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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고용 없는 성장과 고령화로 진입하는 국내경제 환경에 따라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시니

어 기술창업을 위한 방안에 대해 고찰하였다. 정부와 기업이 운영하고 있는 시니어 창업지원의 한계점을 제시하고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 핀란드의 브릿지 프로그램의 성공요인을 파악하였다. 브릿지의 성공요인은 기업 주도형 시

니어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 시니어들의 창업성공에 중심을 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제공, 창업기업과의 적절한 

교류 기회 확대와 민간기업의 사회환원 마인드 확산이다 국내 시니어 기술창업 활성화를 위해 본 연구는 

CBI(Corperate Business Incubator)를 통한 방안을 제언 하였다. 본 연구는 창업지원 정책의 발전방향을 파악하고 정

부정책 및 산업 활성화 방안수립에 기여할 것이다. 향후 연구는 여러 국가 사례 비교를 통한 분석을 통해 기여점을 

제시하는 것이다. 

주제어 : 시니어 기술창업, 브릿지프로그램, 창업지원정책, CBI, 창업지원 교육 프로그램

Abstract  This paper discusses entrepreneurship as a mean to overcome problems that arise from economic 

growth with no job growth and with aging population. In particular, this paper focuses on senior (elderly) 

entrepreneurship based on technology. It examines and defines restraints of various public and private sponsor 

programs for senior entrepreneurship. In comparison, Bridge Program of Finland was studied and its success 

factors are presented. Some of these success factors are enterprise-driven program operation, diverse education 

program focused on successful senior entrepreneurship, providing networking opportunities among entrepreneurs, 

and increased awareness in social responsibility of private enterprises. This paper suggests CBI (Corporate 

Business Incubator) in order to promote senior entrepreneurship. This study is expected to foster economic 

growth and job creation through utilizing increased elderly population in today’s aging demographics. In 

addition, this study will be able to identify direction for government’s role in boosting senior entrepreneur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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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창업은 세계 여러 나라들이 국가핵심정책으로 지원을 

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창업국가 미국(Start-up America)

을 국가비 으로 제시하 고 유럽연합은 벤처 창업  

기업가정신 활성화 등 10  강령을 추진하고 있다. 한 

국내는 국민행복, 희망의 새 시  라는 국정비  하에 ‘일

자리 심의 창조경제’ 실 을 제1의 국정목표로 설정하

다. 이와 같은 추진 배경에는 애 , 페이스 북, 유튜  

등의 사례처럼 기술기반의 창업  벤처기업이 국가경쟁

력 강화에 크게 기여를 했기 때문이다. 국내에서도 기술

기반 창업 요성을 깨닫고 이를 활성화하기 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미국  주요 선진국의 경우  고령화 사회로 환되

는 시기가 수십 년에 걸쳐 일어났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재까지 가장 빠른  고령화 사회로 이동하고 있다. 따

라서 국내의 시니어 퇴직자 경제 환경의 기감이 고조

되고 있다. 

본 연구의 추진방향은 다음 [Fig. 1]와 같이 창업에 

한 개념을 살펴보고 청년 창업과 시니어 창업으로 분류

하고 창업의 특징을 생계형과 기술형으로 나 어 논의한

다. 창업지원으로 시니어 기술창업의 요성을 제시하고 

국내 정부와 민간의 시니어 창업지원의 한계 을 고찰하

다. 해외의 시니어 창업지원의 성공사례를 벤치마킹하

여 국내의 시니어 창업을 한 개선사항을 살펴보았다. 

표 인 사례로 핀란드의 시니어 지원 로그램인 

Bridge 로그램의 황  특징인 성공요인에 한 고

찰을 통하여 국내 상황에 부합되는 시니어 기술창업지원 

추진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Fig. 1] Research methodology

본 연구는 창업지원 분야 에서 시니어 기술창업 활

성화 조성으로 국내 고령화 사회에 한 비뿐만 아니

라 우수한 인력의 재활용을 통한 국가 경제력 강화로서

의 의의를 가진다. 다음은 본 연구방법에 해 자세히 살

펴보고자 한다.

2. 창업

2.1 기술형 창업과 시니어창업

키피디어에 의하면, 창업 는 창업기업(startup)이

란 반복 가능하고 확장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제휴 는 임시조직으로 일반 으로 새로 생성, 시장 개

발  연구단계에 있는 하나의 기업을 의미한다. 창업을 

통해 창업기업이 탄생한다. 그리고 창업기업 는 벤처

기업은 모험기업, 지식 집약  소기업, 연구 개발형 기

업, 하이테크 기업 등을 의미한다. 미국에서는 Risky 

Business, Venture Company, High Technology Business, 

NTBF(New Technology Based Firm) 등으로 불리 운다. 

