혜택을
부여하기 위한 특별우대카드 발급 추진
⑦ 유럽의 빈일자리 모니터링(European Vacancy Monitor) 시스템 개설 : 유럽전역의
구직자 및 고용상담원에게 노동시장 수요 정보를 제공하는 지능시스템 운영
⑧ 유럽 진취적 미소금융제도(European Progress Micro-finance Facility) 신설 : 유럽의
청년 기업인에게 창업 및 영업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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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청년 보증제도(youth guarantee) 도입 추진 : 학업을 마친 지 4개월 이내에 있는 취업 중,
훈련 중 또는 견습 중인 모든 젊은이에게 보증해 주는 제도 추진
 유럽인 숙련기술증(European skills passport) 제도 도입 : Europass(유럽의 온라인
이력서 제도)를 바탕으로 숙련기술을 투명하고 유사한 방식으로 기록하는 제도 도입

(2) 새로운 기술과 일자리 (Agenda for new skills and jobs)
l 2020년까지 20~64세 남녀의 고용률을 75%까지 달성하고, 학생의 중퇴율을 10% 이하로
축소, 대학교육 진학률을 40%로 제고
- 4대 정책영역 및 13개 핵심과제는 <표 3>과 같음
표 3
정책영역
유연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개선토록
노동시장 개혁
노동시장 수요에
부응하는 직업훈련 및
숙련기술 습득

양질의 일자리 및
근로개선 개선
행정부담 경감,
노동과세 인하로 시장의
일자리 창출기능 제고

새로운 기술과 일자리의 정책영역과 핵심과제
핵심과제

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이해관계자 참여를 통한 유연안정성(flexicurity) 4대 요소*의 강화
평생교육, 역량발전, 성인교육 촉진을 위한 정책제안
사회적 파트너의 참여 및 주인의식 제고를 위한 “3자 사회포럼” 개최
구직자, 근로자, 기업을 위한 직업기술망 개설, 직업기술 수요공급 정보제공
모든 언어로 노동계와 교육훈련계가 공유하는 기술/능력/직업 분류체계 작성
평가를 바탕으로 전문직업인 자격인증 시스템 개혁 추진
제3국적자의 통합에 관한 구조 및 수단 개선을 위한 공통 아젠다 출범
노동자의 자유이동 원칙 관련, EU 이주 근로자의 권한 강화 입법 추진
근로시간 지침의 보완 및 근로자파견 지침의 개선 추진
직장 건강 및 안전 관련, 기존 전략의 평가 및 새로운 전략 제시
비상근/기한제 계약, 양성평등고용, 노동상담 관련 법제의 효과성 검토
회원국, 사회적 파트너와 함께 건강 및 안전 관련 법제를 집중 검토
일자리 창출여건 개선지침 마련
① 채용과 해고, 창업과 자영업의 행정적/법적 장벽 완화
② 임금 외 노동비용 절감
③ 비공식/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주: 유연안정성(flexicurity : flexibility+security) 4대 요소 : ① 유연하고 신뢰 있는 근로계약, ② 고용적응형 평생교육, ③ 유동성
있는 노동시장정책, ④ 소득과 취업을 지원하는 사회보장체계
자료: European Commission(2010)

