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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오랜 지방분권의 전통을 가지고 있는 독일은 통일 후 이에 기반해 동독지역통합

을 효율적으로 진행하였고, 이러한 독일의 지방분권 체제는 유럽연합의 모델이 되

고 있다. 또한 지역에 기반을 둔 체계적인 직업교육과 창업정책으로 현재 낮은 청년

실업률을 기록하고 있다. 본고는 로컬크리에이터를 지역문화에 기반한 지역가치

를 창출하여 지역을 발전시키는 창업가라고 정의하고, 독일 지방분권제도와 경제

체제를 개관한 후 창업지원방안을 고찰하여 로컬크리에이터 중심의 한국 지역문

화 육성에 도움이 될 제안을 한다.

전국에 골고루 분포된 독일 중소기업들은 지역 문화기관과 함께 지역정체성을 

형성하고 지역문화를 발전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사회적 시장경제라는 경

제정책을 토대로 보충의 원칙에 따라 독일정부는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중소기업

은 그 지역의 직업교육과 일자리 창출을 담당하며 지역 경제를 발전시킨다. 대학과 

연구기관의 첨단기술을 활용한 창업을 통해 지속적으로 지역을 성장시키기 위해 

지역 중소기업과 대학이 협력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창업을 지원한다. 신생기업 대

부분 창업 초기부터 세계시장을 겨냥하고 있고, 외국에서 유입된 창업자도 지원하

고 있어 개방성과 국제화가 독일 창업문화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연대의 

원칙에 따라 사회 소외계층뿐 아니라 문화예술분야의 창업도 지원하고 있다. 교육 

및 연구기관, 기업, 민관기관, 연방정부, 지자체가 연결된 네트워크가 구축되어 있

어 창업자들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창업 초기부터 지속적인 관리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실패율이 낮고, 실패해도 다양한 구제책이 있어 건강한 창업 생태계

를 구축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대학과 중소기업이 기업가정신을 교육하고, 창업의 토대가 되는 핵심기술을 연

http://doi.org/10.34227/tjocc.2021..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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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면서 창업 생태계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독일과 같이 청년층의 기업가정

신, 창업마인드 제고 및 창업 촉진과 창업한 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대학

과 기업이 협력한 체계적인 창업교육의 확대 및 내실화가 필요하다. 창업지원과 함

께 창업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것을 동시에 진행하고, 실패하는 기업이 큰 부담 없

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독일처럼 창업 후 자리를 잡을 때까지 지원

하는 시스템을 만들고, 창업 실패에 따른 사회안전망을 구축해 실패에 대한 창업자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 창업 성공 및 실패 사례, 국내외 창업 동향 소개 등에 이르기

까지 종합적인 정보를 담은 데이터베이스와 함께 창업자, 경험자, 연구자 등 관련 

분야의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여 창업자를 위해 상담하고 조언하는 네트워크 구축

이 필요하다.

이렇게 내실 있는 창업 인프라를 구축하여 다양한 분야의 로컬크리에이터가 성

장할 수 있다면 이들은 지역문화발전을 선도해 나가는 중요한 구심점이 될 수 있다.

주제어: 로컬크리에이터, 독일, 창업, 지방분권, 지역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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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균형적인 지역발전과 청년 일자리 창출이라는 현재 한국 사회가 안고 

있는 주요 문제와 연관되어 부상하고 있는 개념이 로컬크리에이터 Local 

Creator이다. 이 개념을 확산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모종린을 따르

면 로컬크리에이터는 지역문화 특성과 자신의 전문적인 기술과 창의성을 

결합해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역 가치를 창출하고 지역문화를 

발전시키는 창의적 지역혁신가라고 이해된다. 그는 로컬크리에이터를 

라이프스타일과 연관 지어 설명하는데 물질주의에서 벗어나 외적인 권위

와 구속에 영향을 받지 않으면서 자신과 다른 다양한 사람들과 교류를 즐

기며 가치를 중심으로 연대하고 창의성을 통해 지역에 변화를 만들어 가

는 삶을 사는 사람이라고 설명한다. 그는 커피전문점, 베이커리, 독립서

점, 수제 맥줏집 등 요식업 창업자부터 문화복합공간, 커뮤니티 호텔, 코

워크와 코리빙 라운지와 살롱 등 사람과 장소를 연결하는 커뮤니티 비즈

니스 성격의 창업자까지 골목상권을 발전시킨 로컬크리에이터의 예를 든

다.1) 그리고 로컬크리에이터를 “인문학으로 세계관을 키우고, 사회과학

으로 지역과 상생하는 마인드를 키워 경영학으로 지속가능한 가치를 창

출하는 창업가”라고 정의하면서 로컬크리에이터의 융합 학문적 특성을 

부각한다.2) 

창업진흥원에서 제출한 보고서에는 로컬크리에이터를 “로컬 거버넌스

의 시대에 맞춰 지역 중심의 다양성과 창의성에 기반을 둔 지역경쟁력 강

화를 실현하기 위해 4차 산업혁명의 혁신적인 기술과 혁신적인 아이디어

를 기반으로 경쟁력 있는 지역 문화자원 및 특성을 발굴하여 지역발전전

략을 주도하고 견인할 창업가”를 의미한다고 정의한다.3) 2021년 지역 

1) 모종린, �머물고 싶은 동네가 뜬다 (온라인이 대체할 수 없는 로컬 콘텐츠의 힘)�, 알키, 

2021, 7쪽 참조.

2) 위의 책, 11쪽 참조.

3) 이창영 외, �로컬크리에이터 활성화 지원방안 마련�, 창업진흥원, 2020, 12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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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 로컬크리에이터 활성화 지원 예비 창업기업 모집공고에서 중소벤처

기업부는 로컬크리에이터를 “지역의 자연환경, 문화적 자산을 소재로 창

의성과 혁신을 통해 사업적 가치를 창출하는 창업가”라고 규정한다. 이

러한 개념 정의를 살펴보면 정부 기관에서는 가치 창출보다 산업발전을 

위한 로컬크리에이터의 역할을 더 강조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논의를 참고하여 본고는 지역문화 육성에 초점을 맞추어 로컬

크리에이터를 지역문화에 기반한 지역가치를 창출하여 지역을 발전시키

는 창업가라고 정의한다.

균형적인 지역발전에 대한 정부의 노력은 참여정부 때부터 본격화되

었다고 할 수 있다. 참여정부에서는 지역 균형발전을 위하여 “국가균형

발전 특별법”을 제정하면서 국가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5년 단위로 

부문별 발전계획안과 광역경제권발전계획을 토대로 지역발전계획을 세

운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지자체 재정 운용의 자율성과 안정성을 확보하

기 위해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를 도입한다. 현 정권에서는 지역 균형

발전을 5대 국정목표 중 하나로, 자치 분권을 20대 국정 전략 중 하나로 

정하고, 지역 주도의 자립적 성장기반 마련을 목표로 균형발전을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 지역인재와 일자리 선순환의 교육체계를 

마련하고 지역자산을 활용한 특색 있는 문화 ‧ 관광 환경을 조성하여 기본

적인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보건 ‧ 복지 체계를 마련하고자 한다. 기존 

사업계획이 중앙부처 주도의 하향식 top-down과 부처 간 칸막이 방식

으로 매년 산발적으로 수립되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지자체 주도의 상

향식 bottom-up 그리고 여러 부처가 함께 다년간 포괄적인 계획을 수

립하면서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방식을 도입하겠다고 공표한다.