본 연구에서는 창업 부분 에서 기술형 창업에 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김근 , 이갑수 (2004)에 따르면, 기술형 창업이란, 

신기술을 창출하는 기업의 창업을 지칭하나, 해당 기업

군을 정의하는 일 된 용어가 없어, 벤처·기술 신· 신

선도·기술 집약형 기업의 창업을 포 하는 의미로 사용

하고 있다[12]. 기술형 창업기업의 특징은 새로운 아이디

어와 기술, 노하우를 자산으로 사업에 도 하는 모험

인 소기업으로 고 험과 고성과를 제공한다[17,18]. 기

술창업자(Technology based Entrepreneur)란 ‘기술을 기

반으로 독자 인 창업을 통하여 부의 창출을 목 으로 

시장에서 기회를 포착하고, 인지하고 있는 자원의 불균

형을 신 인 사고나 방법으로 극복하고, 끊임없이 행

동하는 올바른 사람’을 말한다[6,29]. 

상기와는 달리 Global Entrepreneurship Monitor(2012)에 

따르면 생계형창업이란 창업자들이 다른 노동의 선택권

이 없고 소득원이 필요한(have no other work options 

and need a source of income) 경우를 의미한다. 이러한 

창업은 기술을 통한 모험정신 기반의 창업이 아닌 생계

유지를 한 창업기업 활동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창업활동을 연령측면에서 논의하면, 청년창업과 시니

어 창업으로 분류할 수 있다. 창업측면에서 청년기는 15

세에서 39세까지로 여겨지고 있다. 즉, 경제활동 참여가 

가능한 연령 (15세)에 도달한 후 상당한 직업경험을 축



Research on the CBI, senior technology entrepreneurship promotion - Based on Finland Bridge Program-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3

할 수 있는 25년간을 청년창업의 시기로 보는 것이다

[8]. 한 창업이란 다른 기업의 인수나 합병에 의하여 경

권을 얻은 것이 아니라, 1인 혹은 다수의 사람들이 새

로운 사업체를 개설하는 것을 말하므로 청년창업은 39세 

이 에 개별 혹은 공동으로 신규 업체를 개설하여 운

하는 경제활동으로 정의된다[13,16,28,30].

시니어를 일반 으로 만 40세 이상의 남녀라고 정의

하는 소기업청의 시니어 창업정책에 견주어 본다면, 

모든 창업자 에서 만 40세 이상의 창업을 시니어 창업

이라고 부를 수 있다. 연령에 근거해서 시니어를 분류하

기는 하지만 단순히 생물학  나이를 구분해서 시니어 

창업으로 분류하는 것보다는 시니어  특성, 즉 일정기

간의 사회생활 (최소 10년-25년)을 한 후, 사회생활 경력

이나 경험을 토 로 창업을 시도하는 경우를 시니어 창

업이라고 구분한다.

지 까지 기술형 창업과 시니어창업에 하여 고찰하

고 다음은 창업을 지원하는 하는 형태인 CBI(Corporate 

business incubators) 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2.2 CBI 개념 및 역할

CBI(Corporate business incubators)는 기업형 Business 

incubators 로서 창업기업이 성장하기 해 필요한 지원

과 융  기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기업이 

경제 (Financial) 목 뿐만 아니라 략 (strategic) 목

 추구를 한 행 로서 기업의 지원 형태에 따라 추진

형, 개척형, 강화형, 수동형으로 분류될 수 있다. 추진형

은 투자기업이 보유하고 있거나 사업 활동을 강화할 수 

있는 기술표 의 도입 는 확보가 가능하도 록 해주는 

제품/서비스를 제공하는 벤처를 상으로 하는 투자를 

말한다. 개척형은 미개발 혹은 미개척된 분야에서 사업

을 하고 있는 벤처에 한 투자에 을 둠으로써 

잠재 인 사업 역 확 를 추구한다. 강화형은 투자기업

이 기존 제품  서비스에 한 수요를 확 할 가능성이 

있는 보완  제품이나 서비스를 개발하는 벤처기업에 투

자하며, 투자기업의 략  목 에 을 두고 있는 반

면, 투자기업과 벤처 간 계는 추진형 보다는 덜 긴 한 

계를 가지는 특징을 지닌다. 수동형은 재무  수익 추

구를 으로 하고 있어 투자기업과 벤처기업 간에 

유연한 계가 형성된다.[38] 다음은 국내 시니어 기술 

창업의 요성에 해 논의하고자 한다.

