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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7년도 2학기 장학금 지급
<신규 장학생 명단>

본 재단은 2017년도 장학생 중, 휴학 및 졸업예정 등
학교명

결격사유가 발생한 4개교 4명의 기존 장학생을 다른

학과

성명

학생으로 교체 추천 받아, 총 47명의 2학기 장학생을

가톨릭대학교

정보통신전자공학부

김영현

확정하였다. 2학기 장학금 1억550만원은 각 소속대학교

서울대학교

화학생물공학부

박남준

앞으로 송금하였으며, 교체 선발된 신규 장학생 명단은

상명대학교

경제금융학부

김성아

<표>와 같다.

한신대학교

컴퓨터공학부

이도운

2. 2017 대학생 무역캠프 시행
본 재단과 한국무역협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2017 대학생 무역캠프’가 7월 4일~8월 25일, 4개 지역(서울,
부산, 대구, 대전)의 전국 대학생 175명이 참가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무리 되었다. 대학생 무역캠프는
무역에 대한 대학생의 관심과 참여 유도를 목적으로, 총 4일(32시간) 동안 무역협회 아카데미 및 각 지역
본부에서 무역 이론 강의와 무역체험형 실습교육이 실시되었다.
특히, 현직 중소기업 CEO가 직접 강의를 전담하고, 가상 무역전시회 참여, 무역서류작성, 해외수출마케팅

등 다양한 실무교육이 병행되어 학생들의 전반적인 교육 만족도가 높았다. 교육 참가자 전원에게는 재단
이사장/무역협회 회장 명의의 수료증을 발급하였고, 최종 성적이 우수한 10개팀을 선발하여 우수상을
수여하였다.
<대학생 무역캠프 시행 결과>
연번

지역

일정

장소

교육생

1

서울

7/4(화)~7/7(금)

무역아카데미

65명(2개반)

2

부산

7/25(화)~7/28(금)

부산무역회관

31명(1개반)

3

대구

8/8(화) – 8/11(금)

대구무역회관

39명(1개반)

4

대전

8/22(화) – 8/25(금)

대전무역회관

40명(1개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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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공계 대학생 경진대회 지원사업 소식
▶ 주력산업기술 분야
대회명

주최기관

대회장소

개최일

2017 PRIME 국제대학생
자작자동차 대회

영남대학교

영남대학교 대운동장

7.12.~7.15.

‘2017 PRIME 국제 대학생 자작자동차 대회’가 7월 12일(수)부터
나흘간 영남대학교 대운동장에서 개최되었다. 올해로 22회째를
맞이한 이번 대회에는 태국 라자망갈라왕립공학대 등 해외 3개
대학과 국내 24개 대학 34개팀, 580여명이 참가하였다. 영남대학
교가 주최하고 산학협동재단이 후원한 본 대회는 2001년 국내
최초로 미국자동차공학회(SAE)의 승인을 받은 국제대회로, 학생

들이 기계공학과 전 학년에 걸쳐 배운 교과목을 바탕으로 자동차
설계, 제작, 시험, 평가에 이르는 전 과정을 체험할 수 있는 전국
규모의 자동차 경진대회이다.

대회명

주최기관

대회장소

개최일

2017 휴먼-솔라보트 축제

대한조선학회

대전 갑천
수상스포츠 체험장

8.3.~8.4.

대한조선학회가 주관하는 국내 유일의 친환경 소형
보트 경진대회인 ‘2017 휴먼-솔라보트 축제’가 8월
3일(목)~4일(금) 대전 갑천 수상스포츠 체험장에서
개최되었다.
본 대회는 무공해 에너지원인 사람의 힘과 태양광
에너지를 주제로 전국의 조선해양 전공 대학생들이
직접 설계·제작한 ‘휴먼보트’와 ‘솔라보트’의 속도 및
내구성 등을 겨루는 대회이다.
휴먼보트는 사람의 힘을 이용하여 추진하는 보트이며, 솔라보트는 태양광 에너지를 이용해 전기

모터를 구동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보트를 말한다.
이번 대회에는 휴먼보트 21개 팀, 솔라보트 6개 팀 등 총 27개 팀, 380여명이 참가하여, 속도성능,
조종성능, 내구성 등의 기량을 겨루었다. 산학재단 김무한 사무총장은 “우리나라가 조선해양강국의
입지유지를 위해서는 ‘후학 양성’이 가장 중요하다며, 본 대회가 미래 조선산업을 이끌어갈 공학도
들의 뜻깊은 자리가 되었으면 한다.”고 지원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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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전략산업기술 분야
대회명

주최기관

대회장소

개최일

IT융합전자회로 설계 및 제작 &
스마트로봇 경진대회

대한전자공학회

부천대학교

7.7.~7.8.

대한전자공학회 주최 ＇제7회 전국 대학교 IT융합 전자회로 설계 및 제작 경진대회·스마트 로봇
경진대회’가 부천대학교 한길아트홀에서 7월 7일(금)부터 이틀간 대학생 총 142개팀, 4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IT융합전자회로 설계 및 제작 대회는 인쇄 회로설계 및 시뮬레이
션, 프로그램 코딩 및 동작측정 등 3개 과제를 수행하고, 스마트로봇 경진대회는 로봇 씨름경기로
본 경진대회는 대학생들의 전공능력과 실무능력을 함양하는 창의적 인재 육성을 목적으로 마련됐다.
대회명

주최기관

대회장소

개최일

2017 구조물 내진설계 경진대회

지진방재연구센터

부산대
지진방재연구센터

7.20.~7.21.

국내 건설 산업계를 이끌 대학생들의 내진설계 분야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2017 구조물 내진설계
경진대회’가 7월20일(목) 부산대 지진방재연구센터에서 ‘건전하고 창의적인 내진설계를 통한 구조
물 안전성 확보’를 주제로 개최되었다. 본 대회는 전국에서 참가한 39팀 가운데 사전 설계안 심사를
통과한 24개팀의 포스터 발표를 시작으로, 각자 설계한 모형을 제작하는 것으로 진행되었다.
제작된 모형은 진동대 위에서 구조물의 목표 내진성능을 겨루게 되며, 대회 최우수 2팀에게는 국제
대학생 내진설계 경진대회 출전권과 관련 경비를 지원받게 된다.
대회명

주최기관

대회장소

개최일

제16회 지능형 SoC로보워 경진대회

한국과학기술원

일산킨텍스

9.14.~9.16.

지난 9월 14일부터 3일간 한국과학기술원 주최,＇제16회 지능형 SoC로보워 경진대회＇가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되었다. Soc는 System on a Chip의 약어로, 단일 칩에 전체 시스템을 집약하는
반도체 기술을 의미하고, SoC로봇은 반도체 및 로봇기술을 접목해 사람의 조작 없이 스스로 사물
인식과 상황 판단을 하는 지능형 로봇을 가리키는 말이다. 본 대회는 로봇 장애물 트랙달리기
미션인 HURO Competition부문과 로봇 태권경기인 SoC 태권로봇 부문, 총 2개 부문으로 나뉘어
진행되었으며, 전국 대학생 87개팀, 430여명이 참가하여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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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산학재단 소식
① 김무한 사무총장, 부산지역 ‘대학생 무역캠프’ 참가자 대상 특강

김무한 사무총장은 지난 7월 25일(화) 한국무역협회 부산지역본부 6층 회의실에서 부산지역 대학생
무역캠프 교육생을 대상으로 특강을 진행했다. 이날 특강에서 ‘한국무역과 글로벌 인재상’이라는 주제
로 한국무역의 현황을 진단하고, 글로벌 경쟁시대에 맞는 인재상과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였다.