지역문화 진흥을 위하여 1947년 강화문화원을 시작으로 현재 231개 

지방문화원이 설립되었고, 지방문화원의 설립·운영·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지방문화원진흥법이 1994년에 제정되었다. 지역 고유의 

문화가치와 정체성에 부합하는 문화정책을 수립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전

문기관으로서 지역문화재단들이 1997년 경기문화재단을 시작으로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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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기 시작한다. 2014년에는 지역 간 문화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별로 특

색 있는 고유의 문화를 발전시킴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문화국가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지역문화진흥법이 제정된다. 현 정

권은 문화 분야 중장기 계획인 “문화 비전 2030”의 9대 의제 중 하나로 

“지역문화분권 실현”을 제시하고 지역문화정책관을 신설한다.

세계적으로 창업이 취업에 대한 대안으로 등장하면서 특히 디지털 기

술의 발달로 이를 기반으로 한 창업이 확대되고 있다. 주요 선진국을 포

함한 많은 국가에서 정부 차원의 스타트업 육성정책을 시행하면서 창업

을 새로운 경제성장 동력으로써 활용하고자 한다. 지역문화의 균형적 발

전에도 기여하면서 청년 실업을 해결하기 위해 2016년부터 미래창조과

학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 11개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창업 활성화 대책”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지역생활문화 청년혁신가사업”을 시작한다.4) 현 

정부는 국정 아젠다로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민생경제”를 내세우면서 

민생경제와 관련하여 소상공인 ‧ 자영업자 등을 포함한 지역 스타트업의 

역량 강화를 강조한다. 이러한 정부 정책에 따라 서울시는 2019년부터 

지역의 자원을 연계 ‧ 활용하거나, 지역 내 문제를 비즈니스의 기회로 삼

아 지역사회 내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칠 새로운 창업모델을 발굴하는 프

로젝트로 “넥스트 로컬 NEXT LOCAL”이라는 사업을 시작한다. 중소벤

처기업부는 2020년에 “가장 지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다.”라는 슬로

건으로 제1기 로컬크리에이터 출범식을 개최하고, 2020년부터 “지역기

반 로컬크리에이터 활성화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중앙정부 

주도의 정책추진, 유사 중복 사업의 발생 등 비효율적인 사업추진이 비

판되고 있으며 수도권 집중 현상은 가중되고, 창업기업의 생존율도 낮아 

지역문화의 균형발전은 요원하게 느껴진다.

오랜 지방분권의 전통을 가지고 있는 독일은 통일 후 이에 기반해 동

4) 미래창조과학부는 2017년 폐지되고, 해당 사업도 17년까지 진행되다 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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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지역통합을 효율적으로 진행하였고, 이러한 독일의 지방분권 체제는 

유럽연합의 모델이 되고 있다. 또한 지역에 기반을 둔 체계적인 직업교

육과 창업정책으로 현재 낮은 청년실업률을 기록하고 있다.

본고는 독일 지방분권제도와 경제체제를 개관한 후 창업지원방안을 

고찰하여 로컬크리에이터 중심의 한국 지역문화 육성에 도움이 될 제안

을 하고자 한다. 독일 창업에 관한 연구는 국내에서 다른 선진국 사례에 

비해 충분히 수행되지 않았고, 로컬크리에이터 중심 지역문화발전과 연

관지어 독일의 창업지원을 종합적으로 고찰한 연구도 본격적으로 수행되

지 않았다.5) 본고가 이러한 연구의 결손을 보완하고, 이와 관련한 논의

를 촉진하는데 기여하길 바란다.

II. 독일 지방분권

독일은 13개 광역주와 3개 도시주로 구성된 16개의 주로 이루어진 연

방국이다. 독일의 행정 계층은 연방정부, 주정부, 지방자치정부 3단계 

체제로 구성되어 있다. 지방자치의 근간을 이루는, 기초적인 행정단위는 

게마인데 Gemeinde이다. 3개의 도시주인 베를린, 브레멘, 함부르크는 

주의 지위와 게마인데의 지위를 동시에 갖고 있다. 도시국가 Stadtstaat

인 베를린과 함부르크는 각각 하나의 게마인데로 이루어져 있고, 자유한

자도시 Freie Hansestadt 브레멘은 브레멘과 브레멘하벤이라는 2개의 

게마인데로 이루어져 있다.

906년에 설립된 독일 제1제국인 신성로마제국에서 황제의 주권은 한

정적이었고, 1806년에 나폴레옹에 의해 해체되기까지 실질적인 행정은 

300여 개가 넘는 지역연방국에서 이루어졌다. 나폴레옹이 물러난 후 

1814년에 열린 빈 회의에서 독일 통일에 관한 협상이 이루어졌으나 하나

5) 독일 창업에 관한 가장 최근의 연구는 2018년에 발표된 독일 창업의 특징을 고찰한 논문 

｢독일의 창업정책과 정책적 시사점｣으로 독일 창업은 주로 일자리 창출이나 중소기업 

육성과 관련하여 다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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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연방국가 수립에는 합의를 보지 못하고 38개 국가가 연합된 독일 연

방 Deutscher Bund이라는 새로운 국가연합이 탄생한다. 점차 세력을 

확대해가던 프로이센은 1867년 오스트리아와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

고, 17개의 소국가와 함께 북독일 연방 Norddeutscher Bund을 형성한

다. 1870년 프랑스와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며 1871년에 프로이센은 북독

일 연방 대표단의 지지 하에 독일제국 Deutsches Reich을 선포한다. 이

로써 25개 지방 국가로 구성된 독일 제2제국이 탄생하여 연방제에 의한 

최초의 통일국가가 형성된다.

1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제국은 해체되고 새로이 건립된 바이마르 공화

국 Weimarer Republik은 독일제국에서 “국가 Staat”로 불리던 지역을 

“주 Land”라고 지칭하면서 연방제를 지속한다. 1933년 히틀러는 정권을 

잡은 후 바이마르 공화국의 연방제를 폐지하고 중앙집권체제를 도입하였

지만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독일은 다시 연방제를 채택한다. 이렇게 

나치가 지배했던 1933~1945년을 제외하고, 독일에서 지방분권의 전통

은 현대국가에서까지 지속된다.

1949년 제정된 헌법에 해당하는 독일의 기본법 Grundgesetz 제28조 

제2항은 “게마인데에게 법률의 범위 내에서 지역사회의 모든 사무를 자

기 책임 하에 규율할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Den Gemeinden muß das 

Recht gewährleistet sein, alle Angelegenheiten der örtlichen 

Gemeinschaft im Rahmen der Gesetze in eigener Verantwortung 

zu regeln.”라고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보장한다.6) 주

민이 소속감을 느끼는 생활공동체로서 실질적인 독일 지방자치제도를 실

현하는 핵심 단위인 게마인데를 나누는 기준은 지역정체성이다. 베를린

같이 주민 370만 명이 넘는 큰 규모의 게마인데도 있지만, 주민 100명이 

되지 않는 게마인데도 20여 개가 있다. 각 주는 연방과 마찬가지로 입법

6) 독일 기본법 http://www.gesetze-im-internet.de/gg/art_28.html (검색일 2021년 

7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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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사법부, 행정부와 함께 독자적인 헌법을 가지고 있으며 주의회가 구

성되어 있고, 주지사와 각 부처 장관으로 구성된 주 정부를 운영하고 있다.

독일 연방제는 연방정부가 16개의 주를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연방과 

주가 동등한 권한을 가지고 행정적으로 상호 협력하는 “협력적 연방주의 

Kooperativer Föderalismus”에 의해 운영된다. 지역의 자율성을 보장

하면서 전국적인 균형발전을 목표로 하는 연방제는 독일인들의 염원이기

도 했던 단일국가의 이상을 실현하면서도 나치 시대의 권력 집중의 폐해

를 방지하기 위한 조건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

다.7) 독일은 주민공청회, 주민발안, 주민질의 등의 시민참여를 강화하면

서 대의제의 한계를 보완하여 직접민주주의 제도를 실현하고자 지속적으

로 노력하고 있다.

