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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을 대비한 주요국의 혁신정책
글 김승현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창업대중화의 일익을 다짐하며 출발한 「Entrepreneurship Korea」가 이제 2년차에 접어들었다. 작년 한해 동안 4회에 걸
쳐 발간된 「Entrepreneurship Korea」의 주요이슈는 ‘창업대중화의 주역, 액셀러레이터’, ‘모두를 위한 창업교육’, ‘여성시
대의 견인차, 여성창업’, ‘시니어 창업의 기회와 불가피성’이었다. 이들 주제는 창업생태계의 다변화와 창업자원의 확대
관점에서 선정되었다.

우리에게 ‘산업(Industry)’과 ‘혁명(Revolution)’이라는 단어를 따로 떼어 제시하면 사람마다 매우 다른 이미지를 떠올리곤
한다. 특히 ‘혁명’이라는 단어는 대체로 정치사회적인 용어로 인식되기 마련이다. 하지만 이 두 단어를 합한 ‘산업혁명’이라

올해 첫 번째 「Entrepreneurship Korea」의 주요이슈는 ‘4차 산업혁명 시대 기업가정신의 의의’이다. 4차 산업혁명은 인간

는 단어는 매우 긍정적인 의미로 다가온다. 캐치업(catch-up)을 통해 그간의 추격형 성장을 달성한 우리에게는 산업혁명

과 기계의 융합, 가상과 현실의 융합, 제품과 공장의 지능화 뿐만 아니라 인간 정체성을 변화시키는 혁명으로 일컬어지고

이라는 단어가 늦은 산업화에 대한 아쉬움이자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기회로 인식되기 때문일 것이다. 사전적으로 볼 때,

있다. 단순히 기술적 진보가 아니라 정치적, 사회적 변화이자 인류의 도전으로 일컬어지는 4차 산업혁명 시대 기업가정신

산업이란 인간이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한 활동의 영역을, 혁명이란 체제를 전복시키기나 새로운 체제를 세우는 것

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며, 기업가정신의 발현을 위해 개인과 기업, 정부가 어떤 준비를 해야할지 제시해 보고자 한다.

을 의미한다. 즉, 산업혁명이란 인간의 생산활동 혹은 생산양식에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최근의 4차 산업혁명이 우리에게 더 의미가 있는 점은 더 이상 사후의 추격이 아닌, 변화의 시기를 선도국가들과 함께 할

주요이슈의 첫 번째 글은 주요국을 중심으로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하는 국가전략을 리뷰하고 있다. 더 이상 추격형 모델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해외정책의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국내현황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통해 효과적인 대응전략을 찾

이 국가의 번영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김승현은 해외 정책을 통해 효과적인 대응전략을 찾고 미래를 준비할 것

고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을 제시하고 있다. 이정우는 4차 산업혁명 시대 주목받는 딥테크 스타트업(deep-tech startup)을 소개하며 이들의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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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신이 우리나라 4차 산업혁명의 도화선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강조한다. 홍성민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일의 형태

독일의 혁신정책

화가 많이 진행되지 못했다는 판단 하에 빠른 표준화, 중소

가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 살피며, 이제 개인이 주목받는 시대로 개인이 모두 기업가(entrepreneur)가 되어야 함을 강조하

4차 산업혁명 관련 독일의 혁신정책은 인더스트리

기업의 참여, 보안 강화, 관련 인력 양성 강화 등을 추진하

였다. 마지막으로 김선우는 4차 산업혁명 시대 기업가정신 발현을 위한 과제를 제시하였다.

4.0(Industry 4.0)과 플랫폼인더스트리 4.0(Platform

고 있다.

Industry 4.0)을 들 수 있다. 먼저, 인더스트리 4.0은 독일에

독일의 혁신정책 특히, 플랫폼인더스트리 4.0은 가치사슬

작년에 이어 「Entrepreneurship Korea」는 창업의 다이내믹스(dynamics)와 정책을 소개하고 그 이슈를 분석하려 한다. 라

서 4년마다 갱신하고 있는 ‘하이테크전략 2020(2010년)’

에 있어 중소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직접적인 사업모

이징 스타트업의 사례를 보여주는 Young Innovators, 한국의 스타트업들의 글로벌화를 돕기 위한 글로벌 트렌드 · 컨트

의 10대 프로젝트 중 하나로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스

델과 실용화를 도모하고 있다는 점, 디지털화를 통한 물리

리 리포트, STEPI를 중심으로 지난 3개월 동안 개최된 주요 행사를 소개하고자 한다. 올해 신설된 섹션은 ‘기업가정신 모

마트공장을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독일에서는

적-사이버 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련 인력을 양성하여 쉬운

니터링’으로 부문별 기업가정신 즉, 민간부문(창업성과, 창업자금), 정부부문(창업예산 및 정책, 창업규제), 대중부문(창업문

인더스트리 4.0의 추진을 위해 2억 유로의 자금을 확보, 주

창업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점에 시사점이 있다.

화, 창업교육)을 세 번에 걸쳐 기고하고자 한다.

요 R&D에 투자하였는데 클라우드 컴퓨팅, 사물인터넷 표
준, 스마트그리드, 지능로봇, 임베디드시스템 국가로드맵,

미국의 혁신정책

올해에도 「Entrepreneurship Korea」는 민간부문과 정부부문을 잇는 다리로서 창업생태계의 일익을 담당하고자 한다. 나날이

커뮤니케이션 인프라, 위성통신 및 관련분야 전문인력 양

미국의 혁신정책은 첨단제조파트너십(Advanced Manu-

역동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창업생태계의 흐름을 포착하고 이를 대중에게 시의성 있는 정보를 제공함과 동시에, 정부부문이

성을 포함하고 있다. 인더스트리 4.0은 2012년부터 약 3년

facturing Partnership)과 새로운 미국 혁신전략(New Stra-

창업생태계에 갖는 주요한 역할에 주목하여 정부의 정책이나 제도의 변화를 제시할 것이다. 모두가 Entrepreneur가 되는 시

여간 추진되었으며 성과로는 4차 산업혁명을 위한 주요 연

tegy for American Innovation)을 들 수 있다. 첨단제조파

대를 위해 본 매거진은 미력이나마 이러한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구개발의 수행을 들 수 있다.

트너십은 미국 제조업의 해외유출(Off-shoring)을 다시 되

2015년부터 시작된 플랫폼인더스트리 4.0은 기존의 인더

돌리기(Re-shoring)위한 정책으로 추진되었다. 기존의 제

스트리 4.0에 대한 반성에서 출발하였다. 기존의 정책이

조업에서는 인력과 생산규모 등을 중심으로 효율화가 가

주로 연구개발 중심으로 이루어져 실질적인 표준화와 실용

능했으므로, 비교우위상 저렴한 인력과 동일가격에 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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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생산규모를 건설할 수 있는 개발도상국으로의 제조시

지속하고 IoT기술와의 연계를 통한 사회문제 해결을 목표

설 이탈이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이었다. 이를 극복하기 위

로 하고 있다. 일본의 혁신정책은 4차 산업혁명 전반을 준

해서는 높은 수준의 자동화나 고급인력중심의 생산시설

비함과 동시에 철저하게 일본이 비교우위를 가지는 부분을

을 갖춘 즉, 개발도상국 대비 비교우위를 가지는 생산수단

중심으로 집중하고 있다는 점에 시사점이 있다.

4차 산업혁명과 딥테크 스타트업

을 중심으로 생산시설이 재편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미국

글 이정우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은 R&D 투자와 인프라 확충을 위해 해당 정책을 추진하

중국의 혁신정책

였고 산업내 기술이슈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제조업혁

중국은 중국제조 2025와 인터넷플러스 정책을 통해 4차

신센터(Manufacturing Innovation Institute)를 미국 전역에

산업혁명을 대비하고 있다. 중국제조 2025의 경우 제조업

확대하는 국가제조업혁신네트워크(National Network for

의 종합경쟁력을 2025년까지 독일과 일본수준으로 끌어올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로 제조 공정이 디지털화 및 자

꾀하고 있다. 기존의 제품 및 서비스들은 공급자 중심의 일

Manufacturing Innovation)를 발족시켰다. 특히, 2014년에

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중국의 많은 하드웨어

동화되고 모든 사물이 인터넷 연결을 통해 네트워크화 및

괄적인 제공의 형태가 많았다고 한다면, 4차 산업혁명시대

는 유망 제조인력의 혁신과 보다 구체화된 전략을 포함한

기반 스타트업 기업들이 제조 2025에 동참하고 있다. 첨단

지능화되면서 인간의 삶이 급속도로 변화할 것이 예상된

에는 사용자 고객의 특성에 맞게 특화된 제품과 서비스가

첨단제조파트너십 2.0을 보완 및 추진하고 있다.

공작기계와 농업 장비, 신에너지 자동차, 차세대 IT 기술 등

다. 특히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핵심 기술 분야로서, 빅

맞춤형으로 제공되는 소비자 중심의 형태로 변모하고 있

새로운 미국 혁신전략은 2009년의 1차 미국 혁신전략과

의 분야에 하드웨어 기반 스타트업이 활발히 등장하고 있

데이터, 사물인터넷(IoT: Internet of Things), 인공지능(AI:

다. 소품종 대량생산에서 다품종 소량생산을 넘어 이제는

2011년의 2차 미국 혁신전략에 이어 2015년부터 시작된

으며 실적이 나타나고 있다. 인터넷 플러스 정책은 중국의

Artificial Intelligence), 증강현실(AR: Augmented Reality),

다품종 대량생산 체제로 변화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

정책이다.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기술 중심의 9대 전략기

민간기업인 텐센트의 제안을 통해 수립된 정책으로 ICT 기

가상현실(VR: Virtual Reality), 로봇 등 딥테크(Deep-Tech)

다. 왜냐하면 인공지능 등의 서비스는 지속적인 학습을 통

회 분야를 선정하고 정부중심으로 향후 민간이 주도할 혁

술을 기존 제조업에 적극 융합하고 활용하는 것을 목표로

분야가 떠오르고 있다. 이러한 과학기술의 발달은 우리의

해 진화를 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같은 서비스라 할지라도

신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9대 전략기회

하고 있다. 중국제조 2025가 하드웨어 중심의 혁신정책이

일상생활을 더욱 스마트하게 만들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사용자의 데이터 인풋과 피드백에 의해 얼마든지 다양한

분야는 첨단제조, 정밀의료, 두뇌, 첨단자동차, 스마트시티,

라면 인터넷 플러스 정책은 소프트인프라 중심의 정책이

있으나, 한편으로는 자동화로 인한 일자리 감소 등의 우려

형태로 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4차 산업혁명 시대

청정에너지, 교육기술, 우주, 고성능컴퓨팅을 포함하고 있다.

라는 점에서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한 균형 잡힌 전략이라고

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위기와 기회가 함께 존재하는 상황

는 산업을 기술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트렌드가 옮겨가

정부보다는 민간주도의 산업발전을 추구하고 있는 미국의

볼 수 있다.

에서, 선제적 대응과 기업가정신의 발현을 통한 첨단 과학

는 촉매제가 되고 있으며, 이와 같은 변화에 대한 발 빠른

기술 분야 창업은 위기를 신성장동력과 고용 창출이라는

대처가 요구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유연한 조직 문화를 가

혁신정책은 대부분 민간이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의 인프라
를 구축하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향후 몇 년 안

앞서 살펴본 주요국의 혁신정책에서 공통적으로 추구하는

기회로 바꿀 수 있을 것으로 주목받고 있다.

