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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창업생태계의 글로벌 경쟁력 진단
글 임채윤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창업생태계란 아이디어와 기술을 가진 창업자, 가능성이 있는 초기기업, 멘토와 자본을 보유한 인큐베이터, 그리고 시장의
초기 수용자와 미디어 등을 구성요소로 하는 하나의 사회로 정의된다. 특히, 창업생태계는 구성요소 간 상호작용(interact)
과 지원을 통해 각자의 가치를 향상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한 생태계의 강화를 특성으로 한다.(Aleisa, 2013)
우리나라의 경우 1997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 이후 벤처기업, 벤처캐피탈, 회수시장을 중심으로 한 생
태계 조성 정책을 20년간 시행해 오고 있다. 벤처정책 20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우리나라의 창업생태계는 국제적으로 어
떤 수준에 머물고 있는가를 국내적 시각보다는 국제적인 시각에서 면밀히 살펴보는 것은 향후 우리나라의 창업정책을 재
설계하는데 함의를 가질 것으로 생각된다.

글로벌 창업생태계 조사보고서(Global Startup

둘째, 생태계의 규모, 경험, 자원의 규모와 자원유치 매력

Ecosystem Report 2017 ; GSER 2017)

도, 대형 회수로 발생하는 생태계 성장의 촉발(Trigger) 요

2011년부터 시작된 “글로벌 창업생태계 조사보고서”는 창

인을 평가 한다.

업자, 투자자의 전략적 의사결정을 위한 객관적 데이터 제

위와 같은 평가의 목적과 기본적인 가정을 바탕으로 평가

공과 개별 생태계의 취약점 파악 및 보완을 위한 정보제공

를 실시하고 있으며, 평가의 핵심적인 내용은 기술창업의

등을 목적으로 전 세계 55개 도시의 창업생태계1) 순위를

양적 규모와 함께 질적 가치, 원활한 초기창업 자원 공급,

발표하고 있다.

글로벌 시장으로의 확장성 등으로 구성된다.

동 보고서에서 사용되는 평가지표는 “어떤 생태계가 초기
창업2)에 대해 글로벌 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국내 창업생태계의 수준

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목적으로 하고 있

앞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동 보고서에서 대상으로 하고 있

으며, 다음과 같은 내용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는 창업생태계는 세계 55개 도시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첫째, 생태계의 발전단계를 활성화단계, 국제화단계, 확장

20위까지 순위를 소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서울이

단계, 통합단계로 구분하고 개별 생태계의 발전단계를 평

대표적인 창업생태계로 소개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세계

가 한다.

20위권에 포함되고 있지 않다. 본고에서는 세계 20위로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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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서에서는 생태계의 공간적 범위를 반경 100km 이내로 제한하고 있지만, 실제 적용은 거대 도시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동
동 보고서에서 다루는 창업은 생계형 창업보다는 기술창업(Tech Startup)을 중심으로 평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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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되고 있는 인도 방갈로르(Bangalore)와 비교함으로써 국

기술창업의 가치를 보여주는 생태계의 가치는 서울이 방갈

내 창업생태계의 글로벌 경쟁력의 취약점을 살펴보고, 개

로르에 비해 약 12%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기술

선방향을 제시한다.

창업의 글로벌화를 보여주는 해외고객 비중은 58%, 그리

<표 2>를 살펴보면, 방갈로르에 비해 서울의 생태계는 성

고 글로벌 연결성은 25% 수준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과, 투자, 글로벌 시장접근성 측면에서 아직 낮은 수준에 머

국내 창업생태계의 글로벌 연결성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세

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계적인 선도 기업이 국내 기술창업에 관심을 가질 수 있어

서울의 경우 인터넷 인프라, 기술창업의 양적 규모, 투자시

야 한다. 이는 기술창업의 양적규모에서 비롯되기 보다는

장의 개선 등 글로벌 TOP 20권으로 도약할 수 있는 인프라

글로벌 시장에서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한 사례가 다수 나

를 구축하고 있지만, 회수시장의 취약성, 그리고 글로벌 시

타나야 한다.

장과 연결성 부족 등 기업의 성장 기반이 취약한 것으로 분

따라서 정부는 기술창업의 양적 확대 보다는 글로벌 시장

석하고 있다.

을 적극적으로 공략할 수 있는 아이템 발굴과 선별을 통한

개별 지표별로 내용을 살펴보면, 생태계의 성과 중 회수된

집중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표 1> 서울과 방갈로르의 창업생태계 비교
지표

세부지표

서울

방갈로르

1,500~3,400개

1,800~2,300개

4.5

4.7

24억불

190억불

174,000불

229,000불

초기창업 투자 성장지수

5.2

4.7

VC의 투자경험 지수

8.4

7.3

해외고객 비중

14%

24%

글로벌 연결성

2.1

8.3

유경험 소프트웨어 기술자 비중

68%

68%

38,000불

86,000불

유경험 고용의 증가율

76%

60%

비자 발급율

25%

21%

4.1

4.9

731

359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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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창업 수
생태계의 성과

기술창업 성장지수
생태계의 가치
초기창업의 평균 투자규모

투자

시장 접근성

소프트웨어 기술자의 급여
인재

창업경험지수
기업가
자원 매력도
창업
자료 : Startup Genome(2017), Global Startup Ecosystem Report 2017,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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