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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스타트업 지원 프로그램 및 성공사례
글 이정우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제한된 국내시장 규모의 한계를 극복하고 해외로 시장을 확대하기 위한 국내 스타트업들의 해외시장 진출(Out-Bound)
이 활발해지고 있다. 하지만 해외 시장에 대한 이해와 정보의 부족, 언어 장벽 등의 이유로 해외 시장 진출에 많은 어려움
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최근에는 창업 시작이나 초기 단계부터 글로벌 시장을 목표로 하는 ‘본 글로벌
(Born Global)’ 스타트업이 더욱 활성화되고 있다.
한편, 스타트업의 글로벌화 추세에 따라 외국의 우수 인력 및 기술의 국내시장 진입(In-Bound)의 중요성도 함께 부각되고
있다. 하지만 외국인의 국내 창업비자 문제와 창업팀 구성 등에 애로요인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스타트업의 Out-Bound와 In-Bound를 모두 활성화하고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 정부에서는 다양한 글로벌 스타트업
지원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하고 있다. 2015년부터 효율적으로 정부의 창업지원사업들을 안내하기 위해 통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K-Startup 홈페이지에서는 <표1>과 같이 분야별로 주요 글로벌 창업지원사업을 분류하고 있다.
정부의 글로벌 창업지원사업의 수혜를 받은 성공사례들을 살펴보자면, 먼저 Out-bound에 성공한 ‘에디켓’을 들 수 있다.
에디켓은 온라인 영어교정 서비스 스타트업으로 미국에 진출하여, 한국법인 주식을 미국법인에 출자하고, 한국 주주들이
미국법인 주식을 갖게 하는 플립(Flip)1) 을 통해 실리콘밸리에서 30만 달러의 투자유치를 달성한 바 있다. 해외 투자자들이
<표 1> 주요 중앙부처 글로벌 창업 지원 사업 목록
분야

창업
교육

시설
·
공간

사업명

대상

다국적 스타벤처
육성 프로그램

BM/아이템 글로벌화
희망 예비창업자 및 스타트업

K-Global 빅데이터
스타트업 기술 지원사업

빅데이터 기반
예비창업자/스타트업

K-Global 스마트콘텐츠
허브 활성화 지원사업

스마트콘텐츠 관련 분야 국내
중소기업

K-Startup
그랜드 챌린지

한국에서 비즈니스를 시작하고
자 하는 해외 스타트업

예산 및 규모

주요 지원 내용

6억원,
60개

•상시 멘토링, 맞춤형 컨설팅, 다국적화 및 BM/아이템
글로벌 역량 강화, 스케일업 캠프

9.4억원,
300개

•빅데이터 분석 기술 교육, 빅데이터 인프라 지원, 작
업 공간, 기술 멘토링

8억원,
40개

•스마트콘텐츠센터 입주기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 제공 및 콘텐츠 품질 향상 지원

45.8억원, •국내 정착 및 원활한 사업화를 위한
50개
엑셀러레이팅, 투자 연계 등을 지원

K-Global 기업가정신 및 ICT 기반 스타트업, 중소·중견벤

기업가정신
교육: 스탠포드대학 디자인 씽킹 교육 참가 지원
7억원,
인큐베이팅 인턴쉽
처기업 대표, 글로벌 진출 가능한
•인큐베이팅 인턴쉽: 해외 현지
30개
멘토링
(선진 글로벌 교육 제공) 제품·서비스 보유 스타트업
엑셀러레이터·투자사 연계 프로그램 제공
·
K-Global 창업 멘토링
•전담 멘토링, 맞춤형 실전 창업 교육,
컨설팅
ICT, 과학기술 분야 창업 초기,
29.9억원,
(벤처 1세대 멘토링
멘티 투자 역량 강화, 해외 글로벌 파트너십 체결 프
재도전 기업 및 대학창업동아리
93개
프로그램 운영)
로그램 수혜 기회 제공
사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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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Global Startup
공모전 (일반)

상용화되지 않은 인터넷 기반의 아이
디어/기술 보유 개인(팀) 및 스타트업

8억원,
50개

•개발 공간 및 인프라 제공, 서비스 개발 및 사업화 지원,
우수 스타트업 시상 및 창업자금 지원, 해외 진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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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화