진 스타트업에게는 새로운 기회의 창이 열리고 있다.

에 위와 같은 전략분야에서 유수의 스타트업과 중견기업들

바는 물리시스템과 사이버시스템의 업그레이드 및 결합이

최근 들어 이와 같은 핵심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스타트업

이러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기술들을 활용하여 시

의 신제품/신서비스가 개발되게 될 것이다.

다. 물리시스템이란 생산현장의 자동화, 센서나 사물인터

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으며, 기존 기업들도 이러한 시대 변

리즈 A 투자 이상을 받은 국내 주요 스타트업들은 다음과

넷 등을 통한 자동적인 정보 수집을 의미하며, 사이버시스

화에 맞게 자사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개편함으로써 변화를

같다.

일본의 혁신정책

템이란 수집된 데이터를 통합 관리하고 자율적으로 판단

일본은 일본재흥전략과 과학기술이노베이션 종합전략, 로

하는 것을 의미한다. 물리시스템과 사이버시스템의 결합은

봇신전략 등을 통해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고 있다. 일본

플랫폼에서 이루어지며 해당 플랫폼을 통해 각 기업의 생

재흥전략은 경제개발 계획으로 2015년과 2016년 계획에

산활동은 서로 연계가 가능해진다. 따라서 플랫폼을 잘 활

는 IoT, 빅데이터, AI, 로봇 기술 등을 통해 2020년까지 30

용하는 것은 기존 기업 뿐만 아니라 창업가들에게도 매우

조엔의 부가가치를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과학기술이

중요하다. 특히, 플랫폼에 대한 접근은 거대한 시설이나 공

노베이션 종합전략은 제조시스템을 혁신하기 위한 정책으

간을 필요로 하지 않고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과 관련 소프

로 제조관련 모든 데이터를 네트워크 플랫폼으로 구축하고

트웨어 역량을 가진 소수에 의해서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시도라고 할 수 있다. 로

기존 기업과 창업기업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봇신전략의 경우는 로봇강국으로서의 일본의 경쟁우위를

04

<표 1> 4차 산업혁명 관련 분야 국내 주요 스타트업
분 야

스타트업 (주요 제품 / 서비스 내용)

빅데이터

시지온 (소셜 댓글), 플리토 (집단 지성 번역), 조이코퍼레이션 (매장 방문객 데이터 분석), 망고플레이트 (맛집 추천), 이
디엄 (빅데이터 수집 및 분석), 스포카 (매장 멤버십 포인트)

IoT

베이글랩스 (스마트 줄자), 엔씽 (스마트 화분), Awair (스마트 공기청정기), 리니어블 (스마트 밴드), Zikto (스마트 밴드),
UVify (드론), 웨이웨어러블 (휴대용 피부 수분 측정기)

AI

마인즈랩 (음성 인식), 아크릴 (감성 분석), 플런티 (대화 자동 답장), 코노랩스 (스케쥴 관리), 루닛 (의료 이미지 분석)

AR 및 VR

맥스트 (AR 매뉴얼), 룩시드랩스 (VR 사용자 분석), GoVR (VR 체험), 폴라리언트 (모바일 VR 모션 컨트롤러), JWNEST
(VR 컨텐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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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STEPI YIT에서 소개한 4차 산업혁명 관련 분야 유망 스타트업
회사명

홈페이지

주요 서비스 내용

조이코퍼레이션

zoyi.co

오프라인 매장 방문객 빅데이터 분석

망고플레이트

www.mangoplate.com

맛집 검색 및 추천 빅데이터 서비스

이디엄

ko.logpresso.com/company

머신러닝을 활용한 빅데이터 수집·분석

시지온

blog.cizion.com

소셜 댓글 및 인스타그램 실시간 큐레이션 빅데이터 서비스

루닛

lunit.io

딥러닝을 통한 의료 영상 이미지 판독 및 분석

리니어블

www.lineable.net/ko/

미아 방지용 웨어러블 스마트 밴드

플런티

www.fluenty.co/ko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메세지 자동응답 어플리케이션

웨이웨어러블

www.wayskin.com

빅데이터 활용 피부케어 서비스

스포카

www.spoqa.com

매장 고객 관리 빅데이터 플랫폼

플리토

www.flitto.com

빅데이터 및 AR 활용한 집단지성 번역 플랫폼

아크릴

www.acriil.com

빅데이터 및 감성 분석을 통한 AI 엔진

룩시드랩스

www.looxidlabs.com

시선·뇌파 기반 VR 사용자 감성 분석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일자리의 변화
글 홍성민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인재정책연구단장)

STEPI에서 2013년부터 5년째 지속적으로 개최해오고 있

창출될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할 수 있는

는 ‘Young Innovators Talk(이하 YIT)’ 행사에서도 4차 산업

기술 기반의 스타트업이 더욱 활성화 될 것이다. 그리고 관

혁명과 관련된 기술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성장

련 기술 분야에 특화된 액셀러레이터의 역할도 확대될 것

잠재력이 높은 유망 스타트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 및 소

으로 전망한다.

개해오고 있다. 그동안 STEPI YIT에서 소개한 4차 산업혁

앞으로 우리나라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여, 과학기

명 관련 분야 유망 스타트업들 중 눈여겨 볼만한 기업들을

술정책, 산업, 교육, R&D 등에서 추격(Fast Follower)에서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선도(First Mover)로 전략의 패러다임을 바꾸어야 하며, 그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플랫폼의 중요성이 더욱 커짐에 따

런 차원에서 새로운 것에 대한 도전과 혁신을 추구하는 기

라, 스타트업들도 제품 및 서비스의 융합과 발전을 통해 플

업가정신(entrepreneurship)의 발현이 그 무엇보다 중요한

인공지능 기술과 로봇 기술의 발전과 결합을 통해 인간이 담당하고 있던 육체 노동은 물론 지식 노동의 많은 부분까지 기

랫폼으로 성장해가고 있는 추세이며, 위의 기업들도 자사

시기라 할 수 있다. 딥테크 분야 스타트업들은 4차 산업혁

계가 대신할 것이다. 이미 인간의 노동을 대체하는 기계 내지 컴퓨터 발전의 사례는 많이 나타나고 있다.

의 제품과 서비스들을 플랫폼화 해가고 있다.

명 진입의 도화선으로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이

육체 노동을 대체하는 사례로 아마존 물류창고의 자동화 혁신을 가져온 키바(KIVA)는 물론 로봇이 대체하기 어렵다고 알

한편, 앞으로는 기존의 B2B (Business to Business), B2C

러한 스타트업들이 앞으로 어떻게 기업가정신을 발휘하고

려져 있던 비정형 노동을 대체하는 값싼 상용 로봇인 벡스터(Baxter)의 등장, 테슬러나 구글의 자율주행자동차 도입 등이

(Business to Consumer), B2G (Business to Government),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해갈지 그 귀추에 우리가 더욱

그것이다. 또한 제조공장의 자동화 사례로 아디다스의 독일 공장인 스피드 팩토리는 연간 50만 켤레의 주문형 제조시스템

C2C (Consumer to Consumer) 등의 사업모델에서 벗어난,

주목해야 하는 이유이다.

을 갖추고 생산 현장에 투입되는 인원을 10명까지로 줄여 기존 필요 인원에 비해 1/60 수준까지 낮추었다.

아마존 키바(KIVA) 시스템

벡스터(Baxter)

M2M (Machine to Machine) 등의 완전히 새로운 시장이
지식 노동을 대체하는 사례로 펀드매니저를 대신하는 주식매매 프로그램, 약사나 요리사의 업무를 대체하고 있는 자동화
된 약국이나 레스토랑의 등장 등을 볼 수 있다. 종양 검진이나 적합한 치료법의 제시까지 할 수 있는 IBM의 왓슨(Watson)
은 의사 업무의 많은 부분을 대신하고 있다. 또한 일본에서는 SF문학상의 1차 심사를 컴퓨터가 쓴 소설이 통과한 사례도
나오고 있어서 지식 노동의 많은 부분을 컴퓨터가 대신할 수 있는 세상이 다가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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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이나 컴퓨터에 의한 인간 노동의 대체가 양적인 일자리 변화를 가져온다면, 시스템 혁신을 중심으로 한 기업 부가가
치 창출 기반의 변화는 취업을 중심으로 하던 기존 고용 패러다임을 질적으로 변화시킬 가능성이 높다. 지식 및 정보 플랫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기업가정신

폼을 활용하거나 이를 제공하는 사업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주요 부가가치 창출 경로가 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우버
(Uber)는 개인 자가용 소유자와 택시 서비스 수요자를 연결시켜주는 서비스를, 에어비앤비(Airbnb)는 빈집의 소유자와 숙
박이 필요한 수요자를 연결시켜주는 서비스 혁신 기업이다. 이 사업에서 서비스 공급자는 자가용을 이용한 택시 서비스와

글 김선우 (과학기술정책연구원 혁신기업연구센터장)

빈집을 활용한 숙박 서비스 제공자이며, 이 사업에 참여함으로써 각각의 서비스 제공에 대한 대가를 받는 노동자 혹은 자
영업자가 된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접어들면서 플랫폼을 통한 공유나 클라우딩 서비스가 가능해지면서 발달하는 서비스 혁신 사례는 기

4차 산업혁명의 기술이 컴퓨터나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다는 점에서 3차 산업혁명의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일각

존의 노동에 대한 개념을 변화시키고 있다. 이제는 기업이 특정 인간 전체를 고용하는 일자리(job)의 개념에서 특정의 일

의 의견이 있다1). 기술적 변화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은 엇갈리지만 4차 산업혁명에서 거론되는 기술이 어떤 방향으로든

(work)에 대한 서비스만을 계약을 하는 시대이다. 즉,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늘어나고 있는 프리랜서(Freelancer)

사회경제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다. 4차 산업혁명이 단순히 기술적 진보가 아니라 정치적, 사회적

활동이 주된 노동 계약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다.

변화이자 인류의 도전으로 논의되는 배경은 장기화되는 경기불황을 극복할 기제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이다2).

모든 노동자를 프리랜서 혹은 자신의 특정한 전문기술이나 역량을 파는 자영업자로 만들 수 있는 고용 패러다임의 변화는
4차 산업혁명이 생산 패러다임의 변화를 가져오는 진정한 산업혁명이 될 가능성을 보여준다. 경제생활을 하는 개인의 일

4차 산업혁명은 인간과 기계의 융합, 가상과 현실의 융합, 스마트·네트워크·자율성과 같은 특징을 바탕으로 개인

자리 관점에서 보면 대량생산체제의 도입을 가져온 2차 산업혁명과 컴퓨터의 활용도를 높이고 사무직 내지 서비스직의 강

의 삶, 직업, 일하는 방식, 기업의 형태 등에 큰 변화를 주고 있다. 생산의 주체는 과거 기업(corporation)에서 최근 개인

화를 가져온 3차 산업혁명은 고용 패러다임의 변화까지 가져왔다고 보기 힘들다. 같은 산업노동자의 직무 변화가 주된 변

(individual)으로 바뀌고 있다. 기업의 목표가 과거 생산활동의 효율성 극대화가 목표였다면 이제는 사용자 만족, 가치, 재미

화라고 보이기 때문이다. 반면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산업노동자의 시대를 마감하고 프리랜서의 시대를 제시하고 있다. 증

등이 중요한 가치가 되었고, 대량생산 방식에서 니치(niche) 발굴 및 해결하는 방식으로 변화하였다. 또한 ‘일자리’가 중요

기기관의 발명과 제조업의 발전을 이끌어 소작농의 시대를 마감하고 산업 노동자의 시대를 연 1차 산업혁명만큼 커다란

하던 시대에서 ‘일’이 중요한 시대로 고정된 일터의 종말이라는 전환점에 도달했다3).

