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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스타트업은 창업 기간이 얼마 되지 않은 신생 혁신기업을 의미하며, 통상적
으로 아이디어와 혁신기술을 보유한 기업으로 정의된다. 스타트업은 4차 산업
혁명과 기술혁신을 주도하고 일자리 창출과 산업 생산성 성장에 기여하는바,
그 중요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특히 인도는 빠르게 성장하는 경제와 저임금
의 우수한 인재풀을 바탕으로 미국과 영국에 이어 스타트업 강국으로 부상하였
고, 인도 스타트업 시장을 향한 글로벌 투자 역시 늘어나고 있다. 인도 스타트
업 시장에 진출하는 우리 기업 사례가 증가하고 있지만, 시장에 안정적으로 진
출한 기업은 소수에 불과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정량적 자료 및 문헌 분석, 기업 사례 분석, 설문조사 및
심층 면담조사를 바탕으로 인도 스타트업 생태계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인도
스타트업 진출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창업자, 금융 환경,
지식 인프라, 정부제도 등 스타트업 생태계의 여러 구성요소를 인도 전체 및 주
요 도시 차원에서 분석하였다. 또한 인도시장에 진출하였거나 혹은 진출을 계
획하는 국내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인도 스타트업 생태계에 대한 평가와 정책
수요를 파악하기 위한 설문조사 및 심층 면담조사를 수행하였다. 구체적인 장
별 분석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제2장에서는 스타트업 창업이 활발한 미국, 영국, 인도와 함께 한국, 중
국, 일본의 스타트업 현황을 비교 분석하였다. 정량적 데이터로 분석한 인도 스
타트업 환경은 스타트업 기업 수와 투자 금액 등 양적인 측면에서 비교대상인
주요국 대비 빠르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인다. 그러나 인도의 스타트업 시장은
상대적으로 인도기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고, 성장성이 큰 기업으로 투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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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개인 투자 비중이 높은 모습을 보인다.
제3장에서는 인도의 스타트업 생태계 구성요소를 △ 창업자 △ 투자 환경 △
지식 인프라 및 인적자본 △ 정부정책으로 구분해 정량적 데이터와 문헌을 중
심으로 분석하였다. 먼저 인도는 다수의 스타트업 성공 사례를 통한 인식 제고,
인도의 다문화적 특징, 주가드(Jugaad) 정신 등을 바탕으로 창업에 대한 우호
적인 인식과 적극적인 창업 분위기가 조성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2000년대 닷
컴 붐 이후 인도 스타트업 투자 생태계가 성장하였으며, 최근 스타트업 모태펀
드 및 무드라론 등 정부의 금융지원 시스템이 확대되면서 국내외 자금 출처로
부터의 스타트업 투자 접근성이 높아지고 있다. 지식 인프라 및 인적자본과 관
련하여 인도는 고등 교육기관과 인도에 진출한 글로벌 기업의 활발한 연구개발
및 인큐베이팅 활동을 기반으로 세계 수준의 지식 인프라와 우수한 인력풀을
구축할 수 있었다. 한편 인도정부는 스타트업 대상 행정절차 간소화, 자금 지원
및 세제 혜택, 산학연계 및 인큐베이팅 지원 등 다각적인 스타트업 육성정책을
다년간에 걸쳐 시행하면서 스타트업 성장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제4장에서는 스타트업 분포, 투자ㆍ금융 네트워크 및 스타트업 인프라 등의
지표를 고려하여 인도에서 스타트업 창업이 가장 활발한 벵갈루루, 델리, 뭄
바이의 도시별 스타트업 생태계 현황 및 특징을 분석하였다. 아울러 크런치베
이스 통계를 활용해 인도에 진출한 해외 창업자와 그들이 창업한 스타트업의
산업별 비중 및 투자 환경도 살펴보았다. 세 도시가 속한 각각의 지방정부는 스
타트업을 육성하기 위해 스타트업 전담기관 설치, 규제 완화, 인프라 지원 등의 정
책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도시별로 주요 산업 및 지방정부 정책에 따라 상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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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을 가진 스타트업 생태계가 형성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먼저 ‘인도의 실리
콘밸리’로 불리는 벵갈루루는 창업이 가장 활발한 도시로, 공학 중심의 풍부한
인적자본과 테크파크 등의 스타트업 인프라가 활성화되어 있다. 델리는 인도의
수도인 뉴델리를 중심으로 주요 기관에 대한 접근성이 높고 비즈니스 환경이
잘 갖추어진 도시로, 1,600만 명 이상의 인구를 바탕으로 전자상거래 분야 스타
트업의 성장세가 돋보였다. 마지막으로 인도의 경제 중심지로 꼽히는 뭄바이에
는 상업과 금융업의 발달에 힘입어 높은 수준의 스타트업 펀딩 네트워크가 구축되
어 있고, 주정부 최초로 핀테크 정책을 발표하고 연관 스타트업을 장려하고 있다.
제5장에서는 인도에 진출한 스타트업으로부터 인도 스타트업 생태계 활용
경험과 평가의견을 청취하고 우리 정부의 정책지원 수요를 파악하고자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와 심층 면담조사 내용을 분석하였다. 먼저 인도 현지법인을
운영하는 응답자 중에는 현지 맞춤형 사업 운영을 위해 현지 창업자와 공동창
업하거나 공동창업을 고려 중인 경우도 있었으나, 상호간의 낮은 신뢰 수준으
로 인하여 단독 창업을 선호하는 경우도 많았다. 대부분의 자본 조달은 인도가
아닌 국내 자금 출처로부터 이뤄졌다. 인도정부가 제공하는 금융지원제도에 대
한 정보가 부족하고 제도의 수혜 대상 여부를 알지 못해 이를 활용한 경우는 전
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인도 대학, 글로벌 기업, 인도정부의 스타트업 지
원센터 등과 교류하는 사례도 미미하였다. 응답자들은 인도 스타트업 생태계
구성요소 가운데 전문인력과 지식 인프라 부문의 경쟁력은 상대적으로 우수하
지만 금융이나 정부 지원 부문은 보통 이하의 경쟁력이라고 평가했다. 응답자
들은 현지의 규제 및 제도적 장벽과 현지 네트워크 부족 문제를 인도 진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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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지적하였다. 현지의 협력기업에 대해 신뢰할 만한 정보
가 부족하고, 현지 진출에 필요한 자금이 부족한 것도 장애요인으로 나타났다.
한편 국내 스타트업의 인도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해외 진출전략 수립 및
시장성 검증 컨설팅, 해외 마케팅 교육, 해외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참여, 사
무실 및 주거 공간, 글로벌 기업의 인큐베이팅 등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함
을 확인하였다.
제6장에서는 앞선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국내 스타트업의 인도 진출을 지원
하기 위한 정책 방향과 구체적인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 우선 신남방정책 및
한ㆍ인도 디지털 협력을 강화하고 스타트업 진출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거시적 차원에서 양국간 디지털 협력을 강화하는 선제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신남방 디지털 국제포럼의 정례화 및 한ㆍ인도 스타트업 정책 로드
맵 공동연구 등의 방안을 제안하였다. 또한 인도시장에 대한 관심과 정보 부족
으로 인하여 국내 스타트업의 인도 진출이 정체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한ㆍ
인도 지식문화 교류센터를 설립하고, 한ㆍ인도 스타트업 연례행사를 개최하여
양국간 교류 기회를 늘려나가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인도에 진출한 국내 스타트
업이 겪는 어려움과 정책 수요를 반영하여, 인도 사업정보 데스크 운영, 투자정
보망 구축, 현지 인력 및 협력업체 풀 마련, 유관기관 전문성 강화, 한ㆍ인도 스
타트업 공동기금 조성 등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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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구성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세계경제에서 스타트업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스타트업은 창업 기간이
얼마 되지 않은 신생 혁신기업을 의미하며, 아이디어와 혁신기술을 보유한 기
업으로 통상적으로 정의된다. 스타트업은 4차 산업혁명의 기술혁신을 주도
중1)이고, 일자리 창출과 산업 생산성 성장에 영향을 주고 있어, 경제적 중요성
이 커지는 중이다. 특히 스타트업은 자본과 인력의 빠른 재배치가 가능하여 대
기업에 비하여 높은 생산성과 혁신을 보이며, 이것은 일자리 창출을 통한 산업
고용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2) 이러한 스타트업의 특성은 4차 산업혁명의 대
응전략으로 그 중요성이 주목받고 있다.
인터넷 전자상거래 대표 기업인 구글, 페이스북, 알리바바 등은 스타트업으
로부터 출발하였고, 전 세계 전반에 영향을 주는 기업으로 성장하였다. 또한 최
근 스타트업은 전통적인 제조기업의 기업가치를 넘어선 경우도 있다. 예를 들
어 2020년 10월 기준 비디오 스트리밍 서비스 기업인 넷플릭스의 기업가치는
2,200억 달러로, 자동차 제조기업인 제너럴 모터스(GM)의 기업가치 1,400억
달러보다 높다.3)
최근 인도는 빠르게 성장하는 경제와 저임금의 우수한 인재 풀을 바탕으로
미국과 영국에 이어 스타트업 강국으로 떠오르고 있으며, 인도 스타트업 시장을
향한 글로벌 투자가 증가하고 있다. 글로벌 스타트업 데이터 크런치베이스에
의하면, 2010년부터 2019년 기간 인도는 세계 3위의 스타트업 창업 국가로
1) StartUs Insights에서 약 1만 2,000개의 스타트업을 분석한 결과, 4차 산업혁명 시대 주요 분야인 빅
데이터 기반 예측 분석, 클라우드 컴퓨팅, 사이버 보안, 증강현실 등에서 스타트업의 영향력이 증가
하고 있다. https://www.startus-insights.com/innovators-guide/disrupting-the-4th-indust
rial-revolution-a-breakdown-of-startup-driven-innovation-in-industry-4-0/(검색일:
2020. 8. 12).
2) Haltiwanger et al.(2017), p. 13은 많은 스타트업이 짧은 시간 내에 등장 후 시장에서 퇴출되지만, 살아
남은 스타트업은 업력이 높은 기업에 비하여 일자리, 생산, 생산성의 성장 정도가 더 높다는 점을 지적한다.
3) Yahoo Finance(https://finance.yahoo.com/, 검색일: 2020. 10. 26)에서 기업가치를 발췌하여
비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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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하였다. 인도의 스타트업 창업 추세는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 역동적인 모
습을 보이며, 중국, 브라질, 터키, 인도네시아, 러시아, 멕시코 등의 주요 개도
국들과 대비하여 3배에서 10배 이상의 스타트업 창업 성과를 보인다(그림 1-1
참고). 또한 2020년 글로벌 스타트업 생태계 보고서4)에 의하면, 인도의 도시 벵
갈루루는 전 세계 주요 스타트업 도시 중 26위에 선정되었다. 이러한 추세는
창업자금 지원, 창업절차 간소화, 세제 혜택 등을 스타트업에 제공하는 인도정
부 정책 ‘스타트업 인디아(Start-up India)’를 배경으로 한다.

그림 1-1. 국가별 스타트업 창업 수(201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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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Crunchbase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6. 20)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한편 빠르게 발전 중인 인도 스타트업 시장에 최근 한국기업들의 참여가 시
작되었고, 진출기업 가운데 일부 한국기업의 성공적 진출 사례가 언론에 등장
중이다.5) 하지만 인도시장에 안정적으로 진출한 해외 및 한국 스타트업의 비중
4) Startup Genome(2020), p.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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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매우 적다. 이러한 추세의 원초적인 이유는 인도 스타트업 생태계에 대한 정
확한 이해가 선제되지 않음에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미시적 문헌자료를 바탕
으로 인도 스타트업 생태계의 체계적 연구를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주요
스타트업 국가와의 비교를 통하여 인도의 스타트업 생태계의 국제적 위치를 살
펴보고, 창업자, 투자 환경, 지식 인프라, 정부정책, 시장 등 인도 스타트업의
생태계의 구체적인 모습에 대해 국가 단위와 도시 단위의 분석을 진행한다. 또
한 인도에 진출한 우리 기업을 대상으로 인도 생태계에 대한 평가와 애로점 등
을 청취하여 정책 수요를 파악한다. 구체적으로 국내 스타트업의 인도 진출 현
황, 진출기업의 한ㆍ인도 정책 활용 여부, 정책 수요 등을 분석한다. 마지막으
로 인도 생태계 분석과 기업 조사를 바탕으로 국내 스타트업의 인도 스타트업
시장 진출을 위한 정책 시사점을 도출한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인도 생태계 구
조와 정책 시사점은 신남방정책의 주요 협력국인 인도와의 경제협력 수준으로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가. 연구대상
본 연구대상은 인도 스타트업 생태계이다. 우선 스타트업의 정의와 스타트
업과 관련된 개념을 살펴보자. 스타트업은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신생 기업을
지칭하기 위해 등장한 단어로, 현재 다양한 의미로 활용되고 있다. 넓은 의미에
서 스타트업은 ‘극심한 불확실성 속에서 신규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들려고 등
장한 조직’6) 혹은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풀기 위하여 노력하는 기업’7)을 지
칭한다.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아메리칸 헤리티지 사전은 스타트업을 ‘운영
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사업’8)으로, 한경 경제용어사전은 ‘혁신적 기술과
5) 「밸런스히어로는 어떻게 인도 핀테크 시장을 석권했나」(2019. 10. 28), https://www.mk.co.kr/
premium/behind-story/view/2019/10/26979/(검색일: 2020. 6. 30).
6) Ries(2012), p. 17.
7) “What is a Start up?”(2013. 12. 16),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0. 5.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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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어를 보유한 설립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창업기업’으로 정의한다.9) 이를
종합하면 스타트업은 창업자의 아이디어를 통하여 창립된, 성장을 지향하는 젊
은 기업 혹은 조직으로, 사업의 성공이 보장되지 않은 제품 혹은 서비스를 통상
적으로 판매하는 기업으로 정의한다.
최근 구글, 알리바바, 텐센트 등 기술 소프트웨어를 기반으로 한 산업 융합적
인 스타트업이 글로벌 시장을 이끌고 있다. 이러한 스타트업은 기술 스타트업
으로 분류한다. 기술 스타트업은 기술을 기반으로 한 제품 혹은 서비스를 제공
하는 기업 혹은 조직이다. 여기서 기술은 전통적인 제조업 기술과 같은 하드웨
어적 기술보다는 인터넷, 플랫폼, AI, 통신, 미디어 등의 소프트웨어적 기술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전통적인 복사 프린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창업기업은 스
타트업으로 분류되기 어렵지만, 3D 기술을 사용한 프린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은 스타트업으로 분류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보편적 정의에 따른 스
타트업의 생태계 요소를 분석함과 동시에, 사례적으로 혁신의 의미에 가까운
기술 스타트업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를 진행한다.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은 유사한 의미를 지니나, 벤처기업은 스타트업 중 벤
처 투자를 받은 기업을 지칭하므로 스타트업은 벤처기업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스타트업 대부분은 근로자 규모와 매출액이 적어 중소기업으로 분류되지만, 유
니콘과 같이 성공한 스타트업의 경우 중소기업에서 탈피하여 중견기업, 대기업
으로 성장한다.
스타트업 초기 필수 구성요소는 창업자와 자본이다. 스타트업은 창업자의
학위, 전공, 기술, 경험 등을 바탕으로 시작되며, 스타트업에 따라 하나 혹은 여
8) a business or undertaking that has recently begun operation. 아메리칸 헤리티지, https://www.
ahdictionary.com/word/search.html?q=startup(검색일: 2020. 3. 27).
9) 한경경제용어사전,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2067389&cid=42107&category
Id=42107(검색일: 2020. 3. 27). 이외에 인베스토피아(Investopia)는 ‘하나 혹은 그 이상의 창업자가
새로운 제품 혹은 서비스를 시장에 내놓기 위하여 설립한 젊은 기업’으로, 위키피디아는 ‘창업자가 확장
가능한 사업 모델을 개발하기 위하여 설립한 기업’으로 설명한다. https://www.investopedia.com/
terms/s/startup.asp(검색일: 2020. 3. 27); https://en.wikipedia.org/wiki/Startup_company
(검색일: 2020. 3.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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럿의 창업자가 존재한다. 스타트업의 설립에는 자본이 필요하고, 창업자 혹은
창업자의 가족과 지인을 통하여 내부에서 조달되거나 정부, 기업, 투자회사 등
으로부터 엔젤, 그랜트, 시드 투자 형태로 조달한다. 초기 단계의 제품은 시제
품인 경우가 많으며, 포커스 그룹과의 제품 테스트를 진행한다. 따라서 스타트업
초기에는 투자를 통한 지출이 매출보다 적은 경우가 많으며, 대다수의 스타트
업이 시장에서 퇴출된다. 이 시기를 ‘죽음의 계곡’으로 부른다(그림 1-2 참고).

그림 1-2. 스타트업 생애주기와 단계별 투자
매출

형태: 스타트업 설립 혹은 퇴출

형태: 스타트업 성장, 퇴출, 엑시트(M&A)

자본: 엔젤, 프리시드, 시드, 그랜트

투자: 기업, VC로부터 시리즈 및 비시리즈 투자
형태: 공개 상장(IPO) 성공 후 기업
투자: 포스트 IPO 투자

…
시리즈 D 이상

공개상장(IPO)

시리즈 C
시리즈 B
시리즈 A

죽음의 계곡

시간

자료: https://en.wikipedia.org/wiki/Startup_company(검색일: 2020. 3. 27) 그림 참고하여 저자 작성.

스타트업 설립 후 제품에 대한 경쟁력이 확보되면 제품의 정식 판매를 시작
한다. 이 시기에는 시리즈 혹은 다양한 형태의 비시리즈 투자를 벤처캐피털을
통해 투자받는다. 일부 스타트업의 경우 다른 기업과 인수합병을 하거나, 더 큰
시장 확보를 위하여 기업공개를 진행한다. 인수합병 또는 기업공개에 성공한
기업을 ‘엑시트 기업’이라고 한다.
그런데 스타트업 연구는 기업 자체에 대한 분석 이외에도 기업을 둘러싼 여러
생태계 요소들을 통합적으로 분석해야 한다. 그 이유는 스타트업의 설립과 성
장은 스타트업 생태계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스타트업 생태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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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의 형성과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리적 영역 내 다양한 상호의
존적인 행위자, 혹은 요소로 정의’10)되며, 스타트업의 설립과 성장과 밀접하게
연관된 요소를 의미한다. 스타트업 생태계의 개념은 창업 생태계와 동일한 의미
를 가지는데, 밥손(Bobson) 창업자 생태계 프로젝트 등 여러 창업 생태계 연구를
진행 중인 데니얼 아이젠버그(Daniel Isenberg)의 경우 창업 생태계를 ‘기업가의
활동과 필수 동반되며, 이와 복잡하게 연계된 독립적인 요소들’11)로 정의한다.

그림 1-3. 창업 생태계

정책
(Policy)

시장

금융

(Markets)

(Finance)

창업자
생태계
인력

문화

(Human
Capital)

(Culture)

지원
(Support)

자료: Isenberg(2011), p. 7 그림 참고하여 저자 재구성.

스타트업 생태계 구성 요소는 선행 연구마다 다양하게 정의된다.12) 이 중 다
양한 연구에서 기초적으로 활용되는 생태계 구성 요소는 정책, 금융, 문화, 지원,
인력, 시장의 여섯 가지 요소이다.13)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 요소를 문헌 및
10) Spilling(1996), p. 95.
11) Isenberg(2011), p. 6.
12) Aleisa(2013)의 경우 창업 생태계를 아이디어, 창업자, 기업, 인큐베이터, 초기 수용자, 미디어로 정
의하였고,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 2013)은 시장 개방성, 인적자본, 지원 및 융자,
멘토 상담 지원 시스템, 규정과 시설, 교육과 연수, 대학의 촉매 작용, 문화로 정의하였다. 현상백 외
(2019), pp. 18~19 참고 작성.
13) 정책요소는 정부정책과 기업 내부 정책으로 구성되며, 금융요소는 대출, 엔젤 및 벤처 투자 등 자금
조달원을 의미한다. 문화요소는 성공요인과 기업의 문화적 특성을, 지원요소는 하드 및 소프트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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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량적 연구가 가능한 선에서 새로이 분류하여 분석한다. 지원요소를 정책요소
와 통합하고, 창업자와 지식 인프라 요소를 추가하였으며, 시장요소를 제외하
였다. 문화요소 중 기업가정신은 창업자 요소 분석에 포함하였고, 기업 성공사
례는 주별 생태계 연구에서 일부 다루도록 한다.
이를 종합하면, 스타트업 연구는 스타트업 이외에도 창업자, 정부정책, 금
융, 지식 인프라 등 스타트업과 관련된 여러 생태계 요소를 통합적으로 분석하
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생태계 관점에서 인도 스타트업을 분석하
도록 한다.

나. 연구 의의 및 차별점
우선 인도 스타트업에 관한 선행연구는 다수 존재한다. 대부분의 연구는 모
디 정부의 스타트업 이니셔티브인 스타트업 인디아의 내용과 인도 스타트업 창
업 현황, 인도 스타트업 투자 현황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다음으로 인도의 스타트업 생태계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박지현 외(2018)
는 문헌조사와 통계조사, 현지 인터뷰를 바탕으로 인도와 동남아의 창업환경
및 협력 방안 연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는 정부정책, 혁신 클러스터, 혁신 주
체(정부, 기업, 연구기관, 투자자, 스타트업), 산업별 스타트업 현황, 스타트업 사
례(인도, 미국, 한국) 분석을 담고 있다. Korreck(2019)의 연구는 인도 스타트
업 성장 배경, 스타트업 창업 지원 및 애로점 등을 분석하였다. 문헌연구와 함
께 스타트업 창업자, 투자자, 관련 기관 종사자를 중심으로 인터뷰를 진행하였
다. KPMG(2018)는 인도 스타트업의 창업, 투자, 유니콘, 액셀러레이터, 정부
지원 등의 현황을 분석하고, 중국의 인도 스타트업 투자에 대하여 정리하였다.
본 연구는 창업자, 금융 환경, 지식 인프라, 정부제도 등 생태계의 여러 구성
프라를, 인력요소는 숙련 및 비숙련노동 정도 및 교육기관을, 시장요소는 초기 소비자를 의미한다.
Isenberg(2011), p.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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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를 포괄적으로 분석한다. 특히 인도 전체의 스타트업 생태계 분석과 함께,
주별 혹은 도시별 생태계 환경조사와 함께 기업 사례를 진행하여, 인도의 상이
한 주별 환경을 반영하였다. 또한 크런치베이스 등 스타트업 미시자료에 기초
하여 주요국 대비 인도 스타트업의 특징을 분석하고 있으며, 인도 스타트업에
진출했거나 혹은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하여 인도 스타트
업 생태계에 대한 평가와 실질적인 정책 시사점을 도출한다.

2. 연구의 범위 및 구성
본 연구는 인도 스타트업 생태계 분석을 크게 6장으로 구성하였다.

그림 1-4. 연구의 구성

주요국의
스타트업 현황
분석

제2장

주요국의 스타트업 현황 비교 분석
- 미국, 영국, 인도, 중국, 일본, 한국
- 주요국의 스타트업 기초 환경(스타트업 창업, 창업자, 투자) 변화 분석
- Crunchbase 기업 데이터 이용

제3장

인도 스타트업 생태계 분석
- 창업자, 투자, 지식 인프라 및 인적자본, 정부 등 생태계 요소 분석
- Crunchbase 기업 데이터, 문헌 및 통계자료 이용

제4장

인도 도시별 스타트업 생태계 분석
- 주요 도시 스타트업 생태계 환경 및 해외 진출 기업 사례 분석
- 벵갈루루, 델리, 뭄바이를 중심으로 분석
- Crunchbase 기업 데이터, 문헌 및 통계자료 이용

인도 스타트업
생태계

인도 스타트업
정책수요

제5장

정책 시사점

제6장

우리 기업의 인도 스타트업 생태계 평가와 정책수요 분석
- 국내 진출기업을 대상으로 설문 및 심층 인터뷰 진행
- 국내 스타트업 인도 진출 현황
- 현지 스타트업 생태계 활용 정도 및 인도 스타트업 생태계 평가
- 진출 시 애로사항 및 정책수요 청취

국내 스타트업의 인도시장 진출을 위한 정책 시사점 도출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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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제2장에서는 주요국의 스타트업 현황을 분석한다. 스타트업 창업이 활
발한 미국, 영국, 인도와 함께 중국, 일본, 한국의 동아시아 3개국을 비교한다.
본 장은 주요국의 스타트업, 창업자, 투자에 관하여 추이와 특징을 파악하는 것
을 목적으로 하며 스타트업 기업과 투자 데이터를 담은 크런치베이스를 기반으
로 미시적 연구를 진행한다.
제3장은 인도 스타트업 생태계를 개별 구성요소별로 살펴본다. 구체적으로
문헌정보와 미시자료를 바탕으로 인도 스타트업 창업 현황을 정리하고, 창업
자, 시장, 투자 환경, 지식 인프라, 정부정책 등의 생태계 요소를 살펴본다.
제4장은 주요 도시별 인도 스타트업 생태계를 연구한다. 구체적으로 최근 스
타트업 창업이 활발한 벵갈루루, 델리, 뭄바이의 스타트업 육성정책, 창업자,
투자, 지식 인프라 등을 살펴보고, 도시별 해외 스타트업 기업 사례를 구체적으
로 살펴본다.
제5장은 인도 진출 혹은 진출 희망 국내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
행하여 인도 스타트업 생태계 요소를 평가하고, 정책수요를 파악한다. 구체적
으로 시장 진출 여부, 진출 시기, 스타트업 분야 및 기술, 창업자의 업력 등의
스타트업 기초 정보수집과 함께 인도 스타트업 시장 잠재력, 금융 접근성, 인프
라 활용도, 인적자원 활용도 및 인도와 한국 정부 지원제도의 활용성 및 개선점
을 조사한다.
마지막으로 제6장은 제2장부터 제5장까지 결과를 요약 정리하고, 이를 바탕
으로 국내 기업의 인도 스타트업 시장 진출 방안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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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주요국의 스타트업 현황
분석

1. 분석 배경
2. 분석 방법론
3. 국별 스타트업 현황 분석
4. 소결

1. 분석 배경
본 장은 미시적 자료에 기초한 주요국의 스타트업 현황 분석을 통하여 국가별
스타트업 현황 정리와 함께 인도 스타트업의 차별적 특징을 파악하는 것을 목
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스타트업 창업, 창업자, 투자요소를 분석하며, 스타트
업 선도국가인 미국, 영국, 인도와 함께 한국, 중국, 일본의 동아시아 3개국을
연구대상으로 한다. 스타트업 분석 플랫폼인 크런치베이스 데이터를 이용하
여, 6개국의 스타트업 추세, 투자 및 창업자 정보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2. 분석 방법론
가. 스타트업 국제 비교 방법론
기존 스타트업 연구는 미시적 자료에 기반한 연구보다 2차 자료를 이용한 문헌
연구를 기반으로 한다. 하지만 2차 자료를 이용한 국제 비교는 산업분류와 스
타트업 개념이 국가별로 상이할 수 있어, 여러 국가의 정보가 포함된 1차 자료를
이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최근 CB인사이트, 크런치베이스, 피치북 등 여러 스타
트업 관련 데이터베이스들이 등장하여 여러 국제 비교 연구에 이용되고 있다.
크런치베이스 자료를 이용하여 정량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내용은 스타트업
창업, 창업자, 투자 현황이다. 먼저 스타트업 창업 현황에서는 스타트업 창업
추이, 산업별, 도시별 현황, 스타트업 엑시트 현황 등 국별 스타트업 추세를 전
반적으로 살펴본다. 다음으로 국별 스타트업 창업자의 정보를 이용하여, 창업
자의 성별 추이, 출신 국가, 창업 경험 및 업력 등 국별 스타트업 창업자의 특징을
파악한다. 마지막으로 투자정보를 활용하여, 벤처캐피털 투자 현황을 산업별,
투자국별, 스타트업 성장 단계별 분석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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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본 장의 분석은 미국, 영국, 인도, 중국, 일본, 한국의 6개국 스타
트업을 대상으로 한다. 미국과 영국은 전통적인 스타트업 강국의 추세를 살펴
보기 위하여 선택하였고, 인도와 중국의 경우 최근 스타트업 창업과 투자가 활
발하게 진행되고 있어 분석 대상에 포함하였다. 일본은 다른 국가와 비교하여
스타트업이 활발한 국가는 아니지만, 동아시아 스타트업 시장 비교를 위하여
선택하였다. 최근 스타트업 추세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기 위하여 연구대상 기간
을 2010년부터 2019년 사이의 10년으로 한정한다.

나. 이용자료: 크런치베이스
본 장의 분석에서 사용된 데이터는 크런치베이스이다. 크런치베이스 데이터
베이스는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위치한 크런치베이스(Crunchbase) 기업이 제
공하는 상업 데이터이며, 스타트업과 그와 연관된 벤처캐피털 투자정보를 제공
한다. 오르비스(ORBIS)와 같은 기업 수준의 국제 비교에 전통적으로 사용되는
데이터가 있지만, 이는 스타트업에 초점이 맞추어진 데이터가 아니며, 스타트
업과 관련된 창업자, 엑시트, 투자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크런치베이스의 데이터 형성은 회사가 보유한 투자자와 창업자 네트워크에
기반한다. 크런치베이스는 3,000개 이상의 투자기업으로부터 매월 투자 포트
폴리오 정보를 제공받는다. 투자기업은 포트폴리오 제공에 대한 대가로 크런치
베이스에 형성된 데이터 정보를 무료로 제공받는다. 또한 크런치베이스는 50만
명이 넘는 기업인, 창업자, 투자자 네트워크를 통하여 스타트업 정보를 실시간
으로 업데이트 받고 있다. 이렇게 모인 정보는 인공지능과 머신러닝 알고리즘
을 통하여 웹상의 기사와 출판물 등과 상호 검수하여 데이터의 정확성을 확보
한다.14) 이러한 이유로 크런치베이스는 최근 여러 스타트업 논문에서 인용되
14) Crunchbase 웹사이트 FAQ 참고. https://support.crunchbase.com/hc/en-us/sections/115
002795387-Frequently-Asked-Questions(검색일: 2020.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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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으며,15) 국제기관의 정책 연구16)에서도 활용되고 있다.
크런치베이스의 스타트업은 전통적인 산업분류를 따르지 않는다. 전통적인
산업분류는 최근 등장하는 스타트업이 제공하는 상품과 서비스의 복합적인 특
성을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크런치베이스는 스타트업을 총 46개의
독자적인 산업으로 중복으로 분류하며, 기업 대부분이 하나 이상의 산업에 포
함된다. 예를 들어, 의학 제조기업의 경우 의학제품을 위한 바이오 기술을 개발
하지만, 제품 또한 생산한다. 이러한 기업의 경우 제조업과 함께 바이오산업,
건강산업의 기업으로 동시에 분류된다.

다. 구축 방법
본 연구에 사용된 데이터는 2020년 5월 18일 기준 벌크 데이터이다. 총
210개의 국가의 102만 8,712개 기업의 정보가 수록되어 있다. 벌크 데이터는
하나의 파일이 아닌 총 18개의 파일로 제공되며, 18개의 서로 다른 데이터를
분석 내용에 맞추어 재구성해야 한다.

그림 2-1. 크런치베이스 데이터 구성

기업 창업자 정보
(창업자 전공, 이전
창업 경험, 업무 경험)

기업 투자정보

기업 엑시트 정보

(단계별 투자,
투자자 정보)

(IPO, M&A)

기업리스트

자료: 저자 작성.
15) Alexy et al.(2012); Bertoni and Tykvová(2015); Block et al.(2015).
16) Breschi, Lassebie, and Menon(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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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된 벌크 데이터는 크게 기업 리스트, 인물, 엑시트, 투자정보로 분류된
다. 기업 리스트 데이터에는 크런치베이스 데이터 전체 기업의 기초정보가 포
함되어 있다. 기업명, 온라인 사이트, 설립연도, 국가, 도시, 기업의 엑시트 여
부, 기업의 VC 펀딩 여부 등의 정보가 포함된다. 인물 데이터에는 인물의 이름
과 함께 관련 기업명, 참여 형태(창업자, CEO, CFO, 피고용인), 출신국가 등
의 정보를 제공한다. 다음은 기업 엑시트 관련 데이터로, 인수합병 데이터와
IPO 데이터로 나누어진다. 인수합병 데이터에는 인수합병 대상기업, 인수합병
기관명, 국가, 합병 연도, 합병 금액 등의 정보가 있으며, IPO 데이터는 IPO 기
업명, 상장 시장, 주당 가격, 발행 규모 등의 정보가 포함된다. 마지막으로 기업
투자 데이터는 스타트업이 받은 상세한 투자정보를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피
투자기업, 투자기업명, 투자기업 분류(법인, 개인), 투자금액, 투자단계 정보
(시드, 시리즈 등)가 포함된다. 통합적인 분석을 위하여 인물, 투자, 엑시트 데
이터를 분석 내용에 따라 기업 리스트 데이터와 결합해 분석을 진행한다.

라. 데이터베이스 기초통계
우선 2010년부터 2019년 사이 6개국 전체 기업 리스트 데이터 중 국가, 도
시, 기업 설립연도, 산업분류 정보가 없는 관측치를 제거하였다. 본 작업을 통
해 총 17만 개의 기업 데이터를 추려내었다. 이렇게 추려낸 기업 중 펀딩 정보
가 존재하는 기업은 약 4만 8,000개를 보유한다. 기업 리스트와 엑시트 정보를
결합하면, 약 9,000개 기업의 인수합병 기업과 약 1,000개의 IPO에 성공한
기업이 존재한다. 기초 기업 리스트와 투자정보를 결합하면, 약 19만 건의 단
계적 투자가 포함된 정보가 매칭된다. 마지막으로 기업 리스트와 인물정보를
결합하면, 약 12만 건의 창업자와 업력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
본 데이터베이스 기초통계로 살펴본 한계점은 크게 2가지이다. 우선 17만
건의 스타트업 정보를 포함하지만, 인물정보를 결합하였을 때 매칭률은 총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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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수 대비 약 30% 정도이다. 따라서 전체 기업 중 일부분의 기업에 대한 정보
만이 취합되었으므로 창업자에 관한 분석에는 표본으로부터의 편의가 존재할
수 있다. 또한 인수합병 금액과 발행가격 및 규모에 관한 관측치가 상대적으로
적어, 이 역시 표본편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 현재로서는 각 기업에 대한 모든
정보를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본 연구에서는 주어진 데이터로부터 도출된 특징
을 기술하겠다. 다만 표본의 한계를 고려하여 해석에 유의하도록 한다.

표 2-1. 기초통계 요약표
구분

관측치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설립연도

175,538

2,014

2.517

2,010

2,019

펀딩 라운드 수

63,638

1.962

1.538

1

36

총 VC 투자금액

48,953

22,290,000

224,300,000

0

22,000,000,000

인수합병 연도

9,072

2,017

2.238

1,984

2,020

인수합병 금액

1,080 496,200,000

1,844,000,000

10,000

32,000,000,000

기업공개연도

1,284

2,014

5.434

1,949

2,020

발행가격

424

13.83

11.66

0.028

130.8

발행 규모

458 229,200,000

446,500,000

615,247

4,714,000,000

관측치

175,538

VC 투자연도

192,968

2,016

2.267

2,010

2,019

VC 투자금액

153,450

21,920,000

156,600,000

2

14,000,000,000

관측치

192,968

창업자 가변수

126,393

0.43

0.495

0

1

창업 경험 가변수

126,385

0.578

0.748

0

20

업력

126,385

1.941

2.233

1

67

관측치

126,393

자료: Crunchbase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6. 20) 기반 저자 작성.

구축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국가별 스타트업 총 기업 수를 살펴보면, 미국이
약 11만 건으로 62.8%를 차지하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다음으로 영국과
인도의 스타트업이 각각 14.2%, 13.8%를 차지하였고, 중국, 일본, 한국은 약
2~3%의 비중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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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국가별 스타트업(2010~19년)
(단위: 개, %)

국가

기업 수

비중

중국

6,699

3.8

영국

24,862

14.2

인도

24,143

13.8

일본

5,607

3.2

한국

4,023

2.3

미국

110,204

62.8

총합계

175,538

100.0

자료: Crunchbase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6. 20)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3. 국별 스타트업 현황 분석
가. 스타트업 창업 및 엑시트 추세
먼저 국가별 스타트업 창업 추세를 살펴보겠다. 2015년 이전 6개국의 스타
트업 창업 추세는 전반적으로 증가하였으나, 이후 감소세로 전환되었다. 이러한
스타트업의 감소는 세계적인 경제성장 둔화, 인구학적 문제(인구 감소 등), 대
기업 중심의 시장 집중도 등의 여러 가지 요인에 기인한다. 구체적으로 국별 추
세를 살펴보면, 인도의 스타트업 창업 수는 2015년 이후 영국을 상회한다. 중
국은 2014~15년 약 1,000개 이상의 스타트업이 등장하였으나, 이후 감소 추
세를 보인다. 한국과 일본의 경우 약 100~500개의 스타트업이 안정적으로 등
장하는 추세이다.
다음으로 산업별 스타트업 현황을 살펴보자. 6개국의 스타트업 모두 소프트
웨어 산업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스타트업의 복합적인 산업구조를 고려
하였을 때, 다수의 스타트업이 소프트웨어 산업을 기반으로 하고 있음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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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한국은 소프트웨어를 바탕으로 한 정보 기술, 인터넷 서비스 산업 스타트
업의 비중이 높다. 일본의 경우, 미디어와 오락 산업, 중국은 금융 서비스, 영국,
미국, 인도는 인터넷 서비스 산업 스타트업의 비중이 높다. 특히 인도는 전자상
거래, 마케팅 산업 스타트업의 창업이 다른 국가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다.

그림 2-2. 국별 분석 대상기업 수(2010~19년)
4,500

16,000

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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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Crunchbase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6. 20)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표 2-3. 국가별ㆍ산업별 스타트업 현황(2010~19년)
(단위: 개, %)

순위

중국
산업분류

영국

기업 수 비중

산업분류

인도

기업 수 비중

산업분류

기업 수 비중

1

소프트웨어

1,858

11.0

소프트웨어

8,127

11.6

소프트웨어

9,288

13.5

2

금융 서비스

1,214

7.2

인터넷 서비스

4,866

6.9

인터넷 서비스

5,662

8.3

3

인터넷 서비스

1,055

6.2

판매, 마케팅

4,251

6.0

정보기술

5,488

8.0

4

하드웨어

1,026

6.1

정보기술

4,032

5.7

전자상거래

4,402

6.4

5

과학, 공학기술

888

5.2

미디어, 오락

3,940

5.6

판매, 마케팅

3,781

5.5

기타

10,883 64.3

기타

45,086 64.1

기타

39,975 58.3

총합계

16,924 100.0

총합계

70,302 100.0

총합계

68,59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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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 계속
(단위: 개, %)

순위

일본
산업분류

한국

기업 수 비중

1

소프트웨어

2

미디어, 오락

2,000 13.2
1,121

7.4

산업분류

미국

기업 수 비중

소프트웨어

산업분류

기업 수

1,506 14.0 소프트웨어

정보기술

771

7.2 인터넷 서비스

23,058

6.9

20,277

6.1

16,660

5.0

15,110

4.5

3

정보기술

996

6.6 인터넷 서비스

621

5.8

4

인터넷 서비스

912

6.0 미디어, 오락

598

5.6 미디어, 오락

5

판매, 마케팅

817

5.4

560

모바일

비중

41,880 12.5

정보기술

5.2

건강

기타

9,326 61.5

기타

6,707 62.3

기타

216,818 65.0

총합계

15,172 100.0

총합계

10,763 100.0

총합계

333,803 100.

자료: Crunchbase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6. 20)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다음으로 도시별 스타트업 추세를 살펴본다. 한국, 중국, 영국, 일본의 경우
수도인 서울, 베이징, 런던, 도쿄를 중심으로 스타트업 창업이 이루어진다. 인
도와 미국은 수도가 아닌 벵갈루루와 뉴욕을 기반으로 다수의 창업이 이루어진
다. 국가별 제1 스타트업 창업도시를 먼저 살펴보면, 일본의 경우 전체 스타트
업의 74.6%의 창업이 도쿄에서 이루어지며, 한국은 전체 스타트업의 56.8%가
서울에 위치한다. 이에 비하여 인도의 벵갈루루 기반 창업 비중은 18.1%, 미국
스타트업 창업의 10.8%가 뉴욕에서 이루어져 상대적으로 낮은 비중을 갖는다.

표 2-4. 국가별 스타트업 도시 및 비중(2010~19년)
(단위: 개, %)

순위

중국
도시

기업 수

영국

인도

비중

도시

기업 수

비중

1

베이징

2,039

30.4

런던

13,717

55.2

벵갈루루

도시

기업 수
4,375

비중
18.1

2

상하이

1367

20.4

맨체스터

770

3.1

뭄바이

2,709

11.2

3

선전

785

11.7

에든버러

481

1.9

뉴델리

2,561

10.6

4

항저우

417

6.2

글래스고

372

1.5

구르가온

1,473

6.1

5

광저우

262

3.9

버밍엄

361

1.5

하이데라바드

1,290

5.3

기타

1,829

27.3

기타

9,161

36.8

기타

11,735

48.6

총합

6,699 100.0

총합

24,862 100.0

총합

24,14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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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 계속
(단위: 개, %)

일본

순위

한국

미국

도시

기업 수

비중

도시

1

도쿄

4,185

74.6

서울

기업 수
3,033

비중

도시

56.8

뉴욕

기업 수

비중

2

오사카

194

3.5

성남

248

6.2 샌프란시스코

3

후쿠오카

76

1.4

대전

74

1.8 로스앤젤레스

4,060

3.7

4

나고야

69

1.2

부천

60

1.5

시카고

3,027

2.7

5

교토

67

1.2

인천

51

1.3

오스틴

2,276

2.1

기타

1,016

18.1

기타

557

32.4

기타

78,492

71.2

총합

5,607 100.0

총합

4,023 100.0

총합

11,864

10.8

10,485

9.5

110,204 100.0

자료: Crunchbase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6. 20)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그림 2-3. 국별 스타트업 도시 집중도(2010~19년)
6000

5,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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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핀달 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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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83

3,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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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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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6
0
중국

영국

인도

일본

한국

미국

도시 집중도

자료: Crunchbase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6. 20)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국별 도시 집중도를 허핀달 지수17)를 통하여 살펴보자. 특히 일본, 한국, 영
국의 경우 도시 집중도가 높은 편이다. 일본의 경우 허핀달 지수가 5,591로 매
17) 도시 집중도는 허핀달 지수를 통하여 계산하였다. 허핀달 지수는 시장 집중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사용
되며, 도시별 비중을 제곱하여 합하여 계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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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높은 집중도를 보인다. 이는 일본, 한국, 영국의 경우 스타트업 창업에 있어
도시의 위치가 상대적으로 중요하고, 허브 도시를 중심으로 스타트업 생태계가
이루어져 있음을 의미한다. 이에 비해 인도와 미국의 경우 허핀달 지수가 각각
748과 266이며, 상대적으로 스타트업 창업도시 집중도가 낮다. 이는 스타트업
생태계가 다양한 도시에 형성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다음으로 스타트업 엑시트 현황을 살펴보자. 최근 10년간 엑시트에 성공한
스타트업의 비중이 높은 국가는 미국이다. 표본 기업의 약 6.8%의 기업이 엑시
트에 성공하였고, 대부분 인수 및 합병을 통하여 진행되었다. 중국과 일본의 경
우 엑시트 기업 비중이 4~5%이고, 공개상장의 비중이 높다. 인도와 한국의 엑
시트 기업 비중은 각각 2.6%와 1.4%로 다른 국가 대비 현저히 낮은 모습을 보
인다. 두 국가의 스타트업은 주로 인수합병을 중심으로 엑시트한다. 퇴출기업
비중이 가장 높은 국가는 미국이고, 전체 표본의 약 5.5%를 차지한다. 일본 스
타트업 퇴출 비중은 0.4%로 매우 낮은 수준을 보인다.

그림 2-4. 국별 스타트업 운영 현황(2010~19년)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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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Crunchbase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6. 20)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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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스타트업 합병인수를 자세히 살펴보자. 대부분 국가의 스타트업은 자
국의 기업 혹은 투자회사에 인수된다. 특히 미국 스타트업의 약 84.6%가 본국
에서 인수된다. 이에 비해 한국, 중국, 영국의 경우 절반 정도의 기업이 해외국
가의 기업에 인수된다. 미국을 제외한 주요국에서 미국 국적의 기업에 인수되
는 비중이 높다. 인도의 경우, 본국의 인수 비중이 높으며, 미국을 제외한 인도
의 스타트업을 인수한 해외국가는 영국, 싱가포르, 프랑스이다. 한국의 경우,
일본에 인수된 기업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이 특징이다.

표 2-5. 국가별 스타트업 합병ㆍ인수국(2010~19년)
(단위: 개, %)

순위

중국

영국

국가

기업 수

국가

기업 수

국가

기업 수

1

중국

158

52.8

영국

1,906

55.4

인도

595

67.0

2

미국

55

18.4

미국

856

24.9

미국

162

18.2

3

영국

20

6.7

프랑스

89

2.6

영국

18

2.0

4

프랑스

14

4.7

캐나다

65

1.9

싱가포르

16

1.8

5

홍콩

13

4.3

아일랜드

55

1.6

프랑스

15

1.7

순위

비중

인도
비중

비중

기타

39

13.0

기타

472

13.7

기타

82

9.2

총합

299

100.0

총합

3,443

100.0

총합

888

100.0

일본

한국

국가

기업 수

국가

기업 수

국가

기업 수

비중

1

일본

113

66.9

한국

41

51.3

미국

13,798

84.6

2

미국

36

21.3

미국

19

23.8

영국

499

3.1

3

영국

4

2.4

일본

5

6.3

캐나다

365

2.2

4

싱가포르

3

1.8

독일

4

5.0

독일

158

1.0

5

비중

미국
비중

홍콩

2

1.2

인도

2

2.5

프랑스

158

1.0

기타

11

6.5

기타

9

11.3

기타

1337

8.2

총합

169

100.0

총합

80

100.0

총합

자료: Crunchbase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6. 20)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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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15 100.0

다음으로 국별 인수합병 가격을 살펴보자. 평균 인수합병 가격이 가장 높은
국가는 일본으로 약 8억 6,000만 달러의 인수합병 가격을 보인다. 이에 비해
인도의 경우 약 2억 8,000만 달러로 가장 낮은 평균 가격을 보인다. 미국의 평
균 인수합병가는 5억 8,000만 달러 수준으로 일본, 중국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적지만, 최대 인수금액의 경우 540억 달러로 다른 국가 대비 매우 높은 편이다.
중국의 평균 스타트업 인수가격은 상대적으로 높지만, 최대 인수가격은 낮은
편으로, 대형 스타트업 인수보다는 중소형 중심의 스타트업 인수가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의 경우 평균 및 최대 인수합병 가격이 다른 국가보다 낮은
모습을 보여, 한국 스타트업 합병인수가 기업가치가 낮은 소규모 스타트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한편 국별 공개상장 추이를 살펴보면, 대부분 스타트업은 자국의 시장에서
공개상장을 진행한다. 특히 일본의 스타트업은 일본 도쿄 증권거래소에 거의
모든 상장을 한다. 미국의 기업은 나스닥과 뉴욕 증권거래소에 주로 상장하는
한편, 중국은 선전과 상하이 증권거래소에, 영국은 런던 증권거래소에, 인도는
인도 국립증권거래소에, 한국은 코스닥과 한국 증권거래소를 통하여 상장한다.
중국, 영국, 인도의 스타트업은 자국 이외의 다양한 국가에 적극적으로 상장하
는 한편, 일본과 한국의 스타트업은 자국 중심의 공개상장을 주로 활용한다.

표 2-6. 국가별 인수합병 가격 추이(2000~19년)
(단위: 백만 달러)

국가

평균

최대

건수

중국

799.4

9,500

77

영국

376.2

27,000

647

인도

288.4

16,000

155

일본

866.4

17,700

28

한국

432.7

4,000

18

미국

580.4

54,500

2,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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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7. 국가별 스타트업 IPO 대상 국가(2010~19년)
(단위: %, 개)

순위
1
2
3
4
5

중국
주식시장
SZSE
(중국)
SSE
(중국)
HKG
(중국)

기업 수 비중
630

48.5

317

24.4

180

13.9

82

6.3

55

4.2

35

2.7

NASDAQ
(미국)
NYSE
(미국)
기타
총합

순위
1
2
3
4

영국

1,299 100.0

주식시장
LSE

TYO
(일본)
NASDAQ
(미국)
FRA
(독일)
JP
(일본)

기업 수

비중

주식시장

386

99.2

1

0.3

1

0.3

1

0.3

5

비중

52

77.6

7

10.4

2

3.0

2

3.0

1

1.5

86.3

12

4.3

9

3.2

4

1.4

3

1.1

기타

10

3.6

기타

3

4.5

총합

278

100.0

총합

67

100.0

NASDAQ
(미국)
NYSE
(미국)
EPA
(프랑스)
OTCPINK
(미국)

(인도)
BOM
(인도)
NASDAQ
(미국)
NYSE
(미국)
LSE
(영국)

한국

기업 수 비중

기업 수

NSE

240

(영국)

일본
주식시장

인도

주식시장
KOSDAQ
(한국)
KRX
(한국)
NYSE
(미국)
OTCPINK
(미국)

미국

기업 수 비중
24

77.4

5

16.1

1

3.2

1

3.2

0.0

0.0

주식시장
NASDAQ
(미국)
NYSE
(미국)
OTCPINK
(미국)
OTCQB
(미국)
AS
X(호주)

기타

0

0.0

기타

0

0.0

기타

총합

389

100.0

총합

31

100.0

총합

기업 수 비중
748

44.5

374

22.3

184

11.0

135

8.0

44

2.6

195

11.6

1,680 100.0

자료: Crunchbase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6. 20)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다음으로 국별 공개상장 가격과 발행 규모를 살펴보자. 한국의 경우 평균 상
장가격과 발행 규모가 높은 편이다. 한국에서 상장에 성공한 스타트업 비율은
다른 국가에 비해 낮은 편이지만, 상장에 성공 시 평균적으로 높은 가격과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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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로 진행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반대로 영국의 경우 평균적으로 낮은 가격
과 발행 규모로 공개상장이 진행된다. 인도의 경우 평균 공모가가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며, 높은 최대 공모가를 고려했을 때, 다양한 스타트업이 상장을 추진
하는 것을 의미한다. 중국과 미국의 스타트업은 상대적으로 평균적으로 낮은
가격과 규모로 상장된다. 하지만 두 국가 모두 최대 발행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
며, 이는 일부 높은 가치를 지닌 스타트업이 상장을 추진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표 2-8. 국가별 공개 상장가격 추이(2010~19년)
(단위: 개, 백만 달러)

발행가격

국가

평균

발행 규모

최대

건수

평균

최대

건수

중국

8.5

27.9

161

275.4

4,714.4

153

영국

7.2

130.8

45

92.8

885.0

59

인도

49.8

453.0

23

231.3

2,230.0

26

일본

21.9

34.3

5

623.0

1,649.9

7

한국

70.6

146.0

3

823.1

2,300.0

3

미국

15.7

486.0

767

173.5

8,100.0

864

자료: Crunchbase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6. 20)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그림 2-5. 국별 평균 스타트업 수명(2000~19년)
6.2

6.1
6.0

평균 스타트업 수명(년)

6
5.8

5.7
5.6

5.6
5.4

5.4
5.4
5.2
5
중국

영국

인도

평균 스타트업 수명

일본

한국

미국

6개국 평균

자료: Crunchbase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6. 20)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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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지난 10년간 퇴출기업의 평균수명을 살펴보자. 주요국의 스타
트업은 약 5년에서 6년 사이로 운영되다가 퇴출된다. 미국과 영국의 스타트업
은 대략 6년 정도 운영 후 퇴출되어 상대적으로 운영 기간이 길다. 인도와 한국
의 기업의 약 5.4년 정도 운영 후 퇴출되어 상대적으로 빠르게 퇴출되는 모습
을 볼 수 있다.

