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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스타트업 현황과 정책사례
이민형

연구원(leeminhyung@cgs.or.kr)

▶ 스타트업은 혁신적 기술과 아이디어를 보유한 창업을 의미하며, 기존 벤처기업과 비슷하지만, ICT 생태계인
O·N·E(오픈·네트워크·에코)가 강조되는 것이 특징임
▶ 주요국은 일자리 창출 및 신기술 개발을 경주하기 위하여 예비 벤처인을 위한 스타트업을 정책적으로 장려하
고 있으며, 글로벌 기업들은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의 일환으로 자사가 보유
한 기술 및 Know-How를 전수하는 스타트업 인큐베이팅 육성에 참여하고 있음
▶ 세계적인 스타트업 활성화에 발맞춰 한국도 미래창조과학부의 주도로
‘인터넷 스타트업 인큐베이팅 얼라이언
스’
와
‘글로벌 K-스타트업 프로그램 2013’
을 시행 중임
▶ 국내 주요 대기업도 정부의 스타트업 활성화 정책에 동조하여 다양한 취지로 스타트업 인큐베이팅 프로그램
을 운영하고 있음

스타트업과 성장과 주요국의 정책 사례
□ 스타트업(Start-Up) 성장과 성공 사례
○ 스타트업은 극심한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상황 하에서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들어내기 위해
디자인된 조직이며21) 기존 벤처기업의 성격과 상당 부분 일치함
○ 그러나 스타트업이라는 용어가 부각되는 이유는 스타트업이 정보통신기술(ICT, 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 생태계인 O·N·E(오픈·네트워크·에코)를 기반으로 정보 공유
및 전달이 강조되고 공유가치창출(CSV, Creating Shared Value) 측면이 부각된다는 점임

□ 해외에서는 벤처붐으로 성공한 기업 및 사업가 등이 스타트업 생태계를 지원하는 클러스터를 조직적으로
운영하여 성과를 거두고 있음
○ 미국의 경우 스타트업의 대부라 불리우는 폴 그레이엄(Paul Graham)22)이 스타트업 기업 지원을
위해“Y-combinator”
라는 인큐베이팅 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180개의 전문투자사와 대학 및
기업이 설립한“Plug and Play”
도 대표적인 스타트업 인큐베이팅 센터임

21) Ries, Eric (2011). <The Lean Startup: How Today's Entrepreneurs Use Continuous Innovation to Create Radically Successful
Businesses>. Crown Publishing, 27p. ISBN 978-0-307-88791-7
22) 1995년 웹 기반 어플리케이션 제작 벤처기업인 비아웹(via)을 설립하였고, 3년 뒤 야후에 약 5천만 달러 매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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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combinator”
로부터 지원받은 스타트업은 현재까지 총 460여개사이며, 스크라이브드
(Scribd·인터넷문서 공유 사이트), 드롭박스(Dropbox·모바일파일 공유 사이트)23), 범프
(Bump·스마트폰 연락처 공유 애플리케이션) 등이 대표적 성공 사례임
○ 스타트업 인큐베이팅 센터를 통해 성공한 회사는 다시 스타트업 인큐베이팅 센터의 동문이 되고,
성장의 경험을 스타트업에 전수함으로서 지속적인 가치창출을 이뤄내고 있음
<표 8> Y-combinator의 지원 프로그램
프로그램
Office Hour
Angel & Demo Day
SV(Startup Venture) Angel
Press

내용
실리콘벨리의 유명인사들을 초청하여 스타트업 기업의 운영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공
인큐베이팅에 입주한 스타트업 기업들의 성과물을 기반으로 투자자에 대한 단체 미팅 및 IR 실시
검증된 스타트업 기업에 한정하여 별도의 심사 프로세스 없이 USD 150,000 투자
인큐베이팅 입주 기업의 런칭 및 이벤트 소식 제공

□ 주요국은 스타트업 프로그램에 기업들과 예비 창업인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으며, 기업의 스타트업 프로그램 투자도 기업의 CSR 투자로 인정하고 있음
○ 인도의 CSR 의무화법안24)에 해당하는 기업25)은 매년 순이익의 2% 이상을 CSR 활동에 의무적으로
투입해야하는데, 인도 정부는 기업의 인큐베이팅 센터 투자도 CSR 활동으로 간주하겠다고 발표함
<표 9> 주요국의 스타트업 정책
국가
인도

내용
- 기업의 CSR 활동을 의무화하려는 움직임
· 신사업 인큐베이팅 투자도 CSR 활동의 일환으로 간주하여 첨단 인큐베이팅 투자 활성화 유도
- 정부 차원의 엔젤 네트워크인‘스타트업 칠레(Start-Up Chile)’운영

