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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스타트업과 자금(Fund)
□ 스타트업과 자금
o 스타트업이 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가장 쉽게 겪는 난관 중 하나는 자금
- 자금은 기업에 있어 혈액과도 같은 역할을 함
※ 스타트업 기업들은 자금조달에서 가장 큰 어려움을 겪음(테크앤비욘드 2015.01).

o

아무리 좋은 기술과 아이디어, 팀웍, 열정 등을 가졌더라도, 당장 기업을 움직일
자금이 없다면, 기업 성장 및 성공을 꿈꾸기도 전에 생존 문제에 봉착하고 말 것

※ 창업 아이디어가 제품 및 서비스로 출시되기까지의 시간이 필요하며, 이때까지 매출은 발생하지
않으나 인건비, 임대료 등 고정비는 지속적으로 지출됨.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둔다 하더라도,
추가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자금이 지속적으로 요구됨

자금 확보 방법으로 자기자본, 담보, 대출, 투자유치, 크라우드 펀딩 등 다양한
방법이 존재
o 투자유치가 쉽지 않은 이유
-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 존재
․ 자금을 필요로 하는 기업(스타트업)은 많으나 자금을 공급하는 주체는 많지 않음
․ 즉, 수요가 공급(투자자 또는 투자재원)을 초과하는 불균형시장
․ 특히 성공을 담보하기 어려운 만큼 선뜻 투자하려는 투자자를 구하기는
더욱 어려움
- 생전 처음 만나는 사람(투자자)에게 창업자와 회사가 오랫동안 준비한 걸 짧은
시간 안에 이해시키고 공감시킨다는 게 만만치 않은 상황
- 벤처투자는 특성 상 일종의 고위험 고수익을 노리는 금융상품 : 수익에 대한
기대치가 높으므로 투자자는 트렌드에 민감하며 기대치가 높음
- 한국은 실패에 관대하지 않은 문화 : 투자결과로 자신의 존재감을 어필해야
하는 전문투자자일수록 투자손실에 민감
- 결국 투자유치 과정 자체에 대한 전략이 필요 : '언제', '누구한테', '얼마만큼을
', '어떻게(어떤 방식으로)' 유치할지 면밀한 준비와 고민이 선행되어야 함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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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유치 과정
- 평균 6개월 이상 소요되는 긴 여정
- 유치 과정에 따른 기회비용에 따라 '플랜B', '플랜C'까지도 염두에 두어야 함
- 준비 없이 의지만으로는 투자유치에 성공할 가능성이 낮음
- 가장 기본은 회사가 영위하는 또는 준비하는 사업 자체가 본질적으로 매력이
있어야 한다는 점
□ 스타트업과 투자 단계
o

다양한 관점과 시각, 투자금액을 보유한 투자자들이 존재함
- 가장 널리 알려진 투자에는 벤처캐피탈과 엔젤투자가 있으며, 크라우드 펀딩,
엑셀러레이터 등이 존재
- 엔젤투자자(angel) : 엔젤투자와 벤처투자의 가장 간단한 구분법으로 엔젤투
자자는 개인이며, 자기 돈을 투자하고, 자신의 책임하에 투자하는 사람들로
남의 돈을 투자하는 집단인 벤처캐피탈과 대비되며 자기 돈을 투자하는 하
므로 투자 성향에 좌우되는 경향이 있는데 예를 들어 창업자를 돕는 데 의
의를 두거나, 고위험의 투자에 중점을 둘 수도 있음. 이런 특징으로 인해 주
로 초기단계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경향이 높음

o

※ 뉴욕 브로드웨이의 연극 제작비가 없어 중단해야 하는 상황에서 자신의 돈을 제공한 부유한 개
인을 묘사하는 데 사용된 '천사(Angel)'라는 단어가 스타트업의 엔젤투자자로 이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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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캐피탈(Venture capital) : 고위험의 기업에 투자하여 고수익을 창출하여
주주에게 이익을 돌려주는 것이 주된 목적. 즉, 주주의 투가가치를 극대화.
이로 인해 엄격한 투자지침과 절차에 따라 투자기업을 선정하고, 일정한 과
정을 거쳐 투자 대상 기업을 조사·분석. 이 과정에서 경영자, 팀웍, 아이디어
등 전 분야에 걸쳐 검증하게 됨. 또한 시장성이 확인되는 단계에서 대규모
투자를 하며,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분산투자하기도 함.
- 크라우드 펀딩(crowdfunding) : 군중(crowd)과 투자(funding)의 결합어. 인터
넷과 같은 플랫폼을 통해 다수의 개인들로부터 자금을 모아 투자하는 행위로,
자금이 없는 스타트업이 십시일반 돈을 모아 투자금을 확보하는 데 활용. 투
자방식 및 목적에 따라 지분투자, 대출, 보상, 후원 등으로 분류할 수 있음.
- 엑셀러레이터(accelerator) : 투자보다는 스타트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보육하는
기관이나 프로그램에 가까움. 다만, 주로 지분 교환(10% 내외) 방식의 초기
창업 준비금(pre-seed) 투자가 이루어져 투자로 볼 수 있음
-

