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를 위한 실험

창조경제 스타트업(Startup)
실험실
아이디어만 있다면 누구든 연구원으로
참여하여 새로운 미래를 열수 있다
송용준 KISTI 창조경제지원사업단 실장

자신의 미래를 위한 실험
다들 알다시피 청년 일자리 문제는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 지난 4
월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국내 청년(15세~29세) 실업률은 통계
가 집계되기 시작한 1999년 6월 이후 최고치인 10.2%, 44.5만 명
에 이르는 실정이다.1)
설상가상으로 급속한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미래의 일자
리가 크게 줄어 들 전망이다. 이미 제품을 생산하는 제조업 분야
에서는 자동화된 로봇으로 대체되고 있으며, 최근 이슈가 되는 빅
데이터 및 인공지능은 전문직 업종까지 영향력을 넓혀가고 있다.
기존 직장인들은 앞당겨진 퇴직 시기에 비해 평균 수명은 늘어나
거의 대부분이 제2의 인생 계획 및 경제 활동을 대비해야 하는 상
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회사나 국가, 더 나아가 인류의 미래를 위
한 실험으로 첨단 기술을 연구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글에서는 우리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누구나 자유로이
실험할 수 있는 실험실과 연구원으로서 직접 실험에 참여하는 방
법을 소개한다.

1 출처 : http://bit.ly/1PPvr8R 기사 및 그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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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Startup) vs. 창업(Setup)

에서는 ‘①스타트업(준비) → ②창업(정식 사업) → ③벤처기업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나는 작년 6월에서야 ‘스타트업(Startup)’

(본격 성장)’의 과정으로 진행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이다.

이라는 용어를 어렴풋이나마 알게 되었다. 1990년대 말 너도 나
도 벤처 사업에 뛰어들던 그 시대를 생생히 경험한 세대로서, 아

15년 만의 벤처 붐(Venture Boom)?

직도 ‘벤처(Venture)’라는 말이 익숙하고 가슴이 뛴다. 얼핏 보면

스타트업 붐(Startup Boom)!

비슷해 보이는 개념이지만 현시대의 스타트업(Startup)과 벤처

지난 7월 28일 조선일보에 눈에 띄는 기사가 하나 올라왔다. “15

(Venture)는 엄연히 다른 것이다.

년 만의 ‘벤처 붐’… 청년 일자리의 새 돌파구”라는 제목이다. 벤

스타트업(Startup)이란 닷컴 버블 이후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생

처투자가 지난해 대비 38% 증가하면서 2000년 이후 사상 최고치

겨난 용어이다. 이 용어는 설립한지 얼마 되지 않은 신생 조직 또

에 육박하고 있으며, 실제로 벤처투자의 총액만 늘어난 것이 아니

는 기업으로 자체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는 작은 그룹이

라 벤처 투자자들로부터 신규 투자를 받는 창업 초기 기업의 수

나 프로젝트성 회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당시에는 닷컴 회사들을

도 지난해 193개에서 올해 252개로 48%나 늘어났다고 한다. 또,

지칭하는 의미로 쓰였다.

벤처 투자를 하는 투자조합의 수 역시 2013년 402개에서 지난해

반면, 국내에서 벤처기업이라고 하면 기술성이나 성장성이 상대

447개로 늘었고, 올해는 상반기에만 20개가 새로 생기는 등 IT 업

적으로 높아 정부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기업을 뜻

종을 중심으로 젊은 창업가들의 창업이 줄을 잇고 있다. 그 뒤를

한다. <벤처기업육성에 과한 특별조치법>에서는 매출액 대비 연

벤처 투자가 받쳐주면서 고용과 투자, 내수 확대의 선순환이 일어

구개발비 비율 등의 일정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이라고 정의한다.