칠레

· 각 회사에 4만달러의 자금 지원
· 국적 제한과 지분 취득 조건 등의 제한이 없음

이스라엘
미국

- 정부 주도 매칭방식 모태펀드인‘요즈마(Yozma) 펀드’운영.
· 신사업 아이디어와 기술만으로 출발하는 스타트업에 초기자금을 제공
- 스타트업 생태계 촉진법인 Jump Start Our Business Startup act 통과
-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기업의 기부금 모집(클라우드펀딩) 규제 완화

스타트업과 관련된 국내 정부 정책 및 기업의 지원 프로그램
□ 한국 정부도 세계적인 스타트업 활성화 흐름에 동조하면서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스타트업 인큐베이
터(창업 기획사) 설립을 추진한다고 밝히고, 미래창조과학부의 주도하에‘스타트업 인큐베이팅 얼라이언
스’발족식과‘글로벌 K-스타트업 프로그램 2013’
을 전개하기로 함

23) 2013년 4/4분기 40억달러(약 4조3223억원) 규모의 기업공개(IPO)를 준비 중
24) 2013년 4월 기준, 인도 하원의원 통과 후 현재 상원에 계류 중
25) 해당 회계연도 총 매출 100억 루피(약 2000억원) 이상이거나 순자산 50억 루피(약 1000억원) 이상 또는 순이익 5000만 루피(약 10억원)
이상인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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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인큐베이팅 얼라이언스’
는 유망 스타트업을 공동 발굴하고 글로벌 진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구성된 민·관 협력 네트워크로 인터넷 선도기업, 투자기관, 창업보육기관, 관련
협회와 미디어 등 총 47개 공공·민간 기관이 참여해 스타트업 육성에 중지를 모으는 기구임
○ 글로벌 K-스타트업은 인터넷 서비스 분야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발굴해 창업·사업화, 투자유치
및 글로벌 진출까지 일련의 프로세스를 연계 지원하는 공모 프로그램임
-‘스타트업 인큐베이팅 얼라이언스’
는 향후 운영위원회를 열어 사무국을 구성하고 서비스 개
발·사업화 지원, 글로벌 진출 및 투자유치 지원, 창업·기술 교육 및 세미나 연계 운영 등 스타
트업 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할 예정
<표 10> 스타트업 인큐베이팅 얼라이언스 참여 주요 기관 현황
미래창조과학부
한국인터넷진흥원
SK텔레콤, KT
NHN, DAUM,
SK커뮤니케이션즈, 카카오

정부·공공기관
이동통신사
인터넷 선도기업

투자기관

한국벤처투자, DFJ Athena, DSC 인베스트먼트,
NHN 인베스트먼트, 본엔젤스, 사이버에이전트벤처스,
소프트뱅크벤처스, 슈프리마인베스트먼트,
스톤브릿지캐피탈, 캡스톤파트너스,
쿨리지코너인베스트먼트
*출처: 미래창조과학부

□ 정부의 스타트업 활성화 정책에 동조하여 주요 대기업도 다양한 취지로 스타트업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 CSR 차원의 유·무형 지원을 넘어서, 각 기업의 주력 사업과 연계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 특징임
<표 11> 주요 기업의 스타트업 인큐베이팅 프로그램
주관

명칭

SK플래닛

101 스타트업 코리아

포스코

포스코벤처 파트너스

삼성SDS

sGen Eco Network

CJ

CJ Idea Fair

현대

아산나눔재단

내용
엔젤투자자, 벤처캐피털 투자자 네트워킹 제공
인큐베이팅 공간 지원
특허 계약서 검토 등 법무 지원
사회적 책임(CSR)차원으로 운영하는 엑셀레이션 프로그램
설립부터 사후관리까지 인큐베이팅 시스템 제공
출범 이 후 22개 기업을 지원. 인력 고용 15% 증가
ICT 생태계를 조성, 동반성장 기반 형성
인큐베이팅 공간 제공
클라우드서버 등 네트워크 인프라 제공
삼성SDS 내부 전문가 매칭
스타트업 현실화 자금 지원
특허/실용신안 등 스타트업 제안자와 공동 귀속
고용노동부와 공동 심사
창업교육보육센터 운영 및 인큐베이팅 지원
엔젤투자기금 조성
스타트업 발굴을 위한 창업경진 프로그램 운영
*출처 : 각 회사 보도자료 및 홈페이지 내용 취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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