일반적으로 스타트업들은 Exit(IPO 또는 M&A 등)에 성공하기까지 4∼5차례의
투자 라운드(단계)를 거침
- 기업(스타트업)은 투자금을 받는 대신 신규투자자에게 회사 지분을 내주는
방식으로 투자금을 확보하며, 투자자는 지분 확보 후 시세차익 등을 통해
투자금을 회수하는 전략을 사용
- 본질적으로 투자자는 기업가치가 낮은 기업에 투자해 많은 지분을 얻은 뒤
기업가치가 높아졌을 때 보유지분을 되팔아 시세차익을 높이려 할 것이고,
스타트업은 지분을 사수하면서 최대한 많은 자금을 확보하려 할 것임
- 수요와 공급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졌을 때 비로소 투자가 이루어짐

o

□ 투자자의 관심과 이해
<투자자의 관심>
o

투자자는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
시 다양한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 후 투자를 추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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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4차산업혁명과 투자
1

해외 스타트업 투자 현황

글로벌 벤처캐피탈 투자 동향
ㅇ 전 세계 벤처캐피탈 거래 건수 및 투자금액은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추세이며,
안정적 투자로 변화하고 있음
- ‘16년 글로벌 VC 투자를 ‘15년 17,992건 대비 24% 감소한 13,665건, 총
투자액은 1,274억 달러(’15년 1,406억 달러)로 추정
- 전년 대비 투자 금액은 감소되었으나 ‘13년 전세계 VC 투자액의 거의
두 배로 여전히 높은 추세. 투자 단계별로는 VC투자가 최고점을 이루던
‘14년 대비 엔젤 및 초기 단계 투자가 감소

□

(KPMG)

< 전세계 벤처캐피탈 투자 동향 >

연간 글로벌 벤처캐피탈 투자 현황

투자 단계별 현황
(IITP, 2017)

ㅇ 북미지역 및 기술기반 스타트업이 세계 VC 투자를 선도
- 북미지역 투자액은 720억불로 세계 VC투자의 56.7%를 차지
- 미국은 실리콘 밸리를 기반으로 지난 5년간(‘12년~‘16년) 기술 기반 스타트업
전체 세계 거래의 65%를 차지하는 등 투자 선도
- 우버와 같은 교통 관련 분야, 헬스케어, IT 서비스 관련 분야에서 많은 투자
- 교통, AI, VR 분야 관심이 높았으며 특히, 교통 분야, 핀테크에서 많은 투자가
이루어졌다고 분석(‘16년, Crunchbase)
(KP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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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중국계 자본의 활발한 투자 확대
- 중국의 높은 성장으로 중국계 자본의 스타트업 투자가 빠르게 확대되었으며,
미국 내 스타트업 기업의 중국 자본 투자가 지속적으로 성장세에 있음
- 미국 유니콘 기업의 1/4이 중국계(중국, 대만, 홍콩) 투자자로부터 투자를
받았으며, 투자자들은 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와 같은 IT기업, 기관투자자,
VC 등 다양함
- 또한, 중국 VC 시장 투자 증가 및 중국 글로벌 IT 기업의 투자 확대 등에
힘입어 중국 기업의 투자 유치 증가로 많은 투자금액을 유치한 기업 명단에
Didi Chuxing 등 중국 기업들이 포함됨
주요 국가별 투자 동향
가. 미국
o 글로벌 투자의 선도국으로서의 위상을 굳건히 가지고 있음
- 미국 내 스타트업 투자관련 계약 및 거래액은 4,520건, 5,815억 달러로 세계
최고 수준(‘16년)으로, 인터넷과 관련된 분야의 투자액과 거래건수가 가장 높
았으며, 모바일 및 텔레콤, 헬스케어 관련 스타트업에도 높은 투자
- 최근, 인공지능에 대한 투자자의 관심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자
동차, 보안 분야에서는 투자가 일부 감소
- 전세계 유니콘 기업(기업가치 10억불 이상의 기업) 260개 중 약 46%인 121
개가 미국에 소재
□