2.3 시니어 기술 창업지원의 중요성

국내는 2000년  반의 고도성장단계를 지나고 재

는 고용 없는 성장단계에 진입하고 있다. 따라서 기업에

서는 우수한 은 인재를 선호하고 기업내부 인력들이 

조기퇴직 인력들이 시장에 나오고 있어 국가 으로 시니

어 인력에 한 활용방안에 한 검토가 필요한 시 이다.

주요 선진국의 경우  고령화 사회로 환되는 시기

가 수십년에 걸쳐 일어났지만 국내의 경우 재까지 빠

른  고령화 사회로 이동하고 있다[10,11]. 한 국내의 

경우 고용연장에 한 기업들 간의 사회  합의가 없는 

상황에서 규모 퇴직이 시작된 상황이다. 평균수명은 

증가하여 선진국 수 이지만, 퇴직연령은 약 7년 정도 앞

서고 있고, 연 소득 체율은 상 으로 매우 낮은 상

황이다. 늘어난 수명으로 생계를 한 더 많은 비용이 요

구되고 있다. 따라서 국내의 퇴직자의 많은 수가 커피 , 

치킨 집 등 소상공인 창업형태로서 생계형 창업이 이루

어지고 있다. 이는 단순 업무로서 기존에 보유한 경력에 

한 단 로 사회공헌도가 게 되고 이에 따른 수익이 

하게 어든다. 향후 창업시장의 바람직한 방향은 

[Fig.2]에서처럼 생계형 창업이 아닌 기술창업으로 환

되어야 한다. 시니어 기술창업의 특징은 high risk, high 

return을 패턴으로 하는 청년창업과는 달리 risk를 낮게 

하고 지속가능성을 요한 요소로 인식한다[5,7]. 

[Fig. 2] 시니어 창업지원방향

사회  환경이 유사한 일본과의 가장 큰 차이 은 고

용연장에 한 사회  합의 부분이며 국내는 이 문제에 

한 뚜렷한 해결책이 없는 가운데 정부와 기업의 타

을 찾지 못한다면 단기간에 고용연장은 어려운 상황이

다. 따라서 단기간  고령화 사회로 이행된 일본의 경우

와 같이 정부의 역할이 매우 요 할 뿐만 아니라 미국과 

유럽의 선진국의 경우 민간에서 많은 역할을 필요로 한다.

시니어 기술창업지원 필요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시니어들의 창업기업을 통한 성공확률이 높아서 

창업으로 유도가 바람직하다. 김 수(2013)의 벤처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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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실태조사에 따르면 창업기업이 성장한 벤처기업의 

창업당시 창업주의 연령은 40  이상의 경우가 52.9%로 

가장 많았다. 창업자 연령의 체 인 분포를 보면, 40

가 43.4%로 가장 많고, 30 가 39.3%, 50  12.5%, 20  

이하 3.5%순으로 나타났다.

벤처기업을 운 하는 표이사의 연령분포는 40 가 

40.8%로 가장 많고, 50 가 39.6%, 30 가 10.1%, 60  

이상이 8.8% 고, 20 는 0.7%이며 창업주와 표이사

와의 상 계를 보면, 벤처기업 창업주가 표이사를 

맡고 있는 기업이 88.6%로 나타났다. 따라서 국내의 경

우 성공한 창업을 주도 으로 수행하는 것은 40  이상

으로 장경험이 풍부하게 존재한 인력이며 실제로 기업

이 성장하여 운용하는 경우들이다. 이 인력이 시장에서 

창업기업을 통한 성공률이 높다는 것이다.

둘째, 시니어 인력의 재활용을 통한 경제 활성화가 필

요하다. 시니어 인력활용을 통해 생산 매 활동증 를 

통해 경제활동 인구를 증가해야 한다.

셋째, 시니어 인력의 노하우 재활용 미비와 경력단

은 국가 으로는 손실이다. 따라서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창업형태로 갈수 있는 환경조성이 시 하다. 

지 까지 기술형 창업과 시니어창업에 하여 고찰하

고 다음은 시니어 기술창업의 황과 문제 에 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2.4 시니어 창업 지원현황

국내 창업지원 로그램으로 시니어 용 창업은 

2013년 기  총 33.3억 원을 배정하여 운 하고 있으며 

연간 체 창업지원 산과 비교하면, 시니어 용 창업

지원 규모는 아주 미비한 수 이다. 시니어 용 창업에 

한 지원 황은 다음 <Table 1>와 같다[1,2,3,31]. 