주는 문화예술정책을 담당하는 헌법상 문화주권 Kulturhoheit을 갖

고 독자적인 문화정책을 추구하며 문화정책을 입안하여 실행한다. 중앙

집권적 문화정책으로 문화를 정권의 선전도구로 이용한 나치 정권을 경

험한 독일에게 있어 문화연방주의 Kulturföderalismus로 중앙정부의 

획일적인 결정을 방지하고, 각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8) 문화에 대한 통치권은 주가 가지고 있지만, 지원 

및 결정은 우선적으로 게마인데에 의해 이루어진다. 2017년도 기준으로 

문화에 대한 공적 지원의 약 44%는 게마인데가, 39%는 주가, 그리고 

17%는 연방이 집행했다.9)

교육에 관한 입법과 행정도 각 주의 소관 사항이므로 주마다 고유한 

교육정책을 펼치고 있고, 의무교육, 학교편제 등 공동으로 진행할 사항

에 대해서는 협의를 거쳐 결정한다. 독일의 교육기관은 전국에 골고루 

7) 곽정연 ‧최미세 ‧조수진, �문화민주주의 (독일어권 문화정책과 예술경영)�, 글로벌콘텐

츠, 2017, 41쪽.

8) 위의 책, 41쪽 이하.

9) Die Datenbank des Statistischen Bundesamtes, http://www.destatis.de (검색일 

2021년 8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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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해 있으며 한때 동서로 분열되었던 베를린을 제외하고 한 도시에 하

나의 종합대학만이 있고, 대학 간 서열도 존재하지 않는다.

나폴레옹 점령으로 위기에 처한 독일에서 교육의 중요성을 주장하며 

1810년 베를린에 대학을 설립한 훔볼트는 교육과 연구의 통합을 주장하

며 대학에서 연구의 역할을 강조한다. 2017년 통계를 보면 독일에는 428

개의 대학이 있으며, 이 중 교육과 연구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9개의 공

과대학을 포함한 종합대학 Universität이 106개, 교육대학 Pädagogische 

Hochschule이 6개, 신학대학 Theologische Hochschule이 16개, 예술

대학 Kunsthochschule이 53개이며, 30개의 행정전문대학 Verwaltungs-

fachhochschule을 포함하여 산업계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를 육성하는 

일반전문대학 Allgemeine Fachhochschule이 247개이다.10)

독일의 종합대학은 중세부터 법학 ‧ 의학 ‧ 신학 등의 교육 전통을 이어

받은 전통적 종합대학과 1800년대 중후반 이래 기술교육과 공학연구를 

목표로 설립된 공학계 종합대학 Technische Universität으로 나누어진

다.11) 공과대학은 설립 초기부터 산업계와의 협력이 활발하게 진행되어 

산업계로부터 지원받는 연구자금이 대학 전체 연구자금의 10% 이상을 

차지한다.12) 1970년대부터 고등교육기관의 하나로 설립된 전문대학은 

지역의 산업계와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응용연구 및 기술지도 등을 통해 

지역 산업에 필요한 기술 인력을 육성한다. 대학은 이렇게 지역의 산업

계와 협력하면서 지방경제 발전과 지방문화 혁신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이처럼 오랜 전통 속에 정착된 독일 지방분권은 지역의 특성을 살린 

균형적이고 다양한 지역문화발전을 가능하게 하는 토대가 된다. 

10) 안영진, ｢대학과 기업 간의 협력에 관한 연구 - 독일의 대학을 사례로｣, �한국지역지리

학회지� 제24권 1호, 2018, 87쪽.

11) 같은 글.

12) 같은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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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독일 경제체계와 지역문화

독일은 2차 세계대전 후부터 사회적 시장경제를 경제정책의 토대로 삼

고 있다. 사회적 시장경제는 공정한 질서라는 가치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경제정책이기 때문에 경제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영향을 끼쳤다.

사회적 시장경제 이념은 나치가 독일에서 권력을 장악한 30년대 중반

에 시장경제의 여러 모순점을 해결하기 위해 형성된 프라이부르크 학파 

Freiburger Schule를 중심으로 형성된 질서자유주의 Ordoliberalismus

에 뿌리를 두고 있다.13) 프라이부르크 대학에서는 일련의 법학자, 경제

학자, 사회학자, 신학자들이 모여 당시 자유방임주의 경제시스템과 중앙

관리경제시스템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과 함께 대안을 찾고자 학파를 형

성한다. 이 학파가 해결하려는 근본 문제가 인간적이고 공정한 경제 질

서를 형성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 학파의 이론을 질서자유주의라고 부

른다.14) 인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자유의 오용을 방지하는 경제 질서를 

만드는 것이 이 학파의 주요 관심사였다.15) 질서자유주의는 19세기 중반

에 체계화된 가톨릭 사회론 Katholische Soziallehre과 정치적, 경제적 

자유주의 이론의 영향을 받아 형성된다.

사회적 시장경제라는 개념은 1947년에 출간된, 질서자유주의 이념을 

계승한 독일 쾰른학파에 속한 경제학자 뮐러 아르마크 Alfred Müller- 

Armack의 저서 �경제조정과 시장경제 Wirtschaftslenkung und Markt-

wirtschaft�에서 처음 언급된다. 사회적 시장경제는 2차 세계대전 후 경

제부 Wirtschaftsministerium에서 아르마크와 함께 일한 첫 독일 경제

부 장관이었던 루드비히 에르하르트 Ludwig Erhard에 의해 실현되었다. 

13) 사회적 시장경제에 대한 설명은 졸고. 곽정연, ｢독일 문화정책과 사회적 시장경제의 

연계성｣, �독일어문학�제24권 제4호, 2016, 1-24쪽의 일부를 활용해 수정하여 보완함.

14) 곽정연, ｢독일 문화정책과 사회적 시장경제의 연계성｣, �독일어문학� 제24권 제4호, 

2016, 3쪽. 

15) Walter Eucken, Grundsätze der Wirtschaftspolitik, Tübingen, 2004, p.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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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 사회적 시장경제는 동서독이 체결한 국가조약에서 화폐, 경제, 

사회통합을 위한 공동 경제체제로 명시되어 지금까지 독일 경제정책의 

토대를 이루고 있다. 사회적 시장경제의 핵심은 가능한 최대한 자유경쟁

을 보장하지만 사회적 형평성과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서 필요한 

만큼 정부가 시장에 개입한다는 것이다.

사회적 시장경제의 기본원칙인 “개인의 원칙 Individualprinzip”, “보

충의 원칙 Prinzip der Subsidarität”, “연대의 원칙 Prinzip der Solidarität”

은 가톨릭 사회론에서 그 기원을 찾아볼 수 있다. 가톨릭 사회론에서 개

인의 원칙은 인간의 존엄성에 근거를 두고 인간이 사회의 근본이자 목적

이라는 이념에서 출발한다.16) 보충의 원칙은 개인이 자기 능력을 개발하

고 주어진 과제를 스스로 성취할 수 있도록 사회가 방해되는 요소를 제거

하면서 도움을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17) 연대의 원칙은 개인이 사회라는 

유기체의 한 부분으로서 다른 개인들과 상호연관 되어 있으므로 공공선

에 합당한 행동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18)

이러한 이념에 뿌리를 두고 사회적 시장경제에서 개인의 원칙은 개인

이 사회를 위해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가 개인의 이해와 관심을 후원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19) 개인이 시장시스템에 있어서나 국가에 의

해 수단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사회는 한 개인의 자유와 자율성을 보장하

고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20) 보충의 원칙은 개인이 자립할 수 있도록 

사회가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개인이 해결하지 못할 때는 가족이 돕

고, 가족이 돕지 못할 때는 지자체가 돕고, 지자체가 해결하지 못할 때는 

주가 돕고, 주가 해결하지 못할 때는 연방정부가 개입해 지원한다는 것

16) 유은상, ｢19세기 독일 카톨릭 사회운동연구｣, �서울여자대학교 논문집� 12집, 1983, 

48쪽.

