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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인도가 느린 코끼리에서 용맹한 사자로 변신하고 있다. “Make in India”의
캠페인에서도 모디 총리는 인도의 상징을 코끼리에서 사자로 바꾸고 인도 경제의
패러다임 전환을 꾀하고 있다. 그는 인도 69주년 독립기념일에 “스타트업 인디아
(Start-up India)”를 언급하며, 스타트업이라는 중요한 정책 수단을 통해 인도
경제의 부흥을 지휘하고 있다.
모디 정부는 스타트업 인디아 출범 이후, 인도의 복잡한 규제, 불안정한 R&D
환경, 세제 등 관련 법규의 재정비를 통해, 초기 스타트업이 갖는 방해요인을 제거
해오고 있다. 2015년을 스타트업 생태계 성장(Growth of Start-up Eco–system
in India)의 해로 정하는 등 스타트업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정부의 노력을 바탕으로 인도의 스타트업 수는
미국과 영국에 이어 세계 3위이다. 2015년 기준, 인도 내 기술기반의 스타트업은
4,300개(약43%), 비기술기반의 스타트업은 5,700개(약 57%)인데, 기술기반 스타트
업은 성장세가 빨라 2020년에는 11,500개로 증가할 전망이다.
최근 대내외 여건 악화 등으로 한국경제의 활력이 떨어지고 있으며, 이는 현
정부의 최대 관심사인 일자리 창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따라서 新정부는
스타트업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한국의 스타트업을 활성화 할 수 있을지에
대한 다각적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 상황에서, 인도의 스타트업과 협력할 접점을
찾는 것은 의미 있는 시도다. 특히, 인도의 웨스트뱅갈, 안드라프라데시 등 큰 주정부
에서는 지방정부 자체로 스타트업 부문에서 한국 정부와의 긴밀한 협력을 희망하고
있어 이러한 기회는 상호 긍정적 시너지 효과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인도 진출 한국 스타트업의 애로사항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생태계 관점의 접근이
필요하다. 미국, 이스라엘, 영국 등의 스타트업이 활성화된 이유는 단순히 한 두
개의 기업지원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닌, 스타트업 생태계라는 접근이 주효한 것
으로 분석된다. 또한, ABCD 모델에 근거해 ① 민첩성(agility), ② 벤치마킹
(benchmarking), ③ 융합(convergence), ④ 전념(dedication)이라는 네 가지 측면
에서, 한국 스타트업 및 정부 관점의 전략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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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문

Ⅰ. 모디 정부의 인도 스타트업
1. 인도 스타트업의 최근 현황
지난 2014년 8월, 모디총리는 인도의 향후 핵심 발전전략인 ‘메이크 인 인디아
(Make in India)’ 정책을 발표했으며, 이를 적극 추진하기 위한 보완적 정책을
추가로 천명했음
● 그 중 '스타트업 인디아(Start-up India)'라는 창업관련 정책은 경제성장 및
지속가능 발전의 핵심임

인도 스타트업의 정의
● 각 국가마다 구체적 스타트업의 정의가 다를 수 있는데, 인도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다양한 관점에 따라 그 정의가 상이함
● 예를 들면, 조직 측면에서는 법인 인가를 받은 지 3년 이내야 되며, 비즈니스
측면에서는 매출액이 2억 5천만 루피보다 작아야 함
<인도 스타트업의 정의>
조직 측면에서
정의된 스타트업

비즈니스 측면에서
정의된 스타트업

Infosys社
공동설립자의
스타트업 정의

- 법인 인가를 받은 지 3년 이내 기업
- 벤처 기업 / 제휴 또는 임시적 비즈니스 조직
-

새로운 제품, 프로세스 또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개발, 생산, 유통을 하는 기업
5년 이하의 신생 또는 기존 기업
2억 5천만 루피 이하의 매출액을 창출하는 기업
분할 또는 구조조정을 통해 형성가능

- 3년 이하의 기업
- 50명 이하의 직원을 보유
- 5천만 루피 이하의 수익을 내는 기업

자료 : NASSCOM Startup India Report 2015, Secondary Sources, New art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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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스타트업 수는 미국과 영국에 이어 세계 3위
● Grant Thornton & ASSOCHAM(2016)에 따르면, 인도의 스타트업 총 규모는
약 10,000개 정도이며, 기업 수로는 미국과 영국에 이어 세계 3위를 차지
- 기업가치 10억 달러 이상 스타트업을 유니콘 기업이라 칭하는데, 전 세계 233개
유니콘 기업 중 10개가 인도기업임1)
- 인도의 스타트업은 클라우드,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 빅데이터
등 IT 기술관련 분야에서 경쟁력이 높은 것으로 평가
- 2015년 기준, 기술기반의 스타트업은 4,300개(약43%), 비기술기반의 스타트
업은 5,700개(약 57%)이며, 기술기반 스타트업은 2015년 4,300개에서 향후
2020년에는 11,500개로 증가 예상
- 스타트업 중 B2B는 40%, B2C는 60% 비중으로 B2C가 더 높은 비중을 보이나
B2B 스타트업 비중이 전년대비 16% 증가하여 성장성이 높음
<인도 스타트업의 현황>

자료 : Grant Thornton & ASSOCHAM(2016), Startups India: An Overview.

1) 2018년 CB Insight 조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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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2015년 동안 가치(Value)와 양(Volume)은 20% 이상의 꾸준한 연평균
성장률(CAGR, Compound Annual Growth Rate)2)을 유지
<인도 스타트업의 가치 및 양적 성장>

자료 : Grant Thornton & ASSOCHAM (2016), 'Startups India : An Overview'. http://www.grantthornton.
in/globalassets/1.-member-firms/india/assets/pdfs/grant_thornton-startups_report.pdf.
(검색일: 2018. 09. 03)

델리, 뭄바이, 벵갈루루(Bengaluru) 3대 도시에 전체 스타트업의 70%가 집중
되어 있음
● 3개 대도시에 인도 전체 스타트업의 68%가 밀집. 델리, 벵갈루루, 뭄바이,
하이데라바드, 첸나이와 같은 제1도시권에 80%의 스타트업이 위치
- 이러한 집중의 원인은 3대 도시를 거점으로 글로벌 기업 본사, IT 공과 대학
등 명문대학이 집중되어 있고, 교통 및 인터넷 등 관련 인프라가 잘 갖추어져
있기 때문
- 델리의 경우 전자상거래 기업의 30% 이상이 집중되어 있으며, 뭄바이의
경우 인도 내 핀테크 펀딩의 30%가 이루어지고 있음

2) 수년 동안의 성장률을 매년 일정한 성장률을 지속한다고 가정하여(즉 기하 평균) 평균 성장률을 환산한 것(IT 용어
사전,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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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스타트업의 메인 허브로 불리는 벵갈루루에는 인도 스타트업의 27%가
집중. 벵갈루루의 경우, Startup Genome(2017)의 ‘2017년 글로벌 스타트
업 혁신생태계 보고서(Global Startup Ecosystem Report 2017)’에서 전
세계 주요 스타트업 도시 20위로 등극
- 향후 마이크로 소프트, 구글 등 인도 본사가 위치한 하이데라바드, 헬스
테크 창업이 활발한 뭄바이 인근 지역에 위치한 푸네, B2B 물류의 허브
중심지인 첸나이 등의 성장세도 예상
● 인도의 주요도시는 시장가치(exit value)가 낮고 해외시장 진출의 어려움 등
몇 가지 문제점이 존재하나, 실리콘밸리에 비해 인건비가 4배나 저렴한 훌륭한
엔지니어 인적자원이 풍부
- 또한, MS, 퀄컴, 시스코와 같은 글로벌 대기업, 타타그룹, 마힌드라와 같은
인도 대기업들의 스타트업 지원활동(액셀러레이터 등) 및 투자 등이 결합되어
혁신생태계의 지속적 성장이 예상