창업 역량강화 교육은 국의 창업자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기 해 교육기 이 국 으로 치한 학의 인

라를 활용하고 있다. 교육 로그램으로 정부 주도기

, 학 등 민간기 이 탁을 통해 운 하고 있다. 일반

인을 포함한 시니어 창업지원교육을 수행하는 기 은 

<Table 2>와 같이 2014년 기  총 15개 기 이 운 하고 

있으며 주 과 주말에 운 하고 있으며 각 기 별로 운

하는 기간이 다르게 분포되어 있다.  강의는 선택형, 

집 형, 일반형 창업교육으로 분류되어 진행된다.

Project

Applicants Budget 

(One 

hundred 

million won 

)

Condition
Organizing 

Agencies 

Senior Startup 33.3

Entrepreneurship 

capacity building 

training
More than 

40 years 

pre-founder

Private 

institutions
12.3

Senior business 

plaza

Government 

or university
1.4

Senior CEO 

customizable 

business incubator

Government 

or university
19.6

<Table 1> Government senior  incubator status 

(2013)

Organization Location Lecturing period

Gangneung-Wonju 

National University
kangwon

Jun-July

 Mon/Fri/Sat

Daegu Technopark
Daegu-Gye

ongbuk

May-Jun,

Mon/Sat

Daegu University
Daegu-Gye

ongbuk

July-August,

Mon/Fri/Sat

Daejeon, Chungnam
Daejeon, 

Chungnam
Jun, Sat

Korea Venture 

Business Association
Seoul September 

Pukyong National 

University

Busan and 

Ulsan
May/Tue/Fri

Soongsil University Seoul May-Jun/Sat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October-November/

Wen/Sat

Incheon information 

service
Incheon July/Wen/Thu

Jeonju venture 

business areas 

development  & 

promotion association  

Jeonbuk April-May

Changwon National 

University
Gyeongnam May/Fri

Hankyong National 

University
Kyonggi Jun-July/Sat

Korea management 

association
Seoul Jun-July/Weekend

Hanyang University Seoul
August-September/

Wen/Sat

<Table 2> 2014 Senior entrepreneurship education 

institutions (total 15)

시니어 비즈 라자 주요내용은 지자체․ 학의 유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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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을 활용하여 창업을 비하는 시니어에게 사무공간, 

문가 자문․상담, 교육 등을 제공하는 오 라인 창업

지원센터를 제공한다. 지원 상은 40세 이상 창업희망자

(업종 환자 포함)들이다.

퇴직자 맞춤형 시니어 창업지원은 시니어 합 창업

분야(6  분야 40개 업종)인 컨설 , 지식서비스, 스포

츠․ 져, 실버도우미, 소셜 네트워크, 귀농서비스, 농·특

산물 재배․가공, IT서비스업, 지역사회 서비스, 복지지

원 등에 지원하고 있다. 시니어 CEO 맞춤형 창업지원사

업은 퇴직자의 문성과 경력을 활용한 시니어 창업을 

지원하고, 사업수행기 으로 선정된 충남, 경기, 부산 

소기업 종합지원센터(경제진흥원)를 통해 창업을 비 

인 퇴직자를 상으로 지원한다. 지원내용은 창업 

비 공간 제공(선택)→①실 창업교육→②창업·경 컨설

→③창업네트워킹→④사업화지원비 지원 등 단계별 

사업화 패키지 지원이다[21,22,32,33,34].

정부의 시니어 창업지원 정책을 살펴본 결과, 정부가 

창업지원을 해 시니어에게 제공하는 형태는 교육과 창

업을 한 패키지 지원 사업 이다. 상 으로 타 사업

비 시니어 창업지원 규모도 어서 정부가 극 으로 

시니어 창업 활성화를 지원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국내

의 문화는 재직자가 창업을 비 하려고 하는 경우 재직

기업에게 알리게 되면 받게 될 불이익 때문에 정부가 지

원하는 창업지원 로그램을 신청하기에는 쉽지 않다. 

만약 기업이 자체 으로 창업지원 로그램을 운 하는 

문화가 보편 으로 조성이 되면 재직자들도 창업 마인드 

확보  도 정신 함양에 기여를 할 수 있다. 따라서 선

진국에서처럼 민간 기업의 극  참여가 필요하다. 그

러나 국내는 민간 기업이 고용 인력을 직  교육  보육

을 통해 창업을 유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간 인 인

라 지원 제도가 부족하다.

민간에서는 주로 시니어 창업지원이라는 개념보다는 

창업지원 형태로 창업자의 연령 구분 없이 벤처 캐피탈

이 창업을 지원하고 있다[19]. 

