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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창업 기업 유치의 필요성

I.

□ 첨단 분야 주도권 확보 AI, VR 등의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고 있는
첨단 ICT분야에서의 해외 스타트업, 인재의 적극적인 유치를 통해 활발한
정보교류 및 최신 기술의 습득이 가능
(

ICT

)

* 영국 Tech City는 Level39라는 유럽 최대의 핀테크 클러스터를 별도로 조성하면서 실리콘벨리를
제치고 세계 핀테크 산업의 중심지로 부상
<핀테크 분야 지역별 시장 성장률, 투자규모 비교>

※ 2008~2014년 누적투자 기준(출처 : CB Insight, 엑센추어, KB 금융지주 경영연구소)

□ 신규 일자리 창출 외국인 창업자의 활발한 기업 활동은 필연적으로 인력
조달이 용이한 자국 내에서의 내국인 고용으로 연결
(

)

* “스타트업 칠레” 프로그램을 통해 유입된 스타트업 중 46%가 전 세계적으로 5,162명의 일자리를 창출
했으며, 이 중 30%(1,562명)가 칠레 내에서 창출

□ 창의성 확보 기존의 국내 대기업, 중소기업과의 교류․연계를 통해 새로운
아이디어, 창의성을 확보할 수 있는 원천으로 활용 가능
(

)

* ‘16년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에서 우수 해외 스타트업 유치를 위해 추진한 “K-Startup 그랜드
챌린지”의 경우 해외 스타트업과 국내 대․중소기업과의 협업, 연계 프로젝트 153건을 발굴 지원

□ 글로벌 생태계 조성 글로벌 협업 중심의 기업문화, 환경을 조성으로 인해
해외 시장 진출 경쟁력을 확보
(

)

" 물리적인 국경에 관계없이 정부 역시 사용자가 취사선택 가능한 하나의 플랫폼이자
상품이 됐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여러 정부가 이와 같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서로
경쟁하는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 타비 코카, 에스토니아 국가 최고기술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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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1.

주요국의 외국인 창업비자 정책
미국

□ 스타트업 비자
ㅇ 미국에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창업자에게 스타트업 비자를 7만 5,000개 쿼터 내에서
발급한다는 내용
ㅇ EB-6는 VC나 엔젤투자자의 투자를 받은 창업자에게 발급되며, 2년간 거주가
가능하고, 이후 요건 충족 시 영주권도 취득 가능
ㅇ VC는 해당 업종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투자자는 지난 3년간 매년 5만 달러
이상 투자한 실적이 있어야 스폰서 자격이 있음
□ 국제 기업가 규정
ㅇ 미국 내 스타트업을 설립해 운영하는 외국인 기업가들에게 비자 없이 최대
5년간 임시체류 자격을 부여하는 새로운 규정(2017.1)
ㅇ 목적은 미국 경제발전에 기여하고 고용을 촉진하는 것으로, H-1B 비자와 같은
외국인 취업에 대한 제한은 강화하지만, 외국인 창업은 장려하겠다는 취지
(S tartup Visa : EB-6)

(International Entrepreneur Rule)

< 미국 국제 기업가 규정 상세 내용 >
회사 자격조건

신청자 자격조건

미국 내 설립 5년 미만 스타트업
미국 경제에 이익을 줄 가능성을 증명해야 함
- 스타트업이 지난 18개월 사이에 미국 투자자로부
터 최소 $250,000 이상의 투자를 받았음을 증명
- 미국 투자자는 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 또는 시
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소유하는 미국법인이나 단체
- 가족이나 친지 등으로부터의 투자금은 제외
- 정부기관이나 관련 기관으로부터 지난 18개월 사
이에 $100,000 이상의 상금이나 지원금, 연구비
등을 받았음을 증명
- 정부기관과 사업상 계약 등으로 받은 자금은 제외
Ÿ 스타트업이 빠르게 성장할 수 있고, 고용을 창출할
수 있으며, 미국 경제에 이익이 됨을 증명
Ÿ
Ÿ

Ÿ
Ÿ
Ÿ
Ÿ
Ÿ
Ÿ
Ÿ

※ 출처 : beSUCCES, 2016., Venture Square, 2017.