※ 전세계 유니콘 기업수 : 미국 121개, 중국 76개, 영국 15개, 인도 11개, 독일 6개, 이스라엘 4개,
한국 3개, 프랑스·인도네시아 2개, 일본·호주 1개(‘18.9)
<

순위
1
2
3
4
5
6
7
8
9
10

유니콘 상위 10위 기업 리스트 >

회사명
Uber
Didi Chuxing
China(Meituan
InternetDianpi
Plus nHol
g) ding
Airbnb
SpaceX
Toutiao (Bytedance)
Palantir Technologies
WeWork
Lu.com
Bitmain Technologies

기업가치
$68
$56
$30
$29.30
$21.50
$20
$20
$20
$18.50
$15

국가
United States
China
China
United States
United States
China
United States
United States
China
China

단위 : 십만달러)
산업군
On-Demand
On-Demand
eCommerce/Marketplace
eCommerce/Marketplace
Other Transportation
Digital Media/ AI
Big Data
Facilities
Fintech
Blockchain
(

(CB insights research, 2018.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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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도 기업들이 투자 생태계 선순환 구조 선도
- 미국의 투자 생태계는 MS, 아마존 등 IT 선도 기업들이 관련 기업들에 재투자
하는 경우가 많으며, MS는 Microsoft Ventures를, 아마존은 음성인식 중심의
Alexa Fund 등을 운영
- 구글, MS, 아마존, IBM, 애플 등 미국 IT 대기업들은 투자의 대부분을 자국 내
신생 스타트업 위주로 진행하고 있어 미국 외 스타트업은 이들 기업의 투자를
받기는 쉽지 않으며, 킥스타터, 인디고고 등에서 투자금을 유치
나. 유럽
o 유럽 및 유럽 인근국가(터키, 이스라엘 등)의 스타트업 총 투자 금액 및 거래
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
o 가장 많은 거래가 이루어진 국가는 프랑스로 영국의 브렉시트 이후 프랑스
거래 흐름 및 투자규모 증가하고 있으며, ‘08년 ‘디지털프랑스 2012’, ‘12년
‘디지털프랑스 2012-2020‘을 발표하며 스타트업의 토대가 되는 디지털혁신을
위한 정책을 추진
o 영국은 혁신적인 아이디어만 있으면 적은 자본금으로 창업이 가능한 환경.
‘10년 기술 기반 창업기업을 위한 ‘테크시티’라는 클러스터를 런던에 조성하고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스타트업 클러스터 성공적 운영. 지속적인
투자로 유럽 투자 시장을 선도
o 주요 투자 분야는 핀테크, 헬스케어로 글로벌 VC 투자 동향과 비슷하나, 음악,
패션, 여행 등 문화관련 분야의 투자도 높은 것이 특징
o 유럽 전체 유니콘 기업은 30개로 미국의 1/4수준. 영국이 15개로 유럽 전체의
50%이며, 독일 6개, 프랑스·스위스 2개, 네덜란드·포르투갈 등이 1개
다. 아시아
o 아시아지역은 투자금액은 ‘15년 최고 금액을 달성하는 등 지속적인 투자 확
장세. 아시아 투자 시장은 주로 중국과 인도에 의해 주도되고 있으며, 인도는
‘14년 이후 높은 성장 중
- 아시아 지역의 스타트업들은 주로 2010년 이후 새롭게 창업된 신생기업이
많으며, 공유 플랫폼 및 e-commerce 서비스 기업에 높은 투자
o 아시아 전체 유니콘 기업은 96개로 전세계 260개 중 약 40%. 중국이 76개로
대부분을 차지한 가운데, 인도가 11개, 한국이 3개, 인도네시아 2개, 일본 1개
o IT

- 7 -

2

국내 스타트업 투자 현황

□ 국내 스타트업 투자 동향
ㅇ ‘17년 국내 벤처펀드 신규 결성 규모 및 조합수는 4조 4,430억원, 164개로
전년(3조 4,625억원, 120개) 대비 각각 28.3%, 36.7% 증가
- 또한, ‘17년 신규 벤처투자 규모 및 투자업체 수는 2조 3,803억원, 1,266개사로
전년(2조 1,503억원, 1,191개사) 대비 각각 10.7%, 6.3% 증가
< 신규 벤처펀드 결성 추이 >

