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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은 범부처적 과학기술정책 수요에 적극적
으로 부응하고 기술혁신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를 통해 국가 과학기술
발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본 「Entrepreneurship Korea」는 기업가정신 및 창업생태계를 주제로
한 STEPI 정기 간행물로서 연 4회 발간됩니다. 글로벌 창업 트렌드,
영이노베이터 소개, 창업생태계 쟁점 이슈 등 시의성 있고 다양한 내용
으로 한국의 창업대중화에 앞장서겠습니다.

Entrepreneurship Korea
Summer 2016 · Vol. 2 · 여름호
발

행

인

송종국

편

집

인

김선우

편 집 담 당

손하늬

발

과학기술정책연구원

행

처

발 간·배 포
디자인·편집

044-287-2049, aram0077@stepi.re.kr
삼신인쇄 (02-2277-5538)

Contents
02
03

편집자 노트
포커스

‘업을 찾아가는 플랫폼’ 창업교육 / 김석현
창업교육 주체들의 목소리, ‘창업교육은 대세다’ / 손하늬
창업교육의 미래 방향 : 모두를 위한 창업교육 / 김선우
현장체험형 글로벌 기업가정신 교육 사례 / 이정우

18

영이노베이터

인터뷰 | 투데잇 이기호 운영이사(COO) / 김영환 손준호
행사 하이라이트 | Young Innovators Talk @강원대학교 / 김영환 손준호

22

서포터즈

대전 지역 창업 포럼, 도룡벤처포럼 / 손하늬

25

컨트리 리포트

말레이시아의 창업생태계 / Grace Khai Sheen Yee

27

창업지표

창업교육 가파른 성장세 / 김동현
엔젤투자자 꾸준한 증가세 / 박기윤

29

주요행사

2016 ASEAN Global Business Model Demo Day / 이정우
스타트업 캘린더

32

독자 한 마디

편집자 노트

모두를 위한 창업교육

창업이 활성화되면서 사회 전반에 다양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기존에 대기업이 산업의 흐름을 이끌던 것에서 스타트
업이 주도하는 분야가 생겨났고, 창업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높아졌을 뿐 아니라 창업이라는 것이 누구나 한번쯤 시도해
볼 수 있는 영역이 되어가고 있다. 또 한 가지 발견할 수 있는 현상은 ‘직업’에 대한 관념이 예전과는 달라지고 있다는 점
이다. 기업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는 ‘평생 직장’의 개념이 옅어졌으며, 학생들에게는 창업이 하나의 진로로서 인식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자연스럽게 창업교육 역시 주목을 받게 되었다. 또한 인큐베이터를 포함한 지원조직들부터 기업, 대
학까지 다양한 주체들이 창업교육에 참여하게 되었다.

한편 ‘창업교육’이라는 단어가 쉽게 와 닿지만은 않는다. 대중은 어떻게 ‘창업’을 교육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의문을 가
지거나, 창업교육이 창업을 하기 위한 스킬을 가르치는 것이라고만 이해하기 쉽다. 그러나 창업교육은 이보다 훨씬 넓은
의미로 해석되어야 한다. 먼저 기업가정신 함양을 통해 사고방식의 틀을 확장하는 것이 한 측면이고, 스스로 자신의 직업
을 개척해나갈 수 있도록 간접경험을 하게 하는 것 역시 창업교육의 목적이다.

이번 여름호에서는 이와 같이 넓은 의미에서의 창업교육에 초점을 두고, 포커스에서 그와 관련된 쟁점들을 짚어보고자
한다. 첫 번째 포커스 기사에서는 시대적 변화의 측면에서 창업교육을 단순히 기업을 세우는 것이 아닌, ‘업’을 찾기 위한
플랫폼으로 보는 관점을 제시한다. ‘창업교육 주체들의 목소리, 창업교육은 대세다’에서는 기업, 연구소, 대학, 정부 등 여러
주체들이 참석한 토론회로부터 창업교육의 현주소와 이를 둘러싼 다양한 의견을 다룬다. 이어서 ‘모두를 위한 창업교육’
에서는 민간과 지자체, 정부 등의 주체가 협력을 바탕으로 전생애주기적인 교육을 제공하는 것을 창업교육의 미래 방향
으로 제안한다. 마지막으로 창업교육의 다양한 형태를 분류하고 그 중 하나인 현장체험형 창업교육 사례로써 KAISTKiswe ‘Global Entrepreneurship by Doing (GED)‘ 프로그램을 살펴본다.

이 외에도 이번 호에서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학습시간을 관리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에듀테크 스타트업 투데
잇의 영이노베이터 이기호 운영이사를 인터뷰하였다. 또한 창업생태계에서 창업기업들의 조력자로 활동하는 서포터즈
사례로 대전 지역 창업포럼 ‘도룡벤처포럼’을 소개한다. 컨트리 리포트에서는 주목할만한 해외 국가 동향으로서 말레이
시아의 창업생태계를 스케치하고, 창업지표에서는 국내 창업교육과 엔젤투자와 관련된 최신 동향을 제시한다.

본 매거진이 제시하는 창업교육과 관련된 다양한 이슈들이 다양한 주체들에게 시사점을 제공하고, 함께 협력과 역할분
담을 통해 창업교육을 발전시켜나갈 방향을 찾기 위한 논의의 시작이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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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을 찾아가는 플랫폼’ 창업교육
글 김석현

1)

김범수와 앨빈 토플러

세대도 더 전에 ‘미래의 충격’(Future Shock, 1970)과 ‘제3

최근 경기도 스타트업캠퍼스의 초대 총장으로 취임한 김

물결’(The Third Wave, 1980)의 통찰과 정확하게 일치한

범수 카카오 의장의 취임사는 창업을 기업을 세우는 것에

다.3) 토플러는 인류문명의 전기를 농업사회에 기반한 ‘제1

국한시키지 않고 인생의 ’업(業)’을 세우는 것으로 정의하며,

물결’, 산업사회에 기반한 ‘제2물결’, 후기산업사회에 기반

특정한 소수가 아니라 모두의 삶의 도전과제로 제시하고

한 ‘제3물결‘로 구분한다. 제2물결 시대가 각 개인에 요구

있다. 이렇게 창업의 대가가 창업을 모두의 주제로 정의한

하는 역할은 대량생산을 위한 관료적 조직에 부합하는 정

다면, 기업에 취업한 적도 없는 필자도 감히 창업에 대해

해진(fixed) 임무이고 이것은 직업으로 외현된다. 일정한 학령

허술하나마 의견을 제시할 명분을 갖게 해 줄뿐 아니라, 최근

교육을 마친 대중(mass)은 교육수준과 분야에 부합하는 직

까지 취업상태에서 벗어나 소박하게 ‘업’을 고민하는 필자

업(occupation)을 정하고 대체적으로 이 직업을 성년기의

도 감히 창업을 고민하는 사람의 자격이 있다는 자부심도

대부분 이행한 뒤 은퇴에 돌입하는데, 해당 직업을 수행하는

갖게 해준다. 더불어 김범수의 취임사는 대단히 통찰적이

사람에게 있어서 그 직업이 생계에 기여하는 것이 주요 관심

고 포괄적인 시대흐름에 대한 메시지를 담고 있고 그것이

사였다. 이에 반해 제3물결 시대에서는 각 개인에게 있어

한 세대도 더 전의 앨빈 토플러가 제시한 바와 그 기조가

서 내재적 동기(intrinsic motive)와 행복이 우선하며, 그에

다르지 않다. 그래서 필자는 ‘창업교육’이라는 주제를 김범수

부합하는 일을 찾아 수행하고 스스로 선택하기 때문에 ‘주어

와 앨빈 토플러, 이 두 대가의 메시지에 기대서 풀어가고자

지고 정해진 직업’은 낯선 것으로 다가온다. 각자에게 있어

한다.2)

직업은 급여를 받기 위한 노동(labor)이 아니라 오히려 여가
(leisure)로 간주될 수 있을 정도로 친근하고 그래야만 비로
소 ’업‘으로서 그 존재성을 확보할 수 있다. 내재적 동기와

창업이란?

행복을 위해 일한다는 토플러의 미래상은 만성화된 실업과

“이제 직업의 시대에서 업(業)의 시대로, 하나의 직업이

취업난에 시달리는 세계의 청년 현실에 비춰보면 미래를

아니라 내가 열정을 몰입할 수 있는 업의 시대가 필연적이

잘못 예견했거나 또는 너무 이상주의적이라고 여겨질 수도

라는 생각입니다.”

있다. 하지만 김범수의 진단이자 필자가 이어서 주해하고
싶은 바는, 시대 변화가 일의 성격 변화를 불가피하게 만든

김범수의 시대변화에 대한 진단과 그에 따른 개인의 역할

다는 것이다.

의 정의로서 ‘업’은 고(故) 앨빈 토플러(Alvin Toffler)가 한
1
2
3

 인 컨텐츠 생산자, 전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부연구위원
개
김범수의 취임사의 주요 메시지는 많은 뉴스미디어에 소개되어서 검색가능하며, 필자는 <임원기의 人터넷 人사이드> 웹사이트가 ‘김범수 스타트업캠퍼스 총장
취임사‘의 제목으로 제시한 글((http://limwonki.com/737)에서 어록을 발췌한다.
앨빈 토플러는 우연하게도 필자가 본고를 준비하는 중에 88세를 일기로 영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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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의 시대적 요구

에서 역시 드러난다. 김범수는 미국에서 스마트폰의 초기

“게임이 바뀌었습니다.”

사용자로서 사업 아이디어를 구상할 수 있었고, 대출금
500만 원으로 현 카카오의 모태가 된 동명의 기업으로 스

김범수가 ‘게임이 바뀐다’라고 말한 바는 토플러가 ‘세상이

마트폰 기반 채팅앱서비스 기업 카카오를 창업했다.4) 김범

제2물결에서 제3물결로 바뀐다’고 말한 것과 그 취지는 동일

수는 카카오를 창업한 본인의 경험을 창업멤버들이 온전히

하다. 다만 양자의 발언 사이에는 한 세대를 간격으로 엄청

자구해야 하는 한국 창업생태계의 빈약성의 예시로 들었

나게 변화한 기술적 조건의 차이에 따른 방점의 차이가 있을

지만, 한국에서 빈약한 자금력의 창업가들에게도 창업 성

뿐이다. 토플러의 시대에는 지금의 시각에서는 다소 소박

공의 기회가 존재함을 역설적으로 보여준 셈이다.5) 스마트

하다고 할 수 있는 수준의 당시 기술, 또는 당시 예견할 수

폰이 스마트폰 상에서 작동하는 앱의 플랫폼 역할을 하게

있는 기술이 인류에게 유토피아적 미래상을 가능하게 할

되면서 앱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은 누구나 앱서비스 기업을

것이라는 믿음이 강했다면, 김범수가 직시하고 있는 지금

만들 수 있게 되었다. 스마트폰 플랫폼에 존재하는 앱스토

의 시대에는 최근 인공지능을 포함해 한 세대 전 첨단의

어와 같은 앱의 저장소 또는 정거장에 앱을 올리기만 하면

미래학자 토플러의 상상을 뛰어넘는 기술 발전이 사람의

이미 전 세계의 사용자들이 활용할 수 있어서, 신규 시장

일자리를 빼앗을 것이라는 디스토피아적인 미래상(또는 이미

진입자들도 전 세계 시장에 접근기회를 갖는다. 또한 개인

성큼 다가온 현재상)이 만연해 있다. 기술발전이 갖는 양면

이 휴대하면서 언제 어디서나 사용하는 스마트폰의 정보접

성은 토플러나 김범수와 같은 지성에게는 당연히 인식되는

근성(ubiquitous)으로 인해 앱은 이전의 PC 애플리케이션

바이나, 현시대의 지성인 김범수에게 있어 디스토피아적

과는 차원이 다른 수준에서 소비자의 제반 삶에 침투할 수

미래 또는 현실이 보다 긴박하게 다가오고 그것을 돌파할

있게 된다. 이처럼 최근의 기술과 비즈니스는, 종래 한 기업

해법(시대적 요구) 또한 시급하게 여겨진다. 김범수는 그

이 온전히 감당해야 하는 마케팅, 제품서비스 개발, 유통의

해법을 ‘나의 열정을 몰입하는 일’로서의 창업이라고 간주

제반 과정을 저비용 또는 무상으로 네트워크에 의존할 수

하며, 또한 본인이 교육이라는 방식으로 그것을 돕고자 하는

있게 해준다(그래서 플랫폼의 개념이 대두). 이뿐만 아니라

것으로 볼 수 있다. 김범수는 한 세대 전처럼 누구나 학교

모바일IT는 정보유통비용을 거의 없앰으로 인해서 제품/

를 마치고 취업에 이르는 도식이 이제는 불가능하며, 열정

서비스를 만드는 데 필요한 인력의 조달에서 시간과 공간

을 몰입할 수 있는 일(즉 창업)을 해야만 비로소 그 일의 존재

의 제약을 극복하게 해줌으로써 생산비용을 현저하게 낮춰

가 가능하다고 본다.