나. 창업자
먼저 국별 스타트업 창업자의 출신국을 살펴보겠다. 우선 스타트업 창업자의
대부분은 자국 출신 중심이다. 특히 인도의 경우 자국 창업자의 비중이 6개국
중 가장 높으며, 약 95%를 차지한다. 5% 미만의 미국, 영국, 싱가포르 등의 해
외 창업자가 인도 스타트업 시장에 참여하지만, 이들은 인도 출신의 이민자 혹
은 2세가 대부분이다. 영국의 경우 상대적으로 본국의 창업자 비율이 낮은 편
으로, 다양한 해외 창업자가 참여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국가별 스타트업 CEO
출신국을 살펴보자. 인도, 미국, 한국, 일본의 경우 상대적으로 본국 출신의
CEO가 스타트업을 운영하고, 중국과 영국의 경우, 해외 출신의 CEO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 이를 종합하면, 중국과 영국의 스타트업 시장은 상대적으로
다양한 국적의 창업자와 CEO가 활동하는 시장이고, 인도, 일본, 한국, 미국은
본국 출신 중심으로 이루어진 시장으로 평가된다.

표 2-9. 국가별 창업자 출신국(2010~19년)
(단위: 명, %)

순위

중국

영국

국가

창업자

1

중국

1,111

2

미국

115

3

홍콩

18

비중

인도

국가

창업자

86.3

영국

6,115

84.6

인도

5,529

95.0

8.9

미국

266

3.7

미국

174

3.0

1.4

독일

64

0.9

영국

29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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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중

국가

창업자

비중

표 2-9. 계속
(단위: 명, %)

순위

중국

영국

국가

창업자

4

영국

8

0.6

이탈리아

63

0.9

5

캐나다

4

0.3

스페인

56

0.8 아랍에미리트

32

2.5

기타

1,288 100.0

총합

기타
총합
순위

국가

창업자

국가

일본

266

2

미국

3

인도네시아

4

싱가포르

5

비중

창업자

싱가포르

9.2

기타

7,227 100.0

총합

한국

창업자

비중

25

0.4

12

0.2

53

0.9

5,822 100.0
미국

국가

창업자

87.5

한국

363

11

3.6

미국

5

1.6

호주

4

1.3

중국

말레이시아

3

기타

15

총합

비중

663

일본
국가

1

비중

인도

비중

국가

창업자

비중

89.6

미국

35842

91.3

28

6.9

이스라엘

424

1.1

3

0.7

인도

373

1.0

3

0.7

영국

361

0.9

1.0 방글라데시

2

0.5

캐나다

245

0.6

4.9

기타

6

1.5

기타

1,999

5.1

304 100.0

총합

405 100.0

총합

39,244 100.0

자료: Crunchbase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6. 20)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표 2-10. 국가별 CEO 출신국(2010~19년)
(단위: 명, %)

순위

중국

영국

국가

창업자

1

중국

673

2

미국

59

3

홍콩

11

1.4

독일

4

영국

5

0.7

이스라엘

5

대만

5

0.7

스페인

17

16

2.1

기타

246

7.3

기타

18

1.0

769 100.0

총합

3,361

100.0

총합

1,832

100.0

기타
총합
순위

비중

인도

국가

창업자

87.5

영국

2,919

86.8

인도

1,736

94.8

7.7

미국

134

4.0

미국

58

3.2

23

0.7

싱가포르

11

0.6

22

0.7

영국

6

0.3

0.5

캐나다

3

0.2

일본

비중

국가

한국
비중

창업자

비중

미국

국가

창업자

국가

창업자

국가

창업자

1

일본

284

93.4

한국

454

비중
93.8

미국

18,078

비중
93.6

2

미국

8

2.6

미국

22

4.5

이스라엘

154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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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0. 계속
(단위: 명, %)

순위

일본
국가

한국

창업자

비중

국가

미국

창업자

비중

국가

창업자

비중

3

싱가포르

3

1.0

중국

4

0.8

영국

152

0.8

4

대만

2

0.7

싱가포르

1

0.2

인도

100

0.5

5

인도네시아

2

0.7

호주

1

0.2

캐나다

77

0.4

5

1.6

기타

2

0.4

기타

746

3.9

304 100.0

총합

484

100.0

총합

19,307

100.0

기타
총합

자료: Crunchbase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6. 20)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스타트업 창업자의 성별 비중을 살펴보겠다. 지난 10년간 평균적으로 영국,
미국 등 영미권 국가의 여성 스타트업 창업률은 높지만, 아시아 국가에서는 상
대적으로 저조한 모습을 보인다. 미국의 평균 여성 창업률은 약 15.2%를 보인
다. 이에 비해 일본의 여성 창업률은 약 6%로 가장 낮은 수치를 나타낸다. 한국
의 여성 창업률은 약 12.6%로 상대적으로 높은 수치를 보이지만, 2018년을 제
외18)하면 약 평균 8.5%로 변화되어 낮은 수치를 갖는다.

표 2-11. 국가별 창업자 성별(2000~19년)
(단위: %)

평균 스타트업
여성 창업자 비율

중국
9.5

영국
14.1

인도
10.0

일본
6.0

한국
12.6
*

(8.5)

미국
15.2

주: *는 2018년 제외 평균치.
자료: Crunchbase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6. 20)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다음으로 창업자의 특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창업 경험과 업무 경험을 살펴
보겠다. 중국과 한국의 경우 스타트업 창업 경험이 없는 창업자의 비중이 높다.
중국 스타트업 창업자의 약 84.5%, 한국 스타트업 창업자의 약 84.2%가 창업
경험이 없이 스타트업 시장에 참여한다. 이에 비하여 약 40%의 일본과 미국의
18) 2018년 한국 여성 스타트업 창업률이 50%로 급격히 상승하여 이상치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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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자는 창업 경험이 있는 상태에서 시장에 참여하고, 6번 이상의 창업 경험
이 있는 창업자의 비중이 각각 2.6%와 4.7%로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영국
과 인도 창업자의 창업 경험 비중은 유사하며, 약 70%의 창업자가 창업 경험이
없으며, 30%의 창업자가 창업 경험이 있다.

표 2-12. 국가별 창업자 창업 경험(2010~19년)
(단위: 명, %)

창업 경험

중국
창업자

영국
비중

창업자

인도
비중

창업자

비중

없음

1,089

84.5

5,060

70.0

4,172

71.7

1-5

193

15.0

2,012

27.8

1,594

27.4

6-10

5

0.4

115

1.6

50

0.9

>10

1

0.1

40

0.6

6

0.1

총합

1,288

100.0

7,227

100.0

5,822

100.0

평균
창업 경험

0.3

평균

일본
창업자

0.7

평균

한국
비중

창업자

0.5
미국

비중

창업자

비중

없음

183

60.2

341

84.2

23,682

60.3

1-5

113

37.2

62

15.3

13,712

34.9

6-10

4

1.3

2

0.5

1,388

3.5

>10

4

1.3

0

0.0

462

1.2

총합

304

100.0

405

100.0

39,244

100.0

평균

0.9

평균

0.3

평균

1.2

자료: Crunchbase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6. 20)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표 2-13. 국가별 창업자 업력(2010~19년)
(단위: 명, %)

업력
0

중국
창업자

영국
비중

창업자

인도
비중

창업자

비중

1,202

93.3

6,150

85.1

4,839

83.1

1-5

86

6.7

1,055

14.6

975

16.7

6-10

0

0.0

19

0.3

8

0.1

>10

0

0.0

3

0.0

0

0.0

총합

1,288

100.0

7,227

100.0

5,822

100.0

평균

0.09

평균

0.24

평균

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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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3. 계속
(단위: 명, %)

업력

일본
업력

한국
비중

업력

미국
비중

업력

비중

0

237

78.0

365

90.1

31,157

79.4

1-5

65

21.4

40

9.9

7,960

20.3

6-10

2

0.7

0

0.0

119

0.3

>10

0

0.0

0

0.0

8

0.0

총합

304

100.0

405

100.0

39,244

100.0

평균

0.35

평균

0.14

평균

0.36

자료: Crunchbase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6. 20)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마지막으로 창업자의 업무 경험을 살펴보자. 크런치베이스 데이터에는 창업
자의 현재와 과거의 직장 경력이 데이터화되어 있어, 업력을 확인할 수 있다.
90% 이상의 한국과 중국 창업자는 이전 직장 경력이 없다. 이에 비하여, 일본,
미국, 인도의 경우 이전 업무 경험이 있는 창업자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
이다.

다. 투자
본 절에서는 투자연도를 기준으로 국별 투자 추이를 살펴본다. 대부분 국가
의 투자 금액은 증가한 모습을 보인다. 미국과 중국의 경우 스타트업 투자 금액
의 규모가 다른 국가에 비해서 크다. 미국 스타트업이 유치한 스타트업 투자 금
액은 2016년 하락 이후 꾸준히 상승 중이지만, 투자 건수는 2만 건 정도로 일
정하게 유지되고 있다. 2018년까지 중국 스타트업이 유치한 스타트업 투자의
규모는 빠르게 성장하였지만, 2019년 급격하게 감소한 모습을 보인다. 영국,
인도, 일본 스타트업을 향한 글로벌 투자는 꾸준히 상승 중이다. 인도의 스타트
업 투자유치액은 2018년 이후 영국을 넘어섰다. 특히 인도 스타트업 투자 금액
의 상승 폭이 투자 건수보다 크게 높아, 일부 스타트업의 대규모 투자유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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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한다. 한국의 스타트업 투자 건수와 금액은 꾸준히 상승 중이지만, 상승 폭
이 다른 국가 대비 상대적으로 저조한 모습을 보인다.

그림 2-6. 국별 스타트업 투자 추이(2010~19년)
(단위: 개, 백만 달러)

a. 스타트업 투자 건수
25,000

4,500
4,000

20,000

3,000
15,000
2,500
2,000
10,000

VC 투자 건수(미국)

VC 투자 건수(미국 제외)

3,500

1,500
1,000

5,000

500
0

0
2010

2011

2012

중국

2013
영국

2014

2015

인도

2016

2017

일본

2018
한국

2019
미국

700,000

60,000

600,000

50,000

500,000

40,000

400,000

30,000

300,000

20,000

200,000

10,000

100,000

0

VC 총 투자 금액(미국, 중국)

VC 총 투자 금액(미국, 중국 제외)

b. 스타트업 투자 금액
70,000

0
2010

2011
영국

2012

2013
인도

2014
일본

2015

2016

2017

한국

2018
중국

2019
미국

자료: Crunchbase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6. 20)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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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 국별 스타트업 투자 현황(2010~19년)
(단위: %, 백만 달러)

투자유치 기업 비중
60

기업별 평균 투자 금액
100

54.7

90

86.3

80

40

평균 VC 투자 금액

VC 투자유치 기업 비율

50

30.9
30

25.7

24.9

20

13.9

12.7

70
60
50
40
30

23.2
10.7

9.6

10

0

18.6

16.4

20

10

0

중국

영국

인도

일본

한국

미국

중국

영국

인도

일본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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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Crunchbase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6. 20)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최근 스타트업의 투자 유형을 살펴보자. 스타트업 투자의 주체는 기업과 개
인으로 분류된다. 기업의 경우 투자회사와 일반 기업 등이 해당한다. 개인의 경
우, 창업자 본인 혹은 개인 투자를 의미한다. 중국의 경우 약 99%의 투자가 기
업을 통해 이루어진다. 이에 비해 인도의 경우 약 24%의 투자가 개인을 통해
이루어져 개인 투자의 비중이 높다. 영국과 미국 또한 개인 투자 비중이
15~16%로 다른 국가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한국과 일본은 기업 투자
비중이 95% 정도로 투자가 기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표 2-14. 유형별(기업ㆍ개인) 투자 비중(2010~19년)
(단위: 건수, %)

국가

기업
투자 건수

개인
비중

투자 건수

비중

중국

14,661

99.1

140

0.9

영국

16,988

84.9

3,027

15.1

인도

8,947

75.7

2,872

24.3

일본

6,782

94.7

380

5.3

한국

1,766

96.5

65

3.5

미국

120,960

83.4

24,124

16.6

자료: Crunchbase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6. 20)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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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0년의 메가 투자 추이를 살펴보자. 메가 투자는 약 1억 달러 이상의
대규모 투자를 의미한다. 미국과 중국의 메가 투자 건수는 다른 국가에 비해 많
다. 2016년 이후 인도와 미국의 메가 투자 건수는 빠르게 증가하였다. 중국의
메가 투자 건수는 꾸준히 상승하였으나 2019년 이후 감소세로 전환되었다. 한
국과 일본을 향한 메가 투자는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나, 소폭 상승한 추세를 보
인다. 다음으로 전체 스타트업 투자 중 메가 투자의 비중을 살펴보자. 중국의
경우 전체 투자 중 메가 투자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 2017년 중국 전체 스타
트업 투자의 15%가 1억 달러 이상의 투자이다. 2016년 이후 한국, 인도, 미국
의 메가 투자 비중은 꾸준히 상승 중이다. 일본의 메가 투자 비중은 전체의 약
1%로 매우 낮은 모습을 보인다.
다음으로 산업별 스타트업 투자를 살펴보자. 먼저 투자 건수를 중심으로 살펴
보면, 대부분 국가에서 소프트웨어 산업에 대한 투자 비중이 높다. 미국의 경우
전체 투자 건수의 약 18%가 소프트웨어 기반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중국, 일본, 미국 같은 경우 소프트웨어를 기반으로 한 인터넷 서비스 산업의
스타트업, 인도는 소프트웨어 기반 전자상거래 스타트업, 한국은 소프트웨어
기반 모바일 산업의 스타트업을 중심으로 투자를 유치하였다.
투자 금액을 중심으로 살펴보자. 영국, 일본, 미국의 경우 소프트웨어 산업
을 중심으로 투자가 이루어졌고, 이와 함께 영국의 금융 서비스 산업, 일본의
제조업, 미국의 인터넷 서비스 산업이 비교적 큰 투자 금액을 유치하였다. 중국
은 소프트웨어 기반의 인터넷 서비스와 수송산업 스타트업의 투자 비중이 높
고, 한국과 인도는 인터넷 서비스와 전자상거래 스타트업으로의 투자가 크게
이루어졌다.
다음으로 각국의 투자국을 살펴보자. 투자 건수를 기준으로 6개국 모두 본국
의 투자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특히 일본, 미국의 경우 자국 투자 건수가
전체 대비 86%로 다른 국가보다 높은 수치를 보인다. 이에 비하여 인도, 영국,
한국의 경우 해외의 투자 건수가 상대적으로 높다. 투자 금액 기준으로 살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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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투자 건수와는 다른 모습이 발견된다. 한국과 인도의 경우 미국의 투자 금
액 비중이 각각 44.5%와 32.3%를 차지한다. 특히 인도 스타트업의 경우 중국
과, 일본, 홍콩 등 아시아 주요국의 투자 비중이 상당히 높다. 일본과 미국의 경
우, 투자 건수와 마찬가지로 본국의 투자 금액의 비중이 높은 모습을 보인다.

그림 2-8. 주요국의 메가 투자 추이(2010~19년)
(단위: 건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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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Crunchbase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6. 20)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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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표 2-15. 산업별 스타트업 투자 추이: 중국(2010~19년)
(단위: 건수, 백만 달러, %)

순위

2010

2019

산업

투자 건수

비중

산업

1

소프트웨어

5,208

12.1

인터넷 서비스

총 투자 금액
399,793.5

비중

2

인터넷 서비스

3,104

7.2

소프트웨어

382,147.8

9.7

3

과학, 공학

2,654

6.2

수송

340,825.6

8.7

4

전자상거래

2,354

5.5

전자상거래

329,499.9

8.4

5

하드웨어

2,345

5.4

금융 서비스

261,098.5

6.6

10.2

기타

27,436

63.7

기타

2,219,272.2

56.4

총합계

43,101

100.0

총합계

3,932,637.5

100.0

자료: Crunchbase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6. 20)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표 2-16. 산업별 스타트업 투자 추이: 영국(2010~19년)
(단위: 건수, 백만 달러, %)

순위

2010

2019

산업

투자 건수

비중

산업

1

소프트웨어

5,208

12.1

인터넷 서비스

총 투자 금액
399,793.5

비중
10.2

2

인터넷 서비스

3,104

7.2

소프트웨어

382,147.8

9.7

3

과학, 공학

2,654

6.2

수송

340,825.6

8.7

4

전자상거래

2,354

5.5

전자상거래

329,499.9

8.4

5

하드웨어

2,345

5.4

금융 서비스

261,098.5

6.6

기타

27,436

63.7

기타

2,219,272.2

56.4

총합계

43,101

100.0

총합계

3,932,637.5

100.0

자료: Crunchbase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6. 20)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표 2-17. 산업별 스타트업 투자 추이: 일본(2010~19년)
(단위: 건수, 백만 달러, %)

순위

2010
산업

2019

투자 건수

비중

산업

총 투자 금액

비중

1

소프트웨어

3,042

14.4

소프트웨어

21,489.7

14.0

2

인터넷 서비스

1,388

6.6

제조업

9,919.1

6.5

3

미디어, 오락

1,203

5.7

금융 서비스

9,088.5

5.9

4

정보기술

1,169

5.5

정보기술

8,646.0

5.7

5

하드웨어

1,008

4.8

과학, 공학

8,132.5

5.3

기타

13,310

63.0

기타

95,729.5

62.6

총합계

21,120

100.0

총합계

153,005.4

100.0

자료: Crunchbase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6. 20)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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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8. 산업별 스타트업 투자 추이: 인도(2010~19년)
(단위: 건수, 백만 달러, %)

순위

2010
산업

2019

투자 건수

비중

산업

총 투자 금액

비중

1

소프트웨어

8,664

13.0

소프트웨어

59,076.9

2

과학, 공학

3,893

5.8

금융 서비스

51,776.5

11.3
9.9

3

금융 서비스

3,872

5.8

과학, 공학

43,504.5

8.3

4

데이터 분석

3,631

5.4

데이터 분석

28,467.3

5.4

5

정보기술

3,392

5.1

하드웨어

27,319.9

5.2

기타

43,274

64.9

기타

314,554.2

59.9

총합계

66,726

100.0

총합계

524,699.5

100.0

자료: Crunchbase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6. 20)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표 2-19. 산업별 스타트업 투자 추이: 한국(2010~19년)
(단위: 건수, 백만 달러, %)

순위

2010
산업

2019

투자 건수

비중

산업

총 투자 금액

비중

1

소프트웨어

909

14.5

인터넷 서비스

12,698.1

15.6

2

모바일

439

7.0

전자상거래

12,195.3

15.0

3

인터넷 서비스

405

6.5

소프트웨어

8,034.9

9.9

4

정보기술

342

5.5

모바일

6,351.6

7.8

5

데이터 분석

302

4.8

앱스

4,473.1

5.5

기타

3,865

61.7

기타

37,812.9

46.4

총합계

6,262

100.0

총합계

81,565.9

100.0

자료: Crunchbase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6. 20)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표 2-20. 산업별 스타트업 투자 추이: 미국(2010~19년)
(단위: 건수, 백만 달러, %)

순위

2010
산업

2019

투자 건수

비중

산업

1

소프트웨어

95,958

18.5

소프트웨어

2

인터넷 서비스

45,572

8.8

3

정보기술

37,774

4

데이터 분석

5

과학, 공학
기타
총합계

총 투자 금액

비중

1,405,828.7

20.0

인터넷 서비스

874,214.9

12.4

7.3

과학, 공학

707,919.0

10.1

36,915

7.1

금융 서비스

662,877.3

9.4

34,343

6.6

수송

651,192.9

9.3

268,185

51.7

기타

2,726,365.6

38.8

518,747

100.0

총합계

7,028,398.5

100.0

자료: Crunchbase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6. 20)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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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1. 국가별 투자 국가(투자 건수 기준, 2010~19년)
(단위: 건수, %)

순위

중국

영국

인도

국가

투자 건수

비중

국가

투자 건수

비중

국가

투자 건수

1

중국

11,170

78.1

영국

12,646

66.1

인도

6,665

60.8

2

미국

1,754

12.3

미국

3,013

15.7

미국

2,355

21.5

3

홍콩

628

4.4

독일

415

2.2 싱가포르

554

5.1

4

싱가포르

148

1.0

스페인

324

1.7

영국

219

2.0

영국

101

0.7

프랑스

256

1.3

홍콩

215

2.0

기타

502

3.5

기타

2,490

13.0

기타

953

8.7

5

총합계
순위

14,303 100.0

총합계

일본

19,144 100.0

총합계

한국

비중

10,961 100.0
미국

국가

투자 건수

비중

국가

투자 건수

비중

국가

투자 건수

비중

일본

6,110

86.7

한국

1,179

66.2

미국

120,500

86.2

2

미국

620

8.8

미국

391

22.0

영국

2,615

1.9

3

싱가포르

100

1.4

일본

51

2.9

중국

1,785

1.3

4

영국

49

0.7

중국

40

2.2 이스라엘

1,335

1.0

5

중국

33

0.5

싱가포르

25

1.4

독일

1,112

0.8

기타

138

2.0

기타

95

5.3

기타

12,382

8.9

1

총합계

7,050 100.0

총합계

1,781 100.0

총합계

139,729 100.0

자료: Crunchbase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6. 20)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표 2-22. 국가별 투자 국가(투자 금액 기준, 2010~19년)
(단위: 달러, %)

순위

중국

영국

국가

투자 금액

국가

투자 금액

비중

국가

투자 금액

1

중국

585,415

55.3

영국

56,185

36.9

미국

41,849

32.3

2

미국

240,870

22.7

미국

51,544

33.8

인도

33,308

25.7

3

홍콩

79,321

7.5 프랑스

4,602

3.0

중국

10,772

8.3

4

싱가포르

57,397

5.4

독일

4,093

2.7

일본

8,139

6.3

5

일본

25,622

2.4

일본

3,750

2.5

홍콩

6,896

5.3

6.7

기타

32,163

21.1

28,499

22.0

기타
총합계

70,609
1,059,235

비중

인도

100.0 총합계

152,337 100.0

기타
총합계

비중

129,46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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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2. 계속
(단위: 달러, %)

순위

일본

한국

국가

투자 금액

국가

투자 금액

비중

국가

투자 금액

비중

1

일본

37,941

83.1

미국

11,869

44.5

미국

1.579.480

81.0

2

미국

4796

10.5

한국

7,274

27.2

중국

63.505

3.3

3

싱가포르

541

1.2

영국

2,175

8.1

영국

62.580

3.2

4

영국

451

1.0

일본

2,027

7.6

일본

37.460

1.9

5

비중

미국

중국

433

0.9

중국

1,604

6.0 싱가포르

기타

1,468

3.2

기타

1,748

6.5

총합계

45,631

100.0 총합계

26,698 100.0

기타
총합계

23.091

1.2

184.861

9.5

1.950.977 100.0

자료: Crunchbase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6. 20)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스타트업 성장 단계별 스타트업 투자 구성을 살펴보자. 성장 단계별 투자는
창업 초기자본인 시드와 엔젤투자, 베타 테스트를 포함한 시장 참여 후의 시리
즈 투자, 성장 단계에서 다양한 형식으로 투자된 비시리즈 투자, 공개상장 이후
의 포스트 시리즈 투자로 크게 분류된다.
투자 건수를 먼저 살펴보면, 중국은 시리즈 투자 비중이 전체 투자 건수의 약
75%로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영국, 인도, 미국의 경우 시드, 엔젤투자 비중이
높고, 한국과 일본의 경우 시리즈 투자 건수의 비중이 높다. 투자 금액을 기준
으로 살펴보면, 시리즈 투자의 경우 대부분 국가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중국,
미국, 인도의 경우, 전체 투자 금액의 약 70% 이상이 시리즈 단계의 투자에서
이루어진다. 한국의 경우 시리즈 투자보다는 비시리즈 투자 비중이 높고, 특히
사모펀드를 통한 투자가 주를 이룬다. 영국, 미국, 일본의 경우 시드/엔젤투자
의 비중이 다른 국가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편으로, 4~6%를 차지한다.
주요국의 투자 건수와 금액 추이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영국, 인도, 미국
스타트업의 경우 창업 초기자본의 접근이 수월한 편이다. 다만 세 국가 모두 시
드, 엔젤투자 건수 대비 투자 금액 비중이 낮은 모습을 보인다. 이는 소규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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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초기자본 지원을 받는 것을 의미한다. 중국의 경우 전체 투자 대비 초기창
업 투자 금액 비중이 매우 낮아, 스타트업 성장을 위하여 창업 초기자금의 활용
도가 낮은 편이다. 일본은 분류되지 않은 형태의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한국은 초기창업 투자와 시리즈 투자 중심으로 투자가 이루어지지만, 사모펀드
등의 비시리즈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지는 등 독특한 모습을 보인다.

그림 2-9. 국별 스타트업 투자 현황(투자 단계별, 2010~19년)
(단위: %)

a. 투자 건수
100

3.5
0.2
2.8

투자 단계별 비중

80

60

12.9
0.1
11.0

12.7
0.1
7.1

21.0

30.5

14.9
43.9

0.4
3.6

8.2
0.1
6.4

36.8

75.0

0.1
12.7

7.3
0.6
12.4

80

42.0

40

투자 단계별 비중

100

b. 투자 금액
7.7
0.4

11.9
0.7

17.5
33.9

17.6

18.6

5.6
0.8
11.6

2.0

0.0
60
22.8
40

79.1

41.2
77.1

71.6

62.2

23.3

54.9

49.5

20

39.1

48.4

38.9

20

36.7

20.0

18.6

0

0
중국

영국

인도

시드, 앤젤

시리즈

일본

비시리즈

포스트 시리즈

한국

미국

0.6
중국

6.5

2.7

4.3

2.4

4.9

영국

인도

일본

한국

미국

시드, 앤젤

미분류

시리즈

비시리즈

포스트 시리즈

미분류

자료: Crunchbase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6. 20)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그림 2-10. 국별 스타트업 초기 투자 현황(2010~19년)
(단위: %)

a. 투자 건수

b. 투자 금액
100%

100%

90%

90%

80%

80%

60%

70%
80.1

79.5
93.6

50%
40%

83.6

85.6

0.6
0.2

54.9

60%
50%
40%

83.3

91.9

97.5

97.1

92.9

0.4
1.1
1.0
일본

0.7
0.2
2.1
한국

미국

0.0
4.7

30%

30%
20%

투자 금액 비중

투자 건수 비중

70%

56.0

43.3

10%
0%
중국

17.3

영국

인도

앤젤

20%

2.5
0.7

6.0
7.8
6.1

보조금

프리시드

2.1
0.6
3.8

5.3
2.6
8.5

5.6
3.2
5.5

일본

한국

미국

40.3

10%
0%
중국

2.1
10.2
4.4

0.4
0.3
7.3

영국

인도

앤젤

시드

보조금

프리시드

1.6
2.6
3.0

시드

자료: Crunchbase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6. 20)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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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초기창업 자금과 시리즈 투자를 자세히 살펴보자. 먼저 초기창업
자금을 살펴보면, 대부분 국가에서 전반적으로 시드 투자 비중이 높다. 일본의
경우 전체 초기창업 자금 건수의 약 94%가 시드 투자이다. 이에 비해 중국은
전체 투자의 약 40% 이상의 투자가 엔젤투자로 이루어져 있다. 인도도 다른 국
가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엔젤투자 비중을 보이지만, 인도 초기창업 투자 금액 기
준의 약 7% 낮은 비중을 차지한다.
투자 건수를 기준으로 시리즈 투자를 살펴보면 모든 국가에서 시리즈 초기
투자인 시리즈 A와 B의 비중이 70% 이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한다. 한국, 영국,
미국의 스타트업은 시리즈 A와 B의 투자 비중이 80% 이상을 차지한다. 인도와
중국의 경우 시리즈 C 이후의 투자 비중이 20% 이상으로 후기 시리즈 투자 비
중이 상대적으로 크다. 투자 금액을 살펴보면, 중국과 인도의 시리즈 투자에서
후기 시리즈 투자 금액의 비중이 높은 반면, 일본, 한국, 영국의 경우 초기 시리
즈 투자 비중이 크다.

그림 2-11. 국별 스타트업 시리즈 투자 현황(2010~19년)
(단위: %)

a. 투자 건수

b. 투자 금액

100%
90%

100%

22.8

14.1

15.4

14.8

18.9

33.4

34.1

27.4

27.2

90%

80%

80%

투자 건수 비중

70%
60%

32.6

27.7

50%
40%
61.0

30%
20%

45.1

44.6

70%
투자 금액 비중

24.9

51.2

51.1

53.7

50%

10%
0%

영국
시리즈 A

인도
시리즈 B

일본

한국

미국

27.3
15.4
중국

시리즈 C-J

자료: Crunchbase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6. 20)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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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7

26.4

23.7

20%

0%

53.0

29.4
26.5

40%
30%

44.2

76.1

60%

10%
중국

38.0

46.2
61.0

15.4

32.7
20.2

20.6

한국

미국

8.5
영국
시리즈 A

인도
시리즈 B

일본
시리즈 C-J

4. 소결
본 절은 스타트업 데이터를 이용하여 스타트업 주요국의 창업 추세와 창업
자 및 투자 특징을 파악하였다. 우선, 국별 스타트업 창업은 2015년 이후 전반
적으로 감소하고 있지만, 스타트업 투자 금액은 상승 추세이다. 이는 각국의 스
타트업 창업 활력도는 이전과 비교해서 감소하고 있지만, 창업과 연계된 풍부
한 스타트업의 투자 환경이 조성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스타트업은 주로 소프
트웨어 산업을 바탕으로 창업이 되며, 특히 한국과 인도의 소프트웨어 산업 스
타트업 창업이 활발하다. 일본, 한국, 영국의 스타트업은 특정 도시를 중심으로
창업이 이루어지지만, 인도와 미국은 다양한 도시에서 창업이 이루어진다. 미
국의 스타트업의 경우 창업 후 엑시트에 성공한 기업의 비중이 높지만, 인도와
한국의 경우 상대적으로 엑시트 성공 비중이 낮다.
스타트업 창업자와 CEO 출신국을 살펴보면 중국과 영국의 스타트업 시장
은 상대적으로 다양한 국적의 창업자와 CEO가 활동하고, 인도, 일본, 한국, 미
국은 본국 출신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다. 창업자의 성별 추세는 평균적으로 영
국, 미국 등 영미권 국가의 여성 스타트업 창업률은 높지만, 아시아 국가에서는
저조한 모습을 보인다. 중국과 한국의 경우 창업 경험이 없는 창업자의 비중이
높지만, 상대적으로 일본과 미국의 창업자는 창업 경험을 바탕으로 시장에 참
여한다.
최근 10년간 스타트업 투자 금액은 꾸준히 증가하였고, 중국과 미국을 중심
으로 스타트업 투자가 유입되었다. 미국, 영국, 인도, 일본, 한국의 스타트업을
향한 투자는 꾸준히 상승 중이며, 중국의 경우 2019년 이후 내림세를 보인다.
중국 스타트업 기업의 스타트업 투자 수혜율은 매우 높은 편이며, 평균적으로
높은 금액의 투자를 유치한다. 이에 비하여 인도와 한국 스타트업의 평균 투자
유치율은 낮다. 대부분 국가의 스타트업은 기업으로부터 투자를 유치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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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스타트업의 경우 상대적으로 개인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였다. 1억 달
러 이상의 메가 투자는 중국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미국, 영국, 인도를
향한 메가 투자도 증가 중이다. 투자 건수를 기준으로 대부분의 투자는 본국으
로부터 조달되지만, 투자 금액 비중으로 살펴보면 한국과 인도의 경우 미국으
로부터의 투자 비중이 가장 높은 편이다. 스타트업 성장 단계별 투자 유형의 추
세를 살펴보면, 투자 건수 기준으로 초기창업 투자의 비중이 높지만, 투자 금액
기준으로는 시리즈 투자의 비중이 대체로 크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 시리즈 투
자보다는 사모펀드를 통한 비시리즈 투자 비중이 높다.
이를 종합하면, 인도 스타트업은 다른 주요국 대비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진
다. 인도는 소프트웨어 기반의 전자상거래, 마케팅 산업 스타트업의 창업이 상
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인도의 스타트업 창업은 벵갈루루를 중심으로
일어나지만, 도시별 스타트업 창업 집중도가 낮아 다양한 도시에서 스타트업
시장이 형성 중이다. 인도의 스타트업 엑시트 비중은 낮고, 이에 비하여 퇴출
기업의 비중은 높은 편이다. 인도의 스타트업은 본국의 기업에 인수합병되는
비중이 높은 편이며, 해외 기업의 경우 미국, 영국, 싱가포르 소재의 기업이 합
병에 참여한다. 인도의 평균 인수합병가는 상대적으로 낮은 편으로 규모가 작
은 스타트업이 주요 인수 대상으로 추측된다. 인도의 스타트업 평균 공모가는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며, 상대적으로 다양한 규모의 기업이 상장을 추진한다.
스타트업 퇴출에 걸리는 시간은 상대적으로 빠른 편이다. 인도 스타트업 창업자
대부분은 인도인이며, 해외 창업자의 경우도 인도 출신의 이민자 혹은 2세가
중심이다. 이러한 추세는 CEO 추세에 반영되어, 인도 스타트업의 CEO 또한
인도인 비중이 높다. 인도 스타트업은 창업 경험이 전혀 없는 창업자의 비중이
높지만, 상대적으로 창업 경험이 있는 창업자의 비중이 높은 편이다. 또한, 이
전 업무 경험이 있는 창업자의 비중 또한 높다. 인도의 스타트업을 향한 투자는
꾸준히 상승 중이고, 일부 스타트업으로의 대규모 투자가 관찰된다. 하지만 상
대적으로 투자를 받은 스타트업 비중이 낮고, 평균 투자액도 적다. 인도 스타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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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기업으로부터 투자를 조달한 경우가 많지만, 다른 주요국 대비 개인을 통한
투자 수혜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 스타트업 주요국의 스타트업 투자유치는
소프트웨어 기반 전자상거래 스타트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인도 스타트업
의 경우 미국과 함께 중국, 일본, 홍콩 등 아시아 주요국의 투자 비중이 상당히
높다. 인도 스타트업의 경우 창업 초기자본의 접근이 수월한 편이나, 인도 스타
트업 전체 투자 규모보다 비중이 매우 작다. 인도 스타트업을 향한 투자는 주로
시리즈 투자 형태로 지원되며, 후기 시리즈 투자 비중이 상대적으로 큰 모습을
보인다.
본 장의 연구는 다양한 스타트업 정보가 담긴 크런치베이스에 기초한다. 크
런치베이스 데이터 자료를 이용한 분석은 다양한 국가의 스타트업 환경을 여러
요소를 통해 살펴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다만 표본에 있어 창업자, 인수 및 합
병 금액 정보가 상대적으로 적어 표본편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표본의
한계를 유의하여 본 분석 내용을 해석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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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인도 스타트업 생태계
분석

1. 창업자
2. 투자
3. 지식 인프라와 인적자본
4. 정부
5. 소결

앞 장에서는 주요국의 스타트업 창업 추세, 창업자와 투자 시장의 특성을 살
펴보았다. 인도 스타트업은 다른 국가에 비해 소프트웨어 중심의 전자상거래
기업의 창업이 여러 도시에서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 또한 최근 인도의 스타
트업을 향한 글로벌 투자는 증가하고 있고, 투자를 받은 기업 중 절반은 소규모
창업 투자 지원을 받고 있다. 앞 장의 분석 내용은 미시적 자료에 기반하여 스
타트업 생태계 구성요소를 분석하였다. 본 장은 앞서 분석된 내용을 뒷받침하
기 위하여 스타트업 생태계 요소를 미시자료와 문헌에 기반하여 자세히 분석하
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스타트업과 관계된 창업자, 금융ㆍ투자, 노동ㆍ교육 인
프라, 정부지원제도를 중심으로 살펴본다.19)
분석에 앞서 인도 스타트업의 정의를 살펴보자. 인도 상공부(Ministry of
Commerce and Industry)의 스타트업 정의는 다음과 같다.

글상자 3-1. 인도 스타트업의 정의
∙ 인도에서 설립된 지 10년 이내의 사기업, 합작기업, 유한기업
∙ 운영 기간 동안 10억 루피(약 153억 5,000만 원) 이하의 매출액
∙ 제품 혹은 서비스의 생산품 및 생산과정의 혁신, 발전과 함께 고용창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기업
자료: Ministry of Commerce and Industry(2019).

인도정부는 스타트업 운영관리를 위하여 인도 무역ㆍ산업 진흥부(DPIT:
Department for Promotion of Industry and Internal Trade)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등록을 받고 있다. 다만 매출액에 대한 정보는 필수 제출서류에 포
함되어 있지 않아, 인도 스타트업 통계에는 매출액이 10억 루피 이상의 기업들
이 포함된 것으로 추정된다.20)
19) 스타트업 생태계는 창업자, 기업문화, 자본, 고객 등 다양한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Isenberg 2010).
본 연구는 「기업가정신 모니터링 사업: 혁신 창업생태계 연구」(2018)에서 분석한 창업 생태계 요소 중
정량적 데이터와 문헌으로 분석 가능한 요소인 스타트업 창업자, 투자, 노동, 교육 인프라, 정부지원제
도를 중심으로 인도 스타트업 생태계를 살펴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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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스타트업 생태계 분석에 앞서, 문헌자료를 통하여 인도 스타트업의 전
반적인 추세를 살펴보자. 인도 내 스타트업 창업은 2016년 나렌드라 모디 총리
의 스타트업 인디아 정책 추진을 기반으로 본격적으로 활성화되었다. 인도
NASSCOM(인도 소프트웨어진흥원) 자료에 따르면, 2014~19년 설립된 스타
트업 기업 수는 8,900개에서 9,300개에 달하며, 2019년 한 해에만 약 1,300
개의 스타트업이 등장하였다.
특히 인도의 스타트업은 다른 국가에 비하여 최근 빠르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인다. 2019년 인도는 유니콘 기업 수 24개, 평균 기업가치 약 32억 달러를
기록해 미국과 중국에 이은 스타트업 강국으로 성장하고 있다. 빠르게 성장한
인도의 스타트업 생태계는 클러스터 개수, 유니콘 기업 수, 기업가치 등에서 스
타트업 선진국으로 평가받아온 이스라엘을 앞선다. 또한 유니콘 기업을 1개 이
상 배출한 ‘혁신 클러스터’의 수는 5개로 나타났는데 이는 각 4개에 그친 영국,
독일 및 이스라엘의 클러스터 개수를 상회하는 성과이다.

표 3-1. 인도 스타트업 현황 유니콘 기업 관련 주요국 비교(2019년)
구분

중국

미국

인도

영국

독일

이스라엘

유니콘 기업 수

206

203

24

21

11

7

소요 기간

4~6년

6~8년

6~8년

7~9년

6~8년

5~7년

~3.8

~3.5

~3.2

~2.4

~2.0

~1.3

18

24

5

4

4

4

평균 기업가치
(십억 달러)
혁신 클러스터 개수
(유니콘 1개 이상 배출)
자료: NASSCOM(2019), p. 11.

20) 스타트업 인디아 공식 홈페이지 참고. https://www.startupindia.gov.in/content/sih/en/startup
gov/startup-recognition-page.html(검색일: 2020.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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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 2019~20년 신생 유니콘 기업(기업가치 10억 달러 이상) 현황

기업명
델히베리
(Delhivery)
드림11
(Dream11)
빅바스켓
(BigBasket)

기업가치 창업연도

유니콘
진입연도

$1.5B

2011

2019

$1B

2008

2019

$1B

2011

2019

$1B

2017

2019

$1.07B

2014

2019

$1.5B

2010

2019

$1.6B

1998

2020

$1.2B

2010

2020

Mobility)
리비고
(Rivigo)
렌즈카트
(Lenskart)
파인랩스
(Pine Labs)
퍼스트크라이
(FirstCry)

주요 투자자

물류

Times Internet,
Nexus Venture Partners,
SoftBank Group

소프트웨어
(온라인게임)
온라인마켓
(온라인 식료품 배달)

올라
(Ola Electric

분야

자동차
(전기자동차)

물류, 서플라이체인
전자상거래
(안경 유통업)
핀테크
(전자결제)
전자상거래
(온라인 소매업)

Kalaari Capital,
Tencent Holdings,
Steadview Capital
Supply chain, logistics, &
delivery
SoftBank Group, Tiger
Global Management,
Matrix Partners India
SAIF Partners India,
Warburg Pincus,
Trifecta Capital Advisors
Chiratae Ventures,
PremjiInvest, Softbank
MasterCard, Temasek,
PayPal Ventures
SoftBank Group,
SAIF Partners India,
Valiant Capital Partners

자료: CB Insights(2020),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7. 2).

이러한 인도 스타트업의 성장에 따라 2020년 총 24개의 인도 유니콘이 탄생
하였다.21) 2019년 이후 유니콘에 진입한 스타트업은 핀테크, 전자상거래 등
기술 기반의 IT 기업이다. 이는 최근 인도의 모바일 결제, 온라인 배달, 정보기
술 기반의 금융 서비스 등의 수요 성장을 반영한다.
최근 인도 스타트업의 성장은 인도 내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한다. 2016년
스타트업 인디아 캠페인이 발족한 이래 약 28만 5,000여 개의 일자리가 창출
21) NASSCOM(2019), p. 11과 [표 3-1]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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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고,22) 하나의 스타트업이 창출하는 일자리는 평균 11개이며, 간접 고용은
직접 고용의 3배에 달한다고 분석했다.23) 또한 기술 기반의 스타트업은 2019년
기준 직접 고용 6만 개가 창출되었으며,24) 2025년까지 인도의 스타트업은
110만 개의 직접 고용과 390만 개의 간접 고용을 창출해 총 500만 개의 일자
리를 만들 것이라고 예측된다.25)
이를 종합하면 인도의 스타트업 시장은 빠르게 성장 중이고, 산업 수요를 반
영한 기업이 등장하고 있으며, 인도의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한다. 이러한 인도
스타트업의 성장 배경을 이해하려면 인도 스타트업 생태계에 대한 분석이 필요
하다. 스타트업 생태계란 스타트업 운영의 구성요소와 환경을 의미하고, 구체
적으로 스타트업 기업, 창업자, 금융 환경, 인적ㆍ교육 인프라, 정부 등을 포함
한다. 이를 바탕으로 각 절에서 주요 스타트업 생태계 구성요소 분석을 진행토
록 한다.

1. 창업자
창업자, 특히 창업자가 보유한 아이디어, 기술 및 역량은 스타트업의 설립과
성장에 핵심적인 요소이다. 창업자는 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새로운 아이디어와
기술 또는 사업 모델을 바탕으로 스타트업의 비전과 창립 목적을 설정하며, 해
당 기업의 핵심 사업 영역을 결정한다. 또한 창업자의 전문적 역량과 위험을 감
수하는 태도에 따라 기업의 성장을 위한 투자유치, 인재 영입, 사업 확장 등이
좌우된다. 이같이 스타트업은 기업가정신(entrepreneurship)을 가진 창업자
22) “2.85 lakh jobs created in DPIIT recognised startups: Piyush Goyal”(2019. 12. 11),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0. 6. 15).
23) Ibid.
24) “Tech startups created over 60,000 direct jobs this year: Nasscom”(2019. 12. 18),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0. 7. 15).
25) “Indian Startups Will Create 50 Lakh New Jobs; Rs 30,000 Crore Funding Received By
Tech Startups In 2019!”(2019. 11. 6),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0. 6.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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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창업자는 개인의 태도와 인식을 통해 창업 여부
를 결정하나 이러한 결정을 지지하거나 제약하는 것은 개인이 속한 사회, 문화,
정치적 맥락이기도 하다.26) 따라서 창업자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는 창업자의
특성에 기여한 환경 및 문화적 요인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본 절에서는 이러한
요소를 고려한 인도 스타트업 창업자의 특성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가. 창업에 대한 우호적인 태도
먼저 인도의 창업자는 다른 국가에 비하여 창업에 대해 다소 우호적인 태도
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 창업가정신 모니터 보고서는 창업자들의 창업
결정에 영향을 미친 문화적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각국의 창업자들을 대상으로
다음의 항목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27) △ 최근 창업한 지인을 알고 있
다(창업에 대한 인식, 롤 모델과 멘토에 대한 노출 여부) △ 지역사회에 창업하
기 좋은 기회가 있다(기회의 존재와 그러한 기회를 인지하는 능력) △ 자국에서
창업하는 것이 쉽다(자국의 창업 생태계가 우호적인지 제약적인지 파악) △ 창
업하기 위한 지식, 기술, 경험을 가지고 있다(개인이 자신을 잠재적 창업자로
인식하는지 여부) △ 좋은 창업 기회는 있으나 실패에 대한 두려움으로 창업하
지 않을 것이다 △ 창업자적 능력(특정 분야에 대한 지식이 많아도 사업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수익성 높은 사업 기회를 발견해도 실행하지 않을 것
이다,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혁신적이라고 생각한다, 모든 결정은 장기 커리어
계획의 일부이다).
해당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인도 창업자들은 미국, 중국, 이스라엘, 한국 등의
창업자와 비교하여 창업에 대한 인식, 창업자적 역량, 창업자적 성격 등에 있어
26) Bosma et al.(2020), p. 23, p. 28.
27) Bosma et al.(2020), GEM(Global Entrepreneurship Monitor) 2019/2020 Global Report.
pp. 28-35 참고. GEM 조사는 각국 경제활동 가능 나이의 성인 2,000명 대상 설문조사(APA: Adult
Population Survey)와 전문가의 평가(NES: National Expert Survey)로 구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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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반적으로 높은 응답률과 순위를 기록하였다(표 3-3). 83.1%의 응답자가 좋
은 창업 기회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하였고, 창업하기 쉽다고 생각한 응답자
비중도 80.0%로 50개 국가 중 5위 수준이다. 본인이 창업에 필요한 기술과 지
식을 가지고 있다고 답한 비중도 85.2%로 조사대상 국가 가운데 가장 높다.
한편 인도 청년 5,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2018년) 응답자의
1/3은 창업에 관심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28) 국내외 대기업에 취업하는
대신 창업이나 스타트업에 취업하려는 젊은 고학력자도 늘고 있다는 평가가 있
어29) 젊은 창업자가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다.

표 3-3. GEM 2019/2020 창업과 사회문화적 영향 설문조사 결과
인도
항목

설문조사 질문

%

미국

순위/

%

중국

순위/

%

이스라엘

순위/

%

순위/

한국
%

순위/

adults 50 adults 50 adults 50 adults 50 adults 50
주변에 창업한 사람을 안다 64.4
좋은 창업 기회가 있다고
생각한다
태도와
인식

창업하기 쉽다고 생각한다
창업에 필요한 기술과 지식을
가지고 있다
실패의 두려움으로 창업하지
않는다
창업자적 성격

10 60.9

13 66.2

7

72.6

2

37.1

46

83.1

2

67.2

11 74.9

5

46.0

35 42.9

39

80.0

5

71.2

8

36.2

35 21.6

50 32.4

42

85.2

1

65.5

16 67.4

14 43.3

43 51.7

34

62.4

1

35.1

39 44.7

21 55.4

3

7.1

50

33.3

13 13.7

32 21.4

22 21.2

23 25.7

19

자료: Bosma et al.(2020), Global Entrepreneurship Monitor 2019/2020 Global Report, pp. 198-201 참고하여 정리.

28) World Economic Forum(2018), Here’s what young Indians really want from life. https://
www.weforum.org/agenda/2018/10/here-s-what-young-indians-really-want-from-life
/?_sm_au_=iVV7S1jT0jrq0Zv7KkM6NKsW8f6TG(검색일: 2020. 6. 17).
29) “How IIT graduates are giving up on their dollar dreams for startups and new-age tech
companies”(2019. 12. 15), https://economictimes.indiatimes.com/jobs/how-iit-graduatesare-giving-up-on-their-dollar-dreams-for-startups-and-new-age-tech-companies/art
icleshow/72619287.cms(검색일: 2020. 6.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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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의 급격한 경제성장과 최근 스타트업 시장의 확대로 창업에 대한 우호
적인 시장 환경과 제도적 여건이 조성되었기 때문에 창업에 대한 태도와 인식
이 다른 나라에 비해 긍정적으로 나타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성공적으로
시장에 진입하고 엑시트하여 예비 창업자들이 롤 모델로 삼을 수 있는 스타트업
사례가 늘었다는 사실도 창업에 대한 인도인의 태도에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이와 더불어 인도의 창업가정신에 영향을 미친 사회문화적 요인으로 열악한
환경에서 창의적인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태도를 일컫는 주가드(Jugaad)
정신이 작용했다는 분석도 가능하다.30) 또한 서로 다른 종교, 언어, 문화를 가
진 다양한 집단으로 구성된 인도 특유의 인구와 시장 특징에서 비롯된 다양성
과 개방성이 인도인의 창업가정신을 함양하는 데 기여했을 것으로 보인다.
끝으로 인도의 창업자 또는 예비 창업자는 인도 사회가 안고 있는 빈곤, 환
경, 성차별, 계급 갈등 등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창업을 통한 적극적 문
제해결에 주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은 현상은 빈곤층 아동의 선행교육
(headstart)을 위한 스타트업인 Hippocampus Learning Centres(2010년
설립)이나 저소득층 젊은 여성 근로자들의 디지털 기술 숙련을 목적으로 2012년
세워진 iMerit 등 다수의 스타트업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31)

나. 인도 공과대학교 졸업자 중심의 창업
다음으로 크런치베이스 데이터를 통해 인도 창업자의 특성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본 연구의 분석 범위인 2010~19년 사이 창업한 인도 기반
스타트업 가운데 출신학교, 창업 경험, 근무 경험 등 창업자 관련 정보가 있는
데이터에 대한 분석을 시행하였다. 먼저 창업자의 출신학교에 대한 정보가 있
30) Berger and Herstein(2014), p. 1074.
31) “Solving for India: Five startups tackling social problems”(2016. 7. 5), https://www.forbes
india.com/article/startups-special/solving-for-india-five-startups-tackling-social-pro
blems/43653/1(검색일: 2020. 7.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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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데이터 1,583건을 분석한 결과, IIT 뭄바이, IIT 델리, IIT 카라그푸르, IIM
아마다바드, IIT 칸푸르, 인도비즈니스스쿨(ISB), 비를라 공과대학(BITS) 출신
의 창업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3-1). 인도 스타트업 창업자의 출신학
교 상위 20개는 전부 인도 소재 대학이며, 해외 교육기관으로는 Harvard
Business School과 INSEAD 출신이 각각 11명과 10명씩 확인되었다. 분야
별로는 IIT나 BITS와 같은 공과대학 출신이 다수이며 ISB나 인도경영대학원
(IIM)과 같은 경영대학 출신도 눈에 띈다.32)
인도 IIT 졸업생들은 해당 분야에서 가장 우수한 학생들로 알려져 있으며 이
들은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서로의 사업에 대해 조언하고 투자도 추진하는 것으
로 알려져 있다. IIT 출신 창업자는 구글 CEO 순다이 피차이(IIT 카라그푸르)
등과 같이 글로벌 기업의 CEO가 되거나 창업에 성공한 1세대, IIT 졸업 후 미
국으로 떠났다가 인도로 돌아와 창업한 유턴파 2세대, 토종 인도 창업자로 플
립카트 창업자 사친 반살ㆍ비니 반살(IIT 델리), 조마토 창업자 디핀데르 고얄
(IIT 델리) 등 3세대로 구분할 수 있다.33) IIT와 인도 스타트업 생태계에 대한
논의는 지식 인프라 요소를 서술하는 부분에서 자세히 이어가기로 한다.