(3) 빈곤 및 사회적 약자를 위한 플랫폼 (European Platform against Poverty and
Social Exclusion)
l EU 인구 중 8,000만 명 이상이 재정위기 및 금융위기로 인해 빈곤 상태에 놓여 있으며,
근로인구의 8%는 빈곤 기준에서 충분히 벗어날 수 있는 만큼의 수입을 얻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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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세계에서 가장 부유하다는 지역에서 이처럼 비극적인 상황은 납득하기 어려운 바,
EU는 빈곤층을 25% 줄이고 빈곤인구를 2,000만 명 감소시키는 목표 수치를 설정하고
빈곤철폐와 사회적 약자 보호 정책을 추진
l 유럽이 사회적 지원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혁신을 통한 해법 모색
- 유럽사회펀드 등 EU 펀드를 활용하여 동반 성장 목표 달성을 지원하고, 미래 EU 펀딩
에서 사회정책의 우선순위를 제고
- 사회보장 및 서비스의 효과성을 제고하고 새로운 수요에 부응
-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보다 다양한 참여자들의 참여를 유도
n 기업가정신 2020 실천계획 (Entrepreneurship 2020 Action Plan)
l 기업가정신 2020 실천계획은 유럽 2020 전략의 목적인 경제 성장과 고용 창출을 위한
청사진으로 제시됨
- 기업가정신 2020 실천계획은 유럽의 기업가정신을 발휘하기 위하여 회원국 간의 장애물을
제거하고 잠재력을 키워 새로운 사업의 창출을 용이하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함
l 핵심 실천계획으로 ① 기업가적 교육과 훈련을 통해 새로운 기업가 세대를 배출하고, ②
기업가가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기업가가 되는 방법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며,
③ 유럽에서 기업가정신의 문화를 활성화하는데 기여하는 롤 모델을 발굴하고 특히, 여성,
노인, 이민자, 청년 등의 기업가정신을 함양

(1) 기업가적 교육 및 훈련
l 기업가정신 교육에 대한 투자는 유럽이 할 수 있는 최고의 투자라고 밝힘
- 기업가적 학습을 통해 창의력, 주도력, 강인함, 팀워크, 위험에 대한 이해와 책임감 등
비즈니스 지식과 필수적인 기술과 태도를 개발
· 이를 위해 기업가적 교육은 실질적인 경험 모델(practical experiential learning
models)과 실제 기업가(real-world entrepreneurs)를 통해 진행되어야 하고, 교육자를
위한 효과적 학습 방법론, 학습 결과평가 등이 개발되어야 함
· 학교 밖 청소년 활동(비형식, 무형식 교육)을 강조하고 기업가적 스킬이 개발되도록
장려하며, 기업과 파트너십을 통해 현장과 연관된 커리큘럼을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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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 기관은 미션과 리더십, 이해 관계자 참여, 커리큘럼을 통해 기업가정신과 혁신의
문화를 발전시켜서 더 많은 기업가를 양성하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함
l 고등 교육에서 기업가정신의 역할은 지식이전을 넘어 생태계, 파트너십 및 기업과의 협력에
참여하는 것임
- 유럽기술대학(EIT)2)은 EU 수준에서 혁신의 핵심 원동력으로써 기업가정신의 역할을
제시하였고, 지식과 혁신의 공동체(KICs: Knowledge and Innovation Communities)
역할을 수행
· 유럽기술대학(EIT)의 프로그램은 학생들에게 최고 기술을 통해 비즈니스가 창출되는
사례를 교육하고, 파트너 기관과 협업을 통해 기술의 공급 및 활용 등에 직접 참여할
수 있게 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기업가정신을 함양하도록 함

(2) 기업가가 많아지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
l 보다 용이한 금융지원(Better access to finance)은 예비 기업가들이 창업을 하고, 성장
할 수 있는 창업생태계의 중요한 요소임
- 유럽의 미소금융 프로그램 및 미소금융기관을 활성화하고, COSME3) 프로젝트 및
Horizon 2020 등을 통해 신기술 및 신제품 개발을 위한 자금을 지원함
l 기업의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Supporting new businesses in crucial phases of
their lifecycle and help them grow)
- EC는 기업친화적인 재정환경을 제공해야 하며, EU 내 비즈니스 네트워크 및 인적자원의
클러스터의 모범 사례를 확산
- 특정 잘못된 마케팅 관행을 금지하는 규칙을 만들고, 중소기업을 위한 디지털 단일시장의
잠재력을 해치는 장벽들을 제거
- EU와 제3국 사이의 기업가들이 교류하는 것을 장려하며, 유럽 비즈니스 포탈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
l 디지털 시대에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 창출(Unleashing new business opportunities
in the digital age)을 위하여 웹 기반 기업가들에게 필요한 맞춤형 지원책 마련

