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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창조경제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이스라엘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
다. 이스라엘은 자원이 부족하고, 안보위협이 상존하는 등 국가 환경에 있어 우리
나라와 유사점을 가진 국가이나 창업이 활발히 이루어지며 세계 최첨단 기술 분야
를 선도해 나아가는 등 창의성을 강조하는 창조경제 시대에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
을 주는 국가이다. 본 글에서는 세계 수준의 창조적 기업을 육성하는 이스라엘 창
업생태계의 문화적, 환경적 요인을 살펴보고 우리의 나아갈 바를 제시하여 보았다.

Ⅰ. 창조경제의 정의
최근 박근혜 정부의 국정 운영방향에 있어서 주요 화두는 단연
창조경제이다. 창조경제는 톡톡 튀는 상상력과 참신한 아이디어
를 기반으로 우리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게 되는 신 성장 동력 창
출 패러다임으로 ’
01년 존 홉킨스가 저서
‘창조경제’
를 출간함으로
써 더욱 유명해지게 된 개념이다.
창조경제에 관한 논의는 1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998년
영국 문화미디어스포츠부(Department for Culture, Media and
Sports)는
“개인의 창조성과 실력, 재능 등에 기반 한 산업 내지 지
적재산권의 창출과 이용을 통해 부와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닌 산업”
으로 창조산업을 정의하였으며, 2000년 미국
의 비즈니스 위크는“20세기 기업의 조류가 물질적 재화였던 것처
럼, 21세기 기업의 조류는 아이디어가 될 것이다. 자본과 인터넷
의 힘 덕분에 한때 대기업이 누렸던 경쟁력을 이제는 신생기업도

114

누릴 수 있다.”
로 창조경제에 있어서 신생기업의 잠재가치를 높게
평가하였다. 이듬해인 2001년 영국의 존 호킨스는“S/W, R&D,
디자인, 영화, 음악과 같은 창조적 콘텐츠 산업이 창조경제를 구성
하는 창조산업이다.”
라고 창조경제를 구체화하였으며, 2008년부
터 UN 무역개발회의(UNCTAD)는
‘창조경제 보고서’
를 발간하여
국가별 창조경제 추진현황 및 사례를 소개하는 등, 국제기구차원
의 논의도 진행되었다. 최근 들어 창조경제는 각 국가에서 국가경
쟁력의 핵심요인으로 인식되고 있는 상황이다. 영국을 비롯해 싱
가포르, 미국, 중국 등은 문화콘텐츠 산업분야를 창조산업
(Creative Industry)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Creative Britain(1998,
영국), Creative America(2000, 미국), 문화산업진흥계획(2009, 중
국), 쿨재팬 전략(2010, 일본) 등의 마스터플랜 수립과 같이 국가차
원에서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해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창조경제에 대
한 정의 및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특히 사례중심, 혹은 벤치마킹
의 대상으로 논의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이스라엘이 주목받고 있
다. 이스라엘은 적은 인구수와 좁은 영토, 주변국과의 계속되는 긴
장상태, 빈약한 천연자원의 환경에서도 세계최고 수준의 첨단기술
산업을 육성한 사례로 손꼽히며, 특히 한국과 처한 상황이 비슷하
여 창조경제의 대표적인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
는 이스라엘이 세계적 수준의 창업국가로서 활발한 창업이 이루어
질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창업 문화와 지원체계 중심의 현황을 통
해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창업국가, 이스라엘의 창업환경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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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스라엘의 주요 국가 현황
1. 이스라엘의 글로벌 경쟁력
이스라엘은 한반도 0.1배의 협소한 면적과 7.7백만의 적은 인
구, 빈약한 자원과 주변국과의 끊임없는 갈등에도 불구하고 1948
년 건국이후 60여년 만에 WEF(World Economic Forum) 세계 경
쟁력 지수(Global competitiveness Index) 19위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하였다. 인구 1만 명 당 과학자수도 140명으로 세계 1위수준
이며 예루살렘의 히브리대학에서만 7명의 노벨상 수상자가 배출
되는 등 글로벌 경쟁력에 있어서도 세계 최고의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국민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3만 1,691달러로 세계 27위
수준이다.
<표 1> 한국과 이스라엘의 국가현황 비교
구분

이스라엘

대한민국

인구수

770만 명

5,000만 명

국토면적

2만 ㎢

10만 ㎢

1인당 GDP

27위(3만1,691달러)

34위(2만3,679달러)