32) 인도경영대학원(IIM)은 인도 연방정부가 설립한 경영대학원인 반면, 인도비즈니스스쿨(ISB)은 2001년
IIT 출신 라자트 굽타(Rajat Gupta)가 포춘 500대 회사들과 안드라프라데시 주정부 협력하에 하이
데라바드에 설립한 학교이다. 「[친디아 리포트] 최고 명문대학 명성만큼 비싸다」(2008. 4. 22),
http://weekly.khan.co.kr/khnm.html?mode=view&artid=17350&code=117(검색일:
2020. 6. 17).
33) 「교내 스타트업 1,000개…IIT는 구직자 아닌 IT 기업가 키우는 곳」(2019. 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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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인도 스타트업 창업자 출신학교
(단위: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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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Indian Institute of Technology Delhi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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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Indian Institute of Management (IIM) Ahmedabad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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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Indian School of Business (ISB)

34

Indian Institute of Management Bangalore

29

Birla Institute of Technology and Science, Pilani

29

Indian Institute of Management Calcutta

24

University of Mumbai

23

Indian Institute of Technology Roorkee

22

Indian Institute of Technology Madras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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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ian Institute of Manarement Luck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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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lhi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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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Crunchbase에 창업자의 출신학교 정보가 있는 1,583명 기준임.
자료: Crunchbase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6. 20)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다. 창업 경험이 없는 남성 창업자 중심
[그림 3-2]와 같이 창업자의 과거와 현재의 직업력(business history) 관련,
분석 대상 5,822건 중 71.7%(4,172건)의 창업자가 현재의 창업, 즉 1개의 직
업 경험만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업력이 2건인 경우는 16.8%(981건),
3건인 경우는 6.1%(357건)로 분석되었다. 10건 이상의 직업력을 가진 창업자
는 14명으로 전체의 0.2% 비중이다. 한편 창업자의 창업 경력을 기준으로 보
면 분석 대상의 88.1%가 현재의 창업 경험(1건)만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3-3). 창업 경험이 2회인 경우는 9.6%, 3회인 경우는 1.8%였으며 10회 이상의
창업 경험이 있는 경우는 1건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3-4]와 같이 분석 대상의
83.1%는 종업원으로서의 고용ㆍ근무 경험이 없었고 고용 경험이 1회인 창업자
는 11.7%, 2회는 3.2%, 3회 이상인 경우는 1.2%였다.34) 인도 스타트업 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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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90%는 남성인 반면, 여성 창업자는 전체의 10%에 불과하다(그림 3-5).

그림 3-2. 인도 스타트업 창업자의 업력

그림 3-3. 인도 스타트업 창업자의 창업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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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Crunchbase에 창업자의 과거 및 현재 직업력 정보(건 수)
가 있는 5,822건 기준임.
자료: Crunchbase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6. 20)를 이용
하여 저자 작성.

주: Crunchbase에 창업자의 창업 경력 정보(건수)가 있는
5,822건 기준임.
자료: Crunchbase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6. 20)를 이용
하여 저자 작성.

그림 3-4. 인도 스타트업 창업자의 근무 경험

그림 3-5. 인도 스타트업 창업자의 성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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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Crunchbase에 창업자의 고용/근무 경험 정보(건수)가
있는 5,822건 기준임.
자료: Crunchbase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6. 20)를 이용
하여 저자 작성.

주: Crunchbase에 창업자의 성별 정보(건수)가 있는 5,820건
기준임.
자료: Crunchbase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6. 20)를 이용
하여 저자 작성.

34) 크런치베이스의 벌크데이터 분석으로는 창업자의 과거 및 현재 직업력, 창업이나 근무 경험 등을 건수
로만 파악할 수 있으며, 과거 근무 직장에 대한 자세한 정보(예: MNC 또는 현지기업 여부, 산업 분야
등)를 분류하여 수치화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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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 관련 설문조사나 보고서를 통해 살펴본 인도 스타트업 창업자의 특징
은 다음과 같다. 인도 스타트업 창업자 29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남성 창업자는 86%, 여성 창업자는 14%이며, 이들의 평균 연령은 남성
35세, 여성 37세로 나타났다.35) 전체 응답자의 58%는 석사 학위 이상 취득자
이며 창업자의 출신 도시는 벵갈루루(37%), NCR(16%), 뭄바이(10%) 순이었
다. 응답자의 34%는 한 번 이상의 창업 경험이 있고, 창업자가 2명인 경우가
47%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인도 스타트업 창업자의 66%는 인도 및 글
로벌 시장을 목표로 하며, 30%는 글로벌 시장만을 염두에 둔다고 응답하였다.
한편 2018년 인도 스타트업 현황 보고서36)에 따르면 인도 스타트업 창업자의
57%가 31~45세이며 26~30세 창업자는 20% 비중이다. 엔지니어링과 MBA
전공자가 각각 3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제2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인도의 창업자 중 한 번 이상의 직장 경험이
있는 비중은 16.8%로 한국(9.9%), 중국(6.7%)보다 높고 일본(22.1%), 미국
(20.6%)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벵갈루루의 경우 스타트업 창업자의 52%가 10년
이상의 직장 경력이 있는 경력자들로 이러한 현상은 기술 분야에서 특히 눈에
띈다.37) 벵갈루루 스타트업 창업자의 직장 경력은 평균 11.4년인 반면, 델리와
뭄바이 스타트업 창업자의 경력은 각각 9.3년과 8.6년이다. 경력이 20년 이상
인 창업자의 비중도 벵갈루루에서 14%로 가장 높다.38) 또한 인도 스타트업 창
업자의 48%는 다국적기업(MNC)에서의 근무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는
데39) 이들은 MNC 근무를 통해 쌓은 전문 역량과 글로벌 네트워크를 스타트업
35) 인도 Excubator社에서 실시한 299개 스타트업 대상 설문조사 결과이다. 자세한 내용은 “Startup
nation: Indian startup founders reveal important new trends”(2019. 9. 15), https://econo
mictimes.indiatimes.com/small-biz/startups/newsbuzz/startup-nation-indian-startupfounders-reveals-important-new-trends/articleshow/71129339.cms?from=mdr(검색일:
2020. 6. 17).
36) NASSCOM(2018), p. 59, https://nasscom.in/system/files/secure-pdf/Indian_Start-up_
Ecosystem_2018-Final_Report.pdf(검색일: 2020. 6. 17).
37) “Startup founders with prior experience likely to succeed, says report,” https://yourstory.
com/2020/01/startup-founders-prior-experience-succeed-report(검색일: 2020. 6. 18).
38) Bengaluru Innovation Report(2019), https://www.slideshare.net/W-3one4/bangloreinnovation-report-2019(검색일: 2020. 6.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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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과 사업 운영에 활용할 수 있다.

2. 투자
개인(Angel) 및 엔젤그룹(Angel Group), 벤처캐피털(Venture Capital,
이하 ‘VC’) 및 사모펀드(Private Equity, 이하 ‘PE’)는 스타트업을 성장시키는
데 필요한 자금의 공급 주체이자 투자 생태계 핵심요소이다.
인도의 경우, 타 국가와 비교해 엔젤투자자와 자국의 VC, PE 투자의 비중이
높은 편이다.40) 이들은 인도의 경제성장과 2000년 이후 전 세계에 퍼진 닷컴 붐
과 함께 성장했다. 최근에는 스타트업에 대한 정부의 금융지원도 확대되는 추
세로, 인도 스타트업의 금융 생태계는 △ 개인(엔젤) 투자 △ VC, PE △ 정부로
구성된다고 볼 수 있다.
이번 절에서는 인도 스타트업의 금융 생태계를 구성하고 있는 주체별 특징
과 역할을 상세히 살펴볼 것이다. 이를 위해 인도정부의 통계를 분석하고 다양
한 기관의 보고서를 2차 자료로 활용하였다. VC 및 PE 관련 내용은 인도 벤처
캐피털협회(IVCA)와 베인앤컴퍼니(Bain & Company)가 공동 조사한 “India
Venture Capital Report 2020”, “India Private Equity Report 2020”을
주 자료원으로 활용하였다.41)

가. 상승하는 투자 접근성, 시드머니 중심의 투자
2012~19년 12월 기준 약 7만 9,000개(누적 기준)의 스타트업이 인도에서 탄
39) NASSCOM(2014), p. 8.
40) 2장 투자 유형별 분석 참고.
41) IVCA(www,indiavca.org)는 인도의 주요 벤처캐피털 중 한 곳이며, 베인앤컴퍼니는 세계적인 경영
컨설팅 회사로 내용적으로 가장 신뢰 수준이 높다고 판단해 주 자료로 활용하였다. 이에 크런치베이스를
기준으로 한 2장의 분석과 수치적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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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연평균 17%의 성장률을 보였다. 그중 투자를 받은 스
타트업은 약 6,320개로 전체 스타트업 중 8%를 차지하며, 상승하는 추세를 보
인다(그림 3-6 참고).

그림 3-6. 인도 스타트업 수(누적) 및 투자 수혜 스타트업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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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Bain & Company(2020b), p. 22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투자를 받은 스타트업 6,320개 중 77%는 시드머니 투자에 그쳤으나 나머지
23%는 다음 단계의 투자를 받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시
리즈 A는 858개(13.6%), 시리즈 B는 358개(5.7%), 시리즈 C는 143개(2.3%),
C 이상의 투자를 받은 스타트업은 95개로 약 1.5%의 비중을 차지한다.

그림 3-7. 단계별 투자 비중
(단위: 개, %)
6,320

72,680

투자 실패(92%)

투자 성공(8%)

자료: Bain & Company(2020b), p. 23를 바탕으로 저자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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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개인, 민간, 정부로 이루어진 투자 환경
일반적으로 스타트업 금융 생태계를 이루는 핵심 주체는 엔젤투자, VC 및
PE와 같은 민간 주체와 정부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스라엘과 같은 세계적인
스타트업 선도국가는 다양한 정책을 고안해 창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42) 인도의 경우, 1년 이하의 초기 스타트업은 주로 가족(창
업자 본인 포함)이나 지인으로부터 투자를 많이 받고, 이후부터 3년까지는 엔
젤(그룹)투자 및 벤처캐피털로부터 시드머니 투자를 많이 받는다. 이후 사업이
성숙단계로 진입하는 5년 이상의 스타트업들은 벤처캐피털, 은행, 사모펀드가
주된 자금 공급원이다.43) 아울러 최근에는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주정부가 스
타트업을 장려하기 위한 기금을 마련하거나 투자 규제를 완화하고 투자자를 직
접 연계하는 등 스타트업 생태계를 구성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크런치베이스 통계를 살펴본 결과, 인도 스타트업에 투자한 기관은 약 192개
로 뭄바이(51%, 마하라슈트라주)와 벵갈루루(23%, 카르나타카주)에 집중되어
있으며, 2000년을 기점으로 투자기관이 확대되었고 2015년에만 18개의 투자
기관이 설립되었다. 세콰이어 캐피털 인디아(Sequoia Capital India), 블룸
벤처스(Blume Ventures), 이노벤 캐피털(Innoven Capital) 등이 투자 건수
기준 상위 1~3위를 차지한다.

표 3-4. 인도 주요 스타트업 펀딩 주체
구분

특징

개인(엔젤)

- 초기 스타트업에 주로 투자
- 창업자 본인(가족) 및 지인 등으로 구성되며, 개개인의 엔젤투자자로 이루어진
엔젤그룹으로도 활동
- 벤처캐피털사를 운영하거나 엔젤그룹에 가입해 활동하면서 스타트업에 투자
- 2019년 기준 2,000명 이상의 엔젤투자자가 활동 중

42) 「실패를 용인하는 문화...이스라엘 ‘창업 생태계’ 자양분」(2019. 9. 19).
43) Grant Thornton(2016), p. 18를 참고해 작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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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 계속
구분

특징
- 3년 이하 스타트업의 경우 시드머니 규모를 투자

벤처캐피털
(사모펀드), 은행 등

- 3년 이상의 성숙 단계에 진입한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시리즈 A 이상을 투자하
거나 인수합병 등을 진행
- 뭄바이, 벵갈루루 등에 집중되어 있으며, Sequoia Capital India, Blume Ventures
등이 대표적 투자기관
- (중앙정부) 스타트업에 특화된 모태펀드를 조성, 무드라(Mudra)론을 통한 소규모

정부

자금 지원, 투자 환경 조성 및 규제 완화
- (지방정부) 지방정부별 스타트업 장려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자금 지원

자료: Grant Thornton(2016); Startup India 홈페이지; Crunchbase 통계를 종합해 저자 정리.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인도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자 확대 및 정부의 지원
등을 종합했을 때 인도 금융 생태계는 지속 발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글로
벌 스타트업 생태계 조사업체 ‘스타트업블링크(Startupblink)’가 발표한 자료
2020 스타트업 생태계 순위(100개국 1,000개 도시 대상)에도 인도의 벵갈루루,
뉴델리, 뭄바이, 하이데라바드는 각각 14, 15, 22, 96위를 기록하는 등 스타트
업하기 좋은 환경으로 평가받았다.44)
앞서 인도 스타트업이 투자받은 현황과 금융 생태계를 이루는 주요 주체를
간략하게 구분해보았다. 다음으로 주체별 특징과 스타트업과의 연계성을 중심
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개인ㆍ엔젤 및 엔젤그룹(Angel Group): 새로운 투자 시장 학습 목적
은행과 벤처캐피털 회사는 위험도(Risk)가 높은 소규모, 개인 기업에 투자
하기를 꺼려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개인ㆍ엔젤 투자 자본은 초기 스타트업에 매
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엔젤투자는 크게 2가지 형태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한 개의 스타트업에 자본 지원 및 소유권을 교환하는 형태(pure
44) Startupblink. https://www.startupblink.com/(검색일: 2020. 7.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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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gel)와 다른 하나는 여러 엔젤투자자들이 모여 자본을 구성해 포트폴리오로
투자(super angel)하는 것이다.45)
인도는 1991년 사회주의 경제체제에서 자유주의 경제로의 개혁을 단행했으
며, 이후 괄목할 만한 경제성장 및 높은 교육열, 중산층의 증가로 새로운 세대
의 기업가(기업가정신)가 출현하기 시작했고 이 세대의 많은 기업가가 엔젤투
자자로 부상했다.46)
인도의 대표적인 스타트업ㆍ기업가를 다루는 미디어 플랫폼 중 하나인 Inc42
에 따르면, 엔젤투자의 규모는 일반적으로 100만~3,000만 루피(1,500만~4억
7,000만 원)이며 10년 전 50여 명이었던 인도 스타트업의 개인 투자자는
2019년 기준 2,000명 이상으로 집계되었다. 2014~17년 기준 인도 스타트업
에 투자한 개인 1,777명 중 1,410명이 1개의 스타트업에 투자했고 2개 이상
의 투자를 한 개인 투자자는 192명으로 조사되었다.47)
인도의 엔젤투자 플랫폼인 렛츠벤처(LetsVenture)는 인도 엔젤투자 생태계
를 분석하기 위해 인도 스타트업에 투자한 전 세계의 개인 투자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48) 전체 응답자의 2명 중 1명은 4년 이상의 투자
경험이 있으며, 10명 중 3명은 최근 스타트업 투자에 큰 관심을 가지고 투자하
기 시작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아울러 응답자의 50% 이상은 기술을 미래 변화
의 핵심이라고 생각하며 핀테크(Fin-tech), 에듀테크(Ed-Tech)를 비롯한 새
로운 기술 분야에 대한 높은 관심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인도 스타트업에 투
자하는 이유로는 투자 분야에 대한 학습 및 교육(36%), 수익 기대(32%), 업무
를 더욱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함(32%)으로 나타났다.

45) “How investing groups like Pure angels are re-defining the startup system”(2015. 10. 22),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0. 5. 10).
46) Ramana Rao and Kumar(2016), p. 2.
47) Inc42(2019), “The 42 Most Active Indian Angel Investors Of The Year,”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6. 10).
48) 인도 엔젤 투자자에 대한 별도의 분석이 된 가장 최신의 자료로 판단되어 본문에 활용하였다. 세부 내
용은 “Angel Investment Landscape of India 2018”(LetsVenture 2018) 보고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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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기준 인도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가장 활발한 활동을 한 엔젤투자자
로는 산자이 메타(Sanjay Mehta), 아비쉑 바트와라(Abhishek Bhatewara),
아난드 고빈다루리(Anand Govindaluri), 아눕 마투르(Anoop Mathur) 등이
있으며, 산자이 메타의 경우 100X.VC(벤처캐피털)의 대표로 103개의 스타트
업에 투자했다. 아난드 고빈다루리는 싱가포르 기반의 투자회사인 고빈 캐피털
의 창립자이자 대표로, 디지털 헬스 및 기술 관련 스타트업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인도 엔젤투자자들은 대체로 벤처캐피털 펀드를 운영하는 기업의 대표
혹은 창업자이거나 금융 및 은행 관련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엔젤투자자로
구성된 네트워크 활동도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3-5. 인도의 대표 엔젤투자자(2019년)

구분
산자이 메타
(Sanjay
Mehta)

투자
현황(개)

투자대상

주요 투자 분야

거주
지역

103

LogiNext, Wow! Momos,
FabAlley (exited), Box8,
OYO (Exited),
PrettySecrets, FabAlley

분야 제한 없음

뭄바이

Enterprise Services, Online Travel,
Enterprise Application,
Entertainment Tech, AIㆍBig Data

벵갈
루루

싱가
포르

FalconBrick,

아비쉑
바트와라
(Abhishek
Bhatewara)

9

아난드
고빈다루리
(Anand
Govindaluri)

55

LegitDoc, TravelShelf,
Giscle Systems,
rePurpose, Minocular

Enterprise Services, Online Travel,
Enterprise Application,
Entertainment Tech, AIㆍBig Data

8

Aadhaar API, LegitDoc,
TravelShelf, Giscle
Systems

Consumer Services,
Enterprise Services, Online Travel,
뭄바이
Enterprise Application,
Entertainment Tech, AIㆍBig Data

8

Faaya, LegitDoc,
TravelShelf, Giscle
Systems, rePurpose,
Minocular

Ecommerce, Enterprise Services,
Online Travel,
뭄바이
Enterprise Application,
Entertainment Tech, AIㆍBig Data

아눕 마투르
(Anoop
Mathur)
바라트 반카
(Bharat
Banka)

Meetingsandoffices.com,
LegitDoc, TravelShelf,
Giscle Systems, rePurpose

자료: Inc42, “The 42 Most Active Indian Angel Investors Of The Year,”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6. 10)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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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개인, 엔젤투자자가 모여서 형성한 엔젤그룹에 대해서 살펴보자.
2020년 2월 기준 인도에서 활발한 투자 활동을 하는 엔젤그룹은 30개 이상으로
조사되었다.49) 대표적인 엔젤그룹으로는 인도 엔젤 네트워크(IAN, Indian
Angel Network), 벤처 카탈리스트(Venture Catalysts), 첸나이 엔젤(The
Chennai Angels), 뭄바이 엔젤 네트워크(Mumbai Angels Network), 리드
엔젤 네트워크(Lead Angels Network), 하이데라바드 엔젤(Hyderabad
Angels), 렛츠벤처(LetsVenture) 등이 있다.
그중 ‘인도 엔젤 네트워크(Indian Angel Network, 이하 IAN)’는 400명 이
상의 투자자들이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는 대표적인 슈퍼 엔젤로 평가되고 있
다.50) IAN 투자자들의 투자 성향을 분석해본 결과, 금융 서비스(Financial
Service)(10.55%)에 가장 큰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뒤를 이어
‘엔터프라이즈 솔루션 분석, B2C-Consumer, 딥 테크(Deep Tech), 인터넷,
헬스케어, 교육’ 등으로 나타났다(표 3-7).
IAN의 스타트업 투자 방법은 다음과 같다. 네트워크 회원으로 구성된 위원 회
의를 4~8주마다 소집해 투자 정보, 우려 사항 등을 공유하고 토론해 투자를 결정
한다. 분야별 하위그룹을 구성해 창업자, 거래가치, 구조, 폐업 등에 관한 모든
논의를 주도할 회원을 지명하고, 각 네트워크 회원 개인별로 투자를 결정하기도
한다. 단 2년간 전혀 투자하지 않은 회원은 자격이 박탈될 수도 있다. 2019년
기준 IAN은 Chakr Innovation, Monitra Health care를 포함한 44개의 스타트
업에 16억 루피(원화 약 256억 원)를 투자했다. 분야는 제조업, 클린테크. 바이
오테크, 사이버 보안 등 광범위하며 11건의 엑시트(exit) 실적도 달성했다.51)

49) Inc42(2020. 2. 20), “The 16 Most Active Angel Networks In The Indian Startup Ecosystem,”
https://inc42.com/features/the-17-most-active-angel-networks-in-the-indian-startup
-ecosystem/(검색일: 2020. 7. 10).
50) IAN의 홈페이지는 다음과 같다. https://www.indianangelnetwork.com/how-it-works(검색
일: 2020. 7. 10).
51) “Indian Angel Network invested 160 crore in startups, across 44 deals in 2019”(2019. 12.
24),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0. 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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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6. 인도의 주요 엔젤그룹 개요
그룹명

창립연도 투자 분야

IAN

투자 대상
Wow!Momo, Druva, Box8

2006

제한 없음

2016

제한 없음

CA

2007

제한 없음

MAN

2006

제한 없음 Fitpass, Purplle, Myntra, Ketto

LAN

2014

제한 없음

HA

2012

제한 없음

벤처
카탈리스트

Consure, Faballey Sapience Analytics
BharatPe, Nupay, Blowhorn, Coutloot,
Adurcup, Jumpstart, LenDenClub
Purplle, Chai Kings, Ketto, Gobumpr,
Get My Parking

ShopKirana, AhaTaxis, Planet Hello Verify,
Superheroes, SuprDaily
Indian Money, Zienone, Innovapptive,
Thrillophilia, Healthsutra

투자 실적

본사

140개+

델리

87

뭄바이

50

첸나이

130+

뭄바이

32

뭄바이

38

하이데
라바드

자료: Inc42(2020. 2. 20), “The 16 Most Active Angel Networks In The Indian Startup Ecosystem,” https://inc42.
com/features/the-17-most-active-angel-networks-in-the-indian-startup-ecosystem/(검색일: 2020. 7.
10)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표 3-7. IAN 엔젤투자자의 관심 투자 분야
분야

분야별 투자자 수

비중

농업테크(Agritech)

20

2.11%

머신러닝, 사물통신(Al-ML-M2M)

23

2.43%

B2C- 컨슈머(Consumer)

83

8.76%

딥테크(Deep Tech)

56

5.91%

로봇공학(Devices Electronics Robotics)

40

4.22%

교육(Education)

52

5.49%

에너지 자원(Energy Resources Waste)

28

2.95%

엔터프라이즈 솔루션*(Enterprise Solutions Analytics)

92

9.70%

금융 서비스(Financial Services)

100

10.55%

식량(Food, Hospitality)

40

4.22%

헬스케어(HealthCare)

52

5.49%

인적자원(HR)

14

1.48%

인프라(Infrastructure Security)

15

1.58%

인터넷(Internet)

56

5.91%

생명과학(Life Science Pharma)

16

1.69%

84 • 인도 스타트업 생태계 분석과 정책 시사점

표 3-7. 계속
분야별 투자자 수

비중

물류(Logistics Mobility)

분야

16

1.69%

제조(Manufacturing-Engineering)

44

4.64%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광고

15

1.58%

모바일

32

3.38%

부동산

36

3.80%

서비스

36

3.80%

사회적 영향(Social-Impact)

34

3.59%

통신

28

2.95%

여행

20

2.11%

주: *IT를 활용한 기업 관리(서비스. 물류, 재고 등)를 의미함.
자료: IAN 포트폴리오, http://www.indianangelnetwork.com/portfolios(검색일: 2020. 7. 7)를 바탕으로 저자 재구성.

2) 벤처캐피털 및 사모펀드: 풍부한 스타트업 투자자금 지원
엔젤투자와 더불어 벤처캐피털과 사모펀드는 인도 스타트업의 주요 투자원
이다. 통상적으로 벤처캐피털은 자금력이 약한 벤처기업의 주식을 매수 투자하
는 전문 회사 혹은 그 자본을 의미하고, 사모펀드는 다양한 투자 방식을 사용한
고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제한된 투자자를 모집하여 비공개로 운영하는 회사 혹
은 그 자본을 의미한다. Evalueserve 리서치 기관에 의하면 인도의 벤처캐피
털(Venture Capital)ㆍ사모펀드(Private Equity) 시장은 1996~97년을 기점
으로 조성되어 2000년 이후 크게 성장했다.52) 세계의 이슈가 되었던 ‘Y2K’
문제53)를 해결하는 데 인도가 성공적인 지원을 한 것과 2000년 이후 정보통신
(IT), 통신 및 인터넷 붐(dot com)이 일어나면서 글로벌 비즈니스 거래가 한층
52) Evalueserve, “Is the Venture Capital Market in India Gettiong Overheated?” 온라인 자료(검
색일: 2020. 6. 10).
53) Y2K는 ‘Year two kilo’의 약자로 밀레니엄 버그라고도 불렸는데, 연도의 마지막 두 자리만 인식하는
컴퓨터 시스템에 따라 2000년 1월 1일이 1900년 1월 1일로 설정되어 금융, 의료, 국방 등 전방위 오
류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 사건을 뜻한다. 문제해결을 위해 연관 데이터를 찾아서 수정 및 갱신하거나
하드웨어 시스템을 교체하는 방안이 거론되었으며, 세계 여러 나라의 정부와 기업은 해당 문제를 해결하
기 위해 여러 시도를 하였다. 두산백과, https://www.doopedia.co.kr/doopedia/master/master.
do?_method=view&MAS_IDX=101013000866714(검색일: 2020. 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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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이해졌기 때문이다. 인도는 선진국과 비교해 저렴하고 풍부한 소프트웨어 인
력을 바탕으로 밀레니엄 버그를 처리하는 프로그램(DATE 2000, SOS 2000)
을 전 세계에 제시했고 특히 미국은 해당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인도 기술진을
대거 고용하게 된다. 이를 계기로 세계의 대인도 비즈니스 프로세스 아웃소싱
(BPO: Business Process Outsourcing)도 한 단계 발전하게 되었으며 인도
의 VC/PE 시장의 성장도 동반한 것이다.54)55) 1998~2001년 기준 인도에 투
자된 VC/PE 규모는 약 28억 달러였으나 2002~05년 52억 달러로 성장했으
며, 펀드 수도 50개에서 95개로 증가했다.56)
인도의 벤처캐피털 규모를 살펴보자. 2019년 기준 인도 현지의 벤처캐피털
투자 규모는 100억 달러이며 투자 건수는 750건으로, 2012년과 비교해 투자
규모는 200% 이상 확대되었으며 투자 건수는 64% 이상 증가했다. 2012~15년
은 인도 VC 시장의 성장기로 모디 정부의 ‘스타트업 인디아(Startup India)’,
‘디지털 인디아(Digital India)’와 같은 정책을 포함해 연관 환경이 개선하고
발전함에 따라 새로운 투자자들의 스타트업 투자 확대와 VC 간의 경쟁도 활발
해진 것으로 분석된다. 2016~17년은 그간의 투자 과열에 따른 불확실성 확대
로 투자가 정체, 성숙ㆍ조정기라고 볼 수 있다. 2018~19년에는 페이티엠(Pay
TM/핀테크), 우단(Udaan/B2B 커머스)과 같은 유니콘 스타트업이 대거 탄생
하고 핀테크와 SaaS 분야에 대규모 투자가 발생하면서 인도시장에 대한 투자
자들의 재확신, 긍정론이 부상했다(그림 3-8).57)
다음으로 사모펀드의 경우, Bain & Company(2020a) 자료에 따르면, 인도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두 번째로 큰 투자 시장으로, 2019년 인도의 사모펀드
54) “Y2K-India has Little To Lose And Much To Gain”(2013. 1. 27),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0.
6. 13).
55) Medium. com, Y2K: How a bug helped India solidify its IT Sector, https://medium.com/
@jessicasaini2110/y2k-how-a-bug-helped-india-strengthen-its-it-sector-4753000be4
bf(검색일: 2020. 6. 13).
56) INDIAN VENTURE CAPITAL INDUSTRY, https://shodhganga.inflibnet.ac.in/bitstream/
10603/34742/13/13_chapter5.pdf(검색일:2020. 6. 13).
57) Bain & Company(2020b), p.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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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에는 역대 최대 액수인 약 450억 달러 규모의 투자와 1,053건의 거래가
이루어진 것으로 조사되었다. 2019년 투자 규모는 2018년과 비교해 약 70%
이상 증가했는데, 이는 지난 5년간 평균 투자 규모의 약 110% 이상을 넘어서
는 것이다.

그림 3-8. 인도의 벤처캐피털 투자 총규모(2012~19년)
(단위: 십억 달러/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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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Bain & Company(2020b), p. 6를 바탕으로 저자 재구성.

그림 3-9. 인도에 투자된 사모펀드 금액(2010~19년)
(단위: 십억 달러/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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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VC, 인프라. 부동산, PIPE를 포함한 전체 투자 금액임.
자료: Bain & Company(2020a), p. 11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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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9년 기준 인도 사모펀드 투자의 분야별 비중을 살펴보면, 은행 및
금융 서비스(BFSI: Banking Finance Security and Insurance), 소비자 기
술(Consumer technology), IT 및 ITES는 전체 투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
며, 그 외 핀테크, 마켓플레이스, 전자상거래 등이 핵심 분야로 떠오르고 있다.

그림 3-10. 분야별 투자 비중(2012~19년)
(단위: 십억 달러, %)

전체
기타

분야별

소매
통신
에너지
IT, ITES
부동산,
인프라
소비자
기술
은행, 금융
서비스

자료: Bain & Company(2020a), p. 13를 바탕으로 작성.

표 3-8. 인도 VC/PE 주요 투자기관
기관명(설립연도)

소재지

투자 타입

투자 건수

Sequoia Capital India(2000)

벵갈루루

벤처캐피털

366

Blume Ventures(2011)

뭄바이

벤처캐피털

193

InnoVen Capital(2014)

뭄바이

벤처 대출(Venture Debt)

168

Kalaari Capital(2011)

벵갈루루

벤처캐피털

162

Chiratae Ventures(2006)

벵갈루루

CVC(Corporate Venture Capital)

159

Mumbai Angels(2006)

뭄바이

엔젤그룹

132

Venture Catalysts

뭄바이

인큐베이터

118

Indian Angel Network

뉴델리

엔젤그룹

113

자료: Crunchbase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6. 20)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88 • 인도 스타트업 생태계 분석과 정책 시사점

인도시장의 대표적인 VC/PE 투자기관은 세콰이어 캐피털(Sequoia Capital),
블룸 벤처스(Blume Ventures), 카라리 캐피털(Kalaari Capital), 치라테이
벤처스(Chiratae Ventures), 뭄바이 엔젤(Mumbai Angel) 등이 있으며, 미국
의 테크스타스(Techstars), 엑셀(Accel), 와이 콤비네이터(Y Combinator),
치밍 벤처스(Qiming Ventures, 중국), 텐센트(Tencent Holdings, 중국) 소
프트뱅크(SoftBank, 일본) 등이 대표적인 해외 투자기관이다.

3) 인도정부: 무드라론과 모태펀드를 활용한 직간접 투자 지원
인도 중앙정부 및 주정부는 자금 조성 및 지원, 대출 등 다양한 금융정책을
통해 스타트업의 성장을 장려하고 있다. △ 스타트업 모태펀드(FFS: Fund of
Funds for Start-ups) △ ASPIRE 펀드 △ 무드라론 등이 그 예이며 스타트업
모태펀드는 인도정부의 금융지원제도 중 가장 핵심적인 것으로 본문을 통해 자
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스타트업 모태펀드(FFS)를 살펴보자. 모디 정부는 스타트업 인디아 프
로그램의 일환으로 2016년 1월, 1,000억 루피(약 1조 6,320억 원) 규모의 스
타트업 모태펀드(FFS)58) 조성을 발표했다. 인도 산업무역진흥청(DPIIT)은 모
니터링을 전담하며 인도 중소기업은행(Small Industries Development
Bank of India, 이하 SIDBI)은 이 펀드의 운용 주체로 해당 자금을 인도 증권
거래위원회(Securities and Exchange Board of India, 이하 SEBI)59)에 등
록된 대체펀드(Alternative Investment Funds, 이하 AIFs)60)에 투자해 스타

58) 모태펀드(Fund-of-Funds)는 대상 기업에 대한 직접 투자가 아닌 대상 기업을 위한 투자펀드(투자
조합)에 대한 간접적 투자 방식의 펀드이다. 모태 펀드는 간접 투자 방식이어서 투자자의 전문적 지식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5. 26) 자료를 참고하여 정리.
59) 인도 증권거래위원회는 대체투자 펀드 및 외국 벤처캐피털 등을 승인하는 전담 기관이다.
60) 대체투자란 주식 및 채권과 같은 전통적인 투자 방식이 아닌 사모펀드, 벤처기업, 부동산 등 다른 대상
에 투자하는 방식을 말한다. SEBI 대체투자 펀드는 특정 업종을 선호하거나 엔젤펀드, 임팩트 투자 등
형태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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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업을 지원한다. FFS의 지원을 받은 대체투자 펀드는 지원 규모의 2배 이상을
스타트업에 투자해야 하며, 지원 기간은 12년이다. 어떤 스타트업에 투자할지
는 등록된 해당 펀드 투자위원회에서 결정하며 인도 중앙정부는 거래에 직접
관여하거나 스타트업에 직접 투자하지 않는다(그림 3-11).
2020년 3월 31일 기준 53개의 대체투자 펀드가 존재하며, 약 338개의 스타
트업을 대상으로 358억 루피 규모의 금액이 투자된 것으로 조사되었다.61) 한
국의 경우, 중소벤처기업부는 정부 창업지원금제도로 스타트업에 금융 지원을
하고 ‘도전 K-스타트업’ 같은 창업경진대회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스타트업
선정에도 참여하고 있으나, 인도 중앙정부는 모태펀드는 기금을 민간투자기관
에 분배해 스타트업(창업회사)을 장려하는 형태로 이해할 수 있다.

그림 3-11. 스타트업 모태펀드의 활용 및 투자 절차

• 인도정부, 2016년 1월 스타트업 모태펀드(FFS) 조성 발표
스타트업

스타트업 모태펀드 기금 조성

모태펀드

채널

투자

중앙정부

• 규모: 1,000억 루피(약 1조 6,320억 원)

• 인도 중소기업은행(SIDBI): 펀드의 운용사, SIDBI의 벤처캐피털
투자위원회(VCIC)는 인도 증권거래위원회(SEBI)에 등록된
스타트업 대체투자 펀드를 검토해 지원 여부 결정
*인도 증권거래위원회(SEBI): 스타트업 대체투자 펀드 승인 전담 기관

• SIDBI는 검토 및 승인한 대체투자 펀드와 협약 진행 -> 해당
대체투자 펀드에 자본 지원 -> 스타트업 투자
• FFS 지원을 받은 대체투자 펀드는 지원 규모의 2배 이상을
스타트업에 투자

중소기업은행
대체투자펀드 검토 및 지원

대체투자펀드사
스타트업 검토 및 투자

자료: SIDBI 홈페이지, http://old.sidbi.in/files/FAQ-Fund-of-Funds-for-Startups.pdf(검색일: 2020. 5. 26) 내용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인도 증권거래위원회는 FFS 관련 대체펀드에 대한 지침을 두고 있다. 대체
투자 펀드는 인도 중소기업은행이 지정한 벤처캐피털 투자위원회(Venture
Capital Investment Committee)의 검토를 받은 후 위원회 의견을 바탕으로
61) SIDBI 홈페이지, https://www.sidbivcf.in/en/funds/ffs(검색일: 2020. 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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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중소기업은행에 펀드승인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62)
스타트업 모태펀드 외 인도 중소기업부(Ministry of Micro,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또한 ‘ASPIRE 펀드’라는 펀드를 조성, 인도 중소기업
은행에 운영을 위임해 스타트업과 중소기업 등을 지원하고 있다. ASPIRE 펀드
도 FFS와 동일하게 대체투자 펀드에 지원되며 해당 펀드는 출자금의 2배 이상
을 소상공인, 중소기업에 속하는 스타트업과 창업 초기 단계의 기업에 투자해
야 한다.63)

글상자 3-2. SEBI의 대체펀드 분류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대체투자 펀드는 SEBI의 AIF 카테고리 1에 분류되는데, 해당 카테고리는 스타
트업, 창업 초기 벤처, 소셜 벤처(Social Venture),64) 인프라 펀드65) 등 정부나 정책입안자들이
사회적 혹은 경제적으로 벤처캐피털 펀드로 포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는 분야들로 구성되어 있다.

표 3-9. SEBI 등록 대체투자 펀드 현황
(단위: 천만 루피)

카테고리 I

Commitments raised

Funds raised

Investments made

(출자 약정액)

(조달 금액)

(실투자액)

Infrastructure Fund

12679.18

7758.63

6741.5

Social Venture Fund

1811.24

1003.82

628.31

23793.232

8691.409

6471.386

Venture Capital Fund
(Angel Fund)
SME Fund
Category I Total

542.333

120.99

62.94

38825.985

17574.849

13904.136

인도정부는 규제 완화 및 간소화를 통한 스타트업 생태계 조성에도 힘쓰고 있다. 2018년 인도증
권거래위원회는 빠르게 변화하는 인도 스타트업 생태계를 발전적으로 변모시키고 초기 스타트업의
투자가 용이하도록 대체펀드의 벤처캐피털 펀드(카테고리 I)-엔젤펀드(Angel Fund) 투자 규모를 기
존 5,000만 루피에서 1억 루피로 확대했으며 자금지원 기간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했다. 아
울러, 자사주 매입 및 주식의 실질적 인수 등을 간결화하고 불필요한 내용을 삭제하는 방향으로 검
토하고 있다.66)
자료: SEBI 홈페이지, https://www.sebi.gov.in/statistics/1392982252002.html(검색일: 2020. 5. 26).
62) “How startups can get access to Govt’s Fund of Funds”(2018. 1. 17),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0. 5. 25).
63) http://old.sidbi.in/files/Annexure-Brochure_ASPIRE-Fund.pdf(검색일: 2020. 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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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무드라론을 살펴보자.67) 무드라론(Mudra Loan)도 스타트업을
포함한 소규모 기업 지원을 위한 금융 지원정책으로 인도정부가 강조하고 있
는 제도이다. 무드라론은 2015년 8월부터 시행된 정책으로, Micro Units
Development and Refinance Agency를 의미하며 은행 및 비은행 금융권
자금을 활용해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에 최대 10만 루피까지 지원하는 제도로
지원 규모에 따라 3가지 항목으로 구분하고 있다. 쉬슈(Shishu)는 최대 5만 루피
(80만 원), 키쇼르(Kishor)는 5만~50만(800만 원), 타룬(Tarun)은 50만~
100만(1,600만 원) 루피까지 대출한다.
무드라론은 앞서 살펴본 모태펀드와는 다르게 창업자가 사업계획서와 무드
라론 대출을 위한 정해진 양식을 연관기관에 직접 가서 신청해 지원받는 형태
이다. 무드라론 대출기관은 사업 성격을 검토해 이자 및 총 지원 금액을 결정하
며, 지원액은 루페이(Rupay)라는 인도결제공사 NPCI 전용 카드를 활용해 사
용할 수 있다.

3. 지식 인프라와 인적자본
고등 교육기관, 혁신기반, 연구개발 역량, 지식재산 보호제도 등 이른바 지
식 인프라와 이를 통해 육성되는 우수한 인력은 스타트업, 특히 기술 스타트업
에 있어 매우 중요한 생태계 요소이다. 지식 인프라와 인적자본은 기업가정신
에 바탕을 둔 창업문화 조성, 경쟁력 있는 기술 및 비즈니스 모델 구축과 글로
벌 시장에서의 경쟁우위 확보에 기여하기 때문이다. 이에 본 절에서는 인도의

64) 소셜 벤처는 기업 내 기술과 사업 모형을 통하여 사회 문제 해결과 수익 창출을 함께 달성하고자 하는
기업을 지칭한다. 매일경제용어사전 참고하여 정리,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5. 26).
65) 사회간접자본의 개발 및 건설 사업에 투자하는 펀드를 말한다.
66) “Sebi doubles angel fund investment limit in VCs to Rs 10 crore”(2018. 6. 6), 온라인 기사
(검색일: 2020. 7. 22).
67) 무드라론에 관한 내용은 홈페이지(https://www.mudra.org.in)를 참고하여 작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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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생태계의 중요한 축인 지식 인프라와 인력개발에 관한 제도 및 정책
과 특징을 검토하도록 하겠다.

가. 낮은 GDP 대비 R&D 투자 비중 및 국제적 평가
다음 [표 3-10]은 주요 국가의 R&D 관련 지표를 비교한 것이다. 인도는 고
용인구 1,000명당 1.1명의 R&D 인력을 보유한 반면 한국은 17.6명, 독일은
16.4명, 이스라엘 23.6명이다. GDP 대비 R&D 투자 비중은 인도 0.6%, 중국
2.1%, 미국 2.8%, 이스라엘 4.5%, 한국 4.6%로, 인도는 주요국 대비 그 비중
이 현저히 낮은 편이다. 대부분의 국가는 GDP 대비 R&D 투자에서 기업이 차
지하는 비중이 정부 비중보다 높은 반면, 인도는 미미한 차이이기는 하나 정부
의 R&D 투자 비중이 높다.

표 3-10. 주요국의 R&D 관련 지표 비교

국가명

고용인구 1,000명당

GDP 대비

GDP 대비

GDP 대비

R&D 인력1)

R&D 투자2)

R&D 투자(기업)3)

R&D 투자(정부)4)

(2017, 명)

(2017, %)

(2017, %)

(2017, %)

인도

1.1

0.6

0.2

0.3

중국

5.3

2.1

1.7

0.3

일본

13.7

3.2

2.5

0.3

한국

17.6

4.6

3.6

0.5

이스라엘

23.6

4.5

3.9

0.1

영국

12.9

1.7

1.1

0.1

미국

-

2.8

2.0

0.3

독일

16.4

3.0

2.1

0.4

주: 1) 인도는 2015년, 이스라엘은 2012년 수치임. 2)~4) 인도는 2018년 수치임.
자료: UNESCO, “How much does your country invest in R&D?” http://uis.unesco.org/apps/visualisations/
research-and-development-spending/(검색일: 2020. 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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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인도의 GDP 대비 R&D 투자 비중이 지난 20년간 0.7% 수준을 유지하
고 있다는 점이 더 큰 문제로 지적된다.68) 정부의 R&D 투자는 에너지, 국방,
우주 분야에 치우쳤으며, 민간 기업의 R&D 투자는 전체의 38% 비중에 불과하
다. 제약과 IT 산업의 경우 다른 산업군보다 R&D 투자 규모가 크지만, 국제 평
균보다는 낮다.69) 전 세계 R&D 투자 상위 2,500개 기업 중 중국기업이 301
개인 데 비해 인도기업은 26개에 불과하며, 자동차, 제약, 소프트웨어 분야에
편중되어 있다.70)
2000년 인도의 고등교육 취학률은 9.5% 수준으로 당시 중국(7.6%)보다 높
았으나, 이후 15년 이상 30%를 넘기지 못하고 있다. 2017년 기준 고등교육 취
학률은 한국(94.3%), 미국(88.2%), EU(69.4%), 중국(49.1%) 등으로 나타났
으나 인도는 27.4%에 머물렀다.71)
글로벌혁신지수(2019) 보고서에 따르면 인도는 129개 국가 중 52위로 스위
스(1위), 미국(3위), 한국(11위), 중국(14위), 일본(15위)보다 순위가 낮다. 세
부지표 중 강점으로 평가받은 부문은 △ 과학 및 엔지니어링 졸업자 비중 △ 글
로벌 R&D 기업 △ 내수시장 규모 △ ICT 서비스 수출 비중 등이다.72) 한편 글
로벌경쟁력지수(2019) 조사에서 인도는 68위를 기록하였는데, 숙련인력 관련
지표 특히 노동인력의 재학 기간, 직업훈련 교육의 품질, 활동인구 중 디지털
기술 보유 정도, 숙련인력 확보의 용이성, 교육에서의 비판적 사고(critical
thinking) 등에서 낮은 평가를 받았다.73) 앞서 살펴보았듯이, 인도의 GDP 대
비 R&D 투자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며, 인도의 혁신역량에 대한 국제적

68) “India’s R&D spend stagnant for 20 years at 0.7% of GDP”(2018. 1. 29),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0. 7. 17).
69) “Indian R&D - time to solve the puzzle”(2019. 2. 19).
70) Government of India Ministry of Finance(2018), p. 122, https://ruralindiaonline.org/en/
library/resource/economic-survey-2017-18-volume-i/(검색일: 2020. 7. 17) 재인용.
71) World Bank, School enrollment, tertiary(% gross), https://data.worldbank. org/indicator/
SE.TER.ENRR(검색일: 2020. 7. 17).
72) WIPO(2019), pp. xxxiv-xxxv, 268.
73) World Economic Forum(2019), pp. 278-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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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도 매우 저조한 편이다. 하지만 최근 성장하는 인도 스타트업 시장을 살펴
보았을 때, 통계적 수치에서 드러나지 않은 인도의 지식 인프라와 인적자본 환
경이 존재한다.

나. 다국적기업을 통한 혁신기반 조성
스타트업을 기능하도록 하는 생태계에서 대기업 특히 다국적기업(MNC)이
창업가정신, 멘토링, 액셀러레이팅, 인력 공급, 시장, 투자 등의 측면에서 스타
트업 생태계 조성과 심화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MNC는 인수합병을 통해 스
타트업의 엑시트에도 관여한다. 인도의 경우도 MNC를 통해 창업과 혁신기반
이 조성된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다.
1990년대부터 인도에 MNC들이 본격적으로 R&D 센터를 세웠는데74) 초
기에는 비용 절감이나 글로벌 제품을 인도 현지 사정과 요건에 맞게 개량하는
목적이 컸다. MNC의 R&D 센터를 통해 현지의 연구인력 고용과 연구개발 역
량이 성장하게 되었고, 이는 창업 또는 스타트업의 발판으로 작용하였다.
최근에는 단순 비용 절감보다는 인도의 디지털 기술 수준에 대한 고려와 공
학과 엔지니어링 분야의 우수인력 확보 차원에서 글로벌 R&D 센터가 들어서
고 있다. 현재 인도에 약 1,250개 이상의 글로벌 연구개발 센터가 운영되고 있
으며, 이들은 스타트업 네트워크와 생태계 형성에 기여한 것으로 판단된다.75)
2003~12년 인도 내 21개 글로벌 R&D 센터의 주요 연구 분야는 컴퓨터 공학,
엔지니어링, 수학, 재료공학 등이었으며, 연구 생산성과 연구 영향력이 높은 개
발센터로는 IBM(뉴델리), Texas Instrument, GE, GM, MS(이상 벵갈루루)

74) Subrahmanya(2017b), p. 1750006-9.
75) 1985년 Bangalore에 설립된 Texas Instrument 개발센터를 비롯하여 Motorola, Intel, Adobe,
Cisco, 화웨이 등 2019년 기준 1,250개의 글로벌 개발센터가 인도에 위치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Foundingfuel(2019), “India is an R&D hub for MNCs, Will global protectionism play
spoilsport?”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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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이 있다.76) 벵갈루루 등에 설립된 MNC의 연구개발 센터는 기조성된 인도의
공공 연구기관 클러스터와 협력하며 인도의 혁신기반을 강화하는 데 기여한 것
으로 평가된다.77)
인도에 진출한 글로벌 기업은 스타트업 액셀러레이팅에도 적극적으로 나서
고 있다. MS, SAP Labs, Target 등이 대표적이다. MS가 2012년부터 시작한
스타트업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을 통해 불과 2년 사이 35개의 스타트업이
지원을 받았으며, 코카콜라는 벵갈루루 등에서 가능성 있는 소형 기술기업 발
굴을 위한 팀을 별도로 신설한 바 있다.78) 구글은 2018년부터 Startups
Accelerator India 프로그램을 통해 초기 단계의 스타트업을 선발하여 운영전
략과 마케팅 역량 개발을 지원하고 있다.79) SAP은 2016년부터 SAP Startup
Studio라는 명칭의 1년 과정 스타트업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80)
MS의 경우 4개월간의 스타트업 멘토링 프로그램(Microsoft Accelerator)을
통해 업계 리더, 전문가, 벤처캐피털, 엔젤투자자 등과의 만남을 주선하고
CEO 코칭, 팀 문화 개발, 인력 채용 등을 지원한다.81)

76)
77)
78)
79)

Gupta and Gupta(2014), pp. 290-291.
Subrahmanya(2017a), p. 54.
“MNCs work to accelerate startups in India”(2014. 2. 24).
“Google Opens Applications For 4th Batch Of Startups Accelerator India”(2020), Inc42
(February 24), https://inc42.com/buzz/google-opens-applications-for-4th-batch-of-

startups-accelerator-india/(검색일: 2020. 7. 1).
80) SAP India, SAP Welcomes 16 New Startups to Accelerator Program, https://news.sap.
com/india/2017/04/sap-welcomes-16-new-startups-to-accelerator-program/(검색일:
2020. 7. 1).
81) Microsoft Accelerator, https://www.microsoft.com/en-in/about/empowering-startupsmsaccelerator.aspx(검색일: 2020.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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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상자 3-3. 벵갈루루 혁신기반 조성 사례
Texas Instrument가 벵갈루루에 개발센터를 설립한 이후 벵갈루루는 인도의 실리콘 밸리로 거
듭나게 된다. 이어 국제기술단지(International Tech Park)를 비롯하여 다수의 IT 단지가 조성되면
서 국내외 IT 기업들은 벵갈루루에 활발히 진출하게 되었다. 1990년대 당시에 벵갈루루에 진출한
글로벌 R&D 센터들은 상대적으로 쉽게 확보할 수 있고 저렴한 양질의 R&D 인력을 활용하고자 했
다. 벵갈루루는 글로벌 기업의 R&D 센터, 인도 공공 R&D 센터 및 연구기관들의 협력을 통해 인
도의 R&D 거점 도시로 성장할 수 있었다.
자료: Subrahmanya(2017b), pp. 1750006-7~12 참고하여 정리.

인도가 그간 다국적기업의 연구개발 허브로 자리매김해 온 것은 사실이나,
최근 인도정부의 데이터 보호 관련 정책 방향은 글로벌 연구개발 시설의 추가
진출과 이로 인한 혁신 생태계 발전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자국 내
서버에만 데이터를 저장하도록 하는 인도정부의 입장이 유지된다면 글로벌 기
업들이 보다 자유롭게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다른 국가로 연구개발 시설을
이전하거나 신규 설립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전 세계 산업구조가 데이터 기반
으로 개편되고 있다는 점에서 인도의 데이터 보호주의 기조는 스타트업 혁신
생태계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82)

다. 과학 및 엔지니어링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
앞서 크런치베이스 데이터를 활용해 인도 스타트업 창업자의 출신학교 분석
에서 IIT 출신 비중이 높은 것을 확인한 바 있다. 유사한 연구에 따르면 IIT 델
리와 뭄바이가 지난 20년간 가장 많은 기술 창업자를 배출하였으며, 상위 4개
엔지니어링 대학(IIT 델리, 뭄바이, 카라그푸르, BITS Pilani) 출신 창업자가
인도 전체 창업자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IIT 델리와 뭄바이는 스타트업 허브로

82) Foundingfuel(2019), “India is an R&D hub for MNCs, Will global protectionism play
spoilsport?”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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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하였는데, 2015년부터 IIT 델리, 뭄바이, 카라그푸르 출신이 설립한 스타
트업은 각각 310개, 277개, 258개에 달하며, 같은 기간 BITS Pilani 졸업생은
221개의 스타트업을 창업하였다. 상위 4개 엔지니어링 대학 출신이 창업한 스
타트업 개수는 2000~15년 914개에 불과했으나 2015년 이후 1,066개로 급
증하였다.83)
인도에서 과학 및 엔지니어링 분야의 우수한 전문인력이 양성되고 ICT와 디
지털 관련 산업이 급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 중 하나로 인도공과대학(IIT:
Indian Institutes of Technology)의 역할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인도 스타트업 창업자들의 상당수가 IIT 출신이다. 인도 독립 직
후인 1951년 IIT 카라그푸르를 시작으로 현재는 23개의 IIT가 설립되어 운영
중에 있다. IIT가 과학기술 분야의 혁신과 창업을 주도할 수 있었던 것은 다양
한 학제간(multi-disciplinary) 연구를 장려하고 스타트업 인큐베이션과 산학
연계를 강화하는 IIT의 연구문화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84) IIT는 입학에서
졸업까지 치열한 경쟁 속에서 공학 분야에 특화된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교육기
관으로 자리매김하였다.
모디 정부는 NIT, IIT, IIM 등에 기술 비즈니스 인큐베이터(TBI: Technology
Business Incubators) 설치하여 첨단기술과 아이디어의 사업화를 지원하고
자 한다.85) IIT Mandi, NIT Warangal, IIT Ropar, IIT Patna 등에 설치된
또는 설치 예정인 TBI는 스타트업의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 마케팅, 금융, 법적
자문 및 지재권 보호, 일반 사무 인프라 등 다양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86)
그러나 과학기술 분야의 우수인력 공급에 있어 인도의 경쟁력은 엇갈린 평
가를 받기도 한다. 2019년 발표된 인도 고용가능성 조사에 따르면 인도 엔지니
83)
84)
85)
86)

“IITs in Delhi, Mumbai churn out most tech entrepreneurs”(2019. 9. 16) 재인용.
“IITs: A unique education system model of India that stood the test of time”(2020. 5. 19).
Startup India(2016), p. 22.
National Science & Technology Entrepreneurship Development Board, Technology
Business Incubators, https://www.nstedb.com/institutional/tbi.htm(검색일: 2020. 7. 8);
“Startup India: IIT incubation plans on fast track to boost new business ideas”(2016. 4.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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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의 80%는 지식 경제(knowledge economy)에 적합한 역량을 갖추지 못했
으며, 업계가 요구하는 AI 관련 기술을 보유한 인력도 2.5% 수준에 불과한 것
으로 나타났다.87) 고용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교육 커리큘럼, 산학연계 수준,
학제간 연구 등에 있어 일부 IIT를 제외한 인도의 고등 교육기관이 충분한 교육
기회와 환경을 제공하는지 면밀히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

표 3-11. QS 인도 대학 순위
(단위: 순위)

인도

중국

학교명

순위

학교명

순위

IIT 뭄바이

152

칭화대

16

IIT 델리

182

베이징대

22*

인도과학원(IIS)

184

푸단대

40

*

저장대

54

*

60*

IIT 마드라스

271

IIT 카라그푸르

281

상하이교통대

IIT 칸푸르

291*

중국과기대

89

IIT 루르키

383*

난징대

120*

델리대

474*

우한대

257*

IIT 구와하티

491*

퉁지대

265

하이데라바드대

601-650

베이징사범대, 하얼빈공업대

277*

주: * 표시는 공동 순위임.
자료: QS World University Rankings 2020, https://www.topuniversities.com/university-rankings/worlduniversity-rankings/2020(검색일: 2020. 7. 8).