2) 유럽기술대학(EIT: European Institute of Innovation and Technology)은 연구개발의 3대 주체인 산·학·연을 하나의 기관을
중심으로 결집시킨다는 개념으로 설립된 기관으로, 대학과 연구기관의 중간 형태를 갖고 있음
3) Competitiveness of Enterprises and S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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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차원에서 디지털로 진화하는 중소기업들에 대해서 공모전이나 범 유럽적인 대회를
통해 홍보(디지털 및 웹 신생기업에 대한 바우처 제도 및 자금조달 지원을 강화)
- 새로운 사업의 아이디어를 지원하는 유럽 멘토 네트워크를 만들어, 디지털 시대에 사업을
수행하는 방법에 대해 이해관계자들의 새로운 협력관계를 지원(웹기반 기업가들에게는
전문지식, 멘토링, 기술 및 서비스 파트너십 등)
l 보다 용이한 사업 양도(Easier business transfers)는 창업을 유인하는 매력적인 제도임
- 각종 규제 및 복잡한 세금절차, 양도를 위한 준비 및 인식 부족이 양도를 어렵게 하는
주요요인임
- 성공적인 사업 양도를 위한 유럽전역의 모범사례를 발굴과 투명한 거래시장과 자금조달을
위한 금융기관을 고안하여 사업 양도에 대한 인식 제고가 필요함
l 실패를 성공으로 전환하기 위한 정직한 파산과 재기 기회(Turning failure into
success: second chances for honest bankrupts)는 창업을 유인하는 중요한 수단임
- 정직한 실패(honest failure)는 미래 기업가적 활동을 위한 학습과 개선의 기회로서
인식되어야 함
- 정직한 파산기업이 법정관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절차를 일원화하고, 지불불능을
조정하는 것을 포함한 다양한 부분의 공개 컨설팅 지원
- 파산방지를 위한 조기 구조조정에 대한 서비스 제공과 파산기업의 부채를 관리하는
자문서비스 제공
l 규제부담을 덜기 위해서는 규정이 보다 명확하고 단순(Regulatory burden: clearer
and simpler rules)해질 필요가 있는데, 이는 공정한 경쟁의 장을 형성할 수 있고 비즈
니스의 확실성이 보장되기 때문임
- 불필요한 행정체계에 부담은 제한된 인적·재정적 자원을 가지고 있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그리고 프리랜서를 포함한 모든 비즈니스에서 제거되어야 함
- 기업가는 라이선스, 행정 절차, 재무 및 공공 지원에 대한 포괄적인 정보를 얻기 위한
하나의 단일 접점 서비스4)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함
- 국경을 초월한 비즈니스를 위해 보다 많은 행정절차가 온라인으로 제공되어야 함