2013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벤처캐피탈 투자 규모

도 2009년 들어 융 기 이  수 을 회복하며 2010년

에는 1조원을 돌 하고 2012년에는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년 비 소폭 감소했다. 벤처캐피탈 에서도 삼성(삼

성벤처투자), CJ(CJ창업투자), 두산(네오 럭스), 한화

(한화 인베스트먼트), 코오롱(코오롱 인베스트먼트) 등 

약 40여개 기업이 CVC(Cooperte Venture Capital)를 운

 이다[4,9,23]. 그러나 시니어 기술창업을 CBI 

(Cooperate Venture Incubator) 형태로 지원하는 경우는 

상 으로 매우 부족하다. CBI는 네이버, KT, SKT 등 

일부 기업이 소규모로 진행하고 있으나 국내기업들의 

시니어 기술창업 지원  확산을 한 환경 조성이 매우 

미흡하다.

다음은 시니어 기술 창업지원의 한계요인에 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2.5 국내 시니어 창업지원교육 프로그램의 

    한계요인

시니어 기술 창업지원은 국가 으로 인력을 재활용 

한다는 측면에서 요한 의미를 가진다. 그러나 시니어

를 한 창업지원교육 로그램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한계 요인을 찾아 볼 수 있다.

첫째, 기업이 주도 으로 시니어 기술 창업지원 하는 

환경조성이 미흡하다. 국내는 주로 정부가 주도 으로 

시니어 창업지원을 하고 있으며 기업들이 주도 으로 조

기 퇴직하는 시니어 직원을 한 지원 로그램이 미흡

하다. 둘째, 기업들이 고용 인력에 한 지속 인 동반성

장의 의식이 상 으로 미흡하다. 고용 인력의 성장에 

해 기업이 주도 으로 고민하는 책임의식이 부재하다. 

창업 등 다양한 교육을 통해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

을 시장에 제공하는 것으로서 해당기업의 경쟁력이 약화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즉, 시니어 인력에 한 창업

지원을 통하여 기업이 동반 상생할 수 있다는 마인드 부

족이다[35,36,37]. 셋째, 도 인 창업문화 형성이 미국 

등 선진국 비 상 으로 미흡하다. 2012년 이윤주의 

연구인 기업가 정신 황  문제 에 따르면, 시니어들

이 도 정신이 상 으로 미흡하여 기술 창업에 진입 

하려는 의지가 다[24,25]. 

다음은 해외 성공 인 시니어 기술창업지원 사례의 

성공요인에 해 살펴보고 이에 한 시사 을 논의하고

자 한다.

3. 해외 시니어 창업지원 사례연구

3.1 핀란드의 창업환경 및 Bridge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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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키아의 부진으로 인해 핀란드 경제에 많은 향을 

제공했지만 궁극 으로 소기업 증가로 핀란드 경제의 기

업 다양성과 경제력 강화기반을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

다. 2013년 하버드 기고에 따르면, 핀란드의 노키아 사

례는 기업이 무 지면서 기업가정신을 부흥 시킨 사례

로 평가했다. 한 빠른 기술발달  환경에 변화에 응

하기에는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한 창업기업 육성 환경

을 통해 핀란드의 경제  체질 개선하는데 기여를 했다. 

재 핀란드의 시니어 창업지원 성공모델인 Bridge 로

그램을 덴마크, 국, 미국, 인도, 루마니아, 독일, 헝가리, 

싱가포르 등에서도 도입하여 운 하고 있다[14].

핀란드의 Bridge 로그램은 핀란드의 표기업인 노

키아의 산으로 고용시장에 등장했던 노동력을 노키아 

재단이 주도 으로 창업 지원 교육을 통해 시장에 창업 

인력으로 환하여 성공한 경우이다. 핀란드의 창업활성

화 사업인 노키아 재단이 운 한 시니어 기술창업 로

그램인 Bridge 로그램에 해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2011년도에 노키아는 해고직원들의 규모 실업을 방지

하기 해, 창업을 희망할 경우 2만5천유로의 창업 지원

   구성, 커리어 컨설  등을 지원하 다. 노키아 

Bridge 로그램 지원 분야는 1) 노키아 안에서 새로운 

직업을 찾는 경우 2) 노키아 밖에서 새로운 직업을 찾는 

경우 3)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 4) 새로운 것을 배

우는 경우 5) 자신의 진로를 창조하는 경우 이다. 이 창업

지원 통해 IT 분야의 클러스터 력강화가 이루어지고 

높은 성장을 이끌 수 있는 창업 생태계에 한 비 을 제

시하 다.