87) “80% of Indian engineers not fit for jobs, says survey”(2019. 3. 25).

제3장 인도 스타트업 생태계 분석 • 99

표 3-12. QS 인도 MBA 순위
(단위: 순위)

인도

중국

학교명

순위

학교명

순위

IIM 아마다바드

40

CEIBS(중국유럽국제공상학원)

25

IIM 벵갈루루

44

상하이교통대

73

*

ISB

98

Sun Yat-Sen

201*

IIM 캘커타

101-110

-

-

S. P. Jain IMR

151-200

-

-

주: * 표시는 공동 순위임.
자료: QS Global MBA Rankings 2020, https://www.topuniversities.com/university-rankings/mba-rankings/
global/2020(검색일: 2020. 7. 8).

또한 IIT로 대표되는 과학기술 분야를 제외하면 인도의 일반적인 고등교육
은 아직 글로벌 수준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도 있다. 2000년대 초 인도와
중국의 고등교육 진학률, 세계 명문 교육기관 수 등에 있어 큰 차이가 없었으나
이후 중국은 고등교육 분야에서 선전한 반면, 인도는 상대적으로 진전을 이루
지 못했다.88) QS 글로벌 대학 순위 [표 3-11]에 따르면 인도에서 가장 높은 순
위에 오른 대학은 IIT 뭄바이로 152위인 반면 중국의 경우 칭화대가 16위를
기록했다. 인도의 경우 100위권 이내로 평가된 대학이 하나도 없는데 6개의 대
학이 100위 안에 오른 중국과는 대조적이다. 연구역량에서도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데, 중국 대학이 연구성과를 토대로 정부 지원 외에 다양한 출처의 지원을
받아 연구를 지속한 반면, 인도의 경우 정부 지원에만 의존하였으며, 지원 규모
도 적은 수준이라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89)

88) “What India can learn from China’s rise in higher education”(2018. 8. 6), 온라인 기사(검색
일: 2020. 7. 8).
89) Ibid.

100 • 인도 스타트업 생태계 분석과 정책 시사점

라. 산학연계 연구개발과 인큐베이팅을 통한 스타트업 육성
인도정부, 민간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 다양한 스타트업 생태계 주체들은 산
학연계를 통한 인큐베이팅과 액셀러레이팅을 적극 추진하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인큐베이팅(incubating)은 초기 사업화 단계에서 사무실 공
간이나 시설과 같은 하드웨어 측면을 지원하는 활동이며, 액셀러레이팅
(accelerating)은 스타트업의 성장 단계를 지원하는 컨설팅, 멘토링 등 소프트
웨어 차원의 지원을 의미한다.90)

그림 3-12. 인도 스타트업 인큐베이팅 및 액셀러레이팅 주체

다국적기업(MNC)
∙ 예: 구글, SAP,
Cisco 등
∙ 장점: 고급 소프트웨

전문업체
∙ 예: Techstars,
Entrepreneur First
등

어와 시설에 대한 접

∙ 장점: 투자자와 멘토

근성, 기술적인 자문

네트워크에 대한 접

과 멘토링

근성, 근무 공간

교육기관
∙ 예: IIT 등

정부 및 관련 기관
∙ 장점: 연구개발 등에

∙ 장점: 근무환경 지원,

필요한 장비와 시설

교수와 교육 인프라에

제공, 정부정책 수혜

대한 접근성

자료: “Can incubators and accelerators of all stripes help Indian startups achieve escape velocity?”(2019.
1. 31).

먼저 인도 중앙정부는 아탈 이노베이션 미션(AIM) 프로그램을 통해 공공과
민간 분야의 아탈 인큐베이션센터(AIC) 설립과 기존 인큐베이션센터(EIC)의
확대를 위해 AIC당 1억 루피(단 6개 EIC에 총 1억 루피 지원)를 지원하였다. 현
재 13개의 AIC와 6개의 EIC가 해당 지원을 받아 운영 중이다. 주정부 차원에
서도 인큐베이터에 대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내놓고 있다. 우타르프라데시
90) 단 데모데이 여부, 참여 경쟁 여부 등에 따라 인큐베이팅과 액셀러레이팅을 구분할 수는 있으나 현실
에서는 시장 여건에 따라 혼합되어 활용된다. Platum(2014), 「“스타트업… 그게 뭔데?” 헷갈리는 스
타트업 관련 용어, 한 번에 정리하기」, https://platum.kr/archives/21703(검색일: 2020. 7. 15);
「액셀러레이터와 인큐베이터…도대체 뭐가 달라?」(2019. 6. 10)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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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ttar Pradesh)의 경우 인큐베이터를 설치하는 기관에 대해 지방정부가 IT
인프라 비용의 50%를 부담하고(최대 250만 루피), 선발된 인큐베이터는 5년간
운영비용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 학계나 업계 출신의 멘토 고용 지원사업도
시행한다. 구자르트(Gujarat) 정부는 창업과 기술을 위한 국제센터(iCreate)
의 개발과 운영을 지원함으로써 우수한 창업자를 배출하고자 한다. iCreate 센
터는 창업 3년 이하 스타트업의 기술, 혁신, 글로벌 시장 중심의 사업에 대한
인큐베이션을 진행한다. 카르나타카(Karnataka) 정부는 생명과학 분야의 인
큐베이션센터, 모바일 앱 개발에 특화된 혁신센터를 만드는 등 지역 내 특화된
산업의 인큐베이션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또한 민간 파트너와 함께 PPP 형식
으로 AI와 딥 러닝 분야의 스타트업 인큐베이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91)
대학이 스스로 주도한 연구개발 및 인큐베이션 역량 강화 사례도 찾아볼 수
있다. 2010년 IIT 마드라스(Madras, 이하 IITM)는 인도 최초의 대학 주도 연구
단지를 설립하였다.92) 해당 연구단지는 미국의 스탠퍼드, MIT, 하버드 등의 연
구단지를 토대로 구상되었다.93) 기업의 연구개발자, 다국적 연구개발센터, 정부
연구기관, IITM 교수, 스타트업 등 다양한 주체들이 혁신을 위한 연구개발을
진행함은 물론이고 deep-tech 분야의 인큐베이션 셀(incubation cell) 등을
통해 200개 이상의 관련 스타트업을 육성하였다. IITM은 농업기술, 생명공학,
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 특화된 인큐베이팅 역량을 갖추고 있으며, 멘토링과 네
트워킹뿐 아니라 투자유치까지 지원하며 다수의 성공 사례들을 만들었다.94)
이에 인도정부는 IITM의 연구단지를 모델 삼아 7개의 신규 연구단지를 조성하
여 산업계와 학계의 공동 연구개발을 통한 혁신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95)
91) Startup India, Incubation Support, https://www.startupindia.gov.in/content/sih/en/compendium
_of_good_practices/incubationsupport.html(검색일: 2020. 7. 15).
92) IITM Research Park, https://respark.iitm.ac.in/(검색일: 2020. 7. 21).
93) “Here’s how IIT Madras has become a haven for startups”(2017. 11. 24).
94) IITM Research Park Brochure, https://respark.iitm.ac.in/wp-content/uploads/2019/12/
iitm-brouchure.pdf(검색일: 2020. 7. 21); IITM Incubation Cell, http://www.incubation.ii
tm.ac.in/home(검색일: 2020. 7. 21).
95) Ministry of Commerce and Industry(2020), “Features of Start Up India,” https://pib.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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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IIT를 비롯한 인도의 명문대학마다 일종의 창업 동아리와 유사한 형태
로 자발적 비영리 조직인 Entrepreneurship Cell(이하 E-Cell)이 운영되고
있는데 이들은 예비 창업자들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플랫폼을 제공한다. IIT
Bombay의 E-Cell은 아시아 최대 비즈니스 모델 공모전인 Eureka, 글로벌 창
업자 세미나, 스타트업 인턴십 중계 플랫폼, 창업 공모전, 스타트업 서비스 포털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96) IIT Kanpur의 E-Cell은 창업 세미나, TEDx
를 통한 창업 강연, 스타트업 공모전과 멘토링, 스타트업 전문 강좌 등의 서비
스를 제공한다.97) NIT Karnataka는 비즈니스 인큐베이션, 혁신과 역량 훈련
제공, 다양한 창업 생태계 주체와의 네트워킹을 목표로 과학기술 창업단지를
운영하고 있다.98)
다수의 IIT E-Cell들이 연계하여 스타트업 창업을 위한 서비스나 플랫폼을
공동 제작 및 운영하기도 하며, 성공적으로 자리 잡은 E-Cell들은 다른 연구기
관의 신생 E-Cell 설립을 지원하면서 혁신 생태계를 확장해나간다. 일부 사업
에 대해서는 중앙이나 지방정부의 지원을 받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E-Cell
은 학생들과 대학이 주축이 되어 운영하는 자발적인 인큐베이팅 조직이라는 점
에서 주목할 만하다.
인도에 진출한 다국적기업이나 스타트업 인큐베이팅/액셀러레이팅 전문
업체도 인도 스타트업 인큐베이션을 강화하고 있다. 실리콘밸리 기반의
YCombinator(YC)나 구르가온 기반의 인도 액셀러레이터인 GSF와 같은 전
문업체의 인도 스타트업 인큐베이션 실적이 늘어나고 있다. YC는 2020년 기
준 100개 이상의 인도 스타트업을 육성하였으며,99) GSF는 2018년 기준 50개

in/PressReleseDetail.aspx?PRID=1605956(검색일: 2020. 7. 15).
96) IIT Bombay E-Cell, https://www.ecell.in/2019/pages/about.php(검색일: 2020. 7. 20).
97) IIT Kanpur E-Cell, https://www.ecelliitk.org/#about(검색일: 2020. 7. 20).
98) NITK Science & Technology Entrepreneurs' Park, https://step.nitk.ac.in/about.html(검
색일: 2020. 7. 20).
99) YC’s First Virtual IIT Tour, https://blog.ycombinator.com/ycs-first-virtual-iit-tour/(검
색일: 2020. 10.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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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인도 스타트업을 지원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100) 특히 YC는 인도시장
에서 지난 2~3년간 각 배치당(batch) 5~10개의 스타트업만을 발굴하여 육성
하였는데, 최근 들어 그 수가 늘어나는 추세다. 실제로 2020년 1월 YC는 액셀
러레이팅을 위한 26개의 인도 스타트업을 선발한 바 있다.101) 한편 미국의 액
셀러레이터 기업인 Techstars도 2019년 인도시장에 진출하였다.102) 앞서 살
펴본 바와 같이 구글, MS 등 글로벌 기업들도 인도 스타트업 발굴 및 육성 프로
그램을 지속 운영하고 있다. 인도 스타트업 시장이 확대되고 세계적인 유니콘
이 다수 배출되면서 인도 스타트업 인큐베이션에 대한 글로벌 기업의 관심이
확대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인도의 스타트업 인큐베이션(또는 액셀러레이션)
생태계는 정부, 다국적기업, 인큐베이팅 전문 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 여러 주
체의 상호작용을 통해 활성화되었다. 이는 인도 스타트업의 성장 가능성과 잠
재력에 투자하려는 시장의 원리뿐 아니라 스타트업 인디아를 비롯한 정책적 지
원의 성과라고 평가할 수 있겠다.

마. 해외로 진출한 전문인력의 국내 유입
해외로 나갔던 소프트웨어나 IT 전문인력이 인도 국내 산업계 및 창업 시장
으로 다시 유입되는 역(逆)두뇌 유출 현상이 심화되었다는 사실에도 주목할 필
요가 있다. 실제로 1990년 이후 인도정부는 해외로 진출한 우수인력의 국내 귀
환을 장려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 및 프로그램을 추진하였다.103) 예를 들어 국
100) GSF Accelerator, India’s leading Accelerator Program, announces investments in four
Startups, https://www.technologyforyou.org/gsf-accelerator-indias-leading-acceleratorprogram-announces-investments-in-four-startups/(검색일: 2020. 10. 8).
101) “Y Combinator doubles India bets, selects 26 startups”(2020. 1. 15).
102) Techstars First Accelerator in India: Announcing the Inaugural Class, https://www.tech
stars.com/newsroom/techstars-first-accelerator-in-india-announcing-the-inaugural
-class(검색일: 2020. 10. 8).
103) Singh and Krishna(2015), pp. 306-316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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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 거주자 지식교환 프로그램(TOKTEN), 박사후 과정 지원 프로그램(SERB
National Post-Doctoral Fellowship), 라마누잔 펠로십(Ramanujan
Fellowship) 등이 있다.104) 또한 재외 인도인의 교류를 촉진하고 특히 젊은 재
외 인도인에게 인도의 발전상을 공유하는 목적으로 운영되는 Know India와
같은 프로그램도 있다.105)
1990년대를 지나 2000년대 들어 인도경제가 급격히 성장하고 비즈니스 기
회가 늘어남에 따라 해외로 진출했던 인도의 전문가나 고학력 인재들이 고국으
로 돌아갈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인도 공공 연구
기관이나 글로벌 기업의 연구개발 센터들이 인도 주요 도시에 설립되면서 IT,
생명공학 등의 혁신 생태계가 상당 수준 성숙하게 되었고, 이는 고급 지식과 역
량을 보유한 인도인들의 귀환에 큰 유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106) 최근에
인도의 우수인력들이 진출했던 일부 선진국에서 보호주의 노선을 취하며 이민
자에게 다소 비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된 점도 이러한 변화에 영향을 미친 것으
로 보인다.107)

4. 정부
한 국가 또는 도시의 스타트업 생태계 조성에 정부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데,
이는 스타트업 생태계의 필수적인 요소인 스타트업 인프라 조성, 인센티브 제도
마련, 자금 조달 등이 상당 부분 정부의 참여를 기반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104) “India likely to benefit from TOKTEN programme the most”(2013. 8. 1); Science and
Engineering Research Board, ‘National Post Doctoral Fellowship,’ http://www.serb.gov.
in/npdf.php(검색일: 2020. 7. 5); Science and Engineering Research Board, ‘Ramanujan
Fellowship,’ http://www.serb.gov.in/rnf.php(검색일: 2020. 7. 5).
105) Know India Programme For Young Overseas Indians, https://kip.gov.in/(검색일: 2020.
7. 5).
106) Singh and Krishna(2015), pp. 306-316 참고.
107) “Overseas Indians return in search of better jobs and to escape protectionist
regimes”(2017. 10. 23)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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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발표하는 전 세계 스타트업 생태계 보고서를 발표하는 Startup Genome에
서 각 국가의 스타트업 생태계를 평가하는 항목에는 인프라(Infrastructure),
시장 접근성(Market Reach), 연결성(Local Connectedness)이 포함되는데,
이 항목들은 스타트업 생태계 조성에 있어서 정부의 역할이 필수적임을 의미한다.
최근 인도정부는 제조업 육성을 필두로 국내 산업 성장을 적극적으로 장려
하는 한편, 자본 유입 및 기술이전 등을 목적으로 해외직접투자도 적극적으로
유치 중이다. 2014년 취임하고 최근 재선을 통해 2기에 접어든 모디 정부는 적
극적인 국내 제조업 육성정책인 ‘메이크 인 인디아(Make in India)’ 정책과 함
께 스타트업 인디아로 대표되는 창업 육성전략을 펼치고 있다.
2020년 6월 기준 인도는 전 세계 IT 소싱의 약 55%를 차지하는 등 전통적
으로 IT 산업 특히 소프트웨어 분야의 높은 경쟁력을 지닌 것으로 평가되는
데,108) 이러한 배경에는 1980년대 말부터 추진된 ‘소프트웨어 파크(STP:
Software Technology Park)’ 설립 등 정부 차원의 IT 산업 지원정책이 있다.
2012년에는 창업 및 중소기업 지원정책(PRISM: Promoting Innovations in
Individuals, Startups and MSMEs)도 도입되었는데, 녹색기술, 청정에너지,
상하수도 등의 중점 육성 분야를 선정, 관련 기술 및 아이디어를 보유한 개인에
게 창업자금을 지원하고 연구개발 및 상업화 과정을 일부 지원하도록 하였다.
이 정책은 인도 제12차 5개년계획(2012~17년)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이어서 2014년 모디 총리의 메이크 인 인디아(Make in India) 이니셔티
브109)는 인도를 제조업 강국으로 발돋움시키고자 추진된 정책이며, 2018년에
는 인도정부는 자동차, 제약, 친환경에너지 등 10개 중점 육성 분야를 발표하
는 등 제조업 육성정책을 주요 산업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다.110)
108) IBEF, “IT & BPM Industry in India,” https://www.ibef.org/industry/information-technology
-india.aspx(검색일: 2020. 7. 5).
109) “Look East, Link West, says PM Modi at Make in India launch”(2014. 9. 25), 온라인 기사(검
색일: 2020. 7. 5).
110) “Make in India 2.0 to focus on 10 champion sectors: Economic Survey”(2018. 1. 29), 온
라인 기사(검색일: 2020. 7. 5).

106 • 인도 스타트업 생태계 분석과 정책 시사점

2015년 8월 모디 총리가 “스타트업 인디아, 스탠드업 인디아(Start-up
India, Stand up India)”의 구호를 통해 인도 내 스타트업 육성정책 추진 의지
를 밝힌 이후, 2016년부터 인도정부는 본격적으로 스타트업 육성정책을 시행
하기 시작하였다. 2015년의 해당 연설에서 모디 총리는 인도 내 12만 5,000여
개 은행지사가 각 1개 이상의 스타트업 창업 지원 전용 펀드를 만들어 운영하
도록 하였다.111)
인도정부는 나아가 2017년 8월 외국 VC 투자(Foreign Venture Capital
Investor)의 인도 투자 한도를 100%로 변경함으로써 인도 스타트업에 더욱 활
발한 투자가 유입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112)
스타트업 인디아(Start-up India) 정책과 관련한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내용
으로는 대표적으로 행정적인 지원 및 세제 혜택을 들 수 있다. 앞서 모디 정부
는 스타트업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1,000억 루피(약 15억 달러)의 스타트업 기
금을 조성하기로 발표한 바 있으며, 매년 250억 루피를 4년에 걸쳐 투자하기로
하였다. 기본적으로 스타트업은 3년간 법인세, 재투자한 자본이득세를 면세받
을 뿐만 아니라 해당 기간 「노동법」 및 「환경법」 9개 법률 준수 관련 감사가 면
제되고, 기업등록 또한 자율인증으로 대체 가능하다. 특허출원 비용은 80% 감
면되며 특허심사에 대해서도 패스트트랙 지원을 받을 수 있다.113)
2016년 1월 발표된 ‘스타트업 실행계획(Start-up Action Plan)’에는 정부
차원의 스타트업 지원정책의 구체적인 사항이 제시되었는데, 구체적으로는
△ 행정절차 간소화 △ 자금 지원 및 인센티브 △ 산학연계 및 인큐베이터 시스
템 등 3개의 유형별로 각기 세부적인 지원내용을 담고 있다.
111) “Entrepreneurs give thumbs up to PM Narendra Modi’s startup India mission”(2015. 8.
16),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0. 7. 5).
112) “FDI consolidated policy includes startups, allows 100% foreign venture capital
funds”(2017. 8. 28),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0. 7. 5).
113) Startup India Action Plan(2016), p. 9, https://www.startupindia.gov.in/content/dam/
invest-india/Templates/public/Action%20Plan.pdf(검색일: 2020. 6. 4); Department for
Promotion of Industry and Internal Trade, SIPP, pp. 13~17, https://dipp.gov.in/sipp(검
색일: 2020. 1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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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스타트업 관련 규제 완화와 행정절차 간소화
스타트업 지원과 관련하여 인도정부는 먼저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행정절차
를 간소화하여 신생 스타트업의 부담을 줄이는 여러 제도를 도입하였다.
먼저 자기인증제도는 각종 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할 경우 각 스타트업
이 이를 스스로 인증 처리하도록 함으로써 스타트업의 부담을 덜도록 하는 제
도이다. 스타트업은 이 제도를 통해 6개의 「노동법」 및 3개의 「환경법」 등 총 9
개의 법률에서 정하는 인증 기준에 대하여 자기인증 또는 완화된 정부 감사를
받을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 「노동법」 중에서는 「근로자보험법」상 규정, 퇴직
급여 적립금에 대한 법률상 규정 등이 포함되며 「환경법」 중에서는 「수질오염
방지법」, 「대기오염방지법」 등이 포함된다.
인도정부는 스타트업 지원 전담조직인 스타트업 인디아 허브(Startup India
Hub)를 신설하고 △ 중앙 및 지방정부, 벤처캐피털(VC), 엔젤투자자, 인큐베
이터 등 시장 참여 주체와의 원활한 협업 지원 △ 스타트업의 성장 과정별 맞춤
지원 △ 멘토십 프로그램 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모바일 애플리
케이션 등 스타트업만을 위한 온라인 전용 플랫폼을 통해서는 기업의 등록뿐만
아니라 각종 양식 제공, 신청 건의 진행 상황 열람 등 스타트업 운영에 필요한
여러 서비스가 제공된다. 이러한 온라인 전용 플랫폼의 일환으로 ‘스타트업 인
디아 포털(Startup India Portal)’도 운영되고 있는데, 이 포털은 5만 8,900개
이상의 스타트업이 274개의 인큐베이터, 490개 이상의 멘토, 113개 이상의
투자자, 115개 이상의 액셀러레이터 및 40개 이상의 정부기관과 이 포털을 통
해서 연결되고 있다고 소개하고 있다.114) 아울러 인도 산업무역진흥청(DPIIT)
은 해당 서비스의 운영이 개시된 2016년 4월부터 2020년 5월까지 40만 명 이
상의 사용자가 등록하였고 700만 이상의 조회 수를 기록했으며 3만 2,304개
의 스타트업이 등록을 마쳤다고 발표하였다.115)
114) DIPP(2019), p.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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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 특허등록이 스타트업의 중요한 경쟁력이 되는 만큼, 정부 차원의 특
허 관련 지원제도도 마련되어 있다. 먼저 스타트업을 위한 IPR 보호제도(SIPP)
는 스타트업이 가진 혁신과 기술을 지재권으로 보호하고 상업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특허 전문업체가 스타트업에 대한 자문, 특허 관련 서류 작
성, 심사 결과 대응 등을 지원하고 해당 비용은 정부가 지원한다. 해당 제도는
시범 사업으로 도입되었으나 2023년까지 연장되었다. 그 외에도 인도정부는
특허출원 비용의 80%를 지원(환급 방식)해주거나, 특허 심사 패스트트랙
(fast-track) 제도도 도입하였다.116) 인도 산업무역진흥청(DPIIT)은 2020년
1월까지 총 2,785건의 특허출원 건에 대해 출원 수수료의 80% 리베이트를,
5,494건의 상표 출원 건에 대해서는 출원 수수료의 50% 리베이트를 지급하였
다고 밝혔다.117) 한편 인도정부는 2016년 국가 지재권 정책(National IPR
Policy)118)을 발표한 데 이어 특허, 디자인권, 상표권 등에 대한 전산화 시스템
을 도입함으로써 창의적인 상품이나 아이디어를 가진 개인과 기업, 특히 스타
트업의 지재권 보호 기반을 조성하고자 하였다.119)
스타트업에 대한 정부조달이 더욱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관련 규정도 보완하
였는데, 구체적으로는 조달시장의 참여 자격 중 ‘과거 계약 이력’ 조항을 삭제
하는 한편 중앙 및 지방정부의 조달계약 중 최소 20%를 중소기업(Micro
Small & Medium Enterprise)과 체결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2015년 4월)
115) DIPP(2020), p. 3.
116) Startup India Action Plan(2016), p. 9, https://www.startupindia.gov.in/content/dam/
invest-india/Templates/public/Action%20Plan.pdf(검색일: 2020. 6. 4); Department for
Promotion of Industry and Internal Trade, SIPP, https://dipp.gov.in/sipp(검색일: 2020.
11. 24); Scheme for facilitating startups intellectual property protection(SIPP), https://
ipindia.gov.in/writereaddata/Portal/News/323_1_Scheme_for_facilitating_start-ups.
pdf(검색일: 2020. 11. 24).
117) DIPP(2020), p. 4.
118) National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Policy(2016), https://dipp.gov.in/sites/default/files/
national-IPR-Policy2016-14October2020.pdf(검색일: 2020. 7. 5).
119) 한국무역협회, 「지재권 보호 강화를 위한 인도 정부의 노력」, https://www.kita.net/cmmrcInfo/
cmmrcNews/cmmrcNews/cmmrcNewsDetail.do?pageIndex=1&nIndex=53636&sSiteid
=2(검색일: 2020.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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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마지막으로 스타트업의 파산과 관련된 행정적 지원도 강화하였다. 2015년
12월 제정된 「채무불이행 및 파산에 관한 법률(The Insolvency and
Bankruptcy Bill 2015)」에서는 파산절차에 도입한 스타트업의 기업 청산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패스트트랙 조항을 규정하고 있다.
표 3-13. 인도 스타트업 지원 세부제도(1): 행정절차 간소화
지원항목
자기인증제도
스타트업 지원 전담조직 신설

세부 내용
스타트업에 대해 노동 및 환경법 이행 관련 자기인증 허용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조직인 Startup India Hub 신설 및 운영

온라인 플랫폼 지원

스타트업을 위한 전용 온라인 플랫폼(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 지원

특허등록 관련 지원

특허출원 비용 지원, 특허 심사 패스트트랙

정부조달 지원

스타트업에 대한 정부조달이 용이하도록 지원

파산절차 지원 및 간소화

스타트업의 매각 및 파산 시 행정절차 간소화

자료: Startup India(2016), pp. 6-26.

나. 정부 출처자금 지원 및 세제 혜택 강화
인도정부는 자금 지원 및 세제 혜택과 관련해서도 다양한 지원제도를 구축
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우선 인도정부는 스타트업 육성을 목적으로 대규모 모태
펀드를 조성하였다. 모태펀드의 규모는 매년 250억씩 4년간 1,000억 루피(약
13억 달러)에 달한다. 이 모태펀드는 간접적인 형태의 투자재원 공급방식으로,
인도 증권거래위원회(SEBI)에 등록된 벤처캐피털(Venture Capital)이 참여
하는 투자 건에 대해 최대 50%까지 투자재원을 공급할 수 있다.120) 또한 모태
펀드 조성에는 생명보험사(Life Insurance Corporation)도 참여할 수 있도
록 하였으며, 모태펀드는 제조업, 농업, 보건, 교육 등 다양한 산업에 걸쳐 투자
재원을 공급하도록 규정하였다.

120) Startup India(2016), pp.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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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신용보증기금(Credit Guarantee Fund)도 설립, 신용도와 담보능
력이 부족한 스타트업의 채무를 보증하여 스타트업이 필요로 하는 자금 융통이
더욱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담당 기관은 인도 중소기업은행(SIDBI) 산
하의 신용보증 신탁회사(NCGTC)로, 인도정부는 관련 예산으로 4년간 50억
루피(약 6,600만 달러)를 책정했다.121)
한편 인도정부는 스타트업 투자가 보다 활발히 이루어지도록 관련 세제 혜
택을 마련하였는데, 우선 일정 조건을 만족한 투자자에 대해 스타트업 투자를
통해 발생한 자본소득에 대해 세금면제를 제공한다. 또한 각 스타트업에 대해
3년간 소득세를 면제함으로써 창업 초기의 수익성을 높이도록 하였다.

표 3-14. 인도 스타트업 지원 세부제도(2): 자금 지원 및 세제 혜택
지원항목

세부 내용

모태펀드 설립

대규모 모태펀드 조성을 통해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투자재원 공급

신용보증 지원

신용보증기금(Credit Guarantee Fund)을 통한 신용보증 제공

세금면제: 자본소득 관련 투자자 자본소득에 대한 세금면제
세금면제: 소득세 관련
세금면제: 투자금 관련

3년간 소득세 면제
소득세법(Income Tax Act, 1961) 관련, VC 펀드(venture capital funds)
및 인큐베이터(incubators)는 투자금 일부에 대해 과세 제외

자료: Startup India(2016), pp. 6-26.

다. 지식 인프라 조성, 산학연계 프로그램, 인큐베이터
설립 지원
2016년 발표된 스타트업 인디아 행동계획122)에는 △ 혁신 공모 프로그램
(Atal Innovation Mission 등) △ PPP 형태의 인큐베이터 강화ㆍ확대 △ 국
121) Ibid.
122) Startup India Action Plan(2016), https://www.startupindia.gov.in/content/dam/investindia/Templates/public/Action%20Plan.pdf(검색일: 2020. 6.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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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대학에 혁신센터 조성(스타트업 센터 13개, 기술 비즈니스 인큐베이터 18
개) △ 인도 7개 공과대학123)에 연구단지 조성(학계ㆍ업계 간 인큐베이션과 공
동 연구개발 환경 조성) 등 지식 인프라 관련 정책 및 제도가 포함되어 있다.
아울러 인도정부는 스타트업 생태계가 빠르게 발전ㆍ조성될 수 있도록 다양
한 프로그램을 구상하였는데, 이 중 아탈 이노베이션 미션(Atal Innovation
Mission)으로 불리는 프로그램은 기업가 육성 촉진과 스타트업 혁신 촉진 등
2개 부분에 대한 지원을 통해 인도 내 스타트업 생태계가 고속 성장할 수 있도
록 하고 있다.
또한 인재개발부의 Innovation cells(2018)124) 프로그램은 고등 교육기관
의 혁신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출범하였다. 해당 프로그램은 △ 혁신
동아리 네트워크 △ 혁신 성과에 대한 순위 선정 △ 스마트 인디아 해커톤
(Smart India Hackathon)(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오픈 이노베이션) △ 학생
창업 스타트업 육성을 목표로 하는 국가 학생 스타트업 정책(NSSP) 등으로 구
성된다.125) 한편 인도정부는 기존의 NSSP를 개정한 고등 교육기관을 위한 국
가 혁신 및 스타트업 정책(2019)126)을 통해 고등 교육기관의 혁신역량을 강화
하여 스타트업 창업과 이들의 상업적인 성공으로 이어지게 지원하기 위한 정책
방향 및 고려해야 할 요소를 제시하였다.127)

123) IIT Guwahati, IIT Hyderabad, IIT Kanpur, IIT Kharagpur, IISc Bangalore, IIT Gandhinagar,
IIT Delhi.
124) Ministry of Human Resources Development, MHRD’s Innovation Cell, https://www.mic.
gov.in/About_MHRDnnovation.php(검색일: 2020. 4. 23).
125) Press Information Bureau Government of India(2018), Innovation Cell and Atal Ranking
of Institutions on Innovation Achievements(ARIIA) launched by M/o HRD to foster
culture of innovation in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 https://www.education.gov.in/
sites/upload_files/mhrd/files/PR_ARIIA.pdf(검색일: 2020. 4. 23).
126) Ministry of Human Resources Development, National Innovation and Startup Policy
2019 for Students and Faculty, A Guiding Framework for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
https://mic.gov.in/assets/doc/startup_policy_2019.pdf(검색일: 2020. 4. 23).
127) 예컨대 스타트업에 우호적인 교육 인프라 및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고등교육 기관에 사전 인큐베이션
(pre-incubation), 인큐베이션(incubation), 액셀러레이션(acceleration)을 지원하는 별도의 조직
운영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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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상자 3-4. 아탈 이노베이션 미션(Atal Innovation Mission) 프로그램
아탈 이노베이션 미션(AIM: Atal Innovation Mission)의 목표는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프로그램과
정책을 개발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협력 플랫폼을 제공하는 데 있다.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혁신 연구시설의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Atal Thinkering Labs)과 고등 교육기관, 민간기업, R&D 연
구소 등에 인큐베이션센터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Atal Incubation Center)이 있다. 이외에도 △ 혁신
기술의 상품화와 상업화를 지원하는 사업(Atal New India Challenge) △ AIM 세부 사업에 참여
하는 학생 및 스타트업에 대한 멘토링 △ 저개발된 지역사회의 혁신 생태계 조성사업(Community
Innovation Center) △ 중소기업을 위한 연구 혁신 프로그램(ARISE) 등이 운영 중이다.

그림 3-13. 아탈 이노베이션 미션 구성요소
1) 프로그램 구성

2) 혁신 단계별 프로그램
아이디어

문제인식,

솔루션 기술

연구

설계구상

개발 및 POC

파일럿

생산

대규모 활용

Atal Thinkering Labs/Mentor India
Atal/Established Incubation Centres

Atal New India Challenge
Atal Community Innovation Centres
Atal Research & Innovation for
Small Enterprises

자료: Atal Innovation Mission Brochure, https://aim.gov.in/AIM_Brochure.pdf(검색일: 2020. 7. 1).
자료: ATAL Innovation Mission, https://aim.gov.in/overview.php(검색일: 2020. 5. 14)를 토대로 저자 정리.

한편 인큐베이터 조성 지원과 관련된 지원제도로(표 3-15), 정부는 민관합동
사업(PPP) 형태로 인도 전역에 인큐베이터 시스템 조성을 추진함으로써 스타
트업 생태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별도 지원제도를 신설하였다. 구체적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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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운영 중인 기관에 총 35개 인큐베이터를 설립하도록 지원(중앙정부 40%
+ 주정부 40% + 민간 20%)하며, 민간부문 자체적으로도 35개의 인큐베이터
를 신규 설립하도록 지원(중앙정부 최대 50%)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128)
대학 등 국가연구기관에 ‘이노베이션 센터’를 다수 설립함으로써 스타트업
및 기술창업을 돕는 지원제도도 마련되었다. 이노베이션 센터는 총 31개가 설
립될 예정으로, 이는 13개의 ‘스타트업 센터’와 18개의 ‘테크놀러지 비즈니스
인큐베이터(TBIs)’로 구성된다. 인도 산업무역진흥청(DPIIT)에 따르면, 2020년
3월 기준 총 11개의 비즈니스 인큐베이터(TBIs)에 대해 약 4억 2,000만 루피
의 지원금이 승인되고 이 중 약 2억 루피가 TBI에 지급되었다고 밝혔으며, 총
15개의 스타트업 센터가 인적자원개발부와 과학기술부에 의해 공동 설립을 마
쳤다고 발표하였다.129)
또한 인큐베이션과 산학 간 공동 연구개발(R&D) 활성화를 위해 하이데라바
드 인도공과대학(IIT-Hyderabad), 델리 인도공과대학(IIT-Delhi) 등 7개 대
학에 스타트업 연구단지(Research Park) 설립도 추진되었다. 이 계획에 따라
현재까지 인도과학원(IISc: Indian Institute of Science) 1곳과 인도공과대
학교(IIT: Indian Institute of Technology) 7곳 등 총 8곳에 연구단지
(Research Park)가 조성을 마쳤으며, 2019년 9월까지 57억 5,000만 루피의
지원금이 승인되었고 이 중 약 25억 루피가 지급되었다고 발표되었다.130)
이와 더불어 생명공학 분야의 스타트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정책도
마련되었는데, 이는 인도 생명과학부(Department of Biotechnology) 주도
로 2016년부터 매년 300~500건, 2020년까지 총 2,000건의 생명공학 분야
스타트업 창업을 촉진하는 계획을 담고 있다.131)
한편 스타트업 생태계 및 창업문화 조성을 위한 ‘학생참여 프로그램’도 마련
128)
129)
130)
131)

Startup India(2016), pp. 19-21.
DIPP(2020), p. 13.
DIPP(2020), p. 14.
Startup India(2016), p.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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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으며, 기업들의 창업 초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인큐베이터 중 우수 인큐베
이터를 선정하고 지원하는 프로그램인 ‘Incubator Grand Challenge’도 운
영하였다.
인도정부는 스타트업의 지식 인프라 관련 사업과 더불어 직업능력 개발과
창업가정신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도 전개하고 있다. 2015년 발표된 직업능력
개발과 창업가정신을 위한 정책은 창업자 교육이나 창업을 위한 멘토링 실시는
물론이고 창업가정신을 고취하기 위한 문화적 전환이나 취약계층의 창업가정
신을 촉진하는 방안을 강조한다. 해당 정책을 토대로 예비 창업자를 교육하고
멘토나 인큐베이터와의 네트워킹을 지원하고 취약계층이나 여성의 창업을 장
려함으로써 스타트업 생태계 발전에 필수적인 양질의 인력 양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132)

표 3-15. 인도 스타트업 지원 세부제도(3): 산학연계 및 인큐베이션 지원
지원항목
스타트업 행사 개최

세부 내용
매년 1회씩 국내/국제단위 스타트업 행사 개최로 교류 촉진

기업가 육성 스타트업 혁신 촉진 아탈 이노베이션 미션(AIM)을 통한 스타트업 생태계 성장 촉진
인큐베이터 시스템 조성 지원 민관합동사업(PPP) 형태로 인큐베이터 시스템 조성 추진
이노베이션 센터 지원
연구단지 설립

31개 이노베이션 센터 설립 지원(13개 스타트업 센터, 18개 테크놀로지
비즈니스 인큐베이터(TBIs))
7개 대학 내 스타트업 연구단지 설립

유망산업 집중 육성

생명공학 분야 창업 지원

학생참여 프로그램

이노베이션 코어(Innovation Core), 챌린지 프로그램인 NIDHI(National
Initiative for Developing and Harnessing Innovations) 등 운영

우수 인큐베이터 선정

10개 우수 인큐베이터 선정, 각 1억 루피 지원

자료: Startup India(2016), pp. 6-26.

이를 종합하면, 인도정부의 지식 인프라 조성 정책은 고등 교육기관이 업계
와 지식 교류 및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고 조직의 역량과 인력개
132) National Policy for Skill Development and Entrepreneurship(2015), https://www.msde.
gov.in/sites/default/files/2019-09/National%20Policy%20on%20Skill%20Development
%20and%20Entreprenurship%20Final.pdf(검색일: 2020. 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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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에 주력하는 방안으로 이루어져 있다. 고등 교육기관을 통한 스타트업 육성
을 강조하는 인도정부의 기조를 반영하듯 인도 2020~21년 예산안에는 고등
교육기관을 위한 스타트업 인디아 예산133)이 10억 루피로 일반 스타트업 인디
아 예산134)인 5억 루피의 2배 수준으로 책정되었다.135)136)

5. 소결
인도 스타트업 생태계의 특성을 요소별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스타
트업 생태계의 필수요소인 창업자의 경우, 최근 인도에서는 스타트업의 성장과
성공 사례로 인한 스타트업 창업에 대한 우호적인 분위기 조성을 배경으로 한
다. 이와 함께 열악한 환경에서 창의적인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주가드 정
신이나 다양한 종교, 언어, 문화를 가진 인도의 사회문화적 특성도 인도 스타트
업 창업자의 창업 의지와 기업가정신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인도 스
타트업은 창업 혹은 직업 경험이 없는 인도공과대학(IIT) 출신의 남성 창업자
비중이 높은 특징을 갖는다.
인도 스타트업의 투자 생태계는 1991년 경제개혁과 2000년 이후의 닷컴 붐
을 계기로 크게 성장하였다. 특히 사회주의 경제체제에서 민영화로의 시장 전
환으로 많은 기업가가 등장해 투자자로 변모하고 있으며, Y2K 이후 인도의 IT
기술과 인력이 적극적으로 활용되면서, 해외 기업의 대인도 BPO 및 직간접 투
자가 급증하였다. 이러한 배경하에 성장한 투자는 스타트업 자금의 주요 공급
원이 되었다. 엔젤투자자 수는 2010년 50명에서 2019년 2,000명 이상으로
성장하였고, 벤처캐피털 및 사모펀드 기관 수, 투자 금액도 증가 추세를 보인다.

133) 담당 부처: Department of Higher Education.
134) 담당 부처: Department for Promotion of Industry and Internal Trade.
135) Union Budget Explorer, Expenditure Budget of Ministries and Departments, https://union
2020.openbudgetsindia.org/en/expenditure/(검색일: 2020. 7. 1).
136) 2019~20년 스타트업 인디아 예산은 5억 7,840만 루피, 고등교육 기관에서의 스타트업 인디아 예
산은 4억 5,470만 루피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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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미국, 영국뿐만 아니라 일본, 중국 등 과거 인도 스타트업에 투자가 미
미했던 국가들도 최근 관심을 확대하고 있다. 더불어 인도정부는 스타트업 성
장을 장려하며 각종 규제를 완화하거나 스타트업 모태펀드 및 무드라론을 포함
한 펀딩 시스템도 체계화하고 있다.137)
지식 인프라의 경우 주요 혁신지표 통계상의 수치는 주요국 대비 저조한 편
이다. 하지만 인도 스타트업 성장 측면에서 인도의 지식 인프라와 인적자본은
적극적으로 기여하고 있다. 1990년 이후 다국적기업 특히 글로벌 R&D 센터
의 인도 진출은 혁신과 첨단 연구개발을 위한 인프라 조성과 전문인력 양성에
기여하였다. IIT를 중심으로 과학 및 엔지니어링 분야에 특화된 인력이 배출되
고 있으며, 산학연계를 통한 연구개발과 인큐베이팅도 활발해지고 있다. 해외
의 교육기관이나 기업으로 진출했던 인도의 우수한 인력이 국내로 다시 유입되
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한 변화이다. 또한 모디 정부는 스타트업 인디아 추진
의 일환으로 혁신기반을 조성하고 직업능력과 기업가정신을 강화하기 위한 정
책과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인도정부는 스타트업 인디아(Start-up India) 정책을 통하여 스타트업 생태
계 육성을 위한 여러 정책을 지원 중이다. 구체적으로 자기인증제도 및 특허등
록 지원 등을 포함한 ‘행정절차 간소화’, 모태펀드 및 각종 소득세 면제 등의 내
용을 포함하는 ‘자금 지원 및 세제 혜택’, 테크놀러지 비즈니스 인큐베이터 및
스타트업 연구단지 설립 등의 ‘산학연계 및 인큐베이션 지원’ 등이 포함된다.
이를 종합하면, 인도의 스타트업 생태계는 창업에 대해 우호적인 태도와 공
학 지식을 가진 자국의 창업자들이 적극적으로 스타트업 시장에 참가하고 있으
며, 과학 및 엔지니어링 전공의 풍부한 전문인력, 민간ㆍ정부로부터 조성된 산
학연계 인큐베이터와 혁신 개발 인프라, 정부의 행정 및 재정 지원, 개인, 민간,
정부 출처의 증대된 투자시장 등을 바탕으로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137) Inc42(2019. 12. 31), “The 42 Most Active Indian Angel Investors Of The Year,” https://
inc42.com/features/the-42-most-active-indian-startup-angel-investors-of-2019/(검
색일: 2020. 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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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저자 작성.

① 소프트웨어 테크놀로지파크(’80) → 중소기업 지원정책
(’10) → 스타트업 인디아(’16)
② 스타트업 규제 완화: 외국인 VC 100% 투자 가능,
특허 등록지원제도, 조달시장 참여 독려, 파산절차
행정 지원
③ 정부자금 지원 및 세제 혜택: 스타트업 소득세 면제
(3년간), 스타트업 투자자 자본소득 세금 면제 모태
펀드 간접 금융 지원, 스타트업 채무 보증
④ 산학연계 및 인큐베이션 지원: 아탈 이노베이션 미션,
혁신센터 설립, 연구단지 설립
⑤ 스타트업 전용 온라인 플랫폼 지원
⑥ 유망산업 투자 육성: 학교, 기관 설립

정부(스타트업 환경 조성)

① 다수의 과학기술 분야 졸업생 수(세계 8위)
② IIT 또는 NIT 출신의 지역 인재
③ 다국적기업 출신 연구인력

인적자원(스타트업 인력 공급)

기술(요소 3)
소프트웨어 기반
인터넷, 전자상거래
마케팅 산업

자금(요소 2)
투자 수혜율은
증가 추세, 절대적
비중은 8% 이하

① 창업에 대하여 우호적인 태도
② 인도 공과대학교 남성 창업자 중심
(낮은 해외 창업자 비중)

창업자(요소 1)

① 벵갈루루, 델리, 뭄바이 중심
② 낮은 엑시트율(인수합병 중심)

스타트업(스타트업 주체)

① 투자 금액과 투자 수혜 스타트업 비중은 증가 추세
② 시드머니 중심
③ 개인: 벤처캐피털 펀드를 운영하는 개인 엔젤투자자 + 인도엔젤네트
워크(IAN)
④ 투자회사, 기업, 은행: Y2K 이후 VC, PE 규모 성장
⑤ 정부: 모태펀드(FFS., 1조 6,000억 원) -> 인도 중소기업은행이 민간
스타트업 펀드 운용사에 투자함 +무드라론(최대 1,600만 원)

투자(스타트업 성장 자금의 공급)

그림 3-14. 인도 스타트업 생태계

① 인도 공과대학(IIT)과 국립기술대학(NIT)을 통하여 지역 인재 공급,
지역 혁신, 네트워크(E-cell)
② 고등 교육기관 혁신역량 제고를 위하여 기관마다 인큐베이션,
액셀러레이션 지원기관 설립
예) Atal Thinkering Labs (6-10학년 대상 혁신 연구시설), Atal
Incubation Center(고등 교육기관, 민간기업, R&D 연구소)
③ 스타트업의 특허 신청 비용 보조 및 특허 자문 지원을 통한 지재권
보호제도
④ 다국적기업의 R&D 센터(약 1,250개)
⑤ 글로벌 기업의 액셀러레이팅 기능(멘토링 프로그램)
⑥ 스타트업 연구단지(Research Park, IIT 중심) 조성

지식 인프라(스타트업 성장 기반)

제4장
인도 도시별 스타트업
생태계 분석

1. 벵갈루루
2. 델리
3. 뭄바이
4. 소결

제4장에서는 인도의 주요 도시별 스타트업 생태계와 주요 스타트업 사례연
구를 진행한다. 도시별 스타트업 생태계의 특징을 면밀하게 분석하기 위하여
산업별 스타트업 창업 비중, 주정부 핵심 정책, 투자 환경을 살펴본다. 이와 함
께 도시별 주요 스타트업 사례분석을 진행하여, 스타트업의 도시 생태계 활용
과 성장요인을 식별한다.
최근 인도의 스타트업 환경은 주별ㆍ도시별로 다양한 모습을 보이며 성장 중
이다. 따라서 인도 스타트업 생태계 분석을 주요 도시별 생태계로 살펴보는 것
이 필요하다. 우선 주별 스타트업 정책 발표 및 참여시기를 살펴보자(표 4-1).
케랄라 및 안드라프라데시 주를 포함한 일부 주정부는 2016년 인도정부의 스타
트업 정책 발표에 앞서 관련 정책을 선도적으로 도입하였다. 이와 함께 다수의 주
정부는 2016년부터 스타트업 육성정책을 자체적으로 마련하여 운영 중이다.

표 4-1. 주별 스타트업 정책 발표 및 참여 시기

연도

지역(주 또는 연방 직할지)

합계

2014

안드라프라데시 주(Andhra Pradesh), 케랄라 주(Kerala)

2

2015

라자스탄 주(Rajasthan), 고아 주(Goa)

2

카르나타카 주(Karnataka), 서벵골 주(West Bengal), 텔랑가나 주(Telangana),
2016

구자라트 주(Gujarat), 자르칸드 주(Jharkhand), 우타르프라데시 주(Uttar Pradesh),
마디아프라데시 주(Madhya Pradesh), 오디샤 주(Odisha), 비하르 주(Bihar),

11

차티스가르 주(Chhattisgarh), 히마찰프라데시 주(Himachal Pradesh)
2017
2018

시킴 주(Sikkim), 하리아나 주(Haryana), 아삼 주(Assam), 펀자브 주(Punjab)
우타라칸드 주(Uttarakhand), 마하라슈트라 주(Maharashtra), 잠무 카슈미르
주(Jammu & Kashmir)

4
3

자료: Startup India(2018)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주별 스타트업과 함께 도시별 스타트업 환경도 상이한 모습을 보인다. 벵갈
루루는 인도의 실리콘밸리로 평가되며, 전체 스타트업 투자의 40% 이상이 집

120 • 인도 스타트업 생태계 분석과 정책 시사점

중되어 있다. 이외의 도시를 살펴보면, 델리는 전자상거래, 뭄바이는 핀테크,
하이데라바드는 글로벌 테크기업, 첸나이는 B2B, 푸네는 의료ㆍ건강 허브로
성장하고 있고, 관련 산업 스타트업의 창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표 4-2. 도시별 스타트업 주요 산업 및 특징
도시
벵갈루루

기술 산업

특징

기업 솔루션, 빅데이터, 전자 - 인도의 실리콘밸리
건강 기록

델리

빅데이터, 물류 공급망

뭄바이

빅데이터, 머신러닝/AI

하이데라바드

의료기술, 재고관리 솔루션

첸나이

기업 솔루션

푸네

IOT, 의료기술

- 전체 스타트업 투자의 40% 수혜
- 전자상거래 허브
- 전체 스타트업의 30%가 전자상거래 관련 기업
- 핀테크 허브
- 전체 스타트업의 30%가 핀테크 관련 기업
- 글로벌 테크 기업 허브
- 글로벌 테크 기업의 본사 및 지사 위치
- B2B 허브
- 전체 스타트업의 55~60%가 B2B 서비스 기업
- 의료ㆍ건강 허브
- 전체 스타트업의 40%가 의료ㆍ건강 관련 기업

자료: Yes Bank(2016), p. 14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본 장은 벵갈루루, 델리, 뭄바이 세 도시의 생태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크런
치베이스 데이터상의 △ 지역별 스타트업 분포 개수 △ 벤처캐피털 및 사모펀
드 기관 등을 포함한 금융시장 네트워크 구축 현황 △ 스타트업 인프라 환경 등
을 고려하여 도시를 선별하였다. 특히 본 장에서 다루게 될 세 도시는 높은 스
타트업 생태계 환경을 보유한 것으로 평가되어(글상자 4-1 참고), 향후 우리나
라 스타트업 진출지로 유망한 도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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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상자 4-1. 2018 스타트업 생태계 평가

스타트업 정책 주관기관인 스타트업 인디아(Start-up India)는 인도 각 지역의 스타트업 정책과
창업 및 생태계 활성화 정도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발표한다. 스타트업 인디아는 인큐베이션 지원,
스타트업 정책 및 실현, 시드펀딩 지원, 공공조달, 규제 및 행정절차 간소화, 인식 제고 및 홍보, 자금
지원 등 6개 항목을 바탕으로 평가를 진행한다.
2018년 평가의 경우, 2014년부터 2016년 상반기까지 자체적인 스타트업 정책 및 지역 내 창업
육성을 추진한 도시가 최우수 및 우수 지역으로 선정되었다. 카르나타카 주의 주도인 벵갈루루는 우
수 지역에, 마하라슈트라 주의 주도인 뭄바이는 2차 선도 지역에 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델리는 주
정부가 아닌 연방직할지로, 해당 평가보고서에서는 우수한 인큐베이터 및 액셀러레이터 시스템을 보
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3. 지역별 스타트업 평가 결과
(2018년)
구분
최우수

그림 4-1. 지역별 스타트업 평가 결과
(2018년): 지도 표기

지역
구자라트 주(Gujarat)
카르나타카 주(Karnataka),

우수

케랄라 주(Kerala), 오디샤 주(Odisha),
라자스탄 주(Rajasthan)
비하르 주(Bihar),
안드라프라데시 주(Andhra Pradesh),

선도

마디아프라데시 주(Madhya Pradesh),
차티스가르 주(Chhattisgarh),
텔랑가나 주(Telangana)
히마찰프라데시 주(Himachal Pradesh),

2차
선도

하리아나 주(Haryana),
우타르프라데시 주(Uttar Pradesh),
자르칸드 주(Jharkhand),
서벵골 주(West Bengal)
아삼 주(Assam), 펀자브 주(Punjab),

성장

고아 주(Goa),
마하라슈트라 주(Maharashtra) 등

신규

시킴 주(Sikkim) 등

자료: Startup India(2018)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자료: Startup India(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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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Startup India(2018).