인도 스타트업의 생태계 : 스타트업 에코시스템(Startup Ecosystem)
● 인도 스타트업의 생태계(즉, 스타트업 에코시스템)는 지원기관, 대기업, 대학,
펀딩 조직, 서비스제공자, 연구기관 등이 잘 어울려 갖추어져 있음
- 인도의 신생 기업 생태계는 자금 및 엔젤기업 수의 증가, 기술 발전, 스마트
폰 및 소셜 미디어 보급 확대, 인큐베이터 및 엑셀러레이터 성장, 젊은
인구의 증가 등에 의해 급성장 중
- 인큐베이터의 수는 2014-2015년 동안 40% 증가해 110개에 달함. 또한 신
기술 스타트업(New Tech Startups)은 2010년 480개, 2015년에는 800개가
신설되었고 2020년에는 2,000개가 새로 신설될 전망이어서, 전반적 급증세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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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스타트업 에코시스템>

자료 : Grant Thornton & ASSOCHAM (2016), 'Startups India : An Overview'.

2. 스타트업 인디아(Start-up India) 및 관련 정책
모디 총리는 인도 69주년 독립기념일에 “스타트업 인디아(Start-up India)”를
언급하며 ‘스타트업’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
● 복잡한 세제, 관료주의에 어려움을 느끼는 스타트업의 현실을 반영하여 규
제완화와 지원금 혜택을 내세웠으며, 인도 내 안정적인 투자환경을 조성하
여 다양한 분야의 창업 활성화에 기여
● 인도산업연합(Confederation of Indian Industry)은 2015년을 인도 스타트업
생태계 성장(Growth of Start-up Eco-system in India)의 해로 정하는 등
스타트업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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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타트업 인디아는 인도 내 안정적인 투자 환경을 조성하여 다양한 분야의
창업을 활성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3)
- 인도의 복잡한 규제와 세제, 불안정한 R&D 환경 등이 스타트업의 창업과
성공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어, 최근 창업 환경 개선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짐
- 기업 수 기준 인도의 창업 규모는 미국, 영국에 이어 세계 3위 수준이나,
열악한 기업 환경으로 생존율은 1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 인도 정부가 중점을 두는 제조업뿐 아니라, IT, 서비스, 농업 등 전 산업을
지원 대상에 포함4)
<'스타트업 인디아' 주요내용>
목표

지속가능한 경제성장과 고용창출

지원정책

- 1,000억 루피(약 15억 달러) 스타트업 기금 조성(4년간 매년 250억 루피, 약 3억
7,500만 달러씩 투자)
- 창업 기간 단축
- 3년간 6개의 노동법과 3개 환경법 준수 관련 감사가 면제되고, 자율인증으로 대체
가능
- 특허출원 비용 80% 감면 및 특허심사 패스트트랙 지원
- 3년간 법인세, 재투자한 자본이득세 면세
- 벤처 투자자금 세금 면제
- 스타트업인디아 허브 조성을 통한 창업생태계 조성
- 제조업 분야의 스타트업에 정부 입찰 시 규제 완화
- 혁신 경진대회 및 기업가 양성 교육과 인큐베이터 제공
- 31개 혁신 R&D 센터 설립(13개 스타트업센터, 18개 기술경영인큐베이터)

자료 : 인도 산업정책진흥부(DIPP)

규제의 간소화
● 모디 정부는 스타트업 인디아 출범 이후, 인도의 복잡한 규제, 불안정한
R&D환경, 세제 등 관련 법규의 재정비를 통해, 초기 스타트업이 갖는 방해
요인을 제거해 왔음
3) 정학범 외(2016) 일부 참조
4) 이웅·배찬권·이정미·신세린·김신주(2016), 인도의 산업정책과 기업특성 분석 : 기업규모, 이윤, 비용, 생산성을
중심으로, 연구보고서 16-12, 대외경제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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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 규제 완화를 통해 그들이 핵심 사업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신생기업
의 규제 부담을 줄이자는 정책임
- 다양한 노동, 환경 법규를 준수하는 데 있어 요구되는 규제 절차는 스타트
업에게 막대한 시간의 소모와 어려움을 야기함
- 또한 신생기업이나 작은 규모의 기업들은 이슈의 미묘한 차이 인식에 어려움을
겪어 규제 기관의 강압적인 조치를 받는 경우도 종종 발생.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스타트업이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제도의 단순화가 요구됨
- 예를 들어 인도 스타트업의 경우, 초기 3년 동안은 총 6개의 노동법과 3개 환
경법 준수와 관련된 감사가 면제되고, 자율인증으로 대체 가능해짐

※ 노동법(Labour Laws) :
- The Building and Other Constructions Worker’s (Regulation of Employment & Conditions of
Service) Act, 1996
– The Inter-State Migrant Workmen (Regulation of Employment & Conditions of Service) Act, 1996
– The Payment of Gratuity Act, 1972
– The Contract Labour (Regulation and Abolition) Act, 1970
– The Employees’ Provident Funds and Miscellaneous Provisions Act, 1952
– The Employees’ State Insurance Act, 1948
※ 환경법(Environment Laws) :
- The Water (Prevention & Control of Pollution) Act, 1974
– The Water (Prevention & Control of Pollution) Cess(Amendment) Act, 2003
– The Air (Prevent & Control of Pollution) Act, 1981
자료 : Prakash (2016), Labor Law relaxations to startups. http://startupindiaguru.com/laborlaw-relaxations-to-startups(검색일; 2016. 8. 8).

자금 지원 및 인센티브
● 모디 정부는 스타트업을 지원하기 위해 1,000억 루피(약 15억 달러)규모의 스타
트업 지원펀드를 조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음
- 인도 기업들의 혁신적인 발전과 성장에 있어 창업자금의 부족은 스타트업의
창업 저해 주요 요인으로 지적됨.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인도정부는 스타트
업 지원을 위해 향후 4년간 1,000억 루피를 지원한다는 계획을 수립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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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 내 스타트업은 3년간 소득세 및 세무조사를 면제
- 투자를 활성화시키고 해외 투자 자본을 유치하기 위해, 스타트업 투자자는
투자 수익에 대해 3년간 면세