② 기초산업분야 기능인력양성 지원사업 ‘대구대학교 현장실사’
2017년도 기초산업분야 기능인력양성 지원사업 현장
실사가 지난 9월 1일(금) 대구대학교에서 실시되었다.
재단은 산업현장의 실무역량을 갖춘 용접, 금형 등 뿌리
기술 전문기능인력양성을 위하여, 미취업자 대상으로
대학의 산업체 맞춤형 실무교육 및 취업연계를 지원하고
있다. 대구대는 우수한 교육인프라와 경험을 바탕으로
인근 산업단지와 협력하여 금형분야 기능인력 양성을
위한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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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논단
글로벌기업가정신 함양을 통한 수출주력산업 퇴직인력의 수출창업 활성화 방안 연구
*본 연구는 2016년도 산학협동재단 연구비 지원으로 한국경영컨설팅학회에서 수행되었으며,
연구결과는 국제경영리뷰(한국국제경영학회 발간) 제21권 제2호(2017. 6.)에 게재 되었음.
본 연구는 퇴직전문인력의 수출기업 창업에서 글로벌기업가정신의 역할을 분석하고 해당 주제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다음의 연구 목적을 설정하였다. 첫째, 창업 수출기업과 노동시장 유연성에 따른 퇴직자 특성을 연계
하여 적용 가능한 글로벌기업가정신 함양 방안과 수출창업 기회 확대 방안을 제시하려는 목적을 설정하였다. 둘째,
인더스트리 4.0의 진화에 따른 기존 산업의 변화 방향과 이에 따른 노동시장 유연성의 변화를 검토하고 기존 연구
동향을 정리하여 퇴직자 창업에 필요한 이론적 근거를 구축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이러한 연구목적에 따라 한국의
주력수출산업 현황, 인더스트리 4.0과 맞물려 나타나는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조업 분야의 고용행태 현황 등을 살
펴보았으며 국내외 사례도 분석하였다. 사례 분석은 시니어 퇴직인력 창업 지원 해외 사례와 국내 사례, 시니어 퇴
직인력 창업 지원 모델 제안 사례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연구결과에 따른 퇴직인력 수출기업 창업과 관련한 정책
적 방향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내기업의 경우 모기업의 지원을 받아 창업하는 과정을 거치며 모기업과의 시너
지 속에서 기회를 포착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사내기업가 육성 방안을 제시하였다. 둘째, 창업의 성공은 기술
과 시장의 결합에 달려 있어 청년과 시니어의 공동창업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셋째, 시니어 경쟁력 지원을 위
해서는 시니어들에 대한 글로벌 기업가정신 교육 함양을 통한 시니어의 경쟁력 확보 프로그램을 제시하였다.

Ⅰ. 서 론
글로벌화의 진행에 따라 지구적 사회 환경 변화가

산업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 이미 미국, 일본,

나타나고 있으며, 기존 제조업 생태계의 변화가 불가

독일을 중심으로 한 선진국은 기존 전통제조업에서

피하다. 인더스트리 4.0 현상은 기존 제조업과 ICT

탈피하여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를 접목한 신산업

산업의 융합을 요구하고 있다. 18세기 1차 산업혁명

성장 동력을 탐색하고 있다. KOTRA(2015)보고서에

으로 증기기관의 발명과 더불어 기계가 제조업에

따르면 한국 역시 제조업 혁신 3.0 전략을 도입하여,

등장한 후 19세기 말 2차 산업혁명으로 대량생산과

스마트공장, 융합성장 동력 발굴, 소재·부품산업 혁신,

전기에너지를 활용한 자동화 생산의 시대가 열렸다.

소프트 파워 등을 중심으로 정보통신기술과 소프트

20세기 중엽 이후 3차산업의 등장으로 디지털 제품

웨어(S/W)를 융합한 혁신형 신(新)제조업 창출과 제

이 등장하였으며, 인터넷의 등장으로 정보화 시대가

조혁신기반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처럼 4차

도래 했다. 현재는 4차 산업혁명이 나타나고 있으며,

산업혁명은 한국이 주력했던 전통제조업의 경쟁력을

인공지능, 빅데이터, 온디맨드(On-demand) 기반의

위한 새로운 도전이며, 제조업 전반의 고도화를 요구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의 등장이 예상된다. 새로운

하는 기재로 작용(한국정보화진흥원, 2014)한다.

산업구조 변화와 맞물려 기존 제조업 전반의 변화를

이에 인더스트리 4.0은 중소·중견기업의 활동 생태

초래할 것이며, 한국 12대 주력 산업의 성장세는

계에 새로운 전략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은 인더스트

대체로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2015년의 경우 산업

리 4.0에 부합하는 제조업 혁신 전략으로 ‘제조업

통상자원부 분석에 따르면 한국의 전통 주력산업의

혁신 3.0’ 의제를 발굴하여 추진 중이지만 노동시장

수출실적은 7.9%로 감소하였다. 이러한 경향은 외환

측면의 접근보다 기술 변화에 초점을 두는 상황이다.

위기 시절과 비교하여 더 빠른 감소세이며, 연 2%

2025년까지 인더스트리 4.0의 한국형 대응인 제조업

성장이라는 뉴노멀(New-normal) 시대의 도래를 예

혁신 3.0으로 고용시장의 2.2%에 해당하는 약 40만

고하고 있다. 새로운 성장 동력은 4차 산업혁명의 변

명의 일자리에 변화를 예상하고 있다. 추정되는 증감

화에 대응할 수 있는 첨단제조기술 전략이나 제조

정도를 고려할 때 한국 전체 고용인원의 약 0.14%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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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수출산업 변화와 퇴직인력 창업 현황

해당하는 26만 명의 일자리 감소를 추정하고 있다.
이러한 고용시장 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은 변화

2.1. 주력산업의 수출 현황

과정에 등장할 퇴직 인력에 대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
기회를 제공한다. 새로운 일자리 창출 대안으로 퇴직

한국은 2015년 하반기 이후 수출이 지속적으로

자가 유관 비즈니스 영역에서 창업활동을 전개하는

감소하고 있으며, 주력산업의 감소폭이 더 큰 것으로

방안이 가능하다. 예컨대, 중소기업청 2015년 보도자

분석되고 있다. 2015년의 경우 총수출은 8.0% 감소

료에 따르면 실제로 창업기업의 고용 증가율은 8.0%

하였으나 주력산업에서는 9.6% 감소하였다. 주력산

로 중소기업(0.8%)의10배, 대기업(2.3%)의 3.5배에

업의 수출부진은 세계시장의 경기부진과 후발국과의

해당하는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다. 더불어 창업기업

경쟁심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할 것으로 보

이 수출활동을 병행할 경우 더욱 높은 고용창출 효과

인다. 대부분의 산업에서 수출단가가 하락하고 있는

가능하다. 한국무역협회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유럽

데, 이는 세계시장 수요는 부진한 반면 공급과잉 등

처럼 선진국의 경우 수출기업이 비(非)수출기업과

으로 후발국 등과의 경쟁은 심화되어 나타나는 현상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고용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이다. 조선, 철강, 반도체 등은 산업 특성에 따른 구조

미국의 경우 수출 창업기업의 경우 평균 6명의 고용

적이고 장기적 불황인 반면, 일반기계, 섬유, 가전 등

창출 효과를 보이며, 생존기간이 장기화 할수록 더욱

은 세계 경기의 부진에 따른 일시적 불황으로 보인다.

높은 고용 성장률을 달성하였다. 유럽도 수출 중소

반도체를 제외하면 거의 모든 업종에서 후발국과의

기업의 고용창출 비율에서 내수기업에 비해 최대 7배

경쟁심화가 수출부진의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의 고용증가율이 나타났다. 한국 역시 수출기업이

있으며, 특히 철강, 정유, 섬유, 가전, 정보통신기기,

고용 창출과 1인당 매출 부분에서 내수기업을 앞서고

디스플레이, 음식료 등의 상황이 좋지 않다. 경쟁심

있다.

화로 대부분의 산업에서 수출단가가 하락하고 있으

이러한 논의로 볼 때 창업역량 강화에 필요한 글로벌

며, 석유화학이나 정유는 저유가로 수출단가가 더 큰

기업가정신 교육을 통해 진취성과 글로벌지향성을

폭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한다.