준다. 이처럼 모바일 IT를 기반으로 생산과 소비의 네트워크
는 이를 기반으로 ‘누구나’ 창업할 수 있는 창업대중화 시대

창업대중화 시대

를 가능하게 했다고 할 수 있다. 창업대중화는 종래 창업가

“저는 마이너스 통장 500만원으로 사업을 시작”

의 천재성 또는 행운의 소산이라고만 여겨졌던 창업의 신비
성을 불식시키고 창업과 그 성공의 과정도 분석되고 교육

김범수가 기술발전이 창업에 있어 시대적 요구(demand)를

될 수 있다는 사고전환을 가능하게 하여 ‘창업교육’을 태동

명시적으로 강조했다면, 기술발전이 창업을 가능하게 하는

시키기에 이르며 창업교육 역시 창업생태계의 주요한 구성

조건(enabling condition)은 본인의 창업의 경험에 대한 언급

요소로 자리하게 한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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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수는 게임서비스 기업 한게임의 창업 멤버이며, NHN이 한게임을 인수함에 따라 NHN에 합류한다. 이후 김범수는 미국에서 돌아와 창업한 스마트폰 기반 채
팅앱서비스 기업인 카카오와 인터넷기업 다음의 합병을 주도하게 되며, 양 기업의 통합법인의 이사회 의장을 맡게 되고 통합법인의 명칭는 다음카카오를 거쳐
카카오에 이른다.
카카오는 많은 창업기업에도 투자하면서 2015년 회계연도 기준으로 5조 원 이상의 총 자산의 기업집단이 되었고 이에 따라 종래 상호출자제한집단으로 지정되
었으나 기존의 자산 5조 원 기준이 낡은 기준이라는 여론에 따라 정부가 상호출자제한집단의 총자산 기준을 10조 원으로 상향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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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사회 플랫폼, 창업교육

의 요구와 조건에 맞춰서 그 인식체계를 전환시켜왔다. 그

“업을 찾아가는 플랫폼 비전을 얘기해보려고 합니다.”

러한 전환의 계기와 동력은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그
래서 토플러나 김범수와 같은 사회에 대한 높은 책임성을

김범수는 창업교육을 사건(event)이나 프로그램으로 국한

의식하는 지성이 새로운 사회에 부응하는 교육을 주창하

시키지 않고 플랫폼의 프레임에서 제시하고 있다. 이는 마치

면서, 위기의식에 기반하면서도 낙관적인 실천 프로그램

20세기 대중교육이 20세기 산업사회를 뒷받침하는 플랫폼

을 제시하는 것은 당연하다. 또한 그런 지성들이 인류의 위

역할을 했던 것을 방불케 한다. 김범수는 ‘공부만 잘 하면

기의 돌파구 역할을 해왔다. 지금 기술발전으로 인한 거대

된다’는 20세기의 교육관이 이제는 설 자리를 잃었음을 지적

한 물질과 지식정보의 생산력 그리고 인류의 길어진 수명

하며, 또한 보통 기업을 만드는 것으로 이해되는 소수의 활동

은, 인류가 대단히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풍요로울 수

인 ‘창업’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요구되고 가야할 길로서 인생

있는 절호의 조건으로 작용한다. 하지만 그러한 풍요가 현

의 ‘업’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21세기 삶의 양식의 한 부분

실화되기 위해서는 인류가 스스로 인식체계와 삶의 양식을

이자 동시에 21세기의 사회를 뒷받침하는 플랫폼으로서

재구성해야 하며, 그 노력의 사회적 결집이자 결실로서 새

창업교육을 염두에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다시 또

로운 제도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교육은 새로운 제도시

앨빈 토플러가 거의 반세기 전년에 출판한 ‘미래의 충격’

스템의 중요한 요소이자, 동시에 인간의 인식체계와 실천

(Future Shock)에서 산업사회의 표준화된 커리큘럼의 교육

의 양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서 새로운 제도시스템의

은 산업사회와 함께 그 역할을 다했으며, 새로운 교육은

작동이 가능하게 해준다. 지금 화두인 ‘창업교육’은 적어

‘학생이 스스로 길을 정하도록’ 돕는 것이어야 한다는 메시

도 그러한 교육 전환의 기관차이거나 촉매자여야 하고 그

지와 그 취지가 동일하다.6) 그래서 김범수가 구체적인 교육

러기에 충분하다. 각자에게 자신의 업을 세우는 것만큼이

방법론으로 제시한 ‘프로젝트 베이스 러닝(Learning)’과 플

나 절실하고 중요한 문제도 또한 그처럼 자랑스러운 문제

립트(Flipped) 러닝’ 역시 토플러가 제시한 학생이 스스로

도 없다. 업을 세우는 것(필자는 기업설립의 이미지가 강한

교육 프로그램을 디자인하고 일정한 목표를 두고 성취해가

창업보다 ‘건업(建業)’이라는 단어의 통용을 바란다)은 평

는 교육 모델과 유사하다는 것은 우연은 아니다.

생에 걸쳐 이루어지는 것이며, 그래서 창업교육은 끝이 없
는 평생의 과업이다. 배우면서 일하고 또한 일하면서 배우

21세기 교육의 전기로서 창업교육

는 것이며, 배우고 나서 일하다가 다시 일하고 나서 배울
수 있고 그래야 하는 시대, 또한 배우는 게 즐겁고, 쉬면서

기술의 발전이 한편으로는 인류 역사상 유래가 없는 물질

도 배우는 시대가 지금 인류 앞에 있다. 새로운 시대가 위

재화의 창출을 가능하게 했고 인간의 평균 수명이 100세

협(threat)으로 다가오기도 하지만, 과거 공자와 같은 소수

에 근접하게 심지어는 그 이상을 기대하게 만들었지만, 다

의 선택된 사람들이나 누렸던 기회(opportunity)가 이제 대

른 한편으로는 기술발전의 흐름을 주도하는 소수 외에 대

중 앞에 펼쳐져 있다. 그만큼이나, 공자는 15살에 학(學)에

다수에게는 일자리 상실의 공포를 만들어내고 있어서, 거

뜻을 두고(지우학(志于學)) 30살에 스스로 섰으면서도(이립

대한 풍요와 거대한 빈곤이 위태롭고 불안정하게 양립하

(而立)) 평생에 걸쳐 학(學)을 즐겼음을 회고한 바 있다. 이

는 사회체제가 도래할 수도 있다는 위기의식을 낳고 있다.

제 이 공자의 배움의 삶이 대중의 그것일 수 있는 문명사

인류에게 있어서 이러한 위기의식이 처음은 아니며 인류

적 전환기라는 사실은 그 자체로도 설레기 그지없다.

가 번성해온 만큼 새로운 해법을 제시하고, 인류 또한 시대

6

따옴표 안의 원문은 “letting the student make up his own mind” (Chapter 18. Education in the Future Te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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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

창업교육 주체들의 목소리,

‘창업교육은 대세다’
글 손하늬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연구원)

지난 5월 26일, 한국창업교육협의회와 한국연구재단 공동 주최로 대학의 창업교육에 대한 강연과 토론으로 구성된 ‘2016
창업교육포럼’이 리버사이드 호텔에서 열렸다.1) 창업교육포럼의 마지막 행사로서 마련된 ‘대학 성공창업 활성화 토론회’는
김진수 한국창업교육협의회 회장의 사회로 창업교육의 여러 주체들이 모여서 최근 창업교육의 흐름을 진단하고 향후 과
제를 제시하였다. 토론에 나선 관계자들은 기업부문에서의 창업교육자인 이희우(코그니티브인베스트먼트 대표), 박광회(르
호봇 회장), 창업교육 분야 연구자인 김선우(과학기술정책연구원 혁신기업연구센터장), 대학의 창업교육자로서 서창수(순
천향대 창업지원단장), 조현숙(대전대 창업교육센터장), 창업정책 주무부처 담당 관료인 최승복(교육부 취업창업교육지원
과장) 등으로 이루어졌다. 본 지의 과학기술정책연구원 혁신기업연구센터를 대표하여 센터장이 토론에 참여하였으며, 주
최측과 사전협의를 통해 토론을 기사화하기로 하였다. 제시된 발표자들의 발언 내용은 필자가 토론회에 참석하여 들은 내
용을 정리한 것으로 현장 발언과 동일하지는 않으며, 원고 작성 후 발표자들의 동의를 얻어서 게재한다.

“대학의 창업교육에서도 실제 창업을 모사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창업 자체를 교육시킬 필요성을 느끼고, 2013년부터 3개월 과정인 ‘쫄지마 창업스쿨’ 프
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작년에는 연세대학교에서 이 프로그램을 학점으로 인정해주면
서 연세대 학생들도 참여하게 되었다. 저의 기본적인 대학 창업교육은 창업실전체험이다.
이희우
코그니티브인베스트먼트 대표,
‘쫄지마 창업스쿨’ 운영

학생들이 100초 스피치를 통해 창업 아이템을 발표하고 발표 직 후 투표로 10명의 리더
를 정하고, 각 리더가 창업팀을 구성하여 학기중 그 아이템을 개선하여 학기말에 데모데
이에서 사업계획을 발표하게 하는 식이다. 이처럼 현실과 비슷한 창업모델을 교육에 도입
하면서 학생들도 높은 집중도와 호응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대학에서도 일반적인 교양이
나 지식 차원의 교육이 아니라 실제 창업을 연습해보는 프로그램이 보다 효과적이라고 생
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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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재단은 교육부의 산학협력선도대학(LINC)프로그램의 지원기관이며, 산학협력선도대학(LINC)프로그램을 수행하는 대학들이 모인 협의회가 한국창업교육협
의회이다. 한국창업교육협희외는 LINC프로그램을 계기로 결성되었지만 참여대학 외의 대학이나 여타 기관과 기업들에게도 문호를 개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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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간 창업팀을 밀착 관찰하여 창업의지를 확인”
르호봇(Rehoboth)은 창업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으로서, 국내에 있어서는 자체사업
과 더불어 산학협력선도대학(LINC)프로그램 참여 대학들과 협력을 통해서 대학의 창업프
로그램을 지원하고, 최근 해외에 진출하고자 하는 스타트업을 돕기 위해 해외 주요 도시
에도 창업보육시설을 두고 있다. 좋은 창업팀을 발굴하기 위해서는 한 차례의 창업발표보
박광회
르흐봇 비즈니스인큐베이터 회장

다도 장기간에 걸쳐 창업팀을 관찰하여 창업의지를 확인하는 것이 관건이다. 그런 점에서
최근 창업경진대회가 너무 많고 경진대회에서 발표를 잘 하는 것이 곧 창업 역량으로 여
겨지는 현상에 대해 반성해볼 여지가 있다.

“창업교육이 창업의 계기로 역할하고 있음을 확인”
귀감이 될 수 있는 젊은 창업가들을 대중에게 소개하는 영이노베이터스토크(YIT)를 수년
간 열고 있으며, 작년부터는 특히 기회가 적은 지역의 대학에서 행사를 자주 개최하고 있다.
대학의 창업교육 강좌에 참여했던 것이 창업의 계기가 되었다고 말하는 연사도 있어서,
창업교육이 소기의 목적에 부합함을 확인한다. 한편 창업프로그램이 많아진 데에 반해 이를
김선우
과학기술정책연구원
혁신기업연구센터장

맡을 창업전문교원의 부족이라는 과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지원하는 창업프로
그램의 경우 창업기업 매출 등의 정량적인 기준을 강조하는 것이 대학의 프로그램 성격에
는 맞지 않다는 점도 향후 정부 프로그램에서 개선할 사항이다.

“대학이 창업프로그램을 통해서 학과 중심주의를
탈피하고 있다”
최근 대학의 다양한 학과에서 창업프로그램을 도입하고자 하는 등, 기존의 학과 중심주의
적인 사고에 벗어나고 있는 것이 피부로 느껴진다. 창업프로그램과 더불어 대학이 상전벽
해하고 있다고 해도 될 정도이다. 또한 정부가 대학의 창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적극
서창수
순천향대학교 창업지원단장

적으로 도입하는 것도 그러한 흐름에 부합하는 적절한 정책이다. 다만, 정부의 창업교육
지원 정책이 창업기업의 매출과 같은 기업성과지표를 지나치게 강조하면 대학생의 창업
교육 현장과는 거리가 생기고 대학생들의 창업의욕을 저해할 여지가 있어서, 대학에서의
창업교육은 청년층 기업가정신을 함양하여 미래 유망 글로벌 기업가를 양성한다는 장기
적 교육차원으로 인식하고 추진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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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들의 관심과 수요에 부응하는 창업교육 필요하다”
대전대는 국내 최초로 2014년 3월부터 복수(부)전공으로 창업교육을 시행하는 창업학부
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LINC사업예산 지원). 초기에는 IP분야와 ICT분야를 기반으로 창
업을 지원하는 커리큘럼으로 구성하였으나, 학생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3D모델링, IP
창작기법, 성공창업디자인, 오픈플랫폼제품설계 등 4대 분야(IP, ICT, 뷰티, 휴먼비즈니스)
조현숙
대전대학교 창업교육센터장
창업학부 학부장

를 트랙화하여 교육과정을 구성하였다. 대학의 창업교육은 창의적 사고가 가능하도록 독
려하고, 기업가정신을 기를 수 있는 방향으로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 또한 창업 프로그램
은 학생들에게 창업이라는 목적지향성, 구체성이 강한 프로젝트를 주체적으로 기획하고
참여하게 하는 과정 자체의 교육적 의의가 크다.