< 신규 벤처투자 추이 >

(

중기부, ‘18년)

ㅇ 업력별 투자 현황
- ‘17년 업체수 기준 창업 초기기업(3년 이내) 및 창업 3~7년 기업에 대한 투자
업체수는 각각 570개사(43.7%)와 363개사(27.8%)를 기록하여 ’16년 대비 각각
0.4%, 8.7% 증가
ㅇ 금액으로 살펴보면, 창업 초기기업에 대한 투자금액은 7,796억원(32.7%)을
기록하여 ‘16년 대비 1.4% 감소하였고, 창업 3~7년 기업에 대한 투자 금액은
6,641억원(28.0%)을 기록하여 7.9%증가
ㅇ 다만, 전체투자에서 창업 초기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금액 기준(‘16. 36.8%
→ ’17. 32.7%, △4.1%), 업체수 기준('16. 46.0% → ‘17. 43.7%, △2.3%) 모두
소폭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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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력별 투자기업수 현황 >

< 업력별 투자금액 현황 >

(

중기부, ‘18년)

ㅇ 업종별 투자 현황
- 가장 큰 투자증가폭을 기록한 업종은 유통․서비스(도소매, 전문서비스)와 ICT
서비스(SW, 정보서비스)로 전년대비 각각 67.9%(‘16. 2,494억원 → ’17. 4,187억원,
1,693억원 증), 27.0%(‘16. 4,062억원 → ’17. 5,159억원, 1,097억원 증) 증가
※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으로 '17년에 가장 많은 투자를 받은 업종은 “응용SW 개발 및 공급업”
으로 2,360억원을 투자받았으며 “의학 및 약학 연구개발업”, “일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이
뒤를 이어 각각 1,655억원, 1,414억원을 투자받음

상위 10개 업종을 보면 IT․SW 관련 업종이 5개를 차지하고 있으며, 의료․
바이오․화장품 관련 업종이 4개를 차지함
- 유통․서비스, ICT 서비스 및 ICT 제조(반도체, 전자부품, 컴퓨터등) 비중이 전년
대비 각각 6.0%, 2.8%, 2.2% 증가
- 반면 바이오․의료(의약품, 의료기기등), 화학․소재(화학물질, 플라스틱등) 비중은
전년대비 각각 5.8%, 1.7% 감소
-

< 업종별 벤처투자 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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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18년)

ㅇ 월간 투자 동향
- ‘17년 플래텀의 투자동향 보고서를 살펴보면, 6월과 10월에 투자액이 높았으며,
최고 투자유치 건수는 8월,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투자가 집중됨

-

(

플래텀, ‘18년)

(

플래텀, ‘18년)

최다투자유치구간은 0∼30억 사이이며, 5∼10억원에서 투자건수가, 20∼25억원
사이에서 투자금액이 가장 많았음

< ‘17

순위
1
2
3
4
5
6
7
8
9
10

년 국내 상위 투자 유치 스타트업 >

스타트업
야놀자
비바리퍼블리카(토스)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
메쉬코리아
풀러스
에이비엘바이오
센드버드
베스핀글로벌
푸드테크
트레져헌터

콘텐츠명
숙박 O2O
간편 송금
음식 O2O
IT 기반 물류
카풀 서비스
바이오
채팅 API 개발
클라우드 IT솔루션
POS 관리솔루션
M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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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력
7년 이상
5년 미만
7년 미만
5년 미만
2년 미만
2년 미만
6년 미만
3년 미만
7년 이상
3년 미만