1. 벵갈루루
가. 스타트업 현황
벵갈루루(Bengaluru)는 남인도 카르나타카(Karnataka) 주의 주도로, 전자
제조업과 정보통신기술(ICT), 생명공학과 같은 지식기반의 산업이 발달하여
‘인도의 실리콘밸리(Silicon Valley) 혹은 인도의 IT 수도’라고도 불린다.138)
1909년 벵갈루루에 세워진 인도과학원(IISc: Indian Institute of Science)
은 전자, 항공, 컴퓨터, 방위 등 공학 분야의 전문가를 지속 배출해 연관 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139) 이는 힌두스탄 항공(HAL), 인도 국립항
공우주연구소(NAL), 인도기자재공사(BHEL) 등과 같은 과학 분야의 인도 국영
기업이 벵갈루루에 설립된 주요 배경이다. 아울러 카르나타카 정부는 1976년
카르나타카전자개발공사(KEONICS: Karnataka State Electronics Development
Corporation Limited)140)를 신설해 전자산업 및 소프트 단지를 조성했다.
이외에도 벵갈루루에는 앞서 언급된 인도과학원뿐만 아니라 인도 경영대학원
(IIMB: Indian Institute of Management Bangalore) 등 수준 높은 교육기
관과 인포시스(Infosys), 위프로(Wipro)를 포함해 구글, 아마존과 같은 글로
벌 기업도 대거 밀집되어 있다.

138) 인도의 IT 수출에서 벵갈루루가 차지하는 비중은 30% 이상이며, 3장에서도 언급된 바 있는 국제기술
단지(International Tech Park)는 인도 최대의 IT 허브이다. Bengaluru Urban District,
https://bengaluruurban.nic.in/en/history/(검색일: 2020. 10. 6).
139) “Bengaluru: Destination education”(2019. 8. 5),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0. 10. 30).
140) 홈페이지 주소는 다음과 같다. http://www.keonics.in/engli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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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벵갈루루 개황
(단위: 명, %)

항목

세부 내용
8,495,492명

인구1)

20~34세 비중 33.74%
87.67%

식자율

(인도 평균 69.15%)

주요산업

엔지니어 16%, 봉제업 11%,

비중2)

화학 2%, 섬유 1%, 기타 70%

주: 1) 2011 센서스 기준, 인도의 인구조사는 10년 단위로 시행되며 가장 공식적인 통계로 본문에서 활용. 다음 조사는
2021년 예정임.
2) 주요 산업별 총 공장 수(number of factory)를 의미함.
자료: Bengaluru Urban District, https://bengaluruurban.nic.in/en/history(검색일: 2020.10. 6); Census 2011
Bengaluru, https://www.census2011.co.in/census/city/448-bangalore.html(검색일: 2020. 11. 3).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벵갈루루에는 뛰어난 기술력을 활용한 스타트업도
많이 탄생하고 있다. 2015년 기준 인도 전체 스타트업의 35% 이상이 벵갈루루
에 집중되었으며,141) 인모비(Inmobi, 2011), 플립카트(FlipKart, 2012), 뮤 시
크마(Mu Sigma, 2013), 올라(Ola, 2015), 우단(Udaan, 2018) 등142) 인도의
유니콘 절반 이상이 벵갈루루에서 배출되어 인도 스타트업 허브라고 평가된다.

그림 4-3. 벵갈루루 스타트업 연도별 창업 현황(2010~19년)
(단위: 개)
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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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Crunchbase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6. 20)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141) Crunchbase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6. 20).
142) 언급된 스타트업의 괄호 안 숫자는 창립연도를 의미한다.

124 • 인도 스타트업 생태계 분석과 정책 시사점

2017

2018

2019

2010년부터 2019년 사이 벵갈루루에서 창업한 스타트업 수는 총 4,373개
로 다른 스타트업 허브인 뭄바이(2,707개)와 델리(3,495개)를 크게 상회하는
창업성적을 기록해오고 있다. 2015년에 792개로 가장 많은 스타트업이 설립
되었으며, 이후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다.

표 4-4. 벵갈루루 스타트업 현황(2010~19년)
(단위: 개, %)

순위

업종

비중

주요 스타트업

1

소프트웨어

관측 수
1,768

13.7%

BYJU’S, CureFit, ShareChat

2

인터넷 서비스

1,073

8.3%

Swiggy, BigBasket, Udaan

3

정보기술

983

7.6%

Blackbuck, Rapido, MyGate

4

전자상거래

725

5.6%

Swiggy, BigBasket, Udaan

5

판매 및 마케팅

506

3.9%

Ola Electric, Ninjacart, Vymo

6

모바일

494

3.8%

BYJU’S, ShareChat, Meesho

7

데이터 분석

469

3.6%

8

미디어 및 엔터테인먼트

438

3.4%

ZestMoney, Glance,
Happiest Minds Technologies
Meesho, ZoomCar, Happiest Minds
Ather Energy, Zetwerk, NxtGen Data

9

하드웨어

427

3.3%

10

앱

411

3.2%

ZipGo, Glance, Voonik

기타

5,617

43.5%

-

총합계

12,911

100%

-

Center & Cloud Services

주: 각 스타트업 업종이 2개 이상인 경우 중복하여 계산. ‘주요 스타트업’은 상위 투자유치 기업 중 선정.
자료: Crunchbase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6. 20)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동 기간 벵갈루루 스타트업의 업종별 현황을 살펴보면, 소프트웨어가 13.7%
로 가장 많으며, 인터넷 서비스(Internet Service) 8.3%, IT(정보기술) 7.6%,
전자상거래(Commerce and Shopping)가 5.6%로 상위 순위를 차지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제2장에서 살펴본 인도 전체 스타트업의 업종별 비중과 비교했
을 때, 데이터 분석(Data Analytics) 관련 스타트업이 10위권 내 포함된 것 또
한 특징적이다. 동 기간 해외 국적 창업자가 1인 이상 포함된 벵갈루루 스타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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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의 업종별 현황을 살펴보면, 역시 소프트웨어가 12.7%로 가장 많으며, 인터
넷 서비스(Internet Service) 10.2%, IT(정보기술) 7.8% 순으로 나타났다. 다
만 금융 서비스(Financial Services) 업종에서는 해외 창업자가 포함된 스타
트업의 비중이 4.6%(5위)로 높게 나타난 점은 주목할 만하다.

표 4-5. 벵갈루루 스타트업 주요 업종(해외 창업자)
(단위: 개, %)

순위

업종

1

소프트웨어

관측 수
47

12.7%

비중

2

인터넷 서비스

38

10.2%

주요 스타트업
ClearTax, Vymo, SkillSonics India
Bluestone.com, Zeta,
Happiest Minds Technolgoies

3

정보기술

29

7.8%

Zeta, Yellow Messenger, Vymo

4

상업 및 쇼핑

19

5.1%

Bluestone.com, Zeta, Zoomo

5

금융 서비스

17

4.6%

Zeta, Shubh Loans, Fxkart.com

6

모바일

17

4.6%

Vymo, Moonfrog Labs,
Quintype Technologies Pvt Ltd
Glance, Happiest Minds Technolgoies,

7

데이터 분석

15

4.0%

8

앱

14

3.8%

ClearTax, Glance, Vymo

9

미디어 및 엔터테인먼트

14

3.8%

Quintype Technologies Pvt Ltd,

Yellow Messenger

Happiest Minds Technolgoies,
MadRat Games
10

과학기술

14

3.8%

Glance, Playment, Cyclops Medtech

기타

헬스케어, 하드웨어 등

147

39.6%

-

371 100.0%

-

총합계

주: 1) ‘해외 창업자’는 해외 국적 창업자가 1인 이상 포함된 스타트업을 의미.
2) 각 스타트업 업종이 2개 이상인 경우 중복하여 계산. ‘주요 스타트업’은 상위 투자유치 기업 중 선정.
자료: Crunchbase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6. 20)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나. 스타트업 생태계
이번 절에서는 벵갈루루가 인도 최대의 스타트업 도시로 부상한 배경이라고
할 수 있는 생태계를 주정부의 주요 정책과 연관 인프라, 금융 환경 등을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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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분석해보고자 한다.

1) 창업자
인도 카라그푸르 공과대학교(Indian Institute of Technology Kharagpur),
인도 벵갈루루 경영대학원(Indian Institute of Management Bangalore),
인도 칸푸르 공과대학(Indian Institute of Technology Kanpur) 등의 공과
대학 및 인도 아마다바드 경영대학원(Indian Institute of Management
Ahmedabad) 등 최고 수준의 교육기관에서 지속적으로 배출되는 인재들은
벵갈루루 스타트업의 주역으로 기능하고 있다.

표 4-6. 벵갈루루 스타트업 중 해외 국적 창업자 분포(2010~19년)
순위

국적

창업자 수

1

미국

79

비중(%)
62.7%

2

싱가포르

11

8.7%

3

영국

9

7.1%

4

UAE

4

3.2%

5

스위스

4

3.2%

6

호주

3

2.4%

7

캐나다

2

1.6%

8

칠레

2

1.6%

9

독일

2

1.6%

10

아르헨티나

1

0.8%

기타

스페인, 한국 등

9

7.2%

총합

-

126

100.0%

주: 인도 국적 창업자 수는 총 2,573명임(구성비: 인도 국적 95.3%, 해외 국적 4.7%).
자료: Crunchbase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6. 20)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표 4-6]에서 나타난 최근 10년간 설립된 벵갈루루 지역 스타트업 중 해외
국적 창업자의 분포를 보면, 미국 국적의 창업자가 62.7%로 가장 많은데, 이는
델리의 53%보다도 상당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외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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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8.7%), 영국(7.1%) 및 UAE(3.2%) 순으로 집계되었다. 인도 국적 창
업자 수는 총 2,573명으로, 해외 국적 창업자가 전체의 약 4.7%를 차지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크런치베이스에서 제공하는 인도 벵갈루루 소재 스타트업 창업자의 직업력
(business history)과 관련된 데이터를 분석해보면, 분석 대상 2,703명 중
71.5%(1,933명)가 과거의 직업 경험(previous job)을 1개만 갖고 있다고 응
답했으며, 2개는 15.06%(407명), 3개는 6.4%(173명), 4개는 3.26%(88명) 등
으로 나타났다. 10건 이상의 직업력을 가진 창업자는 9명으로 전체의 0.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4-4).

그림 4-4. 벵갈루루 스타트업 창업자의
과거 업력

그림 4-5. 벵갈루루 스타트업 창업자의 과거
창업 경력

(단위: 명)

(단위: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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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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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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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Crunchbase에 벵갈루루 스타트업 창업자의 과거 직업력
정보(건수)가 있는 2,703건 기준임.
2) 21회 업력 관측 수 1건 제외.
자료: Crunchbase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6. 20)를 이용
하여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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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Crunchbase에 벵갈루루 스타트업 창업자의 과거 직업력
정보(건수)가 있는 2,703건 기준임.
자료: Crunchbase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6. 20)를 이용
하여 저자 작성.

[그림 4-5]와 같이 한편 창업자의 과거 창업 경력(founder experience)
을 기준으로 보면 과거 창업 경험이 1회인 창업자가 1,453명(54%)으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또한 1,040명(38%)이 과거 창업 경력 없이 현재 창업 경험만
을 가진 것으로 응답했으며, 2회 172명(6%), 3회 28명(1%) 순으로 나타났다.
과거 종업원으로서의 근무 경험에 대해서는 대다수인 73.2%가 없다고 응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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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으며 1회인 경우는 19%, 2회는 5% 등으로 나타났다(그림 4-6). 성별 분포를
보면 벵갈루루 소재 스타트업 창업자의 87%가 남성인 반면, 여성 창업자는 전
체의 13%에 불과하고, 이는 인도 전체의 여성 창업자 비율인 10% 대비 소폭
높은 수준이다(그림 4-7).

그림 4-6. 벵갈루루 스타트업 창업자의 과거
근무 경험

그림 4-7. 벵갈루루 스타트업 창업자의 성별

(단위: 건수)

(단위: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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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Crunchbase에 벵갈루루 스타트업 창업자의 과거 직업력
정보(건수)가 있는 2,703건 기준임.
자료: Crunchbase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6. 20)를 이용
하여 저자 작성.

주: 1. Crunchbase에 벵갈루루 스타트업 창업자의 과거 직업력
정보(건수)가 있는 2,698건 기준임.
2. 무응답 8건 제외.
자료: Crunchbase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6. 20)를 이용
하여 저자 작성.

한편 벵갈루루 스타트업 창업자의 출신학교 분포를 살펴보면, 가장 많은 창
업자를 배출한 대학은 30명(4.1%)을 배출한 인도 카라그푸르 공과대학교
(Indian Institute of Technology Kharagpur)이다. 카라그푸르 공과대학은
선다 피차이(Sundar Pichai) 구글 최고경영자(CEO) 및 아지트 자인(Ajit
Jain) 버크셔 해서웨이 부회장 등의 기업인을 배출한 곳으로 유명한 교육기관
이다. 2위는 인도 벵갈루루 경영대학교(Indian Institute of Management
Bangalore) (26명, 3.6%), 3위는 인도 아마다바드 경영대학원(Indian Institute
of Management Ahmedabad) (24명, 3.3%), 4위는 인도 칸푸르 공과대학
(Indian Institute of Technology Kanpur) (22명, 3%) 순으로 나타나 인도
공과대학 출신 인재들의 스타트업 창업이 매우 활발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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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투자
크런치베이스 통계를 이용해 분석한 결과, 2010~19년 기준 벵갈루루를 기
반으로 탄생한 스타트업이 투자받은 총금액은 약 145억 7,000만 달러이며, 투
자를 받은 스타트업의 수는 전체 스타트업의 약 18.8%인 824개로 조사되었
다. 가장 많은 액수의 투자를 받은 스타트업은 2014년 음식 배달 플랫폼을 개
발한 스위기(Swiggy)로 2020년 6월 기준 총 16억 달러를 투자받았으며, 바이
주스(BYJU’S), 빅바스켓(BigBasket) 등의 스타트업도 10억 달러 이상의 투자
를 유치했다.
동 기간 국가별 투자 현황을 살펴보면, 인도(8,329건, 58.1%), 미국(3,378건,
23.6%), 싱가포르(668건, 4.7%), 일본(216건, 1.5%), 중국(158건, 1.1%)을
포함한 62개국이 벵갈루루 스타트업에 투자했으며, 한국은 70건(0.5%)을 투
자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중국의 투자는 2017년 이후 확대되는 추이를 보였다.
벵갈루루에 본사를 둔 주요 투자기관으로는 Sequoia Capital India,
Kalaari Capital, Chiratae Ventures, 3one4 Capital 등이 있으며, 총 39개
로 마하라슈트라(99개)에 이어 인도에서 두 번째로 많다.

그림 4-8. 주별 주요 투자기관 분포 현황
(단위: 개)
하리야나
타밀나두

22

케랄라
카르나타카

39

찬디가르
우타르프라데시
안드라프라데시
비하르
마하라슈트라

99

델리

20

구자라트
0

20

40

60

자료: Crunchbase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6. 20)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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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7. 주요국별 벵갈루루 스타트업 투자 현황(2010~19년)
연번

국가-투자 건수, 비중

주요 투자기관(건수)
Brand Capital(306), Sequoia Capital India(245),

1

인도-8,329(58.1%)

Blume Ventures(158), Chiratae Ventures(156),
Kalaari Capital(129), Mumbai Angels(103),
Venture Catalysts(103), Indian Angel Network(100) 등

2

미국-3,378(23.6%)

3

싱가포르-668(4.7%)

Accel(185), Tiger Global Management(113),
Nexus Venture Partners(91), Omics International(91)
BEENEXT(75), LetsVenture(74),
DSG Consumer Partners(41),
Singapore Angel Network(38), RB Investments(36) 등

4

영국-306(2.1%)

Eight Roads Ventures(32), CDC Group(21) 등

5

홍콩-261(1.8%)

SAIF Partners(126), Steadview Capital(26) 등

6

일본-216(1.5%)

Soft Bank(17), AET Fund(13) 등

7

모리셔스-176(1.2%)

Helion Venture Partners(86), Peepul Capital LLC(21) 등

8

중국-158(1.1%)

Shunwei Capital(30), Tencent Holdings(20) 등

9

두바이-111(0.8%)

NB Ventures(14), Vy Capital(12) 등

10

뉴질랜드-99(0.7%)

Bertelsmann India Investments(24), FMO(15) 등

11

한국-70(0.5%)

Neoplus(7), Samsung Ventures(7)

총합

14,324

자료: Crunchbase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6. 20)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벵갈루루 스타트업에 한 번 이상 투자한 기관은 약 3,599개로 100건 이상의
투자를 한 주요 기관은 Brand Capital(인도, 306건), Sequoia Capital
India(인도, 245건), Accel(미국, 185건), Blume Ventures(인도, 158건),
Chiratae Ventures(인도, 156건), Kalaari Capital(인도, 129건), SAIF
Partners(홍콩, 126건), Tiger Global Management(미국, 113건), Indian
Angel Network(인도, 100건), InnoVen Capital(인도, 100건) 등이 있다.
벵갈루루 스타트업 생태계 구성의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투자자들은 인도
국내 투자자 또는 해외 투자자로 구분할 수 있다. 2010년부터 2019년까지 벵
갈루루 스타트업에 투자를 일으킨 국내 투자는 총 2,292건이며 해외로부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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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는 총 1,733건으로 집계되었다.
벵갈루루 소재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 현황을 살펴보면, 우선 투자 건수를
기준으로 총 투자 횟수의 56.9%에 해당하는 2,292건이 인도 내 투자자로 나타
났으며 그 뒤는 미국(1,016건, 25.2%), 싱가포르(183건, 4.5%) 순으로 나타났
다. 한국으로부터의 투자는 24건을 기록해 0.6%에 그쳤으며 10위를 기록했
다. 투자액 기준으로는 인도가 약 152억 달러, 26.5%로 1위를 기록했으나, 미
국으로부터의 투자액은 약 210억 달러, 36.7%로 미국의 투자액이 국내 투자
액을 앞섰다. 이외에는 UAE(68억 달러, 11.9%), 영국(37억 달러, 6.5%), 싱가
포르(15억 5,000만 달러, 2.7%)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4-9. 주요국별 벵갈루루 스타트업 투자 건수 및 투자액 비중(2010~19년)

일본
2%

투자액(%)

기타
12%

인도
26%

기타
6%
UAE
2%
홍콩
영국
2%
2%

UAE
12%
홍콩
1%

미국
25%

영국
7%
싱가포르
3%

일본
1%

투자 건수(%)
싱가포르
5%

인도
57%

미국
37%

자료: Crunchbase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6. 20)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또한 투자자의 유형에 따라 개인(person) 또는 기업 및 단체(organization)
로 나눌 수 있다. 총 국내 투자 건수 중 기관 투자자가 69.5%, 개인 투자자가
30.5%를 보인 반면, 해외로부터의 투자는 기관 투자자가 86.8%로 압도적으로
높은 기관 투자 비율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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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0. 투자자 형태별 벵갈루루
스타트업 투자 비중: 인도 투자자

그림 4-11. 투자자 형태별 벵갈루루
스타트업 투자 비중: 해외 투자자

(단위: %)

(단위: %)
개인,
13.2%

개인, 30.5%

기관, 69.5%

자료: Crunchbase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6. 20)를 이용
하여 저자 작성.

기관, 86.8%

자료: Crunchbase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6. 20)를 이용
하여 저자 작성.

살펴본 바와 같이 벵갈루루 스타트업에 투자 중인 투자자의 형태는 인도 투
자자 또는 해외 국적 투자자의 차이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났다. 실제로 벵갈루
루 스타트업 투자 환경은 인도 국내 또는 국외로부터 유치되는 투자에 따라 다
른 양상을 띠고 있다.
[표 4-8]은 인도 국적의 투자자 또는 기업 및 단체(organization) 형태의 투
자자 그룹의 주요 투자업종을 제시하고 있다. 인도 투자사 또는 투자기관의 주
요 투자대상은 소프트웨어(12.4%), 인터넷 서비스(7.9%), 상업 및 쇼핑
(5.5%), 정보기술(5.4%) 순으로 나타났다. 이외에 투자순위 상위를 기록한 데
이터 및 분석(4.3%), 금융 서비스(4.3%), 과학 및 공학(3.9%), 하드웨어(3.8%)
등의 분야에 대한 투자는 다른 거점도시에 비해 높은 비중을 보이는 것으로 분
석되었다.
주요 투자자나 기업으로는 우선 플립카트(Flipkart)가 농업 및 유통 분야 스
타트업인 Ninjacart와 전자상거래 분야 스타트업인 Shadowfax에 투자한 바
있다. 한편 페이티엠의 모회사인 우타르프라데시 주 노이다 소재 원97 커뮤니
케이션즈(One97 Communications)는 식음료 배달 관련 스타트업 HungerBox
와 핀테크 분야의 Paytm Money 등에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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벵갈루루 내 개인 투자자들은 기업 및 단체와는 전반적으로 유사한 투자 양
상을 나타내는 것으로 분석되며(표 4-8, 표 4-9), 상위 투자업종은 소프트웨어
(12.4%), 인터넷 서비스(9.4%), 상업 및 쇼핑(6.9%), 앱(4.8%) 등이다. 또한 개
인 투자자들의 주요 관심업종은 실제 벵갈루루 스타트업 업종 분포와 차별화되
는 것으로 보이는데, 구체적으로 개인 투자자들은 앱(Apps), 모바일(Mobile)
분야 스타트업에 많은 관심을 보이는 데 비해 기관 투자자의 주요 업종으로 꼽
힌 과학 및 공학(Science and Engineering), 하드웨어(Hardware) 관련 투
자는 상대적으로 낮은 비중을 나타냈다.

표 4-8. 인도 기업 및 단체 투자자의
벵갈루루 스타트업 투자업종

표 4-9. 인도 개인 투자자의 벵갈루루
스타트업 투자업종

(단위: 개, %)

순위

업종

1

소프트웨어

2

순위

업종

279 12.4%

1

소프트웨어

119

12.4%

인터넷 서비스

176

7.9%

2

인터넷 서비스

90

9.4%

3

상업 및 쇼핑

123

5.5%

3

상업 및 쇼핑

66

6.9%

4

정보기술

122

5.4%

4

앱

46

4.8%

5

데이터 및 분석

96

4.3%

5

모바일

41

4.3%

6

금융 서비스

96

4.3%

6

금융 서비스

39

4.1%

7

교통

92

4.1%

7

데이터 및 분석

38

4.0%

8

과학 및 공학

87

3.9%

8

정보기술

38

4.0%

9

하드웨어

86

3.8%

9

교통

36

3.8%

10

헬스케어

86

3.8%

10

헬스케어

31

3.2%

기타

412

43.1%

기타

관측 수

비중

(단위: 개, %)

999 44.6%

주: 2010~19년 동안 창업한 스타트업 기준.
자료: Crunchbase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6. 20)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관측 수 주요 기업

주: 2010~19년 동안 창업한 스타트업 기준.
자료: Crunchbase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6. 20)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성공적으로 자신의 창업기업을 일군 창업자와 경영인들은 개인 투자자로도
벵갈루루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전자상거래 플랫폼인 플립카
트(Flipkart)의 창업주인 사친 반살(Sachin Bansal)은 핀테크 및 대출 관련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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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트업인 Navi Technologies에 개인 투자자로 투자 라운드에 참여하였다.
인도 벤처캐피털 Leo Capital의 창업주 Rajul Garg, 엔젤투자자 Kashyap
Deorah 등은 전자상거래 스타트업인 Meesho에 엔젤투자를 진행하기도 하
였다.
다음으로 해외 투자자 중 기업 및 단체로부터의 스타트업 투자를 살펴보면
(표 4-10), 상위 투자업종은 소프트웨어(12.3%), 인터넷 서비스(7.6%), 상업 및
쇼핑(6.2%) 순으로 나타났다. 주요 투자기관과 수혜기업 사례로, 중국의 대표
적인 전자상거래 기업인 알리바바 그룹(Alibaba Group)은 벵갈루루 소재의
온라인 식료품 판매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타트업인 BigBasket에 여러 차례에
걸쳐 89억 달러 이상을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베이징에 있는 전자상거
래 및 배달 서비스 관련 기업인 메이투안 디앤핑(Meituan Dianping)은 동종
업종의 스위기(Swiggy)에 다수 투자 라운드에 참여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4-10. 해외 기업 및 단체 투자자의
벵갈루루 스타트업 투자업종

표 4-11. 해외 개인 투자자의 벵갈루루
스타트업 투자업종

(단위: 개, %)

(단위: 개, %)

순위

업종

관측 수

비중

순위

업종

관측 수

비중

1

소프트웨어

192

12.3%

1

소프트웨어

62

13.2%

2

인터넷 서비스

118

7.6%

2

인터넷 서비스

38

8.1%

3

상업 및 쇼핑

96

6.2%

3

상업 및 쇼핑

32

6.8%

4

정보기술

73

4.7%

4

금융 서비스

24

5.1%

5

교통

73

4.7%

5

교통

23

4.9%

6

금융 서비스

71

4.6%

6

앱

21

4.5%

7

데이터 및 분석

67

4.3%

7

데이터 및 분석

21

4.5%

8

헬스케어

66

4.2%

8

정보기술

17

3.6%

9

모바일

64

4.1%

9

헬스케어

16

3.4%

10

인공지능

15

3.2%

기타

199

42.5%

10

앱

60

3.9%

기타

678

43.5%

주: 2010~19년 동안 창업한 스타트업 기준.
자료: Crunchbase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6. 20)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주: 2010~19년 동안 창업한 스타트업 기준.
자료: Crunchbase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6. 20)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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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1]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해외의 개인 투자자로부터의 스타트업 투
자 추이는 소프트웨어(13.2%), 인터넷 서비스(8.1%), 상업 및 쇼핑(6.8%), 금
융 서비스(5.1%) 순으로 많이 나타났다. 국내ㆍ국외 및 개인ㆍ기관에 관계없이
벵갈루루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 중 금융 서비스(Financial Services)와 데이
터 및 분석(Data and Analytics)에 대한 투자 집중도는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
나는데, 이는 벵갈루루가 인도 내 최대 스타트업 생태계를 보유함과 동시에 핀
테크 금융 서비스 분야 스타트업이 활성화되어온 모습과도 일치하고 있다.
주요 개인 투자자로는 우선 러시아의 대표적인 기술 분야 투자자로 꼽히는
유리 밀너(Yuri Milner)는 벵갈루루 소재 전자상거래 스타트업이자 유니콘 기
업으로 성장한 우단(Udaan)에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페이스북
(Facebook)의 초창기 핵심 엔지니어로 활동하고 드롭박스(Dropbox)의 부회
장에도 오른 Aditya Agarwal 및 Ruchi Sanghvi 등의 투자자들은 헬스케어
와 관련된 온라인 및 오프라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타트업인 큐어핏
(CureFit)에 개인 투자자로 참여한 바 있다.

3) 지식 인프라와 인적자본
벵갈루루는 기술혁신에 대한 오랜 역사와 문화를 가진 도시로 이는 벵갈루
루가 인도의 제1 스타트업 허브로 성장한 핵심요인으로 평가된다. 다수의 고등
교육기관 및 연구기관이 풍부한 인적자원을 양성해 다국적기업(MNC)의 R&D
센터를 유치하는 선순환을 이끌고 있으며, 스타트업의 지식 인프라 구축과도
연계되어 생태계가 발전하는 구조이다. 이번 절에서는 벵갈루루의 지식 인프라
및 인적자원의 현황과 특징을 살펴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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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2. 인도 주요 도시별 대학 분포 현황
도시명/주

대학 수

벵갈루루(Bengaluru)/카르나타카(Karnataka)

893

자이푸르(Jaipur)/라자스탄(Rajasthan)

558

하이데라바드(Hyderabad)/텔렝가나(Telengana)

472

푸네(Pune)/마하라슈트라(Maharashtra)

442

랑가레디(Rangareddy)/텔렝가나(Telengana)

343

나그푸르(Nagpur)/마하라슈트라(Maharashtra)

337

알라하바드(Allahabad)/우타르프라데시(Uttar Pradesh)

332

뭄바이(Mumbai)/마하라슈트라(Maharashtra)

313

군투르(Guntur)/안드라프라데시(Andhra Pradesh)

303

보팔(Bhopal)/마드야프라데시(Madhya Pradesh)

270

자료: Ministry of Education(2018), p. 7.

인도 교육부가 실시한 2017/18 전 인도 고등교육조사에 의하면, 벵갈루루
에는 인도 도시 기준으로 가장 많은 대학(893개)이 있으며(표 4-12), 공과대학
만 100여 개가 넘는다. 벵갈루루의 인구 대비 공과대학 비율은 델리 및 뭄바이
보다 1.5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143) 매년 약 9만 명 이상의 졸업생을
배출하고 있다.144)
인도과학기술교육위원회(AICTE: All India Council for Technical
Education)가 발표한 2019 인디아 스킬 보고서(India Skills 2019)145)에 따르
면, 벵갈루루 소재 교육기관을 졸업한 인력의 고용 가능성(Employability)146)
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벵갈루루에 양질의 인력이 많이 배출된다는 것을
볼 수 있다(표 4-13).
143) Yourstory(2020. 1. 20), “Why Bengaluru remains the best place for tech startups in India,”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10. 4).
144) Bengaluru Innovation Report 2019,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10. 15).
145) AICTE는 매년 WEST(Wheebox Employability Skill Test)라는 방법론을 통해 고용 적합성 설문과
인도 고용시장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2019년의 경우 WEST는 약 30만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설문하였다.
146) 훈련 및 개발을 통해 고용될 잠재성 혹은 가능성을 뜻하며 취업 가능성으로 해석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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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3. 인도 도시별 고용 가능성(Employability) 순위
순위

도시명/주

1

벵갈루루(Bengaluru)/카르나타카(Karnataka)

2

첸나이(Chennai)/타밀나두(Tamil Nadu)

3

군투르(Guntur)/안드라프라데시(Andhra Pradesh)

4

러크나우(Lucknow)/우타르프라데시(Uttar Pradesh)

5

뭄바이(Mumbai)/마하라슈트라(Maharashtra)

6

뉴델리(New Delhi)

7

나시크(Nashik)/마하라슈트라(Maharashtra)

8

푸네(Pune)/마하라슈트라(Maharashtra)

9

비샤카파트남(Vishakhapatnam) /안드라프라데시(Andhra Pradesh)

자료: AICTE(2019), p. 27.

벵갈루루에 위치한 인도과학원(IISc)은 인도 최고의 고등 교육기관 중 한곳
으로, 1991년 SID(Society for Innovation & Development, 이하 SID)를
설립해 중소기업의 창업을 지원해왔으며 스타트업과의 협력도 확대하고 있다.
SID는 주요 업무에 따라 크게 세 부분(CORE, TIME, STEM)으로 구성되어 있
다.147) 그중 STEM은 AI, IoT를 포함한 딥 테크(Deep Tech) 분야에 특화된
스타트업의 인큐베이터로 업무 공간뿐만 아니라 투자자 연계, 특허 취득 지원,
기술 자문 등을 제공하고 있다. STEM은 과학기술 상용화(Stem Innovation
Entreprenerurship), IISc 교수진 참여 및 지도(Faculty Entrepreneurship
Program), 아이디어의 구현 및 모니터링(Entrepreneur-In-Residence) 등
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인도 전자정보기술부(MeitY)는 SID-TIDE
2.0(Technology Incubation & Development of Entrepreneurs) 프로젝
트를 통해 스타트업을 지원하면서 환경, 농업, 헬스케어와 같은 국가 차원의 문
제해결 방안을 함께 모색하고 있다.
인도정보기술대학원(IIITB: International Institute of Information
147) https://sid.iisc.ac.in/(검색일: 2020. 1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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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chnology Bangalore)에는 제3장에서 살펴본 Entrepreneurship Cell
(E-Cell)뿐만 아니라 혁신 센터(Innovation Centre)를 설립하고 IMACX
(IOT to Mobility Apps for Community Excellence) 이니셔티브를 발표하
는 등 다양한 형태로 스타트업의 지식 인프라 외연을 넓히고 있다. IIITB의 혁
신센터는 인도 중앙정부 및 카르나타카 주정부가 인증한 스타트업 인큐베이션
중 한곳으로 △ 외부 벤처(스타트업) 지원(IIITB 인력과 시너지 효과가 기대되
는 기업에 한함) △ IIITB 교수 및 학생이 출원한 IP의 상용화 △ IIITB 인력과
의 산학연계를 통한 공동 연구개발(R&D) 센터 설립과 같은 주요 목표를 추진
하고 있다. IMACX 이니셔티브는 교육, 교통, 에너지, 거버넌스와 같은 시빅
테크(Civic-Tech)148) 스타트업을 지원하며 사회적 혁신 및 연구 협력을 강화
하여 최근에는 스타트업뿐만 아니라 외부의 데이터 사이언스 센터, IT & 공공
정책 센터 등과의 네트워크도 확대해나가고 있다.149)
과학 및 공과대학이 밀집된 환경뿐만 아니라 벵갈루루에 위치한 많은 다국
적(MNC)기업 R&D 센터는 도시의 지식 인프라 기반 조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
고 있다. 벵갈루루 혁신 리포트 2019(Bengaluru Innovation Report 2019)
에 따르면, 벵갈루루에는 인도 전체 R&D 센터의 약 39%가 밀집해 있으며, 인
도 전체 생명공학 관련 기업의 60%가 집중되어 있다. 2018년 기준 1,250여
개의 GCC(Global Capacity Center) 중 약 25~30%(130~150개)가 벵갈루
루에 설립되어 있으며, 아마존(Amazon),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 시스
코(Cisco), 아이비엠(IBM) 등의 기업이 데이터, 디자인 센터 등을 운영 중이다
(표 4-14).

148) 시빅 테크(Civic-Tech)는 소프트웨어(ICT)를 활용해 국민과 정부(지역사회 및 행정 등을 포함) 간
관계를 강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149) https://iiitb.ac.in/imacx(검색일: 2020. 1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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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4. 벵갈루루에 위치한 주요 공기업, 다국적기업, 스타트업 현황
항목

세부 내용
HAL(Hindustan Aeronautics Limited), HMT(Hindustan Machine Tools Limited),

공기업(PSU)

BEL(Bharat Electronics Limited), ISRO(Indian Space Research Organisation),
BEML(Bharat Earth Movers Limited), ITI(Indian Telephone Industries Limited),
NAL(National Aerospace Laboratories) 등

다국적 기업
스타트업

Amazon, Microsoft, Cisco, Google, Ericsson, Visa, Dell, Huawei, SAP,
General Electric, Intel, Adobe, LG 등
Flipkart, Ola, Inmobi, MuSigma, Quikr 등 다수

자료: “Bengaluru is changing-from IT services centre to MNC R&D hub”(2018. 4. 17),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0. 10. 6).

글로벌 기업의 벵갈루루 진출은 이 도시의 스타트업에 많은 기회를 제공하
고 있다.150) 글로벌 기업ㆍ스타트업 간 사업모델의 개발, 시연, 평가 등의 협업
을 통해 투자와 고용이 창출되고 스타트업은 글로벌 기업의 운영 방식을 학습
함으로써 세계적인 감각을 익힐 수 있다. 아울러 글로벌 기업에 종사한 경험을 살
려 창업을 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
벵갈루루 지식 인프라의 또 다른 특징으로 테크파크를 들 수 있다. 테크파크
는 정보과학 및 기술 기업을 위한 인프라를 제공하는 산업단지로 벵갈루루 도시
곳곳에 조성되어 있다. 제3장에서도 언급된 국제기술단지(ITP)를 비롯해 배그
만 테크파크(Bagmane Tech Park), 만야타 엠버시 비즈니스 파크(Manyata
Embassy Business Park) 등151) 약 15곳이 넘는 테크파크에 스타트업 및 다
국적기업 등 1만 개가 넘는 IT 기업이 입주해 있다.152)
이외에도 인도를 대표하는 IT 행사인 벵갈루루 테크 서밋(BTS: Bengaluru
Tech Summit)153)이 매년 개최되어 국내외 다양한 관계자들이 참여해 미래
150) 이 문단의 내용은 다음 기사를 참조해 작성하였다. “How Does India’s Startup Ecosystem
Affect MNCs?”(2015. 11. 19),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0. 11. 2).
151) Ecospace Business Park, Embassy Tech Park, Embassy Golf Links Business Park, Prestige
Tech Park 등이 있다.
152) Zolo Stay, https://zolostays.com/blog/best-it-parks-in-bangalore/(검색일: 2020. 10. 30).
153) BTS 홈페이지, https://www.bengalurutechsummit.com/index.php(검색일: 2020. 1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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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에 대한 지식 공유와 네트워킹을 구축하는 플랫폼 역할을 하고 있다.

4) 주정부 정책 및 인프라
카르나타카 주정부는 혁신기술과 선도적인 산업환경 조성을 위해 2013년
10월 i4 정책(IT, ITES, Innovation Incentive Policy)을 발표했으며(표 4-15),
2015년 11월에는 ‘스타트업 정책(Karnataka Startup Policy 2015-2020)’
을 발표하고 스타트업 셀(Startup Cell), K-Tech Hub 등의 인프라를 구축해
스타트업을 지원하고 있다.

표 4-15. 카르나타카 i4 정책의 주요 내용
항목
대상(공통)
1 단일 창구 활용
2 토지 보조금 지원(E-LILA)

주요 내용
IT, ITES, 스타트업, 애니메이션, 게임, 컴퓨터 그래픽, 통신 등 지식기반
산업에 종사하는 기업
카르나타카 IT, BT, S&T 부를 단일 창구기관으로 지정해 운영
1,000명 이상 고용 혹은 나스닥(NASDAQ), NYSE 등에 등록된 기업을
대상으로 토지보조금 지원 및 부지 제공

3 인지세, 전기세 면제

(인지세) 마이소르(Mysore), 망갈로르(Mangalore) 지역 대상

4 산업고용법 적용 제외

5년간 카르나타카 산업고용법 적용을 면제

5 연기금, 고용보험 상환

신규 고용 시 1명당 2년간 2,000루피 한도 상환
인터넷 등의 인프라가 구비된 사무공간을 저비용으로 제공(지역별로

6 스타트업

조건 상이: 벵갈루루의 경우 기술자 50인, 연간 수익 2억 5,000만 루피
미만의 스타트업에 한해 적용)
나스콤(NASSCOM), 인도 상공회의소(FICCI), 인도산업협회(CII)와 공동

7 벵갈루루 퍼스트 펀드

으로 ‘벵갈루루 퍼스트(Begaluru First)’ 펀드를 조성해 소프트웨어, IT
분야에 투자

8 역량 개발 관련 대출 보증
9 기타

청년층을 대상으로 IT, BPO 등의 분야 기술개발을 위한 교육(PPP 형태)을
추진할 경우, 주정부는 필요한 자금의 15%를 보증하고 저금리 자원을 지원
엔젤펀드, 멘토 등과의 연계성 확대, 정부조달 입찰조건 완화

자료: Karnataka i4 policy, https://itbtst.karnataka.gov.in/storage/pdf-files/i4-policy.pdf(검색일: 2020. 6. 15)
내용을 바탕으로 저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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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4는 특히 전자 시스템 디자인 및 제조(ESDM: Electronic System Design
and Manufacturing) 분야를 장려하기 위한 정책으로, IT, 컴퓨터 그래픽 등
지식기반의 스타트업이나 기업을 대상으로 세수 혜택, 인프라 제공, 청년층 IT
역량 개발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고 벵갈루루를 세계적인 IT 허브이자 클러스터
로 구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표 4-16. 카르나타카 스타트업 정책의 주요 프로그램
구분

주요 내용

NAIN
(New Age
Incubation
Network)

스타트업

TBI

인큐베이터

(Technology

설립

Business
Incubator)

PPP를 통한
인큐베이션
인프라 구축

스타트업

Idea2Poc

자금지원

펀딩

- 목표: 공과대학에 ICT 분야 인큐베이터 센터를 설립해 학생들을 대
상으로 혁신과 기업가정신을 장려하고 네트워크를 구축해 문제해결,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쌓아 기업으로 발전
- 2020년까지 50개 대학과 NAIN 프로그램을 연계: 연계 기관으로
선정된 대학에는 인큐베이터 지원 및 학생의 참여를 독려하는 여러
프로젝트, 멘토링 등을 제공
- 3년간 예산 지원/매년 프로젝트 단위당 30만 루피를 지원
- 인큐베이터 관계자를 대상으로 임금 지원
- 해외 스타트업 방문 기회 제공
- 주정부가 운영하는 스타트업 인큐베이터 인턴십 기회 제공 등
- 목표: 고등 교육기관의 역량을 접목해 선제적인 연구 및 개발에 투자
- 연구의 범주: ICT, 사물인터넷, 헬스케어, 바이오제약, 농업 및 연관
산업, Clean-Tech, 에너지, 수자원, 교육, 나노기술 등
- 주정부는 초기 설비에 필요한 비용 및 고정비 제공(실적에 따라 지급
기간을 결정), 그 외 비즈니스 매니지먼트, 회계, 법/규제 등의 정보도
제공
- (목표) 국제적 수준의 인큐베이터를 구축하기 위해 글로벌 투자자
및 인큐베이터를 초대
- PPP(민간투자사업) 방식의 인큐베이터 구축 장려: 해당 인큐베이터는
R&D 연구실, 프로토타이핑 센터, QA, QC(품질 관리) 연구실, 디자인
스튜디오, 회의실 등을 포함한 모든 인프라를 제공
- 아울러 특허권이나 법, 투자 은행 등과 같은 시설이나 정보도 제공할
수 있어야 함
- 주정부는 티어(tier)2 도시의 경제특구, IT 파크 등의 부지를 제공하는
데 조력, 해당 사업에 참여할 기업은 가격 입찰을 통해 선정
- ‘BIRAC- BIG’,* 방침에 따라 연관 펀드를 마련: 우수 아이디어 스
타트업에 최대 500만 루피 제공
- TBI와 인큐베이터의 우수성(전문성) 등을 바탕으로 지원 결정
- BIRAC 관련 지역별 센터 설립
- 인큐베이터 자체가 액셀러레이터의 역할도 할 수 있도록 장려

주: *정부가 지원하는 인도에서 가장 큰 규모의 바이오테크 펀딩 프로그램임.
자료: Government of Karnataka(2019), pp. 6-13를 참고하여 저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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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르나타카의 스타트업 2015~20 정책의 주요 목표는 벵갈루루를 스타트업
의 허브로 육성하고 주의 여타 도시(Tier 2, Tier 3 등) 또한 친스타트업 환경
으로 조성하는 것이다. 목표 수립을 위해 △ 2020년까지 2만 개의 기술기반 스
타트업 장려 △ 20억 루피 규모의 스타트업 펀드 조성 △ 60만 개 직접 고용,
120만 개 간접 고용 창출 △ 헬스케어, 식량 안보, 환경 등 사회적 이슈 관련 기
술 개발(최소 25개) 등의 실천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주정부는 정책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스타트업 인큐베이터 설립’을 강조하
고 있다. 특히 스타트업 인큐베이터는 고등 교육기관과 연계해 청년(학생)들을
대상으로 기업가정신을 적극 장려하고자 하며,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의 참여도
적극 독려하고 있다. 인큐베이터 설립의 대표적인 프로그램으로 NAIN(New
Age Incubation Network), TBI(Technology Business Incubator)가 있다.
NAIN은 공과대학에 ICT 분야 인큐베이터 센터를 설립해 학생들이 다양한
프로젝트와 멘토링,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혁신과 기업가정
신을 장려하고 있다. 카르나타카 주정부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2020년 6월
기준 JNN 공과대학(JNN college of engineering), PDA 공과대학(PDA
College of Engineering)을 포함한 29개의 교육기관에 스타트업 인큐베이터
가 설립되었으며, 카르나타카 주정부는 NAIN에 소속된 대학을 대상으로
E-Step 스타트업 부트 캠프(E-Step Startup Bootcamp)를 개최해 멘토링,
경진대회, 토크 콘서트 등을 개최하고 있다.154) 2018년 4월 기준 19개의 대학
이 NAIN 연계대학으로 선정되었으며, 180개의 스타트업이 4억 2,000루피의
지원금을 받았다. 2019년 8월 기준 18~26세 약 2,500여 명의 학생이 부트 캠
프에 참여했으며 이 중 50%는 여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
를 진행한 관계자는 카르나타카 주의 이러한 프로그램은 다양한 수요를 반영
하는 아이디어 플랫폼으로 참가자들은 제품 디자인부터 마케팅, 제품 개발 및
154) Karnataka Progress Report, https://startup.karnataka.gov.in/wp-content/uploads/2018/
06/PROGRESS-REPORT_Apr.pdf(검색일: 2020.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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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 등에 이르는 전 과정을 체험해볼 수 있다고 언급했다.155)
TBI는 NAIN과 비교해 연구 및 개발(R&D)을 좀 더 강조한 인큐베이터이다.
NAIN이 ICT 분야와 학생의 창업가정신 장려를 강조한다면 TBI는 사물인터넷,
헬스케어, 바이오제약, 농업 또는 연관 산업, Clean-Tech, 에너지, 수자원, 교
육, 나노기술을 연구 및 개발하기 위한 것으로 주정부는 고등 교육기관 혹은 연
구기관의 역량, 전담인력 배치 등을 고려해 TBI로 선정하고 재정적 지원을 하
고 있다. 카르나타카 주정부의 스타트업 지원을 위한 인프라로 스타트업 셀
(Startup Cell)과 K-Tech 허브(K-Tech Hub)도 있다. 벵갈루루에 위치한 스
타트업 셀은 스타트업 전담 기관이자 업무 공간부터 행정, 법률, 재정적 지원을
통합 제공하는 원스톱 숍(One-Stop Shop)으로, 정책 이행에 대한 평가, 제
언, 검토 등을 위한 별도의 위원회도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K-Tech Hub는
나스콤(NASSCOM), 인도 인터넷 모바일협회(IAMAI), 인도과학원(IISc)과 같은
기관 및 학계와 조성한 인큐베이터를 총칭하는 것으로 △ K-Tech 인큐베이터
△ 전문가 집단(Centres of Excellence) △ K-Tech 혁신 허브(Innovation
Hub)로 구성되어 있다.

글상자 4-2. 인도 K-Tech 허브

- K-Tech 인큐베이터
벵갈루루 나스콤에 설립된 K-Tech 인큐베이터는 350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작업공간과 10여
개의 회의실이 구비되어 이용 가능하다. 아울러 HR, 법률, 회계자문, 투자자 및 산업 분야 전문
가 등과의 네트워크도 쌓을 수 있다. 2020년 10월 15일 기준 60개의 스타트업이 사용하고 있
다. 인터넷 모바일협회의 K-Tech 인큐베이션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개발자를 양성하고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조성된 것으로 작업공간과 디자인 연구실 등을 제공하고 있다. 이외에도 벵갈루루
바이오 혁신센터, 마니팔(Manipal) 대학교, KLE 대학의 VLSI(직접회로) 연구소에 K-Tech 인큐
베이션이 구축되어 있다.

155) “Karnataka government launches programme for student entrepreneurs”(2019. 8. 12).

144 • 인도 스타트업 생태계 분석과 정책 시사점

글상자 4-2. 계속
- K-Tech 전문가 조직(Centres of Excellence)
카르나타카 주정부는 항공 및 방위, 사이버 보안, 애니메이션. 데이터 사이언스와 AI, 사물인터넷, 반
도체 분야의 최고 기관(기업)과 협력하여 전문가 조직을 구성해 스타트업을 지원하고 있다. 나스
콤, IISc, 인도 애니메이션협회(ABAI), IIT 벵갈루루, 인도 전자기술 및 반도체협회(IESA) 등이
K-Tech 전문가 조직으로 참여하고 있다.
- K-Tech 혁신 허브(Innovation Hub)
K-Tech 혁신 허브는 하드웨어 분야의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인큐베이터로 카르나타카 IT 및 BT
부(department of IT, BT)의 지원으로 운영된다. 각 센터는 대략 80~9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작업공간과 시제품 테스트 시설, 개인 사무실 등을 제공하며 청년 대상의 1:1 교육 및 다양한 네
트워킹 이벤트도 개최되고 있다. K-Tech 혁신 허브는 벵갈루루, 베라가비(Belagavi), 망갈로르
(Mangalore), 마이소르(Mysore)에 조성되어 있다.
자료: Startup Karnataka 홈페이지, https://startup.karnataka.gov.in/(검색일: 2020. 11. 2).

아울러 주정부는 미래 기술개발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철폐하거나 정책
수정을 통해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카르나타카 주정부는
주지사 및 생명공학, 과학, 정보통신 분야 부처 관계자로 구성된 혁신 기관
‘Karnataka Innovation Authority(이하 KIA)’를 2019년 11월 설립했으며,
2020년 4월에는 분야 제한이 없는(All-sectors) 규제 샌드박스를 적용한다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다.156) 규제 샌드박스는 2가지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
이다. 첫째, 외부의 요청이 있을 경우로, KIA는 60일 이내 규제 샌드박스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통보해야 한다. 두 번째 경우는 KIA 자체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Suo moto) 해당 분야에 규제 샌드박스를 적용한다. 카르나타카
주가 도입한 KIA는 스타트업 생태계뿐만 아니라 기술 발전 속도에 발맞추는
정책 혁신도 장려할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157)
156) 세부 내용은 해당 링크 참고. KARNATAKA INNOVATION AUTHORITY ACT(2020), https://
dpal.karnataka.gov.in/storage/pdf-files/acts%20alpha%20and%20dept%20wise%20acts
/07%20of%202020%20(E).pdf(검색일: 2020. 10. 16).
133) “Learn from Karnataka: Its sector-agnostic sandboxing Bill promises to benefit
innovation”(2020. 10. 3),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0. 10.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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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7. 카르나타카 주정부의 스타트업 지원 인프라
구분

기능 및 집중 지원 대상
- 정책 이행 전담 기관

스타트업 셀

- 작업공간, 주정부의 스타트업 지원 인센티브, 자문, 정책 평가 및 모니터링 수행
- 분야 제한 없음
㉠ K-Tech 인큐베이터: IT, 직접회로, 생명공학 분야의 스타트업 지원

K-Tech Hub

㉡ K-Tech 전문가 조직(Centres of Excellence): 항공 및 방위, 사이버 보안, 애니
메이션. 데이터 사이언스와 AI, 사물인터넷, 반도체 분야의 전문가 네트워크 제공
㉢ K-Tech 혁신 허브(Innovation Hub): 하드웨어 스타트업 지원

자료: 본문 내용을 바탕으로 저자 정리.

벵갈루루 스타트업 정책으로 i4 및 카르나타카 스타트업 정책 2015~20을
살펴보았다. IT 중심의 기술이 발달한 도시의 생태계를 바탕으로 교육기관 및
연구기관과 연계된 인큐베이터 구축을 강조하고 있다. 아울러 주정부가 혁신적
인 환경 조성을 위해 규제 전담 기관인 KIA를 설립한 점도 벵갈루루만의 특징
이라고 볼 수 있다.

다. 스타트업 사례: 줌카(Zoomcar)158)
이번 절에서는 벵갈루루에 진출한 스타트업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사례
선정을 위해서 2010년 이후 벵갈루루에서 창업한 스타트업 중 해외 국적의 창
업자, 투자받은 횟수, 도시의 스타트업 생태계 활용 여부를 고려하였다.
위의 조건을 종합해 조사한 스타트업은 ‘줌카(ZoomCar)’이다. 줌카는 택시
와 같이 운전기사가 함께 고용되는 인도의 렌터카 문화벽을 깨고 서비스 이용
자가 스스로 운전하는 방식(self-drive)의 렌터카 서비스를 인도 ‘최초’로 도입
한 선도자(first mover)로, 현재 인도 전역 50여 개 도시에 1만여 대 이상의 차

158) 사례조사의 경우 줌카 공식 홈페이지(www.zoomcar.com), 크런치베이스 데이터, 현지 언론을 종
합해 작성하였으며 필요한 부분에는 출처를 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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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을 보유한 모빌리티 스타트업이다.