WEF 세계 경쟁력 지수

19위

22위

기술 인프라 순위

5위

14위

인구1만 명당 과학기술자수

1위

5위

출처: WEF Global Competitiveness Index 외, 2012

이스라엘의 높은 국가 경쟁력의 중심에는 IT가 있다. IT산업이
이스라엘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1%를 넘고 있으며 IT산업의
수출액은 이스라엘 전체 수출액의 27%를 차지하고(’
08년 기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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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1 또한 이스라엘의 IT종사자는 총 노동인구 중 6.9%에 불과하
나 이들이 받는 평균연봉은 이스라엘 전체 평균연봉의 2.4배 수준
으로 이공계 관련자가 국내에 비해서 상당히 우대2받고 있다
이스라엘이 연구개발을 중시하는 풍토도 주목할 만하다. 국민 1
인당 R&D에 대한 총지출이 세계 1위이며, 양질의 과학자와 기술
자(Engineer)의 가용성도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다. 해외 R&D 센
터에 대한 유치도 뛰어나서 현재 세계 100대 정보기술(IT)기업의
75퍼센트가 이스라엘에 R&D센터를 두었을 정도다. 인텔, 마이크
로소프트, 시스코, 구글, 삼성 등 250여개의 글로벌 IT 기업들이 이
스라엘에 R&D센터를 설립하였으며 그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최근 들어 바이오테크산업이 이스라엘의 신 성장 산업 분야로 주
<표 2> 이스라엘의 글로벌 경쟁력 순위
구분

순위

GDP 대비 R&D 지출(Total Expenditure on R&D (%GDP))

1

공공 민간분야 벤처 현황(Public and private sector ventures)

1

과학 분야 연구 현황(Scientific Research)

2

기업가 정신(Entrepreneurship of Managers)

2

혁신 역량(Innovative Capacity)

2

교육 분야 정부 지출(Total public expenditure on education)

2

기술(지식) 이전(Knowledge transfer)

2

유연성 및 적응성(Flexibility and adaptability)

6

투자 인센티브(Investment Incentives)

2

벤쳐캐피탈 가용성(Venture Capital Availability)

2

비고

2012

2011

출처: IMD Global Competitiveness Yearbook 2011, 2012

1 전체 IT 산업의 총 산출 중 60% 가량이 해외로 수출되고 있으며, 주요 수출 대상 지역은(2009년 기
준) 미국(38%), 아시아(30%), 유럽(17%), 기타(15%) 순. (이스라엘 주요산업 동향, KOTRA, 2013)
2 이스라엘, IT 시장현황, KOTRA,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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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받고 있는데, 관련 기업 70%가 창업 10년 미만의 신생기업이다.
IT관련 경제적 지표는 한국과 이스라엘이 유사하다. 한국은 대
부분의 IT관련 주요 품목이 세계 시장을 주도하며 글로벌 경쟁력
05년 74.2조원에서
을 보유3하고 있으며, IT산업의 GDP(실질)는 ’
’
11년 128.1조원으로 증가하였으며, 2011년에는 전 산업 수출의
28%를 차지4하고 있는 상황이다.

2. 이스라엘 IT 벤처 스타트업 현황
IT 벤처창업의 경우는 다음과 같다. 국민 일인당 하이테크 기업
창업 수에서 세계 1위이며 벤처 캐피탈 가용성은 미국에 이어 세
계 2위이다. 국민 일인당 벤처 캐피탈 자금은 미국의 2.5배, 유럽
전체의 30배이며, GDP 대비 벤처 캐피탈 투자 비중은 세계 1위로
글로벌 리더로서의 면모를 나타내고 있다.

출처: 중소기업청∙한국벤처투자∙한국벤처기업협회∙이스라엘벤처기업협회, 2009, 재구성

3 휴대폰, 디스플레이패널, 메모리 반도체 등의 제품이 세계시장 점유율 1위로 IT산업 선도하고 있음(국
내외 IT산업전망, KEA, 2012)
4 IT산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5년 8.6%→ `11년 11.8%으로 지속적 증가 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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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벤처기업: 시가총액 5000만 달러 미만 기업
출처: 나스닥, 2012년 1월 말 기준

[그림 1] 세계 주요국의 벤처 캐피탈 규모 현황

2012년 1월말 기준으로 미국 나스닥에 상장된 외국기업 수는
중국, 캐나다에 이어 3위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벤처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의 성공률도 높다고 할 수 있다. 나스닥에 상장된 벤
처 기업 수 자체도 67개인 중국에 이어서 27개로 2위를 차지함으
로서 활발한 벤처 기업 활동이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벤