단위 : 억원)
투자규모
800
550
350
240
220
200
170
170
167
161
(플래텀, ‘18년)
(

3

4차산업혁명과 투자

□ 4차산업혁명이란
ㅇ WEF 회장인 클라우스 슈밥은 4차 산업혁명을 '3차 산업혁명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과 바이오산업, 물리학 등 3개 분야의 융합된 기술들이 경제체제와
사회구조를 급격히 변화시키는 기술혁명'으로 정의
- ‘16년 다보스 포럼에서는 4차산업혁명은 3차 산업 혁명인 디지털 혁명을 기
반으로 디지털, 바이오 등 경계가 없어지는 기술 산업 혁명이라 칭함(Davos
World Economic Forum, ’16년)
ㅇ 4차산업혁명의 핵심 기술로 꼽히는 인공지능(AI), IoT,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
디지털 기술이 융합하여 만든 새로운 시장과 산업 환경을 만들 것으로 예측
- 4차산업혁명은 ‘초연결’, ‘초지능’, ‘초융합’에 따른 자동화와 최적화된 발전을
보여주며, 빅데이터에 기반한 자동화와 최적화는 후발주자와의 경쟁을 심화
시킬 것으로 예측됨
□ 4차산업혁명과 스타트업
ㅇ 4차산업 혁명시대는 혁신의 시대. 혁신 경쟁에서 스타트업의 역할은 매우 중요
- 인터넷, 디지털의 폭발적 혁신으로 국적과 관계없이 가장 역량있는 기업이
소수의 인력으로 전세계 고객에게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
- 또한, 개방형 혁신(open innovation)은 핵심역량을 제외한 대부분의 기능을
외부에서 수혈할 수 있으며, 기업간 협업을 촉진하고 있음
※ 세계 대형 은행과 스타트업의 핀테크 혁신 협업 : 마케팅은 카드리틱스(Cardlytics), 고객 응대는
IBM 왓슨(IBM Watson), 투자 분석 기능은 켄쇼(Kensho)가 담당(스타트업코리아 보고서. ‘17.7)

ㅇ 4차산업혁명 시대에는 가장 우수한 제품 및 서비스가 시장을 세상을 선도할
것이며 이는 글로벌화를 촉진하는 견인차 역할
-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ICT 기술은 해외로의 확장시 추가 비용 부담이 적으며,
Uber, Grab 등의 서비스가 특정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글로벌화 되는 등
서비스의 글로벌화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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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스타트업은 고용창출 효과가 높은 분야
- 과거 벤처기업의 가치창출이나 고용 창출은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에 비해 높
았으며, 스타트업의 고용 창출 효과는 대기업을 상회
※ 미국의 경우, 과거 30년간 기존 기업의 일자리는 100만개씩 줄어들었으나 스타트업이 매년 300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여 전체 고용시장의 성장을 이끔(Kauffman Foundation)

년 중기부가 발표한 ’최근5년간 벤처투자 받은기업의 업종별 고용인원 및
증가율‘을 살펴보면, SW분야가 반도체/전자부품, 정보서비스 등 ICT분야가
가장 높은 고용창출을 보여줌을 알 수 있음

- ‘18

<최근5년간 벤처투자 받은기업의 업종별 고용인원 및 증가율 상위 10개 분야>
업종
소프트웨어
반도체/전자부품
정보서비스
일반기계
의료용물질/의약품
도소매업
게임
화학물질/제품
의료기기
전문서비스

고용인원
14,133
10,089
8,757
8,353
7,535
6,644
5,955
5,819
5,545
4,623

업종
임대
출판/방송
금융
의료시설/서비스
영상
숙박/음식업
컴퓨터/주변장치
도소매업
정보서비스
스포츠/여가

(단위 : 명, %)
고용증가율
376.5
207.6
178.8
139.1
131.4
127.9
126.2
83.5
70.5
67.8
(중기부, ‘18년)

□ 4차산업혁명과 투자
ㅇ ICT 산업의 패러다임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역동적 환경에 대응하여 지속적
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스타트업과 같은 외부 혁신의 활용이 필수적임
- MS, 애플, Google, Facebook, 아마존과 같은 글로벌 ICT 기업들은 스타트업
인수를 혁신의 원동력으로 활용, 글로벌 경쟁력 확보하기도 함
- 스타트업을 활용한 ICT 산업의 혁신은 경기침체를 극복하고 국가 경제의 성
장을 돕는 것은 물론, 양질의 고용 창출에도 기여
ㅇ 4차 산업혁명 시대 건강한 창업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창업, 성장, Exit,
재도전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적인 Life-cycle 구축과 더불어 정부의 지원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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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코리아 보고서. ‘17.7)

ㅇ 정부에서도 인공지능(AI), 빅데이터, 가상현실(VR) 등 4차산업혁명 분야에
민간 벤처캐피털(VC) 12곳을 선정하여 집중 육성 지원
<4

순번
1
2
3
4
5
6
7
8
9
10
11
12

차산업혁명 관련 펀드 현황>

펀드명
스틱인베스트먼트
에이티넘인베스트먼트
케이티비네트워크
네오플럭스
코오롱인베스트먼트
케이큐브벤처스
스마일게이트인베스트먼트
포스코기술투자
엘에스케이인베스트먼트
에스비인베스트먼트
인터베스트
BSK인베스트먼트