4) 예를 들어, 2011년 European Enterprise Promotion Award에서 수상한 ‘Barcelonactiva’의 ‘One stop shops’과 EU 재정적
기구(financial instruments)의 포탈서비스 인 ‘Your Europe’가 단일 접점 서비스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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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럽의 기업가정신 문화를 활성화하는데 기여하는 롤 모델을 발굴, 사회적 약자와의
접촉을 넓혀 사회적 약자의 기업가정신을 함양해야 함
l 기업가가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성장을 이끈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미디어에서 그들의
역할 모델이 제대로 소개되고 있지 않음
- 기업가정신 문화를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인 ‘기업가’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기 위해서는
기업가의 업적을 보다 실용적이고 긍정적인 메시지로 전달할 필요가 있으며, 다양한
미디어와 끊임없는 소통을 강화해야 할 것임
- 이는 기업가들의 도전과 보상에 대한 명확한 정보를 통해 기업가정신의 부정적인 인상을
상쇄시켜, 공공 및 민간기관에서 사회·경제적 중요성을 강조하고 격려하는데 좋은 방향
으로 나아갈 수 있음
l EU 국가의 사회적 약자인 여성, 노인, 이민자, 청년 등의 실업률 증가를 우려하여 이들이
기업가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조성, 교육, 금융 등 지원정책이 강조되고 있음
- 사회적 약자들은 성공적인 창업과 지속적인 경영을 위해서 중요한 기업가정신을 제고
하는데 상대적으로 불리하므로 이러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지원제도를 마련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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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최근 유럽 기업가정신의 초점
n 학생 기업가정신(Student entrepreneurship)은 과학적 지식이 시장으로 이전할 수 있는 중요한
통로지만, 여전히 신규 박사(PhD)와 박사 후 연구원(Post-Doc.)의 기업가정신을 위한 정책은
간과되고 있음
l 학생 기업가정신 교육은 모든 교육 수준에서 중요하지만(European Commission,
2016), 학술연구가 혁신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연구기반의 창업가를 지원
하는 것이 중요함(OECD, 2017)
- 기존의 정부 정책은 전통적으로 특허권 거래 또는 기성 과학자와 교수에 의해 설립된
스핀오프와 같은 채널에 초점을 맞추었지만, 최근에는 신규 박사와 박사 후 연구원의
기업가정신을 지원하는 정책에 관심이 큼
l 기술력을 갖춘 신규 박사와 박사 후 연구원의 교육 프로그램에 보다 명백한 기업가정신
교육을 통합하고 학생 주도형 창업 및 관련 기술에 정부가 직접적인 지원을 제공해야만
학생 기업가정신이 촉진될 수 있음
- 기업가적 경제를 구현하려는 정부는 이들이 일자리 창출은 물론 경제성장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 여기지만, 여전히 정책적으로 미지의 영역으로 간주됨
n 산업-과학 연계를 위한 채널로서의 고급 연구인력의 기업가정신은 강점을 가질 수 있으나 현실적
으로 대학 내 기업가에 대한 인식과 변화에 대한 저항 등 현실적 장애요인 존재
l 학생 기업가정신은 학생과 젊은 연구원이 대학 지식의 상업화를 향상시키고, 안정된 교수진과
과학자들을 지원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음
- 기업가정신이 제대로 작용하면 청년들의 신규 채용 기회가 창출되고, 과학 지식과 산업
간 연계성이 확립될 수 있으며, 대학은 이러한 방식으로 교육 및 연구기능을 결합하여
이러한 연결을 촉진하고 입력을 최적화 할 수 있는 독창적인 지위를 가진 위치에 있음
l 그러나 대학들의 자금 조달 체계와 교수들의 경력에 있어서 인센티브 부족, 기존 교수들의
기업가정신에 관한 스킬과 지식의 부족, 더 넓게는 대학 내의 빈약한 기업가 문화와 변화에
대한 저항이 발생 될 수 있음
- 이러한 장벽은 정책 입안자들이 학생 기업가정신을 육성하는데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
하도록 동기를 가져야 함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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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신규박사와 박사 후 연구원은 과학 분야에 대한 산업의 강력한 영향을 유발하는 큰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이전의 교수와 선임 연구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은 보완되어야 함
l 디지털 경제는 비즈니스 환경을 변화시키고 있으며, 과거보다 더 많은 신흥 기업들이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창출되고 있음
l 고급 연구인력의 기업가정신에 대한 지원은 OECD국가에서 기록적 수준에 도달한 청년
실업을 해결하는데 기여할 수 있음
n 고급 연구인력의 기업가정신 제고를 위한 지원 정책과 사례
l 고급 연구인력의 기업가정신 제고를 위한 공공정책으로는 재정 지원, 규제(규정) 혁신 및
인프라 구축 등 다양, 이러한 정책지원을 통하여 기업가정신을 강화하고, 학생주도의 창
업지원을 확대해 갈 수 있음(<표 4> 참조)
표 4
대학 미션