출처: 한국벤처기업협회, 이스라엘벤처기업협회

[그림 2] 벤처기업 수 대비 인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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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 기업 당 인구수는 936명으로 국내 1,873명에 비해 두 배가 넘
는 수준이다.
한국의 벤처기업 수는 ’
99년 4,934개에서 ’
11년 2만 6,148개로
14.9%의 연평균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 특히 ICT 분야의 벤처기
업 수는 ’
08년 4,568개에서 ’
11년 7,297개로 급격히 증가하는 중이
다. 한편 나스닥에 상장된 한국 벤처기업 수는 총 8개로 16위를 차
지, 이스라엘의 1/7에 해당하며, GDP 대비 벤처캐피탈의 투자액
비중은 0.09%로 OECD 국가들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금액이 부족한 상황이다. 한편, 2000년 활발한 벤처 창
업 이후 최근 창조경제와 함께 2차 벤처 붐이 조성되고 있다. 다만
민간 벤처투자 시장 참여 여건이 2000년 비교 시, 세제 지원책이 3
분의 1수준으로 축소되는 등 벤처에 대한 지원체계가 열악한 상황
이다. 특히, 창업을 통해 도전하고자 하는 기업가 정신도 부족해
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벤처 창업 활성화를 통한 창조경제 실현
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Ⅲ. 이스라엘의 창업 환경 조성 노력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이스라엘은 열악한 지리적, 자원적, 군
사 정치적 환경에서도 활발한 창업열기를 가진 국가이다. 본 장에
서는 이러한 창업 환경을 창조경제 생태계라고 정의하고 창조경
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지원체계에 대해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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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문적, 모험적 벤처 창업 지원체계
이스라엘의 벤처환경을 한마디로 표현하면‘전문적이며 모험
적’
이라고 할 수 있다. 이스라엘은 인큐베이팅 이전에 트누파
을 운영한다. 트누파
(Tnufa)5라고 하는‘창업이전-지원프로그램’
는 이스라엘의 산업자원노동부 산하 수석과학관실(Office of Chief
Scientist)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 창업과정에서 종자돈, 벤처
캐피탈, 협력사 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투자이전-자금지원(Preseed Grants) 및 사업에 필요한 기술적, 경제적 평가, 사업 개발 서
비스 등을 제공한다. 개인 사업가 및 1년 미만의 스타트업 기업
500개 중 약 120~130개 정도의 기업이 지원을 받게 되는데 이 가
운데 약 20%가 인큐베이터 입주 혹은 투자 유치 등 다음단계로 성
장하게 된다. 주목할 점은 지원기업 선정과정 시 기술혁신, 기술
력, R&D, 시장 잠재력 규모, 사업체 조직과 구성원의 신뢰성 및 전
문성 등을 매우 철저하게 검증한다는 점이다. 정부는 석사 이상의
3~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엔지니어 출신 전문가를 중심으로 약
120명의 심사 평가 위원을 구성하고, 필요 시 기업에서의 합숙 등
을 통한 심층보고서에 기반에 기업을 선별한다. 기업이 성장하여
수익이 발생할 경우, 1년차 매출의 3%, 2년차부터 원금의 4%를
상환하게 되나 실패하더라도 특별한 상환의무는 없다.
‘창업이전-지원프로그램’
이 완료되면 본격적인 인큐베이팅 지

5 Tnufa : Pre-Seed 단계의 기술 창업 및 개발에 있는 신생기업 육성 프로그램으로 최대 5만 달러까
지 지원되며 지원금은 프로토타입 개발, 비즈니스 계획 준비, 특허 출원 등에 사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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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기술창업 촉진을 위한 인큐베이팅 프로그램, 중소기업연구원, 2013

[그림 3] 이스라엘 인큐베이팅 시스템 구조

원을 받을 수 있다. 연간 4,500만 달러의 예산이 벤처 인큐베이팅
에 투입되며, 연 평균 80여개의 프로젝트가 인큐베이팅 대상으로
선정된 후 약 2년간 지원된다. 정부 수석과학관실(OCS)은 이스라
엘 전체 24개의 인큐베이터 운영에 대한 관리감독을 수행하며 인
큐베이터가 요청하는 예비창업자 프로젝트의 심사를 수행한다.
연간 총 지원 예산 4,500만 달러 중, 각 프로젝트별로 50만~80만
달러가 투입되며 이 중 정부는 85%, 민간은 15%를 부담한다. 이스
라엘의 인큐베이터 운영자는 벤처 캐피탈이며, 단독 혹은 컨소시
엄을 구성하여 회사를 설립하고 운영하게 된다. 이스라엘 정부는
1991년부터 2012년까지 약 6.5억 달러의 정부예산을 투입하여
1,700여개의 스타트업 설립을 지원하였다. 현재까지 1,500여개의
스타트업이 인큐베이팅을 졸업(90%)하였고, 60%는 성공적으로
민간투자(3.5억 달러, 누적치)를 유치하였다.
이처럼 이스라엘은 정부의 창업관련 전담조직을 통해, 혁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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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목소리를 먼저 듣고 예산과 정책을 결정하는 상향식
(Bottom-up) 벤처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현장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성이 높은 사람을 벤처지원 전담조직에 배치하고
정치적 독립성을 보장하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는 점에 주목할 필
요가 있다.
<표 3> 이스라엘의 창업관련 정부전담기관 현황
기관