표 4-18. 줌카(ZoomCar)社 개요
항목

세부 내용
줌카(ZoomCar)/Zoomcar India Private Ltd.

스타트업/법인명

창립연도
창업자/국적

2012년
그렉 모란(Greg Moran), 데이비드 백(David Back) / 미국
웹사이트 및 모바일 앱을 이용한 셀프 드라이브 차량 렌트(Clevertap,

주 사업모델

Google Analytics, VWO를 활용한 데이터 분석과 JusPay를 활용한 모바
일 결제기술 등을 사용)

총 투자 금액 및
주요 투자기관

1억 5,100만 달러(2020년 10월 13일 기준), Ford Smart Mobility,
Sequoia Capital, Sony Innovation Fund 등

자료: Crunchbase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6. 20)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1) 창업 및 시장 진출159)
창업자 그렉 모란(Greg Moran)과 데이비드 백(David Back)은 미국인이
며, 둘은 펜실베이니아 대학교 동창이다. 모란은 국제관계를 전공했으며, 학창
시절 인도 벵갈루루, 뭄바이, 델리 출신의 친구들과 교류하며 자연스레 인도 사
회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졸업 후 투자은행에서 일하게 된 모란은 인프라 및
클린 테크놀러지(Clean technology)160) 분야에 대한 업무를 집중적으로 다
루게 되었으며, 그가 다룬 프로젝트 일부가 인도와 연관되면서 구체적으로 인
도의 인프라 현황을 인지하게 되었다. 그는 공동 창업자 백과 인도의 인프라 문
159) “The genesis of Zoomcar”(2016. 9. 21),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0. 10. 13)를 바탕으로 저자
재구성.
160) 오염물질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막거나, 오염물의 양과 오염물의 환경에 대한 유해성을 극소화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에너지와 자원의 소모를 감소시키기 위한 새로운 환경관리공학을 뜻한다.
사이언스올,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1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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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점에 대해 자주 논의했으며, 교통은 다른 분야와 비교해 규제가 적어 진출
장벽이 낮다는 점, 도시 인구의 약 15%만이 차량을 소유161)해 잠재적 수요와
성장 가능성 등을 바탕으로 셀프 드라이브 렌터카 서비스 진출을 구상하게 되
었다.
모란은 2011년 5월에서 7월까지 약 3개월 동안 벵갈루루를 포함해 하이데
라바드, 마이소르, 첸나이 등 25개 도시를 탐방했으며, 타타 모터스(Tata motors),
마힌드라 앤 마힌드라(Mahindra & Mahindra), 포드 인디아(Ford India) 관
계자를 만나 사업을 논의했다. 이후 2012년 인도 벵갈루루 UB City(사업지구)
근처의 작은 사무실을 임대해 사업을 본격 시작하였다. 당시 인도의 렌터카 시
장은 메루 앤 메가 택시(Mega Cabs)가 높은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었고,
우버(Uber)와 올라(Ola) 역시 사업 초기 단계여서 기회가 많아 보였다. 차량
예약의 경우, 온라인보다는 대부분 전화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스타트업이 그렇듯이 초기 투자를 받는 것도 어려운 일이지만
무엇보다 인도에서 렌터카 사업을 하기 위한 허가를 받는 것이 가장 어려운 부분
이었다고 한다. 인도에서 렌터카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허가증(Contract
Carriage Permit)과 최소 50대의 차량을 보유해야 하나 외국인 창업자가 인
도정부의 면허를 받는 것이 매우 어려운 일이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줌카는 7
대 차량만 보유했다. 이에 모란은 관련 면허를 빌리는 방식으로 계획을 수정하
고 인도 현지 파트너를 모색해 2012년 내 사업에 착수할 것을 계획했다. 그러
나 행정처리에 많은 시일이 소요되고 대부분의 렌터카 업체가 파트너십을 거절
하자 인도에서의 창업을 접기로 했다. 그러던 중 그해 12월 포드 관계자가 소
개한 벵갈루루의 자동차 딜러가 라메쉬 투어 앤 트래블(Ramesh Tours and
Travels)과 연결해주면서 면허 문제가 해결되었다.
줌카의 사업모델은 기본적으로 차량 대여이다. 여기에 테크놀러지를 접목한
161) “eStartups: How Zoomcar is scripting a nice little success story on Indian roads”(2015.
11. 30),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0. 10.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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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앱과 상품 세분화로 여러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162)
첫째, 차량의 대여가 매우 편리하다. 모바일 앱을 통해 시내 곳곳에 배치된
줌카 차량을 자신의 위치 가까운 곳에서 대여할 수 있다. 모바일 앱의 ‘모빌라
이저(mobilizer)’ 신호를 통해 대여 차량의 문을 열고 이용자는 차 안에 들어
있는 열쇠를 이용해 시동을 켜는 구조이다. 이용자의 신원 확인은 앱에 장착된
카메라 기능을 이용해 면허증을 스캔해 송부하는 것으로 처리된다. 즉 차량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별도의 과정이 필요하지 않다.
둘째, 줌카는 인도 전역에서 이용할 수 있다. 인도는 주별 사업 환경이 상이
하고 적용되는 법도 달라 서비스 이용이 제한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나, 줌
카에 소속된 차량의 경우 전 인도를 대상으로 허가받아 출발지역이나 도착지역
이 어디인지 구애받지 않는다.
셋째, 대여 기간을 매우 세분화했다. 시간, 일, 주, 월 단위 등 이용자의 수요
를 최대한 반영한다. 최소 6개월부터 24개월까지 장기간 대여할 수 있는
Zoomcar Subscription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특이한 점은 서비스 이용
기간 중 본인이 사용하지 않을 때는 다른 이용자와 공유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해당 기간 발생한 수익은 매달 첫째 주에 입금되거나 본인의 차량 대여비로 사
용할 수 있다.
넷째, ZAP이라는 새로운 개념의 서비스를 도입했다.163) 2017년 줌카는 개
인 차량을 줌카 플랫폼에 등록해 이용자에게 대여할 수 있도록 하는 마켓 플레
이스 시스템을 도입했다. 이를 통해 줌카는 서비스를 위한 차량 구매 비용도 줄
일 수 있었다. 2018년 기준 줌카 전체 차량의 약 25%가 ZAP을 통해 등록한
개인 차량으로 집계되었다.
다섯째, 이용료가 매우 합리적이다. 연료, 세금, 보험 등 모든 비용이 포함되

162) https://www.zoomcar.com/bangalore/의 The Zoomcar Advantage를 바탕으로 저자 재구성.
163) 이 문단의 내용은 다음 기사를 참고해 작성했다. Inc42(2018. 1. 29), “How Self Drive Car
Rental Startup Zoomcar Turned EBITDA Positive,”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10.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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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있으며 추가로 청구되는 금액이 없다.
위의 특징 외에도 최근 줌카는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줌
카 모빌리티 서비스(ZMS)를 개발했다.164) ZMS는 2017년 출시한 줌카의 IoT
플랫폼인 카다브라(Cadabra)의 확장 버전으로, 이용자의 운전 패턴과 차량 상
태 등을 추적해 실시간 피드백을 제공하는 기능이 있다. 이러한 최첨단 테크 스
택(tech stack)을 적용함으로써 줌카는 차량의 유지보수비를 줄여 궁극적으로
는 운영 비용을 절감하고, 고객의 안전 강화와 이용을 확대해 수익을 극대화하
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줌카는 이러한 기술기반의 서비스를 지속 발전시켜
인도뿐만 아니라 아프리카를 포함한 해외 진출도 모색하고 있다.

2) 투자유치
2013년 5월, 줌카는 공동 창업자인 데이비드 백의 지인을 통해 미국의 전 재
무장관을 역임한 로런스 서머스(Lawrence Summers)로부터 약 30만 달러
투자를 받았다. 이 내용이 『월 스트리트 저널』을 포함한 미디어를 통해 알려지
며 미국의 개인 투자자 및 엔젤그룹, 두바이 엔젤투자자로부터 지속적인 지원
을 받게 되었다. 반면 셀프 드라이브 렌터카 개념이 생소한 인도시장의 반응은
냉소적이었다. 그러던 중 2014년 10월 세콰이어 캐피털 인디아를 통해 800달
러 규모의 투자가 성사되었다. 투자자는 전 인포시스(Infosys) 최고재무책임자
인 모한다스(T. V. Mohandas Pai)를 비롯한 아브하이 재인(Abhay Jain) 등
이었다.
2015년 7월에는 엠파이어 엔젤(Empire Angels), 세콰이어 캐피털로부터
1,100만 달러를 투자받았으며 1년 뒤인 2016년 7월에는 포드 스마트 모빌리
티(Ford Smart Mobility)(주요 투자자), 릴라이언스 벤처 에셋 매니지먼트

164) Expresscomputer(2020. 8. 10), “Zoomcar launches mobility software solutions across
vehicle segments,”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1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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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iance Venture Asset Management)로부터 2,400만 달러 규모의 시리
즈 B 투자를 성사시켰다. 2018년 2월에는 마힌드라 라이즈(Mahindra Rise),
포드 모터 컴퍼니(Ford Motor Company), 세콰이어 캐피털, 데카콘 컴퍼니
(Decacorn Company) 등으로부터 창업 이래 최대 규모인 4,000만 달러를
투자받았다. 가장 최근에 성사된 투자는 2020년 2월 시리즈 D로 3,000만 달
러이다. 소니 이노베이션 펀드(Sony Innovation Fund)가 주 투자자로 줌카
관계자는 향후 차량을 구매하기보다는 장기 임대 추세로 변화될 것으로 전망한
다며, 이번 투자는 서비스 제공을 위한 차량 구매뿐만 아니라 데이터 사이언스,
사물인터넷과 같은 기술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것이라고 언급했다.165)
창업자 모란은 벵갈루루에서 스타트업을 시작한 배경으로 ‘창업자, 투자자,
엔지니어, 디자이너 등 다양한 네트워크 구축이 용이’한 것과 ‘새로운 아이디
어, 혁신의 최전선 도시’라는 점을 언급했다.166)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벵
갈루루는 인도 기술 생태계를 가장 대표하는 도시로 스타트업의 성공이 현실이
되는 곳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창업 과정에서 있었던 가장 큰 착오로는 기술 엔지니어를 늦게 고용
한 것을 꼽았다.167) 기술에만 의존하는 사업모델이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초기에는 기술팀을 구성하는 대신 아웃소싱했으며, 비엔지니어로서 기술 분야
업무를 처리하는 데 큰 애로점이 있었다고 전했다. 이후 델리 공과대(IIT
Delhi)를 졸업한 아밋 샤르마(Amit Sharma)를 최고기술책임자로 영입했으
며 큰 도움이 되었다고 회상했다. 현재 줌카에는 IIT 뭄바이, IIT 마드라스, 방
갈로르 R.V. 공과대 등을 졸업한 주요 인력이 회사를 이끌고 있으며, 80여 개
가 넘는 기술제품을 비즈니스 운영에 사용하고 있다.
165) “Indian mobility startup Zoomcar raises $30m from Sony, others”(2020. 1. 21), 온라인 기사
(검색일: 2020. 10. 22).
166) Yourstory(2020. 1. 6), “Why Bengaluru is India’s undisputed hub for nurturing highgrowth soonicorns,”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10. 14).
167) “The challenge was to ensure an amazing customer experience at scale: Zoomcar CEO
Greg Moran”(2016. 9. 21),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0. 10.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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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2. 줌카 누적 투자유치액 추이
(단위: 백만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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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리즈 C
4,000만 달러
Mahindra R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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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1

121.9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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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리즈 D
3,000만 달러
Sony Innovation Fund

30

시리즈 B
2,400만 달러
Ford Smart mo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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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2

시리즈 A
800만 달러
Sequoia Capital In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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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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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13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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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0.6
0

21.2

10.2

5

0
4월

10월

14년 10월

15년 7월

16년 7월

투자 금액

12월

18년 2월

8월

7월

19년 9월

12월

20년 1월

누적 투자 금액

자료: Crunchbase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6. 20)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이상으로 줌카의 인도 진출 배경 및 비즈니스 모델, 투자 추이 등을 살펴보았
다. 이 사례는 창업 기회 및 외국인 창업자가 대면할 수 있는 애로점이 무엇이
며 어떻게 해결했는지에 대한 많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줌카는 인도의 교통 인
프라 문제점과 사회적 구조를 분석해 셀프 드라이브 렌터카라는 서비스를 인도
최초로 도입한 스타트업이다. 기존에 없던 서비스를 제공했기 때문에 수요와
성장 가능성이 크다는 이점이 있었으나 외국인 창업자에 대한 불신과 행정처리
지연, 투자유치 등에서 어려움을 경험했다. 줌카의 경우, 현지기업과의 파트너
십 제휴를 통해 가장 큰 장애물이었던 면허 문제를 해결했고 지인을 통한 초기
투자를 유치한 이후 인도 엔젤투자 및 마힌드라와 같은 현지기업에도 대규모
투자를 받아 창업 7년 만에 시리즈 D를 성사시켰다. 줌카는 기술기반의 차별화
된 상품을 지속 개발해 성장하고 있으며, 벵갈루루의 풍부한 딥테크 기술 인력
과 VC 네트워크를 활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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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상자 4-3. 해외 창업자 인터뷰: The Scalers
코로나19로 현지 출장이 제한된 가운데 인도에 진출한 해외 창업자를 섭외하여 이메일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진출 배경, 인도시장의 특징 등을 질의해 해외 창업자가 실질적으로 느끼는 인도 스타
트업의 생태계를 살펴보았다.
1. 인터뷰 대상: The Scalers의 창업자 Emilien Coquard(국적: 프랑스)
2. 스타트업 소개: The Scalers는 고객의 수요에 가장 적합한 소프트웨어 개발팀을 구성해 제품을
생산(오프쇼어링 아웃소싱)하는 테크 스타트업이다.
3. 인도시장 진출 배경: 2015년 창업 이전 3년 동안 인도에서 일한 경험을 바탕으로 전 세계 기
업이 활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비즈니스를 하고 싶었다.
4. 벵갈루루에 창업한 이유: 벵갈루루는 아시아의 실리콘밸리로 많은 MNC들이 이 도시에 개발팀
을 두고 있다. The Scalers는 테크 스타트업으로 벵갈루루에는 뛰어난 역량의 엔지니어 인력
풀이 있으며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선택했다. 아울러 인도의 타 도시와 비교해 벵갈루루의 서
늘한 기후는 생활하기 좋은 조건이다.
5. 인도 스타트업 시장의 강점 및 약점: 우선 인도시장의 강점은 ① 거대한 시장(소비) 규모 ②
높은 휴대폰 보급률이며, 약점은 ① 가격에 매우 민감(B2C, B2B 모두 해당)하다는 것과 ②
규제 문제 ③ 도시 외 지역에 접근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인도 스타트업 시장의 특징으로는 스타트업 창업이 매우 활발하나 투자받기가 어렵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특히 해외 국적의 창업자는 더욱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인도의 도시 사람들은
스타트업에 매우 우호적이고 앱 활용이 친숙하다는 특징이 있다. 아울러 인도정부 또한 스타트
업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제공하고 있다.
6. 인도정부(주정부)의 스타트업 정책의 실효성: 인도정부가 구축한 ‘Startup India Hub(https://www.
startupindia.gov.in/)’와 ‘MeitY Startup Hub(https://meitystartuphub.in/)’는 매우 유용하
다. 전자의 경우, 스타트업 창업에 필요한 등록 및 절차, 세금 문제, 주정부별 스타트업 정책 등
을 통합 제공한다. 후자의 경우 인도 전자정보기술부에서 구축한 것으로 정보통신에 관한 정책과
지원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다.
7. 인도시장에 진출하려는 해외 스타트업에 가장 필요한 지원: 인도시장은 인간관계가 매우 중요
하다. 이에 인도시장에 진출할 경우 적절한 현지 파트너를 찾고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 유
용하다. 인도에서 사업을 한다면 지역의 특수성이나 비즈니스 문화에 대한 열린 태도를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자료: The Scalers 홈페이지(검색일: 2020. 11. 19) 및 창업자 이메일 인터뷰 내용을 바탕으로 저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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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델리
가. 스타트업 현황
수도인 뉴델리가 위치한 델리는 인도 북부의 주요 권역으로 꼽히는 지역으로,
인도 도시 중 가장 빠른 성장세를 나타내며 상업 및 주거 관련 다양한 인프라가
신속하게 확충되었다. 2014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인구를 보유한 도시로
꼽힌 델리는 2028년에는 약 3,720만으로 1위에 오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
다.168) 델리는 수도이자 인도 최대 집적도시의 이점에 힘입어 인도 주요 도시
중에서도 우수한 비즈니스 환경을 구축해왔으며, 이는 자연스럽게 스타트업 생
태계 성장의 발판이 되었다.

그림 4-13. 델리 개황
(단위: 명, %)

항목

세부 내용
16,349,831명

인구

(0~14세 비중 27.19%,
20~39세 비중 36.85%)

식자율

86.32%
(인도 평균 69.15%)

주요

1차(농업) 1.96%

산업

2차(제조업) 13.37%

비중

3차(서비스업) 85.16%

주: 서비스업은 릭샤(Rickshaw) 운전과 같은 단순 업무에서 IT와 같은 고차원 서비스업이 모두 포함됨.
자료: Maps of India,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11. 2); Ecnomic Survey of Delhi 2019-20, http://delhiplanning.
nic.in/sites/default/files/Chapter%202.pdf(검색일: 2020. 11. 2); Census 2011 Delhi, https://www.census
2011.co.in/census/metropolitan/50-delhi.htmlf(검색일: 2020. 11. 2).

168) “Delhi could be the world’s most populous city by 2028, But is it really prepared?”(2019.
2. 17),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0. 8. 10).

154 • 인도 스타트업 생태계 분석과 정책 시사점

델리는 2010~19년 기간 중 매년 평균 약 950개의 스타트업을 배출하며 관
련 생태계가 활성화되었다. 현지 스타트업 전문지는 델리 스타트업 생태계가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던 주요인으로 우수한 비즈니스 인프라, 양질의 교육기
관, 정부정책의 역할, 창업문화의 활성화 등을 꼽은 바 있다.169) 특히 수도로서
의 이점인 관공서 및 주요 기관 접근성, 풍부한 우수인력 공급은 델리가 매우
빠른 성장을 기록할 수 있었던 비결로 평가할 수 있다.
2010년부터 2019년 사이 델리에서 창업한 스타트업 수는 총 3,495개로
4,373개를 기록한 벵갈루루보다는 낮은 수치를 기록하였다.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창업기업 수는 꾸준히 증가해 2015년에는 516개의 스타트업이
탄생하였으며, 이후 다소 줄어드는 양상을 보인다. 운영 현황(status) 형태별
델리 내 스타트업을 분류해보면, 2020년 6월 기준 기업공개(IPO)를 마친 스타
트업은 2개, 인수합병은 196개, 폐업은 300개이며 그 밖의 9,032개 기업은
운영 중이다.170)

그림 4-14. 델리 스타트업 연도별 창업 현황(2010~19년)
(단위: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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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Crunchbase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6. 20)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169) Siliconindia(2019), p. 4.
170) Crunchbase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6. 20)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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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업종별로 델리 소재 스타트업의 비중을 분석해보면 소프트웨어 스타트
업이 996개에 달하며 10.5%를 차지했으며, 다음으로는 인터넷 서비스 8.9%,
상업 및 쇼핑 7.9%, 정보기술 6.2% 순으로 나타났다. 제2장에서 제시된 인도
전체 스타트업의 업종별 비중과 비교해보면, 상위 5개 업종 중 상업 및 쇼핑을
제외한 4개 항목에서 인도 전체와 델리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9. 델리 스타트업 산업 업종별 비율(2010~19년)
(단위: 개, %)

순위

업종

관측 수

비중

주요 스타트업

1

소프트웨어

996

10.5% PhonePe, Hike, BharatPe

2

인터넷 서비스

844

8.9%

3

상업 및 쇼핑

751

7.9%

4

정보기술

593

6.2%

5

판매 및 마케팅

565

5.9%

6

디자인

465

4.9%

7

미디어 및 엔터테인먼트

448

4.7%

8

교육

343

3.6%

9

모바일

317

3.3%

10

앱

273

2.9%

기타 의료서비스, 광고, 금융서비스 등

3,935

41.3%

-

총합계

9,530

100.0%

-

MoNeed, EkAnek Networks,
Sagacito Technologies
Ecom Express, TravelTriangle,
Industrybuying
Stanza Living, Lucideus, Yaantra
Citykart, Realpro Realty Solutions,
Indian League Gaming
StalkBuyLove, Star Stallion
International Pvt Ltd, bijnis
Gaana, Inshorts, Tapzo.
Flex Class, NoPaperForms Solutions
Pvt. Ltd., Coding Ninjas
PhonePe, Hike, Paytm Payments
Bank
Stashfin, simsim, Park+

주: 각 스타트업 업종이 2개 이상인 경우 중복하여 계산. ‘주요 스타트업’은 상위 투자유치 기업 중 선정.
자료: Crunchbase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6. 20)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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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0. 델리 스타트업 주요 업종(해외 창업자)
(단위: 개, %)

순위

업종

관측 수

비중

주요 스타트업

1

인터넷 서비스

22

11.2% PhonePe, Hike, Loan Frame

2

소프트웨어

19

9.7% Hike, Coinsecure, Nayi Disha Studios

3

미디어 및 엔터테인먼트

12

6.1% Hello Parent, Vanido, MarketVein

4

모바일

12

6.1% LYBRATE, Instago, Hello Parent

5

금융 서비스

11

5.6% Loan Frame, MoNeed, Coinsecure

6

상업 및 쇼핑

10

5.1% POPxo, JetSetGo, Best Book Buddies

7

정보기술

10

5.1%

8

앱

9

4.6% Hike, The Yellow Pages, AiroCorp

9

교육

9

4.6%

10

결제

7

3.6% PhonePe, MoNeed, Coinsecure

기타

헬스케어, 과학기술 등
총합계

Hike, NoPaperForms Solutions Pvt. Ltd.,
Truxapp
NoPaperForms Solutions Pvt. Ltd., Nayi
Disha Studios, Dost Education

75

38.3%

-

196

100.0%

-

주: 1) ‘해외 창업자’는 해외 국적 창업자가 1인 이상 포함된 스타트업을 의미.
2) 각 스타트업 업종이 2개 이상인 경우 중복하여 계산. ‘주요 스타트업’은 상위 투자유치 기업 중 선정.
자료: Crunchbase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6. 20)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나. 스타트업 생태계
델리인도공과대학(IIT-Delhi) 등 우수한 교육기관과 다수의 글로벌 기업이
위치한 델리는 인도 내 주요 스타트업 생태계 중 하나로 꼽힌다. 특히 델리는
스타트업 생태계 구성요소 중 우수한 인큐베이터 시스템을 구축해온 것으로 평
가되고 있다. 델리 NCT 정부 산하 기술교육부는 2016년 3월 델리 내 고등 교
육기관들에 인큐베이션센터를 설립하는 데 1,500만 루피(약 2억 4,000만 원) 규
모를 지원하는 예산을 책정했으며, 이어서 4월에는 델리 공대(DTU), IIIT-델리
(IIIT-Delhi) 대학, 델리 제약ㆍ과학연구소(Delhi Pharmaceutical Science
and Research University) 등 11개 교육기관 인큐베이터를 선정해 해당 재
정을 지원하였다. 또한 델리 NCT 정부는 해당 인큐베이션센터의 운영지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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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련하여, 공공예산을 토대로 운영되는 센터들의 자본, 운영 및 유지와 관련된
부분을 구체적으로 조율하도록 하였다.171)
스타트업 조사기관인 Startup Genome은 전 세계 주요 스타트업 생태계에
대한 평가 결과에서 델리의 스타트업 생태계가 최근 크게 발전한 것으로 분석
하였으며, 델리의 스타트업 경쟁력을 전 세계 36위로 발표하였다.172)
세부 평가요소별로 살펴보면 성과(Performance)에 대한 평가로는 스타트업
성공률(Startup Success), 스타트업 생태계 가치(Ecosystem Value), 출구전
략(Exit)의 각 지표(1~10점 기준 평가)에 대해 각각 8점, 6점, 1점을 부여함으
로써 델리의 스타트업 생태계가 전반적으로 우수하나 출구전략 부문에서는
개선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한편 자금조달(Funding)에 대한 평가로는 자금조달 접근성(Access)은 5점,
자금조달의 용이성 및 수준(Quality & Activity)은 3점으로 나타났으며, 시장
접근성(Market Reach) 부문 평가로는 국내시장 접근성(Local Market
Reach)은 5점, 글로벌 선도기업(Globally Leading Companies)은 2점, 시
장 접근성 평가(Quality)는 2점을 받았다.
연결성(Connectedness) 부문의 평가로 국내시장 연결성(Local Connectedness)
은 3점, 인프라(Infrastructure)는 2점을 획득하여 인프라를 포함한 인도의 비
즈니스 환경이 전반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분석했다.
한편 인재 및 재능(Talent)과 관련된 평가에서는 비용(Cost)에서 10점을 얻
음으로써, 델리의 스타트업 생태계가 매우 우수한 인재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아울러 지식(Knowledge) 분야의 평가 중 특허(Patents) 부분에
서 8점을 취득해 델리가 특허등록 분야에서도 국제적으로 높은 경쟁력을 보이
는 것으로 나타났다.

171) Startup India, “Compendium Of Good Practices,” https://www.startupindia.gov.in/content/sih/
en/compendium_of_good_practices/policy-and-implementation.html(검색일: 2020. 7. 20).
172) Startup Genome(2020), pp.2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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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창업자
델리 및 델리 NCR 지역은 인도의 수도로서 양질의 스타트업 창업 생태계 발
달조건을 두루 갖추고 있다. 델리는 주력산업인 서비스업, 금융업, IT 외에도
제조 및 무역 분야에서도 산업이 활성화되어 고급인력이 풍부하게 제공되는 지
역이며, 교육 분야에서도 인도 델리 공과대학(IIT Delhi), 델리 대학교(Delhi
University) 등의 주요 대학이 다수 분포되어 우수한 인력을 지속적으로 배출
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유수 대학에서 배출되는 많은 인재들이 각자의 독창적
인 스타트업 아이디어를 토대로 시장에 진입하는 활발한 창업문화가 자리 잡고
있다는 점에서 델리의 스타트업 생태계 발전요인을 엿볼 수 있다. 2017년 유니
콘 기업에 오른 후 현재는 인도의 대표적인 전자상거래 기업으로 성장한 플립
카트(Flipkart) 공동 창업자인 사친 반살과 비니 반살은 모두 인도 델리 공과대
학 출신의 창업자이다.

표 4-21. 델리 스타트업 중 해외 국적 창업자 분포(2010~19년)
순위

국적

창업자 수

비중(%)

1

미국

46

52.9

2

영국

9

10.3

3

UAE

6

6.9

4

싱가포르

4

4.6

5

캐나다

3

3.4

6

스위스

3

3.4

7

세르비아

3

3.4

8

중국

2

2.3

9

독일

2

2.3

10

네덜란드

2

2.3

기타

홍콩, 이탈리아 등

7

8.0

총합

-

87

100.0

주: 인도 국적 창업자 수는 총 1,555명임(구성비: 인도 국적 94.7%, 해외 국적 5.3%).
자료: Crunchbase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6. 20)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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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1]에서 나타난 최근 10년간 설립된 델리 지역 스타트업 중 해외 국적
창업자의 분포를 보면, 미국 국적의 창업자가 과반 이상으로 가장 많고 이외에
는 영국(10.3%) 및 UAE(6.9%), 싱가포르(4.6%) 순으로 집계되었다. 인도 국
적 창업자 수는 총 1,555명이며, 해외 국적 창업자는 전체의 약 5.3%를 차지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가장 많은 투자 금액을 기록한 스타트업인 모바일 결제회사 폰페
(PhonePe)社의 창업주 3인 중 한 명은 버진 엔지니어(Burzin Engineer, 미
국)로, 버진 엔지니어는 인도 출신의 라훌 차리(Rahul Chari), 사미르 나이감
(Sameer Nigam)과 함께 2015년 폰페를 공동창업하였다.173)
한편 여성 패션 및 뷰티 분야의 온라인 플랫폼인 팝엑스오(POPxo)社의 공동
창업자인 프리얀카 길(Priyanka Gill)은 영국 국적으로, 2013년 남라타 보스트
롬(Namrata Bostrom, 인도)과 함께 팝엑스오를 창업하였다. 프리얀카 길은
뉴델리에서 대학 과정을 마치고 영국에서 저널리스트로 활동하며 패션 분야에서
경험을 쌓았으며, 이러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스타트업을 창업하기에 이른다.174)
현재 시리즈 C 투자 단계에 도달한 팝엑스오는 2013년부터 2020년 8월까
지 총 7회에 걸친 투자 라운드를 통해 총 1,240만 달러 규모의 투자를 유치하
였다. 주요 투자자는 중국 가전제품 제조사인 Oppo, 인도 벤처캐피털 치라테
벤처스(Chiratae Ventures) 및 칼라리 캐피털(Kalaari Capital), 한국의 네
오플럭스(Neoplux) 등이 있다. 참고로 네오플럭스는 두산그룹의 벤처캐피털
자회사로, 팝엑스오 외에도 비라91(Bira91), 헝거박스(HungerBox) 등 다수
의 인도 스타트업에 투자한 국내 벤처캐피털로 꼽힌다.
크런치베이스에서 제공하는 인도 델리 소재 스타트업 창업자의 직업력
(business history)과 관련된 데이터를 분석해보면, 분석 대상 1,392건 중
76.4%(1,064건)가 과거의 직업 경험(previous job)을 1개만 갖고 있다고 응
173) Crunchbase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6. 20).
174)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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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했으며 2개는 15.59%(217건), 3개는 5.1%(71건), 4개는 1.22%(17건) 등
으로 나타났다(그림 4-15).

그림 4-15. 델리 스타트업 창업자의 과거
업력

그림 4-16. 델리 스타트업 창업자의 과거
창업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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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Crunchbase에 델리 스타트업 창업자의 과거 직업력 정보
(건수)가 있는 1,392건 기준임.
자료: Crunchbase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6. 20)를 이용
하여 저자 작성.

주: Crunchbase에 델리 스타트업 창업자의 과거 직업력 정보
(건수)가 있는 1,392건 기준임.
자료: Crunchbase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6. 20)를 이용
하여 저자 작성.

그림 4-17. 델리 스타트업 창업자의 과거
근무 경험

그림 4-18. 델리 스타트업 창업자의 성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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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Crunchbase에 델리 스타트업 창업자의 과거 직업력 정보
(건수)가 있는 1,392건 기준임.
자료: Crunchbase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6. 20)를 이용
하여 저자 작성.

주: 1) Crunchbase에 델리 스타트업 창업자의 과거 직업력
정보(건수)가 있는 1,392건 기준임.
2) 무응답 7건 제외.
자료: Crunchbase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6. 20)를 이용
하여 저자 작성.

한편 창업자의 과거 창업 경력(founder experience)을 기준으로 보면 분
석 대상의 38.43%가 과거 창업 경력 없이 현재 창업 경험만을 가진 것으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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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났다(그림 4-16). 과거 창업 경험이 1회인 경우는 761건으로 54.67%, 2회
인 경우는 5.46%였으며 5회 이상의 창업 경험이 있는 경우는 단 1건으로 조사
되었다. 한편 과거 종업원으로서의 근무 경험에 대해서는 대다수인 70.11%가
없다고 응답하였으며 1회인 경우는 24.64%, 2회는 3.81% 등으로 나타났다
(그림 4-17). 성별 분포를 보면 델리 소재 스타트업 창업자의 85.3%가 남성인
반면, 여성 창업자는 전체의 14.7%에 불과하였으나 이는 인도 전체의 여성 창
업자 비율인 10% 대비 소폭 높은 수준이다(그림 4-18).
한편 델리 스타트업 창업자의 출신학교 분포를 살펴보면, 가장 많은 창업자를
배출한 대학 1위는 15명(4.7%)을 배출한 인도 델리 공과대학(Indian Institute
of Technology Delhi), 2위는 델리 대학교(Delhi University) (11명, 3.4%),
3위는 비를라 과학기술연구소(Birla Institute of Technology and Science,
Pilani) (10명, 3.1%), 4위는 아흐메다바드 경영대학(Indian Institute of
Management (IIM) Ahmedabad)과 캘커타 경영연구원(Indian Institute
of Management Calcutta) (8명, 2.5%) 등으로 나타났다.

2) 투자
델리는 2014년 이후 십억 달러 규모의 투자기업(billion-dollar club
start-up)을 탄생시키는 등 다수의 스타트업이 수도 델리에서 창업 및 정착하
게 되면서 인도 내 주요 스타트업 생태계로 성장하였다. 크런치베이스 통계를
이용해 분석한 결과, 2010~19년 기준 델리를 기반으로 탄생한 스타트업이 투
자받은 총금액은 약 41억 3,000만 달러이며, 투자를 받은 스타트업의 수는 델
리 소재 스타트업의 약 12.3%인 430개로 조사되었다. 가장 많은 액수의 투자
를 받은 스타트업은 2015년 모바일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핀테크 스타트업으
로 창업한 폰페로 2020년 6월 기준 총 6억 7,000만 달러를 투자받았으며,
India Grid Trust(금융), Hero Future Energies(전문 서비스), Hike(정보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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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스타트업도 2~4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유치했다.
델리의 스타트업 생태계 발달에는 활발한 해외 투자가 지속된 것이 중요한
성장요인이 되었는데, 주요 투자자로는 SoftBank(일본), Sequoia(미국) 및
Tiger Global(미국)과 같은 국제 투자자 등이 대표적이다.175)

표 4-22. 주요국별 델리 스타트업 투자 현황(2010~19년)
연번

국가-투자 건수, 비중

1

인도-1,033(62.34%)

주요 투자기관(건수)
Brand Capital(571), Sequoia Capital India(366),
Blume Ventures(193), InnoVen Capital(168),
Kalaari Capital(162) 등
echstars(2,863), Y Combinator(2,834),

2

미국-318(19.19%)

500 Startups(2,269), SOSV(1,639), Accel(1,409),
MassChallenge(1,347) 등
Wavemaker Partners(412), BEENEXT(144), GIC(124),

3

싱가포르-102(6.16%)

LetsVenture(83), Spiral Ventures(70),
DSG Consumer Partners(60) 등
Startupbootcamp(525), Eight Roads Ventures(346),

4

영국-35(2.11%)

CDC Group(73), Hoxton Ventures(40),
Redcliffe Capital(27), Nitin Singhal(24) 등

5

홍콩-27(1.63%)

6

일본-17(1.03%)

7

네덜란드-17(1.03%)

SAIF Partners(324), Zeroth.AI(46),
Steadview Capital(36), Swastika(8) 등
SoftBank(207), Incubate Fund(170), STRIVE(91),
Dream Incubator(68), AET Fund(24) 등
Rockstart(130), World Startup Factory(30),
Bertelsmann India Investments(26),
DOEN Participaties(22), Oikocredit International(19) 등

8

기타-108(6.52%)

-

총합

1,657(100.00%)

-

자료: Crunchbase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6. 20)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델리 소재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 현황을 살펴보면, 우선 투자 건수를 기준으
로 총 투자 횟수의 63.8%에 해당하는 944건이 인도 내 투자자로 나타났으며
175) Startup Genome(2020), p.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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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뒤는 미국(278건, 18.8%), 싱가포르(96건, 6.5%)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으로
부터의 투자는 5건을 기록해 0.3%에 그쳤으며 해외 국가 중 12위를 기록했다.
한편 투자액 기준으로는 인도가 약 27억 4,000만 달러, 34.9%로 1위를 기록했으
나, 미국으로부터의 투자액은 약 27억 달러, 34.5%로 대등한 수준의 투자액을
기록했다. 이외에는 싱가포르(6억 8,000만 달러, 8.8%), 중국(3억 2,000만 달러,
4.1%), 홍콩(3억 달러, 3.8%), 일본(2억 3,000만 달러, 2.9%) 순으로 나타났다. 미
국, 일본 및 홍콩으로부터 1건당 평균 투자액은 비교적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델리 스타트업 생태계 구성의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투자자들은 인도
국내 투자자 또는 해외 투자자로 구분할 수 있다. 2010년부터 2019년까지 델
리 스타트업에 투자를 일으킨 국내 투자는 총 1,033건이며 해외로부터의 투자
는 총 624건으로 집계되었다. 또한 투자자의 유형에 따라 개인(person) 또는
기업 및 단체(organization)로 나눌 수 있다. 총 국내 투자 건수 중 기관 투자
자가 63.1%, 개인 투자자가 36.8%를 보인 반면, 해외 투자는 기관 투자자가
84.8%로 상대적으로 더 높은 기관 투자 비율을 나타냈다.

그림 4-19. 주요국별 델리 스타트업 투자 건수 및 투자액 비중(2010~19년)
대만
일본 2.2%
2.9%

기타
8.6%
기타
7.2%

홍콩
3.8%
중국
4.1%

싱가포르
8.8%

싱가포르
6.5%
중국
0.7%

인도
35.0%

대만
일본 0.4%
0.9%
홍콩
1.7%

미국
18.8%
인도
63.8%

미국
34.5%

자료: Crunchbase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6. 20)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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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0. 투자자 형태별 델리 스타트업
투자 비중: 인도 투자자

그림 4-21. 투자자 형태별 델리 스타트업
투자 비중: 해외 투자자

(단위: %)

(단위: %)

개인, 15.2%

개인, 36.9%

기관, 63.1%

기관, 84.8%

자료: Crunchbase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6. 20)를 이용
하여 저자 작성.

자료: Crunchbase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6. 20)를 이용
하여 저자 작성.

살펴본 바와 같이 델리 스타트업에 투자 중인 투자자의 형태는 인도 투자자
또는 해외 국적 투자자의 차이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났다. 실제로 델리 스타트업
투자 환경은 인도 국내 또는 국외로부터 유치되는 투자에 따라 다른 양상을 띠고
있다. [표 4-23]은 인도 국적의 투자자를 비롯해 기업 및 단체(organization)
형태의 투자자 그룹의 주요 투자업종을 제시하고 있다. 인도 투자사 또는 투자
기관의 주요 투자대상은 인터넷 서비스(9.0%), 상업 및 쇼핑(8.8%), 소프트웨어
(8.2%), 미디어 및 엔터테인먼트(6.2%) 순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주요 투자
업종은 전체 델리 스타트업 현황과는 일부 업종에서 다른 양상을 보인다. 5위
를 기록한 ‘커뮤니티 및 라이프스타일(5위)’, ‘식음료(7위)’ 및 ‘여행(10위)’ 등
의 업종은 델리 전체 스타트업 상위 15개 업종에는 모두 포함되지 못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주요 투자자나 기업으로는 우선 플립카트(Flipkart)가 약 6억 7,000만 달러
규모를 모바일 결제 및 핀테크 분야의 스타트업인 폰페(PhonePe)에 투자한
바 있다. 한편 우타르프라데시 주 노이다 소재의 원97 커뮤니케이션(One97)으
로부터 투자받은 페이티엠 엔터테인먼트(Paytm Entertainment)는 영화관람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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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온라인 판매 플랫폼을 제공하는 스타트업이다. 원97 커뮤니케이션(One97)
은 페이티엠의 모기업으로 등록되어 있다.

표 4-23. 인도 기업 및 단체 투자자의 델리
스타트업 투자업종

표 4-24. 인도 개인 투자자의 델리
스타트업 투자업종

(단위: 개, %)

(단위: 개, %)

순위

업종

관측 수

비중

순위

1

인터넷 서비스

155

9.0%

2

상업 및 쇼핑

151

8.8%

3

소프트웨어

142

8.2%

4
5

미디어 및
엔터테인먼트
커뮤니티 및
라이프스타일

업종

관측 수

비중

1

소프트웨어

118

10.7%

2

상업 및 쇼핑

105

9.5%

3

인터넷 서비스

82

7.5%

67

6.1%

미디어 및

107

6.2%

4

92

5.3%

5

앱

63

5.7%

헬스케어

58

5.3%

식음료

57

5.2%

56

5.1%

38

3.5%

6

헬스케어

85

4.9%

6

7

식음료

73

4.2%

7

엔터테인먼트

커뮤니티 및

8

앱

68

3.9%

8

9

모바일

68

3.9%

9

모바일

10

여행

62

3.6%

10

정보기술

34

3.1%

기타

720

41.8%

기타

422

38.4%

주: 2010~19년 동안 창업한 스타트업 기준.
자료: Crunchbase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6. 20)를 이용
하여 저자 작성.

라이프스타일

주: 2010~19년 동안 창업한 스타트업 기준.
자료: Crunchbase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6. 20)를 이용
하여 저자 작성.

델리 내 개인 투자자들은 기업 및 단체와는 전반적으로 유사한 투자 양상을
나타내는 것으로 분석되며(표 4-24), 상위 투자업종은 소프트웨어(10.7%), 상
업 및 쇼핑(9.5%), 인터넷 서비스(7.5%), 미디어 및 엔터테인먼트(6.1%) 등이
다. 또한 개인 투자자들의 주요 관심업종은 실제 델리 스타트업 업종 분포와 차
별화되는 것으로 보이며, 구체적으로는 개인 투자자들의 주요 투자대상으로 꼽
힌 헬스케어(5.3%), 식음료(5.2%), 커뮤니티 및 라이프스타일(5.1%) 등은 전
체 델리 스타트업 중에는 모두 3% 미만을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성공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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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자신의 창업기업을 일군 창업자 및 경영인들은 개인 투자자로도 델리 스
타트업에 투자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전자상거래 플랫폼인 스냅딜(Snapdeal)
의 창업주인 쿠날 발(Kunal Bahl)과 로힛 반살(Rohit Bansal) 및 인도 최대
공연관람권 온라인 판매업체인 빅트리 엔터테인먼트(Bigtree Entertainment)
의 창업주 아쉬쉬 헴라자니(Ashish Hemrajani) 등이 있는데 이들은 모두 주
차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파크플러스(Park+)에 투자하였다. 한편 자산관리
회사 창업주인 카란 바겟(Karan Bhagat), 페이티엠(Paytm)의 창업주 비제이
셰카르 샤르마(Vijay Shekhar Sharma), 그리고 방갈로르에 본사를 둔 바이
오 제약회사인 바이오콘(Biocon Limited) 등의 투자자들은 정치ㆍ경제 전문
잡지사인 더프린트(ThePrint)에 개인 투자자로 투자 라운드에 참여하였다.

표 4-25. 해외 기업 및 단체 투자자의 델리
스타트업 투자업종

표 4-26. 해외 개인 투자자의 델리
스타트업 투자업종

(단위: 개, %)

(단위: %)

순위

업종

관측 수

비중

순위

업종

관측 수

비중

1

상업 및 쇼핑

134

10.4%

1

상업 및 쇼핑

32

9.6%

2

소프트웨어

115

9.0%

2

소프트웨어

30

9.0%

3

인터넷 서비스

97

7.6%

3

인터넷 서비스

25

7.5%

24

7.2%

19

5.7%

미디어 및

4

앱

79

6.2%

4

5

금융 서비스

69

5.4%

5

6

식음료

64

5.0%

6

정보기술

17

5.1%

7

모바일

58

4.5%

7

디자인

14

4.2%

54

4.2%

8

앱

13

3.9%

8

커뮤니티 및
라이프스타일

엔터테인먼트
커뮤니티 및
라이프스타일

9

헬스케어

52

4.0%

9

데이터 및 분석

13

3.9%

10

정보기술

52

4.0%

10

모바일

13

3.9%

기타

510

39.7%

기타

133

39.9%

주: 2010~19년 동안 창업한 스타트업 기준.
자료: Crunchbase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6. 20)를 이용
하여 저자 작성.

주: 2010~19년 동안 창업한 스타트업 기준.
자료: Crunchbase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6. 20)를 이용
하여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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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인도 외 기타 국가의 개인 및 기관 투자자로부터의 투자 형태는 상호간
차별화되는 특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로부터의 스타트업 투자는
‘상업 및 쇼핑’ 분야에 가장 집중된 반면, 인도 투자자들은 ‘소프트웨어’ 또는
‘인터넷 서비스’ 업종의 스타트업에 최대 투자 건수를 보였다.
우선 해외 투자자 중 기업 및 단체의 스타트업 투자를 살펴보면(표 4-25), 상
위 투자업종은 상업 및 쇼핑(10.4%), 소프트웨어(9.0%), 인터넷 서비스(7.6%)
순으로 나타났다. 상위 10개의 업종 중 금융 서비스(5.4%)와 식음료(5.0%) 분
야는 전체 델리 스타트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 미만에 그치고 있다는 점이
두드러지고 있다.
주요 투자기관이나 수혜기업 사례로는 Tencent Holdings(중국), Tiger
Global Management(미국), Bharti Soft Bank(미국) 등이 모바일 메신저 서
비스인 하이크(Hike)에 약 2억 6,000만 달러 규모를 투자하였다. 이외에도
Warburg Pincus(미국), Creation Investments Capital Management,
LLC(미국) 및 GAWA Capital(스페인) 등의 투자자들은 델리 소재의 금융 분야
스타트업인 퓨전 마이크로파이낸스(Fusion Microfinance)에 약 1억 8,000만
달러 규모를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26]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해외의 개인 투자자로의 스타트업 투자 추
이는 상업 및 쇼핑(9.6%), 소프트웨어(9.0%), 인터넷 서비스(7.5%), 미디어 및
엔터테인먼트(7.2%) 순으로 많이 나타났다. 또한 해외의 개인 투자자들은 커
뮤니티 및 라이프스타일(5.7%) 및 데이터 및 분석(3.9%) 분야 기업에도 높은
관심을 나타냈으나, 실제로 델리 스타트업의 업종별 분포 현황에서는 모두
2.5%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개인 투자자로는 사이버 보안 스타트업인
루시데우스(Lucideus)에 투자한 엔젤투자자들인 John Chambers(미국),
Jonathan Boutelle(미국), Salil Donde(미국) 등이 있으며, Neha Singh(미
국) 등은 온라인 여행 및 숙박 예약 서비스를 제공하는 트래블 트라이앵글
(TravelTriangle)에 초기 투자자로 참여하였다.

168 • 인도 스타트업 생태계 분석과 정책 시사점

델리 소재 스타트업에 대한 개인 투자자의 투자 형태를 분석해보면, 대부분
시드 단계 등의 초기 투자에 집중된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이는 스타트업의 초
기 자금조달에 개인 투자자들이 중요한 역할을 맡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3) 지식 인프라와 인적자본
델리 스타트업 생태계의 고속 성장에는 창업자와 금융 측면의 성장요인 외
에도, 우수한 전문인력 양성 환경과 더불어 산학협력 및 인큐베이팅을 통한 스
타트업 육성도 상당한 역할을 해오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델리에는 인도의 대표적인 명문 공과대학 중 하나로 꼽히는 인도 델리 공과
대학(Indian Institute of Technology in Delhi) 외에도 델리 대학교(Delhi
University), 델리 공대(Delhi College Of Engineering) 등 우수한 교육기관
이 다수 배치되어 있으며, 각 대학은 우수한 인재를 지속적으로 배출할 뿐만 아
니라 산학협력 프로그램, 스타트업 인큐베이션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델리의
스타트업 생태계 조성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오고 있다. 우수한 교육기관에서
배출된 인재들은 델리의 스타트업 생태계의 주역으로 활동하고 있다. 2010년
부터 2019년까지의 델리 스타트업 창업자 전체 273명 중 인도 델리 공과대학
출신이 15명(5.5%)으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했으며, 이는 대부분 창업자가 대
학별로 1~3명씩 고르게 분포하는 것과 대조되는 수치이다. 한편 인도 델리 공
과대학을 포함한 인도 전역의 인도공과대학(IIT) 출신 창업자는 30명이며 비율
은 8.1%에 이르고 있다. 참고로 IIT와 함께 인도정부가 우수인력 육성을 위해
설립한 인도경영대학(IIM) 출신 창업자도 23명으로 6.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으로 인도 델리 공과대학은 활발한 산학연계 연구개발을 통해 혁신
(Innovation) 및 창업(Entrepreneurship) 촉진을 추진하고 있는 기관으로
꼽힌다. 세부적으로는 기술 비즈니스 인큐베이터, 스타트업 창업 지원, 여성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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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촉진 등의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우선 기술 비즈니스 인큐베이터 프로
그램(Technology Business Incubator Program)은 인도 델리 공과대학이
기술 창업자 및 스타트업과의 파트너십 극대화를 목적으로 2000년부터 교내에
설치하고 운영해온 프로그램이다. 해당 프로그램(TBI Program)은 ‘혁신 및
기술이전재단(FITT)’의 주관하에 운영되고 있으며, 앞서 인도 델리 공과대학
은 산학 간 활발한 연구개발 협력 및 사업화, 기술이전 효과 극대화를 목적으로
혁신 및 기술이전재단(FITT: Foundation for Innovation and Technology
Transfer)을 1992년 설립해 운영해온 바 있다.
한편 여성 창업 촉진 프로그램(WEE: Women Entrepreneurship and
Empowerment)은 인도 과학기술부 지원으로 2016년 인도 델리 공과대학에
인도 최초로 도입한 여성 창업 지원사업으로, 6개월마다 30명의 여성 창업 희
망자를 선발하여 스타트업 창업 과정을 지도해오고 있다.176)

4) 주정부 정책 및 인프라
2019년 델리 NCT 정부는 스타트업 정책 프로그램(Start-up Policy for
NCT of Delhi 2019)을 발표하고 보다 본격적인 스타트업 육성 방안을 제시
하였다.
첫 번째 지원 분야는 ‘스타트업 인프라 지원’이며, 세부적으로는 스타트업
이노베이션 허브, 이노베이션 네트워크, 제작실험실(Fabrication Laboratory)
설립 등의 지원사업이 제시되었다. 다음으로는 무이자 융자 및 행정서비스를
지원하고 특허출원 비용을 환급해주는 등의 내용을 담은 ‘인센티브 지원’도 마
련되었다. 이외에도 이노베이션 부트캠프 등을 포함하는 ‘산학연계 지원’과 아
이디어 챌린지 및 해커톤(Hackathon) 등의 관련 행사를 지원하는 ‘스타트업
인식 제고 및 행사 개최’도 델리 NCT 정부에 의해 발표되었다.
176) WEE Foundation, https://weefoundation.org/(검색일: 2020. 8.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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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7. 델리 NCT 스타트업 정책 주요 프로그램(2019년)
구분

주요 내용
- 최고 수준의 스타트업 인큐베이터 기능을 위한 ‘델리 이노베이션 허브
델리

(Delhi Innovation Hub)’를 조성, 지역 내 스타트업이 사무공간, 양질의

이노베이션

멘토링, 네크워크ㆍ자금 조달 기회 등을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자

허브

유롭게 이용하도록 함
- 정책발표 시점으로부터 18개월 내 설립 계획
- 코워킹 스페이스(개방형 사무실) 기능을 하는 ‘델리 이노베이션 네트워크

델리
이노베이션
네트워크

(Delhi Innovation Network)’를 델리 내 지역(district)별 1개 이상 설립
하여 스타트업들이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 코워킹 스페이스는 주 7일, 하루 16시간 이상 개방하여 창업자들의 업무
용이성을 높일 수 있도록 계획

스타트업 인큐베이션센터 - 대학 내 인큐베이션센터 설치 시, 1:1 매칭 그랜트 방식으로 1,000만
설립 지원
루피 내, 1회에 한해 자금 지원
인프라
지원

- 인큐베이터 전문교육 프로그램 제공
인큐베이터
교육 프로그램

① 현재 활동 중인 인큐베이터 교육프로그램(Business Incubation
Management Program) 지원
② 주요 대학 내 인큐베이터 교육과정 개설 지원(최초 1회, 500만 루피 지원)
- 제작실험실(Fabrication Laboratory) 설립 지원

제작실험실
(Fab Lab)

① 정부 주도 제작실험실 설립: 2025년까지 5개 이상 설립 목표. 주
7일, 하루 16시간 이상 개방
② 민간 제작실험실 설립 지원: 민간사업체가 제작실험실 설립 시 델리
주정부로부터 무이자 융자 지원

글로벌
런치패드
무이자 융자
지원
스타트업
인센티브
지원

행정서비스
지원

- 10~30개 스타트업을 선정, 세계 주요 도시 내 사무공간(글로벌 런치
패드) 최대 2년간 무료 제공
- 관련 요건을 충족한 스타트업에 1년간 500만 루피 무이자 융자 지원
(1년 이후 연이율 6% 적용)
- 주정부에서 지정하는 공인회계사를 통해 회계/세부 관련 서비스를 저
렴한 비용으로 이용(일부 비용 지원)

특허출원 비용 - 스타트업이 특허등록을 완료하기 위해 지출한 특허출원 비용 및 변호사
환급

비용 전액 환급

공공조달 참여 - 델리 주정부 등 공공분야 조달 목적의 상품 및 서비스의 최대 10%까지
지원
이노베이션
산학연계
지원

부트캠프

스타트업과 공급계약 가능
- 델리 내 중학교에서 연 1회 이상 이노베이션 부트캠프 개최를 통해 스
타트업 인식 제고

스타트업
프로젝트 학업 - 스타트업을 설립하였거나 준비 중인 대학생 창업자에 학점 인정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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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7. 계속
구분
아이디어
스타트업
인식 제고
및

챌린지

현금포상 및 인큐베이션 기회 제공

델리 스타트업 - 주정부와 산업계 공동 주최로 6개월마다 델리 스타트업 페스티벌
페스티벌

행사 개최

주요 내용
- 주정부 주최로 6개월마다 아이디어 챌린지를 개최하고 수상자에게는

해커톤 행사

(Delhi Start-up Festival) 개최
- 매 분기 델리 내 우수한 스타트업을 초청해 해커톤(Hackathon) 행사를
개최하고, 수상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현금포상

자료: Government of NCT of Delhi(2019).