K-Global 스타트업
다국적화 지원사업

ICT 분야 해외 인재 채용 계획을
가지고 있는 국내 스타트업

1.7억원,
100개

•해외 인재 채용시 인건비 지원, 비자 발급 및 노무 지
원, 다국적 조직 문화 개선 및 다국적 우수 사례 발
굴·홍보 지원

민·관 공동 창업자
발굴·육성 (TIPS 해외
마케팅 자금 지원)

TIPS 창업팀 중 7년 미만
창업기업

60억원

•해외 액셀러레이터 프로그램 참여,
해외 전시회 참가비, 현지 법인 설립 등에 활용 가능
한 마케팅 자금 지원

R&D

K-Global ICT 유망기술 개
예비창업자 및
발 지원사업 (ICT 창업·
국내 중소·벤처기업
재도전 기술 개발 지원)

1.5억원,
20개

•창업 및 재도전 기술 개발 지원

판로

글로벌 창업기업
발굴·육성 프로그램

5년 미만 창업기업

33억원,
60개

•사전 멘토링, 현지 보육 및 현지 사업화 자금, 국·내외
유통 플랫폼, 전시회 참가 지원

K-Global
해외 진출 사업

ICT 분야
중소·벤처기업

52억원,
100개

•법률·특허·회계·마케팅 컨설팅, 국내·외 투자 유
치 지원, 해외 진출시 현장 적용 가능한 실무 교육,
K-Global 스타트업 허브內 사무 공간 지원

400억원

•과제 당 최고 20억원

·
해외
진출
정책
자금

K-Global 정보통신
ICT 및 ICT 기반 융합 분야 기술
응용 기술 개발 지원사업 개발 희망 중소기업

자료 : www.k-startup.go.kr, www.nipa.kr

투자의 전제 조건으로 플립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은데, 스타트업이 감당하기에는 이 절차가 매우 복잡하고 소요비용이 막
대하여 거액의 해외현지 투자유치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스타트업계에서는 플립에 대한 정부 지원과 세
재혜택을 요구하고 있으며, 국내 일자리와 세원 감소 등을 이유로 정부 지원이 합당한지에 대한 논란이 함께 있는 상황에
서, 글로벌 스타트업 활성화와 육성을 위한 적절한 정부 지원 수준의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한편, 2016년 신설된 다국적 스타벤처 육성 프로그램은 국내 스타트업이 우수한 해외 인력을 활용해 조직 구조를 다국적
화 함으로써 창업 초기부터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서, 해당 프로그램 데모데이에서 대상을 수상
한 ‘이놈들연구소’가 성공사례로 꼽힌다. 이놈들연구소에서는 해외인재를 적극 채용하여 현지 투자유치와 마케팅을 전담
하고 있으며, 손가락을 사용한 전화통화가 가능한 스마트 시계줄인 ‘시그널(Sgnl)’을 해외 유명 크라우드펀딩 사이트인 킥
스타터와 인디고고에 출시하여, 약 20억원의 투자를 유치하고 중국 등으로 시장 진출을 확대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In-Bound 성공사례로서, K-Startup Grand Challenge 프로그램의 수혜기업인 ‘문락(MoonRok)’을 들 수 있다.
문락은 K-Pop 외국팬 대상으로 한국 아이돌 및 연예계를 홍보하는 사이트를 운영하는 스타트업으로서, 미국인인 한나 웨
이트(Hannah Waitt) 대표가 한국에 들어와서 한국인과 함께 공동 창업에 성공한 케이스이다.2)
이상 정부의 주요 글로벌 스타트업 지원 프로그램과 그 성공사례에 대해 살펴보았다. 언급한 성공사례들의 가장 큰 성공요인
중 하나는 현지 인력이나 투자자 등 현지 문화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반영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정부의 글로벌 창
업 지원 정책의 방향도 획일화된 해외시장 진출이 아닌, 각 국가별 고유의 창업생태계, 문화, 기술 트렌드 등 차이점에 대한
이해와 그에 따른 맞춤형 전략 필요할 것이다. 앞으로 실질적인 애로요인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속적 맞춤형 정부 지원
의 제공을 바탕으로, 각국 고유의 시장 특성 및 입지 조건 등을 고려한 글로벌 스타트업이 많이 배출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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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집는다는
뜻으로, 해외현지 투자유치를 위해 해외법인을 본사로 전환하고 국내법인을 자회사로 바꾸는 전략
자세한 내용은 본 매거진의 영이노베이터 섹션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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