3.2 Bridge 프로그램 특징 및 성공요인

Bridge 로그램의 특징  성공요인은 다음과 같다

[26].

첫째, 기업이 주도 으로 자발 으로 운 한 로그램

이다. Bridge 로그램은 노키나 재단이 사회 환원 차원

에서 내부 직원의 창업을 지원하기 해 운 한 로그

램으로 민간이 주도하여 성공 으로 수행한 로그램이다.

둘째, 창업성공에 심의 둔 교육으로 다양한 창업교

육 로그램을 제시하여 참여자들이 여러 분야창업에 

한 노하우를 배울 수 있도록 지원하 다. 즉 노키아와 

련이 없는 분야에서 창업을 하는 경우도 지원함으로써 

철 하게 창업의 성공에 심의 둔 교육을 진행했다. 이

는 기업이 고용 인력에 한 지속 인 동반 성장의식 문

화에 기인 한 것이다.

셋째, 창업교육으로 도 정신 함양과 창업문화 형성으

로 량 퇴직이라는 환경 극복에 기여를 했다. 모바일 엔

지니어들이 창업기업으로 진입함으로써 창업에 도 하

는 문화가 형성되고 표 인 성공 사례가 앵그리버드 

서비스를 출시한 로비오이다.

넷째, 창업활성화의 방안으로 IT 분야의 네트워크를 

효율 으로 구축하여 창업기반으로 제공했다. 이를 통해 

교육을 받는 재직자간의 네트워크를 통한 상호 력을 할 

수 있도록 지원 하 다. 이는 IT 분야의 클러스터 력강

화가 이루어지고 높은 성장을 이끌 수 있는 창업 생태계 

활성화에 기여했다.

Category Domestic limitation
Bridge 

Considerations

Incubator Lack of corporate-led led to companies

Employm

ent 

growth

lack of corporate 

growth mindset

Mutual growth 

mindset of the 

Nokia Foundation

Challenge Relatively Poor
Momentum of Mind 

Spread 

Network 

significan

ce

Poor foundation for 

building the human 

network

Put the emphasis on 

training and 

network support 

entrepreneurship 

success

<Table 3> Comparison with domestic environmental 

and Bridge program

3.3 시사점

Bridge 사례를 통해 명 퇴직 등으로 증가하고 있는 

시니어 인력을 창업시장에 투입할 수 있는 지원 환경구

축 필요성에 해 다음과 같이 시사 을 제공한다.  

첫째, 국내의 시니어 창업지원 로그램은 정부주도로 

운 뿐만 아니라 민간 는 기업 주도형 시니어 창업 지

원 로그램을 통한 시니어 기술 창업활성화를 지원해야 

한다.

둘째, 시니어들의 창업성공에 심으로 둔 다양한 교

육 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 

셋째, 기술 발달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첨단 분야는 

기업보다는 창업기업이 신  연구를 빠르게 수행할 

수 있으므로 기업 내 사내벤처 제도  이를 통한 새로운 

기술 도입의 기회를 확  할 필요가 있다. 기술발달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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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민간기업의 시장 응력 증가를 해 창업기업과의 

한 교류 기회 확 가 필요하다. 노키아의 경우 기술발

달에 따른 다양한 환경 응 미비가 기업의 도산으로 연

결되는 계기가 되었다. 

넷째, 기업의 사회 환원 마인드 확산이 궁극 으로 국

가 경제발 에 많은 향을 다. 노키아 재단의 사회 환

원 마인드 확보로 조기퇴직인력을 한 교육으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따라서 국내의 

경우 시니어 창업 지원을 한 CI(Coopeare Incubator)와 

CVC(Cooperate Venture Capital)의 활성화 로그램 개

발이 필요하다. 

다음은 해외 사례의 성공요인을 통해 국내 시니어 기

술창업지원을 한 기업주도형 로그램을 제시하고자 

한다.

4. 시니어 기술창업지원을 위한 프로그

램 제언

4.1 기업 주도형 CBI(Cooperate Business 

Incubator) 프로그램

본 로그램의 수행목 은 창업기업을 기업이 주도

으로 리하여 육성하도록 하는 것이다. 사업 수행방법

은 규모이상의 기업 는 견기업의 경우 창업교육, 

창업보육과 엑셀러 이터가 융합된 로그램을 제작하

여 기업 는 견기업이 창업기업을 리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본 로그램은 창업기업을 지원에 따른 기업 CBI의 

목 은 기업내부 역량강화와 기업 외부역량 강화인 2가

지 측면으로 분류되어 용될 수 있다. 기업내부 역량강

화 측면에서는 기업 내부인력이 창업을 진행하는 경우로 

조기퇴직을 하는 인력에게 창업교육을 진행하는 경우이

다. 내부 역량강화의 경우 조기퇴직 등을 비하는 시니

어 인력으로서 재직하는 인력의 경우 재 근무기업의 

사업을 기반으로 새로운 창업을 하는 경우를 지원할 뿐

만 아니라  Bridge 로그램처럼 시니어가 원하는 분야

에서 창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모델이다. 이 경우에 창

업을 통해 발생한 결과물을 기업의 새로운 사업 역량강

화로 활용 할 수 있어서 보육기업과 상생하는 모델이다.

