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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트렌드

학생 기업가정신 지원을 위한 정책
(policies to support student entrepreneurship)

구성 서여주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연구원)

서론

의 정책은 박사학위 취득자와 박사후 연구원의 기업가정

학생 기업가정신(Student entrepreneurship)은 과학지식

신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의 더 큰 관련성을 지적하고 있

을 시장으로 이전할 수 있는 중요한 통로이다. 전통적으로

다. 그러나 학생 기업가정신은 여전히 미지의 정책 영역

공공정책은 과학자와 교수에 의해 설립된 스핀오프의 창

으로 남아 있다. OECD의 ‘Policies to support student

출과 특허 거래와 같은 채널에 집중해왔다. 모든 교육 수

entrepreneurship’은 아래와 같이 학생 기업가정신의 촉

준에서 학생 기업가정신을 육성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연

진과 관련된 핵심 정책 이슈에 대한 논의를 위한 배경을

구기관에서 기업가정신을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최근

제공하고 있다.

왜 공공 정책이 학생 기업가 정신을 산업-과학 연계의 통로

의 경력에 있어서 인센티브 부족, 기존 교수들의 기업가정

로써 지원해야 하는가?

신에 관한 스킬과 지식의 부족, 더 넓게는 고등교육기관의

•산업 - 과학 연계를 위한 채널로서의 학생 기업가정신

빈약한 기업가정신 문화와 변화에 대한 저항이다. 이러한

학생 기업가정신은 학생과 젊은 연구자가 대학 지식의 상

장벽을 없애기 위해서는 정책 입안자가 학생 기업가정신을

업화를 향상시키고, 안정된 교수진과 과학자들을 위한 지

육성하는데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원을 할 수 있게 한다. 이는 산업계에서 일할 것인지 아니

•학생 기업가정신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개입의 이론적 근거

면 학문적 경력을 쌓을지 결정할 필요가 있는 박사학위소

박사학위 취득자와 박사후 연구원은 과학 분야에 대한 산

지자와 박사후 연구원 경우와 관련이 있다. 이들이 일하는

업의 강력한 영향을 유발하는 큰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으

연구기관(institutions)에서는 연구를 상업화하고 사업 활동

므로, 교수와 연구원을 대상으로 하는 기존 지원 정책이 이

에 참여하기 위한 인센티브가 부족할 수 있다. 학생 기업가

들에게까지 범위를 넓히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신이 제대로 작용하면 청년들의 신규 채용 기회가 창출

디지털 경제는 비즈니스 환경을 변화시키고 있으며, 노동

되고, 과학 지식과 산업 간 연계성이 확립될 수 있다.

시장은 과거보다 더 많은 신흥 기업들이 선점할 수 있는

•학생 기업가정신을 저해하는 장벽

새로운 기회를 열어 주고 있다.

대학들은 재정적 제약의 결과로서 학생 기업가 정신을 지원

학생 기업가정신 교육은 많은 OECD국가에서 기록적 수준

하는 데에 불충분하다. 대학들의 자금 조달 체계와 교수들

에 도달한 청년 실업을 해결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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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정책이 학생 기업가정신을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가?

OECD 국가의 정책 프로그램 사례

•기업가정신 교육

•산업 박사 프로그램(industrial PhD programmes) 증진

기업가정신 교육은 전통적으로 비즈니스 스쿨의 영역으로

덴마크의 오래 된 산업 박사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연구 기

간주되었고 모든 분야에서 전달되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간 동안 똑같이 나누어져 있는 시간을 가지고 있는 사기업

에는 학부, 대학원 및 대학원생 모두에게 확대되어야 한다

들을 사설 기업으로 자리 잡게 한다.

는 인식이 점차 확산되어 학제 간 접근을 촉진하고 있다.

아일랜드에서는 산업 파트너십 연구 보조 프로그램

이러한 사실은 보유 연구기술이 산업과의 연계하여 종사하

(Industry Partnership Research Supplements Program)을

기에는 충분하지 않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다.