결성규모
785
1,400
300
400
250
600
350
200
100
100
500
300
5,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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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0

월, 단위 : 억원)
결성일
2017-12
2017-12
2017-12
2017-12
2017-12
2017-12
2017-12
2017-12
2017-12
2017-12
2017-12
2017-11

모태출자액
500
375
210
280
175
130
150
140
70
70
350
50
2,500
(지디넷 코리아, ‘17.10.10.)

Ⅲ. 시사점
□ 글로벌 시장은 스타트업, 투자자(VC, 엔젤, 크라우드 펀디 등), 소비자, 정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stakeholder)들이 모여 창업 생태계 조성
ㅇ 미국을 중심으로, 유럽, 중국 등 스타트업 주요국은 ‘창업국가’를 표방하고,
스타트업의 육성 지원을 통한 국가 경쟁력 향상을 위해 노력
ㅇ 성공한 스타트업의 상징인 유니콘 기업은 미국, 중국 등 특정국가에 집중된
반면, 선·후진국에 관계없이 전세계 27개국에 분포되어 있는 등 창업은 전
세계적인 관심 영역
- 우리나라도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시장을 선도하는 성장과 고용창출을
지속 할 수 있도록 선순환적인 스타트업 생태계를 조성 및 육성 전략 수립
□ 4차산업혁명 시대의 도래. 스타트업과 일자리 창출로 대응 필요
ㅇ ‘초연결’, ‘초지능’, ‘초융합’으로 정의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는 급격한 기술
발전으로 글로벌 혁신 경쟁이 심화될 것이며, 산업구조 변화와 글로벌 혁신
경쟁은 전 세계적으로 스타트업의 출현을 가속화할 것임
ㅇ 스타트업의 높은 일자리 창출 효과는 검증된 만큼, 4차산업혁명 및 관련 분
야의 창업을 집중 지원함으로써 일거양득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정책 마련
□ 4차산업혁명 시대에 걸맞는 창업 생태계의 업그레이드가 필요한 시점
ㅇ 4차산업혁명기를 맞이한 국내 창업 생태계는 창업 일변도의 양적 팽창이 아닌
혁신성장, 융복합화 등 질적 성장기로 도약해야 할 시점
- 기업의 성장 및 자유경쟁을 저해하는 높은 진입 장벽과 칸막이식 제도, 불
필요한 운용상의 규제, 기업간 M&A 등 투자생태계의 개선이 시급 스타트업
(

코리아, ‘17.7)

ㅇ 또한, 기업가 정신(enterpreneurship)이나 기회추구형 창업이 글로벌 대비
현저히 낮는 등 단순 생계형 창업에 그쳐 스타트업의 잠재력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정부 정책의 전환이 시급히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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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계 글로벌 기업가 정신 순위 : 1위 미국(83.6점), 스위스(80.4점), 캐나다(79.2점), 영국
(77.8점), 호주(75.5점) 순.우리나라는 54.2점으로 137개 국가 중 24위에 그침(GEI, ‘18.1)
※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생계형 창업은 최상위인 반면, 기회추구형 창업은 최하위
(산업통상자원부, ‘14년 기업가정신 보고서)
※ 기회추구형 창업은 창업자가 새로운 분야 사업을 펼치기 위해 자발적으로 창업하는 것을 의미하며,
창업에 대한 부담(아이디어, 재원 등)이 적은 나라일수록 기회추구형 창업이 높은 편임

□ 창업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스타트업 단계별 투자 확대 필요
ㅇ 스타트업은 창의적 아이디어를 통해 발굴된 제품 및 서비스가 상용화되기까지
다양한 단계를 거치게 되며, 단계별에 맞는 투자금이 필요한 상황
- 아이디어 기반의 제품이 만들어지는 초기단계에는 자금 유치가 절대적이나
VC 등의 실제 투자는 아이디어가 시장에 도입된 이후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음
ㅇ 초기 단계에서부터 다양한 투자를 통해 스타트업의 가능성을 검증하고 각
성장단계별에 맞게 지속적인 투자를 받음으로써 스타트업의 성장을 돕는
선순환적인 투자 환경 조성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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