산학 연계 및 인큐베이터 시스템
● 인도정부는 혁신적인 발전을 이을 기업가 발굴과 양성을 위해, 학생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활성화를 도모하고 혁신경진대회 및 인큐베이터 시스템을 제공
- 다양한 분야의 창업을 활성화하는 데 목적을 둔 핵심 프로그램은 초기 50만
개의 학교를 선정하여, 대상 학교의 학생들과 100만 개 이상의 활동이 이루어질
것으로 계획
- 프로그램을 통한 상위 혁신가들 중 100개사는 최종 후보자 명단에 넣어
매년 Rashtrapati Bhavan에서 열리는 혁신 축제에 공개
- NIDH 프로그램(NIDH: National Initiative for Developing and Harnessing
Innovations)을 만들어, 혁신과 창업 발전 센터를 통해 20명의 학생들을
선정, 100만 루피를 지원
● 인큐베이터는 초기 단계의 신생기업을 파악하고 효과적인 스타트업 생태계를
구축을 위한 라이프 사이클의 다양한 단계를 지원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
- 인도 정부는 첫 단계에서 세계적 수준의 창업보육센터를 구축하는 투자
제안을 하고 있으며, 31개의 혁신 R&D 센터와 창업보육센터의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인큐베이터는 제공할 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자금 1억 루피의
재정적 지원을 받게 됨
5) 신세린(2016), 인도 ‘스타트업 인디아’ 주요 내용과 전망, 대외경제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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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디 총리는 스타트업 활성화 시스템 구축을 도모함
● 모디 총리는 벤처 자금을 통해 스타트업을 지원하고 인도 젊은이들에게
기업가 정신을 장려하기 위한 "Startup India"를 적극 홍보
● 모디 총리는 인도의 12만 5천개 은행 지점에서 스타트업을 지원할 수 있는
창업 자금을 최소 한 개 이상씩 설치할 것을 요구

주요국의 스타트업 관련 통계를 요약해 보면, 다음 표와 같음
● 인도는 그 규모는 크지만, R&D 투자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음. 새로운 비즈니스
창업에 걸리는 시간이 길며, 세금과 대출 금리가 비교적 높은 수준임
<주요국의 스타트업 관련 통계>
스타트업의 총 개수
기술기반의 스타트업
비기술기반의 스타트업
신규 비즈니스의 창업
소요시간(일)
법인세율
사업체별6) 세금의 개수
은행 대출금리
GDP 대비 R&D 지출
비율(2014년 추정치)

인도
10,000
4,300
5,700

중국
10,000
3,400
6,600

이스라엘
4,750
4,000
750

싱가포르
N.A.
N.A.
N.A.

일본
N.A.
N.A.
N.A.

미국
83,000
48,500
34,500

30-60

30

13

2

10

4

34%

25%

26%

33
10.3%

9
5.6%

0.85%

1.90%

34%

39%

미정
3.9%

17% (스타트업에
100% 면세)
미정
5.4%

미정
1.2%

11
3.3%

4.20%

n/a

3.40%

2.80%

자료 : Grant Thornton & ASSOCHAM (2016), 'Startups India : An Overview'

인도정부의 중소기업 육성 정책7)
● 인도정부는 2006년 중소기업 육성법(MSMED: Micro,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Development Act, 2006)을 마련하여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방향을 제시
6) 최근 세제의 개혁으로 세금의 개수가 대폭 감소됨
7) 조충제·송영철(2014), 인도의 중소기업 육성정책과 한·인도 협력확대 방안, 전략지역심층연구 14-01, 대외경제
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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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SMED에는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중앙정부가 고용자(근로자),
기업가, 경영진의 기술 개발(교육)을 강화하고, 기술향상 및 마케팅 지원,
인프라시설 지원, 클러스터 개발 등을 지원해야 함을 명시함
- 특히, 중소기업이 직면한 가장 큰 문제점인 자금 지원 문제 해결을 위해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지원을 강화하고 신속하고 유연한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중앙정부의 중소기업 보조금 지원도
강화하고 있음
<MSMED의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방향>
구분

주요내용

개발지원

· 고용자, 기업가 등의 기술 개발(교육) 강화
· 기술향상(technological upgrade) 추진
· 마케팅지원, 인프라시설 지원, 클러스터 개발

자금지원

· 중소기업에 대한 은행 대출 지원 강화
· 신속하고 유연한 대출 지원 서비스

보조금지원

· 중앙정부의 보조금 지원 강화

지불지연 방지

· 중소기업에 대한 바이어의 지불지연 금지
· 지불지연 시, 바이어의 이자 지급 의무화

관련 기관 설립

· 주별 중소기업 육성위원회 설립

자료 : MSME Development Institute, Ludhiana (http://www.msemdildh.gov.in/msmedact.pdf)

● 인도정부는 인도 제조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가 제조업 경쟁력향상
프로그램(NMCP: National Manufacturing Competitiveness Programme)을
마련하고, 중소 제조기업 지원의 강화에 초점
- NMCP는 마케팅 지원, 인큐베이터 지원, 지적재산권 지원, 생산방식 효율화,
디자인개선 지원, 수출촉진 지원, 기술 및 품질향상 지원, ICT활용 지원,
교육훈련 지원, 품질관리 지원 등 10개의 주요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조업 관련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대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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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MCP 지원 프로그램의 주요내용>
구분
마케팅지원(바코드)

주요내용
· 극소 및 소기업 생산 제품의 대한 바코드등록 도입 추진
- 바코드등록 비용 지원(비용의 75% 지원)

인큐베이터 지원

· 인큐베이터를 통한 신규 사업개발 지원(기술, 가공, 상품, 공정 등)
- 신규 사업 개발 추진에 62만 루피 지원
- 기술지원, 워크숍 지원, 연구지원, 기업설립 지원

지적재산권 지원

·
·
·
·
·

린 생산방식 도입

· 기업 생산 효율성 극대화
- 적정 경영관리 및 공간 활용, 과학적 보관관리, 공정시간 단축 등을 통한
비용 절감
- 중앙정부 2.6억 루피 지원

디자인 클리닉

중소기업의 지적재산권 인식 개선
일부 산업 및 클러스터 대상 시범연구 실시
세미나 및 워크샵 실시, 관련교육 실시
특허권 등록 보조금 지원
지적재산권 활성화 관련 기관 설립

· 중소기업 제품의 디자인 개선 지원
- 중앙정부 4.9억 루피 지원
- 델리에 4개 디자인센터 설립

마케팅 지원(수출촉진)

· 중소기업 마케팅 경쟁력 향상 지원
- 중소기업 수출촉진
- 중앙정부 1.8억 루비 지원
- 포장 기술 향상, 현대 마케팅기술 개발, 지역전시회개최 등

기술 및 품질향상 지원

· 에너지효율 기술 활용 온실가스 감축 지원
- 중앙정부 6.5억 루피 지원

ICT활용 지원

· 중소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ICT기술 도입 지원
- 중소기업 클러스터 웹 포털 개발(네트워크 강화)
- ICT 적용을 위한 중소기업 인력의 기술 개발
- 중소기업을 위한 소프트웨어 솔루션 개발
- 중앙정부 4.7억 루피 지원

교육센터 지원

· 교육훈련 센터 등 교육 인프라 확충

품질관리 지원

· 품질관리표준(QMS), 품질기술툴(QTT)을 통한 경쟁력 향상(생산성 품질개선)
- 적정 커리큘럼의 기술교육기관 도입
- 중소기업 인식 캠페인 추진

자료 : MSME Development Institute, Delhi (http://msmedinewdelhi.gov.in/PDF2014-15/Report%20NMCP
%20&%20Others%20Schemes_2013-14.pdf)