주요 역할

이스라엘 산업통상노동부 �이스라엘 산업통상노동부 산하 기구로, Pre-Seed Grants
수석과학관실 (Office of the
펀드로 마그네톤(Magneton : 대학기관의 민간으로의 기술
Chief Scientist, Ministry of
이전으로 보조금 형태), Noffar, Tnufa와 기술 인큐베이터,
Industry)
Heznek 등을 운영 중
�이스라엘 산업통상노동 총괄 기관으로 산하에 정부지원,
국제활동, 산업행정, 소비자 보호 등 업무를 담당하는 수석
이스라엘 산업통상노동부
과학자실을 보유
(Ministry of Industry,
�산업연구개발, 이스라엘산업연구개발센터 개발, 산업 및 관광
Trade and Labour)
투자 촉진, 국가우선개발지구 조성, 수출장려, 인적개발 프로
그램, 중소기업 지원
�이스라엘 전체 산업 즉 민간, 공공, 키부츠와 국유산업 등
모든 산업을 대변하는 유일한 기관으로 1921년 창립돼
이스라엘 제조업체 총협회
이스라엘 경제의 핵심기관으로 기능
(Manufacturers'
�가입 업체 수는 2,000개를 상회하며 이스라엘 최대 고용주
Association of Israel)
협회로, 노사 관계와 정부 관계 등 산업과 관련된 모든 부문
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
출처: www.cbs.gov.il, http://www.industry.org.il/Eng/

투자에 관련된 조직, 제도뿐만 아니라 문화에서도 주목할 만한
점이 있다. 이스라엘은 인큐베이팅 등 창업기반 조성에 있어 자금
을 지원하는 벤처캐피탈이‘대출’
이 아닌‘투자’
로서 인식함에
따라, 혁신적∙모험적 기업에 대한 투자가 활성화될 뿐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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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패를 용인하고 교훈으로 받아들이는 문화가 정착되어 있다. 투
자를 결정하기 전에는 이해관계자들의 난상토론을 통해 철저히
검증하며, 이에 대한 실패는 교훈으로 삼는 시스템과 문화가 일반
화되어 있다. 이와 더불어 이스라엘은 벤처캐피탈이 창업과 운용
자금을 투자하면 정부가 R&D 자금을 매칭 형태로 연계 지원하는
동기 부여적 위험공유체계가 정착되어 있다. 기업과 정부가 공동
투자하는 요즈마 펀드의 경우, 투자수익에 대한 비과세, 투자 후 5
년 내에 지분을 싼 값에 되살 수 있도록 하는 등 획기적인 인센티
브로 성공을 거두었다. 2011년 3분기 기준 이스라엘 벤처캐피탈
현황을 보면, 137개의 이스라엘 첨단기술 기업들이 국내외 투자자
들로부터 총 5.22억 달러의 투자를 유치6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스
라엘 벤처 캐피탈은 이스라엘 기업에 9,600만 달러 투자7하여 총
투자 시장 자금의 30% 점유하고 있으며, 외국 벤처 캐피탈의 이스
라엘 투자는 2000년 이후 최고 기록 달성하며, 2012년 3분기 총
4.26억 달러 투자하는 등 외국 벤처 캐피탈의 투자도 증가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분야별 벤처 캐피탈 투자는 ’
11년 3분기 기준 소프트웨어 분야
가 총 투자의 22%를 차지하며 1.15억 달러 투자 유치로 분야별 선
두를 차지하였으며 통신 분야가 1.14억 달러로 그 뒤를 이어 가고
있으며 그 외에 인터넷 분야가 9,300만 달러, 생명 과학 분야가
8,200만 달러 투자를 유치하고 있는 상황이다. 기업 단계별 투자

6 이 수치는 전 분기(2011, 2Q) 145개 기업이 유치한 5.69억 달러 보다 8% 감소했지만, 2010년 3분기
대비 96개 기업들로부터 유치한 3.41억 달러보다 53% 증가
7 이스라엘 벤처 캐피탈 투자 현황은 2분기 대비 40%하락, 2010년 3분기 대비 12% 하락을 나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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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IVR Research Center