고용 패러다임의 변화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기업가정신은 어떻게 달라졌는가. 과거 성공의 개념은 창업을 해서 중견·대기업으로 성장시키는 것으로 이해되
그렇다면 플랫폼을 만들거나 활용해야 하는 플랫폼 사업의 시대, 자신이 갖고 있는 자산이나 전문 기술을 파는 프리랜서

어졌으나 이제는 개인이 강조되고 있다. 즉, 기업에 중요한 것은 지식(knowledge)인데 결국 지식을 보유한 것이 ‘개인’이

위주의 노동시장이 형성되는 시대에 개인이 갖춰야 할 가장 중요한 자질은 무엇일까? 바로 기업가정신이다. 왜냐하면 플

고 ‘개인성’을 강조하는 스타트업이 최근 급성장하는 이유이기도 하다4). 린 스타트업(lean startup)은 기업(corporation)으로

랫폼을 활용해 새로운 분야나 사업을 만들어가거나, 자신이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의 가치를 충분히 높이고 판매하여야

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있는 기제로, 액셀러레이터(accelerator)는 개인을 키워 기업을 만드는 기제로 작용하고 있다.

하는 시대이기 때문이다. 역량 관점에서 말하자면 새로운 문제를 제시하고 창출할 수 있는 역량이 중요하다. 주어진 문제
를 해결하는 역량은 아무리 복잡하다고 하더라도 더 뛰어난 계산력과 실행 능력을 지닌 인공지능에 의해 대체될 것이기

4차 산업혁명 시대 기업가정신의 발현을 위한 과제는 무엇인가. 우선 개인은 구직하는 시대의 패러다임의 변화를 인식,

때문이다.

‘창직’을 준비해야 한다. 「The 100-Year Life」의 저자 린다 그래튼은 은퇴 혹은 정년이라는 개념은 사라질 것이고 앞으로
사람들은 더 오래 일해야 한다고 말한다. 100년을 사는 동안 우리는 2~3개 이상의 직업을 경험하게 될 것이며, 개인이 새

물론 4차 산업혁명 시대는 개인의 노력만으로 사회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시대는 아닐 것이다. 프리랜서를 중심으로 한

로운 기술과 새로운 전문성을 습득하는 것이 평생의 과제가 된다고 말한다. 향후 10년 내에 세상은 모바일 시대에서 인공

고용 패러다임의 변화가 나타난다면, 산업노동자 시대를 가정하고 이루어졌던 다양한 사회복지 시스템이나 계약관계 시스
템이 크게 변화해야 한다. 개인을 비롯하여 사회 전체 차원에서 기업가정신을 발휘해 기존의 모든 사회 패러다임을 근본
부터 바꾸어나가는 진정한 혁신과 창조의 시대가 열리고 있다.

1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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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과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한 수평적 경제체제의 도래를 주장한 제레미 리프킨 역시 ‘3차 산업혁명의 잠재력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고 주장
세계경기불황이 지속되면서 경제학계에서는 고성장의 시대가 저물고 저성장이 필연으로 자리잡는가에 대한 논쟁이 있음. R.Gordon은 경제성장은 3차 산업혁명
시대까지가 정점이고 저성장이 지속될 것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J.Mokyr는 과거 과학발전과 기술변화가 경제성장의 동력으로 작용했듯이 미래에도 그럴것이라
고 주장
「21세기 시민경제학의 탄생」을 쓴 S.Zamagni와 L.Bruni는 ‘탈일자리(dejobbing)’ 시대가 도래했다고 말하는데 이는 활동으로서의 일이 끝났다는 의미라기 보다
는 개인 각자가 ‘일의 포트폴리오’를 꾸려가며 사는 시대로서 하나의 일자리, 하나의 직업으로 자신을 정체화할 수 있는 시대를 지나 일하는 생애에 걸쳐 이뤄지
는 활동으로 자신의 노동을 재구성해야 하는 시대라고 제시
Unbundling 현상 가속화 (CB Insight,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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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의 시대로 전환될 것이므로 더 빠르고, 더 정확한 인공지능 시대의 사람의 역할에 대한 논의가 가속화될 것이다5). 그
러한 측면에서 인문중심, 가치중심의 감성 자본을 축적해가야 한다. 또한 개인주의와 경쟁보다는 상호연결과 협업, 네트워

「정육각」 김재연 대표 인터뷰

크를 활용할 수 있는 사회적 자본을 쌓아가야 한다.

기업은 혁신의 다양성을 갖추어야 한다. 즉, 익숙한 기술, 스스로 강점이 있는 기술 이외에도 기존 지식 범위 밖의 향후 잠

구성 손준호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연구원), 이정우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재력이 있어 보이는 기술, 융합이 가능해 보이는 기술에 대한 지식을 갖추어야 한다. 혁신의 다양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으
로 인수합병(M&A)와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CVC)을 통한 외부 자원의 획득이 있다6). 대기업은 스타트업의 투자·인수에
보다 적극적일 필요가 있으며 전통산업의 기업들도 이러한 흐름에 참여해야 한다. 그리고 고객의 니즈를 실시간으로 파악
하는 경영이 이루어져야 한다. 신제품의 성공은 고객의 민감성에 기반하지 않으면 어려울 것이다.

정육각은 축산업 분야의 스타트업으로 돼지고기를 도축 후 가장 맛이 있는 3~5일 안에 먹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정육각을 통해 오후 4시 이전에 돼지고기를 주문하면 다음날 저녁 시간 전에 집에서 배송을 받아볼 수 있다. 정육각 김재

정부는 다양한 주체가 혁신을 만드는 역할을 수행하고 이를 육성하는 것이 국가의 번영으로 이어질 수 있는 혁신생태계를

연 대표는 학생시절에 유학이 결정된 이후 남는 시간에 우연한 기회에 도축장에서 떼 온 돼지고기를 맛보고 주변인들에게

구축해야 한다7). 이를 기업가적 국가(entrepreneurial state)라 표현할 수 있는데 기업가정신을 근간으로 혁신생태계가 선

나눠준 이후 정말 맛있는 고기라며 어디서 구할 수 있는지 문의가 들어온 경험에서 유학길을 마다하고 초신선 돼지고기를

순환 성장을 지속할 수 있는 국가이다. 여러 주체가 더 많은 혁신을 만들 수 있도록, 혁신의 주체들이 쉽게 혁신할 수 있는

판매하는 사업의 길로 들어섰다. 지난 2월 22일 세종특별자치시 종촌동 복합커뮤니티센터에서 개최된 Young Innovators

장을 마련한다면 4차 산업혁명 시대 우리는 국가의 번영을 이어갈 것이다.

Talk 행사에 연사로도 초청된 김재연 대표와의 인터뷰를 통해 정육각의 축산업 분야 창업 도전 이야기를 들어본다.

Q) 젊은 나이에 축산업 분야로 창업을 하게 된 계기, 이유가
무엇입니까.?

A) 작년에 유학을 가기로 한 시점으로부터 약 7개월의 여유
시간이 있었습니다. 여행을 다니면서 돼지고기를 먹다가
맛이 그 때마다 다른 것을 발견하고, 도축하고 난 뒤 어
느 정도 지나야 맛이 있는 돼지고기인가 하는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도축장에서 한 박스 분량의 고기를 한번 떼
와서 4~5근 정도를 구워 먹어봤는데 정말 맛있었습니
다. 다만 저 혼자 먹기에는 너무 많은 양이라 남은 돼지
고기를 아파트에 계신 아주머니들, 어머니 친구분들에게
나눠드리고, 택배로 친구들한테 보냈습니다. 그 뒤 고기
를 먹어본 사람들에게 지난번에 준 돼지고기가 정말 맛
있었다며 어디서 샀는지 문의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
때 도축하고 바로 먹을 수 있는 돼지고기라는 사업 아이
디어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갑작스럽게 사업자 등
록을 내고, 영업허가를 얻고, 판매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
다. 먼저 상품을 진공 포장하여 테스트 플랫폼에 한 번
5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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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r
Pichai, 구글 CEO (2016.1)
내부 R&D를 통한 혁신의 다양성을 높이기 어려운 이유는 기업이 혁신을 거듭해 가는 과정에서 이른바 근시안적 학습(myopia of learning)과 역량의 덫
(competency trap) 등 조직의 루틴(routine)과 관성(inertia)가 발생하기 때문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Edmund Phelps는 「대번영의 조건」에서 개별 주체들의 자생적 혁신이 국가 번영의 원천이라고 함. 또한 Chris Anderson도 「메이커스」에
서 새로운 시대에는 개인, 대학, 연구소, 기업 모두가 혁신을 만들어내는 주체가 된다고 밝힘

팔아보았더니 소비자들의 반응이 워낙 좋았습니다. 결국
제가 돼지고기가 먹고 싶어서 사왔는데, 먹고 남은 것을
김재연 정육각 대표

주변에 나눠준 경험을 통해 창업을 하게 된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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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창업과 관련하여 규제 문제에 부딪친 경험이 어떤 것이
있나요?

Q) 부모님께서는 창업에 관련하여 어떤 반응을 보이셨고,
설득은 어떻게 하셨나요?

2017년 1st Young Innovator Talk

A) 축산업 분야에는 과도한 규제가 있는 것 같지는 않고,

A) 제가 창업하는 것이 두 번째였기 때문에 지금 사업은

그보다도 업계에 오래도록 존재해 온 관행을 깨는 것

설득을 하는 것이 수월했다고 생각합니다. 처음 창업할

이 더 힘들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고기를 공급

때는 학업과 창업을 병행하기가 어려워 휴학 후 창업

해 주시는 분들에게 제가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로 돼

을 하는 문제에 대해서 부모님을 설득할 때 반대가 많

지고기를 판매해 보고자 한다고 하니, 저희를 측은하

았는데, 그 때 부모님과의 합의점을 많이 찾아놓은 상

게 보시더니 차라리 소고기를 공급해 줄테니 소고기를

태라 정육각을 창업하면서는 창업 자체에 대한 반대

팔아보라 하시며 돼지고기를 떼 주지 않으려고 하셔서

보다는 업에 대한 우려를 많이 하셨습니다. 아마 부모

돼지고기 공급을 받는 것이 어려웠던 경험이 있습니다.

님께서는 제가 유학가기 전에 잠깐 해 보는 것이라고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에서 주관하는 2017년 첫 번째 Young Innovators Talk 행사가 지난 1월 25일 세종국책연구단

저희를 불편해 하는 축산업 카르텔의 관성을 깨는 것

생각하시고 크게 관여하지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

지 중강당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행사는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딥테크(Deep-Tech) 스타트업’을 주제로 하여, 박외진

이 이 사업을 하면서 가장 힘든 점입니다..