기업외부 역량강화 측면은 운 기업이 보유하고 있지 

않은 기술 분야에 한 창업지원으로 향후 기업이 필요

시 련 산업에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데 도움

이 될 수 있다. 빠르게 발 하는 기술에 따라 기업이 지

속 으로 성장하고 살아남기 해서는 기업의 외부역량

강화는 아주 요한 요소이다. 외부에서 역량 있는 시니

어 창업기업을 선별하여 투자하는 경우로서 이는 재 

기업이 특정 분야에 직 으로 투자가 제한되어 있지

만 창업지원을 통해서 련분야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

를 확보 할 수 있으며 행 진행하고 있는 사업에 한 

융합 상품 출시 등으로 시 지 효과를 릴 수도 있다. 

선정된 창업기업의 경우 일부는 동일기업에서 조기 

퇴직할 인력에게 창업교육을 통해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한 본 로그램 참여기업  일부는 외부에

서 공개평가를 통해 선정된 창업기업을 직  보육하는 

방안이다. 따라서 본 로그램은 기업 는 견기업

에서 퇴직 상 인력을 기업 내에서 선발하여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로그램 개발이 필수요소이다. 이 

경우는 보육하는 기업이 신사업 진출 등 창업기업과 시

지를 생산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교육의 경우는 조기

퇴직에 따른 창업이수 교육을 수행 후 창업에 사업계획

서 검증을 통해 우수한 사례는 창업을 지원하는 과정으

로 연결해야 한다. 보육 로그램의 경우는 창업 후 작업

환경 지원과 더불어 인력, 재무, 마  등에 한 지원으

로 통해 지속  성장을 유도해야한다. 상기의 내용을 정

리하면, 다음 <Table 4>와 같다.

Category Contents

Objectives Induced activation of senior startup 

Purpose
Development and management of a private 

sector-led start-ups

Business 

Manage some certain amount of start-ups 

with mixed incubator and accelerator program 

in the case of large and medium enterprises

Governme

nt Support
Investment costs related tax benefit support

Incubation

g Company

Through the early retirement of incubating 

firm, select  excellent start-up businesses 

start-ups

Program

o Training program: 

Provide training to help the senior pre startup 

o Incubating program: 

by providing a variety of information and 

resources for start-ups 

o Accelerator program: 

To provide the technology and investment 

opportunities due to the technical evaluation 

<Table 4> Senior incubator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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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기존 프로그램과의 연동 및 추진 방향

본 로그램은 아래와 같은 추진방향을 통해 효과

으로 운 해야한다.

첫째, 특정기간 동안 교육을 이수한 수강자들만의 인

력 Pool제를 활용하여 서로간의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는 랫폼을 구축해야 한다. 창업에 성공하기 한 

요한 요소 의 하나가 네트워크를 통한 창업 환경 구축

이다. 따라서 본 로그램을 통해 특정기간 동안 교육을 

이수한 수강자들만의 인력 Pool제를 활용하여 서로간의 

네트워크 형성을 통해 비창업자와 기 창업자와 연결로 

이어지고 자연스럽게 창업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둘째, 이 로그램을 통해 우수한  는 지원자들은 

향후 엑셀러 이터 등 연결을 통해 성공 인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연계해야 한다.

셋째, 기존 정부가 운 하는 시니어 지원 로그램과

의 연동이 필요하다. 를 들면, 기존의 시니어 재 취업 

시 지원해 주는 여 지원 로그램과 연동하여 이 로

그램을 이수한 수강자에게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

넷째, 본 로그램의 펀딩지원의 경우 각 기업들에게 

비용 출자를 통하여 정부소요 산의 최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음은 본 로그램의 기 효과에 

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4.3 제안 프로그램의 기대효과

본 로그램에 한 효과 인 측면은 정부, 로그램

의 소비자인 비창업자 는 창업기업과 보육기  으로 

분류하여 살펴보았다.