기업가정신
강화

고급연구인력의 기업가정신 제고를 위한 지원 내용

정책 유형

정책 도구

재정 지원

Ÿ
Ÿ
Ÿ
Ÿ

기업가정신에 대한 교육 과정에 대한 자금 지원
회사 방문을 위한 자금 제공
대학 교수를 위한 기업가정신 교육 증진
창업기업으로의 인턴십 및 인턴십 프로그램 홍보

규제(규정)
혁신

Ÿ
Ÿ
Ÿ
Ÿ

모든 분야에 기업가정신에 대한 교육 과정 및 프로그램 운영
산업 박사 프로그램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개발
비즈니스 경험을 가진 교수 모집
학생들의 기업가정신을 촉진하기 위해 이를 지원하는 교수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

인프라 구축

Ÿ 소셜 미디어 및 기타 커뮤니케이션 플랫폼을 활용한 인식 제고
Ÿ 온라인 교육 과정 및 디지털 도구를 활용한 강의실 교육을 보완
Ÿ 기업가정신 교육자의 네트워크를 개발

재정 지원

Ÿ 기금 대학의 비즈니스 인큐베이터와 학생들이 혁신적인 프로젝트에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공간
Ÿ 대학 중심의 연구 상업화 지원 및 기업가정신 센터가 학생중심의 혁신을 지원하도록 장려
Ÿ 실행 가능한 창업 프로젝트를 학생들에게 제공
Ÿ 다른 학생들이 자신의 벤처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학생들을 후원
Ÿ 기존 비즈니스 인큐베이터, 지식 허브, 기술 이전 사무소 및 과학 단지에 대한 학생들의
작업 기회 창출
Ÿ 청년(youth) 기업가정신 대회 및 수상 지원

규제(규정)
혁신

Ÿ
Ÿ
Ÿ
Ÿ
Ÿ

학생주도
창업지원

학생들이 대학에서 개발된 기술을 상업화할 수 있도록 허용
대학 기반의 창업기업에 대한 가이드라인(성격과 기간 등) 규정
지원을 받고 있는 학생 벤처에게는 자신의 지적 재산의 소유권과 수익을 재투자함
학생 대상의 자금 조달을 촉진하는 규제 시행
새로운 비즈니스를 여는 규정준수를 위한 지원을 소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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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미션

정책 유형

인프라 구축

정책 도구
학생 창업을 위한 정보 캠페인 실시
학생들에게 창업을 위한 금융 서비스 제공
학생들에게 멘토를 제공
잠재 고객, 파트너 및 투자자의 네트워크에 대한 학생들의 원격 액세스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
Ÿ 젊은 기업가와 동료 네트워크의 발전을 장려
Ÿ
Ÿ
Ÿ
Ÿ

자료: Own elaboration building on Bailetti, 2011; Cedefop, 2011; Jansen et al., 2015; OECD, 2010; UNCTAD, 2015.