높일 수 있는 방안을 탐구할 필요가 있다. 특히, 글로벌

최근 주력산업의 성장둔화는 주로 수출부진에 기인

기업가정신은 퇴직자의 산업경험과 맞물려 수출창업

하는데 수출부진 원인을 분석하여 주력산업의 구조

기업의 새로운 동력이 될 것(김효정 외 2016으로 추정

조정 방향을 설정할 필요성이 대두하고 있다. 한국

하며, 해외시장에 도전적으로 진출하는데 필요한 실무

주력산업은 후발국과의 경쟁심화와 더불어 시장의

교육 등과 병행할 경우 더욱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한

구조적 부진 등에 의해 수출둔화가 발생하고 있어

다. 이에 본 연구는 다음의 연구 목적을 설정했다.

대부분 구조조정 과제에 직면하고 있다. 한국 주력산

첫째, 창업 수출기업과 노동시장 유연성에 따른 퇴직

업의 수출부진은 후발국과의 경쟁 심화가 주요 원인

자 특성을 연계하여 적용 가능한 글로벌기업가정신

인데, 이 중에서 중국과의 경쟁 심화가 중요한 요인

함양 방안과 수출창업 기회 확대 방안을 제시한다.

이다. 중국은 지속적으로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있어

이는 구조조정 심화에 따른 주력산업 퇴직자를 대상

업종에 따라서는 품질 및 기술력에 있어서도 한국에

으로 한 창업가 육성방안 연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거의 근접한 상태이다. 대체로 중국의 가격경쟁력이

둘째, 인더스트리 4.0의 진화에 따른 기존 산업의 변화

높은 수준인 반면, 품질이나 기술경쟁력은 업종 간

방향과 이에 따른 노동시장 유연성의 변화를 검토하고,

차이가 점차 작아지고 있다. 12대 주력산업 수출이

퇴직자들의 창업 가능한 산업군의 특성을 분석한다.

감소하고 있는 반면, 새로운 유망 수출산업으로 부상

이를 위해 창업기업의 일자리 창출 현황을 분석하고,

하고 있는 6개 후발산업들은 수출성장세가 지속되면

퇴직자 창업에 필요한 시니어기업가정신교육의 국내

서 주력산업의 수출 부진을 부분적으로 보완하고

외 사례를 발굴 조사한다. 또한, 글로벌 기업가정신과

있다. 6개 후발산업1)은 1990년대 말부터 제조업

수출창업 기업의 연관성을 분석하고 기존 연구 동향을

평균 성장률을 넘어서는 꾸준한 수출확대로 성장하

정리하여 퇴직자 창업에 필요한 이론적 근거를 구축

며 새로운 유망 수출산업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수출

한다.

구조 다변화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화장품은 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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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콘텐츠 확산에 힘입어 중국, 홍콩 등 아시아

향후 급속한 고령화로 노동 생산성 감소에 따른 경제

지역 수출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 6개 후발업종의 총

성장의 둔화를 막고, 향후 지속적으로 증대될 것으로

수출 대비 비중은 2007년 2.7%에서 2016년 1~5월

예상되는 대기업 등의 퇴직 중견 전문 인력들의 경제

5.3%로 높아진 반면, 동기간 12대 주력산업의 수출

활동 참여를 촉진시키기 위한 다양한 정책과 구체적

비중은 82.5%에서 78.8%로 감소하고 있다. 6대 업종

인 실행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이에 중소기업청과

은 2009 년 ~2015 년 동 안 연 평 균 수 출 증 가 율 이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는 해외진출 및 현장경험이

14.9%로 총수출의 6.4%를 상회하고 있다. 이상의

풍부한 우수 퇴직무역 전문인력의 경험·전문성 등

내용은 아래 [표 1]로 요약할 수 있다.

노하우를 활용하여 중소기업의 수출 애로사항을
해결하고자 ‘퇴직무역 전문인력 중소기업 수출자문

[표 1] 6대 후발업종의 수출비중 변화 추이

프로그램’ 참여기업을 모집하는 등의 노력을 구가하
고 있다. 이는 퇴직무역 전문 인력의 경험․전문성 등

(단위 : %)

노하우를 활용, 중소기업의 수출통관, 계약체결 대행,

CAGR

2016.
2000 2005 2010 2013 2014 2015
' 98- ' 091 ~ 5.
' 15
' 15

진성 구매자 발굴 등 수출 애로사항 해결과 수출업무

1.23 1.30 1.36

1.61 1.62 1.73 1.95

11.1

시스템 구축을 지원 등으로 이루어지며, 아래[그림 1]

의료용전자기기 0.14 0.16 0.17

0.20 0.22 0.23 0.24

14. 6 11.1

의약

0.20 0.17 0.25

0.27 0.30 0.43 0.49

13.0

12.4

화장품

0.0 6 0.10 0.17

0.21 0.31 0.52 0.75

25.4

35.9

이차전지

0.17 0.39 0.80

0.83 0.83 0.87 1.00

17.7

8.0

반도체/
디스플레이
제조장비

[그림1] 퇴직무역 전문인력 중소기업 수출자문 프로

0.24 0.24 0. 63 0.72 0.81 1.03 0.91

22.0

28.2

그램 추진 절차

플라스틱제품

11.7

로 도식화 할 수 있다.

출처: 산업연구원(2016)

퇴직무역 전문인력
모집 및 선정
(중진공)

프로젝트 제안(전문인력)*,
(중진공)
중소기업 모 집 및 선정

전문인력-중소기업 매칭
(중진공)

이행결과 검수/조사
(중진공)

수출자문 실시
(전문인력→중소기업)

수출자문 계약체결
(전문인력↔중소기업)

2.2. 제조업의 노동시장 유연성 변화 현황
로봇과 센서가 놀라울 정도로 정교해지고, 3D 프린
팅 기술도 진화하면서 사람이 하던 단순 업무가 사라

2.3. 퇴직인력과 시니어 창업현황

져 제조업 붕괴는 급격히 가속화하고 있다. 지난
몇 년간 우리나라는 경제성장의 기틀을 마련한 제조

한국의 여러 통계 지표를 보면 창업활동이 꾸준히

업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새로운 변화 앞에서 위기

늘어나고 있으며, 이 중 50대와 60대의 창업비율이

에 직면하였다. 이미 선진국들은 4차 산업혁명에 대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전체 신설법인수는

비해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와 그들을 위한 제도적·

2008년 50,855개에서 2014년 84,697개로 증가하였

사회안전망 구축에 박차를 가해왔다. 한국은 최근

고, 40대는 21,478개에서 33,310개로, 50대는 10,446

제조업의 붕괴를 통해 변화하는 산업 패러다임에

개에서 21,898개로, 60대는 3,115개에서 6,808개로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면서 경제, 사회, 노동시장

증가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 2]와 같다.

곳곳에서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정부와 기업, 노동

시니어들의 은퇴 전략이 자영업 창업 준비로 이어져

자와 소비자 등 사회 모든 구성원 모두가 다가올 4차

이들의 창업은 자영업·생계형 창업 위주로 이루어지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수출주력

고 있는 현실(김선우, 2016)이다. 2016년 상반기

산업은 그동안 우리나라 고용창출 및 인력육성에

연령별 창업 현황(중소기업청)에 따르면 주로 40대

커다란 공헌을 해왔으나 이제는 고용 유연성이 부족

(17,947개), 50대(12,540개) 법인을 설립하였으며,

한 노동시장과 ‘고용 없는 성장’ 기조 하에서 상당수

주로 도·소매업의 서비스업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인력을 외국노동시장에서 수급하는 상황이다. 노동

2013년부터 베이비붐 세대들의 은퇴가 시작되면서

시장에서 은퇴한 노동력 중에는 대기업에서 축적한

특히 자영업 창업 시장으로 빠르게 유입 중이다.
전국 소상공인 사업체 10,490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숙련을 전수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중소기업청의 생계형 창업 현황분석에 따르면 평균

될 만한 직무능력을 보유한 인력이 다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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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은 50.6세이며, 특히 치킨집과 편의점의 점주 중

50대의 경우는 동북아시아(58.3%) > 동남아시아

40-50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60%에 육박하고 있다.