“교육부는 창업의 저변을 넓히는 지원정책을
꾸준히 펼치겠다”
교육부는 아직은 한국의 창업 저변이 좁으며 창업에 관심을 갖는 대학생들을 확대하는 것
이 교육부의 첫 번째 임무라고 간주한다. 창업교육 프로그램을 계기로 실제 창업을 해서
창업성과를 내는 것도 물론 중요하고 바람직한 일이지만, 창업의 간접 체험이나 실제창업
최승복
교육부 취업창업교육지원과장

을 시뮬레이션 해보는 창업교육의 역할이 존재한다는 측면에서 이를 꾸준히 지원하는 것
이 교육부의 기본 정책 방향이다. 창업경진대회 역시 비록 일부 경진대회 맞춤형 지원자
들, 소위 창업경진대회 사냥꾼도 있지만, 창업경진대회를 통해 많은 대학생들이 창업에
대한 간접 경험을 하고 있는 긍정적 측면을 높게 평가한다. 그래서 교육부는 체험계기 차
원에서 초중고 학생들의 창업경진대회와 대학생들의 창업경진대회를 연계하는 방안도 구
상 중이다.
교육부의 창업교육정책 역시 정부 재정지원사업에 대한 양적 성과지표 요구로부터 자유
롭지는 못하다는 점을 인정하지만, 단기적인 성과지표 충족보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대
학(원)생들의 창업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 중이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대학 창업
펀드’를 창설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와 협의하고 있는데, 대학이 동문, 지자체, 대학구성원
및 지역 투자자들과 함께 창업투자를 위한 펀드를 만들면, 이에 1:1이상으로 매칭 투자하
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펀드는 창업팀당 1천에서 3천만 원 정도의 소액이지만 저변
확대를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펀드의 수익성에는 부차적인 우선순위가 부여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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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교육이 대학생들에게 꿈을 구체화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창업교육 강좌에 참여했던 학생이 늘 발명만을 염두에 두다가 자신의 발명을 창업으로 연
결시키게 되었고 미래부의 발명경진대회에 참가하여 상도 받았다며 감사 편지를 보낸 일
이 있다. 창업을 교육하면서도 과연 이것이 학생들의 인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의구
김진수 (사회자)
한국창업교육협의회장
중앙대학교 교수

심이 있었는데, 그 영향력을 확인하는 소중한 경험이었다. 창업교육을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만, 그럼에도 소명감을 가지고 서로 격려하면서 열심히 해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된다. 또한, 창업교육의 목표가 단기적인 창업률에 연연하지 않고, 학생들이 사회에
진출했을 때, 소속된 조직에서 창의성을 발휘하며 혁신적 리더로 성장할 수 있는 기업가
정신을 함양하는데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이번 토론회의 요지는 창업교육이 교육의 중요한 흐름을 형성하고 있다는 것이고, 특히 고등교육인 대학이 창업교육을 계
기로 바뀌고 있다는 점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창업교육이 최근 수년간 짧은 기간에 급속하게 부상한만큼, 창업교육의 지
향과 방식에 대해서는 이견도 나타났다. 그런데 이러한 이견들은 창업교육을 발전시키는데 필요한 생산적인 쟁점들로서
향후 창업교육이 체계화되는데 밑거름으로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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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cus

·포커스

창업교육의 미래 방향

모두를 위한 창업교육
글 김선우 (과학기술정책연구원 혁신기업연구센터장)

창업교육 대중화 시대

를 위한 것이며’,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한 합의
(consensus)가 자리하지 못하고 있다.

바야흐로 창업 대중화의 시대이다. 과거 소수의 활동이었

본고에서는 지금까지 합의된 창업교육은 무엇이며, 앞으로

던 창업이 이제 대중의 일상어로 자리하였다. 이에 따라 창

나가야 할 창업교육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업을 지원하는 교육도 활발하고 그 내용도 다양해져서 창
업교육 역시 대중화의 시대를 맞이했고 할 수 있다.
대학의 창업교육만 보더라도 최근 비약적으로 확대되고

모두를 위한 창업교육

1)

있다. 정부도 이를 지원하고 있는데 광역권 단위에서 ‘창
업 및 산학협력 중심대학’을 선정하여 지역의 창업 및 취업
2)

의 허브 역할을 견인하고 있다.

만 잘 하면 된다’는 기존 관념은 이미 설 자리를 잃었다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창업 및 취업의 기회와 경험을 제공

말했다(앞의 김석현의 글에서도 언급). 최근 방영된 EBS 다

하는 조직을 기획·구축하고 있는데, 서울시의 창업지원센

큐프라임 ‘공부의 배신’은 냉정한 현실에서 살아남기 위해

터와 다양한 프로그램, 그리고 최근 개소한 경기도의 ‘스타

공부에 목숨 건 10대, 20대의 전쟁 같은 일상을 보이며, 공

3)

트업캠퍼스 ’가 그 사례들이다. 스타트업캠퍼스에서는 창

부를 잘 해도 이제 인생이 보장되지 못한 현실을 적나라하

업·취업·재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실제 창업 및 취업

게 보여주었다. 한국 교육의 변화가 필요하다.

을 준비하는 사람에게 실전적인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그

이 시대 창업교육은 단순히 ‘창업’만을 위한 교육을 넘어

러나 아직 창업교육이 초창기이고 급속하게 확장되다보니

‘사람들의 업(業)을 찾아가는 플랫폼’으로 자리해야 한다.

앞서 토론회 내용에서 보듯이 ‘창업교육이 무엇이고’, ‘누구

실제로 창업교육 현장에서는 창업교육을 통하여 반드시 창

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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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스타트업캠퍼스의 김범수 총장은 취임사에서 ‘공부

전국 대학의 창업강좌는 ‘14년 2,561개로 ‘12년 대비 창업강좌 수 265% 증가하였고, 제도 운영 매뉴얼 보급(‘14.3.)과 대학재정지원사업 평가지표 반영 등을 통
해 창업친화적 학사제도를 안착시켰다. 또한 대학 내 창업교육(강좌운영, 경진대회 및 창업캠프 등)을 주관하여 추진할 수 있는 창업교육센터를 ‘13년 61개 →
‘15년 186개로 확대하여 체계적 창업교육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2016년 기준으로 전국에 창업선도대학이 34개, 산학협력선도대학이 57개가 운영되고 있다.
스타트업캠퍼스는 2016년 3월 판교에 개소, 200개 이상의 스타트업이 입주할 수 있고, 10개 창업 및 혁신지원기관이 상주하고 있다. 현재 15개 창업·취업·재
교육을 프로그램이 기획 및 운영 중이고 연간예산은 415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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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을 하지는 않더라도 삶의 의미와 목적을 알게 되었다는

전 창업준비 과정으로 창업경진대회를 보는 입장은 대회

참가자들의 사례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창업교육에 대

시상이라는 형식에만 치우치게 되어서 창업자에게도 좋지

한 대중의 잠재적 수요가 늘고 있어 앞서 말한 ‘사람들의

않을 뿐만 아니라 창업교육에 대한 좋지 않은 이미지를 만

업을 찾아가는 플랫폼’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들게 한다고 주장한다.

한국 교육의 새로운 가능성이 확인되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업(業)의 설립을 위한’ 창업교육과 ‘업(業)의 탐색을 위

한편 청년 중심의 창업교육이 중장년과 여성 등 세대별, 성

한’ 창업교육은 분명히 다르다. 그러나 양자가 어느 하나

별 각 계층에 확산되고 있다. 서울시 50플러스캠퍼스는 ‘인

로 귀착될 대립구도는 아니며 생산적인 대립구도로 양립

생재설계 교육’ 차원에서 창업교육을 대중화하고 있고, 구

하는 것이 적절하다. 우리의 과제는 결국 양자를 어떻게 조

글캠퍼스에서는 엄마를 위한 캠퍼스(Campus for Mom) 프

금 더 잘 해 나갈 것인지에 있다. 창업교육이 활발한 미국

로그램을 통해 육아로 창업의 꿈을 미루고 있던 여성의 창

을 보더라도 두 가지 목적의 창업교육을 양립해 가고 있다.

업교육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어린 시절부터 기업가정신

Y-Combinator는 업(業)의 설립을 위한 창업교육을 수행하

과 아이디어의 사업화 마인드를 갖추기 위해 창업교육의

여 실제 투자까지 진행하는 한편 일정 공간에서의 네트워

대상을 중고등학생 뿐만 아니라 초등학생 단계까지 확대하

킹 등의 체험형 창업교육, 창업 인턴십 제공 등의 서비스도

고 있다. 창업교육이 연령대와 성별을 가리지 않고 확장되

제공하고 있다.

어가는 것은 창업교육이 특이한 교육이 아니라 생애에 걸
쳐 이루어지는 평생교육으로 자리할 가능성도 보여준다.

창업교육의 미래를 위한 제언
기업의 설립 준비과정 대 업의 탐색

창업교육이 기존의 종적인 학과체제에서 임무 및 목적 중
심의 횡적인 역할을 담당하여, 대학 교육이 학과교육과 창

예비창업자나 이들을 전문보육 및 투자하는 자 혹은 창업

업(취업 포함)이 양립하는 학제 모델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경험자는 구체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토대로 일정 기간 집

앞의 토론회 글에서 보이듯이, 서창수 교수가 여러 전공과

중 교육하는 창업교육이 효과적이라고 말한다. 이에 반해

정에서 창업교육에 대한 요청이 들어오고 있다는 점과 조

학령 중심의 교육기관 즉, 대학 등에서는 창업교육을 창업

현숙 교수가 대전대에 창업학과를 설치하여 다양한 학생들

이라는 진로의 경험, 비즈니스 현장 실습, 동료들과의 협업

이 전공과목과 연계하여 부전공으로 듣고서 호응이 좋은

경험 등 창업을 계기로 하는 제반 구체적 경험만으로도 이

점 등이 그 가능성을 보여준다. 미국은 학생들의 진로가 여

미 학생들에게 새로운 교육이라고 말한다(앞의 창업교육

의치 않아지면서 진로코치(career coach)를 두고 있는 것

토론회에서도 제기됨). 창업경진대회 역시 그 목적을 무엇

도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다. 학제나 사회제도가 창업친

으로 보는가에 따라 상반된 시각이 존재한다.

화적으로 전환할 것을 기대할 수 있다.

앞서 토론회에서 박광회 대표는 창업경진대회가 너무 많다

학령교육에 맞추어진 엄격한 학기 구분과 일정 기간 내에

는 점에 비판적인 시각을 제시한 반면, 최승복 과장은 간접

졸업해야 하는 졸업연한 제도가 유연하게 운영될 필요가

경험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보다 많은 학생들이

있다. 예를 들어 창업을 학점으로 인정한다거나, 아예 최소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할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한의 의무만 다하면 학교는 졸업연한에 상관없이 언제든지

이와 같이 창업경진대회를 창업 체험의 기회로 보는 입장

복귀가 가능하여, 대학이 평생교육을 하는 기관이 되는 것

은 최근 다양한 창업경진대회 양산에 긍정적인데 반해, 실

이다. 방학의 경우도 획일화된 방학이 아니라 3-4개월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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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 집중방학이 가능하게 한다거나 창업학기제를 두어서

창업교육의 확산은 정부의 프로그램 공급만으로는 가능하

창업

지 않다. 그만큼 대중의 잠재적 수요가 커졌기 때문이다.

기업에의 인턴 근무나 시험적 창업이 가능하게 할 수도 있다.

정부와 지자체, 민간의 역할분담 혹은 협력이 필요하다. 최

창업교육이 전세대(초등교육-고등교육-평생교육)에 걸쳐

근 대학과 민간이 협업하여 창업교육의 질적고도화를 추진

요구되는 교육이라고 볼 때 창업교육은 더욱 확산되어야

하는 사례 즉, 한양대-Dcamp, 연세대-쫄지마창업스쿨, 국

한다.

민대-프라이머 등의 창업강좌도 주목해 볼 만하다.