n 산업 박사 프로그램(industrial PhD programmes) 증진
l 최근 OECD 국가들은 산업 박사 프로그램에 관심이 증대, 이를 촉진하기 위한 다각적
가이드라인 제정
- 덴마크의 산업 박사 프로그램(Industrial PhD Programme)은 기업에 소속된 학생에게
박사학위 과정 동안의 시간 배분을 기업과 대학에서 반반씩 보낼 수 있도록 허용
- 아일랜드의 산업 파트너십 연구 보조 프로그램(Industry Partnership Research
Supplements Program)은 과학재단 아일랜드(Science Foundation Ireland)가
자금을 지원하는 연구원이 원래의 연구 프로젝트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산업계와
공동 연구 프로젝트를 병행할 수 있도록 허용
- 캐나다의 미택스 액셀러레이트 프로그램(Mitacs Accelerate Program)에서는 산학
협력 프로젝트 수행시 전일제(full-time) 대학원생과 박사 후 연구원에게 우선권 부여
- 호주 학술연구원(Australian Council of Learned Academies)에서는 최근 학생들의
비즈니스 관련 기술을 강화하는 프로그램을 권장하고 있는데 이는 보통 대기업 연구소의
박사를 배치하는 데 초점을 맞췄던 과거의 프로그램에서 박사를 기술기반의 스타트업들과
연계한다면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반영한 새로운 조치로 평가됨
- 노르웨이의 산업박사 프로그램(Industrial PhD scheme)은 기업에 소속된 직원이 정규
박사 학위를 추구한다면 급여와 기타 비용 충당을 위한 연간 보조금을 제공함
- 스웨덴의 산업 박사과정 프로그램(industrial PhD student programme)은 4~5년 동안
기업과 공동으로 개발해야 하는 박사연구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직원들
에게 보조금을 지급함
l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도 유럽 전역의 산업 박사 과정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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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일부 국가는 대학의 박사 과정의 산업 지향성을 높이고, 박사 과정 학생 및 조기 취업
연구자에게 산업 관련 프로젝트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는 세계적 수준의 대학과의 국제
연구 파트너십을 구축하였음
* 예를 들어, 포루투갈의 과학기술진흥재단(Foundation of Science and Technology)은 MIT와 텍사스
대학교와 전략적 제휴를 맺어 공동연구를 진행함

n 혁신적인 창업 지원
l 네덜란드의 Twente 지역에서는 일시적인 기업가의 포지션 프로그램(Temporary
Entrepreneurial Position programme)이라 하여 혁신적인 창업 프로젝트를 시작
하고자 하는 학생 기업가들을 지원함
l 라트비아의 멘토클럽(Mentor Club)은 리가(Riga)의 스톡홀름 경제학교(Stockholm
School of Economics) 졸업생들에 의해 2007년에 설립되었는데, 이곳에서는 학생
창업자에게 무료 멘토링 지원을 제공함
- 멘토는 비즈니스 경험을 보유하며 해당 산업 분야의 성공적인 전문가로 인정받은 동문
으로, 실질적인 경영 및 비즈니스 조언, 컨설팅, 다양한 비즈니스 개발 시나리오에 대한
피드백 및 연락처를 제공함
n 대학 내 창업경진대회 운영
l 많은 국가에서 학생들이 사업 아이디어를 개발하고 기업가가 되도록 격려하기 위한 창업
경진대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대회 우승자에게는 재무 및 비재무지원(예: 교육, 코칭,
네트워크 액세스, 연구 시설 액세스 등)을 포함하여 비즈니스 계획을 구현하기 위한 자원을
제공
- 예를 들어, 덴마크에서 운영하는 비영리 벤처컵 경연 대회(non-for-profit Venture
Cup), 영국 University College London은 학생 기업가를 대상으로 The Panel이라
불리는 경진대회 등이 있으며, 대회의 우승자는 Technology Entrepreneurship에서
석사 학위과정의 장학금을 무료로 제공함
l EC에서 지원하는 모피어스 컵(Morpheus Cup)은 매년 26개의 상과 50,000유로(€)
상당의 포상을 제공하고 있는 대학(원)생 대상의 범유럽 경진대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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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대회는 학부생과 석사학위 과정의 학생을 대상으로 하지만 일부대학에서는 과학
기반 스타트업 창출을 목표로 하는 신규 박사 및 박사 후 연구원에 보다 집중하기
시작했음
* 예를 들어, 영국의 캠브리지 대학은 박사 후 연구원을 위한 다양한 비즈니스 경영대회를 운영함