(43.01%) >북미(13.6%) > 아프리카(9.6%) 순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표 3]과 같다.

결과를 보였다. 60대의 경우는 동북아시아(44.7%) >

창업기업 해외진출지역을 보면 창업기업의 4.2%만

유럽(33.1%) > 북미(14.7%) > 동남아시아

이 해외진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4%) 순으로 나타났으며, 유럽이 높게 나타난 것
이 특징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 4]와 같다.

[표 2] 연령별 신설법인 추이
(단위 : 개,소)
연령대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전체

50,855

56,830

60,312

65,110

74,162

75,574

84,697

30세미만

2,027

2,417

3,117

2,823

3,510

3,644

3,885

30세~39세

13,751

14,993

15,401

15,842

17,538

17,667

18,921

40세~49세

21,478

23,252

24,254

26,116

29,347

29,534

33,100

50세~59세

10,446

12,409

13,633

15,687

18,410

18,908

21,898

60세이상

3,115

3,698

3,823

4,583

5,277

5,726

6,808

38

61

84

59

80

95

85

기타

출처: 통계청 KOSIS(2014)

[표 3] 산업별 연령별 신설법인 추이
구분
합계

30세 미만

30대

(단위 : 개, %)

40대

50대

60세 이상

3,044(29.0)

10,569(5.6)

17,947(0.52)

12,540(3.9)

4,111(2.0)

제조업

462(10.5)

1,712(△8.9)

3,334(△12.1)

2,741(△9.8)

722(△13.5)

건설업

188(44.6)

785(△2.0)

2,150(2.5)

1,684(5.6)

535(2.3)

1,309(64.9)

2,828(16.0)

3,780(1.4)

2,462(13.0)

789(10.3)

영상정보서비스업

279(8.1)

1,177(12.8)

1,789(16.6)

567(1.3)

146(11.5)

부동산임대업

142(10.1)

693(△1.1)

1,789(4.1)

1,560(6.1)

654(17.4)

과학기술

189(21.2)

942(1.5)

1,573(1.1)

871(10.0)

264(0.4)

도소매업

주 : ( )는 전년동기 대비 증감률, 출처: 중소기업청(2015)

[표 4] 창업기업 해외진출지역

창
업
자
연
령

동북
아시아

동남
아시아

중앙
아시아

남부
아시아

서남
아시아

기업 수

전체

1,893,71 6

6 1.4

25.8

3.5

4. 6

3.7

11. 6

16.6

6 .2

0.1

3.3

18,211

9.4

0.0

0.0

0.0

0.0

0.0

0.0

90. 6

0.0

0.0

30대

245,388

91. 6

8.5

3.3

3.3

3.3

3.2

5.3

1.7

1.1

1.1

40대

6 28,883

6 2.7

24.1

1.7

4.2

2.5

11. 6

23.5

1.9

0.0

0.7

50대

6 55,983

58.3

43.1

7.2

8.0

4.4

7.9

13. 6

4.8

0.0

9. 6

6 0대 이상

345,250

44.7

13.4

1. 6

0.5

7.4

33.1

14.7

9. 6

0.0

0.0

20대 이하

출처: 중소기업청(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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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북미

중남미

오세
아프리카
아니아

구분

Ⅲ. 선행연구 고찰
3.1. 글로벌 기업가정신
한국처럼 규모가 작고 경쟁이 극심한 시장에서 중소

Pavlos et al.(2004)는 기업가정신이 연구자에 따라

기업의 글로벌화 및 해외시장 진출은 생존 및 성장을

다양한 용어로 정의되나, 그 내용은 위험감수성,

위해 중요하다. 중소기업들의 글로벌화와 해외 시장

진취성, 혁신성으로 구성된다고(Miller and Friesen,

진출을 위해서는 기업가정신이 필요하다. 즉, 낯선

1982) 보았다. 해당 연구에서는 기업가정신을 세 가

해외시장에 진출하는데 기업가정신이 중요한 역할을

지 차원의 총합으로 보는 관점을 채택하였다. 또한,

하고 있다. 특히, 창업기업의 글로벌화에 있어서 최고

해당 연구는 해외에서의 기업가정신과 성과 사이의

경영자의 글로벌기업가정신은 본 글로벌 기업이 되기

관계에서 환경적 요소의 조절효과를 탐구하였다.

위한 필수 요인에 해당한다. 이러한 글로벌기업가정신

Murray et al.(2011)은 자원기반관점의 선행 연구를

의 정의와 측정 방법에 다양한 선행연구가 있다. 우선

통해, 역량이 자원의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기업

글 로 벌 기 업 가 정 신 의 정 의 와 관 련 해 서 Jones &

의 축적된 지식과 기술이라는 것을 알 수 있으며,

Butler(1992)는 기업이 가치를 창출하고 기회를 인식하

이에 따라 시장지향성과 성과 간의 관계에서 마케팅

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과정으로 정의되는

역량과 성과 사이에서 경쟁우위가 매개효과를 나타

기업가정신이 글로벌 시장으로 확대된 개념으로 이를

낼 것으로 보았다. 시장지향성이 잠재적 가치라는

정의하고 있다. 글로벌기업가정신은 기업가정신과

관점에서, 시장지향성이 마케팅역량에 영향을 미치

마찬가지로 혁신성, 위험감수성, 진취성으로 측정하거

는 데에 내부적 요인과 외부적 요인의 영향력이 작용

나(Covin & Slevin, 1991) 혁신성, 위험추구성 및 선행성

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최종 251개의 비중국기업을

으로 측정되었다(McDougall & Oviatt, 2000; Zahra &

포함한 총 491개의 중국 수출벤처기업을 대상으로

Garvis, 2000). 한편 McDougall et al.(2003)은 글로벌 기

해당 논의를 실증분석하여 적용하였다. 분석 결과

업가정신을 국제화비전 및 적극적 행동으로 정의하였

마케팅역량이 시장지향성과 성과 간의 관계에서

다.

매개효과를 나타냈고, 경쟁우위가 마케팅역량과

글로벌기업가정신과 성과 간의 연구로 윤정현․이희

성과의 관계를 부분적으로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

용(2015)는 기업가정신 함양이 해외진출국 가수,

다.

매출액 등을 포함한 기업의 국제화에 중요한 역할을

3.2. 시니어 기업가정신

미치는 것을 밝혔다. 조연성․박근호(2012)는 기업가
정신이 수출성과에 직접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퇴직자(시니어) 창업 관련 연구에서 성창수·김진수

미칠 뿐만 아니라, 기업의 보유역량을 통한 영향력도

(2011)는 환경변화에 따라 시니어창업의 중요성을

가짐으로써 국제신벤처기업에서 중요한 요인으로

설명하고 창업을 준비하는 시니어 창업가의 특성 규

작용한다고 분석하였다. 또한 조연성․원동환(2011)

명 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에 해당 연구에서

은 기업가정신은 외국시장 진출 시에 기업의 적극적

급변하는 창업환경에서 시니어 창업가의 개인적

활동에 기반이 되며, 결과적으로 외국시장 성과에 유

특성요인인 기업가정신과 창업역량 및 환경요인이

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밝혔다.

창업의도와 초기 창업가 행동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한편 글로벌 기업가정신과 성과 간의 관계에 있어서

규명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기업가

매개효과 연구가 있다. Knight & Cavusgil(2004)는

정신 중 위험감수성은 창업태도에 영향을 미쳤으나

기술역량과 마케팅 역량이 국제기업가정신을 전제로

자율성과 진취성은 창업태도에 영향을 없음을 분석

국제화 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침을 보였다.

하였다.