- 3 -

한 법인 당 최대 세 명의 기업가만 신청 가능
신청자는 스타트업 주식을 최소 10% 이상 소유
신청자가 스타트업 경영에 활발히 참여하고 있어야
하고, 단순히 주식만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는 제외
처음 2.5년간의 임시 체류가 허용되고, 그 후 추가
2.5년간의 임시 체류 신청 가능
신청한 스타트업에서만 근무 가능하며, 다른 회사에
서는 근무할 수 없음
지문조회가 요구되고, 미국 내 또는 미국 외 대사관
에서 지문조회 처리 가능
신청자는 미국 입국 후 일정 금액 이상의 수입을
유지해야 함(연 $100,000 정도)

2.

싱가포르

□
비자
ㅇ 회사 창업 시 신청하는 비자로 기업청(ACRA)에 정식 등록된 회사이어야 하며,
회사 설립 후 6개월 이내 창업 비자 신청
ㅇ 회사는 최소 50,000 싱가포르 달러 이상의 자본금 보유
ㅇ 창업 비자 신청자는 회사 주식 30% 이상을 보유
ㅇ 비자 갱신 시 고용창출 및 총 사업비용 관련 기준 충족해야 함
ㅇ 기본 조건 외에 아래 조건 중 하나만 해당되어도 신청 가능
Entre Pass

< 싱가포르 Entre Pass 신청 조건 >
신청 조건

가이드라인

인정받은 제3자 벤처투자가나 싱가포르 정
부로 승인받은 엔젤투자가로부터 재정 지원
이나 투자를 받은 경우

투자금 10만 달러 이상
지원자는 주주 자격증이나 관련 서류를 제출

국립 지적재산 기관으로부터 승인 받은 지
적재산을 소유한 경우

지적재산은 국립 지적재산 기관에 등록 완료된 상태
주주 중 한명은 지적재산 소유주
주주 중 한 명이 지적재산의 발명자인 경우, 만기된 지적재
산도 인정
지적재산은 창업 비자 신청서에 명시된 사업계획서와 관련
되어 있어야 함

과학기술연구국(Agency for Science,
Technology and Research)이나 싱가포르 고
등 교육기관과 공동연구를 진행 중인 경우

연구기관은 사업계획과 관련이 있는 공동연구 증빙을 위해
담당자 제시
진행 중인 공동연구일 경우에만 가능

싱가포르 정부에서 지원하는 신규사업 인큐
베이팅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우

현재 인큐베이팅 프로그램 참여 중일 경우에만 가능
사업계획서와 프로그램 참여사업이 연관되어 있어야 함

※ 출처 : 싱가포르 한국촌, 2014

ㅇ Entre Pass 보유자는 비자 발급 6개월 이내에 사업이 계획서대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함
ㅇ 비자 취득 시 개인 소득세 납부 의무가 부과
ㅇ 비자 만료 2개월 전에 갱신하며, 갱신 횟수 제한 없음
ㅇ 총사업비 150,000 싱가포르 달러 이상, 현지인 4명 이상 고용한 경우, 동반
가족 비자(DP: Dependant’s Pass: 배우자 및 21세 미만 미혼 자녀)나 장기
거주 비자(LTVP: Long Term Visit Pass) 발급 가능
ㅇ 총사업비 300,000 싱가포르 달러 이상, 현지인 8명 이상 고용한 경우, 부모
까지 싱가포르 거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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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국

□ 베이징 혁신발전을 위한 출입국 정책조치 조항
ㅇ 베이징시 공안부는 2016.3월 베이징 혁신발전을 위한 출입국 정책조치 20조항을
제정하여 새로운 비자 및 영주권 정책을 시행
ㅇ 이는 베이징 혁신발전에 유리한 출입국 환경조성, 해외인재 거주조건 개선,
효율적인 출입국 서비스 제공, 해외 고급인재와 혁신창업인재의 베이징 영입을
통한 기술혁신 달성 등을 목표로 함
ㅇ 중관촌을 혁신발전의 시범지역으로 정하고 해외 고급인재, 외국인 유학생,
창업단체의 외국인 구성원 등의 인재유치를 위한 실질적 조치를 담고 있음
20