통해 과학 재단 아일랜드(Science Foundation Ireland)가

교육을 통한 학생 기업가정신을 증진시키기 위한 조치로는

자금을 지원하는 연구원이 원래의 연구 프로젝트와 직접

학생들을 위한 기업가정신에 대한 새로운 코스 도입, 교수

적으로 관련이 있는 업계와 공동 연구 프로젝트를 수행 할

를 위한 기업가정신 교육, 창업시 인턴쉽 프로그램 및 산업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 프로그램은 주로 공유된 박사학위

박사 학위 프로그램에 대한 규정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자와 박사후 연구원들을 지원하는데 사용된다.

•학생 창업 지원

캐나다에서 Mitacs Accelerate Program은 산학협력 프로

학생 주도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기존 접근 방식에는 창업

젝트를 수행하기 위해 풀타임 대학원생과 박사후 연구원을

에 대한 멘토링 제공, 네트워킹 기회 제공, 사업 계획, 사무

위한 산업 배치를 촉진한다.

실 공간 제공, 창업에 대한 전용 자금 지원 등이 포함된다.

호주 학술연구원(Australian Council of Learned Academies)

•정책 구현 및 관리

에서는 최근 학생들의 비즈니스 관련 기술을 강화하는 프로

학생 기업가정신의 정책은 기관수준(예: 고등 교육기관)

그램을 개발하도록 권장했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보통 대기

및 지역·국가 정부 수준(예: 연구 및 혁신 기관 또는 정부

업 연구소의 박사를 배치하는 데 초점을 맞추곤 하지만, 박

부처)에서 설계되고 구현 될 수 있다.

사를 기술기반의 스타트업들과 연계한다면 더 많은 것을 얻

학생 기업가정신에 영향을 미치는 공공 정책에는 학생 창업

을 수 있다는 것을 반영하도록 한 프로그램이다.

정신, 공공 정책 감독 및 규제 역할을 촉진하기 위한 프로젝

노르웨이의 산업박사 프로그램은 정규 박사학위를 추구하

트 뿐만 아니라 광범위한 정책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고자 하는 직원들에게 급여와 기타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직접 개입이 있다. 예를 들어, 정부는 공립 대학의 재정지원

연간 보조금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시스템 및 교수 경력 트랙에서 규제 개혁을 촉진하여 학생

스웨덴 역시 산업 박사과정 프로그램은 4년~5년 동안 회

기업가정신에 대한 참여에 더 큰 가치를 부여해야 한다.

사와 공동으로 개발해야 하는 박사연구프로젝트를 수행할

학생 기업가정신을 증진시키는 대부분의 정책은 고등교육

수 있도록 직원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기관, 회사, 학생회, 과학 공원이나 비즈니스 창업 보육 센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유럽 전역의 산업

터와 같은 중간 조직을 비롯한 다양한 이해 관계자 간의

박사 과정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 이것은 특히 OECD 국가에서의

일부 국가는 대학의 박사 과정의 산업 지향성을 높이고, 박

고등교육기관의 자율성 확대와 관련이 있다. 또한 대학 내

사 과정 학생 및 조기 취업 연구자에게 산업 관련 프로젝

부 및 외부 지원 인프라와 서비스의 긴밀한 협력과 통합

트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는 세계적 수준의 대학과의 국

또한 중요한 성공 요인이다. 예를 들어, 진로지도 서비스,

제 연구 파트너십을 구축했다. 예를 들어, 포루투갈의 과학

인큐베이터, 기술 이전 사무소 및 기타 대학 내의 인프라

기술진흥재단(Foundation of Science and Technology)은

기관은 보다 긴밀하게 조정되어야 한다.

MIT와 텍사스 대학교와 전략적 제휴를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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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적인 창업 지원

유로(€) 상당의 상을 제공하는 유럽집행위원회(European

OECD 국가에서 학생 주도의 신생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Commission)가 지원하는 대학생 기업가를 위한 범유럽 경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정책 접근법도 사용된다. 네덜란드

진대회다. 일반적으로 이 대회는 학부생과 석사과생을 대상

의 Twente 지역에서는 일시적인 기업가의 포지션 프로그램

으로 하지만 일부대학에서는 과학 기반 스타트업 창출을 목

(Temporary Entrepreneurial Position programme)은 혁신적인

표로 하는 박사과정생 및 박사후과정생에 보다 집중하기 시

창업 프로젝트를 시작하고자 하는 학생 기업가들을 지원한다.