Matsuno etal.(2002)은 기업가정신은 경쟁자지향성,

이병희 외(2011)는 시니어 창업자의 특성이 경영활

고객지향성과 같은 시장지향적 활동에 긍정적인 영

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들은 창업 관련

향을 미치며, 경쟁자지향성과 고객지향성은 수출

연구가 활발함에도 시니어 대상 창업활동 탐구가

성과에 유의한 영향력을 미친다고 분석하였다.

부족한 점을 연구 배경으로 지목하고 이를 배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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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니어 벤처와 청년 창업가 집단을 비교분석하는

서지영(2016)은 시니어 기업가정신의 의미를 분석

연구를 진행하였다. 해당 연구에서는 50세 이상을 시

하여 시니어 창업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해당 연구

니어 벤처로 분류하고 323개 기업을 선정하였으며,

는 김선우(2016)의 연구를 활용하여 시니어 창업의

이하 연령대를 청년 창업으로 분류하고 198개 기업

유형과 사례를 아래 [그림 2]처럼 정리하였다. 해당

을 선정하고 두 집단의 특성을 비교 분석하였다.

연구는 시니어 기업가정신이 반영된 창업사례를

분석 결과 시니어 창업 기업이 청년 창업 기업과 비

다음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첫째, 고령자가 수요자

교해서 매출 측면에서 성과가 높은 것을 확인하였다.

이자 공급자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시니어 분야에

이러한 현상 의 원인으로 시니어 창업자들이 보유한

창업하는 경우가 있다. 둘째, 시니어 시장에서 청년

기존 산업 경험과 네트워크 등을 지목하였다. 시니어

과 시니어의 파트너십 창업 사례가 있다. 셋째, 시니

창업기업은 또한 혁신을 강조하는 활동 면에서 청년

어 시장이 아닌 타 업종분야에서 시니어 창업 발생하

창업 기업과 차이가 없었다. 경영 유형을 비교한 분

는 경우가 있다. 김의영(2014)은 고령화 사회의 퇴직

석에서는 시니어 벤처와 청년 벤처 모두 혁신을 강조

베이비붐 세대를 위한 인적자원 프로그램 개발 연구

하고 신사업 진출에 적극적인 반면 시니어 벤처는 운

를 진행하여, 다양한 해외 사례를 소개하였다.

영 측면에서 보수적 경영을 강조하는 것으로 나타났

구체적으로 첫째, 일본의 직업능력개발제도를 소개

다. 이는 시니어 벤처의 기업가정신이 혁신성, 진취

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일본의 고령자 ‘교육훈련급부’

성이라는 측면에서 청년 창업 벤처와 차이가 없음을

제도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직업능력 개발을 기업의

의미한다.

노력에만 의존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다는 판단에서

황보윤(2010)은 시니어 창업 교육 과정 전반에 대한

시작하였다. 해당 프로그램에서는 1998년부터 개인

연구를 진행하며, 국내외 사례를 비교 분석하였다.

이 지정된 교육훈련을 수강하는 것에 대해 교육훈련

해당 연구는 기존의 시니어 창업 교육 중 중소기업청

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것으로 직접적 지원을 시행

프로그램을 대표적 사례로 지적하였다. 또한, 중소기

하였다. 둘째, 미국의 고령자 직업능력개발 프로그램

업연구원 자료를 인용하여 시니어 창업 적합분야를

이 있다. 미국은 고령자의 소득보장, 보건의료서비스

제시하였다. 적합업종으로 6개 분야에 20개 업종으

등 노후생활에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

로 구분하여 정리하고 이 중 전문서비스 업종으로 무

에, 사회부양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고령인력을 적극

역 관련 창업 분야를 제시하였다. 적합 업종 선정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개발하였다. 미국의 대표적

더불어 시니어 창업 교육의 저변 확대와 정부지원의

고령자 고용촉진 프로그램으로는 고령자 지역사회

중요성을 강조하였으며, 시니어 창업 과정에서 기업

서 비 스 고 용 프 로 그 램 (SCSEP: Senior Community

가정신 교육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Service Employment Program),인력투자법에 근거한
[그림2] 시니어 창업의 유형과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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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WIA: Workforce Investment Act), 통상적

워크, 특성, 경험, 지식, 노하우를 반영할 수 있는

응지원 프로그램(TAA: Trade Adjustment Assistance)

비즈니스 모델을 수립하는 특징이 있다. 국내에서도

등이 있다. 셋째, 영국의 고령인력 직업능력 개발

이러한 퇴직자 대상 취업/창업 프로그램을 도입한

프로그램을 소개하였다. 영국은 1997년부터 ‘뉴

기업의 사례가 있다. 예컨대, 2007년부터 포스코는

딜’(New Deal)이라는 취업촉진프로그램을 청년층

퇴직 1년 전부터 10개월 코스의 아웃플레이스먼트

대상으로 도입해 집중적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프로그램에 의해 재취업교육을 하고 있다. 또한,

있다. 1999년에는 이를 50세 이상으로 확대한 뉴딜

삼성과 LG그룹은 전문부서를 운영할 정도로 기업의

프로그램을 도입해 운영 중이다. 넷째, 독일의 고령

아웃플레이스먼트에 대한 준비정도가 높은 것으로

인력 직업능력개발 프로그램이 있다. 독일정부는 고

나타났다. 퇴직자를 포함한 창업 과정에서 교육을

령 실업자 또는 실업의 위협을 받고 있는 고령근로자

진행하는 기관별 특성은 아래 [표 5]로 정리 가능

들을 위한 노동시장정책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상황

한데 2014년 기준으로 약 8,000여 개의 창업 기업이

에서 2007년 5월에 Initiative 50plus를 도입하였다.

교육 과정을 통해 양산되었다. 성별 기준으로 보면

이 프로그램은 고령자의 고용가능성과 고용기회를

남성 창업기업이 많지만 여성 창업도 전체의 38%에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대안의 조합으로 구성되었다.

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창업 교육 기관 비율은
정부와 지자체가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민간

Ⅳ. 사례연구

기업 비중도 16.8%에 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창업
분야에서 주목할 점은 전문, 과학, 기술 서비스업

4.1. 시니어 퇴직인력 창업 지원 사례 개요

창업이 전체의 17%이며, 제조업이 가장 높은 비율인

퇴직자 창업은 관련 산업 경험을 보유한 전문인력을

50%에 달한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특징은 창업 과정

활용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퇴직자 창업은 전직

과 내용이 단순 자영업 수준에 머무르지 않는다는 점

지원제도의 일환으로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퇴직자

을 보여준다. 이를 교육기관 특성과 연결해 볼 때

대상 전직, 창업 교육 개념은 전생애 주기를 기반으

체계적 교육과 창업 컨설팅 지원을 받은 경우 기술

로 한 컨설팅 분야로 확장하고 있다. 최근에 이를 보

특화 영역의 창업 가능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여주는 개념으로 아웃플레이스먼트(Outplacement)

시니어 전문인력의 창업과 더불어 인더스트리 4.0

가 등장하였다. 아웃플레이스먼트란 구조조정이나

시대에 따라 다양한 창업지원 프로그램이 있다. 전통

정년 등 자발적․비자발적으로 퇴직하는 근로자들이

제조업과 더불어 지식기반 산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

실직의 충격을 최소화하고 전직이나 창업 등 새로운

하는 추세이다. 특히 글로벌 창업 기업에 대한 지원

일자리를 찾도록 지원해 주는 일체의 활동이다. 특히

이 증가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글로벌기업가정신을

창업과정 아웃플레이스먼트는 일반 창업에 준비하는

강화하려는 교육이 있으며, 해외시장조사 등 실무적

컨설팅 과정을 거치며, 여기서 퇴직자의 역량, 네트

역량 중심의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표 5] 창업 교육 기관 현황(2014년 기준)
2014

구분

전체
대표자 성별

사업체수 (개)

산업/
기업협회
(%)

기타(%)

창업교육
기간(개월)