*

(해외 고급인재) 영구 체류신청을 할 경우, 중관촌 관리위원회에 직접 신청, 전용
서비스 창구 마련, 심사기간 단축(현행 180일 → 50일) 등의 조치를 통해 적극적으로
해외 고급인재를 유치하여 원천기술 혁신과 프런티어 기술연구를 추진

*

(외국인 유학생) 중국 내 대학에서 수학한 외국 유학생의 창업활동 허가

*

(창업단체의 외국인 구성원) 창업 멤버 및 외국국적 기술 인력의 빠른 입국과 장기체류를
돕기 위해 도착비자 편의를 제공하고, 중관촌에서 창업하거나 취업한 외국 국적의 기술
인재에 대한 평가제도를 도입해 일정 점수 이상이 되면 영주권 신청 가능

4.

□

영국

Tier 1

비자

ㅇ 해외 우수 창업가들을 유인해 영국에서 성공적으로 창업하고 빠르게 정착할
수 있도록 Tier1(Entrepreneur) 비자 지원
ㅇ

Tier1(Exceptional Talent) 비자는 디지털 산업영역의 글로벌 우수인재를 유입해
Tech City의 성공적 비즈니스 지원 및 새로운 혁신 활동 추진을 위해 2014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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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 ICT 인력 관련 비자 >

비자 구분

비자 발급 기준 및 특징

필요서류

- FCA(Financial Conduct Authority : 영국 금융감독청)에 등록된 VC나
영국 정부 펀드로부터 5만 파운드 이상의 투자를 유치하거나, 자비
(셀프펀딩), 가족 또는 사업 파트너로부터 20만 파운드 투자 시 발급
- CEFR(Common European Framework of Reference for Languages,
Tier 1
(Entrepreneur)

유럽언어공통기준) B1 이상의 영어 능력 입증
- 최초 발급 시 최대 3년 4개월 간 체류 가능하며, 이후 2년 기한의
(복수) 갱신 가능

- 여권이나 여행증명서
- 투자펀드 확인서
- 사업계획서
- 영어능력 확인서
- 최근

- 최단기간 3개월 이내 발급 가능

10년

동안의

범죄기록확인서

- 1개 이상의 사업 운영 가능하며 가족 동반 가능
- 다른 사업체에 소속되어 일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공공펀딩 불가능

- 과학, 엔지니어링, 인문학, 의학, 디지털기술, 예술 분야에서 리더나
신흥 리더로 인증받아야 함
- 각 분야에 따라 지정된 기관에서 점수 기준 체계(PBS-Points Based
Tier 1

System)에 의해 지원자를 평가하며, 일정 점수 이상 획득 시 인증

(Exceptional

- 보통 8주 이내에 인증 심사가 완료되며, 특정 기술이나 비즈니스 스킬

Talent)

보유 시, 영국으로 이주하는 5인 이상 팀에 소속되어 있을 경우 더

- 여권이나 여행증명서
- 인증심사 통과
확인서

빠른 심사 가능
- 심사에 통과될 경우 인증서류를 발급하며, 이를 비자 신청 시 제출
(별도의 비자 신청 과정 거쳐야 함)
※ 출처 : UK Government

ㅇ 비자와 관련된 정부지원을 통해 외국 기업을 유치하고, 글로벌 창업가들에
게 창업 플랫폼을 개방하는 지원정책 실시
ㅇ 테크시티 내 ICT 창업비자 발행제도로 Tech Nation Visa Scheme을 시행하고
있으며, 기준에 부합하는 지원자에게 심사를 거쳐 Tier1(Exceptional Talent)
비자를 발행
* (자격요건)

ICT 기술기업의 업무경력이나 학업연구 필요

* (필수요건)