창업교육을 확산하는 방식으로 학교 외 기관(기업이나 지

창업교육 공간에 다양한 연령대와 남녀가 모여 창업을 탐

자체 등)은 보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창업수요에 대응하

색하는 모습이 멀지 않아 보인다. 그래서 창업교육이 자연

는 창업교육을, 대학 등 일반교육기관은 체험확대형 창업

스럽게 모두가 참여하는 평생교육인 것이다. 창업교육이

교육을 제공할 것을 제안한다. 실전형과 체험확대형을 완

한국 경제적·사회적 난제의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장담할

전히 분리해 진행하자는 뜻이라기보다는 양자의 장점을 발

수는 없으나 ‘사람들의 업을 찾아가는 플랫폼’으로서의 창

휘할 수 있는 데에 집중하자는 취지이다.

업교육은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고 이미 유효

또한 정부나 지자체가 창업교육기관을 대학 안이나 대학

하다.

인근에 두면서 창업교육 수요의 다수인 대학생들을 중심으
로 하되, 지역에서의 청소년이나 장년층, 여성 등의 창업교
육 수요를 담당해주는 모델도 바람직하다. 또는 대학과 거
리가 있는 정부나 지자체의 창업교육기관이 인근 대학들과
협력하여 역으로 대학생들에게 공간 및 창업교육을 제공하
여 창업수요를 맡는 사례도 좋다. 이 경우 대학 자체 조달
로 한계가 있는 창업교육 교원이 적절하게 공급되게 하는
장점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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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

현장체험형 글로벌 기업가정신 교육 사례

KAIST-Kiswe ‘Global Entrepreneurship
by Doing (GED)’ 프로그램
글 이정우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본고에서는 기업가정신 교육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유형이

에 따라 순수이론 교육에서부터 스타트업 현장 참여까지

다양화되고 있는 변화 추세와 함께 현장체험형 글로벌 기

다양한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업가정신 교육의 효용성을 고찰하였다. 그리고 그 대표적

초기에는 대표적 교육기관인 대학에서 주로 기업가정신

성공 사례로서 KAIST 기업가정신연구센터와 미국 스타트

및 창업 교육을 담당하였다. KAIST는 2004년 시작한 이

업인 Kiswe Mobile(이하 Kiswe)이 공동 운영 중인 ‘Global

공계 대상 기업가정신 교육 과정인 Business Economics

Entrepreneurship by Doing (GED)’ 프로그램을 현지 담당

Program(현 기술경영학부로 확대 개편)에 이어, 2015년에

자 및 참가자 인터뷰와 함께 심층 분석하여 소개한다.

는 기업가정신 부전공을 개설하기에 이르렀다. 숙명여대의
경우는 2010년 국내 최초로 앙트러프러너십전공 학과를

기업가정신 교육의 변화 추세

설립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서울대도 2014년 벤처경영연

기업가정신 교육의 중요성 증대

합전공을 신설하는 등 여러 대학에서 기업가정신 교과목뿐

기업가정신(entrepreneurship)이 타고 나는 것(nature)인지,

만 아니라 부/복수전공 등의 형태로 관련 교육 커리큘럼이

아니면 길러질 수 있는 것(nurture)인지에 대한 논란은 계속

다양하게 확대되고 있다.

되어왔다. 예전 성공적인 기업가(entrepreneur)들의 공통적

최근에는 비교육기관인 정부 기관이나 민간 기업에서도 기

성향을 찾아 그러한 사람만이 기업가가 되기에 적합하다는

업가정신 및 창업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관련 교육 프

식의 고정관념적인 전형(stereotype)은 지식정보중심 사회

로그램들을 실시하는 사례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 기업가

에 들어서는 더 이상 적용되지 않음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정신 교육이 단순히 창업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더욱 창의

특정 환경 하에서 다소 성공에 유리한 요소로 보였던 이러

적이고 혁신적인 인재 양성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한 기업가적 성향들도 급변하는 환경에서 미래까지의 적합

한편 해외 대학에서는 이론 중심의 수업 외에 실습형 강

성을 담보해주지는 못한다. 오히려 과거에 주목받지 못했

의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일례로 미국 뱁슨대학

던 선천적 성향을 지닌 사람도 그 성향을 기업가정신에 의

(Babson College)에서 전체 신입생 대상 필수 코스로

해 후천적으로 환경에 맞게 잘 발현하면 미래의 성장동력

서 운영하고 있는 FME(Foundation of Management and

과 강소기업의 창업자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업가정신

Entrepreneurship) 프로그램은 전교생이 입학과 동시에 팀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교육의 중요성이 점증되고 있다.

을 이루어 1년간 실제 돈을 가지고 창업 전체 프로세스를
체험할 수 있는 캐시 클래스(Cash Class)로 유명하다.

기업가정신 교육 유형의 다양화

국내에서도 중소기업청 및 창업진흥원에서 2014년부

기업가정신 교육은 운영주체의 직능과 교육방식의 현장성

터 KAIST, POSTECH, 서울대, 숙명여대, 인하대, 한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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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기업가정신 및 창업 교육 프로그램 유형별 분류
교육방식(HOW)
이론/강의형
(Academic)

현장실습/체험형
(Practical)
KDB 스타트업 프로그램

비교육
기관
(정부기관,
민간기업 등)

(KDB 나눔재단 &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50+세대 실전창업
스쿨 비긴어게인

MakerVill

(서울50플러스)

앙트십 교육 프로그램
(OEC)

운영주체
(HOW)

글로벌 기업가정신 코리아캠프
(미래부 & 스탠퍼드)

교육기관
(대학 등)

대학 기업가센터

Global
Entrepreneurship
by Doing (GED)
프로그램
(KAIST & Kiswe)

(중기청/창진원 지정 9개 대학)

창업융합전공
(한양대)

대 등 6개 대학에 ‘대학 기업가센터’를 지정하여, 대학

너지 효과와 팀워크 및 리더십은 글로벌 기업가적 소양으

내 기업가정신 및 창업 관련 네트워킹(Networking), 보육

로서 향후 창업 기업 운영에 지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Incubating), 컨설팅(Consulting), 교육(Education), 연구

이처럼 산학협력을 통한 현장체험형 글로벌 기업가정신 교

(Research)를 아우르는 소위 NICER 수행 지원사업을 시작

육은 좋은 취지와 기대효과에도 불구하고, 초기 해외 스타

하였고, 2015년 서강대, 영남대, 이화여대 등 3개 대학을

트업 입장에서는 타국 학생이 구성원으로 직접 참여하여

추가로 선정하여 총 9개의 대학 기업가센터가 운영 중이다.

대등한 업무를 수행하는 데 따른 비용 대비 업무성취도 측

현재 운영 중인 주요 기업가정신 및 창업 교육 프로그램을

면뿐만 아니라, 기밀 보안, 기존 구성원들과의 팀워크, 교

운영주체와 교육방식으로 구분하여 유형별로 간략히 분류

육에 관한 이해 상충 등 여러 장애요소로 인해, 인턴십 정

해보면 <그림 1>과 같다.

도의 제한적인 형태만이 가능하다는 게 그간의 통념이었
다. 이러한 이유에서 국내 대학과 해외 스타트업간의 협력

현장체험형 글로벌 기업가정신 교육의 출현

프로그램은 찾아보기 어렵고, 성공적인 사례가 매우 희귀

기업가정신 및 창업 교육은 <그림 1>의 각 사분면별로 교

하다. 따라서 KAIST-Kiswe GED 프로그램은 그 성공 사례

육 목적과 지향점에 있어서 차별적 중요성을 가지고 구분

로서 심층 분석해볼만한 가치가 충분하다.

되어 운영되었었다. 최근 그 구분의 경계가 허물어지며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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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공동 교육 프로그램 또는 이론/강의형과 현장실습/체

GED 프로그램 사례 분석

험형이 합쳐진 형태의 교육 프로그램도 생겨나고 있다.

GED 프로그램 개요 및 취지

최근 스타트업 생태계의 글로벌화 추세로 인해, 이에 대응한

GED 프로그램은 말 그대로 실제 경험을 통해(By Doing)

효과적 교육 방법의 하나로서, 현장체험형 글로벌 기업가

글로벌 기업가정신을 체득할 수 있는 현장체험형 교육 프

정신 교육이 주목받고 있다. 해외 주력 시장 공략을 위해

로젝트로서, 2014년 1월초 KAIST 기업가정신연구센터 양

현지 창업을 희망하는 예비창업자들에게 해당 지역 스타트

태용 소장과 기술경영학부 엄재용 교수가 Kiswe의 Jeong

업에서의 현장체험은 효용가치가 높기 때문이다. 즉, 현지

Kim 회장을 방문하여 기업가정신 교육에 대한 실무적 견

에서 습득한 시장 트렌드와 비즈니스 문화에 대한 이해는

해를 구하는 만남을 계기로 시작되었다. 기업가정신을 책

스타트업의 현지화 전략에 매우 유용할 것이며, 구축된 현지

으로만 배우는 것이 아닌 현장에 뛰어들어 경험을 통해 직

인적 네트워크는 글로벌 창업에 있어 각 단계에 존재하는

접 체득할 수 있는 살아있는 교육 방법을 고민해오던 두

유무형적 장벽에 대처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다양

교수의 생각과, 모국에 많은 애착을 가지고 기여하고자 하

한 분야의 현지 전문가들과의 협업을 통해 직접 경험한 시

는 Jeong Kim 회장의 마음이 통하여, 단순한 조언이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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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학생들을 위한 현장체험형 글로벌 기업가정신 교육

집하여 서류전형과 면접을 거쳐 최종 선발된 4명의 학생들

프로젝트를 추진해보자는 데 뜻을 함께 했다.

을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출국 전부터 프로젝트에 참여시키

GED 프로그램은 미국 현지 스타트업인 Kiswe의 연구진과

고, 여름 방학 8주간 참가자 전원이 미국 현지에 가서 출장

KAIST 학생 간 공동연구 교육 프로젝트 형태로서 기획되

파견 업무를 수행하고 돌아왔다. 성과 평가에서 KAIST와

어 추진되었고, 참가 학생들은 공동연구진 자격으로 현지

Kiswe 양측 모두 참가자들의 우수한 실력뿐만 아니라 업

에서 스타트업 단계별 프로세스를 수행한다는 것에서 기존

무성취도와 열정에 감명 받아, 지원을 늘려 프로그램을 확

해외 인턴십과는 차별화된다. 무엇보다도 가장 큰 차이점

대 운영하기로 합의했다. 참가학생들도 이론적 지식의 현

은 참가 학생들이 인턴으로서 단순히 주어진 부분적 업무

장 적용을 통한 교육 시너지 효과를 체감하여, 파견 종료

만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초기 스타트업인 Kiswe에 프

이후에도 연구 참여 기간을 자발적으로 연장하거나, 원격

로젝트 Task Force Team의 핵심멤버로서 참여하여, 직접

업무에 계속 참여하기도 하였다.

아이디어 기획에서부터 서비스 개발, 테스트까지 일련의

2015년에는 6개 대학으로 확대하여 4명의 학생을 선발하

업무를 담당한다는 점이다.

였고, 2016년에는 9개 대학으로 더욱 확대하여 6명의 학

학생들에게 글로벌 기업가정신 고양 및 해외 현지 문화와

생이 최종 선발되었다. 앞으로도 오리엔테이션, 성과 보고

창업환경 실전 체험 기회가 제공된다는 점에서 여타 프로

회, 참가자 선후배간 모임 등을 통해 참가학생들의 성과와

그램으로는 달성할 수 없는 교육 효과를 기대하게 한다.

경험을 공유하고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지속적으로 가질
예정이라고 한다.

참여기업 개요
GED 프로그램 공동 추진 기업인 Kiswe는 실시간 쌍방

GED 프로그램 성과와 비전

향 스포츠 영상 서비스(Interactive Multi-Cam Live Mobile

(*Jeong Kim, Kiswe 회장 인터뷰 내용 중심)

App)를 제공하는 미국 뉴저지 소재의 스타트업이다. 회사

Kiswe는 참가 학생들에게 스타트업에서 겪는 전 과정에

명은 공동 창립자인 Jeong Kim과 Wim Sweldens의 성에

참여하여 직접 체험하며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현

서 각각 따서 지어졌다고 한다. 유리시스템즈 창업자이기

지 파견 전부터 온·오프라인 전 미팅에 참여토록 하는 것

도 한 Jeong Kim은 알카텔-루슨트 벨 연구소 소장 재직

은 물론, 회사 정보나 문서 등에 대한 모든 접근 권한을 기

시, 같은 연구소 무선사업부장이던 Wim Sweldens와 총체

존 직원들과 동일하게 부여함으로써, 학생들로 하여금 자

적 위기의 연구소를 구해낸 경험을 함께했다. 이 때 다져

신들도 핵심 일원이라는 소속감을 갖게 한다.