소계

7,949

29.2

22.7

1 6 .8

11.4

33.8

12.9

5

남성

4,940

27.0

23.4

17. 6

11. 6

37.8

9.7

4

여성

3,009

32.9

21.5

15. 6

11.2

27.4

18.2

7

제조업

4,051

23.7

25.5

17.5

11. 6

39.3

15.7

6

734

55.8

12.3

13.9

14.0

21.8

3.0

2

전문, 과학, 기술
서비스업

1,357

3 6 .9

16.5

14.1

12.5

31.3

7.2

5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서비스업

1,291

16.0

29.7

23.2

5.9

26.6

12.8

4

예술, 스포츠, 여가
관련 서비스업

176

52.1

22.7

0.0

29.3

42.1

13.9

3

출판, 영상, 방송통신,
정보서비스업
업종

정부(공공기관) 지자체 민간기업(연구소)
대학(%)
(%)
(%)
(%)

출처: 중소기업청 조사통계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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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라우딩 펀딩 사이트인 인디고를 통해 100만 달러

4.2. 시니어 퇴직인력 창업 지원 해외 사례

규모의 자금을 유치하였다. 이들은 노키아가 윈도폰

퇴직자 창업 지원의 대표적 해외 사례는 핀란드의

을 채택할 때 자체 운영체제를 계속 개발하기 위해

노키아가 있다. 2009년 이후 핀란드는 노키아 등

노키아를 그만두고 욜라를 설립하였으며, 자체 운영

주요기업의 경영부진으로 고용불안 확대라는 어려움

체제 세일피시 OS(Sailfish OS)를 개발하였다. 이러한

을 겪었다. 스마트폰 경쟁에서 밀린 노키아의 지속적

과정은 모두 노키아의 브릿지 프로그램을 통해 진행

하락세는 국가 경제 전반에 영향을 주었으며, 해외수

되었으며, 자사의 경영위기 속에서도 해당 업무를 담

출 저하와 경제성장 둔화라는 위기 상황을 불러왔다.

당했던 직원의 창업을 지원한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핀란드 정부는 다양한 창업/재취

이 외에도 핀란드는 퇴직자, 창업 희망자를 대상으로

업 프로그램을 도입하였다. 대표적으로 노키아에서

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사회적 차원에서 운영하고

진행한 노키아 브릿지(Nokia Bridge) 사업이 있으며,

있으며, 주요 내용은 아래 [표 6]으로 요약할 수 있다.

해당 사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노키아

일본의 경우도 사회 전반의 고령화 증가로 퇴직 인력

내에서 신규 비즈니스가 출범할 경우 이에 대한 우선

의 사회 참여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와 실행이 활발하

지원권을 보장하고 새로운 사업 기회를 제공하는 제

게 진행되었으며, 실제로 기술 분야에서 경험과 네트

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둘째, 노키아 상황에 따라

워크를 갖춘 시니어 인력의 창업사례 확인할 수 있다.

퇴직 후 창업을 희망하는 직원이 있을 경우 기본적

예컨대, 스마트 솔라 인터내셔널 최고경영자인 토미

재정 지원과 더불어 창업에 필요한 기업가정신 교육

타는 2009년 창업 전까지 일본 전자기업인 샤프에서

등을 제공하는 형식을 취하였다. 셋째, 타 기업으로

솔라 시스템 분야의 본부장으로 근무한 경험이 있다.

의 재취업을 원하는 경우 취업 관련 직무 노하우 교

최고경영자의 관련 산업 경험은 창업 과정에 필요한

육을 제공하고 필요한 취업 맞춤형 학습을 제공하였

기술지식의 축적을 의미하며, 다양한 네트워크를

다. 넷째, 지역 대학과 연계한 산학협력 모델을 구축

보유하여 시장 접근성을 높여준다. 스마트 솔라 인터

하여 대학 시설과 인력을 활용한 직무 학습과 교육기

내셔널 창업자는 샤프 퇴직 후 관련 기관 연구소에

회를 제공하였다. 이러한 노키아 브릿지 프로그램의

재직하면서 창업을 준비하였다. 기존 솔라 시스템 분

주요성과는 다음과 같다.

야에서 축적한 경험과 노하우 그리고 네트워크를 활

욜라(Jolla)는 노키아 미고(MeeGo) 플랫폼 개발자들

용하여 고효율 태양광발전시스템 분야로 창업하였다.

이 퇴사하여 설립한 단말기 제조업체다. 욜라는 초기

주력 제품은 대기업 재직부터 퇴직 후 연구소 경험까

자금을 크라우딩 펀딩을 통해 모은 것으로 유명하다.

지 해당 분야의 축적 노하우를 응용한 제품으로 반사

[표 6] 핀란드 창업, 재취업 프로그램

프로그램

Startup
Sauna

Innovation
Mill

Startup
Service

Nokia
Bridge

App
Campus

Hanken
Pitching
Workshop

Oulu SES

기타

시행기관

Startup
Sauna

TEKES
(기술혁신
투자청)

ACE

Nokia

Aalto대,
Nokia

HES

Oulu SES

각 대학
창업동아리

이용자 수
(연간)

약 40개
팀

약 30개
팀

30-50팀

퇴직대상자
전원(15개국
약 7,500명)

N/A

N/A

N/A

N/A

자금지원

Aalto대

T EKES

Aalto대

Nokia

Aalto대,
Nokia, MS

Hanken
경제대

N/A

학교 및
지자체

개설년도

2011

2010

2010

2011

2012

2012

2010

N /A

기타

비영리기관

정부기관

교육기관

일반기업

교육기관

학생
동아리

비영리기관

주요 대학별
운영

출처: KOTRA, ‘핀란드 창업, 재취업 프로그램 현황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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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울을 응용하여 발전 부분에 빛을 모으는 구조의

시니어 창업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와 한국 노동연

제품이다. 해당 제품은 기존 태양광 제품과 비교하여

구원은 지난 2014년 시니어비창업스쿨 교육수료생

성능이 평균 30% 이상 향상한 결과를 보였다.

을 대상으로 교육 참여와 관련한 조사를 진행하였다.

미국의 경우 전문 분야 퇴직인력을 활용하여 중소기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시니어창업스쿨을 수료한

업과 연계하는 지원 프로그램인 SCORE를 운영하고

교육 참여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 이후 취업, 창업 현

있다. 해당 프로그램은 비영리 단체인 SCORE에 전문

황에 대한 조사결과는 [표 7]과 같다. 전체적으로

분야 퇴직자가 참여하여 미국 전역의 중소기업이

높은 수준의 성과를 보이고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우

갖는 문제점에 대한 컨설팅과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며, 창업 기간의 소요 기간을 고려하더라도 단기적

사업이다. 미국 전역의 전문 분야 퇴직자는 자신이

성과가 높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보유한 지식과 노하우를 활용하여 산업 현장의 중소

실제로 교육에 참여한 인력의 수료 후 활동 상황을

기업에 대한 지원 컨설팅을 진행한다. 이로써 퇴직

분석한 자료에서는 창업을 목적으로 한 집단에서

인력의 재취업 효과를 창출할 수 있으며, 전문 분야

실제 창업 활동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퇴직자의 사회적 활용이 가능한 모델이다.

결과는 창업의지가 있는 경우 시니어창업스쿨의
교육 효과가 높게 나타난다는 점을 보여주는 결과

4.3. 시니어 퇴직인력 창업 지원 국내 사례

이며, [표 8]은 이러한 분석 결과를 제시한다.