ICT 분야 기업의 임원이나 창업자 또는 직원으로 근무하거나 첨단분야에

기여할 수 있는 역량 증명
* (유효기간)
*

5년, 별다른 이상 없는 한 연장 가능하며 무기한 거주 자격 부여

Tech Nation Visa Scheme 지원을 위해서는 지원서, 이력서, 추천서, 이력증명서,
성과증명서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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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독일

□ 창업비자
ㅇ 체류법 21 조항에서 외국인의 창업목적 거주는 사업계획서를 통해 구상하는
사업이 경제적 이윤과 지역적 필요성을 충족시키고,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쳐야 하며, 개인자본이나 대출자본이 충분한지 등을 평가한 후 허가
ㅇ 또한, 사업 경험과 고용 창출, 혁신과 연구에 대한 기여도를 고려
ㅇ 과학자나 연구자로 체류 허가를 받은 외국인도 독립적인 사업을 할 수 있는
허가를 받을 수 있으며, 업무 경험 및 전공 지식과 관련 있는 사업이어야 함
< 독일 창업관련 비자 >
비자 종류

사업
비자

창업

자격

비자발급 조건

외국인 및 독일
대학 졸업자,
연구자로 체류
중인 외국인도
가능

45세 이상인
경우 노후대책을
증명해야 함

증명자료
구상하는 사업이 아래의 조건을 충족 시킬
수 있는 사업계획서 및 자산증명서
- 이익 창출 및 지역적 필요성
- 경제에 긍정적 영향
- 안정적 자본

체류허가기간

3년 후
연장 가능

※ 출처 : www.make-it-in-germany.com

6.

프랑스

□ 프렌치 테크 티켓
ㅇ 스타트업 선도 국가로서의 허브 조성을 위해 각종 인큐베이팅 지원 정책을
포함한 적극적인 해외 인력과 기업 유치 활동 진행
ㅇ 프랑스는 제 2의 실리콘밸리 육성을 목표로 2013년부터 IT 창업 지원 프로그램인
‘라 프렌치 테크(La French Tech)’ 시작
ㅇ 해외 스타트업 지원 프로그램인 ‘프렌치 테크 티켓(French Tech Ticket)’을
통해 해외 IT 분야 창업자 유치
*

프렌치 테크 티켓에 당선된 창업자를 대상으로, 연간 2만 5,000 유로의 보조금과
함께 프랑스 비자 취득 혜택 제공

ㅇ 라 프렌치 테크 프로그램을 통해 외국 인력 체류 비자, 정착 자금, 멘토링
등을 지원하며 해외 홍보 행사를 진행
*

체류 비자 발급 및 멘토링 서비스, 헬프데스크 및 사무공간 등을 제공하며, 최소
6개월 파리 거주가 가능하고 영어 또는 불어가 가능한 인력 최대 3명(컨설팅, 수
출입 등 일부 직군 제외)까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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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에스토니아

□ 레지던시 전자주민증
ㅇ 에스토니아는 전자정부 구축과 스타트업 창업에 특화된 정책을 통해 기존의
낙후된 소비에트 연방 독립국에서 신흥 ICT 강소국으로 도약
ㅇ 2014년 12월 1일부터 외국인들이 기업설립, 은행업무, 결제, 세금납부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e-레지던시 제도를 시행
e-

(

)

*

100유로(약 12.5만 원) 정도의 비용으로 'e-레지던트(e-Resident, 디지털 시민)'가 될
수 있으며, e-레지던시를 받고 최소 자본금 2,500유로(약 312만원)만 있으면 1시간
내에 에스토니아에서 회사설립 가능

*

현재 에스토니아의 e-레지던시를 발급받은 사람은 135개국 1만 4,000명, 이들이 세운
회사는 1,000여 개에 달하며, 에스토니아 정부는 향후 1,000만 명의 e-레지던트를 확보
한다는 계획
< 에스토니아 e-레지던시의 주요 혜택과 이용 절차>
항목