● 인도정부는 12차 국가개발계획을 마련, 특히 인도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지원이
필요한 분야와 지원정책을 제시
- 인도정부는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지원이 필요한 분야를 ① 금융, ② 기술,
③ 인프라, ④ 마케팅 및 조달, ⑤ 기술개발 및 교육훈련, ⑥ 제도 등으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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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국가개발계획 중 중소기업 육성 방안의 주요내용>
구분

주요내용

금융

· 중소기업의 금융 정보접근 및 절차 간소화를 위한 전자플랫폼 추진
· 중소기업 클러스터 인근 은행지점 설립 확대
· 자금 출처 다양화를 통한 중소기업 대출 기회 확대(사모펀드, 벤처캐피탈, 엔젤
펀드 등)
- 나노기술, 바이오기술, 우주과학, 방위 산업 등 지식기반기업지원

기술 업그레이드
인프라 개발

마케팅 및 조달

· 인력 교육훈련 시설 확대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
· 클러스터 기반의 산업인프라 개발 추진
- 클러스터개발 프로그램 지속 추진
· 시장개발 지원 프로그램
- 국내 및 국제 무역전시회 참여, 바코드, 포장 및 표준화 등
· 공공조달정책 도입

기술개발 및 교육훈련 · 기술개발 및 교육훈련 강화 프로그램
제도적 구조

· 각 중소기업 관련 기관의 역할 강화
· 전자 기업등록 시스템 추진(정보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자료 : Government of India(2012): 'Twelfth Five Year Plan(2012-2017)'. pp. 76-88 참고

● 이밖에 인도정부는 ① 국제협력 지원, ② 클러스터개발 프로그램, ③ 기술개발
대출 연계 보조금, ④ 마케팅 지원 등의 세부 지원프로그램을 마련
- 국제협력 지원프로그램은 인도 중소기업의 기술 습득과 업그레이드, 현대화,
수출촉진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중소기업 사절단의 해외국가 방문 지원,
국제 전시회, 무역 박람회, 해외 바이어 미팅 등을 지원
- 인도정부는 클러스터개발을 통해 은행, 대출기관 등의 금융서비스 접근 및
기술향상, 교육훈련 지원, 시장접근 지원 등 극소 및 소기업의 생산 활동에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와 인프라를 제공하여 기업의 비용 절감과 상품 및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
- 또한 자금문제 등으로 공장시설이나 기계, 생산 기술 등의 현대화를 추진
하지 못하는 소규모 기업들의 기술 업그레이드 지원을 위해, 기술개발을 위한
대출 연계 보조금을 만들어 필요 자금을 제공
- 이밖에 중소기업의 마케팅기술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국제 기술전시회 개최
지원, 국제 전시회 및 무역박람회 참여 지원, 국내 전시회 개최 및 무역박람회,
전시회 참여 지원, 바이어-셀러 미팅 등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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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한국 스타트업의 현황과 생태계 관점의 필요성

1. 한국 스타트업의 현황
한국 스타트업의 정의
● 국가마다 스타트업(Startup)의 정의는 다소 차이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혁신적
기술과 아이디어를 보유한 신생벤처기업을 의미하며, 외부자본(벤처캐피탈
이나 엔젤) 투자를 바탕으로 신기술 기반의 고위험-고수익 분야에 종사하는
형태가 일반적임8)
- 국내에서는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이 유사한 개념으로 통용되고 있으나, 정확
하게 동일하지는 않음
- 벤처기업의 경우 벤처투자기업, 연구개발기업, 기술평가보증기업, 기술평가
대출기업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의미하지만,9) 스타트업은 이에
속하지 않은 초기 신생기업도 포함. 그러나 적어도 단순한 팀이 아닌 실제
회사의 모습을 지니고 있어야 함10)
- 스타트업은 ‘극심한 불확실성의 상황 하에서 고객들에게 제공할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어내기 위해 디자인된 조직’임11)
- 기존 산업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며 혁신주도형 경제를 주도한다는 점
에서 최근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의의가 큼

8) 전해영(2016), 국내외 스타트업 현황과 시사점, 현대경제연구원.
9)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2조의2 제1항
10) 따라서, 단순히 국내의 스타트업의 수를 표시할 경우, 적절한 정의가 동반되어야 외국의 스타트업의 수와 비교
될 수 있음
11) Ries, Eric(2011), The Lean Startup: How Today’s Entrepreneurs Use Continuous Innovation Successful
Business, Crown Publishing의 p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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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타트업의 특징은 정보통신기술 생태계인 O·N·E(오픈·네트워크·에코)를
기반으로 정보공유 및 전달이 강조되고 공유가치창출(CSV, Creating Shared
Value) 측면이 부각된다는 것임12)
- 구글, 페이스북, 알리바바, 샤오미, 우버, 에어비앤비 등이 스타트업으로 출발
했으며, 국내에서는 최근 굿닥(헬스IT), 쏘카(카세어링), 우아한형제들(모바일
생활서비스), 비바리퍼블리카(간편 송금 앱), 컬리(마켓컬리), 루닛(AI 의료영상
진단), 벨런스히어로(트루밸런스), 하이퍼커넥트(아자르)등이 대표적 스타트
업으로 대두

주요국의 스타트업의 동향
● 미국, 유럽, 중국, 인도 등 세계 각국 정부는 경기활성화 및 생존 전략의 돌파구
로서 스타트업 지원정책을 적극 수행13)
- 미국의 경우, 2011년부터 스타트업 아메리카(Startup America) 프로그램을
통해 창업 생태계 조성에 노력 중이며, 글로벌 스타트업 투자 시장을 선도
- 영국은 알파고의 주역인 스타트업 ‘딥마인드’를 배출할 정도로 혁신적 아이
디어만 있으면 쉽게 창업 가능. 2010년 기술기반 창업기업을 위한 ‘테크시티’
라는 클러스터를 런던에 조성하고 다양한 정책을 통해 스타트업 클러스터
(또는 생태계)를 성공적으로 운영
- EU의 경우, 2016년 기존 스타트업 정책을 개선한 스타트업 증진계획(Start-up
and Scale-up Initiative)을 발표하고, 벤처캐피탈 투자 및 세계 시장에서
유럽 기업가들의 주도적 역할을 강조
- 중국은 2015년 리커창 총리가 정부공작보고에서 ‘대중창업, 만민혁신(大衆
創業, 萬民革新)’ 경제발전방침 제기 후, 창업열풍이 지속적으로 확산. 정부의
적극 지원에 힘입어 텐센트, 알리바바와 같은 성공적 IT 기업 출현

12) 이민형(2013), 국내외 스타트업 현황과 정책사례, 2013년 15호 CGS Report, pp. 15-17.
13) 채송화(2017), 국내외 스타트업 투자 현황 및 시사점, S17-03,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II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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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의 모디 정부 역시 다각도에서 스타트업 육성을 적극 추진. 예를 들어,
인도의 CSR 정책에 따라 순이익의 2%를 CSR에 투자해야 하는데,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도 CSR 투자로 간주함으로써, 스타트업의 붐 조성에 보다 적극적
으로 노력