특히 델리는 스타트업 지원제도 중 ‘인큐베이션 지원’에서 다른 지역 대비 높
은 경쟁력을 보이는 것으로 평가된다. 2018년 인도정부 산하 Startup India는
지역별 스타트업 생태계 평가 결과를 공개하면서 수도 델리의 스타트업 생태계
강점으로 인큐베이션 지원제도를 꼽은 바 있다.
델리 NCT 정부 산하 교육훈련 및 기술교육부는 2016년 3월 지역 내 인큐베
이션센터 설립을 위한 1,500만 루피의 재정지원안을 담은 정책을 발표하고,
이어서 4월에는 관련 11개 교육기관을 선정하였다. 주정부의 지원을 받는 교
육기관의 인큐베이션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지침도 마련되었다. 해당 지원정
책에 따르면 약 2,800㎡에 이르는 구역에 인큐베이션센터를 설립해 운영하며,
주정부는 보조금 형태로 1,500만 루피를 지원하도록 하였다.177)

표 4-28. 델리 주정부 지정 인큐베이션센터
연번

교육기관명

분야

1

Netaji Subhas Institute of Technology

과학ㆍ기술

2

Delhi Technological University(DTU)

과학ㆍ기술

3

Bhai Parmanand Institute of Business Studies(BPIBS)

경영ㆍ경제

4

Indira Gandhi Delhi Technical Univ. for Women

과학ㆍ기술 / 여성

177) Government of India(2018), p.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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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8. 계속
연번

교육기관명

분야

5

Ambedkar University Delhi(AUD)

종합대학

6

Shaheed Sukhdev Singh College of Business

경영ㆍ경제

7

Acharya Narendra Dev College(AND)

종합대학

8

Delhi Pharmaceutical Science and Research University(DPRSU)

과학ㆍ기술

9

Ambedkar Institute of Advanced communication Tech and
Research(AIACTR)

과학ㆍ기술

10

College of Art(COA)

예술

11

Indraprastha Institute of IT(IIIT Delhi)

과학ㆍ기술

자료: Government of India(2018), pp. 11-12.

이 중 델리의 명문대학 중 하나인 IIIT Delhi에 설립된 인큐베이션센터
(IIITD Innovation & Incubation Center)는 인큐베이션 환경 조성에 따른
창업 성과가 돋보이는 곳으로 평가된다. 본 센터를 통해 50명 이상의 창업자가
참여해 인큐베이팅을 완료한 스타트업은 30개가 넘었으며, 150개 이상의 일
자리가 창출된 것으로 집계되었다.178) IIIT Delhi 인큐베이션센터의 인큐베이
팅 과정을 졸업한 스타트업 사례로는 인공지능 및 첨단 의료진단 기술을 활용
해 신생아의 건강 상태를 정교하게 진단하는 iNICU, 구직자를 위한 이러닝
(e-learning) 플랫폼 스타트업인 Wiztute, 간편한 자전거 대여 및 공유 서비스
를 제공하는 GoBikes 등이 있다.

다. 스타트업 사례: 폰페(PhonePe)179)
이번 절에서는 델리에 진출한 스타트업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2010년 이
후 델리에서 창업한 스타트업 중 해외 국적의 창업자가 1인 이상 포함된 창업
178) IIITD Innovation & Incubation Center, Impact Created, https://iiitdic.in/(검색일: 2020. 10. 1).
179) 사례조사의 경우 폰페 공식 홈페이지(www.phonepe.com, 검색일: 2020. 10. 10), 크런치베이스
데이터, 현지 언론을 종합해 작성하였으며, 필요한 부분에는 출처를 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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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을 대상으로 선정했으며, 이외에도 총 투자금과 델리 스타트업 생태계의
활용 등을 고려해 선정하였다. 델리의 핀테크 분야 창업기업인 폰페 사례를 살
펴보도록 한다.
폰페(PhonePe)社는 사용자 간의 편리한 송금 및 온라인 결제 서비스를 제
공하는 애플리케이션을 운영하는 모바일 결제 및 핀테크 분야의 스타트업이다.
2015년 12월에 인도 및 미국 국적 세 명의 공동 창업주에 의해 설립되었다. 폰
페는 2015년 설립 이후 2016년 4월 플립카트(Flipkart)에 성공적으로 인수되
었다. 창업주 3인 중 한 명은 미국 국적의 버진 엔지니어(Burzin Engineer)로,
엔지니어는 인도 출신의 라훌 차리(Rahul Chari), 사미르 나이감(Sameer
Nigam)과 함께 2015년 폰페를 공동 창업하였다. 이에 앞서 3인의 공동 창업
주는 디지털 배급사인 Mime360를 2009년 설립한 이후 2011년 플립카트에
매각한 바 있으며, 폰페 또한 창업 이후 불과 1년 만인 2016년 플립카트에 성
공적으로 인수되었다.180)

표 4-29. 폰페(PhonePe)社 개요
항목

세부 내용
폰페(PhonePe)

스타트업/법인명

창립일

2015년 12월

창업자

Burzin Engineer, Rahul Chari, Sameer Nigam

주 사업모델

모바일 결제, 핀테크

총 투자 금액 및

- 6억 7,300만 달러

주요 투자기관

- 플립카트(Flipkart)

자료: Crunchbase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6. 20)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180) Crunchbase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6.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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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페는 모바일 결제 등 기술력을 보유한 스타트업이 창업 후 단기간 내에 성
장한 이후 성공적으로 엑시트(exit)한 사례로 평가할 수 있다. 인도는 인터넷
서비스, 핀테크, 전자상거래 등 신성장 분야에서의 성장 잠재력이 매우 높으며,
기업성장 과정에서 빠른 속도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는 시장 특성을 지
닌 것으로 간주된다. 최근 인도 내에서 폰페 외에도 다수의 모바일 결제 및 핀
테크 기반 스타트업이 시장에 진입하였으며, 빠르게 성장하는 시장을 기반으로
엑시트에 성공한 바 있다.

1) 창업 및 시장 진출
폰페의 공동 창업주인 차리는 뭄바이 대학교(University of Mumbai) 및 미
국 퍼듀 대학교(Purdue University)를 거쳤다. 폰페의 공동 창업에 앞서
Mime360를 창업하였으며, 이후 플립카트(Flipkart)에서 물류 관련 자회사인
이카트 로지스틱스(Ekart Logistics)의 핵심기술 및 서비스 구축에 관여한 바
있다. 또 다른 공동 창업주인 나이감도 인도 국적으로, 뭄바이 대학교를 졸업하
고 미국 와튼스쿨을 졸업하였다. Mime360 창업경험과 더불어 플립카트에서
부회장(Senior Vice President of Engineering) 직책을 수행하면서 관련 분
야 전문성을 쌓은 것으로 평가된다.181)
공동 창업자 중 유일하게 외국 국적인 버진 엔지니어는 뭄바이 대학교와 서
던캘리포니아 대학교(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를 졸업하고, 엔터
테인먼트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타트업인 엠-고(M-GO)의 부회장(Vice
President) 직책을 수행하였다.
상기 3명의 공동 창업주는 모두 뭄바이 대학교 동문이며, 2명은 과거
Mime360이라는 스타트업을 공동 창업하고 성공적으로 매각한 경험을 갖고
있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3인의 창업주는 플립카트, Mime360, 엠-고 등 관
181) Crunchbase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6.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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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 업종의 스타트업 창업 또는 근무 경험을 쌓은 이후 폰페를 창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과거 경력은 폰페 창업 및 성장과정에서 핵심적인 성공요인으
로 작용한 것으로 평가된다.
폰페의 사업모델 및 창업 관련 환경을 살펴보도록 한다. 인도는 디지털 결제
시장의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이는 대표적인 국가 중 하나이다. 2014년 시작된
모디 정부 1기부터 인도정부는 제조업 발전전략과 더불어 ‘Digital India(디지
털 인디아)’로 대표되는 디지털 거래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였다. 이 정책은 페
이퍼리스(Paperless), 캐시리스(Cashless) 및 비대면(Faceless)을 주요 목표
로 하고 있으며, 이에 힘입어 인도 내 디지털 거래가 크게 활성화되기 시작하였
다. 특히 고액권 화폐의 통용금지 조치가 시행된 2016년 11월 인도 화폐 개혁
을 기점으로 디지털 결제를 이용하려는 인도 국민들은 더욱 폭발적으로 증가하
였으며, 이는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디지털 결제 스타트업들에 양적 성장의
기회로 작용하였다.182)
폰페는 UPI(Unified Payments Interface) 기반 시스템을 활용하는 결제
및 송금 서비스를 제공한다. 인도에서 개발된 통합 디지털 결제 서비스인 UPI
는 이용자가 다수의 은행계좌를 통합 관리 및 송금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UPI
를 활용한 폰페는 사용자 편리성을 크게 확보한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폰페는
모바일 지갑 기능도 빠르게 선보임으로써 시장의 큰 반향을 얻어 빠르게 성장
할 수 있었다. 또한 2020년 초부터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감염병
인 코로나19로 디지털 결제 서비스의 이용이 급속히 늘고 있는데, 폰페를 포함
한 페이티엠(Paytm), 아마존 페이(Amazon Pay) 등 인도 디지털 결제 서비스
이용량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폰페 창업과정에서 델리의 스타트업 생태계 활용 여부를 살펴보면, 디
지털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폰페는 업종 특성상 특정 주(州) 또는 도시가 아닌
182) “Indian banks overwhelmed after rupee withdrawal”(2016. 11. 11),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0. 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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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전역에서 사용자를 확보해 성장한 스타트업으로 평가된다. 전술한 바와
같이, 인도의 디지털 거래시장은 최근 급격한 성장세를 보여왔는데, 구체적으
로는 모바일 결제시장은 연평균 68% 성장률을 기록183)해온 것으로 분석되
었다. 폰페는 2010년대 이후 급격히 성장하던 인도 디지털 거래환경과 더불어
정부 차원의 디지털 거래촉진정책을 기반으로 고속성장할 수 있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2) 투자유치
그림 4-22. 폰페 누적 투자유치액 추이
(단위: 백만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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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Crunchbase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6. 20)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폰페는 2015년 12월 창업 이후 2016년 4월 인도 내 거대기업인 플립카트
(Flipkart)에 조기 인수되었다. 이후 폰페는 플립카트로부터 안정적으로 투자
를 받아온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4월까지 폰페는 총 10번의 투자 라운드를

183) Swissnex India(2017), “India’s Booming Digital Industry,” https://www.swissnexindia.
org/wp-content/uploads/sites/5/2017/09/ICT-Report.pdf(검색일: 2020. 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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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모기업인 플립카트로부터 6억 7,300만 달러 규모의 투자를 유치한 것으
로 나타났다. 각 투자 라운드에서 투자자는 모두 1인으로 나타났는데, 폰페는
창업 이후 플립카트 이외의 투자자로부터의 투자를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
다. 플립카트는 모바일 결제 분야에서 기술을 보유한 폰페를 인수한 이후 지속
적으로 사업 규모를 성장시키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184)
핀테크 분야 스타트업은 빠른 성장을 위해서 많은 자본 투입이 필요하다는
특징을 보인다. 폰페의 공동 창업주인 나이감은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인
도 내 테크 스타트업계의 경쟁이 매우 치열하다고 평가하면서, 글로벌 테크기
업의 인도시장 진입 및 핀테크 분야 경쟁 심화는 참여기업들의 지속적인 투자
확대로 이어지고, 이러한 양상으로 다수의 토종 스타트업들이 빠른 자금소진
(cash-burning) 문제를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185) 창업 이후 폰페가 성공적
으로 시장에서 성장할 수 있었던 비결은 창업 초기 거대기업인 플립카트에 인
수되어 안정적인 자본 투입을 통한 성장기반을 확보하게 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상으로 폰페의 창업 배경 및 비즈니스 모델, 투자유치 추이 등을 분석해보
았다. 폰페 사례를 통해 대도시의 풍부한 인구 규모와 더불어 높은 접근성 및
인프라 등의 비즈니스 환경이 스타트업의 투자유치 및 빠른 성장에 중요한 요
인으로 작용한다는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아울러 폰페는 서비스 경쟁력
을 바탕으로 델리뿐만 아니라 인도 전역에서 단기간에 많은 이용자를 확보한
사례로 평가된다. 폰페는 인도 내에서 널리 활용 중인 통합 디지털 결제 서비스
인 UPI를 활용해 이용자 편리성을 크게 높였으며, 인도 내 디지털 거래 활성화
기조를 적극 활용해 신속하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184) Crunchbase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6. 12).
185) Yourstory(2019), “Cash burn is not sustainable, but we have to live with it in India, says
PhonePe’s Sameer Nigam,” https://yourstory.com/2019/12/cash-burn-not-sustainableindia-phonepe-sameer-nigam(검색일: 2020. 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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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뭄바이
가. 스타트업 현황
뭄바이는 인도 지역 내 총생산량(State GDP) 기준 1위186)이자 인구 기준
2위187)인 마하라슈트라의 주도(state capital)이며 인도와 세계를 잇는 핵심
항구188)이자 중심점으로 인도에서 가장 도시화된 지역이다. 1,200만 명 이상
에 달하는 인구와 함께 인도의 상업 중심지로 꼽히는 지역으로, 인도 중앙은행
(RBI), 뭄바이 증권거래소(BSE), 인도 증권거래위원회(SEBI) 등 인도 금융경제
핵심기능이 집중되어 있다. 아울러 뭄바이에는 엔터테인먼트 산업도 발달해
Zee Network, NDTV 등 다수의 미디어 기관이 위치하고 있으며, 인도의 영
화 산업을 뭄바이의 옛 이름인 봄베이(Bombay)와 할리우드(Hollywood)의
합성어인 볼리우드(Bollywood)라고 부르기도 한다.
핀테크, 전자상거래 및 IT 등이 주요 스타트업 분야로 꼽히는 뭄바이는 액코
(acko), 클래버탭(CleverTap), 인스타램(Instarem) 등의 스타트업을 배출한
것으로 유명하다. 뭄바이 스타트업 중 높은 비중을 차지한 분야로는 상업 및 쇼핑
(Commerce and Shopping) 12.1%, 금융 서비스(Financial Services) 11.5%,
광고(Advertising) 7.2%, 기술정보(Information Technology) 7.0%, 앱(Apps)
6.6% 순으로 나타났다.
Inc42 집계에 따르면189) 뭄바이의 2018년 대비 2019년 스타트업 투자는
27%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투자의 46%가 시리즈 A 단계 스타트업에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나 다수의 투자자가 뭄바이 내의 성숙 또는 발전 단계의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86)
187)
188)
189)

MoSPI, GROSS STATE DOMESTIC PRODUCT 2018/19.
2011 인구 센서스(Census) 기준, 인도는 10년 단위로 인구 총조사를 실시한다.
뭄바이 지역의 Jawaharlal Nehru Port, Mumbai Port는 인도를 대표하는 항구이다.
Inc42(2019), “2019 Indian Tech Startup Funding Report,” pp. 78-82.

제4장 인도 도시별 스타트업 생태계 분석 • 179

그림 4-23. 뭄바이 개황

항목

세부 내용

인구

12,442,373명

식자율

89.73%
(인도 평균 69.15%)

주요

1차 산업 1%

산업

2차 산업 22%

비중

3차 산업 77%

자료: Maps of India, https://www.mapsofindia.com/maps/maharashtra/maharashtralocation.htm(검색일: 2020.
11. 2); Census 2011 Mumbai, https://www.census2011.co.in/census/city/365-mumbai.html(검색일: 2020.
11. 2); Directorate of Economics and Statistics, Mahashtra, https://mahades.maharashtra.gov.in/files/
report/DDP_2004_05%20to%202013_14_BY_0405.pdf(검색일: 2020. 11. 2).

2010년부터 2019년 사이 뭄바이에서 창업한 스타트업 수는 총 2,707개로
벵갈루루(4,373개)와 델리(3,495개) 대비 소폭 낮은 수치를 기록하였다. 스타트
업 인디아(Start-up India) 정책을 발표한 시기인 2015년 457개로 크게 성장
하였으며, 이후 2019년까지 전반적으로 창업기업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

그림 4-24. 뭄바이 스타트업 연도별 창업 현황(2010~19년)
(단위: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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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Crunchbase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6. 20)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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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2018

2019

한편 업종별로 뭄바이 소재 스타트업의 비중을 분석해보면 소프트웨어 스타
트업이 817개에 달하며 11.1%를 차지했으며, 다음으로는 인터넷 서비스
8.4%, 상업 및 쇼핑 6.9%, 정보기술 5.9% 순으로 나타났다. 제2장에서 제시된
인도 전체 스타트업의 업종별 비중과 비교해보면, 상위 5개 업종 중 상업 및 쇼
핑을 제외한 4개 항목에서 인도 전체와 뭄바이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뭄
바이 소재 해외 스타트업의 업종별로 뭄바이 소재 스타트업은 국내 스타트업과
유사한 분포를 보인다.

표 4-30. 뭄바이 스타트업 산업 업종별 비율(2010~19년)
(단위: 개, %)

순위

업종

관측 수

비중

1

소프트웨어

817

11.1%

Embibe, OfficeCloud, Power2SME

2

인터넷 서비스

617

8.4%

FreeCharge, Nykaa, OfficeCloud

3

상업 및 쇼핑

510

6.9%

LOGOS India, PharmEasy, Pepperfry

4

정보기술

438

5.9%

OfficeCloud, SugarBox, Kissht

5

금융 서비스

391

5.3%

InCred, FreeCharge, Acko General Insurance

6

판매 및 마케팅

354

4.8%

Culture Machine, Vserv, Fame

343

4.6%

Culture Machine, TVF, Pocket Aces

266

3.6%

Neogrowth, Craftsvilla, Flyrobe

7

미디어 및
엔터테인먼트

주요 스타트업

8

디자인

9

모바일

237

3.2%

ream11, Purplle, MoneyOnMobile

10

앱

221

3.0%

Shop101, ftcash, Chillr

3185

43.2%

-

7,379 100.0%

-

기타

교육, 의료서비스,
상업 및 쇼핑 등
총합계

주: 각 스타트업 업종이 2개 이상인 경우 중복하여 계산. ‘주요 스타트업’은 상위 투자유치 기업 중 선정.
자료: Crunchbase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6. 20)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제4장 인도 도시별 스타트업 생태계 분석 • 181

표 4-31. 뭄바이 스타트업 주요 업종(해외 창업자)
(단위: 개, %)

순위

업종

관측 수

비중

1

소프트웨어

26

12.1%

2

금융 서비스

20

9.3%

3

상업 및 쇼핑

17

7.9%

MoneyOnMobile, Pipa+Bella, Ample Wholesale

4

인터넷 서비스

14

6.5%

BrowserStack, Flock, Culture Machine

11

5.1%

Culture Machine, Heckyl, Impact Guru

정보기술

10

4.7%

Flock, Heckyl, TAC Security

7

모바일

9

4.2%

MoneyOnMobile, Citrus Payment Solutions, Vserv

8

과학기술

8

3.7%

Happy, Qure AI, Intelligence Node

9

데이터 분석

7

3.3%

Happy, Qure AI, Haptik

10

대출 및 투자

7

3.3%

85

39.7%

-

214

100.0%

-

5
6

기타

미디어 및
엔터테인먼트

인공지능, 교육,
하드웨어 등
총합계

주요 스타트업
BrowserStack, Flock, MoneyOnMobile
MoneyOnMobile, Citrus Payment Solutions,
Mahindra Partners

Citrus Payment Solutions, Mahindra Partners,
Maxmywealth

주: 1) ‘해외 창업자’는 해외 국적 창업자가 1인 이상 포함된 스타트업을 의미.
2) 각 스타트업 업종이 2개 이상인 경우 중복하여 계산. ‘주요 스타트업’은 상위 투자유치 기업 중 선정.
자료: Crunchbase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6. 20)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나. 스타트업 생태계
1) 창업자
인도의 경제중심지로 급부상 중인 뭄바이는 높은 수준의 정보통신 인프라,
낮은 문맹률, 타 지역 및 해외와의 높은 연결성 등 우수한 비즈니스 환경을 제공
한다. 이러한 환경에서 우수한 인재들은 핀테크 등의 테크 스타트업 창업에 끊임
없이 도전하면서 인도 최고 수준의 창업 생태계 조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표 4-32]에서와 같이 2010년 이후 설립된 뭄바이 지역 스타트업 중 해외
국적 창업자의 분포를 보면, 미국 국적의 창업자가 과반 이상(52.2%)으로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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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 차지하였으며, 이외에는 싱가포르(15.6%), 영국(10%) 및 UAE(3.3%) 순
으로 집계되었다. 참고로 인도 국적 창업자 수는 총 1,431명으로, 해외 국적 창
업자는 전체의 약 5.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32. 뭄바이 스타트업 중 해외 국적 창업자 분포(2010~19년)
순위

국적

창업자 수

비중(%)

1

미국

47

52.2%

2

싱가포르

14

15.6%

3

영국

9

10.0%

4

UAE

3

3.3%

5

캐나다

3

3.3%

6

홍콩

3

3.3%

7

네덜란드

2

2.2%

8

호주

1

1.1%

9

불가리아

1

1.1%

10

스위스

1

1.1%

기타

독일, 스페인 등

6

6%

총합

-

90

100.0%

주: 인도 국적 창업자 수는 총 1,431명임(구성비: 인도 국적 94.1%, 해외 국적 5.9%).
자료: Crunchbase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6. 20)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크런치베이스에서 제공하는 인도 뭄바이 소재 스타트업 창업자의 직업력
(business history)과 관련된 데이터를 분석해보면, 분석 대상 1,520건 중
72%(1,095건)가 과거의 직업 경험(previous job)을 1개만 갖고 있다고 응답
했으며 2개는 16.5%(251건), 3개는 5.5%(84건), 4개는 2.4%(36건) 등으로
나타났다. 10건 이상의 직업력을 가진 창업자는 2명으로 전체의 0.2%에 불과
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창업자의 과거 창업 경력(founder experience)을
기준으로 보면 분석 대상의 39.2%가 과거 창업 경력 없이 현재 창업 경험만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4-26). 과거 창업 경험이 1회인 경우는 833건으로
54.8%, 3회인 경우는 5.1%였으며 4회 이상의 창업 경험이 있는 경우는 3건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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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조사되었다. 한편 과거 종업원으로서의 근무 경험에 대해서는 대다수인
73%가 없다고 응답하였으며 1회인 경우는 20.9%, 2회는 3.6% 등으로 나타났
다(그림 4-27). 성별 분포를 보면 뭄바이 소재 스타트업 창업자의 86.2%가 남
성인 반면, 여성 창업자는 전체의 14%에 불과하였으나 이는 인도 전체의 여성
창업자 비율인 10% 대비 소폭 높은 수준이다(그림 4-28).

그림 4-25. 뭄바이 스타트업 창업자의 과거
업력

그림 4-26. 뭄바이 스타트업 창업자의 과거
창업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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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Crunchbase에 뭄바이 스타트업 창업자의 과거 직업력
정보(건수)가 있는 1,520건 기준임.
2) 21회 업력 관측수 1건 제외.
자료: Crunchbase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6. 20)를 이용
하여 저자 작성.

그림 4-27. 뭄바이 스타트업 창업자의 과거
근무 경험

77

100
0

1

2

3

3

4

주: Crunchbase에 뭄바이 스타트업 창업자의 과거 직업력
정보(건수)가 있는 1,520건 기준임.
자료: Crunchbase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6. 20)를 이용
하여 저자 작성.

그림 4-28. 뭄바이 스타트업 창업자의 성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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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Crunchbase에 뭄바이 스타트업 창업자의 과거 직업력
정보(건수)가 있는 1,520건 기준임.
자료: Crunchbase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6. 20)를 이용
하여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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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Crunchbase에 뭄바이 스타트업 창업자의 과거 직업력
정보(건수)가 있는 1,517건 기준임.
2) 무응답 8건 제외.
자료: Crunchbase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6. 20)를 이용
하여 저자 작성.

한편 뭄바이 스타트업 창업자의 출신학교 분포를 살펴보면, 가장 많은 창
업자를 배출한 대학 1위는 53명(12.5%)을 배출한 인도 뭄바이 공과대학
(Indian Institute of Technology Bombay), 2위는 뭄바이 대학교(Mumbai
University)(32명, 7.6%), 3위는 인도 델리 공과대학(Indian Institute of
Management Delhi)(12명, 2.8%), 4위는 인도 아마다바드 공과대학(Indian
Institute of Management Ahmedabad)과 인도경영대학원(Indian School
of Business)(11명, 2.6%) 등으로 나타났다.

2) 투자
크런치베이스 통계를 이용해 분석한 결과, 2010~19년 기준 뭄바이를 기반
으로 탄생한 스타트업이 투자받은 총금액은 약 63억 달러로 조사되어 벵갈루
루(145억 달러)보다 낮고 델리(41억 달러)보다는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 투자를 받은 스타트업의 수는 전체 스타트업의 약 18.9%인 511개로 조사
되었다. 가장 많은 액수의 투자를 받은 스타트업은 부동산 업종 스타트업인
Piramal Realty로 2020년 6월 기준 총 4억 3,000만 달러를 투자받았으며,
LOGOS India(물류 및 전자상거래), PharmEasy(전자상거래 및 헬스케어),
Pepperfry(전자상거래), Embibe(교육) 등의 스타트업도 각각 2억~4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유치했다.

표 4-33. 주요국별 뭄바이 스타트업 투자 현황
연번

국가-투자 건수(비중)

주요 투자기관(건수)
Brand Capital(571), Sequoia Capital India(366),
Blume Ventures(193), InnoVen Capital(168),

1

인도-1,317(63.4%)

Kalaari Capital(162), Chiratae Ventures(159),
Mumbai Angels(132), Microsoft Accelerator Bangalore(121),
Venture Catalysts(118), Indian Angel Network(113)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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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3. 계속
연번

국가-투자 건수(비중)

주요 투자기관(건수)
Techstars(2,863), Y Combinator(2,834), 500 Startups(2,269),

2

미국-407(19.6%)

SOSV(1,639), New Enterprise Associates(NEA)(1,637),
Accel(1,409), Sequoia Capital(1,329), Plug and Play(996) 등

3

싱가포르-124(6.0%)

4

영국(GBR)-51(2.5%)

Wavemaker Partners(412), Temasek Holdings(249),
BEENEXT(144), JAFCO Asia(133), GIC(124) 등
Startupbootcamp(525), Eight Roads Ventures(346),
Barclays Accelerator, powered by Techstars-London(127),
Notion(122), Unilever Ventures(100), Founders Factory(89) 등

5

홍콩-24(1.2%)

SAIF Partners(324), Cyberport Hong Kong(171), Brinc(113) 등

6

UAE-18(0.9%)

7

일본-18(0.9%)

8

기타-119(5.7%)

-

총합

2,078(100.0%)

-

Vy Capital(55), Shorooq Partners(30),
Jabbar Internet Group(22), NB Ventures(14) 등
STRIVE(91), Mitsui Sumitomo Insuarance Venture Capital(86),
Dream Incubator(68), B Dash Ventures(51) 등

자료: Crunchbase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6. 20)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뭄바이 소재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 현황을 살펴보면, 우선 투자 건수를 기준
으로 총 투자 횟수의 63.4%에 해당하는 1,317건이 인도 내 투자자로 나타났으
며 그 뒤는 미국(407건, 19.6%), 싱가포르(124건, 6.0%) 순으로 나타났다. 한
국으로부터의 투자는 3건을 기록해 0.1%에 그쳤으며 35개국 중 17위를 기록
했다. 투자액 기준으로는 인도가 약 58억 6,000만 달러, 39.7%로 1위를 기록
했으나, 미국으로부터의 투자액은 약 40억 달러, 27.4%로 국내 및 미국의 투
자액이 총 투자액의 67%를 차지하였다. 이외에는 싱가포르(8억 6,000만 달러,
5.9%), 영국(5억 6,000만 달러, 3.8%), 홍콩(3억 5,000만 달러, 2.4%),
UAE(1억 5,000만 달러, 1%)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미국과 영국으로부터 1건
당 평균 투자액은 비교적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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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9. 주요국별 뭄바이 스타트업 투자 건수 및 투자액 비중(201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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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Crunchbase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6. 20)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뭄바이 스타트업 생태계 구성의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투자자들은 인도
국내 투자자 또는 해외 투자자로 구분할 수 있다. 2010년부터 2019년까지 뭄
바이 스타트업에 투자를 일으킨 국내 투자는 총 1,317건이며 해외로부터의 투
자는 총 761건으로 집계되었다. 또한 투자자의 유형에 따라 개인(person) 또
는 기업 및 단체(organization)로 나눌 수 있다. 총 국내 투자 건수 중 기관 투
자자가 71.5%, 개인 투자자가 28.5%를 보인 반면, 해외 투자는 기관 투자자가
85.7%로 상대적으로 더 높은 기관 투자 비율을 나타냈다. 타 지역(델리: 기관
63.1%)과 비교해보면 뭄바이 스타트업에 대한 국내 투자는 기관 투자가 주류
를 이루고 있음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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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0. 투자자 형태별 뭄바이 스타트업
투자 비중: 인도 투자자

그림 4-31. 투자자 형태별 뭄바이 스타트업
투자 비중: 해외 투자자

(단위: %)

(단위: %)

개인, 14.3%

개인, 28.5%

기관, 71.5%

주: 각 스타트업의 업종이 2개 이상인 경우 중복하여 계산.
자료: Crunchbase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6. 20)를 이용
하여 저자 작성.

기관, 85.7%

주: 각 스타트업의 업종이 2개 이상인 경우 중복하여 계산.
자료: Crunchbase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6. 20)를 이용
하여 저자 작성.

뭄바이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는 비교적 소프트웨어(Software)와 인터넷 서
비스(Internet Services) 분야에 대한 투자 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뭄
바이는 인도 내 정보기술 및 인터넷 서비스 산업이 가장 발달한 지역 중 하나로
꼽힌다. 투자자의 유형별로 세분화하여 살펴보면, 먼저 뭄바이 내 기관 투자자
들의 상위 투자업종은 상업 및 쇼핑(10.5%), 소프트웨어(10.0%), 금융 서비스
(7.4%) 등이다(표 4-34). 또한 개인 투자자들은 기업 및 단체와 전반적으로 유
사한 투자 양상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이나, 투자순위 5위를 기록한 커뮤니티
및 라이프스타일은 14위를 기록한 기관 투자와 비교 시 개인 투자자의 많은 관
심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공적으로 자신의 창업기업을 일군 창업자와 경영인들은 개인 투자자로도
뭄바이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2015년 설립된 뭄바이 소재의
온라인 약국 스타트업인 팜이지(PharmEasy)는 인도 내 다수의 기관 투자자로
부터 투자를 받아 사업을 확장하였으며 현재 Series D 단계에 이르렀다. 주요
투자자로는 JM Financial(뭄바이), Aarin Capital(벵갈루루), Orios Venture
Partners(뭄바이), InnoVen Capital(뭄바이) 등으로 나타나, 뭄바이 내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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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들이 동 지역 스타트업 활성화에 주요 역할을 하는 선순환 구조를 보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4-34. 인도 기업 및 단체 투자자의
뭄바이 스타트업 투자업종

표 4-35. 인도 개인 투자자의 뭄바이
스타트업 투자업종

(단위: 개, %)

(단위: %)

순위

업종

관측 수

비중

순위

업종

관측 수

비중

1

상업 및 쇼핑

317

10.5%

2

소프트웨어

303

10.0%

1

상업 및 쇼핑

59

10.4%

2

인터넷 서비스

53

9.4%

3

금융 서비스

223

7.4%

3

소프트웨어

49

8.7%

4

인터넷 서비스

184

6.1%

4

금융 서비스

29

5.1%

22

3.9%

5

정보기술

125

4.1%

5

커뮤니티 및
라이프스타일

6

모바일

123

4.1%

6

교통

21

3.7%

7

헬스케어

114

3.8%

7

헬스케어

20

3.5%

8

교통

109

3.6%

8

정보기술

20

3.5%

9

데이터 및 분석

108

3.6%

9

데이터 및 분석

18

3.2%

10

디자인

92

3.0%

10

디자인

18

3.2%

기타

1,323

43.8%

기타

256

45.3%

주: 2010~19년 동안 창업한 스타트업 기준.
자료: Crunchbase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6. 20)를 이용
하여 저자 작성.

주: 2010~19년 동안 창업한 스타트업 기준.
자료: Crunchbase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6. 20)를 이용
하여 저자 작성.

[표 4-36]과 [표 4-37]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기관 투자자로부터의 스타트
업 투자는 소프트웨어(9.4%) 분야에 가장 많이 집계된 반면, 개인 투자자들은
상업 및 쇼핑(10.5%)에 대한 투자가 많이 나타났다. 또한 해외 기관 투자자들
은 대출 및 투자(Lending and Investments) 분야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 빈도
가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설립된 뭄바이 소재 물류 분야 스타
트업인 로고스 인디아(LOGOS India)는 2개의 해외 기관 투자자들로부터 투
자를 받았는데, 해당 투자기관은 Ivanhoe Cambridge(캐나다)와 QuadReal
Property Group(캐나다) 등이다. 한편 온라인 의류 판매 스타트업인 나이카
(Nykaa)는 다수의 해외 개인 및 기관 투자자들의 투자를 유치한 것으로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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났다. 나이카(Nykaa)는 창업 초기 해외 투자자인 Dalip Pathak(영국)의 투자
를 받았는데, Dalip Pathak은 뉴욕 소재의 대형 사모펀드인 워버그 핀커스
(Warburg Pincus)의 상임 고문이나 해당 투자에는 개인 자격으로 참여한 것
으로 분석된다. 창업주 및 개인 투자자의 자금조달로 사업을 확장한 나이카는
Series E 단계부터 다수의 해외 기관 투자자도 모집하였는데, 해당 기관은
Steadview Capital(홍콩), TPG Growth(미국) 등이다.190)

표 4-36. 해외 기업 및 단체 투자자의 뭄바이
스타트업 투자업종

표 4-37. 해외 개인 투자자의 뭄바이
스타트업 투자업종

(단위: 개, %)

순위

(단위: 개, %)

업종

관측 수

비중

순위

업종

관측 수

비중

1

소프트웨어

70

9.4%

1

상업 및 쇼핑

29

10.5%

2

금융 서비스

63

8.5%

2

소프트웨어

27

9.8%

3

상업 및 쇼핑

62

8.3%

3

인터넷 서비스

20

7.3%

4

인터넷 서비스

47

6.3%

4

금융 서비스

14

5.1%

5

교통

31

4.2%

5

정보기술

12

4.4%

6

헬스케어

29

3.9%

6

교통

12

4.4%

7

정보기술

28

3.8%

7

헬스케어

11

4.0%

8

대출 및 투자

26

3.5%

8

앱

10

3.6%

9

데이터 및 분석

23

3.1%

9

데이터 및 분석

10

3.6%

10

미디어 및 엔터테인먼트

22

3.0%

10

디자인

10

3.6%

기타

344

46.2%

기타

395

43.6%

주: 2010~19년 동안 창업한 스타트업 기준.
자료: Crunchbase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6. 20)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주: 2010~19년 동안 창업한 스타트업 기준.
자료: Crunchbase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6. 20)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3) 지식 인프라 및 인적자원
뭄바이는 지리적 위치로 금융, 문화, 제조업 관련 비즈니스 역사가 오래되었
으며 인프라가 잘 구비되어 있고 다수의 고등기관이 밀집해 관련 인적자원도
풍부하다. 이러한 사회적 환경을 바탕으로 이번 절에서는 뭄바이의 지식 인프
190) Crunchbase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6.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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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및 인적자원 현황과 특징을 살펴보겠다.
인도 교육부(Ministry of Education)의 2017/18 전 인도 고등 교육기관
조사에 따르면, 뭄바이는 벵갈루루(1위, 893개), 하이데라바드(2위, 472개) 등
에 이어 8번째(313개)191)로 많은 대학이 설립된 도시로 나타났다.192) 대표적
인 교육기관으로는 뭄바이 공과대학(IIT Bombay),193) 뭄바이 국립 산업공학
대학(NITIE: National Institute of Industrial Engineering), 인도 디자인
및 혁신대학(ISDI: Indian School of Design & Innovation) 등이 있으며,
그 외에도 인도경영 및 창업대학(Indian School of Management &
Entrepreneurship) 등의 고등 교육기관이 자리 잡고 있다. 이러한 고등 교육
기관은 기술, 디자인, 예술 분야의 전문성을 보유한 많은 인력을 배출할 뿐만
아니라 연구개발 환경을 조성하고 스타트업의 인큐베이터로도 활용되고 있다.
특히 IIT 뭄바이의 SINE, E-Cell은 인도의 대표적인 창업 인큐베이터로 평가
되고 있다.
‘SINE(Society for Innovation and Entrepreneurship)’는 2004년 IIT뭄바이에 설립되었다.194) 클린테크, 핀테크. 메드테크(Medtech) 등 테크 스
타트업을 대상으로 시제품 생산을 지원하고 기업과 파트너십을 통해 액셀러레
이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인도과학기술부(Depart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는 SINE를 생명공학 분야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바이오 인
큐베이터(BRIAC Bionest)로 지정해 활동에 필요한 보조금을 제공하고 있다. 아
울러 인도 중앙정부-인텔-SINE가 협력해 하드웨어와 전자기기 시스템 관련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플러그인(Plugin), 스위스-인도 연구진이 교류하는 산학
연계연수(Academia Industry Training)와 같은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191) Ministry of Statistics and Programme Implementation, https://www.mhrd.gov.in/sites/
upload_files/mhrd/files/statistics-new/AISHE2017-18.pdf, p. 25(검색일: 2020. 10. 1).
192) 벵갈루루 부분의 인도 주요 도시별 대학분포 현황은 [표 4-12] 참고.
193) IIT 뭄바이는 QS 세계 대학 순위 2020년 152위로 인도 대학 중 가장 높은 순위를 기록하였다. 제3장
[표 3-11] 참고.
194) SINE 관련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고해 작성하였다. https://sineiitb.org/(검색일: 2020. 10.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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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2020년 10월 기준 SINE를 통해 170개 이상의 스타트업과 550명 이상
의 창업자가 탄생했으며, 4,000명 이상의 고용이 창출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E(Entrepreneurship)-Cell은 아시아에서 가장 큰 대학 창업조직이다.195)
특히 아이디어 경진 대회인 EUREKA는 1,000여 개 이상의 스타트업이 참가하는
대표적인 행사이다. 이 행사에는 인도정부와 기업뿐만 아니라 Deutsche Bank,
Cisco, Qualcomm 등 해외 기업도 참가해 핀테크와 에드테크(Edtech) 분야
의 신기술,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하는 스타트업을 지원한다.
뭄바이의 또 다른 지식 인프라로 ‘뭄바이 핀테크 허브’가 있다. 뭄바이 핀테
크 허브는 마하라슈트라 정부가 2018년에 발표한 ‘Fintech policy 2018’에
근거해 설립된 것이다. 이 정책은 주정부 최초로 핀테크에 특화된 정책을 수립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인도의 금융 수도로 불리는 뭄바이를 국제적 수
준의 핀테크 허브로 부상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196)
뭄바이 핀테크 허브는 인프라, 조직, 인력 등 핀테크 연관 생태계 구성요소
전체를 허브 내 수용해 상호 융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여 혁신과 기업가정
신을 육성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뭄바이 핀테크 허브는 핀테크 레지스트리(관
계자 커뮤니티), API 샌드박스, 핀테크 교육 플랫폼, 투자 및 거래 플랫폼 등을
구축했으며, 금융기관, 규제기관, 기술 파트너, 투자자, 학술기관, 핀테크 스타
트업 인큐베이터 및 액셀러레이터, 정부기관 등이 핵심 주체로 참여하고 있다.
뭄바이 핀테크 허브의 주요 목표는 △ 생태계 혁신을 통한 금융 역량 증진 △
APIs를 통한 오픈 뱅킹 플랫폼 촉진 △ 스타트업, 기술회사, 금융기관 및 정부
기관 등으로 구성된 활발한 핀테크 생태계 구축 등이다. 목표 달성을 위해 주정
부는 ① 3년 내 300개 이상의 핀테크 스타트업 생성 ② 20억 루피 규모의 자금 조
달 ③ 5년 내 세계 5대 핀테크 허브로의 부상을 세부 추진 단계로 제시하고 있다.

195) https://www.ecell.in/esummit/#aboutus(검색일: 2020. 7. 20). E-Cell의 세부 내용은 제3장
지식 인프라에도 언급되어 있다.
196) 이하 문단의 내용과 글상자 4-4는 해당 정책을 참고해 요약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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뭄바이 핀테크 허브 온라인 포털(www.fintech.maharashtra.gov.in)은
인도정부의 지원제도, 핀테크 기업 및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커뮤
니티, 보조금, 핀테크 교육, 투자 등에 관한 원스톱 정보를 제공한다. 마하라
슈트라 주정부는 핀테크 기술자(전문가)에 대한 수요가 높다는 것을 인지하고
핀테크 교육을 매우 강조하고 있다. 이에 핀테크 교육 플랫폼(FEP: Fintech
Educational Platform)을 별도로 구축하고 디지털 결제, 디지털 렌딩, 보안,
등에 대한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금융기관과 스타트업이 데이터와 제
품을 상호 교환할 수 있는 플랫폼인 ‘API 샌드박스’도 운영하고 있다.
이외에도 TEDC(Technology & Entrepreneurship Development Cell,
이하 TEDC) 및 CIBA(Centre for Incubation Business Acceleration, 이
하 CIBA) 뭄바이가 있다. 마하라슈트라 주정부는 E-Cell과 유사한 형태의
TEDC를 조성해 대학 내에서 학생들이 혁신적인 프로젝트나 창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한다. 각 대학은 TEDC를 관리할 교수를 지정하고 정부
는 국가 차원의 이슈를 해결하기 위한 기술 프로젝트를 TEDC에 참여하는 학
생들과 협력해 진행할 예정이다.197) CIBA는 인도정부의 스타트업 액션 플랜
(Startup Action Plan)을 바탕으로 인도 과학 및 기술부가 지원하는 기술 비
즈니스 인큐베이터이다.198) CIBA는 스타트업을 위한 원스톱 지원 시스템 제
공과 창업 네트워크를 구축해 뭄바이를 혁신 허브로 육성하겠다는 목표를 바탕
으로 스타트업에 작업공간, 멘토링, 시드 펀딩 및 시제품 제작 등을 지원한다.

4) 정부정책 및 인프라
마하라슈트라 주정부의 주요 스타트업 정책은 「마하라슈트라 혁신 스타트업
정책 2018(Maharashtra State Innovative Startup Policy 2018-2023)」
이다.
197) 마하라슈트라 스타트업 정책의 Realizing Human Potential 부분을 참고해 작성함.
198) https://ciba.org.in/mumbai/(검색일: 2020. 1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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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8. 마하라슈트라 스타트업 정책(LEAPFROG)의 주요 내용
구분

세부 내용

Lighten Regulatory

규제 완화 및 행정절차 간소화: 자기인증제, 법 완화, 정부조달 조건 완화.

Compliance

지방정부 부가세(SGST) 면제, 인지세 면제, 품질검사비, 특허출원 지원 등

E-Connect the

연결성 강화: MSInS 온라인 포털 구축을 통한 스타트업 지원 및 네트워크

Ecosystem
Augment
Infrastructure

구축 등 포괄적인 정보를 포함
인프라 확충: 학계, 전문 연구기관, 민간 인큐베이터 설립, 농촌 지역 및 사회적
분야 스타트업 지원, 액셀러레이터 대상 인프라 구축, 스타트업 파크, 팅커링
랩, 가상 인큐베이션 등

Partner with Industry 산업과의 협력 확대: 대기업, 산업협회, 엔젤투자자 네트워크 구축 및 확대
Funding Startups
Realizing Human
Potential
Organize Competitions
& Events
Governance

금융 지원: 스타트업 모태펀드(50억 루피 규모), 인프라 펀드, CSR 펀드,
클라우딩, 대체투자 시장 개방 등
인적자원 확대: 대학에 갭이어(Gap Year) 제도 도입, TEDC 운영, 마하라
슈트라 재외인도인(NRI) 멘토 네트워크 구축
연관 이벤트 및 경진대회 개회: 스타트업 위크, 스타트업 심포지엄 등
거버넌스: Maharashtra State Innovation Society(MSInS)를 정책 시행
및 평가의 핵심기관으로 지정, 정책 모니터링 및 평가 수행

자료: Government of Maharashtra(2018b)을 바탕으로 저자 정리.

이 정책은 혁신에 기반한 창업생태계를 조성하고 포괄적인 사회발전을 실현
한다는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위해 주정부는 ① 기업가정신 고양과 연관
플랫폼 제공 ② 스타트업이 주의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의 핵심 주체가 되도
록 장려 ③ 스타트업 생태계 발전을 위한 규제 완화 및 인프라 구축을 핵심 목
표로 수립하고 ①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산학을 연계한 15개의 인큐베이터
구축 ② 엔젤(angel) 및 시드(seed)로부터 500억 루피(5,000crore) 규모의 투
자유치 ③ 1만 개의 스타트업 육성, 50만 개의 일자리 창출을 세부 실천과제로
삼고 있다. 주정부는 이 정책이 궁극적으로 스타트업에 큰 디딤돌 역할을 한다는
의미를 담아 ‘L-E-A-P-F-R-O-G’으로 브랜딩했다.
마하라슈트라 스타트업 정책을 LEAPFROG와 매치해 살펴본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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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L. 규제 완화 및 행정절차 간소화
자기인증제, 세금면제, 정부조달 조건 완화 등을 담고 있다. 마하라슈트라
주에 기반한 스타트업은 7년간 정부감사에서 제외되며 웹사이트 및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자기인증이 허용된다. 아울러 지식기반의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법인(사업자) 설립 조건을 완화하고 공공조달 조건을 완화하여 진입
장벽을 낮추고 있다. 지방정부 부가세(SGST)와 주정부에 등록한 인큐베이터
및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3년간 인지세를 환급하고 차후 3년간은 50%를 감면
하는 혜택을 제공한다. 그 외에도 인도 표준국(BUREAU OF INDIAN
STANDARDS) 승인을 위한 품질검사 비용의 80%를 지원하고 특허권 취득의
경우 국내 특허의 경우 20만 루피, 국제 특허는 100만 루피까지 지원한다.

나) E. 연결성(Connectedness) 강화
주정부는 창업자, 투자자, 인큐베이터 등 마하라슈트라 스타트업 생태계와
관련된 모든 주체의 상호 연결성(connectivity)을 확대하기 위해 온라인 단일
창구인 마하라슈트라 혁신협회(Maharashtra State Innovation Society)라
는 명칭의 온라인 포털을 구축했다.199) 이 포털은 투자, 인센티브에 관한 내용
뿐만 아니라 스타트업 주기별로 필요한 다양한 정보, 예를 들어 품질검사, 사업
구조에 관한 자문, 마케팅, 기술의 상업화에 관한 사항도 지원한다.

다) A. 스타트업 인프라 확충
마하라슈트라 주정부는 금융, 문화 및 예술 산업이 발달한 뭄바이의 경제구
조를 스타트업과 연계해 발전시키고자 한다. 특히 ‘핀테크(Fin-tech), AVGC
(애니메이션, 시각효과, 게임, 만화)’는 뭄바이를 대표하는 산업으로 주정부는
대학, 폴리테크닉(polytechnic), 연구기관에 인큐베이터 설립을 장려하고 민
간회사에는 코워킹(co-working) 시설을 조성해 스타트업과의 협업을 강조하
199) www.msins.in(검색일: 2020. 10.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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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그 외에도 마하라슈트라 가상 인큐베이션(virtual incubation)센터
를 구축해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상에서도 창업을 지원하고 팅커링 랩
(Tinkering Lab)을 학내 설립해 유소년과 청년들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구
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한다.

라) P. 산업과의 연계
마하라슈트라 주정부는 스타트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스타트업과 산업 및
투자자 간의 가교 역할을 수행하고자 한다. 산업의 경우, 주정부는 직업훈련 프
로그램을 주최해 대기업 및 관련 협회의 참여를 독려하고 스타트업의 멘토와
인큐베이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장려한다. 아울러 엔젤그룹, 벤처캐피털과 같
은 투자자와 연계해 스타트업 체험 워크숍(가칭)을 개최하여 창업자-투자자 간
교류의 장을 마련하고 투자를 유치하고자 한다.

마) F. 자금 및 금융 조달 지원
마하라슈트라 주정부에 등록한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다양한 형태의 자금을
지원하고자 한다. 50억 루피 규모의 스타트업 모태펀드(fund of funds)를 조
성하여 SEBI에 등록된 엔젤 및 시드펀드에 투자를 계획하고, 인큐베이터, 액셀
러레이터, 전문가 센터(집단), 팅커링 랩 등을 지원하기 위한 인프라 펀드, 민간
과 공공기업의 CSR 비용을 스타트업 파크, 인큐베이터를 지원하는 데 활용하
도록 장려하고 있다. 그 외에도 사회적기업(스타트업)이 장기간 펀딩을 받을 수
있도록 50만 루피까지 온라인 크라우딩(crowding) 펀드 플랫폼 운영과 스타
트업의 주식을 다양하고 유연한 방식으로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내용인
대체투자 시장 개방을 포함하고 있다.

바) R. 인적자원의 극대
공립대학의 경우, 학생 창업자에게는 갭이어(Gap Year) 제도를 도입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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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 후 2년까지 학교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 및 대규모 온라인 강좌
(MOOCs)를 통한 학점이수제, 온ㆍ오프라인 워크숍 개최 등 다양한 교육과
정과 제도 운용을 포함하고 있다. 아울러 대학에 TEDC(Technology and
Entrepreneurship Development Cell)를 설립해 혁신적인 프로젝트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사) O. 스타트업 경진대회 및 이벤트
그랜드 챌린지, 스타트업 위크, 스타트업 심포지엄, 겟 투게더(get together)
등 다양한 이벤트 및 경진대회를 개최해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 스타트업 요
지로 홍보하고자 한다.

아) G. 거버넌스
마하라슈트라 주정부는 기술개발창업부(Department of Skill Development
and Entrepreneurship) 아래 마하라슈트라혁신협회(Maharashtra State
Innovation Society, 이하 MSInS)를 정책 수행 및 평가의 전담기관으로 지정
했다. MSInS는 정책성과를 평가 및 모니터링하고 스타트업 지원을 위한 다
양한 이니셔티브를 추진하고 있다. 그중 ‘스타트업 위크(Maharashtra
Startup Week)’는 MSInS의 대표적인 이벤트로 스타트업의 제품 및 사업모델
을 정부를 대상으로 선보일 수 있는 일종의 쇼케이스 행사이다. 교육, 기술, 의
료, 농업, 클린 에너지, 환경, 수자원 및 폐기물 관리, 거버넌스 분야의 스타트
업이 본 행사에 참여할 수 있으며 최종 선발된 24개의 스타트업은 주정부로부
터 약 150만 루피 규모의 재정적 지원과 12개월 동안 멘토링을 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히르카니(Hirkani)200) 프로그램을 운영해 여성 창업자를 지원한다.
마하라슈트라 정부의 스타트업 정책은 특히 인적자원 개발을 강조하고 핀테
크 스타트업에 특화된 다양한 지원제도를 운영한다는 점에서 벵갈루루, 델리
200) 히르카니는 여자 이름으로 작은 다이아몬드를 뜻하는 힌디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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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과의 차별성을 보인다. 갭이어, 온라인 학점이수제와 같은 유연한 제도는
학생 창업자 육성과 청년 창업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분석된다.