국내 퇴직자 창업 지원 프로그램으로는 2016년
중소기업청이 고시한 지원 사업 중 하나인 ‘시니어기

[표 8] 교육 참여 동기별 수료 후 고용 형태

술창업’ 프로그램이 있다. 시니어기술창업 프로그램

구분

에서는 시니어 창업스쿨, 시니어비즈플라자 등을

창업 목적

취업 목적

기타

전체

창업했음

22.3%

18.9%

20.8%

21.3%

취업했음

28.7%

27.0%

20.8%

27.1%

창업준비 중

26.6%

29.7%

16.7%

25.8%

대학 등이 참여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또한, 한국

취창업 준비 안함

22.3%

24.3%

41.7%

25.8%

시니어 창업의 상당 부분이 소상공인 창업인 점을

사례수(명)

97

34

24

155

운영하였으며, 중소기업청 주관 사업에 지역기관,

출처 : 금재호·신현구(2014), 고용노동부·한국노동연구원

고려하여 사업 초기에는 소상공인진흥원(현 소상공
인시장진흥공단)이 이를 전담했다. 중․장년(40세

시니어창업스쿨 등 퇴직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 운영

이상) (예비)창업자가 경력·네트워크·전문성을 활용하

은 주관기관을 포함하여 실질 운영기관이 전국적으

여 성공적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

로 있는 관계로 이에 대한 중앙집권적 관리 통제가

으로 다른 창업지원 프로그램과 달리 경력직을 대상

이루어지지는 않는다는 한계가 있다. 또한, 시니어창

으로 하는 점에서 대기업, 일반 기업체 퇴직자를

업 지원이 주로 자영업에 많이 비중을 두고 있으며,

주로 지원하려는 목적을 표방하고 있다. 시니어 기술

기술창업 부분의 성과가 두드러지다고 보기 어려운

창업스쿨을 14개 내외로 지원하였으며, 2015년에는

상황이다. 수출활동과 관련하여 이러한 경향을 더욱

시니어 기술창업스쿨 9개를 지원하였다. 해당 지원

뚜렷하게 나타나는데, 시니어창업을 지원하는 프로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기관은 지역 대학을 중심으로

그램 중 수출활동 스타트업을 목표로 한 교육이 부족

하고 있으며, 대학에서 보유한 인력, 자산을 공동으

한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기업에서 진행한 퇴직자

로 활용하여 시니어 기술창업을 지원하는 형식으로

관련 프로그램으로 아웃플레이스먼트를 활용한 성공

운영하고 있다.

적 구조조정과 퇴직자 취업/창업 활동이 있다. 현재
퇴직자 관련 지원성과를 보이고 있는 분야는 실질적

[표 7] 시니어창업스쿨 교육 참여자 취업/창업 실태
구분
수료자 수
창업자 수
취업자 수
취창업자 수

2011년
4,311
318(7.4%)
173(4.0%)
491(11.4%)

2012년

2013년

전체

2,942
101(3.4%)
17(0.6%)
118(4.0%)

1,604
84(5.2%)
17(1.1%)
101(6.3%)

8,857
5.3(5.7%)
207(2.3%)
710(8.0%)

출처 : 금재호·신현구(2014), 고용노동부·한국노동연구원

자금지원과 맞물려 대기업 집단으로 볼 수 있다.
대기업 집단은 특히 스타트업 창업에도 구조적 지원
을 하고 있다. 이는 초기 창업기업을 육성 지원하는
엑셀레이터 프로그램으로 대기업 중심의 운영지원과
자금 확보에 필요한 벤처펀트 투자와 연결된 상태로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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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국내 엑셀레이터 프로그램
주요 기업

주요 성과

특징

프라이머(’10〜)

연중 수시 운영, 24개사 지원
퀵캣(판매), 에드투페이퍼(광고) 등

권도균(이니시스), 이택경(다음)
창업자 출신

벤처스퀘어(’12〜)

3기수 운영, 28개사 지원

스타트업 전문 미디어가 운영

스파크랩(’12〜)

3기수 운영, 13개사 지원
노리(교육), 미미박스(배달) 등

버나드문(美 비드퀵),
이한주(호스트웨이) 등
실리콘밸리+국내 창업가 중심

닷네임코리아
파운더스캠프(’12〜)

2기수 운영, 24개사 지원

강희승(닷네임코리아), 창업자 출신

Fashion Technology
Acc elera t or 서 울 ( ’ 13 〜 )

1기수 운영, 8개사 지원
쉐 이 커 미디어, 루 이 슈 즈 등

미국 FT 합작지사 설립, 패션 분야 특화

SK플래닛 101 스타트업
코리아(’10〜)

1기수 운영, 6개사 지원
오픈, 아우름 플래닛 등

사회공헌 차원, 지분 투자 없음

이러한 엑셀레이터 프로그램은 성공을 경험한 스타

희망자를 중심으로 사업 관련 핵심 역량을 발굴하고

트업이나 대기업이 축적한 경험, 지식, 노하우 그리

이에 대한 네트워킹, 컨설팅 등의 지원을 하는 체계

고 네트워크를 후발 기업에 전수하는 형식이다. 안상

이기 때문이다.

아(2015)의 연구에서는 이러한 지원 체계가 2000년

다음으로 시니어 지식공유 모델이 있는데 이는 퇴직

대 중반 미국의 실리콘밸리를 중심으로 생겨났으며

인력이 보유한 전문 지식과 경험을 중소기업에 적용

드롭박스(Dropbox), 에어비앤비(Airbnb) 등을 글로벌

하는 과정에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식이다. 이는 앞

기업으로 성장시킨 와이 콤비네이터(Y-combinator)

서 언급한 미국과 일본의 퇴직 전문인력 컨설턴트 활

를 대표적 사례로 지목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이와

용처럼 시니어들이 보유한 지식을 공유하는 모델에

유사한 대기업 창업지원 프로그램 운영이 있었으며,

해당한다. 해당 모델은 사회적 지식공유를 기반으로

안상아(2015) 연구를 기반으로 이러한 엑셀레이터

한 공유경제에 해당한다. 공유경제와 사회적 지식공

프로그램을 분류하면 아래 [표 9]처럼 정리할 수

유 모델은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경험과 노하우

있다.

를 갖춘 시니어의 지식을 활용하려는데 목적이 있다.

4.4. 시니어 퇴직인력 창업지원 모델 제안 사례

국내의 경우 시니어 컨설턴트 들이 참여하는 익스퍼
트뱅크(www.expertbank.net) 모델이 이에 해당한다.

퇴직자 창업 지원은 시니어 창업 지원이라는 명칭

이 모델은 일종의 지식서비스 공유 플랫폼으로 시니

으로 국내에서 다양한 접근이 있었다. 그 중 시니어

어 컨설턴트 들이 참여하여 경영 관련 전문 지식을

창업을 기술창업 중심으로 접근하려는 시도가 있으

제공하고 이로써 컨설팅이 필요한 중소기업을 지원

며, 이에 대한 프로그램 모형 제안 접근 등의 논의가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해외의 경우 미국 시니어

진행되었다. 예컨대, 유순덕·최광돈(2015)은 핀란드

단체 스코어(SCORE Association)가 오픈 이노베이션

브릿지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CBI(Corporate

기반 비즈니스 멘토링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운영

Business Incubator ) 방식을 제안하였다. 동 접근

은 시니어 오픈이노베이션 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방식은 시니어 창업을 기업이 주도적으로 접근하고

1964년 설립 이후 1만여 명의 시니어 전문가들이 컨

있음에 주목한다. 여기서 기업주도란 앞서 논의한

설턴트로 활동하고 있다. 또한, 일본에서는 크라우드

대기업 스타트업 지원처럼 일정 규모를 갖춘 기업

웍스(Crowdworks)라는 시니어가 참여하는 크라우드

중심의 퇴직 예정자 창업 교육으로 분류하는 것을

소싱 기업이 있다. 여기서 활동하는 시니어 컨설턴트

말한다. 해당 프로그램은 기업 내부 인력의 창업을

들은 월 평균 2천 달러 이상의 소득을 창출하고 있다.

지원한다는 점에서 인더스트리4.0 시대에 산업의

이상과 더불어 무역전문 퇴직자 활용 모델이 있다.