본 로그램을 통한 정부 기 효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창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효과이다. 사회  분

기와 변화를 고려하여 비된 시니어 비창업자의 육성

이 향후 퇴직자들에게 도 정신을 심어주고, 성공 인 

창업을 유도하여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 된다. 

둘째, 기업 등이 창업기업 육성에 참여함으로써 기

업 자생  창업생태계의 활성화를 유도한다. 정부가 주

도 으로 창업기업을 육성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시장에서 자생 으로 창업을 지원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이 매우 요하다. 본 로그램은 기업이 자생 으로 창

업을 육성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기여를 할 수 있다.

셋째, 창업에 한 지원이 자연스럽게 제공되는 직원 

복지 혜택으로 받아들이는 문화형성에 기여한다. 기업 

는 견기업의 경우 불가피하게 조기퇴직을 진행시에

도 기업이 직  창업교육을 재공해 주는 문화가 형성될 

때 기업에 한 정  이미지가 확보된다. 한, 기업이 

고용 인력의 미래를 한 다양한 지원을 당연하게 받아

들이는 복지 혜택으로 생각하는 문화 형성에 기여한다. 

본 로그램의 소비자인 비창업자, 창업기업의 기

효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시니어 등 비창업자들이 창업을 할 수 있는 기

회가 확 된다. 둘째, 동일 기업 내에서 근무한 다양한 경

험을 해당기업에서 재활용 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통한 동반 성장을 할 수 있다. 셋째, 창업기업의 경우 

문 인 지원을 제공 받을 수 있다. 기업이 창업보육을 

직  운 함으로써 효율 이고 직 인 리  지원이 

가능하다. 넷째, 투자 등 창업 련 네트워크 연결 지원을 

통해 창업기업의 성장 가능성이 증가한다. 다섯째, 다양

하고 문 인 창업교육을 통해 비창업자로 진입할 수 

있다. 여섯째, 자기개발 교육을 통해 진로  향후 사업에 

한 마인드를 확보할 수 있다. 일곱째. 향후 창업을 한 

각종 정보 획득을 통해 창업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본 로그램을 운 하는 보육기업 기 효과는 아래와 

같다.

첫째, 보육운  기업의 경우 사회  환원측면에서 

정 인 기업이미지를 제공할 수 있다. 둘째, 보육운  기

업의 경우 세제혜택 등을 통한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셋째. 장기 으로 보육운  기업이 창업기업을 

통해 련된 사업연계를 통한 기업 시 지를 확 할 수 

있다.

시니어가 갖고 있는 사회생활의 경험과 통찰력, 그리

고 이를 해결하기 한 새로운 솔루션 출 을 통해 시니

어가 갖고 있는 네트워크와 시장에 한 근 방법 등을 

통해 구체화할 때 시니어 창업은 더욱 활성화될 것이고 

시니어가 갖고 있는 사회  자산들이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5. 결론

본 연구는 창업지원 황을 기반으로 시니어 창업의 

성공 요인을 분석하고 이에 따른 추진방안을 제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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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경우 벤처기업의 성공 인 요인을 분석한 결과 40

 이상의 재직경험을 확보란 시니어 창업자들이 벤처기

업으로 진입 가능성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창업활성화

를 해서는 시니어 기술창업지원 로그램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시니어 창업의 해외성공 사례로서 핀란드의 Bridge 

로그램을 살펴보았다. 이 로그램은 정부주도가 아닌 

노키아 재단이 주도 으로 운 하여 성공 으로 시니어 

창업을 유도하여 핀란드가 소기업 성장  규모 증가

에 많은 기여를 했다.

국내의 경우 시니어 창업 지원 로그램이 정부주도

로 국 운 기 을 통해 진행하고 있고 이 로그램의 

한계요인 개선을 통해 더 우수한 로그램으로 발 할 

수 있다. 핀란드의 사례처럼 시니어 창업 로그램이 

CBI와 CVC 기능을 통해 지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

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업 주도형 CBICooperate 

Business Incubator) 로그램을 제안하여 시니어 인력

에 한 창업교육을 제직하고 있는 기업에서 제공하여 

창업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하 다. 

창업을 통해 성장 가능성이 높은 시니어 인력의 활용뿐

만 아니라 창업에 기업이 자발 으로 참여하는 문화 형

성과 일자리 창출 효과가 발생한다. 

본 연구는 장기 으로 창업 활성화를 통해 우수한 시

니어 창업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정책방안제시로서 연구

결과로서 의의를 제공하고 있다. 연구의 한계 은 해외 

사례 로그램 1건과 비교하여 제안 한 것으로 향후에는 

련 로그램에 하여 여러 국가의 사례를 비교를 통

해 국내에 한 도입 검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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