진 두사람 간의 팀워크와 신뢰를 바탕으로, 재미있고 잘 할

그리고 초기 스타트업의 강점 중 하나인 유연한 조직 문화

수 있고 의미 있는 새로운 일을 해보자는 데 의기투합하여

를 살려, 참가자들이 자유로운 업무환경에서 즐기면서 업

Kiswe를 공동 창업하게 된다. 2013년 12월 창업 시 두명

무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목표 중 하나이다.

으로 시작하여 지금은 직원이 30여명으로 늘었으며, 투자

이러한 점은 기존의 Kiswe 직원들에게도 긍정적으로 작용

1)

유치는 시리즈 A~B 단계로 기업가치가 현재 약 1억8천

하여, 젊은 대학생들의 열정과 패기를 통해 회사 분위기도

만달러(한화 약 2천억원)에 이르는 기업으로 성장 중이다.

더욱 활기차게 바뀌고, 서로 시너지가 날 수 있는 좋은 영
향을 미친다고 한다. 또한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참가학

참가자 선발 및 파견

생들의 주인의식을 가진 참여는 자연스럽게 애착심으로 연

2014년 3월 첫 사업설명회를 시작으로 참가학생을 공개모

결되어, 추후 이들이 Kiswe의 좋은 파트너나 투자자로서

1 시
 리즈 A단계는 스타트업이 프로토타입이나 베타 서비스를 정식 제품/서비스로 만드는 과정에서 필요한 자금을 투자받는 단계를 의미하며, 그 이후 정식 제품/
서비스의 가능성과 일정 이상의 고객 규모를 인정받고 시장 점유율을 높이며 사업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자금을 투자받는 단계가 시리즈 B단계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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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 GED 프로그램 오리엔테이션

<사진 2> Jeong Kim 회장 인터뷰 (오른쪽이 Jeong Kim 회장)

재회할 수도 있다는 점은 Kiswe의 단기적 손실을 보상하고

업 성공의 핵심 요인이라는 것을 강조하였다. 필요치 않은

도 남음이 있다고 한다.

데도 불구하고 외부 투자를 유치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투

참가 학생들의 자격요건에 대해서는 학교나 전공을 떠나서

자자들을 회사의 조력자로 얻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한국 학생들의 열정과 의지, 끈기를 높이 평가하면서, 이미

적은 금액이라도 외부 투자를 유치하고 다양한 전문가들

모든 학생들이 자격은 충분하지만 Kiswe가 스타트업이다

과 파트너를 맺으며 가능한 많은 사람들과 도움을 주고받

보니 회사 규모가 작아 어쩔 수 없이 제한된 인원을 선발

는 것이, 공동책임 의식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고, 장기적

할 수밖에 없는 것에 안타깝고 아쉬운 마음이 있다고 한다.

으로도 성공할 확률과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사업 철학

스타트업인 Kiswe의 성장 단계에 따라 해마다 참여 기수

을 밝혔다.

별로도 역할과 업무가 각각 다른데, 1기는 창업 극초기로

GED 프로그램을 언제까지 지속할 예정이냐는 질문에

서, 서비스 차별화를 위한 아이디어 탐색 단계 (Exploration

는, 언젠가는 Kiswe도 M&A나 IPO 등을 할 수 있겠지만,

Phase), 2기는 서비스 개발 및 구현 단계 (Development

Kiswe가 스타트업 단계에 있고 학생들이 열정이 있는 한

Phase), 이번에 파견된 3기는 개발된 서비스의 전개 단계

지속하고 싶다는 입장을 밝혔다. GED 프로그램이 성공 사

(Deployment Phase)로서 마케팅과 운영에 초점을 두고 고

례로서 더 많이 알려져, 앞으로 더 많은 스타트업이나 대학

객들의 피드백을 수렴 반영한 UX 개선에 집중할 예정이라

들에서도 GED와 비슷한 프로그램들을 장기적 관점에서 대

고 한다.

학생들과 스타트업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

GED 프로그램의 성공적인 운영 요소로는 무엇보다 KAIST

고 지속적으로 운영해갔으면 좋겠다는 조언을 남겼다.

기업가정신연구센터와 Kiswe 사이의 신뢰 높은 파트너십

끝으로 GED 프로그램은 어디까지나 학생들에게 가능한 많

을 꼽는다. 상대 기관에게 서로 어떻게 도움을 주고 기여할

은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고, 얼마나 배우고 체험해 가느냐

수 있을지에 대한 진심어린 고민이 서로 통함으로써 GED

는 바로 학생들 자신의 몫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수동적으

프로그램이 지금까지 성공적으로 운영되어 오고 있다면서,

로 강의를 듣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현장체

KAIST 기업가정신연구센터의 적극적인 지원과 함께 상호

험형 글로벌 기업가정신 교육의 참된 의미와 중요성을 다

간의 신뢰와 신용을 바탕으로 한 지속적인 파트너십을 주

시금 깨닫게 하는 말이 아닌가 한다.

요 성공 요인으로 제시했다.
Jeong Kim 회장은 아이디어는 누구나 생각할 수 있지만,

참가자 소감 및 결의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을 실천에 옮기는 실행력

GED 프로그램의 성과와 시너지를 생생히 느낄 수 있는 참

과 실제 구현할 수 있는 전문성이라는 것을 언급하면서, 실

가자들의 인터뷰 내용을 아래에 게재한다.

행력과 전문성을 갖춘 창업팀의 구성과 파트너십이 스타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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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D 프로그램을 통해 빠르게 성장하는 스타트업의 문화를 체험할 수 있었다. GED 프로그램에서 얻은 경험
을 통해 스타트업이야말로 내 자신의 능력을 가장 잘 발휘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 창업을 결심하게 되었고,
현재 스타트업을 설립하여 운영 중에 있다.”
박웅 (1기, KAIST 전산학부 06학번)
“GED 프로그램을 통해 미국 현지 스타트업에서 살아있는 기업가정신을 직접 배울 수 있어 매우 좋았다. 특히
수평적 업무 커뮤니케이션을 체득하고 제품의 기획부터 제작까지를 포함한 전반적인 프로세스를 배운 것이
대학원 생활에서도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장재현 (1기, KAIST 전산학부 10학번)
“미국 현지 초기 스타트업을 가까이에서 느끼고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최고 기술 수준의 Kiswe 동료들
과 일하며 많은 도전을 받을 수 있었고, 그들의 진지하고 열정적인 자세는 물론, 세심하게 우리들을 배려하고
챙겨주는 모습에서 좋은 팀원이란 따뜻한 인성도 함께 갖춘 사람이란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좋은 리더는 팀
원들을 어떻게 대하고 비전을 공유해야 되는지를 경험으로부터 배울 수 있었다.“
정석우 (1기, KAIST 전산학부 11학번)
“Kiswe에서 글로벌 네트워크와 실력이 겸비된 경력자 중심의 기술기반 스타트업의 분위기와 성장과정을 직접
경험할 수 있었다. 스스로 새로운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실행할 수 있다는 점이 GED 프로그램의 가장 큰 장점
이라 생각한다.“
서창민 (2기, KAIST 전산학부 08학번)
“본인의 프로젝트와 맡은 분야에 국한되지 않고 기업의 전반적 업무에 참여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모든 직
원분들이 단순한 학생인턴이 아닌 파트너로 대우해주셨기 때문에 더더욱 다양한 기회와 배움을 얻을 수 있었
다고 생각한다. 또한 업무 외적으로도 Kiswe 네트워크를 통해 경험한 최고 전문가분들과의 다양한 인적 교류
는 내 좁은 시야를 넘어 훨씬 더 큰 세상을 볼 수 있게 해주었다.“
안은기 (2기, 한양대 국제학과 11학번)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기술이나 지식을 얻는 것은 물론이고 성공한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 인생 전반적인
지혜를 습득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또한 글로벌한 환경에서 그 분야 최고 전문가들과 함께 협업하는 것은
GED 프로그램이 아니었다면 쉽게 접하기 힘든 경험이었다고 생각한다.“
박경희 (2기, KAIST 수리과학과 12학번)
“이번 GED 프로그램을 통해 업계를 선도하는 미국 IT 기반 스타트업에서 과연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혁신을
만들어나가는지 배워오고 싶다. 또한, 단순히 개인적인 배움에 그치지 않고 그동안 쌓아온 경영전략적인 사고
를 토대로 현지 기업이 겪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해 지원하고자 한다.“
박진세 (3기, 서울대 지역정보전공 09학번)
“현지 파견을 준비하면서 겪은 Kiswe는 이미 스타트업의 생산적인 기업 문화와 도전 정신을 나에게 심어주었
다. 스타트업이 어떤 고민을 하는지 공유하고, 문제 해결 과정에 직접 함께 하는 시간은 책이나 강의로 대체할
수 없는 값진 경험일 것이라 기대한다. 두달 뒤 성공적인 기업가정신을 체화하고 귀국하는 나의 모습을 상상
해본다.”
박준우 (3기, KAIST 전산학부 12학번)
“GED 프로그램을 통해 기업가정신을 비롯하여, 학교나 연구실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새롭고 창의적인 경험을
기대한다. 지금 가장 기대되며 궁금한 것은 Kiswe에 있는 분들은 어떻게 일을 할까 이다. 자신의 일을 즐기고
몰두할 수 있는 Kiswe만의 원동력을 찾아내서, 나 스스로에게 담아오고 싶다. 한국에서는 경험하기 힘든 기회
가 주어진 만큼, 최대한 많이 부딪혀 보고 배워오고 싶다.”
박영진 (3기, KAIST 항공우주공학과 13학번)

이상으로 글로벌 지식정보사회 도래에 따른 기업가정신 교

로벌 지식정보사회에 대한 기업가정신 교육 변화의 일환이

육 유형의 확대 흐름으로서 현장체험형 글로벌 기업가정

다. 미래 신성장동력의 창출을 위해서는 그 주역이 될 예비

신 교육 프로그램의 효용성을 살펴보고, 그 성공 사례로서

창업자들이 자신만의 기업가적 성향을 적재적소에 발현할

GED 프로그램을 심층적으로 분석해보았다. 시대의 흐름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라는 점이, 우리가 현장체험형 글

은 모든 분야에서의 변화를 요구한다. GED 프로그램은 글

로벌 기업가정신 교육에 주목하는 이유이다.

* 귀한 시간 내어 인터뷰에 응해주신 Jeong Kim 회장님과 GED 프로그램 1~3기 참가학생들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17

영이노베이터

[인터뷰] 투데잇 이기호 운영이사(COO)
구성 김영환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손준호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연구원)

투데잇은 에듀테크 스타트업으로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공부시

Q) 투데잇을 창업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

간을 관리해 주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투데잇에 자신이 공부해

A) 먼저 투데잇의 CEO인 조재우 대표이사가 프로그래머

야 하는 분량과 기간을 입력하면 자체 알고리즘을 통해 공부 스

출신이다. 프로그래밍 공부를 할 때 보는 책들은 대부

케줄을 분배해 준다. 투데잇 어플리케이션이 구동되는 시간에
는 자체적으로 스마트폰의 다른 기능을 차단하여 학습을 방해
하지 않도록 하며, 자신의 학습 진도를 그래프를 통해 점검할
수 있다. 이기호 운영이사(COO)는 조재우 대표, 유병한 CTO

분 두꺼워 책을 쌓아놓고 공부를 하는데 사람이다 보니
다양한 유혹에 흔들려 계획한 공부를 하지 못하는 경
우가 많았다. 그래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조재우 대표

와 함께 투데잇을 공동 창업하였다. 교육학을 전공하고 인사교

가 직접 프로그래밍을 하고 디자이너를 고용해서 어플

육 분야의 업무 경험이 있는 이기호 이사는 학습 계획의 중요성

리케이션(앱)을 하나 만들게 되었다. 그 앱을 시험 삼아

을 인식하고, 투데잇을 통해 효과적인 공부 관리를 돕는 서비스

구글플레이 마켓에 올렸더니, 별다른 홍보 없이도 다운

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프라이머 8기에 합류하고 실리콘

로드 받는 사용자들이 많아지고, 리뷰를 남겨주기도 하

밸리의 Sazze Partners로부터 공동 투자를 유치하는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보이고 있는 투데잇은 대한민국 전 국민이 사용하
는 공부 어플리케이션으로 독보적인 위치에 오르는 목표를 가
지고 있다. 지난 3월 31일 광주 조선대학교에서 개최된 Young

는 등 반응을 보였다. 실제 공부 관리 앱에 대한 사용자
의 니즈가 있었던 것이다. 즉, 자동으로 공부 스케줄이
분배되고, 오늘 할 일에 대해 친절히 알려주는 서비스

Innovators Talk 행사에 연사로도 초청된 투데잇의 이기호 이

가 필요하다는 것이 증명된 것이다. 이것이 바로 투데

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투데잇의 학습 관리 분야의 성장잠재력

잇의 창업 계기가 되었다.