한국 스타트업의 현황
● 2016년 신규 벤처투자액은 2조 1,505억 원(전년대비 3.1% 증가)을 기록하였고,
신규 벤처펀드의 경우는 3조 1,998억 원으로 사상처음 3조 원대를 진입(전년
대비 17.9% 증가)14)
- 2016년 한국의 스타트업 투자는 총 347건으로 공개된 투자액은 10,078억 원
(비공개된 건수는 포함, 금액은 미포함)
- 2014년 이후, 글로벌 시장에서 많은 유니콘 기업이 탄생하였으나, 한국에서
스타트업의 기업 가치는 아직 낮은 수준임. 쿠팡이 2014년 5월, 옐로모바일이
2014년 11월 글로벌 유니콘에 이름을 올린 후 4년 만에 L&P코스메틱(2018년)
단 한 곳만 유니콘 기업으로 등극
- 투자 초기 단계보다는 후기 단계에 더 많은 투자가 나타나는데 이는 글로벌
시장과 상반된 상황. 또한, 창업 당시 자기 자본금 1억원 이하가 대부분
으로,15) 영세한 수준이며, 스타트업 회수 시장의 경우에도 해외에서는 M&A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국내에서는 IPO가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
(M&A 회수율은 1~2%에 불과)
- 글로벌 시장이 정부, 선도기업의 창업 및 투자 선순환 구조 형성에도 불구
하고, 많은 한국의 기업들에게 스타트업 정책이 피부에 닿지 못하는 것이
현실

14) 채송화(2017), 국내외 스타트업 투자 현황 및 시사점, IITP.
15) Korean startup ecosystem forum white paper 2016, 서울 및 성남 소재 295개 스타트업 조사결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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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스타트업에 있어서, 생태계 관점의 필요성
최근 기업 간 경쟁 및 성장 단위의 변화
● 최근 한국의 스타트업이 상대적으로 고전을 하는 반면, 미국, 이스라엘, 영국
등의 스타트업이 보다 활성화된 이유는 단순한 한 두 개의 기업지원에 집중하는
것이 아닌, 스타트업 생태계(또는 발전된 클러스터)라는 시각으로 접근하기 때문
- 특히, 스타트업 선도국인 미국의 경우 투자 생태계에 있어서 MS, 아마존 등
IT 선도 기업들이 관련 스타트업에 재투자하는 경우가 많음. 예를 들어, 2016년
5월 MS는 Microsoft Ventures를 출범했고, 아마존은 2015년부터 Alexa
Fund를 운영
● 실리콘밸리의 성공도 단순한 스타트업 지역으로서의 성공보다는 스타트업
생태계 관점, 더 나아가 산업생태계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
● 스타트업을 포함한 산업정책 역시 단순히 몇 개의 핵심 기업 또는 산업에서
문제점을 찾기 보다는 전체적인 생태계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

인도 진출 한국 스타트업의 애로사항
● 내부 자원의 부족(인프라, 자금, 혁신경험 등)16)
- 인도의 경우 물류시스템이 상당히 부족한 상황이며, 전자상거래 등 관련 산업의
발달을 제한하는 요소가 됨
- 인도와 같은 신흥국 혁신생태계에는 위험 감소하려는 엔젤투자자, 벤처투자자
등의 투자자가 발달하지 않았으며, 은행시스템이 취약하여 창업 중소기업을
위한 대출이 어려움

16) 박지현·이종화·김나연·최효민(2018), 신흥 지역의 창업·스타트업 육성 정책동향 및 협력방안 연구 : 인도,
동남아를 중심으로, 정책연구 18-18, 정보통신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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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타트업에게 조언할 수 있는 멘토나 선배 창업자와 연결하기가 어렵고 네트
워킹여건 부족
- 현지 인큐베이터, 액셀러레이터, VC 등을 활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어느
정도 본국의 자원에 의존할 필요
● 혁신정책 및 관련 실행능력의 불확실
- 정치적 불안정과 정부 조직의 비효율성, 추진 인력의 잦은 교체 등으로 인해
일관적 혁신정책의 추진이 어려움17)
- 인도는 국가의 규모가 크므로, 지역 간 불균형, 부정부패 등으로 인해 정부의
정책이 현장까지 도달하기 어려움. 특히, 국가 내 환경이 불균질하기 때문에
(예, 인프라, 교육, 보건, 소득 등 도시와 농촌 간 격차가 큼) 사업적 불확실
성이 큼
- 계획한 정책들을 실제로 추진할만한 자금이 부족해 형식적으로 실행될 수
있고, 시행할만한 역량 있는 인재 부족
● 기타 외국비용(cost of foreignness; liability of foreignness)
- 위의 사항이외에도 저자가 직접 인도의 델리, 하이데라바드 등에서 사업을
하는 한국기업들과의 인터뷰에서는 문화에 따른 어려움, 인도라는 다른 국가
에서 기업을 운영하는 어려움, 송금의 어려움 등 다양한 위험이 상존
● 기본적으로 인도에서는 스타트업 생태계가 아직 자리 잡고 있는 중이며,
따라서, 보다 장기적 시각에서 기회를 찾아야 함

17) 박지현·이종화·김나연·최효민(2018), 신흥 지역의 창업·스타트업 육성 정책동향 및 협력방안 연구 : 인도,
동남아를 중심으로, 정책연구 18-18, 정보통신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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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정책적 시사점

1. 클러스터 전략에서 생태계 전략으로의 변화
● 미국, 이스라엘, 영국 등 선진국 사례를 볼 때, 스타트업 관련 정책에 있어
서도 기본적으로 생태계 전략으로의 관점 변화가 필요
- 따라서, 다음에서는 기본적인 산업생태계 전략을 고찰하고, 이어 이러한 생태계
에서 혁신이 일어나기 위한 혁신생태계의 특징을 살펴본 뒤, 스타트업 생태계의
활성화에 관해 논의하고자 함

(1) 기존 클러스터 전략과 산업생태계 전략
기업 경쟁력 연구 추세의 변화
● 4차 산업혁명 등 기술의 변화와 글로벌화가 가속화되면서 기업에 대한 전략도
변화
<기업경쟁력 연구의 변천>

자료 : Porter(1990), Moore(1996), Hamel & Prahalad(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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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rter의 경쟁우위론
- 1980년대에는 산업조직론 측면에서, Porter의 경쟁우위론이 대두되면서,
저원가 전략과 차별화 전략을 중심으로 본원적 전략이 조명을 받음
- 기업의 활동을 가치사슬을 중심으로 본원적 활동과 지원활동으로 구분하고,
각 활동에 따른 경쟁우위가 핵심이며, 이후 다이아몬드 모델로 발전18)
● Hamel의 핵심역량론
- 이후, 90년대 중반이후, 자원기반이론(Resource-based View)이 대두되고,
외부의 환경보다 내부의 핵심역량(Core Competence)을 중시하게 됨19)
- 지적 리더십과 미래에 대한 통찰력이 중요하게 되고, 고객에게 가치를 제공
하는 복합 개념으로서 핵심역량, 동태적 역량(Dynamic Capability) 등의
개념이 중요하게 되었음
● Moore의 생태계론
- 최근에는 경쟁의 단위가 ‘기업’에서 ‘생태계’로 변화되고, 생태계 내의 가치
네트워크가 중요하게 되는 시대가 도래20)
- 따라서, 어떻게 생태계를 조성하고 공진화하느냐가 핵심역량에 중요하게 되었
으며, 생태계 상에서의 가치 창조력(혁신)이 중요
- 산업생태계란 특정 산업군의 제품 또는 서비스를 생산하는 주요기업들 뿐만
아니라 소재 및 부품을 공급하는 공급자와 완제품을 제공받는 수요자, 경쟁자
및 보완재를 생산하는 업체들까지 산업 환경 내의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생태계
의 유기체들처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 서로 상호작용하는 시스템 또는
경제공동체
18) Porter, M. E. (1990), The Competitive Advantage of Nations, New York: Free Press.
19) Hamel, G. & Prahalad, C. K. (1994), Competing for the Future, Boston, MA: Harvard Business School.
20) Moore, J. F. (1993), Predators and Prey: The New Ecology of Competition, Harvard Business Review,
71(3): 7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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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러스터 관점과 생태계 관점의 비교
<클러스터 관점과 산업생태계 관점의 주요 특성>

자료 : Peltoniemi, Mirva (2004), pp. 5-6.