[그림 4] 이스라엘 벤처 캐피탈 투자 현황

출처: IVR Research

[그림 5] 기업 단계별 벤처 캐피탈 투자 현황

유치에 있어서는 신생(Seed)기업의 경우, 2008년 이후 이례적으
로 총 유치 자본의 9%인 4,800만 달러 유치. 지난해 동기 대비 8%
증가하였으며 중기기업(Mid-Stage)은 총 유치 자본의 41%인
2.15억 달러 유치하여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스라엘 벤처캐피탈의 대표적인 성공사례로 요즈마 펀드가 있
다. 1993년 출범한 요즈마(Yozma)펀드8는 인큐베이터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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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해 배출되는 스타트업에 대한 벤처캐피탈의 투자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설립된 정부주도의 펀드로, 이스라엘 벤처 캐피탈,
해외 벤처 캐피탈, 이스라엘 투자 기업이 운영하고 있으며, 정부는
의사 결정에 참여하지 않는다. 초기 2억 달러(정부가 1억 달러 지
원) 규모로 출범한 요즈마 펀드는 현재 100억 달러 수준까지 확대
됐으며, 이스라엘 벤처에 대한 외국 투자사들의 투자가 잇따르면
서 1997년 민영화되었다. 요즈마 펀드의 성공 이후 이스라엘의 벤
처 캐피탈 시장은 급속도로 발전하였다. 1990년대 초 1개에 불과
했던 벤처 캐피탈이 요즈마 펀드의 성공이후 88개로 증가하였으
며, 벤처캐피탈 투자금액이 2000년에는 2.7%(GDP 대비)로 세계
최고 수치에 달하였다. 요즈마 펀드는 이스라엘 벤처캐피탈 산업
부흥이 가장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 초기 하이테크 분야의 우수
한 기술력이 창업 지원 및 육성 환경과 맞물려 우수한 창업초기
기업들이 다수 탄생하였으며, 이러한 기업들이 성공함에 따라 높
은 투자 수익률이 실현되었고, 미국 및 유럽 펀드들이 대거 이스라
엘 기업에 투자함에 따라, 정부의 개입 필요성도 도 거의 필요 없
는 자생적 투자순환 생태계가 마련되게 된 것이다.
한편, 한국은 글로벌 금융위기 가운데에서도 공공 정책자금 지
원의 확대를 통해 벤처캐피탈의 투자 잔액이 지속적으로 증가 중
이나 신규 투자의 경우, 정부지원에 의존해있으며 민간투자 수준
은 매년 하락하는 등 정부-민간 투자금액의 불균형 가속화(정부

8 초기 1.5: 1.0 매칭 방식 활용함(벤처기업이 1,500만 달러를 투자하면, 정부가 1,000만 달러 지원). 향
후 투자가 몰려 2:1의 비율로 바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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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민간 30%선)가 진행 중이다. 또한 높은 수익률보다는 투자회
수 안정성에 기반을 둔 低위험, 低수익 투자로 벤처캐피탈 본질이
퇴색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특히, 정책 목표를 세우고 예산과
지원 대상을 정하는 Top-Down 形 벤처지원방식으로 인해 민간
의 수요견인에 대한 한계가 존재하며, 이스라엘과 같이 하이테크
분야의 전문가가 심사, 선정하는 기반이 상대적으로 약하고 비교
적 관료조직 중심의 추진이 많다는 지적이 있다. 국내의 경우, 벤
처캐피탈 투자자의 출신비율은 금융, 컨설팅 38%, 상경계열이
58%로 신기술에 이해도가 높은 투자자를 만나기가 어려운 상황
(’
05년, 중기청 조사 자료)으로 알려져 있으며 선정 시에도 서류 평
가 및 제한시간 내 질의응답으로 이루어진 발표평가가 진행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2. 창업형 인력양성 시스템
이스라엘의 모든 대학들은
‘대학 내 기술연구소(OTT: Office of
Technology Transfer)’
를 통해 지식재산권 관리, 라이센싱, 벤처창
업, 글로벌 마케팅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이스라엘 대학은
대부분 기부금이 적어 연구비 충당을 위해 수익을 올리는 사업을
강구하였으며 이의 일환으로 OTT가 설립되었다. 이스라엘 히브
리 대학과 미국 스탠포드 대학의 연구비 예산을 비교해 보면, 이
스라엘은 특허 등 대학 내 사업을 통해 확보한 연구비를 통한 비
율이 높음을 알 수 있다. 또한 OTT를 통한 수익을 연구비에 투자
함으로써 전 세계 대학 R&D 투입 상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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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다.
<표 4> 이스라엘 히브리 대학과 미국 스탠포드 대학의 연구비 예산 비교
구분

이스라엘 히브리 대학 미국 스탠포드 대학

연구비 예산 中 기부금

1억 달러

10억 달러

특허 등 대학 내 사업을 통해 확보한 연구비

6억 달러

8억 달러

출처: 벤처왕국의 비밀‘예다’와‘이쑴’,한국이스라엘산업연구개발재단, ’
11.06

<표 5> 유럽∙이스라엘 연구비 상위 10개 대학(2010년)
순위

대학

국가

1

케임브리지대

영국

2

옥스퍼드대

영국

3

히브리 대

이스라엘

4

로잔연방공과대(EPEL)