에 대해 들어본다.

Q) 투데잇 서비스의 수익 모델은 어떤가?

A) 투데잇 서비스는 유료와 무료의 두 버전으로 제공된다.
공부를 할 때 계획을 한 후, 학습을 실행하고, 실행에 대
한 평가를 하게 되는데, 이 평가 단계에 있어 통계 기능
과 캘린더 기능을 제공하는 부분이 유료로 운영되고 있다.
물론 학생들이 친구를 초대하면, 1개월 무료 체험권을
제공하기도 한다. 매출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학습 관리
가 필요한 학생들의 고객 기반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
기도 하고, 유료 서비스로 전환하기 이전, 투데잇의 서비
스에 대한 가치를 인정받기 위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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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따라서 한번 결제하면 평생 쓰는 모델에서 매달 결

적으로 외부 활동을 담당하게 되었다.

제하는 방식으로 수익 모델을 바꾸어, 투데잇을 계속해
서 학습 관리에 활용하도록 고객들을 자극하고 있다.

Q) 학습 관리 분야는 언어 제약도 적은데 해외 진출 계획이
있는가?

Q) 투데잇을 단순한 학습 스케줄 관리를 넘어 플랫폼으로서
발전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

A) 현재 투데잇은 영어, 일본어, 포르투갈어의 세 가지 언
어를 지원하고 있으며(2016년 3월 18일 인터뷰 시점 기

A) 일단 투데잇이 예를 들어 수학이나 영어 공부에 관한 콘

준), 대만과 홍콩 쪽에도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 아직

텐츠를 다루는 서비스는 아니다. 모든 분야의 공부에 공

은 서비스를 해당 시장에 현지화한 수준이 아닌 번역 정

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학습 방식을 다루는 것이다. 다

도만 제공한 상태이다. 가장 다운로드 수치가 높은 국가

양한 학습 분야의 콘텐츠의 질이 높아지고, 온라인 강의

는 일본, 인도, 브라질 순이고, 번체 버전이 제공되면 순

등으로 사용자의 접근에 있어서도 편차가 줄어들고 있기

위는 변동가능성이 있다. 투데잇에서 주목하는 것은 한

때문에, 투데잇은 사람이 학습 방식을 관리하는데 핵심

국형 공부 습관이 영어권 학습자들에게는 굉장히 신기

요소임을 인지하고 이에 대한 해답을 구하고자 한다. 결

한 것이라는 점이다. 엄청난 분량과 목표에 놀라는 것이

국 학습을 하려는 사람들의 니즈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다. 하지만 일본은 대입 시험과 관련하여 시장이 크고 우

투데잇의 플랫폼화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한다.

리와 학습 방식이 비슷해 많은 사용자들이 방문하고 있

예를 들어, 본인이 공부하는 것을 찍어 인스타그램에 올

고, 인도의 경우도 그러하다. 재미있는 것은 의외로 포르

리거나 포스팅하는 문화를 보면, 공부하는 모습을 공개

투갈의 경우도 우리나라처럼 SNS 플랫폼에 공부 인증샷

함으로써 자기 자신의 동기부여를 높이려는 심리를 엿볼

을 올리는 문화가 있다. 이렇게 다양한 국가들에서 투데

수 있다. 따라서 투데잇에서는 스터디메이트라고 부르는

잇을 활용하고 있고, 전체적으로는 국내 사용자 비중이

조교 혹은 관리자가 같은 분야의 공부를 하는 학생들을

60% 정도로 추산된다.

모아 미션을 주고 공부 내용을 앱을 통해 인증하는 방식
의 협력학습 모델을 베타서비스로 제공하고 있다. 그 결
과 본인이 목표한 계획의 목표 성취율이 높아지고, 공부

Q) 마지막으로 이기호 이사가 생각하는 기업가정신이란 무
엇인가?

량도 확연히 늘어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조교가 만약

A) 창업 대중화 바람이 불고 있는 현재, 학생들은 창업과 취

노량진 학원 강사라면 온라인 강의 서비스의 진도 점검

업에서 많은 고민을 할 것 같다. 취업과 창업을 모두 경

과 같은 자연스러운 공부방의 업그레이드 버전의 서비스

험해 본 바로는 그래도 창업을 하는 지금이 가장 행복한

를 제공하는 플랫폼으로 성장 가능하다.

것 같다. 조그만 기능 하나, 답변 하나가 상대방의 고민
을 해결해주고, 그들을 편리하고 행복하게 해 줄 수 있다

Q) 투데잇 내 이기호 이사의 역할은 무엇인가?

는 것이 창업의 가장 큰 보람이며, 이러한 능력이 기업

A) 사실 투데잇은 굉장히 소규모 스타트업이라 할 일이 많

가정신과 일맥상통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창업이 어느

고, 조재우 대표는 개발자이면서 디자인, 기획, 마케팅,

정도의 성과를 거두려면 힘든 인고의 시기도 필요하다.

채용 등의 세부 업무가 많아 모든 일을 할 수 없다. 특히

투자 유치나 제품 판매의 어려움에 직면하면서 자괴감과

외부 활동의 경우 프로그래머 출신인 조재우 대표보다

좌절감이 크고, 낮밤이 따로 없는 바쁘고 고된 시간을 견

교육학을 전공한 제가 보다 사용자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뎌내는 인내와 저력 역시 기업가정신의 또 다른 부분이

풀어갈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창업 단계에서는 마케팅 쪽

라 생각한다.

의 일을 주로 담당했지만, 운영이사를 맡게 되면서 본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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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하이라이트] Young Innovators Talk @강원대학교
구성 김영환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손준호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연구원)

지난 2016년 5월 18일 수요일 오전, 강원대학교 춘천캠퍼스 한빛관 2층에 위치해 있는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 커넥트스퀘어에서
‘2016 Young Innovators Talk’ 행사가 열렸다. 이번 행사는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과 강원대학교 창업지원단(Ksef)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STEPI 혁신기업연구센터와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가 공동으로 주관하였다.
데이터는 최근 창업에 있어서 아이디어의 구상에서부터 사업 모델 구축에 이르기까지의 창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요
소로 부각되고 있다. 인간의 존재뿐만 아니라 인간의 삶에서의 다양한 활동은 모두 고유한 정보를 가지고 있고, 이를 연구하고 분석
한다면 인간의 성향이나 행동을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비즈니스를 위한 데이터는 정말 중요하다. 또한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다루
는데 필요한 정보 처리 기술과 다양한 분석 알고리즘의 등장은 쇼핑, 학습, 운송, 건강 등 다양한 인간의 활동을 스마트하게 변화 시
키고 있다. 이번 Young Innovators Talk 행사에서는 ‘데이터 기반 스타트업 : 스마트한 삶의 시작’이라는 주제에 부합하는 세 분의
연사를 초청하여 강원대학교 학생들을 비롯한 참가자들에게 데이터와 관련한 창업에 대한 강연을 하였다.
첫 연사로 나선 차승학 B.U.S. Creative 공동창업자(CPO)는 기상청의 수치로 된 날씨 정보 데이터를 귀여운 호우호우 캐릭터가 현재
의 날씨 상황에 맞는 공감 가는 내용으로 전달하여 일상생활에 밀접하게 적용시킬 수 있는 사업 모델에 대한 강연을 하였다. 두 번째
연사인 이주완 플런티 개발팀장은 문자를 주고 받을 때 터치 한번으로, 자사의 인공지능이 사용자의 대화 데이터를 학습하여 제시한
적절한 답장을 보낼 수 있도록 한 자사의 서비스를 설명하였다. 마지막 연사는 강원대학교 재학 중, 창업한 학생 창업가 박종일 디노
웍스 대표로, 디노웍스의 콘텐츠 데이터를 제시하는 서비스 플랫폼 ‘AWAKE’를 선보이는 과정에서 겪은 일들과 고민들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느낀 생각들을 학생 동문들에게 공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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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ng Innovators의 비즈니스 모델
“숫자만으로 표현된 기존의 날씨 정보는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정보라고 생각했어요.”
기존의 날씨예보는 바람 3m/s, 습도 50% 등과 같이 단순한 수치를 제공하는 것에 초점
이 맞추어져 있어 우리가 체감하는 날씨에 대한 정확한 감각과는 거리가 있다. 즉, 날씨에
관한 정확한 수치 정보가 사람들에는 불편한 정보로 다가온다는 것이다. 사람들은 기존의
날씨예보보다는 어머니의 우산 챙겨나가라는 말씀, 친구의 오늘은 후덥지근하다는 불평
차승학
B.U.S Creative
최고제품책임자(CPO)

에 더 공감하고 신뢰를 갖는다. B.U.S Creative의 호우호우 서비스는 귀여운 캐릭터를 통
해 사람들에게 직관적이고 편안한 표현 방식으로 날씨 정보를 제공한다. 사람의 감각과
연결된 날씨 정보는 다양한 생활 비즈니스 모델과 연결되어 예측하기 어려울 만큼 다양한
생활 편의를 사람들에게 제공할 수 있다.

“기계학습이 스마트폰 문자와 관련한 귀찮은 일을
대신해줄 수 없을까?”
스마트폰의 편리성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켰지만 넘쳐나는 문자에 대한 귀찮음도 발생
시켰다. 사람들은 스마트폰 문자와 관련해 불편한 순간을 자주 마주친다. 아무 것도 안하
고 있지만 문자에 답변하기 귀찮은 상황, 답변하기에 너무 바쁜 상황, 답은 하고 싶지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는 위기 상황 등이 그러하다. 또한 스마트폰 문자 중 반복적인
이주완

대화의 비율은 30%에 달하며, 평균적으로 하루 답장에 소비하는 시간도 30분이나 된다.

플런티 개발팀장
Data Scientist

이러한 불편함을 해결하고자 플런티는 소셜 미디어 상의 대화 데이터 기반으로 기계학습
을 통해 사용자에게 가장 자연스러운 언어로 답변을 제시한다. 또한 사용자 대화 간 텍스
트를 파악하여 음악, 광고, 맛집, 캘린더, 지도 등 다양한 서비스를 연결해 사용자에게 편
리성을 제공한다.

“오프라인의 도서를 온라인의 사용자에게 연결하는 방법은
결국 스마트폰 친화적이면서도 영감을 주는
양질의 콘텐츠를 만드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오래도록 친근한 책은 인터넷과 스마트폰의 등장으로 점점 매력 없는 콘텐츠
로 여겨지고 있다. 지식 습득의 방법도 두껍고 무거운 오프라인의 책보다는 간결하고 정제
된 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스마트폰을 선호한다. 하지만 스마트폰에 넘쳐나는 스낵
박종일

콘텐츠(가벼운 흥미 위주의 정보)와 달리 영감을 주는 책 안의 지식을 공유할 수 있는 방

디노웍스 대표

법을 찾던 디노웍스 박종일 대표는 ‘카드뉴스’ 형태의 도서 정보 제공 서비스를 구상했다.
첫 번째 사업 아이템인 오디오북은 스마트폰을 통한 멀티미디어 정보에 익숙한 사용자의
특성을 간과한 실패로 귀결되었지만, 새로운 카드뉴스 서비스는 결국 스마트폰 친화적이
면서도 영감을 주는 책 속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콘텐츠의 중요성을 일깨워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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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포터즈
본 섹션에서는 창업생태계의 중요한 일원이자, 창업기업들이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게 돕는 조력자로서 존재하는 민간 및 공공 부문의 지원
조직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대전 지역 창업 포럼, 도룡벤처포럼
글 손하늬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연구원)

민간 부문에서 창업생태계의 조성과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중 하나가 창업 포럼이다. 특히 특정 지역을
거점으로 하는 창업 포럼은 지역 내 창업가, 투자자, 지원조직 등 다양한 주체들이 모일 수 있는 장을 마련하여,
네트워크를 형성하도록 돕는다.
도룡벤처포럼은 대덕연구단지를 필두로 하여 지방 도시로서는 창업에 있어서 용이한 환경을 가진 대전을 기반
으로 하는 창업 포럼이다. 지방 창업 포럼 중에서는 독보적으로 지속성 있게 운영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포럼이기도 하다. 2014년 7월 19일에 첫 번째 포럼이 열린 후로 3년째 매달 셋째 주 목요일에 대전 테크비즈센
터 1층 콜라보홀에서 개최되고 있다. 회장과 간사를 중심으로 운영되던 도룡벤처포럼은 올해부터 대학, 정부출
연연구소, 액셀레이터 등 다양한 관계자들로 운영진을 구성하여 포럼을 더욱 새롭고 알차게 기획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표 1> 2016년 상반기 도룡벤처포럼 개최 현황
해당 기간