고 그 기간 동안 제가 이 사업이 무엇인가 될 수 있다

아크릴 대표, 남재현 룩시드랩스 이사, 황희철 블루포인트 파트너스 이사가 연사로 나섰다.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딥테크 스타트업”
구성 손준호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연구원), 이정우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는 구체적인 성과를 보여드리고 나니, 사업에 대해 설
Q) 혹시나 사업상의 또 다른 어려움이 있나요?

명하고 부모님을 납득시키는 것이 수월했습니다. 또 부

A) 제일 어려움을 느끼는 것은 좋은 인재의 영입 문제입

모님도 정육각 서비스를 실제로 이용해보고, 이 사업을

니다. 능력 있는 개발자, 디자이너, 마케터들에게 저희

“스타트업은 창업가가 ‘끝났다’고 마음먹기 전까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아크릴은 인공지능을 이용한 빅데이터 및 감성을 분석하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박외진

인정하신 뒤로는 크게 관여하지 않으십니다.

대표는 창업 후 감성 분석 기술 개발을 마치고도 사업모델로 연결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었

사업에 대해서 설명할 때, ‘고기를 파는 사업’이 걸림돌

다. 그는 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감성 분석 기술이 시장에서 가치가 있다는 것을 깨달아 돌

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게다가 저는 지금의 정육각

Q) 창업과 관련하여 조언을 하고 싶은 것이 있나요?

일을 즐겁게 잘 하고 있는데, 저의 가족이나 주변 사람

A) 정육각을 창업한 후 같이 일할 사람을 구하는 것이 계

들이 제가 하는 일에 대해 선뜻 이야기하지 못하기도

속 힘듭니다. 사람을 구하는 문제도 그렇고, 저희 내부

합니다. 고기를 파는 일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로

에 있는 팀원들이 회사에서 계속 일을 할 수 있게 독

부터 편견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러다보니 현재 저희

려하는 일이 어려운 편입니다. 이 어려움은 저희가 하

“스타트업은 팀원들간의 신뢰도, 비전에 대한 동의가 가장 중요하다.”

가 필요로 하는 개발자를 구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고 있는 업에서 오는 장애물이자 한계점이라고 생각합

룩시드랩스는 사람의 시선과 뇌파 신호를 통해 VR에서의 사용자 감정을 분석하는 회사로,

지인을 설득해서 개발업무를 함께하게 된 뒤에도 한두

니다. 그래서 저는 구직자와 저 사이에서 정보 비대칭

솔루션 기술을 확보한 상태에서 이에 맞는 시장 수요를 찾지 못해 어려움을 겪었다. 남재현

달 만에 그만두는 사례가 여럿 있었습니다.

성을 없애려고 많이 노력합니다. 구직자가 축산업이라

이사는 VR 기기 사용자의 뇌파, 시선 정보를 활용한 사용자 감정 분석으로 가상현실상에서

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들어와야 즐겁게 회

사용자에게 적합한 반응을 제공하는 기술로 피벗팅하게 된 과정을 소개하며, 문제를 제대

Q) 정육각의 현재 매출이나 직원 수와 같은 회사 현황은 어
떻게 되나요?

A) 판매량은 저희가 2016년 10월 초에 캡스톤 파트너스
로부터 투자를 유치한 이후 4배 정도 늘어났습니다. 현

파구를 찾은 경험을 통해, 좋은 기술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이를 활용한 사용자 측면의 가치
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박외진ㅣ아크릴 대표

로 정의하고 시장에 맞는 서비스를 찾는 것의 중요성을 이야기했다.

사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업
을 하신 분이나 구직을 하시는 분들이 정보의 비대칭

남재현ㅣ룩시드랩스 이사

“나의 멘토들을 떠올리며 테크 스타트업의 동반자가 되기로 하였다.”

성을 해소한 상태에서 같이 일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
다고 생각합니다.

황희철 이사는 ‘마이크로 에어로봇’을 창업하여 엑싯(Exit)에 성공한 경험을 소개했다. 그는

재 정육각의 고객 수는 실 구매자 기준으로 2,000명을

사업 전략이 구축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금난을 겪게 되었으나 ㈜손오공 최신규 회장의 엔

넘어섰습니다. 고객 분포는 수도권 70%, 대전·세종권

젤투자를 받아 제품개발과 생산에 성공했고, 이후 군용드론 기술개발 과정에서 미래에셋벤

10%, 그 외에는 제주도를 제외한 전지역에 고루 퍼져

처투자의 이창수 멘토를 만나 도움을 받았다. 그는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테크스타트업

있습니다. 창업은 4명이 했고, 현재 일하는 직원들은
일하시는 아주머니들을 포함해서 총 10명입니다.

12

을 지원하는 멘토가 되기 위해 액셀러레이터로 활동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황희철ㅣ블루포인트파트너스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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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가정신 모니터링

2017년 2nd Young Innovator Talk

STEPI 혁신기업연구센터에서는 2015년부터 기업가정신 모니터링을 수행하고 있다. 창업성과, 창업자금, 창업지원 예산 및 정책, 창업규제,
창업교육, 창업문화 등 6대 영역을 매해 모니터링하고 있는데,본 호에서는 민간부문에 속하는 창업성과와 창업자금 분야의 동향을 다루고자
한다.

“봄방학 맞이, 학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청소년 창업 진로 탐색”
창업성과

스타트업 투자동향 및 회수시장을 중심으로

구성 손준호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연구원), 이정우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글 김영환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2017년 두 번째 Young Innovators Talk 행사는 지난 2월 22일 세종특별자치시 종촌동 복합커뮤니티센터에서 개최되었다.
본 행사에서는 ‘봄방학 맞이, 학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청소년 창업 진로 탐색’을 주제로, 송영광 디랩 대표와 김재연 정
육각 대표를 연사로 초청하였다.

“앞으로는 자기 스스로 관찰하고 무엇인가를 해결하는 기업가정신을
갖춘 아이들이 경제의 메인 스트림이 될 것이다.”

되면서, 창업기업들의 성과에 대한 관심도 증대되고 있

고서’ 상 투자동향과 회수시장에 대한 통계 자료를 바탕

다. 부족한 자본과 인력, 어려운 경쟁 환경 속에서도 우

으로 한국의 창업기업 성과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플래텀의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창업기

창업가와 경영진을 보유한 창업기업들은 시장이 주목

업에 대한 투자유치 건수는 347건, 투자금액은 총 1조

할 만한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78억 원에 이른다. 이는 2015년의 233건, 8,200억 원

권적인 대기업에서 분산 네트워크 형태의 기업으로 경제의 메인스트림이 옮겨가고 있음을

창업기업의 성과에 대한 개념은 기존 기업과는 다른 측

보다 각각 49%, 23%가 증가한 수치이다. 투자금액보

지적하였다. 송영광 대표는 앞으로 취업을 하는 시대가 아니라 직업을 발명하고 개척하는

면이 있다. 사업 모델과 해당 시장이 성숙한 기존 기업

다 투자건수에 있어 더 큰 증가를 보였다는 점에서 창

창업가가 되어야 하는 시대로 변화하게 되며, 10대 시절에 스스로 관찰하여 문제점을 인식

의 경우 대부분 매출액이나 순이익과 같은 재무 실적

업기업에 대한 투자유치 저변이 확대되었음을 알 수 있

을 기업성과로 인정받는다. 하지만 대부분의 창업기업

다. 업종별로는 ICT 서비스 분야가 45%(4,516억 원)로

은 사업 모델이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 않고 해당 시장

투자유치 금액이 가장 컸으며, 그 중 생활서비스 관련

도 성숙되어 있지 않아, 이익은커녕 측정할 만한 매출

기업의 투자유치가 가장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전체

성과도 없는 경우가 많다. 또한 기업이 본격적인 성장

의 13%). 또한 광고/세일즈/마케팅, SW 기술솔루션, 크

궤도에 오르기 전이어서, 고용 증대나 사회적 파급효과

라우드펀딩, 금융/보험, 여행/숙박 업종의 투자유치 실

를 측정하는데도 무리가 따른다.

적도 상대적으로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유통/

노 교육을 제공하는 회사이다. 송영광 디랩 대표는 생산 수단의 가격 하락과 사용의 편의가
발생하는 시대가 되어 생산자와 소비자의 경계가 사라지고 있는 현상과 함께, 과거 중앙 집

하고 그것을 해결해 본 경험을 통해 아이들이 정형화 된 길을 가지 않아도 되는 자신감을
가질 수 있다고 이야기하였다. 따라서 부모들은 아이에게 새로운 것을 만들어 볼 수 있는
시간적 여유와 상황을 갖게 해주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아이디어와 실행력으로 사업 투자를 받을 수 있는 창업 환경이 구축되었다.
자녀의 창업에 대해 부모님의 응원과 묵묵한 기다림은 큰 힘이 되었다.”
정육각은 고객에게 돼지고기가 가장 맛있는 골든 타임인 도축 후 3~5일 안에 고기를 판매

따라서 창업기업의 성과는 대부분 기업의 앞으로의 성

서비스 중 커머스 업종의 투자는 단일 세부 업종으로는

후 먹는 시점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는 사실을 발견하여, 이를 사업으로 발전시켰다. 그는

장 잠재력을 현재의 기업 가치로 환산하여 평가하는 것

가장 높은 투자유치 실적을 기록하였다(전체의 18%).

축산업 분야에서 여러 가지 창의적인 도전을 시도하고 있는데, 주문이 들어오는 시점에 상

이 가장 보편적인 방법이다. 그리고 이러한 기업 가치

그 밖에 바이오/헬스케어(7%), 출판/만화/소설 등의 문

품을 준비하는 시스템을 직접 코딩하여 자동화하였고, 고기 그램 수에 따른 정확한 가격 책

를 가장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투자자의 관점

화콘텐츠(7%) 기업에도 투자자들이 높은 관심을 보였

정이 온라인에서도 구현될 수 있게 하는 결제 시스템을 도입하였다. 김 대표는 본인의 창업

을 빌리는 것이 좋다. 다시 말해 투자자들의 투자동향

다(<그림 1> 참조).