- 클러스터가 지리적 집중을 중시하는 반면, 생태계 관점에서는 지역성이 경시됨.
특히, 최근에는 글로벌화가 진전되어 지리적으로 떨어진 클러스터 간에도
협업이 가능한 가치 네트워크 사회로 진화됨
- 또한, 클러스터에서는 ‘경쟁’이 경쟁력을 강화하는 수단이므로 이를 강조하
였으나, 생태계 관점에서는 ‘경쟁’도 필요하지만 때로는 상호 ‘협력’이 중요
하게 됨
- 산업의 개념도 생태계 관점에서는 경시되며, 이종 산업간 협력 및 시너지
창출이 중요하게 되었고, 최근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이러한 특징은 더욱
가속화됨
- 지식의 창출도 당연히 생태계간 공동운명체란 개념이 나타나고, 분권형
통제를 통해 느슨한 네트워크 형태를 지니게 됨

20 인도의 스타트업 정책이 한국의 스타트업 및 정부에게 주는 시사점

(2) 혁신생태계 관점에 대한 고찰
스타트업 확산을 위한 혁신생태계의 구조
● 혁신생태계의 구조
- 생태계 관점에서 나아가 혁신적인 생태계의 구조를 보면, 전체 생태계 중에서
지식창출 생태계, 비즈니스 생태계, 그리고 중개 및 지원 기능을 하는 기관의
세 구조로 구분할 수 있음
<혁신 생태계의 구조>

자료 : “김진석·안현빈(2016)”에서 재구성

● 지식창출 생태계
- 대학, 공공연구기관, 연구소 등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는 생태계를 일컬으며,
혁신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1) 기초 인프라를 확충하고, (2) 수요기반의
지식창출을 활성화시키고, (3) 최근 ‘플랫폼’과 같이 여러 기업군의 지식, 기술,
노하우를 공유하는 시스템 구축이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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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즈니스 생태계
- 단순히 사업체 수의 증가 뿐 아니라, 벤처캐피탈, 창업보육기관, 연구개발
서비스기업 등 민간부문의 혁신 촉진기능을 활성화시키고, 인센티브 및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며, 최근 이슈가 되는 지속가능경영의 강화, 대기업 및 중견·중
소기업의 협업 강화 등을 통해 전반적인 비즈니스 생태계의 발전이 긴요
● 중개 및 지원 기능
- 앞의 지식창출 생태계와 비즈니스 생태계가 따로 따로 발전한다면 혁신
창출에 한계가 있음
- 이 두 생태계의 연계를 도와주는 혁신 인프라가 필요

(3) 생태계 전략을 활용한 스타트업 활성화 모색
비즈니스 생태계의 활성화
● 비즈니스 생태계의 한 부문인 벤처생태계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생태계 관점의
다양한 노력이 필요. 미국은 전 세계 벤처투자의 70% 이상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중 40% 이상의 투자가 실리콘밸리라는 작은 지역에서 투자되고 있고, 벤처
자금을 운용하는 벤처캐피탈의 절반 이상이 생태계의 인프라가 잘 구축된 실리
콘밸리에 소재하고 있음을 볼 때, 이러한 생태계의 구축은 매우 중요
- 실리콘밸리에서 성공한 기업 대부분이 샌드힐로드에 위치한 VC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성장. 대표적으로 1972년 샌드힐로드에 가장 먼저 자리 잡은 VC
클라이너퍼킨스(KPCB)는 구글의 성장을 돕고 아마존, HP, 오라클에 인수된
선마이크로시스템스, 트위터, 페이스북, 스냅챗 같은 세계적 IT기업 500여
개를 성장시킴. 이는 특히, ‘비즈니스 생태계’의 활성화의 중요성을 강조
● 스타트업(Startup)의 M&A 및 IPO 활성화는 벤처투자를 촉진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며, 금융시장 선진화를 위한 기술 이해력을 갖춘 금융인력 양성, 금융
기관의 경쟁력 제고 등 ‘비즈니스 생태계’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의 구축을
위한 다각적 노력이 필요
22 인도의 스타트업 정책이 한국의 스타트업 및 정부에게 주는 시사점

<스타트업 ‘비즈니스 생태계’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예)>

자료 : 한국 산업생태계의 정체 현상과 개선을 위한 제언(김도훈)21)

지식창출 생태계의 활성화
● 또한, 단순한 아이디어가 발전하여 지식창출이 되고 사업화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지식창출 생태계’의 활성화 역시 긴요함. 최근 4차 산업혁명 기술의 발전
등으로 산학연 협력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데, 이는 이러한 맥락과 상통
한다고 볼 수 있음
- 대기업과 중소·중견 기업과의 협력은 물론, 이러한 기업들과 대학 및 연구소
들이 함께 실질적인 최첨단의 연구를 통해 새로운 지식이 창출되고 이것이
사업화로 연결될 수 있는 토대가 조성되어야 함

중개 및 지원기능의 활성화22)
●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혁신생태계가 구현되기 위해서는 위의 ‘지식창출 생태계’와
‘비즈니스 생태계’가 잘 연결되어야 하고 따라서, 이를 위한 기반조성이
필요함
● 예를 들어, 독일의 Fraunhofer 연구소, 미국의 제조업혁신센터(NNMI), 영국의
HVM Catapult 등은 이러한 중개 및 지원기능을 통해 혁신을 도와주는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모범 예라고 할 수 있음
21) “NEAR 재단(2017), 생성-성장-소멸-재생성 순환 체계 단절로 침하되고 있는 한국의 경제생태계, 21세기북스.”의
제6장.
22) 한상만 등(2018), 지속가능경영 종합시책 연구,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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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계 혁신 프레임워크의 해외 사례>

자료 : 전현곤 등(2017), 한상만 등(2018)

- 이러한 생태계의 조성을 위해서는 (1) 추진산업 및 기술의 결정, (2) 추진주체와
대상 확정, (3) 비용 등 운영방식의 결정, (4) 지원 전략의 결정과 같은 구체적
프레임워크가 있고 중장기적 전략이 필요
● 물론, 이러한 중개 및 지원을 넘어서 전반적인 일관된 정책적 노력이 뒤따라야
그 성과가 현실화될 것임
● 따라서, 다음에서는 정책적 측면에서 종합적 고찰을 통해 시사점을 제시
하고자 함
- 또한, 이러한 종합적 접근을 위해 먼저 독자들에게 ABCD 전략 모델을 설명
하고, ABCD 모델에 따라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24 인도의 스타트업 정책이 한국의 스타트업 및 정부에게 주는 시사점