17) 위의 글, 49쪽.

18) 같은 글.

19) 곽정연, 앞의 글, 6쪽.

20) Walter Eucken, Ibid, p.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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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의미한다. 보충의 원칙은 개인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개인의 원칙을 

지원하는 원칙이면서 상향식으로 운영되는 독일 행정체계의 근거로서 작

동하여 지방분권의 토대가 된다. 연대의 원칙은 낙오자가 생기지 않도록 

사회적 안전망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부유한 주가 상대적으

로 가난한 주를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와 낙후 지역의 개발을 위한 다

양한 지원정책은 연대의 원칙이 적용된 것이다. 보충의 원칙을 고려하지 

않고 연대의 원칙만을 내세운다면 개인의 자율성과 책임을 경시하게 되

고, 연대의 원칙을 고려하지 않고 보충의 원칙만을 주장한다면 이기적인 

개인주의나 지역주의를 조장할 것이므로 이러한 세 가지 원칙을 균형적

으로 구현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할 수 있다.

오래된 지방자치제의 기반 아래 성장한, 그 지역을 대표하는 중소기업

들이 독일 경제의 주축을 이룬다. 독일의 중소기업은 기업 수로는 99.6%

이고, 직업교육의 82.2%, 고용의 59.4%를 담당하고 있다.21) 중소기업

에서 교육받은 인력들이 주축이 되어 창업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독일 

중소기업은 창업의 기반을 마련한다고 할 수 있다.

독일 중소기업은 수공업을 겸업하는 19세기 독일 남부 자영농을 중심

으로 발전했다.22) 이들은 도시로 이주해 노동자가 되고 싶지 않아 자기

가 살고 있던 지역에 남아 산업혁명을 먼저 이룬 영국이 진출하지 않은 

분야의 전문기술을 개발하면서 기업을 창설해 그 지역 경제를 발전시켰

다.23) 당시 창업자들은 로컬크리에이터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

게 지역사회에 뿌리를 둔, 독일 전역에 퍼져 있는 중소기업은 지방문화

발전에 기반을 마련했고,24) 이러한 기업들 70% 이상이 중소도시나 농촌

21) 김영우, ｢독일의 창업정책과 정책적 시사점｣, �벤처혁신연구� 제1권 제1호, 2018, 52쪽.

22) 박준, �독일 미텔슈탄트의 성공이 주는 교훈�, SERI 경제포커스 제423호, 2013, 3쪽 

이하 참조.

23) 위의 책, 5쪽 이하 참조.

24) 국민일보 특별취재팀, �독일리포트 (미래 한국의 패러다임을 찾아)�, 이지북, 2014, 

64쪽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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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소재하고 있어 균형적으로 독일 전 지역이 발전하는 데 기여했다. 지

역에서 시작한 기업들은 대부분 가족기업들로 창업자와 그 승계자는 지

역사회에 대한 강한 책임감을 갖고 기업을 운영하고, 이러한 기업대표와 

대를 이어 종사하는 직원의 신뢰 관계가 기업 존립의 기반이 된다.

2차 세계대전 후 독일 정부는 나치 정권에 가담했던 대기업 대신 중소

기업을 육성했다. 정부는 연구, 인력, 해외진출에 필요한 자금조달 등 중

소기업에 대한 다방면의 지원을 하고 있다. 독일정부는 특히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촉진에 우선순위를 두고 다양한 지원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도 불구하고 2005∼2010년 사이 기술개발 투

자는 35%가 확대되었다.25) 독일의 대표적인 중장기 신기술개발 지원정

책인 “하이테크전략 2025 High-tech Strategy 2025”은 2006년에 정

부, 학계, 산업계 전문가들의 참여 아래 범정부 차원에서 수립한 “하이테

크전략”을 2010년에 “하이테크전략 2020”, 2014년에 “신하이테크전략”, 

2018년에 “하이테크전략 2025”으로 4년마다 수정 ‧ 보완한 국가 과학기

술육성 전략이다. 이러한 전략을 통해 산학이 협력하여 교육 인프라를 

구축하여 최고의 기술력을 가진 중소기업이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지원한다. 독일정부는 보충의 원칙에 근거해 

중소기업의 자율성을 보장하면서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중소기업 중 자기 분야에서 선두를 달리는 기업들을 히든챔피언 

Hidden Champion이라고 칭한다. ‘히든챔피언’이라는 용어는 독일의 

경영학자 헤르만 지몬 Hermann Simon이 1990년 출판된 경영 관련 학

술잡지에 게재한 논문에서 처음 사용하면서 세계적으로 알려진 개념이

다. 지몬은 히든챔피언을 대중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기업 중, 각 분야에

서 세계시장 점유율 1~3위 또는 소속 대륙에서 1위를 차지하는 기업, 매

출액이 50억 유로 이하인 기업으로 규정한다.26) 즉 잘 알려지지 않았지

25) 김영우, 앞의 글, 52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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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세계시장을 지배하는 작은 기업을 의미한다.

이러한 기업들은 대부분 가족 기업들이며 그중 38%는 100년 이상의 

역사를 갖고 있고, 독일 전체 기업 평균의 2배 가까이 기술투자를 하고 

있으며 고객과 직접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27) 히든챔피언은 “글로벌과 

로컬을 생각하라 Think global and local”를 모토로 창업단계부터 세계

진출을 목표로 한다.28) 이들은 글로벌 틈새시장을 찾아내 주력 분야에 

전력하고, 단기적인 이익을 추구하기보다는 지역사회에 공헌하면서 장

기적 관점으로 경영한다. 

이러한 중소기업과 함께 지역문화를 이끌어 가는 또 다른 축은 시민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문화기관들이다. 

2차 세계대전 후 문화에 대한 시민참여는 68운동을 계기로 더욱 활발

해진다. 사회 전반에 남아 있는 권위적인 문화에 대한 비판으로 시작된 

68운동에서 시민들은 정치적 민주화와 함께 문화에 대한 참여를 적극적

으로 요구한다. 가치 있다고 인정받는 소위 고급 예술을 수동적으로 감

상하는 것을 넘어서 소외되는 계층 없이 모두가 문화형성에 참여하는 문

화민주주의에 관한 담론이 형성된다. 문화에 대한 개념이 일상문화까지 

확대되어 모두가 문화를 통해 자신의 요구를 표현하고 서로를 이해하며 

사회통합을 이루는 것이 문화민주주의의 목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문화민주주의 이념이 확산되면서 소외계층 없이 모두가 창의

성과 문화적 능력을 키우고 표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문화에 대한 접근

을 손쉽게 할 수 있도록 지역마다 사회문화센터 Soziokulturelles 

Zentrum가 설립된다. 독일에는 시민들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600여 

26) Hermann Simon, (Hidden Champions, Aufbruch nach Globalia), 배진아 역, �히

든 챔피언 글로벌 원정대�, 흐름출판, 2014, 138쪽.

27) 위의 책, 144쪽 참조.

