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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창업생태계의 생존 전략 ‘글로벌화’

세계적으로 창업이 증가하고 스타트업 문화가 확산되면서, 창업자와 예비창업자 뿐 아니라 투자자, 지원기관 등 다양한
관계자들이 이루는 ‘창업생태계’가 형성되었다. 한국의 창업생태계는 수도권 지역, 그 중에서도 강남·역삼권을 중심으
로 양적인 팽창을 계속하여, 어느 정도 토대를 갖추게 되었다. 이러한 기반 위에서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전략을 고
민하는 창업생태계 구성원들에게 핵심적인 쟁점이 되는 것이 바로 글로벌화이다. 글로벌화는 스타트업들의 해외 시장
진출부터 외국 플레이어들의 국내 생태계 유입까지 다양한 요소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창업생태계를 풍부하게 만들기
위한 전략일 뿐 아니라, 국제적으로 다른 창업생태계들과의 연결을 통해 생태계를 확장하는 의미도 지닌다. 세계적으로
도 생태계의 글로벌화는 선택이 아닌 생존을 위한 필수 전략으로 여겨지는 추세이다. 그렇다면 한국 창업생태계의 현주
소는 무엇이며, 어떠한 방향성을 바탕으로 한 글로벌화 전략을 세워야할까?

이번 「Entrepreneurship Korea」 6호에서는 이와 같이 한국 창업생태계의 생존 전략으로서 ‘글로벌화’에 초점을 두고, 포
커스에서 이와 관련된 주요 쟁점들을 다루고자 한다. 먼저 첫번째 글 ‘창업생태계의 글로벌화가 가지는 의미’는 세계적으
로 특정 창업생태계가 국제적 연결성(Global Connectedness)을 갖추고 글로벌화되는 것이 어떠한 이점을 주는지를 다
루며, 한국 창업생태계에게 글로벌화가 생존 전략으로서 작동할 수 있는 필연성을 서술한다. 다음 글에서는 현재 한국 창
업생태계가 얼마나 글로벌화되어 있는지, 어떠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지 살펴본다. 뒤이어 한층 더 심화된 주제
로 한국 내 외국인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창업 인식 조사 결과를 통해, 이들이 국내 창업생태계의 글로벌화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지를 짚어본다. 또한 이러한 논리적 기반을 바탕으로 다음 글인 ‘한국 창업생태계의 글로벌화 전략 및 과
제’에서는 한국 창업생태계가 아시아, 나아가서는 글로벌 창업허브로 발돋움하기 위한 단계적 정책방안을 제안한다. 마
지막 기사는 글로벌 스타트업 지원 프로그램과 성공사례를 소개하며 이러한 논의를 마무리 짓고 있다.

이 외에도 이번 호에서는 ‘영이노베이터’에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류 콘텐츠를 번역하여 제공하는 「문락(MoonROK)」의
Hannah Waitt 대표를 인터뷰하였다. 또한 4월과 6월에 각각 고려대와 제주대에서 개최된 영이노베이터스토크 행사를 소
개한다. 이와 함께 지난 호부터 지속적으로 연재하는 기업가정신 모니터링 섹션에서는 온오프라인 창업문화 플랫폼의
종류와 현황을 모니터링하여 국내 창업문화의 기반을 이해하고자 하였고, 창업교육 전문가 라운드테이블을 통해 창업교
육의 질적 전환을 위한 과제들을 살펴보았다. 더불어 글로벌 트렌드로서 OECD의 학생 기업가정신 지원 정책을 리뷰하
고, 국내의 글로벌 창업지원정책을 정리하여 소개하였다.

이번 호에서 제시하는 생존 전략으로서 ‘한국 창업생태계의 글로벌화’에 대한 주제의식이 다양한 관계자들에게 공감을
이끌어내는 역할을 하고, 단순히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을 논하는 글로벌화가 아닌 다각적인 가치 창출을 목표로 하는 생
태계의 글로벌화를 위한 논의의 토대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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