날 수 있다는 희망이 보인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3)

그렇다면, 우리는 스타트업(Startup)을 어떻게 정의하면 좋을까?
칠순을 바라보는 나이에도 대한민국 스타트업(Startup)의 멘토
로 왕성히 활동 중이신 주종익 멘토의 말을 빌리자면, 스타트업
(Startup)은 일종의 연애고 창업은 결혼이라 비유할 수 있다.
“연애는 나와 잘 맞는지 우리 가족들은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든

(상반기 예상 9569억)

2조 211억

2조
1조 5000억

5000억

다. 만일 이혼하게 되면 그 상처와 충격이 상상을 초월한다. 이와

0

고 꼭 이대로 간다고 생각할 필요도 없다. 상황에 따라 그냥 그만
두어도 크게 문제 되지 않는다. 하지만, 창업 후는 다르다. 회사 문
2)

을 닫게 되면 이어지는 충격과 상처는 이혼만큼이나 크다. ”

1조 910억
(상반기 4273억)

1조

것이 미지수다. 사실 헤어져도 문제가 없다. 그러나 결혼은 다르
비슷하게, 스타트업(Startup)은 공식적으로 만들어진 조직도 아니

2조 2695억원

(단위 : 원)

1998

2000

2010

2015

연도별 벤처 투자액(신규 투자 기준)
(단위 : 억 원)

2014년 상반기

2015년 상반기

2607억원
1861

다시 말해서, 스타트업(Startup)은 창업 이전의 준비 단계로 이해

1924 1820

1663
1262

1198

1566

1302

하면 된다. 그 동안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고 예상했던 가정들을

620

고객들과 직접 만나면서 검증하고 개선시켜 나가는 시장에서의
실험 과정이다. 이를 통해, 향후 생존하는 데 필요한 사업 가능성
을 확인한 후에,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창업에 따른 실패 가
능성을 대폭 낮출 수 있다. 결론적으로 정리하면, 우리나라 현실

정보통신

일반 제조업

생명공학

문화 콘텐츠

서비스업

업종별 벤처 투자 현황
자료:중소기업청

2 출처 : http://k-startup.biz/?p=557
3 출처 : http://bit.ly/1MKCrE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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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Startup)

이 기사에서 말하는 벤처(Venture)는 대부분 앞에서 구분한 스

과로 미래부는 2014년 2월 말 서울 광화문에 최초의 정부주도 오

타트업(Startup)에 해당된다. 그러니 현재는 벤처 붐(Venture

프라인 스타트업 실험실인 드림엔터(http://dreamenter.or.kr)를

Boom)이 아닌 스타트업 붐(Startup Boom)이라는 표현하는

개소, 2014년 9월부터 2015년 7월까지 전국 주요 17개 지역에 정

게 맞겠다. 실제로도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스타트업 붐(Startup

부-지자체-대기업이 공동으로 투자하는 오프라인 스타트업 실험

Boom)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직접 피부로 느끼고 있다. 여기서

실인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순차적으로 오픈하였다.5)

한발 더 나아가 우리나라의 산업 발전과 일자리 창출 등 미래 성
장 동력 확보를 위해서 작금의 스타트업 붐(Startup Boom)이 지
속 성장 가능한 생태계로 발전되어야 한다. 또, 이를 위한 국가적
인 환경도 절실히 필요함을 체감한다.
조금만 관심을 갖고 주위를 둘러보면 스타트업(Startup)을 대상
으로 심지어 예비 창업자를 대상으로, 비즈니스 모델 개발 등 초
기 단계부터 지원하는 정부 및 지자체 관련 기관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런 정부 관련 기관들은 엘리트 타깃 위주의 민간 업체
와는 달리, 보다 많은 국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더 큰 도움을 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목표이기에, 바로 그 곳들이 우리 자신의
미래를 위한 실험실이 되는 것이다.