과 회수시장을 분석함으로써 창업기업의 성과를 가늠

<표 1>은 투자유치 금액 상위 5개사를 나열한 것인데,

해 볼 수 있다. 본고에서는 창업기업 전문 미디어 ‘플래

2016년 한 해 가장 많은 투자를 받은 기업은 화장품 등

하는 푸드테크 스타트업이다. 김재연 대표는 우연한 기회에 돼지고기의 맛의 차이가 도축

김재연ㅣ정육각 대표

텀’에서 발간한 ‘2016 연간 국내 스타트업 투자동향 보

수한 기술력과 창조적인 사업 아이디어, 그리고 뛰어난
디랩은 어린이들이 창의력과 기업가 정신을 기를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 3D프린터, 아두이

송영광ㅣ디랩 대표

창업대중화 바람을 타고 많은 창업기업들이 생겨나게

당시 부모님을 설득한 경험을 공유하며, 과거와 다르게 아이디어와 실행력만으로도 사업에
투자를 해주는 환경이 되었다는 것과 창업을 하고 난 이후에 부모님의 응원이 축산업 분야
에서의 사업을 해 나가는데 주변의 시선을 견뎌내는 큰 원동력이 되었다고 밝혔다. 그는 덧
붙여 부모들이 자녀들이 창업에 대한 꿈을 가질 때 응원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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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2016년 업종별 창업기업 투자 분포(ICT 서비스 분야, 전체의 45%)
(단위: 억원)

업종

규모(억원)

비중

ICT 서비스

4,516

45%

유통/서비스

2,224

22%

1,161

13%

광고/세일즈/마케팅 568.5억원/6%

716

크라우드펀딩 434억원/4%

6%

11%

금융/보험 390.4억원/4%
4%

7%

기타

553

5%

ICT 제조

461

5%

게임

357

4%

일반제조

107

건수

인수

19

로엔엔터테인먼트(카카오), 파킹스퀘어(카카오), 메가브레인(에누리닷컴), 호텔나우(야놀자),
NSC(넥슨), 티몬플러스(스포카), 헬로네이처(SK플래닛) 등

합병

3

코노랩스-오피니언8(코노랩스), 슬로워크-UFO팩토리(슬로워크) 등

상장

4

인크로스, 미투온, 오션브릿지(이상 코스닥 상장), 500V(코넥스 상장)

SW 기술솔루션 441.5억원/4%

푸드 196.6억원/2%
패션/뷰티 145.5억원/1%

바이오/헬스케어

구분
생활서비스 1,331억원/13%

여행/숙박 369억원/4%

문화콘텐츠

<표 2> 2016년 창업기업 주요 회수 성과

4%

비지니스 솔루션 130.7억원/1%

피인수사(인수사)/합병기업(통합법인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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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전문 서비스 126.5억원/1%

ICT 서비스
4,516.38억원/45%

4%

교육 119억원/1%
교통/차량 73.5억원/1%

4%
2%

데이터 및 정보관리 솔루션 57.7억원/1%
프로그램/어플리케이션 49억원/1%

의 일원이 되었다. 한편, 최근 경쟁이 치열한 숙박 O2O

년 성장하는 추세에 있으나, 한국 시장 자체가 작아 창

시장의 경우, ‘야놀자’가 ‘호텔나우’를 인수함으로써 야

업기업으로서는 ‘규모의 경제’를 통한 성장이 어렵다.

놀자의 모텔, 펜션 등에 치중한 숙박업체 포트폴리오를

따라서 서비스 분야를 중심으로 국내 시장 점유율 선두

호텔 분야로 확장하는데 도움이 되고 있다.

를 달리는 기업들에게 집중적으로 자금이 투자되고 있

창업기업의 M&A 성과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헬로네이

다. 하지만 선도 창업기업조차도 고위험 기업에 대한

부동산 47.5억원/1%
1%

1%

통신 25억원/커뮤니티 11억원/-

자료: 2016 연간 국내 스타트업 투자동향 보고서, 플래텀

미용 관련 제품 판매 기업 ‘미미박스’였다(1,430억 원).

이 포함된 투자금의 회수를 목적으로 한다. 창업기업의

처(SK플래닛) 정도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창업기업 인

집중 투자를 꺼리는 국내 벤처투자자들의 성향으로 인

주목할 만한 것은 상위 5개사 중 레진엔터테인먼트를

자금 회수 방법은 크게 기업 매각(인수), 기업 대 기업

수 주체가 대기업이 아닌 동종 스타트업 출신기업이라

해 해외 투자자들에게 투자유치 기회를 내어주고 있다.

제외한 나머지 네 곳의 투자는 모두 해외 투자자들에

의 합병, 주식 시장에의 상장(IPO)으로 나누어진다. <표

는 점이다. 물론 로엔과 파킹스퀘어를 인수한 카카오

한편 M&A 시장은 투자유치 실적에 비해 그 성과가 아

의해 이루어졌다는 사실이다. 하지만 이를 30위권 기업

2>를 보면, 창업기업의 인수와 합병, 즉, M&A 실적은

나 NSC를 인수한 넥슨과 같은 기업은 기업가치가 대기

직 미미하며, 대기업의 참여가 거의 없다는 점에서 투

으로 확대하면 해외 투자자들이 투자한 기업은 8곳에

2016년 한 해 총 22건으로 기록되었으며, IPO는 코스

업 수준에 육박하나 스타트업 출신기업으로서, 창업기

자회수를 목표로 하는 우수한 창업자들의 도전적인 창

불과하다. 이는 해외투자자들이 한국의 최고 유망 창업

닥 상장 3개사, 코넥스 상장 1개사로 나타났다. 특히 카

업의 회수시장 규모가 작은 국내에서 M&A의 큰손으로

업 활동에 대한 의욕을 꺾고 있다. 따라서 대기업 등 다

기업을 대상으로 막대한 자본 투자에 집중하고 있음을

카오는 로엔엔터테인먼트의 지분 76.4%를 인수하는데

떠오르고 있다. 한편, 상대적으로 기업 규모가 작은 스

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건전한 창업기업의 투자회수 생

보여준다. 반대로 한국의 벤처투자자들은 운용 자금 등

총 1조 8,700억 원을 투입하여 자사의 매출과 이익을

타트업도 다른 창업기업을 인수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

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정책적 노력을

의 문제로 단일 기업에 대한 대량의 자본 투자에 한계

크게 성장시켰으며, 주차장 정보 공유·예약 결제 서비

데, 이는 특히 숙박 O2O(야놀자), 배달 서비스업(배민프

통해 우수한 투자유치 및 회수 성과를 바탕으로, 창업

를 드러내고 있다.

스 ‘파크히어’를 운영하는 파킹스퀘어도 지분 100%를

레시, 요기요), 멤버십 포인트 관리 서비스(스포카) 등과

기업이 사회가 당면한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고 고용창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 활동은 궁극적으로 막대한 수익

카카오에 100억 원 규모에 매각함으로써 카카오그룹

같이 상위 기업 간 경쟁이 치열한 시장에서 자주 발생

출 등 국가의 경제·사회적 기여에 앞장설 수 있는 주

한다. 이러한 사업 분야의 인수 기업들은 자체적인 매

역이 되길 기대해본다.

출과 수익 등 성과가 높지 않음에도 시장의 성장성과

<표 1> 2016년 창업기업별 투자규모 상위 5개사 투자 현황
순위

기업명
(피투자사)

업종/제품

투자규모
(억원)

1

미미박스

뷰티커머스

1,430

2

우아한형제들

3

레진엔터테인먼트

4

옐로모바일

5

옐로디지털마케팅

투자자(국적)

굿워터캐피탈, 알토스벤처스, 포메이션그룹, 카우보이벤처스 등

투자유치를 통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시장 지배력을 높
이고 경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동종 유망 기업을 인

(이상 미국)

수하는데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

570

힐하우스캐피탈(중국)

한국의 투자동향 및 회수시장을 통해 본 창업기업의 성

500

IMM PE(한국, 사모펀드)

모바일서비스

478

SBI홀딩스(일본), 맥쿼리캐피탈(호주)

광고/마케팅

270

PFG, 시너지파트너스(이상 미국)

푸드테크
(배달의민족)
웹툰
(레진코믹스)

과는 명과 암이 엇갈린다. 투자유치 건수와 금액은 매

자료: 2016 연간 국내 스타트업 투자동향 보고서, 플래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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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가정신 모니터링
엔젤투자는 개인이 창업초기 스타트업에 자금을 대주고 주

라우드펀딩 규모는 143억원이며, 89개 기업이 지원받았다

식을 소유하는 형태의 투자 방식이다. 1997년 「벤처기업

(2016년 10월 기준).

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을 통해 제도화되었으며, 2001년 5

벤처캐피탈은 투자기업을 육성하고 기업가치를 극대화한

월부터 개인투자조합 등록제를 도입하여 엔젤투자 촉진을

후 회수하는 기업 또는 투자자 그룹2)을 말하는데, 엔젤투

위한 체계적인 법령 및 규정을 정비하였다. 국내엔젤투자

자와 같이 초기 성장단계(seed or early stage) 보다는 사

가입자는 2011년 11월 엔젤투자지원센터 개소 이후 2016

업화가 이루어진 후기 성장단계(late stage)에 투자를 선호

년 6월까지 총 11,103명이다. 엔젤투자조합 결성금액은

한다. 현재(2016년 9월) 기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118

2015년 265억원이 신규 결성되었다.

개 가운데 실제 투자자금을 공급하는 조합수는 582개로

창업기업은 실패의 위험이 높아 은행으로부터 자금조달이 어렵다. 그래서 고위험-고수익을 추구하는 엔젤 또는 벤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근거한 액셀러레이터는 성공한

신규투자 규모가 1.5조원이며, 867개의 회사에 투자하였

처캐피탈(VC)과 같은 모험자본 의 역할이 중요하다. 모험자본은 초기기업에 대해 지분을 대가로 자금을 투자하게

창업자가 그의 경험과 자본을 가지고 선발한 창업기업을

다. 최근 초기기업에 대한 투자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데 초

되는데 실패시 채무상환 부담이 남게되는 간접금융(debt financing)과는 달리 창업가의 채무부담이 없어 혁신을 창

대상으로 일정한 기간동안 집중적인 멘토링과 네트워킹,

기 35.3%, 중기 28.1%, 후기 36.6% 비중을 보인다.

출하고 신산업을 개척하는 기술창업에 있어서 특히 중요하다(구자현, 2017). 창업기업에 대한 모험자본의 투자와

지분투자를 실시하여 창업기업의 성공가능성을 높일 수 있

중소기업투자모태조합(모태펀드)은 벤처기업육성에에관

함께 회수시장도 기업생태계의 활성화를 위해 필수적이다. 본고에서는 창업기업의 자금조달 수단으로서 모험자본

는 새로운 형태의 모험자본으로 주목받고 있다(김선우 외,

한특별조치법에 근거하며 한국벤처투자(주)가 투자관리를

의 투자 현황에 대해 살펴보고, 투자가 보다 활성화되기 위한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2015). 액셀러레이터는 법제화된지얼마되지 않아(2016년

수행하고 있다. 모태펀드는 벤처기업이나 혁신기업에 간

12월) 개별 지분 형태로 교환하고 있어 자금공급 규모에

접 투자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2016년 10월말 기준

대한 통계가 집계되고 있지는 않다.

24,212억원의 재원을 조성, 471개 조합에 출자하였으며,

자본시장법에 근거한 크라우드펀딩은 7년 이하 기업이 이

833개 업체에 총 1.2조원을 투자하였다.

용가능하며, 1년간 7억까지 모집이 가능하다(2016년 1월

2013년 8월 조성된 성장사다리 펀드는 여신전문금융업법

25일에 시행). 일반투자자의 투자한도는 동일 기업당 2백

의 신기술사업투자조합으로 결성되었으며, 한국성장금융

만원이며 연간 총 투자한도는 5백만원이다. 소득요건 구

이 투자관리를 수행하고 있다. 2016년 10월 기준 4.7조원

비자 투자한도는 동일 기업당 1천만원, 연간 총 투자한도

의 펀드를 조성, 601건에 총 2.4조원을 투자하였다.