28) Bundeszentrale für politische Bildung(Hg.), Unternehmertum, Aus Politik und 

Zeitgeschichte 16–17/2016, Frankfurter Societäts-Druckerei GmbH, 2016, p.8. 

참조.



로컬크리에이터 중심의 지역문화 발전을 위한 독일 창업 지원방안 연구 | 곽정연  69

개의 사회문화센터가 있는데, 이들은 지역 시민들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교육을 시행하고, 시민들 스스로가 음악, 연극, 공예, 영화 등 다양한 예

술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준다. 또한 상업적으로 진행되는 문화행사와 

차별되는 대안문화를 실천하고 있는데, 중점을 두는 분야나 대상은 센터

마다 차이가 있다. 이러한 사회문화센터뿐 아니라 시민들이 주축이 되어 

형성된 문화 관련 협회 및 모임을 통해 시민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문화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이처럼 지역문화에 기반한 중소기업이 지방의 경제성장을 견인하고, 

시민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문화기관이 지역 문화발전을 이끌고 있다.

IV. 독일 창업지원 방안

독일정부는 2002년부터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르츠 개혁 

Hartz-Reformen을 실시했고, 그 개혁안 중의 하나가 창업정책이다. 

2014년에 수립된 “신하이테크전략”에서는 혁신의 개념을 ‘기술적 혁신’

에서 ‘사회적 혁신’으로 확장한다. 산학협력을 넘어 시민사회와의 협력을 

강조하면서 첨단기술 기반 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이러한 정책 후 

독일의 창업자 수는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창업하는 기업들은 독일 

중소기업의 전통에 따라 지역에 토대를 두고 독일어권보다는 EU시장, 

나아가 세계시장을 지향하고 있으며 정부는 보충의 원칙과 연대의 원칙

에 따라 창업을 지원하고 있다.

2015년 보고서에 따르면 인재 확보가 용이한 수도 베를린의 창업 건수

는 전체의 2.58%로 1위를 차지하고, 그다음은 1.98%로 함부르크이며, 

남서부의 라인란트팔츠주가 1.95%로, 헤센주가 1.94%로 그 뒤를 잇는

다.29) 5~7위는 모두 구동독 주가 차지한다.30) 베를린은 문화인프라가 

29) 안현섭, �실리콘밸리 넘보는 독일의 창업 열기�, 중소기업청, 2015, 56쪽.

30) 같은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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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륭하게 구축되어 있고, 우수인력이 풍부하며, 다른 유럽 대도시와 비

교해 물가가 저렴한 데다 비영어권임에도 영어 활용도가 높아 전 세계 창

업자들뿐 아니라 투자자들에게 인기가 높다. 독일 대기업이 포진해 있는 

남부지방보다 산업적으로 취약했던 베를린과 같은 지역에 첨단 산업에 

기반한 창업이 이루어져 균형적인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

성장 동력으로서 창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독일 정부는 적극적인 지

원책을 제시하고 있는데, 연방경제에너지부 Bundesministerium für 

Wirtschaft und Energie(BMWi)가 창업에 대한 전반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대표적인 프로그램은 연방경제에너지부가 유럽사회기금 Europäischer 

Sozialfonds(ESF)의 지원을 받아 1998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학문에서 

시작하는 창업 Existenzgründungen aus der Wissenschaft(EXIST)”

(이하 EXIST)이다. 이 사업은 대학과 연구소에서 기업가 문화가 정착할 

수 있도록 기업가정신 교육을 지원하고, 기술개발이 창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 사업은 “EXIST-창업문화 EXIST-Gründung-

skultur”, “EXIST- 연구 이전 EXIST-Forschungstransfer”, “EXIST-

창업장학금 EXIST-Gründerstipendium”이라고 불리는 세 개의 세부 

사업으로 구성된다.

“창업문화”는 대학에서 기업가정신 교육과 활동을 지원하고, 이러한 

교육을 시행한 우수한 세 개 대학을 선정해 창업대학이라는 칭호를 부여

한다. “연구 이전”은 장기적인 연구개발이 필요한 창업을 지원한다. 구체

적 계획을 제시하여 선정된 팀의 창업을 지원해주는데, 선정된 팀이 속

한 대학도 지원받게 된다. “창업장학금”은 창업하려는 학생과 졸업생들

이 사업계획을 준비하여 시장에 제공할 제품을 발전시키는 것을 도와주

면서 인건비 등 1년 동안의 창업비용도 지원해준다. 참여자들은 멘토링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경쟁력 있는 시장 콘셉트 구축, 투자자 섭외 및 제

안서 작성과 관련된 실질적인 조언을 받고, 참여자가 속한 대학도 지원

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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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부터는 창업이 활발한 이스라엘과 협정을 맺어 이스라엘과 독

일이 협업하는 팀을 지원하는 “EXIST 독일과 이스라엘 스타트업 EXIST 

Startup Germany – Israel” 사업을 운영한다. 2019년도 EXIST 성과보

고서를 살펴보면 창업할 때 환경문제에 기여하는 것을 중시하고, 연구 

기간이 비교적 오래 걸리는 광학, 생명공학, 의료공학 부문의 지원이 두

드러지고, 창업장학금을 받은 기업 중에 58%가 소프트웨어와 IT 분야에 

속한다.31) EXIST는 독일 전역에서 대학을 중심으로 한 지역 내 산학 네

트워크에 창업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여 대학졸업자, 연구원, 재

학생의 기술 기반 창업 준비를 지원하여 창업기업의 70% 이상이 지속적

으로 성장하는 양질의 창업으로 연결된다.32) EXIST 사업은 유럽연합 

집행위에서 우수 중소기업 지원사례로 선정되어 역내국 적용 확대가 권

장되고 있다.33)

연방경제에너지부는 “기업가정신을 학교로 Unternehmergeist in die 

Schulen”라는 사업을 운영하여 중고등학생들을 위한 기업가정신 교육도 

지원한다. 또한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문화예술분야의 경쟁력을 강화하

기 위해 연방 문화미디어 특보 Beauftragte der Bundesregierung für 

Kultur und Medien와 함께 “문화창조경제 이니셔티브 Initiative 

Kultur- und Kreativwirtschaft”를 진행한다. 그 일환으로 “문화창조

경제 경쟁력 센터 Kompetenzzentrum Kultur- und Kreativwirtschaft”

를 설립하여 회사 설립자들과 독립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예술가, 창의적 

사업 분야의 소규모 개인 사업자들이 관련 기업, 부서들과 협업하고, 구

체적인 정보와 함께 사업 방향을 설정하고 진행하도록 지원하고, 각종 

문제에 대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플랫폼을 구축한다.

31) Bundesministerium für Wirtschaft und Energie(Hg.), Das ist EXIST 2019, Frankfurt 

a, M. 2020, p.8 참조. 

32) 손수정 ‧온기원, ｢독일의 기술사업화 주체별 특징｣, �동향과 이슈� 제37호, 2017, 2쪽 

참조.

33) 김영우, 앞의 글, 53쪽 참조.



72  문화콘텐츠연구 제23호

연방경제에너지부는 여성들에게 기업가정신을 고취시키기 위해 모범

이 되는 여성 사업가들을 소개하고, 여성 사업가 간 멘토링 사업을 하는 

등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여성 사업하다 FRAUEN unternehmen”를 운

영한다. 이 사업은 워크숍, 콘퍼런스, 박람회, 여성의 날, 기업방문 등 다

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이 외에도 난민들의 창업을 돕는 “스타트업 

당신의 미래 Start-up Your Future” 사업, 그리고 이주자의 창업을 돕

는 “우리는 독일에서 창업한다 Wir grgnden in Deutschland” 사업을 

운영하여 연대의 원칙에 따라 소외되는 계층 없이 누구나 창업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든다.