온라인 스타트업 실험실, <창조경제타운>
단순한 아이디어에서 출발해 돈이 되는 비즈니스를 만들 가능성
은 얼마든지 있다. 그 과정이 쉬운 것은 아니더라도 누구나 노력

전국 창조경제혁신센터

하면 배울 수 있으며, 시간 또한 보통 3개월 남짓, 길어봐야 6개월
이내에 스타트업(Startup)을 통한 준비과정을 마칠 수 있다. 다시
말해 아이디어를 비즈니스로 발전시키는, 스타트업(Startup)을 위

우수 스타트업(Startup) 실험 사례

한 온라인 실험실인 것이다. 미래부에서 추진하고 KISTI(한국과

<창조경제타운>과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해 아이디어에서 사

4)

학기술정보연구원)에서 운영하는 <창조경제타운> 은 2013년 9

업화까지 성공적으로 진행 중인 세 가지 사례를 소개한다.

월말 오픈, 2015년 7월말 기준으로 총 2만 5천여 아이디어가 접

먼저 (주)해보라의 이어톡(EarTalk)이다. 이 제품은 목소리가 귀

수되었으며 이 중 3천여 건에 대해 지적재산권 확보, 시제품 제작,

에서도 나온다는 사실에 착안, 이어폰의 스피커에 소형 마이커를

마케팅, 오프라인 컨설팅 등의 사업화 지원을 진행 중이다.

부착하여 어떠한 환경에서도 조용한 통화가 가능하도록 만들었
다. 신두식 대표는 관련 특허를 등록하고 제품을 개발하던 중, 사

오프라인 스타트업 실험실, <창조경제혁신센터>

업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그러던 중 <창조경제타운> 및 <서

이와 같이 <창조경제타운>이 온라인상에서 성공적으로 운영되면

울창조경제혁신센터(구 드림엔터)>의 자본 유치, 마케팅 멘도링

서, 자연스럽게 멘토·멘티 간의 만남과 교육 및 보육에 대한 오

을 받아 국내 투자를 유치했다. 이후, 미국 법인 설립 등 글로벌 사

프라인 스타트업(Startup) 실험실에 대한 요구가 생겨났다. 그 결

업까지 본격적으로 진행하고 있다.6)

4 창조경제타운(http://creativekorea.or.kr)
5 출처 : http://bit.ly/1UaFE0l
6 출처 : https://www.creativekorea.or.kr/recommend/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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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해보라의 솔루션은 주변 소음 환경에 구해 받지 않고 상대방에

‘이어톡’은 소음 환경에서 상대방과 편하게 통화할 수 있는 (주)해보

(주)해보라의 솔루션은 국민 누구나, 어떤 환경에서도 상대방과 편
패러다임을 변화시킵니다.

외부 소음을 원천적으로 차단

SPK

MIC

외부 소음을 원천적으로 차단
- 통화품질
품질개선
개선
•통화
- 음성인식률 개선
개선
•음성인식률

ALLO EarTalk

외형적 마이크 부 소멸

SPK

외형적 마이크 부 소멸
- 소형화(블루투스 형)
•소형화(블루투스
형)
- 활동적인업무에
업무에 적합
•활동적인
적합

MIC

일반 이어 마이크 대비 원가 대동

SPK+MIC

일반 이어 마이크 대비 원가 대동
- 배터리 불필요
•배터리
불필요
- 신호처리칩
칩 불필요
불필요
•신호처리

SPK
MIC

마지막으로 (주)어뮤즈웨이의 조이웰(JOYWELL)을 소개한다. 힘
든 운동을 보다 재미있게 할 수 있도록 실내 자전거와 PC, 스마트
폰을 연동하여 게임이나 하이킹 동영상 등 콘텐츠를 볼 수 있게 하
는 실내운동 플랫폼 서비스이다. 자연스럽게 운동할 수 있도록 도
완벽한 제품과 홍보에 집중하세요
우면서, 운동 데이터까지 관리해준다.
<창조경제타운>을 통해 비

고난 뒤에

즈니스 모델 발굴, 서비스 기획/개발,
마케팅
등있도록
다양한
분야에서
품 성능이 제대로
나올 수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이 듭니

8)
완벽한
제품이 만들어졌다면
그 다음은
홍보에 집중해야
본격적인 멘토링이 진행 중이며,
8월부터
공식 판매를
시작했다.