스위스

5

임페리얼대

영국

6

가톨릭대

벨기에

7

바이츠먼 연구소

이스라엘

8

테크니온

이스라엘

9

유니버시티칼리지

영국

10

취히리공대

스위스

출처: 유럽연구위원회, 2010

OTT의 대표적의 사례로 히브리대학 내의 기술 지주 회사인 이
쑴(Yissum)을 들 수 있다. 이쑴은 특허를 7,000개 이상 보유하고
있으며, 자회사만 72개를 보유하고 있다. 매년 20억 달러 이상의
수익을 거두고 있으며, 이 수익은 다시 히브리대의 새로운 연구를
위해 재투자되고 있다. 수익의 40%는 기술 개발 교수, 20%는 교수
의 연구실 및 학생, 나머지 40%는 이쑴이 가져간다. 이쑴의 주 기
술 분야는, 바이오테크, 자재, 농업 및 클린테크, 컴퓨터 과학 및
엔지니어링 분야이며 그 가운데 가장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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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테크이다. 2010년 개발한 신기술 가운데 바이오테크가 56%
를 차지, 자재가 16%, 농업 및 청정 기술이 13%, 컴퓨터 과학 및
엔지니어링이 9%를 차지하였는데, 자회사인 엑셀론(Exelon)의
경우 알츠하이머를 치료하는 신약을 개발해 2010년 한 해 동안 10
억 달의 수익을 거두기도 하였다.
또 다른 성공사례로 예다(Yeda)를 들 수 있다. 예다는 1959년
설립된 세계최초의 대학 내 기술지주회사로 히브리어로‘지식
(Knowledge)’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며, 수익의 60%는 연구소,
40%는 개발 교수의 몫으로 분배되고 있다. 예다는 바이오쪽이 특
히 강세이다. 다발성경화증 치료제인 코팍손(Copaxone)은 개별
상품으로 30억 달러 이상의 매출을 거두었으며 대장암 치료제인
얼리툭스(Erbitux)는 미국 식약청(FDA) 인증을 받고 세계에서 인
정받는 인기 상품이다. 현재 예다는 연간 100억 달러 이상의 수익
을 올리고 있는 상황이다.
군 복무기간 영재교육을 통해서 창업을 유도하는‘탈피오트
(Talpiot)’
라는 제도도 주목할 만하다. 매년 고교 졸업생 50명 규
모로 선발된 탈피오트 영재를 탈피온(Talpion)이라고 부르는데,
이들은 히브리대에서 3년 동안 이공계 수업을 수료하고, 첨단군사
기술부대에 6년간 장교로 근무하면서 다양한 기술적 난제를 해결
한다. 1979년 시작된 탈피오트의 초기 목적은 하이테크 인재를 통
해 군을 현대화하는 것이었으나, 지금은 대부분이 제대 후 벤처기
업가로 활동하고 있다. 이 제도를 통해 성과를 나타내는 기업으로
는 베터 플레이스(배터리 교환 방식의 전기차 개발), 프로드 사이
언시스(이베이가 인수한 지불 보안업체), 컴푸젠(인간 게놈 해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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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제약 개발 회사) 등이 있다.
한국은 경우, 중기청 외 고용부, 지자체 등에서 창업관련 주요
정책을 지속 추진 중이며, 청년창업 지원 사업으로 총 21개 사업
을 추진(’
11년)하고 있다. 다만, 지원 사업 간 연계성과 소관부처
간 연계가 미흡하고, 대학의 창업교육 및 컨설팅 지원 등 사후관리
가 아직 부족하여 사회 전반적으로 창업분위기가 조성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한국은 이스라엘과 달리 창업에 대한 이익을
연구개발비용으로 환수하는 것이 아닌 중앙정부의 직접지원에 주
로 의존하고 있다.
<표 6> 정부 청년창업지원사업 현황( ’
11년)
유형

사업명

지원정부

예산

창업교육(6)

대학창업교육패키지사업(창업 강좌∙동아리
지원), 창업선도대학, 창조캠퍼스 등

중기청, 서울시,
고용노동부

400억

경진대회(3)

벤처∙창업대전, 실전창업리그, 소셜벤처
경연대회

중기청, 고용부

28억

사업화지원(12)

창업보육센터, 예비기술창업자육성, 청년
중기청, 고용부
1,403억
창업사관학교, 청년창직∙창업 인턴제 등
서울∙충남∙강원 등

출처: 2012년도 전국대학 대학연구활동 실태조사 분석보고서, 한국연구재단, 2012

<표 7> 2011년 지원기관별 연구비 현황
지원기관구분

연구비

(단위: 억원, %)