연방경제에너지부는 창업에 대한 기본지식을 얻을 수 있는 창업자를 

위한 온라인 트레이닝 프로그램과 함께 창업자들이 아이디어를 계획하고 

투자자를 찾아 창업을 실현할 수 있는 단계별 조언과 지원을 제공하기 위

해 창업자 플랫폼을 구축하여 누구나 창업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한다.

연방경제에너지부는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창업을 지원할 뿐 아니

라 더 나아가 창업한 신생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저먼 액셀러

레이터 German Accelerator” 사업을 운영한다.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외국 시장에서의 마케팅 전략을 만들고, 투자자를 찾는 등 기업이 발전

할 수 있도록 전 과정을 지원한다. 참가기업은 경험이 많은 창업자로부

터 교육을 받고, 교육을 통해 성장한 모습을 발표하고, 예비 투자자들로

부터 피드백을 받고, 네트워크를 확장할 수 있다. 또한 참가기업들이 글

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샌프란시스코, 실리콘벨리, 뉴욕, 보스

톤, 싱가포르에 지사를 설립한다. 이러한 지사에서는 시장 적합성 조사, 

투자금 유치 등 다양한 주제로 워크숍을 운영하고, 해당 국가에서의 진

출 전략, 리더십 역량 개발, 법 이해, 재무 전략 등을 멘토링한다.

연방경제에너지부는 또한 2016년에 “디지털 전략 2025 Digital 

Strategy 2025”를 수립하여 중소기업과 함께 신생기업을 대상으로 새로

운 디지털화된 비즈니스 모델 수립을 지원하면서 디지털 생태계를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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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

각 지자체는 연방에서 진행하는 이러한 사업을 함께 운영하지만, 자체

적으로도 “경제발전회 Gesellschaft für Wirtschaftsförderung(WFW)”

를 운영하며 기업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인력 채용, 투자유치, 해외

진출에 대한 행정 처리를 돕고, 대학과 연결해 정보를 제공하는 행사와 

전문가 특강을 운영한다. 지자체에서는 또한 새로 창업한 기업들이 협력

하여 시장개척, 판로개척 등과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기업이 기업을 돕는다 Unternehmen helfen Unternehmen” 

사업을 운영한다. 신생기업들과 기존 기업들의 협력을 통해 신생기업들

은 시장 정보를 획득하여 문제에 공동 대처할 수 있고, 기존 기업들은 새

로운 마케팅 콘셉트를 개발하는 등 기업을 성장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

한다.34)

이렇게 정부에서 주도하는 사업도 다양하지만, 창업지원에 참여하려

는 민간기관들도 점점 더 증가하고 있다. 소프트웨어 전문 기업인 SAP 

(Systems, Applications, and Products in Data Processing)과 초콜

릿 기업 리터 스포츠 Ritter Sport 등과 같이 성공한 기업들이 투자유치

에 어려움을 겪는 젊은 창업가를 위한 지원 기금을 설립해 창업 활동에 

도움을 준다. 악셀 스프링거 Axel Springer, 도이치텔레콤 Deutsche 

Telekom, 루프트한자 Lufthansa와 같은 독일 대표 기업들은 창업 인큐

베이터와 액셀러레이터 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운영하며 창업을 지원한

다.35) 창업자들은 이들 기업으로부터 다양한 조언과 함께 기업의 소비자 

정보를 얻고, 투자를 받고, 기존 기업들은 창업자들로부터 혁신적인 아

이디어를 얻는데, 특히 기업환경을 디지털화하는 데 도움을 받는다.36) 

1950년부터 조직된 협회 “신생기업 die Jungen Unternehmer”은 전 지

34) 조병남 ‧정대용, ｢독일 노드라인-베스트팔렌 주 창업지원정책의 특징｣, �한국사회정책� 

제7권 1호, 2000, 253쪽 참조.

35) Bundeszentrale für politische Bildung(Hg.), Ibid, p.24 참조. 

36) Ibid, p.24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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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적 네트워크를 가지고 신생기업들이 협력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하

고, 기업친화적인 정책을 제안한다.

최신 학문적 업적이 자연스럽게 사업체로 이전될 수 있도록 대학에서

는 1990년대부터 기업가정신이 주목받으면서 이에 대해 교육하고 창업 

여건을 조성하고 있다. 대부분 대학은 대학 내 창업센터를 구축하는데, 

예를 들어 뮌헨공대의 혁신창업센터는 일반 사업부터 첨단기술사업에 이

르기까지 다양한 산하 회사들을 거느리고 있다. 창업 세미나 및 창업자 

자격프로그램, 대학 내 경영자 MBA 프로그램, 창업팀 설립 및 코칭, 자

금지원, 마케팅과 국제적인 네트워크 지원 등 창업혁신을 위한 교육프로

그램과 코칭, 네트워크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뮌헨시 협력랩 

유한책임주식회사 Munich Urban Colab GmbH”는 뮌헨 도시 개발에 

참여하는 창업센터로서 도시발전에 직접적으로 개입한다.

베를린 자유대학 교수들은 2011년 독일 베를린의 “창업정신재단 Stiftung 

Enttrepreneurship”을 설립해 온라인 대학을 열어 무료로 창업가를 위

한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온라인 대학은 또한 평화롭고 지속 가능한 세

계를 구축하기 위해 시민 기업가정신대회를 열고 있는데, 13세부터 29세

까지는 청소년 기업가정신대회에 그리고 30세 이상은 성인 기업가정신

대회에 응모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전 세계 기업가가 글로벌 및 지역사회 

문제에 대한 혁신적인 해결책을 찾고 있다.

대학은 또한 창업이 이루어지는 기술단지에서도 중심적인 역할을 한

다. 베를린 동남쪽에 있는, 구동독 시절 과학기술 연구소가 모여 있었던 

아들러스호프 Adlershof는 통일 후 4.2km² 규모의 “아들러스호프 테크

놀로지 파크 Technologiepark Adlershof”로 발전하였다. 이 파크에는 

과학단지와 기술단지를 중심으로 산학협력의 튼튼한 기반이 조성되어 있

고, 각종 편의 및 주거 시설, 미디어 산업과 생산 산업 등 1,200여 개의 

기업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주정부가 설립한 유한회사 “비스타 

경영 유한책임회사-아들러스호프의 학문과 경제의 소재지 WISTA- 

Management GmbH-Der Wissenschafts- und Wirtschaftsstand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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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lershof”(이하 WISTA)는 이 지역을 홍보하고 관리하면서 창업자들을 

돕는 역할을 한다. 창업하려는 팀은 장학금과 멘토로부터 지원을 받고 

워크숍에 참여하여 배울 수 있고, 기존 기업들은 창업팀으로부터 혁신적

인 아이디어를 얻어 자신의 기업을 발전시킬 수 있다. WISTA 산하 “액

셀러레이터 프로그램 Accelerator Programm”은 성공한 기업들과 함께 

창업한 기업을 발전시키고 네트워크를 확장할 수 있도록 돕는다. 창업자

들은 기업, 연구소, 대학이라는 훌륭한 네트워크 환경 속에서 기술개발, 

협력, 자금조달, 홍보 등과 관련해서 필요한 도움을 받는다. 1994년부터 

본격적으로 해외진출과 창업을 돕는 국제비즈니스 인큐베이터를 설립하

여 해외 진출을 꿈꾸는 창업자가 회사 설립부터 준비해야 할 것을 지원한

다. 최근에는 유럽 각지에서 창업하고자 하는 해외 우수 인재들이 모여 

베를린뿐만 아니라 독일 전체의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단지 내 

글로벌 기업을 위한 “국제사무실 Internationales Büro”은 유럽 기업들

과의 협력을 돕고, 매년 과학기술파크 국제 콘퍼런스를 연다. 아들러스

호프는 세계적으로 과학기술과 산업을 연계한 단지를 육성하려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벤치마킹하는 롤모델이 된다. “로켓 인터넷 Rocket 

Internet”, “잘란도 Zalando”, “딜리버리 히어로 Delivery Hero”, “파이

버 Fyber” 등과 같이 베를린 스타트업 1세대로 시작해 성공한 세계적인 

기업들은 새로운 창업팀에 투자하거나 액셀러레이터 활동을 통해 베를린

과 아들러스호프가 글로벌 창업의 중심부로 성장하도록 지원한다.37) 

“테크놀로지 파크 베를린 훔볼트타인 Technologie-Park Berlin 

Humboldthain”에서도 학문과 기업 간의 교류가 활발히 일어나고 있다. 