창업자금

창업기업의 자금조달 수단별 현황과 과제
글 김선우 (과학기술정책연구원 혁신기업연구센터장)

1)

Yield

<그림 1> 기업의 성장단계에 따른 자금조달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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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우리나라 성장단계별 모험자본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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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Venture capital
Private equity
Mezzanine cap
Loans
Subsidies

●

●

Investment
bank
Diversified
Shareholdings

●
●

Private equity
Mezzanine capital

구분

엔젤투자 1

액셀러레이터

크라우드
펀딩 2

벤처캐피탈 1

모태펀드 2

성장사다리
펀드 2

공급규모(억원)

265

-

143

20,858

12,220

23,996

지원기업수(개)

-

-

89

1,045

833

601

주 : 1은 2015년 말 기준, 2는 2016년 10월 기준
자료 : 구자현(2017)
Time


모험자본(risk
capital)은 일반적으로 창업기업 또는 초기기업을 대상으로 지분을 대가로 자금을 공급하는 투자성 자금을 의미하며, 원금 손실 위험이 있지만 투자
한 기업의 성장과 함께 고수익을 실현할 수 있다(구자현, 2017 재인용; BIS, 2011).

2


우리나라
벤처캐피탈의 유형으로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중소기업창업지원법 근거), 한국벤처투자조합(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근거), 신기술사업투자
조합(여신전문금융업법 근거) 등이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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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기업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형태와 현황에 대해 살펴보았다. 공급자의 입장에서 여러 자금의 원천과 규모가 확대되
었다고 말할 수 있지만 창업기업은 여전히 창업시 가장 어려운 점으로 운영자금의 부족을 꼽고 있으며, 자금조달은 자기자

미국의 창업정책 동향

본(44.4%), 금융기관의 융자 및 대출(23.1%), 정부 정책자금(16.8%) 등의 순으로 조달하고 있다. 창업가는 창의적 아이디

Startup America Initiative

어와 사업 구체화를 통해서 사회에 기여를 하고 있다. 따라서 사회는 창업가가 재산탕진이나 채무불이행의 걱정이 없이 오
직 창업에만 에너지를 쓸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 향후 창업자금은 투자의 방식으로 풍부하게 제공되어서 창업이 실패하
더라도 적어도 자금의 문제는 사회가 감수해야 할 필요가 있다(김선우 외, 2016). 창업가는 이미 많은 개인의 에너지를 투

구성 조만석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연구원)

입한 기회비용을 안기 때문에 균형이 맞다. 적어도 능력이 있는 사람이 창업을 하지 않는 이유가 자금의 결여에 기인해서
는 안 된다. 초기 창업기업을 위한 풍부한 투자자금이 마련되어야 하며, 의욕적이고 타당한 사업계획을 갖고 있는 창업가
들 또는 잠재적 창업가들에게 지원되어야 한다.

미국은 지난 2009년, 오바마 대통령이 국가 혁신을 위한 ‘미

출과 경제 성장이라는 큰 목표 하에서 각 단계 달성을 위한 구

또한 이것을 가로막는다고 여겨지는 애로사항이 개선되어야 한다(김선우 외, 2016). 우선, 창업 자금과 관련한 애로사항으

국혁신전략 (Strategy for American innovation)’을 발표한 이

성요소를 명확히 구분하여 실행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또한

로는 과도한 담보 요구(38.9%)가 가장 높았으며, 비재무적 요건에 대한 평가가 미흡(30.5%), 긴 심사 소요기간(29.2%) 등

후로 2011, 2015년에 업데이트한 백서를 발간해 오고 있다.

혁신 및 창업 정책에 대한 설명과 안내가 잘 완비되어 있다는

의 순으로 나타났다. 아직까지 남아있는 연대보증제도가 없어질 필요가 있다. 신용으로, 기술로 보증을 받고 자금을 융통

미국혁신전략은 아래 그림과 같이, 방대한 부문에 대한 전략

특징이 있다. 오바마 행정부는 Startup America Initiative를 통

할 수 있는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살아있는 연대보증제도의 전면 폐지가 필요하다.

과 정책들로 구성된 종합적인 산업진흥 및 과학기술진흥 전략

해 이루어지고 있는 정책들의 현황을 Progress report 형태로

둘째, 융자 반납기간 도래 시 평가를 통하여 기간을 연장할 수 있어야 한다. 창업기업은 평균 3년 정도까지 매출 없이 열정

이며, 이를 크게 ‘혁신을 위한 재료’ 와 ‘전략적 계획들’ 부분으

제공하며, Startup America Initiative의 각 목표를 달성하기 위

과 끈기로 버틴다. 은행대출 만기 시점에 기업은 ‘죽음의 계곡’을 넘고 있을 경우가 많아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여 대출기간

로 나누고 있다.

한 정책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현재 입법대기 상태인지, 실행

을 연장 혹은 추가 자금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생태계가 조성되어야 한다.

이러한 미국혁신전략의 한 축으로, 2011년 오바마행정부는

또는 준비 중인지를 명시한다.

셋째, 창업에 관심 있는 사람이면 가까운 곳에서 창업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학생이

고성장 스타트업을 육성하여 넓은 범위의 경제 성장과 양질

오바마 행정부에서는 대통령과 백악관 차원에서 직접 혁신·

라면 대학의 기술지주회사를 통해 보다 쉽게 투자를 받을 수 있어야 하고 자회사 20% 지분 규정을 학생 창업기업의 경우

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Startup America Initiative’를 발족

창업 전략을 주도하였는데, 이러한 노력으로 행정부 산하 부

는 5%로 완화하는 등의 조치도 필요하다.

한 바 있다. 이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기업가와 기업들, 대

처들의 원활한 역할 조정과 필요한 입법 진행, 효과적인 예산

학, 재단, 연방정부가 협동하는 체제로서, 고성장 스타트업을

집행, 민간과의 방대한 협력이 가능했다. 더불어 혁신 및 창업

위한 자본 접근성 확대, 기업가를 위한 교육 및 멘토링 프로그

전략에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보완과 개선이 이루어진 것에서

램 확대, 1,480억 달러 규모의 연방정부 R&D의 사업화를 강

오바마 행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보인다. 다만 향후 트럼프 행

화하여 스타트업과 신산업 창출, 고성장 스타트업을 위한 규

정부에서 혁신 전략과 창업 전략을 어떻게 계승하고 바꾸어갈

제 장벽 식별 및 제거, 대기업과 스타트업의 협력 확대의 5가

것인지를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지 부분으로 이루어진다. 오바마 행정부
<그림 1> 2015 미국혁신전략의 구조

의 창업을 위한 이러한 노력은 2010년
이후 1,550여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했으

Strategic
Initiatives

Creating Quality Jobs and
Lasting Economic Growth

Creating Breakthroughs
for
National Priorities

Delivering Innovative
Government with
and for the People

며, 스타트업 액셀러레이터 프로그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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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30여개에서 2015년 170여개로
Fueling the Engine of
Private Sector Innovation

증가하고 벤처캐피탈의 투자 규모 역시
200% 성장하는 성과를 달성하는 밑거름
이 되었다.
이와 같이 미국의 혁신 및 창업 정책은
전략적 관점이 뚜렷한데, 특히 일자리 창

Empowering a Nation of Innovators

Ingredients
for
Innovation
Investing in the Building Blocks of Innovation

자료 : The White House (2015), A STRATEGY FOR AMERICAN INNOVATION, pag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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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 창업정책 동향

「The Economist」에서 주목하는 창업 현상

Entrepreneurship 2020
구성 손하늬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연구원)
구성 서여주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연구원)

2010년대 초반에 시작된 스타트업 붐은 다양한 매체에서 창업과 기업가정신에 주목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본고에서는
영국 「The Economist」 지에서 최근 3년여간 다루고 있는 창업과 관련된 주요 기사들을 살펴보고, 이를 통한 세계적인 창

22

장기화 되고 있는 유럽의 경기침체와 유럽연합 회원국의

고하는 것이다. 빈곤퇴치 및 사회적 배제 극복 (European

교류 증가는 유럽인들에게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다양한

Platform against Poverty and Social Exclusion)의 추진배경

변화를 생산해내고 있다. 유럽연합은 이러한 변화를 극복

으로는 EU 5억 인구 중 어린이 2천만 명, 노동인력의 8%를

산업 전반을 재구성하는 디지털 스타트업 붐

생태계와 시스템 내의 고성장 혁신기업의 중요성을 강조하

해야 할 도전과제로 판단하였고, 이러한 도전과제가 기업

포함하여 총 8천만 명(1/6) 이상이 빈곤 상태에 놓여 있으며,

(A Cambrian moment, 2014.1.18.)

며, 많은 수의 스타트업이 아닌 민간과 공공 간의 상호작용

가정신 함양을 통해 달성될 것으로 보았다.

이들은 최근의 금융위기로 가장 큰 피해를 입어 EU차원에서

최근의 디지털 스타트업 붐은 5억 4천여 년 전에 있었던

을 기반으로 한 혁신 생태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유럽은 2000년대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EU펀드, 특히 유럽사회펀드를 활용하여 사회적 동반(social

캄브리아기 폭발에 비유할 만한 현상이다. 캄브리아기 폭

과 고용창출을 위해 기업가정신의 함양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inclusion) 목표 달성을 지원하고, 미래 EU 펀딩에서 사회정

발로 인해 동물의 세계가 다양해진 것처럼, 디지털 스타트

파괴적 혁신을 통해 경제 부흥을 일으키는 혁신적 기업가의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2000년 3월 리스본에서 유럽 경제

책의 우선순위를 제고하는 것이다.

업들이 놀라울 만큼 다양한 서비스와 제품들로 부흥하고

중요성 (What exactly is an entrepreneur?, 2014.2.16.)

를 2010년까지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 있고 역동적인 경제체

유럽 2020 전략의 목적인 경제성장과 고용 창출을 달성하기

있으며 이는 산업 전반을 재구성하고 기업의 정의까지 변

기업가(entrepreneur)를 ‘혁신가로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

제」로 만들자는 경제개혁 전략을 채택하여 시행하였고, 2006

위하여 기업가정신 2020 실천계획(Entrepreneurship 2020

화시키고 있다. 이는 세계적 현상으로, 90년대 인터넷 버

아 고성장기업에 구현하는 사람’으로 보는 관점을 제시한

년에는 오슬로 아젠다를 통해 기업가정신 함양을 위한 교육과

Action Plan)을 수립하였다. 다시 말해, 본 실천계획은 유럽의

블과는 달리 견고한 토대를 기반으로 당분간 지속될 것으

슘페터는 기업가를 다른 중소기업과 비슷한 비즈니스를 세

정의 기본 틀을 제시하였다. 이후 유럽연합은 리스본 전략 추

기업가정신을 발휘하기 위한 결정적인 공동행동의 청사진이

로 전망된다. 링크드인과 에어비앤비, 우버 등의 스타트업

우는 기업가(Replicative entrepreneur)와 기존 방식을 해체

진 결과와 EU의 당면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새로운 EU 성장

며, 회원국들 간의 장애물을 제거하고 잠재력을 키워 새로운

들이 각각 채용, 호텔, 택시 비즈니스를 근본적으로 바꾸고

하는 기업가(Innovative entrepreneur)로 구분하였다. 대부

전략인 유럽 2020 전략(Europe 2020 Strategy)을 수립하였다.