모든 창

합니다. 제품을 알리고 비즈니스를 만들기 위해 국내외

기술을

제품 하나로 사업의 성공과 실패가 갈립니다. 그래서 제

기존 이어마이크

전시회와 상담회에 참가했습니다. 또한 각종 경진대회

는데, 그

및 방송 출연을 통해 아이템을 알리는 데 총력을 기울였

부 R&D

습니다.

도 진행

우수 사례 1 조용한 통화가 가능한 이어톡(EarTalk)

사용하는

두 번째 사례는 ㈜마이돌에서 제작한 마이돌(MYDOL)이다. 이는

창업에 자금 계획은 필수입니다

행히 이

창업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금 계획이라 생각합니

원들의

다. 개발 후 본격적으로 사업이 진행되었는데 자금이 없

실패 뒤에

APP을 설치하면, 스마트폰을 켤 때마다 아이돌에게 가상 메시지

어 어려움을 겪고, 결국 폐업으로까지 이어지는 경우를

를 받을 수 있는 팬덤 서비스이다. 마이돌(MYDOL)은 초기 SK플

많이 봐왔습니다. 저 또한 나름대로 철저히 계획을 세웠

래닛을 통해 아이디어가 발굴·육성 되었으며, <창조경제타운>에
서 우수 아이디어로 선정돼 지원을 받았다. 현재 1천만 명 이상 다

(주)해보

아남아야 기회도 찾아옵니다. 기회가 왔을 때 놓치는 일

생각한

우수 사례 3 다양하고 재미있는 콘텐츠가
결합된철저하게
운동 플랫폼
서비스
이 없도록
자금
계획을조이웰(JOYWELL)
세우기 바랍니다.

탄하게 해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한 실험, 온·오프라인 연계 스타트업

반으로 마이돌(MYDOL)에 ‘가상 대화’ 기능을 더해 45개 언어로

실험실

서비스하고 있다. 이 기능은 아이돌을 좋아하는 전 세계의 팬들에

이제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온라인 <창조경제타운>뿐만 아니라

게 큰 호응을 얻고 있어 주목할 만하다.

오프라인인 <창조경제혁신센터>까지 스타트업(Startup)을 위한
훌륭한 실험실들이 갖춰졌다. 하지만 불과 1년 남짓한 시간 내에
서로 다른 기관에서 운영하는 시설들이 오픈되며 아직까지는 서
로간의 연계 협력이 조금 미흡한 실정이다. 현재 전체적인 <창조
경제타운-창조경제혁신센터> 연계를 중점 추진하고 있으며, 이
를 통해 향후에는 ‘아이디어 → 멘토링 → 사업화 프로세스’가
온·오프라인에서 자연스럽게 연계되고 통합적으로 관리될 수
있을 것이다. 연계 협력이 매끄럽게 진행되어 진다면, 아이디어
를 제안하는 멘티는 보다 효율적인 지원을 받게 될 것이다. 많은
국민들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갖고 스타트업(Startup)을 준비할
수 있는 온·오프라인 스타트업 실험실은 바로 국가 차원에서의
미래를 위한 실험이기도 하다. 이러한 거대한 형태의 실험이 성공

우수 사례 2 아이돌의 가상 메시지 마이돌(MYDOL)

작하지

품을 만

다. 특히 전 세계 사용자가 직접 작성한 5천만 개 메시지 DB를 기

7)

창업은 자

지만 늘 힘들었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에서 잘 살

운로드를 받았으며, 글로벌한 서비스로 나아가기 위해 노력 중이

할 수 있도록 스타트업(Startup)에 대한 많은 관심을 부탁하는 바
이다.

7 출처 : http://corp.mydol.co.kr, http://platum.kr/archives/42053
8 출처 : https://www.creativekorea.or.kr/recommend/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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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을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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