2. ABCD 전략 모델 기반의 종합적 시사점
ABCD 전략 모델이란?
● ABCD 전략모델은 종합적인 정책 방향과 시사점을 제시하는 유용한 전략
분석의 틀이며,23) 한국경제의 발전요소, 손자병법의 기본구조 등을 연구하여
만들어진 모델임
- 전략분야의 그루인 M. Porter(1990)의 다이몬드 모델이 문제의 현황을 점검
및 진단하는 포괄적 모델이라면, ABCD모델은 문제점의 해결책을 제시하는
처방전의 역할을 하는 모델임
- 또한, ABCD모델은 한국의 경제발전 성공요소를 분석하기 위해 맨 처음
Moon(2016)에서 소개된 모델이지만, 개도국뿐만 아니라 선진국의 경쟁력
향상 전략에도 유익한 모델임
<ABCD 모델>

자료 : Moon(2016)

23) Moon, H. C. (2016), The Strategy for Korea’s Economic Succes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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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모델은 민첩성(agility), 벤치마킹(benchmarking), 융합(convergence),
전념(dedication)이라는 4개의 요소로 구성되고, 각 요소는 각각 2개의 하위
요소로 구분됨
- 이 모델의 기본 가설은 경쟁국간의 특유한 자원 또는 경쟁우위가 크게 차이가
없는 전제 조건 하에서, 어떻게 기존에 보유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경쟁국보다 더욱 높은 경쟁력을 창출할 수 있는가를 제시한 전략적 모델임.
이 모델은 국가뿐만 아니라, 산업, 기업, 지역, 개인 등 다양한 분석차원에
적용할 수 있음

ABCD 모델과 인도 스타트업
● 인도는 13억 인구의 큰 시장을 가지고 있으며, 최근 7% 이상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면서 유망한 세계의 시장으로 급부상
- 따라서, 이러한 매력적인 인도 시장과 인도 스타트업과 관련하여, 인도 진출에
대한 한국 기업 및 정부의 관심은 증가하고 있는 추세
●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인도 스타트업 시장 진출을 위한 시사점을 ABCD
전략 모델의 각 요소를 중심으로 종합적으로 제시하고자 함
<ABCD 모델로 본 수출중소기업 및 한국 정부 측면의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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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첩성(Agility): 신속(Speed), 정밀(Precision)
● 신속한 스타트업 역량강화 및 글로벌 자본의 유입 도모
- 한국 스타트업과 인도 스타트업이 상호 기술력 보완 등을 통해 점차 상호
역량이 강화될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신속하게 한국과 인도 각각 스타트업의
개별 역량이 강화되어져야 함
- 또한, 대부분 스타트업이 자본 부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인지하고,
이의 해결을 위한 글로벌 자본 유입의 통로 확보가 필요
- 이를 위해 양국 정부에서, 상호 윈-윈 할 수 있는 스타트업 모델의 재설계가 필요.
예를 들어, 한국에서의 설계와 인도에서의 제조를 통한 효율 경쟁력 확보
- 따라서, 인도시장을 기반으로 한국 스타트업의 기술·사업모델의 재설계, 상호
글로벌 VC 유치의 협력 등 다양한 측면에서 인도와의 신속한 공조가 필요
● 양국 스타트업 간의 세밀한 전략적 협업 모색
- 양국의 경제적 관계는 경제발전단계 등으로 고찰해 볼 때, 대체경쟁적
․
관계가
아닌 상호 보완적 관계가 될 수 있음. 인도의 장점은 거대한 시장과 풍부하고
저렴한 SW 전문인력 등이고, 한국은 그 간 국내에서 제공되고 검증된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과 세계 최고의 강력한 제품 경쟁력(H/W)이 강점이므로, 상호
연계를 통한 시너지 효과 창출이 가능
- 현재 인도 스타트업 시장의 긍정적 현황으로 판단한다면, 인도에 진출하는
것은 국내 스타트업들에게도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음24)
- 구성원과 구성원 간 협업이 강조되는 생태계(ecosystem)의 구조에 있어서,
양국 스타트업의 협력은 더욱 필요
24) 박지현 등(2018). 이미 소프트뱅크 등 유수의 벤처캐피탈은 물론, 해외 스타트업이 인도시장에 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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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문별·시간적 전략 : 인도와의 협력 부문을 크게 몇 가지로 구분해서, 장기와
단기 전략을 적절하게 구사할 필요가 있음
- 예를 들어, 단기적으로 ‘산업고도화 및 주력산업의 역량강화’와 ‘기반시설 확충
및 인프라 고도화’ 부문에서 협력하고, 장기적으로는 ‘미래유망산업 및 신성
장동력 창출’과 ‘산업생태계 확대 및 국가 R&D 혁신’부문에서 협력25)
● 한국 스타트업의 입장에서, 인도 스타트업 생태계를 M&A 등을 통한 인도시장
으로의 진출, 인재 활용, 기술협력 측면에서 활용26)
- 예를 들어, 규모가 있는 한국의 기술기업이 인도 현지의 스타트업을 인수합병
(M&A) 형식으로 투자하는 방법을 통해 인도 시장에 진출
- 또는, 소프트웨어, 바이오 등 R&D 아웃소싱을 통한 인재의 활용도 가능.
인도는 고급개발인력의 인건비가 여전히 낮은 편이고, R&D 아웃소싱 산업이
잘 발달하여 있으므로, 대기업중견기업처럼
․
인재를 직접 채용하지 않고도
스타트업에서 업무 단위별 아웃소싱으로 인도 인력의 활용이 가능
- 또한, 한국과 인도는 강점이 있는 기술 분야가 다르므로 상호 협력을 통해
시너지 효과의 창출도 가능. 초기에는 단순한 공동개발로 시작해서, 향후
합작 등 강한 기업결합의 형태로 발전 가능
● 스마트시티 등 공동 개발 사업
- 스마트 시티는 4차 산업혁명의 결집체이며, 동 부문에서 인도와 한국의 결합
가능성은 매우 높음. 특히, 한국의 ICT 기반 도시 개발 역량의 대인도 진출은
시너지 효과가 높은 분야임27)

25) KOTRA(2016), 수출확대를 위한 국가별 경제협력방안 수립: 인도.
26) 박지현 등(2018), 신흥 지역의 창업·스타트업 육성 정책동향 및 협력방안 연구 : 인도, 동남아를 중심으로, 정책
연구 18-18,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7) 국민경제자문회의지원단(2016),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한 한-인도 상생협력 방안, 대외경제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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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 내 ‘한국형 산업중심 도시’로 개발하는 방안이 가능하지만, 이러한 큰
규모의 경우, 양국 정부 간 긴밀한 협력이 전제되어야 함. 한국의 산업도시
개발 경험과 인도의 제조업 육성 및 인프라 개발 수요가 결합한다면 양국의
긍정적 시너지 효과 창출이 용이