주요 내용

•Inbound 창업기업의 글로벌 전략과 경험 (양영석 한밭대 교수/DVP파트너)
1월

•PT기법 특강1 “성공을 위한 프레젠테이션의 기본” (조맹섭 K-슈즈 대표)
•창업 및 투자유치 성공 경험 공유 (우태하 오믹시스 대표)
•특허전략 특강1 “창업기업에게 특허의 의미” (한치원 아이피에스 대표변리사)
•강연 “새로운 경제 도약을 위한 창업 생태계” (고영하 한국엔젤투자협회장)
: 대담 (김선우 STEPI 혁신기업연구센터장, 양영석 한밭대 교수/DVP파트너)

2월

•PT기법 특강2 “분명한 메세지 전달을 위한 슬라이드 디자인” (조맹섭 K-슈즈 대표)
•특허전략 특강2 “스타트업의 특허전략” (한치원 아이피에스 대표변리사)
•창업기업 IR “동시에 송수신이 가능한 무전기” (예비창업자 곽병재 ETRI 연구원)
•2016년 ETRI 예비창업지원계획 발표 (김용채 ETRI R&D창업전략실장)
•강연 “혁신은 삐딱함이다” (이희우 코그니티브랩 대표)

3월

•창업기업 IR “배관일체형 세면대” (김희철 UST 과학기술경영정책학과)
•창업기업 IR (신창섭 ETRI 선임연구원)
•치맥 네트워킹 (맥주 한잔과 참여자와의 네트워킹)
•PT기법 특강3 “공감대 형성과 감동을 위한 시작하기, 말하기” (조맹섭 K-슈즈 대표)
•PT기법 특강4 “공감대 형성과 감동을 위한 보디랭귀지” (조맹섭 K-슈즈 대표)
•스타트업의 중국(상해)현지진출지원 기관 소개 (이상동 스타비즈파트너스 대표)

4월

•창업기업 IR “3D메이크업 및 헤어시뮬레이션 시스템” (김도충 ㈜더나 대표)
•스타트업 법률문제 (진창환 법무법인 비트 변호사)
•특허전략 특강3 “좋은 특허를 확보하기 위한 고민” (한치원 아이피에스 대표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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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기간

주요 내용

•PT기법 특강 마지막 “점수를 따는 질의응답 전략” (조맹섭 K-슈즈 대표)
5월

•창업기업 IR 유비전 “360도 파노라마 IP 카메라” (신동균 대표)
•창업기업 IR 이노프레소 “모션키보드 Mokey” (조은형 대표)
•강연 “스타트업 창업 및 투자사 운영경험” (황병선 빅뱅엔젤스/아카데미X 대표)
•창업기업 IR 우리소재 (박종칠 대표)
•강연 “모바일 리서치 창업 경험” (김동호 아이디인큐 Founder)

6월

•강연 “인공지능과 제4차 산업혁명” (이민화 창조경제연구회 이사장)
: 창업토크쇼 (양영석 한밭대 교수/DVP파트너, 김선우 STEPI 혁신기업연구센터장)
•자기소개 및 치맥 네트워킹

도룡벤처포럼 전경

김채광 회장

Q) 도룡벤처포럼을 시작한 동기가 무엇이었는지?

업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참여

A) 경제부처 공무원으로 일하면서 우리나라가 경제선진국

하는 순간에 포럼의 주인이 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어

으로 나아갈 유일한 길은 창업에 있다고 생각하고, 창

떠한 기관의 지원도 받지 않고 각 개인의 재능기부로 운

업 활성화를 위해 창업 문화의 확산이 무엇보다 중요

영하기에 포럼이 일정한 방향이나 형식에 얽매이지 않

하다고 느꼈다. 또한 내가 속한 대전 지역 사회를 위해

고, 참여자 모두가 자유롭고 편안하다.

내가 잘 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일이 무엇일까 고민하던
중, 그동안 중기청에서 부딪히며 쌓은 창업에 대한 경

Q) 그동안의 성과가 있다면?

험을 토대로 지역경제 활성화의 중추가 될 수 있을 창

A) 포럼운영 이후 많은 창업자들이 포럼을 통해 정보를 얻

업 문화 확산을 위해 무엇인가 해보자는 생각으로 시

고 협업을 하거나, 기업IR 등을 통해서 포럼에 참여해왔

작하게 되었다.

으며, 몇몇 기업들은 액셀러레이터로부터 투자를 유치하
여 도약의 발판을 만들기도 했다. 그러나 무엇보다 소중

Q) 운영비결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한 성과는 포럼을 통해 평소에 창업에 관심 있는 연구원,

A) 도룡벤처포럼의 운영철학은 “참여자가 주인이 되고, 창

교수, 학생, 회사원 등 다양한 사람들이 창업을 쉽게 접

23

하며 토론하고 네트워킹 할 수 있는 문화가 형성된 것이

도룡벤처포럼은 최근 모바일 플랫폼인 ‘가이드북’ 내에 페

라고 생각한다.

이지를 구축하여, 포럼 구성 및 발표자료 등의 정보를 참가
자들에게 공유하기 시작했다. 또한 도룡벤처포럼에서는 참

Q) 아쉬운 점이 있다면?

여자들 간의 활발한 소통을 위해 올해 3월, 처음으로 치맥

A) 대전지역에서 창업하고 성공한 지역의 선배 기업인들이

네트워킹 시간을 마련하였으며, 정기적으로 이와 같은 이벤

좀 더 적극적으로 포럼에 참여하여, 창업과 성공과정에

트를 기획할 계획이다. 다양한 시도로 변화를 꾀하면서도,

대한 경험을 후배 창업자들에게 들려준다면 창업자들이

참여자들이 편안해야한다는 초심을 유지하고자 하는 도룡

더욱 친근하게 창업의 경험과 어려움들을 공유할 수 있

벤처포럼이 어떤 모습으로 발전해나갈지, 대전 지역의 창업

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서포터즈로서의 그 역할이 궁금해진다.

Q) 대전 지역 창업생태계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제안을
한다면?

A) 연구원들이 밀집되어 있는 대전지역의 창업 생태계조성
을 위해서는 유수의 기업들이 세종, 오송, 청주 등 인근
배후지역에 유치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이다. 그러나 그
어려움을 감안할 때, 현실적인 방안은 우수한 기술 인력
들이 자신이 직접 창업을 하지 않더라도 공동연구개발,
기술이전, 각종 지원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창업에 참여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참여한 창업기업이 성공할 경
우, 그 성과를 연구원 개인이 공유할 수 있는 제도적 장
치를 마련해주는 것이라 생각한다.

Q) 향후 포럼의 발전 방향은?

A) 도룡벤처포럼은 창업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언제든지 누
구와도 활발하게 창업을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나라의
새로운 창업문화를 창조하고 확산해나가는 중심이 될 것
이며 지역 벤처창업의 요람이 되어 지역경제를 선도할
뿐 아니라, 향후 우리나라의 선진창업 생태계 구축에 중
심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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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트리 리포트

말레이시아의 창업생태계
글 Grace Khai Sheen Yee
(Universiti Malaysia Sarawak, International Economics)1)

정부 정책 및 기업가정신 프로그램

기업의 혁신을 장려하고 창업기업과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말레이시아 정부는 11번째 정책계획(RMKe-11
(2016-2020))을 수립하였다. 본 계획은 균형 잡힌 성장달성을 위한 탄력적이고 지속가능한 중소기업의 개발에 초
점을 맞추고 있다. 말레이시아 경제 전 부문에 걸쳐 중소기업의 기여도는 연평균 9.3%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으며,
2020년까지 GDP의 41% 수준까지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RMKe -11 기간 동안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정책은 중소기업 마스터플랜 (2012~2020) 전략을 기반으로 한다. 산업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세제 및 재정
인센티브, 컨소시엄 및 클러스터 지원, 공공-민간 파트너십을 지원, 과학-산업 연계 및 지식 이전과 같은 정책들
이 강화될 예정이다.
말레이시아는 아시아에서도 재정적인 자원과 기업가정신 지원 프로그램이 풍부한 편으로, 아래의 표에서 보듯 분
야별로 다양한 프로그램이 존재한다. 인프라와 무역 물류에 있어서도 말레이시아는 아시아개발도상국들 중에서
상위권에 속한다.
<표 1> 말레이시아의 기업가정신 프로그램
분야

프로그램

Business Accelerator Program(BAP), Enrichment & Enhancement Program, SME-University Internship
Capacity

Program, SME@University Program, SME Mentoring Program, Coach & Grow Program (CGP),

Building

Undergraduates Entrepreneurship Program (PKS), D-Code Camps for Schools, D-Code Bootcamps for
Youth, Global Startup Youth

Market access

SME Annual Showcase - SMIDEX, Business Linkage (BLing) Program, SME Week

Financing

Soft Loans for SMEs, Shariah-compliant SME Financing Scheme (SSFS), SME Emergency Fund (SMEEF)

Branding

National Mark of Malaysia Brand Certification, The ‘Brand Transformer’ Program

Technology

1-InnoCERT Program, Enabling E-Payment Services for SMEs and Micro Enterprises

Outreach

Pocket Talk, Resilient Innovative Successful Entrepreneurs (RISE)

Bumiputera

Bumiputera Enterprise Enhancement Program (BEEP), Tunas Usahawan Belia Bumiputera (TUBE)

Women

Women Entrepreneur Networking for Synergy

Rating

SME Competitiveness Rating for Enhancement (SCORE)

Awards

Enterprise 50 (E50) Award, SME Innovation Award

*자료: SME Corporation Malaysia(2016), Our programmes.
Startup Malaysia (2016), Intervention programs.
1 저
 자 Grace Khai Sheen Yee는 Universiti Malaysia Sarawak에서 International Economics를 전공하는 학생으로, 2015년 가을부터 1년간 대전대학교
ASEAN 프로그램 교환학생으로 수학하였다. 본 글은 Grace가 작성한 글을 번역 및 요약한 것으로, 원문에 포함된 출처 대부분은 생략하였으며, 저자
의 영어 원문은 과학기술정책연구원 혁신기업연구센터 홈페이지에 등재한다. http://eship.step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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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금 및 주요 투자자

초기 단계는 주로 정부자금 및 적은 비중이지만 엔젤투자자들이 주로 참여한다. 성장단계 및 사전 IPO 단계의
투자는 주로 민간벤처캐피탈과 정부기관에 의해 이루어진다. 엔젤투자자의 일반적인 투자분야는 전자상거래,
listings, 빅데이터, 금융서비스 등이며, 정부의 벤처투자자들은 일반적으로 1개의 Startup에 1백만 RM(약 USD
0.25~0.30만 달러)이상을 투자하지 않는다. 또한 지역투자자는 주식과 부동산 등 전통적인 자산군을 선호하기 때
문에 엔젤투자자가 부족한 실정이다. 기술벤처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2013년 엔젤투자자에 대한 세금감면이 도입
되었다.

<표 2> 말레이시아의 벤처캐피탈, 엑셀러레이터, 엔젤투자자
구분

자원

- Government funded: Malaysian Venture Capital Management (MAVCAP), Malaysian Technology
VCs

Development Corporation (MTDC), Malaysia Debt Ventures Berhad (MDV), National Innovation Agency of
Malaysia (AIM), Cradle Fund Sdn. Bhd. (Cradle), Kumpulan Modal Perdana
- Private firms: 57 active firms

Accelerators
Angel investors

Founder Institute, Bootstrap Accelerator Asia, 1337 Accelerator, MaGIC Accelerator, Digital Malaysia
Corporate Accelerator
Malaysian Business Angel Network

* 자료: Securities Commission Malaysia (2016)
MSC Malaysia(2016), Related information on startup & entrepreneurship ecosystem.
Nor, E.(2015), Venture capitalists in Malaysia: Challenges and future directions. Journal of Business and Management Sciences,
3(4), p.124-129.

성공사례

말레이시아의 창업 성공사례는 다양한 분야에 존재한다. 주요 창업기업으로는 Smart Reader Kids(유치원 프
랜차이즈), Al-Fayyadh(할랄식품 생산), IC Microsystems Sdn. Bhd. (자체개발 팹리스 집적회로 설계), Device
Semiconductor Sdn. Bhd. (녹색기술), Aexio Technologies Sdn. Bhd. (무선주파수 엔지니어링 및 소프트웨어),
Les Copaque Production Sdn. Bhd. (3D애니메이션) 등이 있는데, 이 중 대부분이 글로벌시장에 진출하였다. 창
업에 있어서 말레이시아의 자원과 환경은 다른 유사 경제 규모 국가들에 뒤지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말레
이시아는 특히 교육, 투자, R&D 분야의 정책들을 확충하여 창업가들을 장려하고, 그들이 국가의 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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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교육 가파른 성장세
글 김동현

2013년 9월, 사회 전반에 기업가정신을 확산하고 창업교

강좌 수와 이수학생 수가 각각 ‘13년 대비 ‘15년 128.5%,

육을 통한 우수 창업인재를 발굴 및 육성하기 위하여 교

142.1%의 눈에 띄는 증가율을 보였다. 하지만 동남권의

육부와 미래창조과학부, 중소기업청이 ‘대학창업교육 5개

경우, 창업강좌 수와 이수학생 수의 증가율이 각각 ‘13

년 계획’을 발표하였다. 대학창업교육 5개년 계획은 창업

년 대비 ‘15년 39.5%, 47.6%로 낮진 않지만 전국 평균

교육 관계자, 학생, 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 후 반영

(88.4%, 82.0%)에 비해 많이 낮은 증가율을 보였다.