작했다. 예를 들어, 영국의 캠브리지 대학은 박사후과정생

라트비아의 멘토클럽(Mentor Club)은 리가(Riga)의 스톡홀름

을 위한 다양한 비즈니스 경영대회를 운영하고 있다.

경제학교(Stockholm School of Economics) 졸업생들에 의해

•교육 및 산업 배치

2007년에 설립되었다. 이곳에서는 학생 창업자에게 무료 멘

일부 정부는 최근 대졸자들이 산학협력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토링 지원을 제공한다. 멘토는 중요한 비즈니스 및 관리 경험

지식 전수를 육성하기 위한 산업에서의 배치를 지원하는 구체

과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성공적인 전문가로 인정받은 동문

적인 프로그램을 마련해 왔다. 예를 들어 영국은 지식이전파트

으로, 실질적인 경영 및 비즈니스 조언, 컨설팅, 다양한 비즈

너십(Knowledge Transfer Partnership: KTP)계획은 기업들이

니스 개발 시나리오에 대한 피드백 및 연락처를 제공한다.

대학을 혁신하고, 최근 대졸자와 연계하여 특정 프로젝트에 착

•대학에 의해 운영되는 기업가정신과 사업 계획 경연 대회

수함으로써 혁신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KTP는 3 가

많은 국가에서 학생들이 사업 아이디어를 개발하고 기업가

지 방법으로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데 대학은 회사에서 근무하

가 되도록 격려하기 위해 사업 계획 경영대회가 만들어졌

는 졸업생을 고용하고 정부의 보조금이 부분적으로 지원된다.

다. 대회 우승자에게는 재무 및 비재무지원(예: 교육, 코칭,

다른 경우에는, 학생들이 해외 하이테크 기업에서 실질적인

네트워크 액세스, 연구 시설 액세스 등)을 포함하여 비즈니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계획도 있다. 노르웨이

스 계획을 구현하기 위한 자원이 제공되었다. 덴마크의 비

의 기업가정신 학교프로그램(Gründerskolen)은 노르웨이의

영리 벤처컵 경연 대회(non-for-profit Venture Cup)가 적절

모든 단과대학들이 참여하는 산학협동 프로그램으로, 전공과

한 예이다. 영국의 University College London은 학생 기업

상관없이 학사학위를 가진 학생들에게는 해외 하이테크 기업

가를 대상으로 The Panel이라 불리는 경진대회의 우승자는

에서 3개월 동안 인턴으로 일함으로써 기업가정신을 직접 경

Technology Entrepreneurship에서 석사 학위를 받을 수 있

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한다. 이 과정을 통해 학생들은 사

도록 장학금을 무료로 제공한다.

업 계획을 수립하고 창업 자금 조달 및 자원 배분, 조직 구조,

모피어스 컵(Morpheus Cup)은 매년 26개의 상과 50,000

영업 및 마케팅 접근 방법, 공통 과제 해결 방법을 모색한다.

결론

이며, 이러한 당면 과제를 극복하는 데 어떤 접근 방식

학생 기업가정신의 발현을 위해서는 첫째, 최근 OECD

이 허용될지, 넷째, 박사 학위 링크를 촉진하기 위해 박

국가에서 학생 기업가정신을 지원하기 위해 서로 다른

사 과정 학생과 초기 진로 연구원 간의 어떤 종류의 접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는데 이러한 프로그램의 성공 또

근 방식이 효과적인지, 다섯째, 학생 기업가정신 프로그

는 실패로부터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 둘째, 어떻게 정

램의 성공 여부에 대한 영향 평가 방법론은 구현되어 있

부와 대학이 성공적인 학생 기업가정신을 지원하는데 협

는지, 또한 이러한 평가는 무엇을 깨닫게 하는지 등의 질

력할 수 있는지, 셋째, 산업계와 과학기술을 연계하는데

문을 통해 공공정책 영역에서의 핵심이슈들을 개발해야

있어 학생 기업가정신 프로그램에 직면한 과제는 무엇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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