사업의 창출을 용이하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뒤흔드는 것에서 알 수 있듯, 스타트업 붐은 미래의 경제가

분 사람들이 사회의 기업가성을 중소기업 수, 창업기업 수

유럽 2020 전략의 7대 핵심정책(Flagship Initiatives) 중 역동

이를 위해 핵심 실천사항은 첫째, 기업가적인 교육과 훈련

어떻게 구성될 것인지 새롭게 제시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등 첫 번째의 개념에 따라 측정하는 모순을 범하나, 성공적

적 청년(Youth on the Move), 새로운 기술과 일자리 (Agenda

을 통해 새로운 기업가 세대를 배출하고, 둘째, 기업가가

for new skills and jobs), 빈곤퇴치 및 사회적 배제 극복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기업가가 되는 방법을 효

중요한 것은 스타트업이 아닌 고성장 혁신기업과 혁신 생태

들을 파괴하여 규모를 확보하고, 경제 부흥을 일으키며 고

(European Platform against Poverty and Social Exclusion)은

과적으로 지원하며, 셋째, 유럽에서 기업가정신의 문화를

계 (Startup myths and obsessions, 2014.2.3.)

용을 창출한다.

기업가정신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역동적 청년 (Youth

활성화하는데 기여하는 롤 모델을 발굴하고 특별한 집단

「The Entrepreneurial State」의 저자인 SPRU의 마리아나

현대 경제에서 어떻게 그러한 기업가를 더 많이 만들어낼

on the Move)의 핵심정책의 배경은 5백만의 유럽청년이 구

즉 여성, 노인, 이민자, 청년 등의 접촉을 넓혀 이들에게 기

마주카토 교수는 기술 스타트업의 성장이 구식 경제에서

수 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설명이 아직 부족한 상태

직활동을 하고 있으나 상당수가 능력과 경험이 없어 취업하

업가정신을 함양하도록 하는 것이다.

‘High quality’ 직업이 부족한 데에서 드러난 현상이라고 지

이나, 높은 세금이 복제형 기업가(Replicative entrepreneur)

지 못하는 현실을 반영해, 지식, 기술, 경험을 전수하는 교

따라서 유럽의 기업가정신의 함양은 개인의 진로나 경제역

적한다. 이는 스타트업에 대한 신화에 근거한 정책의 결과

를 더욱 양산하며 기업가 개념의 혼동은 혼란스러운 정책을

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새로운 기술과 일자리

량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EU차원의 범유럽 개발

이기도 한데, 영국 정부는 SME와 스타트업이 실질적으로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Agenda for new skills and jobs)의 기본목표는 2020년까

적인 관점에서 장기적이고 광범위하게 다루어져 왔으며 이

일자리 창출, 생산성, 혁신과 같은 경제적 가치를 갖지 못

지 20-64세 남녀의 고용률을 75%까지 달성하고, 학생의 중

는 향후 기업가정신을 통해 사회통합의 중요한 대안이 될

함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지원을 하고 있다. 마주카토 교수

스타트업 붐이 실질적으로 경제에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퇴율을 10%이하로 축소하며, 대학교육 진학률을 40%로 제

수 있다는 흐름을 확인할 수 있다.

는 신생기업이나 기업가 자체가 아닌 그들이 이루는 혁신

현상 (Startup fever, 2014.9.20.)

업 흐름과 기업가정신에 대한 시각을 확인하고자 한다.

인 기업가는 월마트나 아마존과 같이 다른 소규모 경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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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트렌드
많은 영국인들이 Startup britain에 따라 비즈니스를 시작하였

점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으나, 스타트업 붐은 실질적으로 영국 경제에 큰 도움이 되

스타트업들과 상장기업의 주된 차이점은 소유주가 분명하

지 않는 것으로 드러난다. 여전히 기업가들은 선택보다는 필

다는 것이며, 이들은 기존의 기술을 활용하여 쉽게 확장할

요성에 의해 창업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와 같은 Necessity

뿐 아니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자금을 마련할 수도 있다.

entrepreneur들은 Opportunity entrepreneur에 비해 국가적 경

그러나 상장기업은 앞으로도 그들만의 위치를 지킬 것이고,

제성과에 별로 영향 미치지 못한다. 스웨덴의 경우 영국에 비

많은 스타트업의 실패와 무관하게 스타트업의 새로운 비즈

해 High value entrepreneur의 비중이 50% 높은 것으로 나타

니스 방식은 남을 것으로 판단된다.

Tunisia
Entrepreneurship in Engineering Schools1)
구성 손하늬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연구원)

나는데, 정부는 교육 수준이 높은 인재들의 창업을 확대시키
기 위해 기업에 직원들 업무시간 유연성을 제공하도록 하여,

스타트업 수의 증가를 넘어선 고성장 기업 양성의 중요성

풀타임 근무환경에서도 창업을 준비할 수 있게 해야 한다.

(Why British businesses don’t scale up, 2016.12.10.)

Introduction of Tunisia
%

27

창업 실패의 어려움과 실패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중요성

나 크고 생산성 높은 기업을 만들지 못하고 있다. 경제 전체

(Entrepreneurs anonymous, 2014.9.20.)

의 99%를 중소기업이 차지하나, 그 중 3년간 매출 또는 고

창업에 대한 선망 뒤에는 어려운 현실이 존재한다는 사실

용이 최소 20% 이상 증가한 고성장기업의 비중은 극소수인

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5년 이상 살아남는 스타트업들 중

것으로 나타난다.

절반이 VC의 투자 받은 기업들, 즉 일류기업들이며, 과거

영국의 많은 중소기업들이 성장을 원하나, 숙련된 직원을 찾

10년간 직원들과 기업가들 급여를 비교했을 때 기업가들

고 관리 기술을 갖추는 데에 어려움을 겪으며, 영국 전반에

의 급여가 35% 낮게 나타난다. 뿐만 아니라 창업가들은 고

서 2008년 이전의 침체 이후 상대적으로 일에 대한 기준이

독감, 감정적 중압감과 건강 문제 등 다양한 의미의 실패를

낮아져, 생산성이 낮게 나타난다. 이전의 정부가 소규모의

Tunisia is located next to Algeria and Libya which is at

경험하는데,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건강검진,

낮은 성과를 내는 기업을 다수 만들어냈다면, 앞으로는 가젤

the northern part of Africa in the Maghreb area. The

운동, 휴식, 사회적 네트워크, 의지할만한 친구 등이 필요

또는 고성장 기업을 양성하는 데에 집중해야할 것이다.

capital of Tunisia, Tunis, is located on the northeast

Slowdown of R&D increase and governmental

coast of the country. Tunisia has been declared an

support for innovation

이와 같이 「The Economist」 지에서는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independent republic since 1956 as it was a French

The R&D expenditure in Tunisia has been increasing

스타트업 부흥 현상이 대기업 위주로 형성되었던 기존의 경제

protectorate from 1881 to 1956. It is also the reason

steadily, but its estimated R&D is not significantly

why French is the language often used in various

different from middle income countries. The R&D

fields such as education and science after Arabic, the

efforts of Tunisia has not increased in relation to

official language of Tunisia.

GDP since 2004. The decrease in the number of

The Tunisian Revolution from 2010 to 2011, also called

engineering students seems to be related to this

the Jasmine Revolution, ended the dictatorship and

phenomenon. Since 2012, there is a continuous

led to the democratization of the country. However,

decrease in the number of students in engine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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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Map of Tunisia

하며, 사회에서 창업에 앞서 실패에 대한 현실적인 평가를
알 수 있게 교육해야한다.

24

Primaire et inférieur
Secondaire
Supérieur

32

영국은 Startup nation으로 성장하여 스타트업 성과는 높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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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Unemployment rate per education level

education in particular, is becoming more serious.

상장기업의 대체모델로 부상하는 스타트업의 새로운 비즈

구조를 변화시키고, 기본적 모델로 여겨지던 상장기업의 모델

니스 구조 (Reinventing the company, 2015.10.24.)

의 대체재로 부상하는 흐름을 다루고 있다. 또한 창업의 증가

우버와 에어비앤비와 같은 파괴자(Disrupters)가 산업에 관

가 경제 성장과 직결되지 않으며, 궁극적으로 경제적 성과를

계없이 비즈니스 방식을 재창조하고 있다. 이러한 반란 기

얻기 위해서는 단순한 기업 수 증가가 아닌 질적인 성장, 즉

업들(Insurgent companies)에서는 소유와 책임 간의 연결

고성장 기업의 양성이 중요하다는 점에 주목한다. 민간과 공

이 강하고, 창업자, 직원, 후원자가 직접적으로 통제권을

공의 협력을 바탕으로 한 혁신 생태계가 이러한 고성장 기업

as the instability of society increased, unemployment

schools and in the higher education system in general.

행사한다. 이와 같이 새로운 형태의 기업이 등장한 것은 기

양성에 전제되는 조건이라는 분석은 특히 눈여겨볼 만하다.

has become one of the most important concerns.

On the other hand, the Tunisian government continues

존 상장기업에 대한 실망에서 비롯되었다. 관리자들이 자

뿐만 아니라, 스타트업 신화에 가려 종종 간과되는 창업의 어

The unemployment rate of people with higher

to make efforts to achieve its main objectives in science

신들의 이익을 먼저 내세우고, 거대 금융 기관의 등장으로

려움과 실패로 인해 개개인이 겪는 고충을 사회적으로 사람

기업을 소유한 사람들과 기업 자체 간의 연결 관계가 약해

들이 제대로 알 수 있도록 실패에 대한 현실적인 평가와 사전

졌으며, 규정이 복잡해지고 상장이 어려워지는 등의 문제

정보의 공유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1

 글은 튀니지 고등교육과학연구부(MHESR) 국장이자 튀니지 Polytech 공과대학 학장 Essaieb Hamdi 교수가 2016년 9~10월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방
본
원 기간동안 작성한 컨트리 리포트와, 필자와 두 차례에 걸쳐 이루어진 인터뷰를 바탕으로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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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technology policy. One of which is promoting the

activities have been recognized as the essential efforts

creation of innovative companies which Tunisia targets

for engineering schools to support these aspects.

by using several funds to encourage the creation of

Pr. Essaieb Hamdi, who is Dean of Engineering

innovative companies based on research and industrial

Studies in General Directorate of Technological

innovation. Among these funds, only “Public Startups

Studies and who visited STEPI for his research

Nurseries” is entirely for startups that are less than a year

indicates that the Tunisian government expects to

old. The Public Startups Nurseries program was launched

boost entrepreneurial culture in engineering schools

in the 1980’s and mainly offers space for entrepreneurs in

as there are many students highly qualified and

various cities such as Tunis, Sfax, and Sousse.

skilled but are limited in number when it comes to
finding a good job in the current economic situation

구성 서여주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연구원)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과 (재)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수보다 낮았으나, 혁신주도형 국가들의 경우 둘 사이의 균형

은 경제 활력과 재도약을 위해 기업가정신의 함양과 확산

을 어느 정도 달성하고 있었다. 한국은 Enterprise cycle이 중

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기술창업 및 기업가정신」

간정도 수준(19개국 중 9위)이나 Humane cycle은 낮은 수

Promoting graduate entrepreneurship

which is why being an entrepreneur becomes a

In this context, Tunisia attempts to promote

better opportunity for them. For this objective,

entrepreneurship for students in higher education,

Tunisia attempts to benchmark cases of other

정책교류회 세미나를 통해 국내 최고의 전문가들과의 연구

준(19개국 중 16위)을 나타내, Humane cycle 측면의 증진을

especially in engineering schools. According to OECD,

countries and cooperate with higher education

교류를 활성화하는데 상호 협력하고 있다. 이에 2017년 첫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듯 사람 중심 기업

Tunisian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 have the potential

institutions abroad. Pr. Essaieb Hamdi mentions that

번째 정책교류회 세미나에서는 최근의 국가발전 패러다임

가정신에서는 사업 중심과 사람 중심 요소들 간의 균형이 잡

to play an important role to encourage economic and

the cooperation with Korea will also be desirable

의 전환적 관점에서 ‘기업가정신에 대한 트렌드’를 파악하

힌 총체적 기업가정신(Total Entrepreneurship)을 추구한다.

social changes that create employment for young

since Korea has experience in the fields of science

고자 KAIST 배종태 교수와 사람 중심 기업가정신(Humane

사람 중심 기업가정신은 창의적 조직을 구축하는데 기여

people and lead the dynamism of growth-oriented

and technology policies and has had a remarkable

Entrepreneurship)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할 수 있다. 조직의 여러 구성원들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환

record in governmental support.