세부 혜택 및 내용

이용 절차

- 온라인으로 새로운 기업을 등록하고 전세계
어디에서든 온라인을 통한 모든 관리가 가능
- 스타트업 창업과 유지 비용이 매우 낮음
- 기업의 이익 배당(profit distribution)이
온라인으로
발생하기 전까지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기
회사 설립
때문에 더 많은 투자금 유치 가능
- 행정절차와 세금처리가 간소하며, EU의
법률 체계 내에서 적용
- EU 내 기업등록을 통해 신뢰도 향상
- e-레지던트 스마트카드를 통해 온라인 뱅킹 인증
온라인 계좌 - e-레지던시 보유가 반드시 은행계좌 개설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계좌 발급 승인과
개설 및
뱅킹 업무
거부는 개별 은행이 심사
처리
- 안전한 온라인 뱅킹과 사용자 친화적인
계좌 관리, 온라인 결제 서비스 이용 가능
- 전세계 어디서나 원격으로 회사 운영 가능
- 지역에 지점을 두거나 직원을 채용해야
할 필요 없음
온라인으로
세금신고를 온라인으로 처리함으로써 시
회사 운영
간과 비용 절감
- 국가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회계 프로그램
사용으로 기업 부담 경감
- 2000년 이후 디지털 서명이 도입되었으며,
2억 건 이상의 디지털 서명이 처리됨
- 계약서와 증빙문서가 디지털 서명 처리되어
협력사와 동료에게 전송
디지털 문서
서명과 계약 - 값비싼 국제 우편을 이용해 문서를 보낼 필요
없으며, 이메일로 디지털 서명 문서 전송 가능
- 디지털 서명은 수기 서명과 동일한 수준의
보안 제공
※ 출처 : e-Estoni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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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상 오피스 서비스 제공업체를 통해 에
스토니아 내에 실제 주소 발급
- 기업 등록 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기업
등록

- e-레지던트에게 온라인뱅킹을 제공하는
에스토니아 은행(LHV, Swedbank, SEB)에 접속
- 신규 계좌 신청 접수 후 승인 대기
- 승인 후 e-레지던트 스마트 ID 카드로 디
지털 서명 후 이메일로 전송
- 계좌 개설 후 온라인 결제 서비스 이용 가능
- e-비즈니스 등록(e-Business Register) 홈
페이지에서 회사 관리
- e-세금 보드(e-Tax Board)에서 세금 신고
- 세금처리, 기타 상업 활동 처리에 정부
제공 회계 소프트웨어 사용

- 기업 운영 사이트와 은행, 사업 처리 관련
사이트에서 디지털 서명 이용 가능

III.

시사점

□ ‘17년 국제인재경쟁력지수(GTCI∙Global Talent Competitive Index) 조사결과,
한국은 동일 아시아 국가들인 싱가포르(2위), 일본(22위), 말레이시아(28위)보
다 뒤진 29위를 차지
* 국제화 기술, 접근성은 상대적으로 우수하나 국가 매력도(개방성)는 매우 낮음

□

IT 산업 인재 규모도 우리나라는 약 88.7만 명으로 일본과
78.2%, 약 74.1% 수준이며, 300만 명을 훨씬 상회하는 중국과

안 되는 규모임

독일의 각각 약
미국에는 비교가

(출처 :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인재 육성 방향, 현대경제연구원)

□ 자국 내에서의 혁신, 신산업 육성을 위해 세계 각국이 경쟁적으로 우수 창업
인재 유치에 열을 올리는 가운데 우리도 국내 창업 생태계의 개방이 필수
□ 세계 주요국가의 적극적인 외국인 창업 유치 사례에 비추어 현재 우리나라의
외국인 창업 관련 정책의 개선이 필요
ㅇ 외국인 창업자의 편의와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오아시스(OASIS,
Overall Assistance for Start-up Immigration System, 기술창업이민 종합지
원 시스템) 제도의 개편 및 완화
ㅇ 국내외 VC, 정부기관, 관련 단체로부터 지원금, 투자 등을 받은 우수 외국인
창업자에게는 비자 발급 조건을 완화 (Fast Track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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