현재 150개 기업과 22개 대학을 포함한 연구기관들이 상주해 있는데, 자

리를 잡은 기업들뿐 아니라 독일 최초로 1883년에 설립된 창업센터인 

“베를린 혁신-창업센터 Berliner Innovations- und Gründerzen-

trum(BIG)”의 지원을 받은 신생기업들도 있다. 훔볼트대학 Humboldt- 

37) 손수정 ‧온기원, 앞의 글, 1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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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versität zu Berlin, 베를린예술대학 Universität der Künste 

Berlin, 베를린공대 Technische Universität Berlin, 베를린자유대 Freie 

Universität Berlin 4개 대학은 베를린의 경제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WISTA의 지사인 “베를린 경영 혁신센터 IZBM: Innovations-Zentrum 

Berlin Managemanagement”(이하 IZBM)와 연계해 인큐베이팅 센터

를 운영한다. 창업하고 싶은 학생들은 지도교수와 논의하여 사업계획서

를 만들어 각 대학 센터에 제출한다.38) 대학에서는 1년간 독일 정부가 

출자한 자금으로 기자재와 생활비를 지원하고, 이후 사업이 성장하기 시

작하면 아들러스호프에 사무실을 열게 된다.39) 1년 동안 성과를 거두지 

못해도 실패한 원인이 합당하면 상환 의무가 없다.40) IZBM에서 지원한 

회사 대부분이 실패하지 않고 기업을 지속적으로 영위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사업계획 단계에서 엄격하게 심사하여 원천 기술을 가진 기업을 

선정하고, 폐업 전 산업전환을 유도하면서 협력사를 찾을 수 있도록 돕

기 때문이다.

다양한 관점에서 인터넷 발전을 연구하기 위해 훔볼트 대학, 베를린 

예술대학, 사회연구를 위한 학문센터   Wissenschaftszentrum Berlin 

für Sozialforschung, 통합 협력파트너인 라이프니츠 미디어 연구소 

Leibniz-Institut für Medienforschung, 한스 브레도우 연구소 Hans- 

Bredow-Institut가 협력하여 구글의 기부를 받아 인터넷과 사회를 위

한 베를린 알렉산더 폰 훔볼트 연구소 Alexander von Humboldt Instituts 

für Internet und Gesellschaft in Berlin(HIIG)”(이하 HIIG)의 스타

트업 클리닉 Start-up-Clinics을 설립하였다. 빠르게 변화하는 네트워

크화된 디지털 사회에서 기업가정신과 창의성을 고취하기 위해 데이터를 

모으고 분석하여 창업자에게 재원조성, 법, 마케팅, 판매, 인적 자원을 

38) ｢해외우수 창업국가 독일의 창업지원기관의 시스템과 창업환경-독일의 창업보육사업 

연수를 통한 창업보육시스템 특징과 강원도 창업환경｣, �강원경제�, 2017년 3월 16일자.

39) 같은 글.

40) 같은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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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언할 수 있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네트워크를 구성해 사업 첫 단계부

터 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독일 전역에 걸쳐 지자체별로 대학이 구심점이 되어 과학기술단지와 

함께 혁신창업센터가 설립되어 있어 기업과 대학 및 연구기관이 공동으

로 기술을 개발하고, 대학과 연구기관의 연구 성과를 지역 소재 민간 기

업들에 이전 하는 것이 용이하다. 기술적으로 도움을 받은 신생기업들은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기술에 기반하고 있어서 그 지역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2000년에서 2016년에 걸친 HIIG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창업가들은 

기업가정신, 동기, 직업 경험 그리고 창업자의 열정, 네트워크, 마케팅, 

판매협조, 기술자원을 창업의 주요 요소로 꼽고, 저작권과 정보보호와 

관련된 엄격한 규정, 법적, 행정적 규정, 높은 세금, 자금조달을 독일에

서 창업자들을 어렵게 하는 요소라고 지목한다.41) 이러한 연구와 창업가

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창업 관련 기관들은 창업가들의 고충을 지속적으

로 연구하고 관리한다. 

창업지원을 위하여 시작된 네트워크는 점차 기업 간 네트워크, 지역별 

네트워크로 확대되어, 창업자, 연구소, 대학, 성공한 기업, 전문가가 촘

촘히 연결된, 국가사회 전체를 하나의 통합된 시스템으로 발전시켜가고 

있다.42) 이러한 네트워크 안에서 경험자가 전수한 지식은 창업을 성공적

으로 이끌어 가는 데 밑거름이 된다. 

V. 결 론

오래된 지방분권의 전통 하에 전국에 골고루 분포된 독일 중소기업들

은 지역 문화기관과 함께 지역정체성을 형성하고 지역문화를 발전시키는 

41) Bundeszentrale für politische Bildung(Hg.), Ibid, p.23 이하. 

42) 조병남 ‧정대용, 앞의 글, 265쪽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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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사회적 시장경제라는 경제정책을 토대로 보충의 

원칙에 따라 독일정부는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중소기업은 그 지역의 직

업교육과 일자리 창출을 담당하며 지역 경제를 발전시킨다. 대학과 연구

기관의 첨단기술을 활용한 창업을 통해 지속적으로 지역을 성장시키기 

위해 지역 중소기업과 대학이 협력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창업을 지원한

다. 신생기업 대부분 창업 초기부터 세계시장을 겨냥하고 있고, 외국에

서 유입된 창업자도 지원하고 있어 개방성과 국제화가 독일 창업문화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연대의 원칙에 따라 사회 소외계층뿐 아니

라 문화예술분야의 창업도 지원하고 있다. 교육 및 연구기관, 기업, 민관

기관, 연방정부, 지자체가 연결된 네트워크가 구축되어 있어 창업자들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창업 초기부터 지속적인 관리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실패율이 낮고, 실패해도 다양한 구제책이 있어 건강한 창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미래학자들은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변화로 미래경제가 인간의 가치 

창조 능력에 기반을 둔 프리랜서, 창작자, 소상공인 등 창의 인력 중심 

산업 구조로 전환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따라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해 로컬크리에이터 육성은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국내 전국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 중 3곳의 로컬크리에이터 지원기

관, 투자기관 2곳, 학계 전문가 그리고 대표적인 성공사례의 로컬크리에

이터 기업 5곳의 총 11곳을 대상으로 표적집단면접법 focus group in-

terview(FGI)를 시행한 결과, 로컬크리에이터의 육성을 위해 기업가정

신 확산이 가장 필요하고, 그 뒤를 이어 기업 간의 협업, 시장지원정책, 

지역 창업가 존중 문화, 지역인재 양성 교육프로그램 및 지역 특화산업 

핵심기술 교육이 필요 요소로 꼽혔다.43) 이 조사 결과에 따르면 기업가

정신 확산 및 창업 촉진을 위한 체계적 교육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43) 이창영 외, 앞의 책, 29쪽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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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알 수 있다. 산업연구원의 “청년창업 생태계 조성 및 활성화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40세 이하의 청년 창업자들이 창업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친 요인으로 “이전직장 경험”이었다고 응답한 비율이 77.9%로 가장 높

게 나타났고, 직업교육은 2.1%, 학교교육은 2.1%로 매우 낮아 교육은 중

요한 요소가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44) 이 결과는 대학과 중소기업

이 기업가정신을 교육하고, 창업의 토대가 되는 핵심기술을 연구하면서 

창업 생태계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독일과는 많은 차이를 보인다. 