사람 중심 기업가정신의 요체는 기업가가 꿈을 가지고 이

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새로운 패턴과 발전 경로

를 구성원과 공유하면, 전 구성원은 흥이 나서 일하고 이것

를 ‘발견’할 수 있으면 그 기업에서는 최고경영자에게만 의

이 가치와 고용창출, 건강한 사회로 연결된다는 것이다. 보

존하는 기업에 비해 동태적 안정을 향유할 확률이 높아진

다 구체적으로, 우선 기업가는 ‘Envisioning(기회포착·비

다. 그러므로 사람 중심 기업가정신을 기존 인적자원관리

전제시), Enthusiasm(열정·도전), Enlightenment(변화·개

(Human Resource Management: HRM)의 확장이 아닌 사

선), Experimentation(혁신), Excellence(탁월성)’이라는 5원

람의 내면적 가치창출에 중심을 둔 인적가치관리(Human

칙을 통해 자신의 꿈을 구체화해야 하고, 5E요인을 사업 중

Value Management: HVM) 측면에서 보는 것이 합당하다.

심적 순환(Enterprise cycle)으로 개념화할 수 있다. 더불어,

이렇듯 사람 중심 기업가정신은 국가 및 기업의 지속가능

기업가 자신의 꿈을 ‘Empowerment(권한부여), Ethics(청

한 기업가정신을 보여주는 새로운 이론적·실증적 개념이

지기 정신), Equality(공정·평등), Engagement(동기부여),

될 수 있으나, 연구모델의 타당성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데

Ecosystem(생태계 육성)’의 5원칙에 따라 구성원들과 함

이터 수집 및 관리와 10E 지표개발에 있어서의 엄밀한 검

께 공유해야 한다는 5E요인은 사람 중심적 순환(Humane

증이 필요하다. 또한 지속적인 실증연구와 성공사례 연구를

cycle)으로 개념화될 수 있다.

통해 기업경영과 정책적 측면의 시사점을 발견하는 것 역시

또한 이번 2017년 세미나에서는 세계중소기업협의회

중요한 점이다.

(International Council for Small Business: ICSB)와 한국중

본 정책교류회 세미나는 과학기술혁신(STI) 정책 관점의 기

소기업학회에서 발표된 ‘사람 중심 기업가정신 백서’의

업가정신 연구가 부족한 상황에서 새로운 기업가정신 모델

Enterprise cycle과 Humane cycle의 국가별 비교 결과를 논

의 필요성을 확인시켜주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2)

economic. Entrepreneurship education and start-up

<Table 1> Public funds for the creation of innovative companies
Measure/tool

Definition/Mission

Managing entity

Beneficiaries

FOPRODI
(Fonds de Promotion
et de Décentralisation
Industrielle

Aims to the creation of a new generation of
Agence de
New promoters
entrepreneurs, to the promotion and the development
Promotion de
and small
of the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in the
different fields of industry and services for industry l’Industrie et de
and medium
and the implementation of incentive measures for l’Innovation (APII)
enterprises
the regional development

IKDAM

A public seed fund that aims to strengthen the
innovative activities of startups at the early stage

A society for Assistance and Asset Management of
SAGES Capital
(Société d’Assistance et Spin-Off Funds. It is a public venture capital firm
specialized in investments in early seed/startups,
de Gestion des Fonds in growth capital and in leveraged buyouts,
d’Essaimage)
turnaround, and restructuring transactions
Public Startups Nurseries Infrastructure spaces equipped to host
entrepreneurs when they start launching a
(Pépinières d’entreprises) promising business.
Source: Visiting Researcher Program Country report (Hamdi,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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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기업가정신 모델,
사람 중심의 기업가정신

OECD(2012), 「Entrepreneurship, SMEs and Local Development」

IKDAM Gestion

SAGES Capital

Agence de Promotion
de l’Industrie et de
l’Innovation (APII)

Small and medium
sized companies
operating in all
business sectors
Innovative
Startups

의하였다. 대체로 Humane cycle 점수는 Enterprise cycle 점

27

Entrepreneurship Korea, 2017, Vol.5

주요행사

대전 지역의
기술 기반 창업생태계와 기업가정신
구성 길운규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연구원 · 도룡벤처포럼 기획위원)

팁스(TIPS) 유치 경험 공유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2017년 연구원 창업 지원 계획

중소기업청의 팁스(TIPS, Tech Incubator Program for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의 연구원 창업은 우리나라 기술

Startup)는 초기 스타트업의 성장을 위해 민간 투자 주도로

창업의 흐름과 매우 유사한 형태를 보이고 있다. ETRI 출신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이다. 한국스마트인증㈜ 문기봉 대표

의 연구자들은 본인의 ICT 기술력을 활용하여 창업하였고,

는 차세대 동형 암호 기술을 기반으로 편리하고 안전한 모

벤처붐 시기에는 IPO/M&A 등 우수한 성과를 거두는 등 기

바일 생체인증 솔루션 사업을 진행 중이며, 2016년 4월 서

술창업 생태계 조성에 톡톡한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ETRI

울대기술지주사의 주관으로 팁스 스타트업 팀에 선정되었

역시 버블로부터 시작되는 창업 침체기는 비껴가지 못했

다. 보안 분야에 세계적으로 우수한 연구 인력을 보유한 서

고, 이는 2010년까지도 지속되었다.

2017년 2월 16일, 대덕연구단지에 위치한 대덕테크비즈센

카우프만 창업 활동 지수, EU의 REDI 등 다양한 지수가 개

울대학교 연구팀으로부터 기술이전을 수행하였으며, 현재

ETRI는 2011년을 기점으로 기술창업 활성화를 위해 예비

터(TBC)에서 ‘도룡벤처포럼’이 개최되었다. 이미 지난해 서

발되어 사용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기업가정신에 대

공동 연구개발을 통해 사업 아이템을 강화하고 있다. 문기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내부 연구원을 기업가로 육

포터즈를 통해 소개된 바 있는 도룡벤처포럼은 정부출연연

한 데이터의 지속적인 축적과 연구가 매우 부족하다는 점에

봉 대표는 팁스 팀 선정을 통해 국내 창업 생태계가 아이

성하고 있다. 현재까지 46팀이 예비창업지원 과정을 수료

구기관, KAIST, UST 등 우수한 기술인재들이 포진되어 있

서 본 연구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디어만 있어도 창업하기 좋은 구조로 진화함을 느낄 수 있

하였고, 이를 통해 42개의 법인이 설립되었다. 2017년에

는 지역적 강점을 가지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창업문화 확

국내 지역별 기업가정신 수준을 평가하기 위해 3P 지수를

었다고 한다. 또한 팁스가 사업 영역을 확장하는 데에도 매

도 ETRI의 기술과 외부 비즈니스 아이디어의 결합을 통해

산을 위해 운영되고 있다.

개발하여,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별 강점을 진단하고

우 강력한 힘을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해외 시장 진출에

창업을 수행하는 ‘아바타 창업’ 공모전을 개최한다. 올해로

이번 포럼에서도 다양한 강연과 피칭이 진행되었다. 먼저

그에 따른 차별화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했다. 대전의 경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네 번째인 아바타 창업을 통해 우수한 외부 예비창업자가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이정우 부연구위원의 지역별

우, 인식과 성과 부분에서는 상당히 낮은 수준에 불과하지

기업가정신에 대한 연구 발표를 통해 대덕의 기업가정신에

만 창업 잠재력에서는 매우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잠

대해 논의를 나누었다. 다음으로 ETRI 창업공작소를 통해

재력 강점’ 유형 지역으로 분류된 대전은 예비창업자 인력

드론(Drone) 관련 사업을 추진 중인 황상연 예비창업자의

및 창업 지원 인프라가 잘 갖춰졌으며, 이러한 특성을 더욱

피칭이 이어졌다.1) 이어서 생체인증 기술을 기반으로 창업

활용할 수 있는 정책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결론이었다.

ETRI의 기술을 통해 더욱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하여 현재 TIPS 프로그램을 통해 성장 중인 한국스마트인증
㈜ 문기봉 대표의 발표가 진행되었다. 마지막으로 한국전자
통신연구원(ETRI) 길운규 연구원의 2017년 예비창업자 및
창업기업 지원 방안에 대한 발표 후, 질의·응답과 참여자
전원의 네트워킹이 이뤄졌다.

지역별 기업가정신 연구
한국스마트인증㈜ 문기봉 대표의 강연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이정우 부연구위원의 지역별

참여자 네트워킹

기업가정신에 대한 연구 발표를 통해 대덕의 기업가정신 및
스타트업 생태계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졌다. 본 연구는 기

지역별 기업가정신연구에서도 분석된 것처럼 대덕은 창업가 잠재력이 우수하다. 이 날 행사에서도 단순 아이디어 창업이

업가정신의 기여도 연구를 위해 국가·지역·도시 차원의

아닌 출연(연)의 기술을 활용하는 비즈니스 모델이 공유되었다. 현재 도룡 벤처 포럼은 대덕에서 세종, 충북까지 그 지경을

분석이 필요함에 따라 수행되었는데, 해외의 경우 미국의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이정우 부연구위원의 발표

넓혀가고 있다. 도룡벤처포럼을 통해 기술창업 생태계의 다양한 구성원이 자유로운 네트워킹을 통해 협업하며, 지난 1월
포럼 쿨리지코너인베스트먼트 권혁태 대표가 제안한 “City of CTO”의 대덕 생태계가 더욱 단단해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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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창업자의 비즈니스 모델 피칭은 아이디어 보호를 위해 자세히 공개하지 않음을 양해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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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한국의 Young Innovators 사례집 발간 안내
STEPI는 올해 개원 30주년을 맞아 지난
2013년부터 혁신기업연구센터 주도로 개최
한 Young Innovators Talk 행사를 돌아보고,
한국의 대표 Young Innovators의 성공 스토
리를 대중에게 공유·확산하고자 사례집 단
행본 ‘한국의 Young Innovators’를 발간합니
다. 혁신적인 사업모델로 시장가치를 창출하
는 30인의 대표 Young Innovators의 사례를
통해 많은 청년들이 창업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희망합니다. 아울러 사례
집 발간과 함께 3월 31일부터 5월 1일까지
한 달여간, Young Innovators 사례를 Young
Innovators Talk 행사 강연 영상과 함께 페
이스북 그룹(https://www.facebook.com/
groups/stepiyit/)을 통해 하루에 한 명씩 공
개하는 ‘30일간의 놀라운 시간 여행’도 계획
되어 있으니 독자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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