연구비점유율

중앙정부

37,708

77.8

민간

5,851

12.1

교내

3,154

6.5

지자체

1,639

3.4

국외

127

0.3

합계

48,479

100

출처: 2012년도 전국대학 대학연구활동 실태조사 분석보고서, 한국연구재단,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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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글로벌 지향형 네트워크
이스라엘의 창업 지원은 아이템 선정부터 글로벌 지향성을 평
가하며 유럽∙미국 등 선진 지역 간 연구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
여 운영하고 있다. 즉, 창업 시부터 글로벌 시장을 목표하여, 인큐
베이팅센터 입주기업의 선정 시 사업계획의 글로벌 지향성을 평
가한다. 또한 이스라엘은 EU 연구개발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유일
한 비유럽국가로 유럽 국가와의 협력 네트워크가 잘 구축되어 있
고, 미국∙캐나다∙싱가포르∙한국 등 10여 개국과 양자간 공동 연
구개발기금(Bi-National Fund)을 조성하여 운용 중이다.
첨단 벤처기술과 미국 자본을 연결하는‘테크 펀드(TechFund) 로드인 LA 컨퍼런스와 같은 전 세계 유대인 커뮤니티 네트
워크를 활용한 행사도 주기적으로 개최되고 있다. ’
09년부터 시작
된 LA 컨퍼런스는 이스라엘의 벤처 기업과 미국의 투자 자본을 이
어주는 유대계 커뮤니티행사로 21세기‘벤처 창업국가’로 거듭난
이스라엘의 국가경쟁력 홍보와 자국 신생 벤처기업의 미국 내 교
두보 마련을 위한 행사이다. 정부와 현지 커뮤니티와 협업으로 구
성되었으며, 2012 LA 컨퍼런스에 참가한 이스라엘 기업의 총 가치
는 2,000억 달러 규모로 추산(민간기업-국가 협업 모델)된다. 이
스라엘의 180여개에 달하는 연구개발사(R&D.아이디어부터 상품
까지 개발하는 기업 활동)가운데 엄선된 기술들이 컨퍼런스에 소
개되어, 2011년 LA 컨퍼런스에서는 2개의 이스라엘 벤처사를 미
국 기업이 인수한 바 있으며, 미국의 밸류클릭이 이스라엘의 도토
미사를 2억 9,500만 달러에 인수하는 등 총 6억 달러 규모의 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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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2건이 성사되는 등의 성과를 나타내었다.
한국도 정부의 글로벌 시장 진출 지원사업 추진이 확대되는 추
9
을 통해
세로 중소기업청에서는
‘글로벌 청년 창업 활성화 사업’

창업기업의 해외창업∙진출에 적합한‘해외 창업환경 및 과정’
등
을 집중 코칭하여 성공적인 해외진출 지원 중이다. 다만, 해외시
장 진입장벽과 정부규제로 인하여 해외시장 진출이 어려운 상태
이며, 외국과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이 미흡한 상황이다.

Ⅳ. 시사점
최근 창조경제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이스라엘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이스라엘은 부존자원이 부족하고, 안보위
협이 상존하는 등 국가 환경에 있어 우리나라와 유사점을 가진 국
가이다. 반면 활발한 창업이 이루어지며 작은 규모의 국가지만 세
계 최첨단 기술분야를 선도해 가는 점에 있어 창의성을 강조하는
창조경제 시대에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주는 국가이다.
이스라엘이 대표적인 창조 국가로 논의되는 요인 중 하나는 참
여와 토론의 보편화 및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문화가 새로운 도
전과 참신한 아이디어 도출의 원동력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후츠
파(Chutzpah) 정신으로 대표되는 토론문화는 나이, 계급, 성별에