한 점이 의미가 있는 계획이다.

대학창업교육 5개년 계획 발표 이후, 창업강좌 수와 이수

2015년 12월 기준으로, 다양한 창업교육 프로그램 개발

학생 수는 전국적으로 많은 양적 성장을 이루었다. 지속적

과 지원의 확대로 인하여 창업강좌 수와 이수학생 수가

으로 창업교육 기회가 확대됨으로 많은 학생들이 창업을

2013년에 비해 비약적으로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권역

접할 기회가 늘어나는 만큼, 우리나라 창업 환경에 긍정적

별로 나누어 보았을 때, 경기인천권 대학과 대학원의 창업

영향을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그림 1> 권역별 대학(원) 창업강좌 수
2013

2014

<그림 2> 2015년 권역별 대학(원) 창업강좌 수의 권역별 비중

2015
3,842
2,895
2,039

843
609
437
369
335
246

동남
10%
대경강원
16%

1,025
819
637
522
466
378
378
344
285
271 288

524

서울
11%

경기인천
22%

호남제주
14%
충청
27%

서울

경기인천

충청

호남제주

대경강원

동남

전국

<그림 3> 권역별 대학(원) 창업강좌 이수학생 수
2013

2014

<그림 4> 2015년 권역별 대학(원) 창업강좌 이수학생 수의 권역별 비중

2015
190,761
동남
14%

152,863

서울
11%

104,835
48,583
30,515
20,265 20,070

23,774

23,828
17,874

16,394

12,420

14,324

서울

대경강원
14%

44,290
40,353

경기인천

충청

호남제주

27,634
26,843
16,525

대경강원

26,161

호남제주
13%

20,884

충청
23%

17,722

동남

경기인천
25%

전국

* 자료 : 한국연구재단(2016), 「창업교육효과 실증조사를 통한 창업교육 활성화 정책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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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젤투자자 꾸준한 증가세
글 박기윤

<그림 1> 엔젤투자자(누적)
(단위: 명)
12000
10,377

10,744

11,007

11,103

5월

6월

9,468

10000
8,443
8000

7,060
6,290

6000

4,868
3,948

4000
2,610
1,477

2000
369
0

상반기
2011년

하반기

상반기

2012년

하반기

상반기

2013년

하반기
2014년

상반기

하반기

1분기

4월

2015년

2016년

* 한국엔젤투자협회 등록 회원 기준 * 한국엔젤투자협회

정부의 투자활성화 정책이후 엔젤투자지원센터에

수 차이는 따라가지 못했다. 서울의 엔젤투자자는 전

등록한 엔젤투자자의 수는 꾸준한 증가세를 보인다.

체의 약 50%정도를 차지했고, 경기 지역을 포함하면

2011년 11월 엔젤투자지원센터 개소 후 369명의

대부분의 엔젤투자자가 수도권 지역에서 활동하는 것

엔젤투자자로 시작하여 2016년 6월 현재까지 총

을 알 수 있었다.

11,103명이 가입했다. 6년 동안 약 30배 증가한 셈이다.

엔젤투자의 이슈를 살펴본 결과, 전체적인 엔젤투자자

지역별로 자세히 살펴보면 모든 지역에서 작년에 비

의 수는 지속적으로 상승했지만, 여전히 수도권 편중

해 엔젤투자자 수가 증가하였지만, 서울의 압도적인

이슈는 남아있다.

<그림 2> 지역별 엔젤투자자 현황

<그림 3> 2016년 6월 지역별 엔젤투자자 현황
(단위: 명)
경남 2.6%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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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 한국엔젤투자협회 * 한국엔젤투자협회 및 엔젤투자지원센터등록 엔젤투자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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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0.2%

대전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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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ASEAN Global Business Model Demo Day
글 이정우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혁신기업연구센터는 2016년 4월 22일 금요일 세종국책연구단지에서 대전대학교 국제교류
원과 공동으로 ‘2016 ASEAN Global Business Model Demo Day’를 개최했다.
글로벌 기업가정신 고양과 실전 창업 프로세스 체험을 위해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린 이번 행사에는, 외교부
‘2015/2016 한-아세안 미래 지도자 양성 및 인적교류 협력 사업’에 참여 중인 ASEAN 국제 대학생을 포함한 30여명의
인원이 참가했다. 이정우 STEPI 부연구위원의 진행으로 총 3팀의 비즈니스 모델 발표와 함께 실제 초기창업자금 마련을
위한 투자금을 유치하는 시간을 가졌다.
ASEAN 전통 음식 및 문화를 대학과 지역사회에 알리는 것을 주제로, 태국 망고밥 무인 판매, 열대과일 젤리 배달 판매,
수제 미니 초콜렛 케이크 판매 등 다양한 사업 아이디어들이 공유되었다 (<표 1> 참조). 사업 계획과 비즈니스 모델의 수
정 보완을 위한 동료평가(Peer Review) 피드백 및 질의응답을 통한 상호 의견 교환도 활발히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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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5팀 (Mango Bingo)

Appetite팀 (Jackfruit Jelly)

DaiSY팀 (Pop Cake)

<표 1> 팀별 비즈니스 모델 발표 내용 요약 (총 3개팀)
팀명

605

Appetite

DaiSY

아이템명

Mango Bingo

Jackfruit Jelly

Pop Cake

수제 태국 망고밥

수제 전통 열대과일

수제 미니 초콜릿

무인 판매

젤리 배달 판매

케이크 판매

세부내용

동료평가의 경우, 비즈니스 모델의 독창성, 기여도, 수익성과 더불어, 사업 계획의 실현 가능성, 구체성, 경쟁력 협력 정
도, 그리고 발표 및 Q&A 능력을 심사 기준으로 하여 종합적인 평가가 실시되었다. 그 결과, Appetite팀이 1위, DaiSY팀
이 2위, 605팀이 3위를 각각 차지하였다.
투자유치의 경우는, Appetite팀이 동료평가 결과와 마찬가지로 1위를 기록하였으나, 2위와 3위는 서로 바뀌어 605팀이
2위, DaiSY팀이 3위를 기록하였다. 팀별로 투자유치 결과에 따라 추가 보너스 투자금이 차등 지급되었다 (<표 2> 참조).
<표 2> 최종 투자유치 결과
(단위: 원)
팀명

605

Appetite

DaiSY

외부 투자유치

90,000

100,000

80,000

내부 투자

30,000

20,000

30,000

보너스*

20,000

30,000

10,000

최종 합계

140,000

150,000

120,000

*투자유치 1, 2, 3위 순으로 각각 3만원, 2만원, 1만원의 추가 보너스 투자금 지급

참가팀들은 투자 유치금을 활용하여 5월 중 2주간 실제 비즈니스 프로젝트를 수행하였다. 각 팀의 성과는 6월초 최종보
고회를 통해 공유되었으며, 짧은 프로젝트 수행 기간에도 불구하고 평균적으로 150% 이상의 수익을 올렸다. 발생한 수
익은 투자 배당 및 지진 피해 성금 기부에 사용되었다.
본 행사의 지속적인 개최와 프로젝트 수행을 통해, 앞으로도 많은 ASEAN 대학생 참가자들이 직접 창업에 필요한 여러
과정들을 체득하고 기업가적 역량을 키우는 한편,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향후 성공적인 스타트업으로 제2의 스
티브 잡스, 마크 저커버그, 엘론 머스크로 성장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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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행사

스타트업 캘린더
행사명

일시

주제/내용

STEPI Young Innovators Talk
@강원대학교

5/18 (수)

강원대학교 학생들과 함께하는 데이터 기반 스타트업 :
스마트한 삶의 시작

STEPI Young Innovators Talk
@숙명여대

6/3 (금)

숙명여자대학교 학생들과 함께하는 스타트업 블러썸(Blossom)

STEPI Young Innovators Talk in
청년기업가정신캠프

7/15 (금)

충청권 지역 학생들과 함께하는 “청춘, 2029 미래를 열어라!”

테헤란로 커피클럽

4/20(수), 5/4(수), 5/18(수),
6/1(수), 6/15(수), 6/29(수)

스타트업 네트워킹 모임

스타트업 그라인드 서울

4/21(목), 5/19(목), 6/23(목)

스타트업과 관련있는 사람들끼리 진행하는 글로벌 스타트업 커뮤니티

도룡벤처포럼

4/21(목), 5/19(목), 6/16(목)

매주 셋째주 목요일에 열리는 대전 지역 창업 포럼

쫄지마 창업스쿨

4/25(월), 5/2(월), 5/9(월),
5/16(월), 5/23(월)

스타트업의 PR/기업가치측정 및 협상/마케팅/
사업계획서/투자유치 특강

신홍합밸리

4/26(화), 5/19(목), 6/23(목)

패션스타트업, 푸드테크스타트업, 육아스타트업 데모데이

창조경제연구회

4/26(화), 5/24(화),
6/15(수), 6/28(화)

디지털 사회의 미래, 4차 산업혁명과
규제패러다임 혁신, 재도전 기업가, 공유경제

고벤처포럼

4/26(화), 5/31(화), 6/28(화)

벤처기업을 시작하는 이, 하고 있는 이,
투자하고 싶은 이들이 모여 네트워킹하는 포럼

K-크라우드펀딩과 함께하는
UP 창조오디션

4/27(수)

크라우드펀딩을 준비하는 기업들을 미리 만나보는 행사

스타트업을 위한 세미나

5/2(월), 6/21(화), 6/28(화)

스타트업을 위한 기업운영전략, 기업가치평가, 비즈니스전략 세미나

엔젤리더스포럼

5/9(월), 6/13(월)

스타트업을 위한 IR 및 특강

2016 청년창업콘서트

5/17(화), 5/26(목),
6/21(화), 7/6(수)

스타 벤처 CEO와 예비창업자 및 대학생간의 토크쇼

대학생 창업 컨퍼런스

5/29(일)

대학생, 다 함께 모여 IT 창업을 말하다

스타트업을 위한 크라우드펀딩
성공 가이드라인

6/10(금)

WADIZ가 대한민국 스타트업을 위해 준비한 크라우드펀딩 강의

Hey, Startup 2016

6/11(토)

스타트업 종사자 1천명 대규모 네트워킹 행사

STARTUP 101

6/16(목)

투자와 제품개발 주제의 강연 및 네트워킹

스파크랩 7기 데모데이

6/22(수)

스파크랩 7기의 사업 발표 및 비전 공유

2016 스타트업 체육대회

6/26(일)

스타트업 플레이어들을 위한 체육대회

프라이머 9기 데모데이

6/23(목)

프라이머 9기의 사업 설명 및 성과 공유

스타트업이 바꾸는 세상

7/6(수), 7/7(목)

스타트업에게 최신 경제 트렌드를 소개하고,
서로의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네트워킹 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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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 한 마디
독자 한 마디
본 섹션에서는 지난 호에 대한 창업 분야의 전문가 및 일반 독자들의 의견을 게재하고자 한다. 이번 호에서는 창업계 전문가 3인에게서 창간
호에 대한 짧은 평을 받아 수록한다. 특정 기사에 관한 의견이나, 다루었으면 하는 주제 등 독자들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환영한다.
(sonhanei@stepi.re.kr)

창업 생태계의 선순환 형성에 있어 민관공조가
중요한데, 이번에 창간된Entrepreneurship Korea는
정책 담당자에게 균형있는 시각을 제공하는 데 큰 역할을
하리라 생각합니다.
인터넷 벤처시대와 구분되는 흐름(액셀러레이터의 대두)
을 심도있게 조명한 것은 시의적절했습니다.

김동호 _ 한국신용데이터 대표

그간 스타트업 관련 현황 및 정책정보가
모니터링되는 정기간행물이 없었는데,
이번에 Entrepreneurship Korea가 창간되어
기대가 큽니다. 우리나라 혁신기업 정책을
비추는 등대가 되시길...

윤세명 _ 중소기업청 서기관

잘 만든 매거진이고, 무엇보다 온라인으로
퍼뜨렸으면 좋겠습니다. 창조경제연구회에서
만든 매거진 KCEN에도 소개하고 싶습니다.
액셀러레이터에 대해 소개했는데,
미국의 액셀러레이터와 국내 액셀러레이터를
비교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민화 _ 창조경제연구회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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