향후 청년층의 기업가정신, 창업마인드 제고 및 창업 촉진과 창업한 기

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대학과 기업이 협력한 체계적인 창업교

육의 확대 및 내실화가 필요할 것이다.

국내 창업은 생계형이 다수를 차지하고, 기술에 기반한 창업은 유럽․미

국․중국 등 주요국에 비해 절반 이하 수준이고, 석박사급 고학력 우수인

력의 창업비율은 매우 낮다.45) 이는 지속적인 발전 전망이 있는 기술혁

신형 창업을 위해서 대학이 연구력을 향상하고, 대학과 연구기관이 창업

지원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2015년 전국 사업체 조사에 따르면 7년 이내 스타트업이 전체 사업체 

중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46) 스타트업은 초기 평균 매출과 고용이 지속

적으로 증가하다가 정부 지원이 끊기는 4~5년 차에 평균 매출과 고용이 

감소한다.47) 5년 차 생존율도 1년 차 생존율인 62.7%의 절반 이하인 

27.5% 수준이다.48) 정부지원을 목표로 공모에 응하고, 지원이 끊기면 

사업을 영위할 수 없는 기업을 일컫는 “좀비 스타트업”이라는 신조어도 

생겼다. 이는 생존력 있는 첨단기술을 토대로 글로벌 시장에 도전하는 

창업에 대한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44) 양현봉 ‧박종복, �청년창업 생태계 조성 및 활성화 방안�, 산업연구원, 2011, 86쪽.

45) 관계부처합동,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방안, 2017, 1쪽.

46) ｢스타트업 생태계의 변화-스타트업 선발 기준을 바꾸다｣, �IT동아�, 2020년 7월 22자.

47) 같은 글.

48) 같은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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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창업 생태계 조성 및 활성화 방안” 보고서에 제시된 실태조사 결

과를 보면, 창업 당시에 비해 창업환경이 악화되었다는 응답 비율이 

49.5%로 29.5%인 호전 또는 21.1%인 변화 없음이라고 응답한 비율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대만, 일본 등 경쟁국에 비해 “창업환경이 나쁜 편”이

라는 응답 비율 또한 71.3%로 높게 나타났다.49) 경쟁국과 비교하여 창

업환경이 나쁜 편이라고 응답한 창업자를 대상으로 창업환경이 열악하게 

된 요인을 조사한 결과, “창업 실패에 따른 사회안전망 미약”이라는 응답 

비율이 가장 높게, 다음으로 “복잡한 창업절차 등 규제” 등의 순으로 나

타났다.50) 또한 창업 이후 창업자들이 겪는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64.3%가 자금조달이라고 답했다.51) 

우리나라는 제품개발 이후 성장단계에서 필요한 자금조달 규모가 외국

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52) 2017년 정부는 5,945억 원을 창업단계 

기업에, 그리고 213억 원을 재도전단계 기업에 지원하였다.53) 이를 통해 

정부 지원이 창업단계에 집중되고, 재도전 지원은 미미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정부가 지원한 창업기업 2년 생존율 비교를 보면 창업기업

보다 재도전한 기업이 두 배 가까이 높다.54) 이러한 결과를 보면 창업지

원과 함께 창업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것을 동시에 진행하고, 실패하는 

기업이 큰 부담 없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독일의 사례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창업 후 자리를 잡을 때까지 지원하는 시스템을 만들

고, 창업 실패에 따른 사회안전망을 구축해 실패에 대한 창업자 부담을 완

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창업교육, 창업경진대회, 시제품 제작 및 사업화 

등 창업관련 전 과정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49) 양현봉 ‧박종복, 앞의 책, 86쪽.

50) 위의 책, 78쪽.

51) 같은 책.

52) 관계부처합동, 앞의 책, 2017, 2쪽.

53) 위의 책, 3쪽.

54) 같은 책.



로컬크리에이터 중심의 지역문화 발전을 위한 독일 창업 지원방안 연구 | 곽정연  81

또한 교육 및 연구기관, 기업, 민관기관, 연방정부, 지자체가 협력하

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는 독일처럼 창업 성공 

및 실패 사례, 국내외 창업 동향 소개 등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인 정보를 

담은 데이터베이스와 함께 창업자, 경험자, 연구자 등 관련 분야의 전문

가가 함께 참여하여 창업자를 위해 상담하고 조언하는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다.

이렇게 내실 있는 창업 인프라를 구축하여 다양한 분야의 로컬크리에

이터가 성장할 수 있다면 이들은 지역문화발전을 선도해가는 중요한 구

심점이 될 수 있다. 한국 경제체계와 지역문화 분석에 기반하여 지역문

화 및 지역 가치를 어떻게 창업과 연결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문제는, 이

에 대한 사례연구와 함께 후속 과제로 남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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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German Start-up Support Measures for the 

Development of Local Culture Centered on Local Creators

Goak, Jeang-Yean

This paper defines local creators as a founder who develops the region by 

creating regional values   based on local culture. This paper provides an 

overview of the German decentralization system and economic system, 

explores the start-up support measures to make suggestions for nurturing 

Korean local culture centered on local creators.

German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which are evenly distributed 

throughout the country, play an important role in forming regional identity 

and developing regional culture together with regional cultural institutions. 

Based on the economic policy of the social market economy, according to 

the principle of supplementation, the German government fosters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which are responsible for vocational education 

and job creation in the region and develop the regional economy. To 

continuously grow the region through start-ups using cutting-edge technologies 

of universities and research institutes, local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and universities cooperate to support start-ups in various ways. 

Most of the start-up companies are targeting the global market from the 

beginning of their establishment, and the German government also supports 

founders from abroad. In addition, according to the principle of solidarity, 

the German government supports not only the socially marginalized but al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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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trepreneurs in the field of culture and art. With a network of educational 

and research institutions, businesses, public and private institutions, the 

fede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s connected, founders can receive 

continued support from the beginning of their business from a long-term 

perspective. Therefore, the failure rate is low, and even if it fails, there are 

various remedies.

In Germany, universities and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play a 

central role in the startup system, educating entrepreneurship and researching 

core technologies that are the foundation of startups. To enhance the 

entrepreneurship and start-up mindset of young people, it is necessary to 

expand and substantiate systematic start-up education in cooperation with 

universities and corporations. We should be supporting the growth of 

start-ups together with start-up support, and create a system that supports 

failed companies like Germany.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database 

containing comprehensive information ranging from startup success and 

failure cases to the introduction of domestic and foreign startup trends, as 

well as a network where experts in related fields, such as founders, 

experienced people, and researchers, participate together to provide 

counseling and advice for founders.

If local creators in various fields can grow by establishing such a 

substantial start-up infrastructure, they can become an important pivot to 

lead the development of local culture.

Key Words : Local Creator, Germany, Startup, Decentralization, Local 

Cultu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