n 교육과정과 기업참여 혁신
l 학생들을 산학 협력 프로젝트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시키고 있으며, 대학 내 지식이전을
위한 기업의 참여를 확대
- 영국의 지식이전 파트너십(Knowledge Transfer Partnership: KTP)은 대졸자가 기업의
특정 프로젝트 참여를 통해 혁신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나아가 기업이 대학을
혁신하는 기회로 삼기도 함
l 해외 하이테크 기업에서 학생들이 실질적인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
- 노르웨이의 기업가정신 학교 프로그램(Gründerskolen)은 노르웨이의 모든 단과대학들이
참여하는 산학협력 프로그램으로, 전공과 상관없이 학사학위를 가진 학생들에게는 해외
하이테크 기업에서 3개월 동안 인턴으로 일함으로써 기업가정신을 제고할 수 있는 직접
경험의 기회를 제공함
- 이 과정을 통해 학생들은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창업 자금의 조달 및 자원 배분, 조직
구조, 영업 및 마케팅 접근 방법, 공통 과제 해결 방법을 배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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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론 및 시사점
n 유럽의 기업가정신 정책 20년의 흐름을 통해 기업가정신이 국가․사회 및 개인에게 기여

하는 바를 확인
표 5
주요 정책
리스본 전략
(2000.3.)
유럽 2020 전략
(2010.3.)

기업가정신 2020 실천 계획
(2014.6.)
학생 기업가정신 정책
(2017.6.)

Ÿ
Ÿ
Ÿ

Ÿ
Ÿ
Ÿ

유럽 기업가정신 정책의 변화와 흐름

핵심 내용
유럽은 장기화되고 있는 경기침체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과 고용 창출을
위해 기업가정신을 강조
3대 중점방향(Smart/Sustainable/Inclusive Growth)
7대 핵심정책(flagship initiatives) 중 기업가정신 관련된 정책으로
1) 구직중인 유럽청년(5백만 명)의 현장수요기반 지식전수 프로그램
2) 일자리 창출 전략
3) 사회적 약자 지원의 플랫폼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하는 기업가적 교육 및 훈련 강조
기업 성장단계 마다 발상할 수 있는 장애요인 제거, 보다 직접적인 기업가 지원
유럽의 기업가정신의 재점화를 위한 롤모델 발굴 및 사회적 약자의 기업가정신 함양

Ÿ 과학적 지식이 시장으로 이전될 수 있는 통로로서 고급 연구인력의 기업가정신 강조

l 유럽의 기업가정신은 개인의 진로나 경제역량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EU 차원의
범유럽 개발 관점에서 장기적이고 광범위하게 다루어져 옴
l 유럽의 기업가정신은 보다 경쟁적이며 혁신적인 경제를 만들 수 있으며, 새로운 아이디어를
상용화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부를 창출할 수 있는 원동력으로의 역할을 담당
l 유럽 기업가정신은 산업과 교육 간의 혁신 격차를 줄이는데 기여함
- 기업가정신 교육에 대한 투자는 유럽이 할 수 있는 최고의 투자 수익 중 하나로 평가
- 기업가정신 함양을 위해 유럽기술대학(EIT)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산업과 교육 간의 혁신
격차를 줄이고 기업가적 대학의 프레임워크를 통해 유럽대학들이 경쟁력 있는 역량을
갖추도록 함
n 유럽 기업가정신 제고를 위해 정부는 새로운 비즈니스가 창출되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초점
l 기업의 성장을 위해 6가지 즉, ① 자금조달을 위한 용이한 접근, ② 비즈니스 성장 단계에
따른 지원, ③ 디지털 시대에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창출, ④ 손쉬운 사업 양도, ⑤ 정직한
파산을 위한 기회, ⑥ 적은 규제부담을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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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또한, 사회 전반의 기업가적 문화 조성을 위해 기업가에 대한 인식 제고, 사회통합의