벤치마킹(Benchmarking): 학습(Learning) → 모범적 선례(Best Practice)
● 벤치마킹을 통한 글로벌 전략의 수립: 과거 20년 전 국내에서 폭발적인 벤처
붐이 있었으나, 국가경제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중·장기적 산업동력으로 성장
하지 못함
- 그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글로벌 전략의 부재임. 국내기업이 생산한 국내
제품 및 서비스가 국내시장의 한계로 시장 성숙기에 들어서면 더 이상의 가치를
확대할 수 있는 통로가 단절되면서 빠르게 쇠퇴. 따라서 성공적인 국가의
스타트업 생태계에 대한 글로벌 전략을 벤치마킹하고 이를 적극 추진해야 함
● 스타트업의 동반 해외진출이 가능한 섹터별 G2G 사업모델 개발
- 인도 관점에서는 스타트업, 스마트시티, 5G, 교통관리, 공공데이터, 헬스테크,
농업테크, 에듀테크, 환경 등 개별 기술이 아닌, 정책·제도-기관-기술 등
전체 프레임을 한꺼번에 이전하는 것을 더욱 희망
- 따라서, 한국이 강점을 가진 분야를 중심으로 인도에 전체 프레임을 이전할
수 있는 G2G 모델 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이 과정에서 스타트업을 포함한
민간 기업들의 적극적 참여 유도가 필요
- 한국 스타트업의 인도 환경에 대한 지식과 네트워크를 습득하고, 이를 기반
으로 인도 진출 지원 논의
● 제품·서비스 현지화를 통한 인도시장으로의 진출
- 제품 및 서비스의 현지화를 통한 진출이 중요한데, 특히 소득 및 교육의 격차
해소, 전통산업의 정보화 등 인도 시장의 특징을 파악하고, 각각 달리 접근
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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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를 들어, 원격진료(보건), e-Learning(교육), 모바일 결제(금융) 등 BoP
(Bottom of Pyramid)28)를 위한 격차해소 부문은 혁신적 솔루션이 매우 중요
하고 필요하나 소비자들의 소비여력이 매우 낮기 때문에, 누가 그러한 솔루션
개발 비용을 지불할 것인지 유의해야 함
● 인도는 글로벌 테크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소프트웨어, 바이오 등 일부 섹터가
많이 발달되어 있음. 따라서 이런 기업들과 전략적인 협력 분야를 발굴하며,
이를 통해 기업 및 학교 간 인력교류, 기술교류, 공동 R&D 협력이 가능

융합(Convergence): 혼합(Mixing) → 시너지 창출(Synergy-creation)
● 스타트업 및 혁신을 위한 국가 간의 협력 플랫폼을 구축
- 인도와의 대 정부 협력을 원활하게 하는 기술교류센터,29) 코리아 플러스 등
정부관련 센터의 활성화 필요
- 국가 간의 협력 플랫폼은 별도의 기관 또는 양국 부처·거점기관 간의 협력
프레임, 혹은 기존 기관들에 대한 추가적 역할 부여 가능
- 스타트업 관련 협력 사업은 사업을 진행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며, 현지
인도의 혁신생태계가 여전히 조성 중이기 때문에 장기적 접근 필요
- 일관성 있는 정책 의지가 필요하며, 이를 지원하는 전문 담당실무자 필요
● 인도와 한국의 정부 간 협력센터 외에 이들을 지원할 수 있는 민간 협력센터의
구축
- 이 협력센터의 기능은 기존의 양국 정부 및 공공기관이 제공하고 있는 모든
서비스를 양국 중소기업들에 보다 직접적으로 제공
28) ‘피라미드의 맨 밑바닥’，즉 소득계층의 최하위에 있는 연간소득 3,000달러 미만의 저소득층을 뜻한다(한경 경제
용어사전).
29) 정진섭(2017), G2G기반, 한·인도 기술교류센터 설립과 활성화를 위한 연구, 중소기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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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 시장 및 경영, 정책 정보는 물론 네트워크 확대, 기업 및 기술 매칭, 각종
조사, 인큐베이팅, 애로사항 해결, 양국간 공동사업 개발 및 추진, 자금지원
알선 및 정책자금 지원 등 수출 및 투자 활성화, 현지화를 지원하는 모든
서비스 등을 원스톱 방식으로 지원
● 한·인도 스타트업을 위한 추가 인프라 또는 네트워크의 활성화 필요
- 전반적 큰 틀은 정부기관에서 하되 실제 비즈니스가 될 수 있도록 연결해주는
추가 인프라가 필요(예를 들어, 한·인도 민간 네트워크)
- 특히, 단순한 인도와의 교류 이외에 스타트업 비즈니스의 실제 수행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인프라 또는 네트워크 필요
● 한·인도 간 스타트업 공동펀드 조성
- 스타트업의 경우, 초기 자금조달이 늘 중요한 장애임. 이러한 문제를 개선
하기 위해 양국 정부가 일종의 정책자금을 활용하여 공동 펀드를 조성하고,
이를 씨드머니로 하여 양국 스타트업 간의 협력에 활용
- 기술 및 양국 마케팅 등 측면에서도 이러한 한·인도 공동펀드의 적극 활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지자체, 기업, 연구기관, 학교 등 다른 주체 간 협력을 통한 시너지 창출
- 인도는 소프트웨어, 바이오, 우주항공 등 일부 섹터에서는 높은 기술력을
보유. 따라서 이러한 부문에서 한국의 기업, 학교 등 여러 다른 주체들과의
협력을 통해 단독 스타트업을 만들 수도 있고, 합작 스타트업도 가능
● ‘K-Global 프로젝트’와 같이 기존에 수립된 정책의 활용을 통한 한국 스타트
업의 대 인도 투자 진출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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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업한 지 1∼2년도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선제적으로 해외시장을 공략하는
본글로벌(Born-global)형 스타트업이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글로벌 기업
에서 일하거나 해외 경험을 쌓은 스타트업 창업자들이 좁고 작은 한국 시장
대신 글로벌 시장을 먼저 공략하는 모습을 보임
- 한국 정부는 ICT 분야 창업·벤처 정책을 통합·연계하는 ‘K-Global 프로
젝트’에서 국내 유망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

헌신(Dedication): 근면(Diligence) → 목표 지향(Goal-orientation)
● 한국의 중장기적 파트너로서 정책적 전략 및 로드맵 필요: 인도는 전략적 목표를
가지고 꾸준히 대정부차원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로드맵은 물론
긴밀한 커뮤니케이션 창구도 필요
● CEPA 등의 활용률 제고를 통한 전략적 접근 필요
- 한국과 인도는 CEPA의 양허 확대 및 활용률 제고, 그리고 활발한 인력의
교류 등이 더욱 활성화될 필요가 있음
- 시장의 다변화, 국제화 등의 명분을 중심으로 두 국가 간의 격차를 줄이고
비즈니스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체계적 노력 필요
● 한국 스타트업 혁신생태계의 글로벌화 모델을 수립하고, 인도시장에 보다
적합한 모델 개발
- 먼저, 한국 스타트업의 인도 진출이나 인도 스타트업의 국내 유입에 대한
기본 프레임워크 수립 필요
- 또한, 지역 생태계와의 어떠한 협력을 목표로 할 것인지 등에 대한 구체적
방향성도 필요
● 한편, 인접 다른 국가와의 연계를 통한 글로벌 네트워크의 거점 측면에서,
인도 스타트업 및 한국 스타트업의 협력 이슈 분석도 논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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