구조조정에 선제적 대응의 성격을 갖출 수 있다. CBI

이는 수출 관련 전문 인력을 활용하는 모델로 중소기

모델은 사내 창업 지원 활동과 관련이 있다. 해당

업 수출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해외 민간 네트워크

모델을 운영할 경우 대기업, 중견기업 내 퇴직, 창업

활용사업 중 퇴직 무역전문인력 수출컨설팅 사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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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해당한다. 동 사업은 퇴직 무역 전문인력의

아이디어를 기존 대기업이 구매하고 여기에 필요한

경력, 전문성, 노하우 등을 활용하여 중소기업의

자원을 투입해 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사내기업

수출활동에 필요한 통관, 계약체결 대행, 해외 바이

가정신을 분석한 연구 중 이주연·박태경(2015)은

어 발굴 등의 활동을 지원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사내 벤처의 재무성과에 영향을 주는 선행요인으로

한다. 주요 수출 컨설팅 분야로는 수출통관/클레임

환경탐색, 경영층 지원, 혁신성과를 제시하였다. 사내

대응, 타깃시장 선정 및 시장진출 전략 수립, 인콰이

기업가 육성은 이처럼 새로운 기회를 탐색하는 조직

어리 및 바이어 발굴 지원 등이 있다.

적 활동과 더불어 이에 도움을 주는 사내기업가정신
교육과 경영층 지원을 기반으로 형성된다. 사내기업

Ⅴ. 결론 및 정책적 제언

가 육성은 기업가정신 함양과 더불어 퇴직 예비 인력

본 연구는 글로벌 수출기업 창업과 관련하여 퇴직
전문인력의 활용방안을 분석하였다. 인더스트리 4.0

의 창업 그리고 수출창업 확대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에 따른 노동시장 유연성의 변화와 한국 수출기업

둘째, 청년과 시니어 공동창업 활성화 방안이 있다.

현황을 살펴보았으며, 글로벌기업가정신과 관련한

창업의 성공은 기술과 시장의 결합에 달려있고(박은

기존 문헌을 살펴보았다. 또한, 국내외 퇴직인력

경·강태규, 2014), 청년과 시니어가 만난다면 창업을

활용과 창업 지원 제도를 분석하였다. 이상의 논의

성공으로 이끌 수 있다. 같은 나이의 청년들 혹은 장

결과를 기반으로 살펴볼 수 있는 퇴직인력 활용 방안

년들만으로 창업 성공을 유도하기보다 시니어층의

의 제언을 다음으로 정리할 수 있다.

시장 역량과 청년층의 기술역량이 만난다면 새로운

첫째, 사내기업가 육성 방안이 있다. 사내기업가는

차별화를 이룰 수 있다. 시니어의 유휴자원인 경험,

모기업의 지원을 받아 창업하는 과정을 거치며, 모기

자금, 공간, 네트워크(박종훈 외 2014)를 활용한다면

업과의 시너지 속에서 기회를 포착하는 경우가 많다

청년과 시니어의 공동창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다.

는 점에서 독립적으로 창업하여 전적으로 책임을 지

청년과 시니어의 공동 창업 유형은 대개 시니어들이

는 창업기업가와 차이가 있다. 사내기업가 육성은 이

전문가 멘토로 참여하여 청년 창업에 기여하는 식으

러한 대기업의 강점과 단점을 동시에 보완하며, 새로

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공동 창업은 1:1 자금 공

운 사업기회를 창출할 수 있는 창업 방향에 해당한다.

동 창업 단계 이전에 시니어의 창업 생태계로의 유입

사내기업과 육성과 관련하여 구체적 프로그램으로

을 확대시키고, 청년과 공동 협력 및 창업이 활성화

다음 활동이 가능하다. 우선 내부창업학교를 운영하

되도록 하는 특징이 있다. 이상의 논의에 따른 상호

여 자체 투자 캐피탈 투자를 유도할 수 있다.

작용 효과를 정리하면 아래 [표 10]과 같다.

해당 방식은 사내기업가의 혁신적 사고와 비즈니스

[표 10] 청년〮시니어 창업 상승효과
구분

시니어

청년

시너지 영역
네트워크

경험, 지식

-시니어 집단은 기존 직장 경험을 - 유관 산업 경험은 창업기업의
통해 형성한 개인네트워크가 풍부 자원 투입 정도를 낮추는 효과
-청년 집단의 네트워크 부족을
- 관련 경험을 활용하면 사업초기
보완하는 역할 가능
위험 요소를 줄 일 수 있으며,
- 특히 , 유관분야 진출 시 네트워크 불필요한 시간과 자원낭비 절감
효과 극대화 가능
효과 창출 가능

기업가정신

혁신활동

- 시니어 집단 중 사내 기업가
- 시니어 집단이 보유한 경험과
육성으로 창업한 경우 일정
지식을 혁신활동의 원천으로
수준의 기업가정신을 보유한
활용 가능
것으로 판단
- 창업 분야의 기존 제품과
- 특히, 수출 분야 창업과 연계
서비스를 혁신하는데 보유
할 수 있는 글로벌기업가
경험과 지식 적용 가능
정신 교육 필요

- 청년 집단은 상대적으로
- 청년 집단은 새로운 아이디어
-청년 집단의 네트워크는 상대적
도전적 자세를 나타낼
로 접근하는데 시니어와 비교
으로 빈약
- 상대적으로 부족한 경험을
가능성이 높아 기업가정신의 하여 높은 유연성 보유
-시니어 집단이 형성한 네트워크를 시니어 집단으로부터 보완 받는
진취성 분야에서 유리
- 혁신적 사고 양성은 청년
활용하면 혁신 아이디어 발굴
다면 창업초기 오류 가능성 축소 - 시니어 집 단과 달리 글로벌
집단의 기본 특성 이외에
가능성 상승
지향성을 중심으로한 기업가 기업가정신 교육으로 함양
정신 교육 필요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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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글로벌기업가정신 교육과 시니어의 경쟁력
확보 프로그램이 있다. 시니어 경쟁력 지원에는 글로
벌기업가정신 교육으로 함양하는 것이 필요하다.
시니어는 충분한 경험과 자원 그리고 네트워크를
보유한 경우가 많음에도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향과 방법론 부분에 취약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
다. 글로벌기업가정신은 이러한 점을 극복하고 해외
시장을 목표로 창업활동을 전개하는데(김은미·정인
식, 2014) 유리한 여건을 제공한다. 글로벌기업가정
신 교육은 크게 글로벌 지향성 교육을 출발점으로
실전 창업에 이르는 과정으로 설계가 가능하다. 해당
프로그램의 순차적 학습 모듈은 수출기업 창업을
고려한 실무 학습과 현장 중심 지원 프로그램으로
구성할 수 있다. 시니어 경쟁력 확보는 글로벌기업가
정신 함양과 수출창업 기업에 필요한 실무적 모듈을
학습하는 것으로 달성할 수 있다. 또한, 창업 과정에
실질적 지원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운영하므로 효과
를 극대화하고 창업 이후 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창업 초기 성장 안정성 지원이 가능하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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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재단빌딩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329(서초동)

재단
법인

Tel: 02-3415-1234 Fax: 02-3415-1245

산학협동재단

E-mail: ksf08@sanhakfund.or.kr

■일반정보

소 재 지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329(서초동)

준공년도

1998년

건물규모

지상 20층, 지하 4층

기준층면적

임대면적 250평 (전용면적 140평)

공조시설

중앙냉난방

엘리베이터

승객용 3대, 화물용 1대

주차조건

특 장 점

16,165㎡(4,890평) [전용율 56%]

● 비영리 공익재단 빌딩
● 지하철 2호선/분당선 더블역세권
● 강남대로변 위치
● 높은 전용율

총 145대(자주식+기계식)
무료 : 1대/50평, 유료 : 14만원/월
● 기둥없는 내부구조
● 사무실 분할 가능
● 24시간 개방
● Valet Parking 시스템

보 증 금

임 대 료

관 리 비

650,000원/평

65,000원/평

30,000원/평

■기준층평면도

■위치도

■문의사항
채희원 실장
사무실: 02-3415-1234
휴대폰: 010-5381-7799
산학재단빌딩

이승규 과장
사무실: 02-3415-1239
휴대폰: 010-8402-70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