아젠다로 작동하도록 노력
l 기업가에 대한 올바른 역할 모델 즉, 기업가의 도전과 노력, 그리고 보상의 내용을 제시하여,
학생들이 기업가가 되기를 꿈꾸며 준비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
l 기업가정신은 창의성, 진취성,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 문제해결능력, 협동심 등 비즈니스에
필수적인 기술과 태도를 개발할 수 있기에 범유럽 차원의 연대와 통합이 이루어지는 계기가
될 수 있음
n 고급 연구인력의 기업가정신 제고를 위한 유럽의 주요 논의사항은 다음과 같음
l 최근 유럽은 학생 기업가정신 제고를 위한 프로그램 중 고급 연구인력에 대한 정책이
간과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과학적 지식이 산업으로 연계될 수 있는 통로로서 신규 박사
및 박사후 연구원의 기업가정신 제고를 위한 정책을 강조함
l 고급 연구인력의 기업가정신 제고를 위해 유럽이 고민하고 있는 주제는 다음과 같으며,
우리나라 역시 이에 대한 대안 마련이 필요
- 고급 연구인력의 기업가정신 제고를 위해 지원하는 프로그램은 무엇이 있으며, 최근의
정책 사례를 통하여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 고급 연구인력의 기업가정신 제고를 위해 정부와 대학이 협력해야 하는 부분은 무엇인가
- 산업과 과학지식 간의 연계 촉진을 위해 고급 연구인력의 기업가정신 프로그램에 도입
되어야 할 것은 무엇인가
- 박사 과정생과 초기 연구원의 기업가정신을 촉진하기 위해 어떤 지원이 효과적인가
- 고급 연구인력을 대상으로 한 기업가정신 프로그램의 성과는 무엇을 통해 파악할 수
있으며, 이를 측정하기 위한 방법론은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필자❙ 서여주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연구원

김선우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연구위원

T. 044-287-2265 I E. yjsuh@stepi.re.kr T. 044-287-2172 I E. kimsw@stepi.re.kr

20

동향과 이슈╻제43호

참고문헌
Bailetti, T.(2011), Fostering student entrepreneurship and university spinoff
companies. Technology Innovation Management Review 1.1
Cedefop(2011), Guidance supporting Europe’s aspiring entrepreneurs. European
Centre for the Development of Vocational Training (Cedefop) Luxembourg:
Publications Office of the European Union.
European Commission(2005), "Working Together for Growth and Jobs: A New Start
for the Lisbon Strategy," Communication to the Spring European Council from
President Barroso in agreement with Vice President Verheugen. 2005.2.2.
Commission of the European Communities.
European Commission(2006), "Entrepreneurship Education in Europe: Fostering
Entrepreneurial Mindsets through Education and Learning", Final Proceedings,
European

Commission.

2006.10.

26-27.

Commission

of

the

European

Communities.
European Commission(2006), "The Oslo Agenda for Entrepreneurship Education in
Europe ". 2006.10. 26-27. Commission of the European Communities.
European Commission(2010), EUROPE 2020 "A European strategy for smart,
sustainable and inclusive growth", European Commission, 2010.3.3 Brussels.
European Commission(2016), Entrepreneurship Education at School in Europe.
Eurydice Report. Luxembourg: Publications Office of the European Union.
European Commission(2013), "Entrepreneurship 2020 Action Plan: : reigniting the
entrepreneurial spirit in Europe", European Commission, 2013.9.1 Brussels.
Jansen, S., van de Zande, T., Brinkkemper, S., Stam, E., & Varma, V.(2015), How
education, stimulation, and incubation encourage student entrepreneurship:
Observations from MIT, IIIT, and Utrecht University.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Management Education, 13(2), 170-181.
OECD(2013), The missing entrepreneurs: Policies for inclusive entrepreneurship in
Europe. OECD Publications Centre.
OECD(2010), University entrepreneurship support: policy issues, good practices
and recommendations. Paris: OECD-LEED.
21

동향과 이슈╻제43호

OECD(2016), OECD Science, Technology and Innovation Outlook 2016. Paris:
OECD Publishing.
OECD(2017), Policies to support student entrepreneurship, 2017.6.15.~16.
UNCTAD(2015). Policy Guide on Youth Entrepreneurship. Geneva: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rade and Development.

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