9 2013년 글로벌 청년 창업 활성화 사업은 미국, 중국, 베트남 등 3개국에서 30개 내외 팀을 지원하며,
국가별 창업환경에 알맞게 구성된 프로그램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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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없이 상호 논쟁을 통해 진리를 찾아가는 과정을 자연스럽게
터득하도록 하며, 관찰이 아닌 참여를 중시하며 학습에 동기부여
를 유도하는 탈무드 교육 방식 또한 도전정신을 확산할 수 있는
주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바르 미츠바(Bar Mizbar)라는 독특한
성인식제도도 주목할 만하다. 유대의 성인식 때 주변인들은 한화
로 약 5천만원의 돈을 모아 성인이 되는 아이의 통장에 입금을 시
켜주는데, 성인식 당사자는 20세가 될 때까지 돈을 관리하게 된
다. 이 과정을 통해 자연스럽게 자본의 관리에 대한 인식이 눈을
뜨게 된다. 이처럼 앞에서 설명한 체계적이고 도전적인 창업시스
템과 더불어 이스라엘 국민의 문화에 유전인자처럼 녹아들어있어
는 격이 없는 거침없는 논의, 화폐 경제에 대한 자연스러운 친숙
함, 종교적인 유대감이 조화를 이루어, 실패를 각오하고라도 창의
적 아이디어를 성공시킬 수 있는 현재의 이스라엘을 만든 것이다.
앞서 살펴본 창업이 활발할 수 있는 각종 지원체계 및 인큐베이
팅 시스템 등은 우리가 새롭게 추구해 가는 미래상에 반영해 나가
야 할 것이다. 창조경제 시대를 이끌어 가기 위해 다음과 같은 시
사점을 도출해 보았다.
첫째, 창의적 인재 육성을 위해 하향식(Top-down) 방식 뿐 아
니라 Bottom-up 방식과 같이 다양한 수직, 수평적 토론이 자유
롭게 이루어질 수 있는 문화조성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어린
시절부터 참여를 중심으로 한 자유로운 토론 문화, 아래 설명할
후츠파 정신과 같은 활발한 소통문화 도입을 통해 상하 간에도 자
연스럽게 자신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는 유연한 사고체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스라엘은 초등학교부터 창의성과 창업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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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을 실시하여 벤처 정신이 익숙해지도록 하며, 영재교육을 통해
융합형 산업기술인재 양성과 군복무 과정과 연계한 영재선발 및
육성을 위해 노력하였다. 우리의 경우에도 우수 인력에 대한 인력
양성 기회 확대와 더불어 신기술 관련 직업에 대한 도전정신을 높
이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필요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새로운
도전에 대한 격려와 함께 한번 실패하더라도 회생 가능할 수 있도
록 격려하는 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기회 확대 및 인식제고 활동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이공계 분야 직업군에 대한 처우개선 등에
도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둘째, 실패를 인정하고 재기를 가능케 하는 도전적 창업 환경
조성 지원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누구나 새로운 것에 도전을 두려
워하지 않고 아이디어를 사업화 할 수 있도록 창업을 장려하기 위
해서는 카카오톡과 같은 벤처 성공사례가 지속적으로 나와야 한
다. 한국형‘요즈마펀드’설립을 통해 한국정부가 주도하고 국내
민간 및 해외자본이 참여하는‘신규 투자형’
펀드 조성, 벤처기업
대상 M&A를 활성화하는 조직적 체계 마련, 주요 기술 보유국 또
한 거대시장을 지닌 국가들과 협약을 체결하여 중소기업이 국제
공동연구에 참여할 수 있는 토대 마련을 통한 벤처의 투자확대 및
글로벌화 추진체계를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더불어 벤처육성
을 위한 다수평가위원의 평균점수가 아닌, 소수의 전문가가 책임
하에 과제 및 기업을 심층 평가하는 시스템 도입해 나가는 등 심
도있고 실질적인 검증체계도 필요할 것이다. 또한 정부, 전담기
관, 산학연 대표로 구성하되 이스라엘과 같이 R&D 고위급 리더가
위원장이 되어 최종 지원여부를 결정하는 조직 체계 정비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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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분야에 대한 창업 의지를 가진 기업의 시장진출이 용이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셋째, 글로벌 진출을 위해서는 글로벌 표준에 맞는 산업기반 구
축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인터넷 서비스 초기부터 국내 환경에
최적화된 한국형 모델을 지향해 왔다. 예를 들어 인터넷 서비스
의 가장 성공적인 모델인 웹 서비스의 경우, 공인인증서, 보안프
로그램 등과 같이 글로벌 표준과 괴리가 있는 한국형 기술 및 규
제를 적용해 온 것이 사실이다. 특히 2009년 아이폰의 도입으로
촉발된 스마트 모바일 환경은 한국형 공인인증서, 보안 프로그램
등의 무용론을 제기하면서 갈라파고스 화된 IT 강국이라는 오명
을 씌우기도 하였다. 따라서 이제라도 산업적 측면에서 국내 인터
넷 기술, 서비스 전반의 글로벌 표준 준수를 통해 이스라엘과 같
이 내수형 산업이 아닌 글로벌 지향적 서비스화의 근간을 강화해
야 한다. 그래야 우리 IT 제품 및 서비스가 국내 환경에서뿐 아니
라, 글로벌 환경에서도 경쟁력을 가지게 될 것이다. 이러한 근간
을 바탕으로 글로벌 진출을 위한 각국의 산업, 경제, 문화 등 다양
한 정보 제공 및 컨설팅 기회 마련 등의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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