글상자 4-4. 마하라슈트라 핀테크 스타트업 지원정책
스타트업 정책과 관련해 2018년 2월 주정부가 발표한 글로벌 핀테크 허브(Fintech Hub) 및 이
행에 관한 정책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정책에는 뭄바이를 글로벌 핀테크 허브로 육성한다는 목
표 및 핀테크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지원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항목

세부 내용
금융 제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타트업으로 기술 및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활용함.

정의 해당 스타트업은 연간 매출 규모가 2억 5,000만 루피(약 39억 원) 이하이며 반드시 마하라
슈트라 주정부에 등록되어야 한다.
1. 인터넷 및 전기세 환급: 스타트업당 3년간 연간 30만 루피까지 환급
2. 주 부가세(State GST) 환급: 연간 매출 규모 5,000만 루피까지의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연 40만 루피까지 3년간 환급
정책 3. 클라우드 등 인프라 유지비용 환급: 연간 30만 루피까지 3년간 환급
4. 전시회 및 글로벌 이벤트 참가비용 지원: 공인된 전시 및 이벤트에 한해 참가비의
50%를 지원함(최대 50만 루피까지)
5. 코워킹 공간 조성: 뭄바이 중심부에 1만 sq. ft 업무공간을 조성해 스타트업에 제공
자료: Government of Maharashtra(2018a)를 바탕으로 저자 정리.

다. 스타트업 사례: 페이센스(PaySense),
인텔리전스 노드(Intelligence Node)201)
이번 절에서는 뭄바이에 진출한 스타트업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뭄바이
내 스타트업 중 2010년 이후 뭄바이에서 창업한 기업이면서 해외 국적의 창업
자 1인 이상 포함된 기업을 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이외에도 총투자금 및 뭄
바이 스타트업 생태계 활용 여부 등이 고려되었다. 페이센스(PaySense) 및 인
텔리전스 노드(Intelligence Node) 창업 사례를 살펴보도록 한다.
201) 사례조사의 경우 각사 공식 홈페이지(www.gopaysense.com, www.intelligencenode.com),
크런치베이스 데이터, 현지 언론을 종합해 작성하였으며, 필요한 부분에는 출처를 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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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페이센스 (Paysense)
첫 번째 스타트업 사례는 페이센스(PaySense)202)이다. 페이센스는 모바일
앱을 이용한 개인 소액대출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타트업이다.

표 4-39. 페이센스(PaySense)社 개요
항목

세부 내용
페이센스(PaySense)

스타트업/법인명

창립연도
창업자/국적
주 사업모델
총 투자 금액 및
주요 투자기관

2015년
Prashanth Ranganathan(인도), Sayli Karanjkar(인도), Nitin Sangwan(인도),
Paul Meinshausen(미국) 등
모바일 앱을 이용한 개인 소액 대출 서비스(Google Analytics를 활용한 데이터
분석을 사용)
2,560만 달러(2020년 10월 16일 기준), Nexus Venture Partners, rocketship.vc,
PayU, Jungle Ventures, Prosus & Naspers

자료: Crunchbase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6. 20)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가) 창업 및 시장 진출
먼저 주요 창업주를 살펴보면, 페이센스의 공동 창업주인 프라샨스 란가나단
(Prashanth Ranganathan)은 호주의 뉴사우스웨일스 대학교(University of
New South Wales) 및 미국 스탠퍼드 대학(Stanford University)을 졸업하
였다. 페이센스를 설립하기 전 페이팔(PayPal)의 아시아ㆍ태평양 지역 책임자
로 4년간 관련 경력을 쌓았으며, 이전에는 모바일 보안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
타트업인 트루비 시큐리티(Truvie Security)를 공동 창업해 페이팔에 2011년
성공적으로 매각한 창업 경력을 갖고 있다. 이외에도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
202) 페이센스의 세부 사항은 페이센스 공식 홈페이지(www.gopaysense.com, 검색일: 2020. 10. 20),
크런치베이스(검색일: 2020. 6. 20), Yourstory(2017),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10. 10)를 종
합하여 작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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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poration), 세이나우(SayNow Corp.) 등 글로벌 테크기업에서의 근무 등
총 17년간의 업계 경력은 페이센스의 창업 및 경영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 다른 공동 창업주는 인도 뭄바이 출신의 사얄리 카란카르(Sayli
Karanjkar)로, 싱가포르 국립대학(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re) 및
켈로그 경영대학원(Kellogg School of Management)을 졸업한 후 썬마이
크로시스템즈(Sun Microsystems), 에이티앤티(AT&T) 등의 테크기업에서
근무했다. 또한 2014년에는 콘텐츠 플랫폼인 Outsy를 뭄바이에서 공동 창업
하기도 하였다. 공동 창업자 중 유일하게 외국 국적인 폴 마인하우젠(Paul
Meinshausen)은 미국 루이빌 대학(University of Louisville) 및 하버드 대
학교(Harvard University) 등을 거치고, 싱가포르 데이터 분석업체인 테라테
이타(Teradata)와 뭄바이 소재 하우징닷컴(Housing.com)에서 데이터 관련
업무 경험을 쌓았다. 이후 페이센스 설립에 참여해 공동 창업자이자 최고 데이
터 책임자(Chief Data Officer)의 역할을 수행하였다.203)
페이센스 공동 창업주들은 출신학교 및 과거 근무경력에서 다양한 국가 및
업종에 근무했다는 특징을 보인다. 각 창업주의 전공 및 업력을 통해 쌓은 전문
성에 따라 각자 최고경영자(CEO: Chief Executive Officer), 최고 브랜드 책
임자(CBO: Chief Brand Officer) 및 최고 데이터 책임자(Chief Data
Officer) 등의 직책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창업주의 다
양한 출신 배경 및 전문성은 페이센스 창업 및 성장 과정에서 핵심적인 성공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평가된다.
페이센스는 독자적인 신용등급 평가모델을 통해 대출심사를 수행해 신속하
고 효율적인 대출 서비스를 제공한다. 기존의 금융권을 통한 대출 방식은 복잡
한 신용조회 과정, 과거 거래내역 조회뿐만 아니라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등 여
러 불편한 요소를 지니고 있었다. 페이센스는 모바일 앱을 통해 빠르고 간편한
개인 소액대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단기간 내에 성장할 수 있었다.
203) Crunchbase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6.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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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센스는 그래프 데이터베이스(Graph Database), 아마존 넵튠(Amazon
Neptune), 구글 애널리틱스(Google Analytics) 등의 데이터 분석기법 및 서
비스를 활용해 대량의 고객 데이터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처리해, 매우 신속한
대출 및 관련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페이센스 대출서비스(Paysense
EMI)는 각 서비스 사용자에게 기본적으로 20만 루피(2,700달러) 한도로 대출
을 제공하고, 이후 50만 루피(6,800달러)까지 한도가 상향 조정된다. 또한 각
사용자가 해당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소액대출뿐만 아니라 온ㆍ오프라인 결제
를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이용자 편리성을 크게 높인 것으로 평가된다.204)
핀테크 기업인 페이센스는 인도 최대의 경제도시인 뭄바이에 위치하고 있는
데, 뭄바이는 높은 1인당 소득 수준과 더불어 고도의 연결성(connectivity)으
로 손꼽히는 도시라는 점을 고려하면 동종의 스타트업에 최적의 창업 도시라고
할 수 있다. 뭄바이는 2019년도 인도 내 가장 많은 수의 핀테크 스타트업 투자
건수를 기록한 도시로 분석된 바 있다.205) 페이센스의 창업주는 관련 인터뷰에
서 고객 대부분이 뭄바이, 델리 NCR, 벵갈루루 등 Tier-1 도시에 집중돼 있다
고 밝힌 바 있다.206)

나) 투자유치
2020년 7월까지 페이센스는 총 3번의 투자 라운드를 통해 5개의 투자자로
부터 총 18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유치하였다. 성장 단계별 투자 규모를 살펴
보면 시드 단계에서 약 230만 달러, 시리즈 A 단계에서 약 530만 달러, 시리즈
B 단계에서 약 1,800만 달러를 유치하였다. 페이센스에 대한 투자 규모는 창
업 초기 단계인 시리즈 B 단계에서 투자 금액이 크게 성장했으며, 인도 및 해외
204) Yourstory(2017), “Why is this ex-PayPal director bullish on giving Indians instant credit?”
https://yourstory.com/2017/08/paysense-startup-fintech-instant-credit?utm_pagelo
adtype=scroll(검색일: 2020. 10. 10).
205) Inc42(2019), pp. 78-82.
206) Yourstory(2017), “Why is this ex-PayPal director bullish on giving Indians instant credit?”
https://yourstory.com/2017/08/paysense-startup-fintech-instant-credit?utm_pagelo
adtype=scroll(검색일: 2020. 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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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투자자로부터 지속적인 투자를 받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4-40. 페이센스(PaySense)의 성장 단계별 투자유치 추이
구분

시기

투자 규모(달러) 투자자 수

Seed

2015. 1

2,300,000

1

Series A

2017. 5

5,300,000

3

Series B

2018. 7

18,000,000

4

합계

-

25,600,000

8

투자자(국가)
Nexus Venture Partners(미&인)
Jungle Ventures(싱), Nexus Venture
Partners(미&인), Prosus & Naspers(네)
Jungle Ventures(싱), Nexus Venture
Partners(미&인), PayU(네), rocketship.vc(미)
-

자료: Crunchbase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6. 20)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이상으로 페이센스의 창업 배경, 사업모델, 투자유치 추이 등을 살펴보았다.
페이센스는 인도의 대표적인 경제중심지의 우수한 창업환경과 더불어 소액 대
출과 관련된 소비자의 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킴으로써 빠르게 성장한 사례
로 평가된다. 페이센스의 공동 창업자들은 수많은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신속
하고 간편한 대출을 모바일 서비스의 형태로 제공함으로써 사용자 편리성을 크
게 확보하였다. 또한 페이센스는 경제 및 금융의 중심지로 꼽히는 뭄바이가 제
공하는 비즈니스 환경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급속도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2) 인텔리전스 노드(Intelligence Node)
표 4-41. 인텔리전스 노드(Intelligence Node)社 개요
항목

세부 내용
인텔리전스 노드(Intelligence Node)

스타트업/법인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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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41. 계속
항목
창립연도
창업자/국적
주 사업모델
총 투자 금액 및
주요 투자기관

세부 내용
2012년
Sanjeev Sularia(인도), Prachi Gupta(인도), Slavcho Ivanov(불가리아),
Yasen Dimitrov(UAE)
소매(Retail) 기업에 데이터 기술을 활용한 최적화된 상품판매 전략을 제공
1,060만 달러(2020년 10월 기준), BlackSoil, New Enterprise Associates,
Orios Venture Partners, Cornerstone Venture Partners Fund,
Calibre Ventures 등

자료: Crunchbase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6. 20)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두 번째 스타트업 사례는 ‘인텔리전스 노드(Intelligence Node)’207)이다.
인텔리전스 노드는 소매(Retail) 등의 판매기업에 데이터 기술을 활용해 최적
화된 상품판매 전략을 제공하는 스타트업이다.

가) 창업 및 시장 진출
인텔리전스 노드는 2012년 인도, 아랍에미리트, 불가리아 출신의 공동 창업자
에 의해 뭄바이에 설립되었다. 인텔리전스 노드는 가격결정모형 등의 최신 데이
터 분석기법을 활용해 고객사가 빠르고 효과적으로 가격정책을 세울 수 있도록
돕고 있으며, 현재 전 세계 150개 이상의 소매업체에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하리아나 주 찬디가르에서 성장한 산지프 술라리아(Sanjeev Sularia)는 펀
자브 공과대학(Punjab Engineering College) 및 런던 비지니스스쿨(London
Business School)을 졸업한 후, 익스클루시브(Exclusively.In)와 셔르싱닷컴
(SherSingh.com) 등에서 다양한 직책을 수행하며 전문성을 쌓았다. 술라리아
가 의류업, 시장분석, 전자상거래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경력을 쌓음으로써, 이
경험이 데이터 분석과 소매 분야를 접목한 특징을 갖는 인텔리전스 노드 서비
스를 구상하는 데 큰 도움이 된 것으로 평가된다. 또 다른 공동 창업주인 프라치
207) 인텔리전스 노드의 세부 사항은 인텔리전스 노드 공식 홈페이지(www.intelligencenode.com, 검
색일: 2020. 10 .10)를 참고하여 작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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굽타(Prachi Gupta)도 인도 국적으로, 영국 웨스트민스터 대학교(University
of Westminster)를 졸업한 이후 익스클루시브 및 지멘스(Siemens) 등에서
영업 관련 전문가로 활동한 바 있다.208)
인텔리전스 노드의 설립에는 2명의 외국 국적의 공동 창업자들이 참여한 것
으로 나타났다. 먼저 아랍에미리트 출신으로 미국 헐트국제경영대학원(Hult
International Business School)을 졸업한 야센 디미트로프(Yasen Dimitrov)는
클라이언트놀리지(ClientKnowledge)와 보스턴컨설팅그룹(Boston Consulting
Group) 등의 기업에서 데이터 분석 전문가로 활동한 바 있다. 인텔리전스 노드
창업에 참여한 이후 최고운영책임자(COO) 직책을 맡고 있다.
또 다른 공동 창업자이자 최고기술책임자(CTO)인 슬라브초 이바노프(Slavcho
Ivanov)는 불가리아 출신으로, 불가리아 소피아 대학교(Sofia University St.
Kliment Ohridski)를 졸업한 후 바얀트 트래블테크놀러지스(Vayant Travel
Technologies), 놀라(NOLA) 등의 기업에서 정보기술 전문가로 근무하였다.
특히 그는 바얀트 트래블테크놀러지스에서 항공 및 여행업 관련 정보기술 전문
가로 경력을 쌓음으로써 인텔리전스 노드 창업 및 서비스 개발에 긴요하게 활
용되었다고 볼 수 있다.
창업 당시 인텔리전스 노드 공동 창업자들은 유독 소매(Retail) 분야의 상품
가격 관련 의사결정 방식이 구시대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공동 창업주인 술라리아는 이미 수년 전부터 여행 및 금융 산업 등은 선진화된
동적가격결정모형(Dynamic Pricing Model)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시작
한 데 비해, 소매업계는 경영진의 직관 또는 과거 책정된 가격에만 의존해 상품
을 판매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창업에 앞서 인텔리전스 노드의 공동 창업자들
은 소매, 여행 및 금융 컨설팅 분야에서의 수년간의 실무경력을 통해 상품 또는
서비스를 판매하고자 하는 기업이 필요로 하는 데이터 분석 기법에 상당한 전
문성을 가질 수 있었으며, 이러한 공동 창업자들의 전문성은 인텔리전스 노드
208) Crunchbase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6.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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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설립 및 서비스 개발에 핵심적인 토대가 되었던 것으로 평가된다.209)
인텔리전스 노드는 소매(Retail) 분야에 최신 데이터 기술을 접목해 각 기업의
상품판매 전략을 최적화하는 것을 돕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인텔리전스 노드는
소매업체 간 실시간 단위로 가격경쟁이 발생하고 있는 온라인 상거래 환경에서,
더욱 빠르고 정확한 데이터 분석 결과를 실시간으로 제공함으로써 고객사가 효과
적으로 가격 및 마케팅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평가된다. 인텔리전스
노드는 현재 테스코(Tesco), 모블리(Mobly), 타타(TATA), 랜드마크(Landmark),
리앤펑(Li & Fung) 및 죠키인터내셔널(Jockey) 등의 인도 및 전 세계의 주요 소
매 브랜드와 파트너십을 맺고 데이터 솔루션을 제공 중이며, 고객사들은 인텔리
전스 노드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통해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을 내리고 있다.210)
인텔리전스 노드 사업모델은 3가지 데이터 분석 제품을 바탕으로 한다. 제품
인컴페티터(InCompetitor)는 AI를 활용하여 시장 데이터 수집 및 분석 정보
를 제공한다. 인옵티마이저(Inoptimizer)는 딥러닝 기반으로 기업에 제품 실
시간 가격 모니터링 및 가격 권장 사항을 제공한다. 인피드(InFeed)는 판매 모
델링 및 추천 엔진을 사용하여 상향 판매 및 교차 판매 등 재고관리를 지원한다.
인텔리전스 노드는 데이터 분석 제품을 월간 구독 기반 SaaS 라이선스 모델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기업과 1년 단위로 계약함으로써 수익을 창출한다.211)

나) 투자유치
현재까지 인텔리전스 노드는 총 3번의 투자 라운드를 통해 5개의 투자자로
부터 총 102만 달러 규모의 투자를 유치하였다. 성장 단계별 투자 규모를 살펴보
면 시리즈 A 단계에서 약 400만 달러, 시리즈 B 단계에서 약 550만 달러를 기
209) Disruptordaily(2019), “AI In Retail Use Case #7: Intelligence Node,” https://www.disrup
tordaily.com/ai-in-retail-use-case-intelligence-node/(검색일: 2020. 10. 10).
210) Ibid.
211) Thestartupmag(2015), “INTERVIEW WITH SANJEEV SULARIA, CO-FOUNDER OF
INTELLIGENCENODE,” http://thestartupmag.com/interview-with-sanjeev-sularia-cofounder-of-intelligencenode/?fbclid=IwAR2edDtzQpZIoKWszRnUV7DgvRhoOrTpDh5
MmPiFIWLy8J3-71oDOj5BTG8(검색일: 2020. 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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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했으며, 이외에 75만 달러의 부채금융(Debt Financing)을 받기도 하였다.

표 4-42. 인텔리전스 노드(Intelligence Node)의 성장 단계별 투자유치 추이
구분

시기

투자 규모(달러) 투자자 수

투자자(국가)

Series A

2015. 5

4,000,000

2

Orios Venture Partners(인),
New Enterprise Associates (NEA)(미)

부채금융

2017. 1

750,000

1

BlackSoil investment(인)

Series B

2019. 7

5,500,000

3

Calibre Ventures(싱), Cornerstone Venture
Partners Fund(인), Orios Venture Partners(인)

합계

-

10,250,000

6

-

자료: Crunchbase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6. 20)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이상으로 인텔리전스 노드의 창업 배경 및 사업모델, 투자유치 추이 등을 분
석해보았다. 인텔리전스 노드는 고객기업의 수요를 최신 데이터 기술을 통해
충족시킴으로써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한 기업 대 기업 거래(B2B) 비즈니스
성공 사례로 평가되며, 이는 다양한 배경과 전문성을 가진 다수의 공동 창업자
들의 협업을 통해 이루어진 것으로 분석된다. 인텔리전스 노드 창업자들은 여
행 및 금융업 등에서 활용 중인 동적가격결정모형을 소매 분야에 적용해 서비
스를 제공함으로써, 이를 활용한 고객사들은 가격 책정 및 판매 전략을 획기적
으로 개선할 수 있었다. 또한 인도, 불가리아, 아랍에미리트 출신의 다양한 국
적을 가진 공동 창업주들은 창업에 앞서 정보기술, 소매, 여행 등 여러 분야에
서 전문성을 쌓음으로써, 소매기업 대상 데이터 분석 서비스라는 차별화된 창
업 아이템을 발굴 및 개발할 수 있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4. 소결
본 장에서는 인도 스타트업의 주요 도시로 벵갈루루, 델리, 뭄바이를 선정해
도시별 생태계를 △ 스타트업 현황 △ 창업자 △ 투자 △ 지식 인프라 및 인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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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 정책 항목으로 구분해 살펴보고, 스타트업 사례를 분석하였다. 생태계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도시 각각의 특징도 살펴보았으며, 벵갈루루에 스타트업을
운영하는 해외 국적의 창업자를 섭외해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세 도시 공통으로 세수 혜택, 스타트업 전담기관 설치, 규제 완화 등을 통해
스타트업 창업을 장려하고 있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한편 주요 산업 및
인프라, 교육기관, 주정부 정책에 따라 상이한 특징을 지닌 생태계가 형성되고
있다는 점도 발견할 수 있었으며, 다음과 같이 요약 및 평가할 수 있다.
첫째, 인도의 ‘실리콘밸리’로 불리는 벵갈루루는 IT 및 공학 중심의 미래기
술 분야에 강점을 가진 풍부한 인적자본과 테크파크 등의 인프라가 잘 구축되
어 있다. 아울러 인도에 진출한 전체 MNC의 30% 이상이 벵갈루루에 밀집되어
스타트업과의 협력도 확대되는 추세이며 해외 창업자 수도 세 도시 중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되었다. 스타트업 정책의 경우, 공과대학 내 인큐베이터 조성, 첨단
기술 중심의 K-Tech 허브를 구축해 연관 분야의 스타트업을 육성하고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스타트업 사례로 조사한 줌카(ZoomCar)는 셀프 드라
이브(self-drive) 렌터카라는 서비스를 인도 최초로 도입한 스타트업으로, 교통
인프라 부족이라는 사회문제 해결과 관련된 창업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둘째, 델리는 인도의 수도인 뉴델리가 위치해 주요 정부기관의 접근성이 높
으며 비즈니스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다. 2014년 기준 세계에서 둘째로 많은
인구를 보유한 도시로 델리 전체 스타트업 중 상거래 분야 스타트업이 3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인도 전자상거래의 허브로 평가된다. IIT 델리, 델리 대
학을 중심으로 한 우수한 인력 양성과 델리 이노베이션 허브(Delhi Innovation
Hub) 및 델리 이노베이션 네트워크(Delhi Innovation Network) 조성, 제작
실험실(Fabrication Laboratory) 지원 등의 주정부 차원의 스타트업 지원정
책도 창업 생태계 조성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델리에 있는 핀테크 스타트
업인 폰페 창업 사례는 우수한 창업 아이디어와 함께 안정적인 투자금 확보가
돋보이는 스타트업 사례로 평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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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뭄바이는 인도의 핵심 항구가 위치해 상업과 금융업이 매우 발
달한 인도의 경제 수도이다. 아울러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중심지이기도 하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뭄바이에는 많은 수의 벤처투자사가 위치해 스타트업
의 펀딩 네트워크가 잘 구축되어 있으며, IIT 뭄바이에 설립된 SINE와 E-Cell
은 인도를 대표하는 인큐베이터로 평가받고 있다. E-Cell의 아이디어 경진대
회인 Eureka는 글로벌 기업들이 참여해 인도 스타트업과 함께 사업모델을 발
굴하는 플랫폼 역할을 하고 있다. 정책의 경우, 마하라슈트라 주정부는 뭄바이
를 세계적인 핀테크 허브로 육성하기 위해 2018년 주 최초로 핀테크 정책을 발
표하고 허브(MFH) 구축 및 핀테크 스타트업에 특화된 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
다. 스타트업 사례로 조사한 페이센스는 금융 관련 수요를 적극 활용해 뭄바이
뿐만 아니라 인도 전역에서 많은 고객을 확보할 수 있었던 창업 사례로 꼽히며,
최신 데이터 기술을 활용해 소매기업에 최적화된 상품판매 전략을 제공하는 인
텔리전스 노드의 창업 사례도 주목할 만하다.

표 4-43. 벵갈루루, 델리, 뭄바이 스타트업 생태계 분석
구분

벵갈루루(카르나타카)

델리

뭄바이(마하라슈트라)

- 전자제조업과 정보통신기술, - 수도 뉴델리가 위치해 주요 - 중앙은행(RBI), 뭄바이 증
생명공학이 발달

기관 접근성 우수ㆍ상업 및

권거래소 등 인도의 경제

주거 관련 인프라 우수
핵심기능이 집중
기초 도시 특징 - 인도의 실리콘밸리
가장
많은
창업이
이루어
도시
기준(2014)
세계
둘
핵심 항구가 위치해 상업
정보
지는 도시
인구
창업기업
수
스타
트업

주요 창업
분야

현황
주요 기업

째로 많은 인구 보유

및 엔터테인먼트 산업 발달

8,495,492명

16,439,831명

12,442,373명

4,373개

3,495개

2,707개

데이터 분석, 하드웨어

디자인, 교육

금융 서비스

Inmobi(2011),

PhonePe(2015),

PharmEasy(2015),

FlipKart(2012),

Hike(2012),

InCred(2016),

Mu Sigma(2013),

OPxo(2013),

FreeCharge(2010),

Ola(2015), Udaan(2018)

Flex Class(2016)

Nykaa(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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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43. 계속
구분
주요 창업
스타
트업
현황

분야(해외)

벵갈루루(카르나타카)

델리

뭄바이(마하라슈트라)

디자인, 교육, 모바일

디자인, 교육

금융서비스

Nayi Disha Studios(2012),

Happy(2016),

Livspace(2012),
주요 기업

Varthana(2013),

(해외)

Mobile Premier

Dost Education(2017),

Impact Guru(2014),

Designhill.com(2014)

Intelligence Node(2012)

1위 미국, 2위 싱가포르,

1위 미국, 2위 영국,

1위 미국, 2위 싱가포르,

3위 영국

3위 UAE(중국 8위)

3위 영국(홍콩 6위)

22.7%

6.6%

29.7%

(금액

국내 투자: 58.1%,

국내 투자: 62.3%,

국내 투자: 63.4%,

기준)

해외 투자: 32.9%

해외 투자: 36.7%

해외 투자: 36.6%

(건수

국내 투자: 32.1%,

국내 투자: 32.1%,

국내 투자: 39.7%,

기준)

해외 투자: 67.9%

해외 투자: 67.9%

해외 투자: 60.3%

League(2018)
해외
창업 해외 순위
자
인도 전체
투자 비중
투자

주요 해외
투자국
투자업종
투자

(국내
투자자)

미국(1), 싱가포르(2), 영국(3),
(아시아) 홍콩(5), 일본(6),
중국(8)
데이터 분석, 금융 서비스,
과학 및 공학, 하드웨어

투자업종
(해외

정보기술, 데이터 분석

투자자)
- 인도 도시 기준 최다 대학,
지식

과학 분야 국영기업, 다국

인프 주요 특징

적기업 R&D 센터

라

- 인도과학원 SID, 인도정
보기술 대학원 혁신센터

미국(1), 싱가포르(2), 영국(3), 미국(1), 싱가포르(2), 영국(3),
(아시아) 홍콩(5), 일본(6)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커뮤니티 라이프스타일,

정책

주요

- 카르나타카 스타트업

스타트업

(2015~2020) 정책

정부정책 - KIA(Karnataka Innovation
Authority)

상업 및 쇼핑, 모바일

식음료, 여행
상업 및 쇼핑, 식음료,
커뮤니티 라이프 스타일

금융 서비스, 대출 및 투자

- 인도 델리 공과대학, 델리
대학교, 델리 공대

- IIT 뭄바이의 SINE 및 E-Cell

- 인도 최초로 여성 창업 - 뭄바이 핀테크 허브
프로그램(WEE)을 운영

- 카르나타카 i4 정책
정부

(아시아) 홍콩(5), 일본(7)

- 2019년 스타트업 정책 프
로그램(Start-up

Policy

for NCT of Delhi)

- 마하라슈트라 스타트업 정책
2018
- 마하라슈트라 핀테크 정책
2018

자료: 본문을 바탕으로 저자 요약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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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우리 기업의 인도 스타트업
생태계 평가와 정책수요 분석

1. 우리나라의 인도 스타트업 진출 현황
2. 인도 진출 스타트업 대상 설문 및
면접 조사
3. 조사 결과 분석
4. 소결

앞서 제2장에서는 국제 비교를 통해 인도 스타트업의 특징을 살펴보고 제3장
에서는 인도의 스타트업 생태계를 구성하는 요소를 상세히 분석하였다. 또한
제4장에서는 인도의 주요 스타트업 허브 도시의 특징과 스타트업 사례를 검토
해보았다. 모디 정부는 스타트업 인디아 이니셔티브를 통해 다양한 정책적 유
인을 제공하며 스타트업을 통한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또한 투자, 지식
인프라 등 이른바 스타트업 생태계도 상당 수준 조성되어 있으며, 시장의 잠재
력도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이에 본 장에서는 설문조사와 심층면담 조사를 토
대로 인도 스타트업에 진출한 한국 스타트업의 시각에서 인도 스타트업 생태계
를 평가하고 인도 진출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수요를 파악하고자 한다.

1. 우리나라의 인도 스타트업 진출 현황
인도에 진출한(또는 해외에 진출한) 우리나라의 스타트업 현황에 대한 별도
의 통계자료는 구축되어 있지 않다. 이에 스타트업 해외 진출 지원 프로그램 참
가 기업, 국내외 언론 보도, 스타트업 정보를 제공하는 웹사이트212) 등을 토대
로 최소 50여 개의 스타트업이 인도에 법인을 설립하였거나, 현지 사무소를 운
영하거나, 인도에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 또는 수출하는 것으로 추정하였다.
다음으로 한국과 인도 양국의 스타트업 투자 측면에서 최근 한국의 대인도
스타트업 투자는 증가 추세를 보인다(그림 5-1). 크런치베이스를 기반으로 최
근 10년간 한국의 인도 스타트업 투자를 살펴보면, 2012년 1건이었던 스타트
업 투자 횟수는 2019년 33건으로 빠르게 증가하였다. 한국의 대인도 스타트업
투자는 주로 인터넷 쇼핑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관련 기업 중심으로 이루어졌
다. 반면 인도의 대한국 스타트업 투자는 미미한 모습을 보인다. 최근 10년간
2015년과 2018년에 각각 1건의 투자, 2019년 2건의 투자가 있었으며, AI 운
행기술, 숙박, IT, 비디오 앱 등의 분야에 투자되었다.
212) 주로 벤처인, 데모데이, 로켓 펀치 등의 사이트를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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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 한ㆍ인도 스타트업 투자 현황
(단위: 투자 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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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Crunchbase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6. 20)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우리나라와 인도의 스타트업 분야 협력은 2018년과 2019년 양국 정상회담
을 기점으로 보다 활발해지기 시작했다. 현재까지의 협력은 주로 우리나라의
스타트업이 인도 현지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필요한 시장정보를 제공하거나 현
지 파트너와의 협력 기회를 도모하는 형태로 이루어졌다.
2018년 ‘한ㆍ인도 비즈니스 포럼’의 일환으로 이뤄진 ‘한ㆍ인도 스타트업
계약체결식’에서는 양국 스타트업 간 200만 달러 상당의 수출 투자나 공동 연
구에 대한 계약이 체결된 바 있다(표 5-1 참고). 또한 창업진흥원은 인도 현지
액셀러레이터(GAIN)와 ‘한ㆍ인도 스타트업 교류 협력에 관한 MOU’를 체결하
였으며, 이외에도 양국의 스타트업 성공 사례와 육성정책을 공유하는 ‘한ㆍ인도
스타트업 포럼’과 비즈니스 매칭 간담회도 실시되었다.213)
2019년에는 한ㆍ인도 스타트업 교류 플랫폼인 ‘스타트업 허브’가 출범하였고
같은 해 9월 인도 뉴델리와 벵갈루루에서 우리나라 스타트업 10개사가 참여하
는 ‘인도 진출 스타트업 사절단’ 행사가 진행되었다. 한ㆍ인도 스타트업 허브는
양국 스타트업 기업과 투자자에게 다양한 정보와 네트워킹 기회를 제공하는 플
213) 중소벤처기업부 보도자료(2018. 7. 9), 「코리아 스타트업 인도 진출에 성공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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랫폼으로 인큐베이팅이나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에도 참여할 수 있다. 인도 진
출 스타트업 사절단 행사는 인도에 진출하고자 하는 우리나라 스타트업의 투자
파트너 상담회와 인도의 스타트업 지원정책 및 창업 여건에 대한 세미나 등으
로 구성되었다.214)

표 5-1. 한ㆍ인도 스타트업 계약체결식 내용(2018년)
스타트업(한국)

계약 파트너(인도)

㈜태그하이브

Pratham Education

(교실용 수업지원

Foundation

도구 개발)

(민간교육 NGO)

㈜강앤박메디컬

Myovatec

(척추수술

Surgical Systems

보형재 제조)

(인도 수술용품점)

㈜맥파이테크

Spectrum

(양방향 레이저

Automation

계약형태

소년을 대상으로 교육문화를 연구,

연구

태그하이브의 수업지원도구를 적용
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연구소 설립

수출

4D 시스템, VR

(인도 전자회사)

수출

잔액 확인 및

(인도 대형은행)

시네마용

4D

시스템,

VR/AR 콘텐츠, 4D 시뮬레이터 80여

모바일 핀테크 서비스(선불 휴대전

충전기술)

솔루션
공동 연구
약 10만
달러 규모의
수출계약

대 수출의지 확인 및 상호협력

투자

저가형 교육

약 134만

방향 레이저 거리측정기(VH-80) 제품 달러 규모의

글로벌
수출

㈜밸런스히어로
ICICI

(척추수술 보형재) 수출계약

1만 대 구매의지 확인 및 상호협력

시뮬레이터 제조)
(모바일 선불제

뉴델리, 뭄바이 지역으로 의료기기

총판계약 체결(뉴델리 북부지역), 양

㈜포리얼
Pulz Electronics

성과

공동

거리측정기 제조) (인도 산업장비 유통사)
(극장ㆍ가정용

계약내용
Pratham 교육재단의 어린이 및 청

화 잔액 확인ㆍ충전, 결제, 송금, 대
출)를 제공할 수 있는 기술 개발

수출계약
투자유치
계약

투자유치
계약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보도자료(2018. 7. 9), 「코리아 스타트업 인도 진출에 성공하다」, p. 5.

한편 롯데는 2019년 IIT 마드라스 연구단지(IITM Research Park)에 첫 해외
R&D 센터를 설립하였다. 인도 스타트업 및 전문 IT 인력들과 협력해 드론을
활용한 대형 시설물 안전관리, 빅데이터 기반의 자동제어 공정 솔루션 등 디지
털 혁신방안에 관한 연구를 수행한다는 계획이다.215) 같은 해 롯데지주와 롯데
214) 「한ㆍ인도 스타트업 교류 플랫폼 ‘스타트업 허브’ 오픈」(2019. 2. 26); 「한국 스타트업 10개사, ‘창
업 대국’ 인도서 시장 진출 모색」(2019. 9.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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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셀러레이터가 개최한 ‘제1회 롯데 스타트업 경진대회’에는 인도 현지 32개
스타트업이 참가하였으며, 시장성, 사업의 차별성 등을 고려하여 선발된 스타
트업에는 상금 및 롯데와의 협력기회가 주어졌다.216)

2. 인도 진출 스타트업 대상 설문 및 면접 조사
가. 조사의 목적과 차별성
본 연구에서 시행하는 설문조사는 일차적으로 인도시장에 이미 진출한 우리
나라의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한다. 설문조사의 목적은 이들이 인도시장에 진출
한 또는 진출하려는 전략적 목적, 인도 스타트업 생태계에 대한 평가, 인도 진
출을 위해 필요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 수요를 파악하는 데에 있다.
기존 선행연구 가운데 인도에 진출한 또는 진출계획이 있는 스타트업을 대
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는 극히 드물다. 먼저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고 창업
진흥원이 매년 실시하는 창업기업 실태조사보고서(Startup Statistics)는 창업
후 7년 이내의 기업을 대상으로 창업단계별 현황을 면밀하게 다룬다. 조사 내
용 중 해외 진출과 관련된 항목으로는 마케팅 및 해외 진출 영업방식, 홍보 마
케팅 활동 유형, 창업기업 해외 진출 여부와 유형, 해외 진출 지역과 애로사항
등이 포함되어 있다. 2019년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기업의 97.8%가 해외 진출
에 해당 사항이 없다고 응답하였으며 해외 진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기업 중
에 서남아시아는 0.1%로 나타났다. 또한 거래처 발굴의 어려움, 자금 부족, 절
차적 규제 등이 해외 진출에 있어 애로사항인 것으로 조사되었다.217)
한편 대한민국 글로벌 창업백서(Korea Startup Index 2018)에는 스타트
215) 「롯데, 첫 해외R&D센터 인도에 연다…DT사업 거점」(2019. 5. 29).
216) 「롯데, 인도 현지서 유망 스타트업 발굴 나서」(2019. 11. 22).
217)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진흥원(2020), 「2019 창업기업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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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대상 설문조사가 포함되어 있는데 주로 국내 스타트업 생태계의 현황과 특
징에 관한 내용이다. 서울ㆍ경기도 소재 국내 ICT 스타트업 294개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29.6%는 해외 진출을 완료했고 실제로 매출을 올
리는 곳은 22.1%로 나타났으며, 48.0%는 진출 준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
진출한 해외 국가 관련 질문에 조사 대상자의 16.1%가 인도에 진출하였다고
답하였으며, 진출 희망 국가로 인도를 고려한다는 응답자는 전체의 8.5%에 불
과했다. 이미 진출하였거나 진출을 고려하고 있는 국가나 지역 모두 북미, 동남
아, 일본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은 해외 진출의 애로사항으로 자금 부족,
마케팅과 언어 소통의 어려움, 판로 및 시장 발굴의 어려움 등을 꼽았다.218)
또한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콘텐츠 스타트업 실태조사(2018)는 ‘콘텐츠 스타
트업 실태조사 및 국내외 투자 동향 연구’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는데, 콘텐츠 분
야의 스타트업으로 조사 범위를 구체화한 것이 특징이다. 콘텐츠 스타트업의
특성을 규명하고 관련 정책 개발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설문조사와 인터
뷰를 실시하였다. 응답자의 20.5%가 해외 진출을 완료219)한 것으로 조사되었
고 주요 진출 지역은 중국, 일본, 동남아로 나타났다. 해외 진출의 애로사항으
로는 자금 부족과 현지 마케팅을 선택한 응답자의 비중이 높았다.220)
위에서 살펴본 유사 주제의 설문조사는 해외 진출 지역에 대한 구분 없이 창
업기업 또는 특정 부문의 스타트업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실태조사이다. 본 연
구에서 시행하는 설문조사는 인도라는 특정 지역에 진출한 또는 진출할 계획이
있는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또한 이들로부터 인
도 스타트업 생태계에 대한 평가를 구하고, 궁극적으로 인도라는 특정 시장에
서의 스타트업 진출을 위해 필요한 정책수요를 파악한다는 점에서 이전의 조사
들과 차별성을 가진다(표 5-2 참고).
218) Born2Global(2019), 「2018 대한민국 글로벌 창업백서」.
219) ‘해외시장에 콘텐츠/서비스를 출시했으나 실적 없음’과 ‘해외시장 콘텐츠 서비스 출시 후 실적
(매출)’에 응답한 응답자를 합한 비중이다.
220) 한국콘텐츠진흥원(2018), 「콘텐츠 스타트업 실태조사 및 국내외 투자 동향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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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2. 스타트업 대상 기존 설문조사와의 비교
항목

본 연구의 설문조사(안)

창업기업 실태조사(2019)

콘텐츠 스타트업 실태조사(2018)

- 인도 진출 현황 또는 진출 계획
- 창업기업의 성장 주기별
- 인도 스타트업 생태계에 대
현황 및 특성 파악
- 콘텐츠 스타트업의 특성을 규명
조사
한 평가
- 창업 활성화 및 실효성
하고 정책 개발의 기초자료로
목적 - 인도 진출 애로사항 및 인
있는 지원정책 수립을 위
활용
도 진출 확대를 위한 정책
한 기초자료 활용
수요 파악
- 인도에 진출한 우리나라
스타트업 또는 향후 3년 이내
진출 계획이 있는 스타트업 - 전국 17개 시도 중소기업
* 진출: 1) 현지법인 2) 현지

중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

조사

사무소 3) 현지 파트너와 제

이외의 전산업을 영위하는 - 설립 7년 이내의 콘텐츠 스타트업

대상

휴 및 합작 4) 현지에 상품

기업체로서 사업을 개시한 ※ 투자자 대상 설문조사도 실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

과 서비스를 수출
* 2010년 이후 국내 창업 또는

니한 기업

국내 법인 없이 2010년 이
후 인도에서 창업한 기업
- 30개
- 설문 응답 기업 중 일부 및
표본
- 표본 8,000개
유관기관 담당자에 대한
심층 인터뷰 시행(10개)
- 창업기업 일반 현황(기업명,
기업형태, 설립 연월, 업종
- 일반 현황(기업명, 업종,
종사자 수, 창업자 정보 등)
조사
항목

- 인도 진출의 전략적 목적
- 인도 스타트업 생태계에
대한 평가
- 인도 진출을 위한 정책적
지원

등 7개 항목)
- 창업 준비단계(창업자 일반
정보, 창업 직전 직업 등
18개 항목)
- 창업 실행단계(자금원, 기술
원천, 창업 형태 등 12개
항목)
- 창업 성장단계(재무, 자금,
인력, 조직, 기술혁신 등
18개 항목)

- 표본 200여 개
- 설문 응답 기업 중 23개 기업에
대한 인터뷰 시행
- 일반사항(설립 연월, 업종, 매출
현황, 종사자 수, 채용계획, 창
업자 정보 등)
- 창업 및 제작 현황(성장단계, 제작
경력, 창업 과정/이후의 애로사항 등)
- 자금 조달 및 투자(필요자금, 조
달 방법, 투자유치금액 등)
- 지재권 및 협업(지재권 현황, 협
업 현황, 협업 활성화 필요조건 등)
- 해외 진출(해외 진출단계, 지역,
경로, 애로사항 등)
- 창업 지원(정부의 지원사업 활용
여부, 필요한 지원 등)

주: 본 연구의 설문조사 문항은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진흥원(2020), 「2019 창업기업실태조사」; Born2Global(2019), 「2018
대한민국 글로벌 창업백서」; 한국콘텐츠진흥원(2018), 「콘텐츠 스타트업 실태조사 및 국내외 투자 동향 연구」의 문항을
참고하여 연구진이 수정·보완하여 작성하였음. 자세한 설문문항은 [부록 1] 참고.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진흥원(2020), 「2019 창업기업실태조사」; 한국콘텐츠진흥원(2018), 「콘텐츠 스타트업 실태조사
및 국내외 투자 동향 연구」를 참고하여 저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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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조사 방법 및 개요
인도에 진출한 또는 진출 계획이 있는 우리나라 스타트업의 경험 및 사례, 의
견을 청취하기 위해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온라인 조사를 시행하였다. 본
조사에서의 스타트업은 2010년 이후 국내에서 창업하였거나 국내 법인 없이
2010년 이후 인도에서 창업한 기업으로 한정하였다. 또한 인도 ‘진출’의 기준
은 인도 현지법인 설립, 인도 현지 사무소 설립, 현지 파트너와 제휴 및 합작,
현지에 상품과 서비스를 수출 등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온라인 설문조사
항목은 기업에 대한 일반적인 현황, 인도 진출의 목적, 인도 스타트업 생태계에
대한 평가, 인도 진출을 위한 정책적 지원 방안 등의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아울
러 설문조사에 응한 스타트업 임직원 일부와 스타트업 지원 유관기관 담당자를
대상으로 심층면접 조사도 병행하였다. 본 연구에서 시행한 정성 및 정량 조사
는 우리나라 스타트업의 인도 진출 사례를 파악하고 인도시장 진출에 있어서의
애로사항과 정부의 정책적 지원의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데 그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표 5-3 참고).
설문조사 대상인 인도 진출 스타트업 명단은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의
KIB 인디아 사업, KOTRA 2019 스타트업 글로벌 시장 도전기 사업, KOTRA
2020 스타트업 해외 진출을 위한 온라인 사절단 등에 참여한 기업들의 명단을
토대로 마련되었다. 또한 언론에 보도된 인도시장 진출 스타트업 사례를 발굴
하여 설문조사 대상에 추가하였다. 심층면접 조사 대상자는 온라인 설문조사에
참여한 스타트업 경영진 가운데 면접조사에 응할 의사를 표시한 사례 중 업종
이나 진출지역을 고려하여 선별하였다. 더욱 다양한 의견을 수집하고 내실 있
는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 스타트업 해외 진출 사업이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유관기관 담당자도 면접조사 대상에 포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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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3. 본 연구의 설문조사 방법 및 개요
구분

온라인 설문조사

심층면접 조사

인도에 진출한 우리나라 스타트업 경영진
(창업자 위주)
조사
대상

- 인도에 진출한 스타트업 경영진

· 진출 여부 구분

- 1) 현지법인, 2) 현지 사무소, 3) 현지 파트 - 스타트업 인도 진출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유관기관 담당자
너와 제휴 및 합작, 4) 현지에 상품과 서
비스를 수출
- 진출 계획: 향후 3년 이내 인도 진출 계획

조사

인도에 진출한 우리나라 스타트업 경영진 - 인도에 진출한 스타트업 경영진 9명

결과

30명

- 스타트업 인도 진출 지원 유관기관 담당자 1명

실시기간 2020년 9~10월

2020년 9~10월

조사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한 온라인 조사

방식

(Computer Assisted Web Interview)

온라인 면담(온라인 화상 면담)
대면 면담(오프라인 대면 면담)
서면 면담(서면 응답지 회수)

- 일반 현황

- 인도 스타트업 진출 사례

조사

- 인도 진출의 전략적 목적

- 인도 스타트업 생태계 평가

항목

- 인도 스타트업 생태계 평가

- 인도 스타트업 진출의 애로사항

- 인도 진출을 위한 정책적 지원

- 인도 진출을 위한 정책 지원 개선 방향

자료: 저자 작성.

3. 조사 결과 분석
가. 인도 진출 현황
1) 응답자 일반 현황
본 연구에서 시행한 온라인 설문조사의 응답자는 총 30명(30개 기업, 기업당
1명씩 응답)이다. 응답자 가운데 남성이 80%, 만 30~39세가 36.7%, 경영관리
직책을 맡고 있는 응답자가 83.3%로 나타났다. 응답 기업 중에 2016년 이후
창립한 스타트업(76.7%)이 2016년 이전 창립한 기업(23.3%)보다 많았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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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조사에 응한 기업들은 법인 형태가 96.7%(29건)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응답 기업 30개 중에 인도에 현지법인221)이 있는 기업은 18개이며 인도 시
장에 진출(인도 현지에 상품이나 서비스를 수출)한 기업은 7개, 향후 3년 내 인
도에 진출할 계획이 있는 기업은 4개, 인도 현지 사무소를 운영하는 기업은 1개
이다. 설문 기업의 사업 분야로는 정보통신업(36.7%), 도매 및 소매업(26.7%),
제조업(20.0%), 전문, 과학, 기술과 교육 서비스업(각각 16.7%)의 비중이 높았
다. 사업모델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46.7%)과 콘텐츠(36.7%)의 비중
이 높았으며 AI, 생산재 및 소비재, 모바일 인터넷 등을 선택한 응답이 많았다.
Series A 단계에 해당하는 기업이 16개로 가장 많았고 Pre-seed와 seed
round 단계인 기업은 각각 6개, Series B 이상인 기업은 2개인 것으로 조사되
었다.222)
온라인 설문조사에 응한 30개 스타트업 창업자의 평균 나이는 42.13세이며
대졸 학력의 비중이 56.7%로 가장 높았고, 상경 계열과 공학 계열을 전공한 창
업자가 많았다. 30개 기업의 창업자들은 시장성 있는 아이디어를 사업화(60%)
하고 사회문제를 해결(20%)하거나 특허와 기술을 사업화(10%)하기 위해 창업
을 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응답 기업의 창업자들은 현재 기업의 창업 횟수
를 제외하면 평균 1.13회의 창업 경험이 있으며, 현 직장을 제외하고 평균
9.73년의 직장 경력을 가지고 있다. 자세한 현황은 [표 5-4]와 같다.

221) 현지 파트너와 공동 법인 설립 및 개인사업자 법인 포함.
222) 응답 기업의 투자유치 및 성장 단계를 ① Pre-seed(가족, 지인 등 초기자본 유치 및 아이디어 검증
단계) ② Seed Round(엔젤투자 유치, 시제품 제작 단계) ③ Series A(벤처캐피털 1차 투자유치, 시
장출시 및 검증 단계) ④ Series B 이상(벤처캐피털 후속 투자유치, 성장 단계) ⑤ 시리즈 C 이상(시장
영향력 확대) ⑥ 엑시트(M&A, IPO 성공) 단계 중에 선택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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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4. 온라인 설문조사: 전체 응답 기업의 일반 현황
대분류
응답자
성별

소분류
남성

응답 수 비율(%)
24

대분류

소분류

사업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

14

모델

콘텐츠

11

36.7

AI

7

23.3

80.0

여성

6

20.0

만 20~29세

3

10.0

응답자

만 30~39세

11

36.7

연령

만 40~49세

9

30.0

성장
단계

만 50~59세

7

23.3

경영관리

25

83.3

연구개발

1

3.3

영업판매

4

13.3

기업

법인

29

96.7

형태

개인

1

3.3

창립

2010~15년

7

연도

2016~20년

23

인도 현지법인

18

60.0

인도 현지 사무소

1

3.3

응답자
직책

진출
형태

사업
분야

창업자 나이

응답 수 비율(%)
46.7

Pre-seed

6

20.0

Seed round

6

20.0

Series A

16

53.5

Series B 이상

2

6.7

평균 42.13세

30개 기업 평균

고졸 이하

4

13.3

창업자

대졸

17

56.7

학력

석사

7

23.3

23.3

박사

2

6.7

76.7

상경 계열

9

34.6

공학 계열

8

30.8

인문 계열

4

15.4

시장성 있는
아이디어의 사업화

18

60.0

사회문제 해결을
위하여

6

20.0

특허나 기술,
저작물의 사업화

3

10.0

창업자
전공

인도시장 진출

7

23.3

향후 3년 내
인도 진출 계획

4

13.3

정보통신업

11

36.7

도매 및 소매업

8

26.7

창업자
창업 횟수

평균 1.13회

30개 기업 평균

제조업

6

20.0

창업자
직장경력

평균 9.73년

30개 기업 평균

창업
동기

주: 1) 사업 분야는 상위 3개 분야로 복수응답 가능.
2) 사업모델은 기타 제외, 상위 3개 분야로 복수응답 가능.
3) 창업자 전공과 창업동기 상위 3개.
4) 창업자의 창업 횟수와 직장경력은 현재 창업 및 현 직장경력은 제외.
자료: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저자 작성.

심층면담 조사는 총 10건 진행되었는데 응답자는 인도 현지에 법인을 두고
있는 9개 스타트업 관계자와 스타트업의 인도 진출을 지원하는 기관 관계자 1명
이다. 9개 스타트업 응답자는 온라인 설문조사 응답에도 참여한 기업으로 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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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의 면담 조사는 온라인 설문조사상의 응답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자세한 사례를 듣는 목적을 가진다. 자세한 응답자 현황은 [표 5-5]와 같다.

표 5-5. 심층면담 조사: 응답자 현황
분류

구분

A

스타트업

진출 유형 창립연도
현지법인

2018

제조업, 도매 및 소매업

사업 분야

사업모델

B

스타트업

현지법인

2018

금융 및 보험업, 교육 서비스업 투자 자문

C

스타트업

현지법인

2019

정보통신업

AI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
VR/AR/시뮬레이션

생산재 및 소비재 관련

D

스타트업

현지법인

2019

도매 및 소매업, 아케이드
게임

E

스타트업

현지법인

2017

제조업, 정보통신업, 교육
서비스업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 AI

F

스타트업

현지법인

2020

정보통신업, 핀테크

모바일 인터넷,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 통신 및 보안
기술, 콘텐츠, 핀테크

G

스타트업

현지법인

2017

정보통신업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 핀테크

H

스타트업

현지법인

2014

제조업, 정보통신업

사물인터넷

I

스타트업

현지법인

2017

J

지원기관

-

-

콘텐츠 미디어

콘텐츠

-

-

자료: 심층면담 결과를 토대로 저자 작성.

2) 인도 진출 현황
가) 인도 현지에 법인을 설립한 스타트업
다음으로 인도 현지에 법인을 설립 및 운영하는 18개 기업의 인도 진출 현황
을 살펴보도록 하겠다(표 5-6 참고). 인도 현지에 법인을 운영 중인 18개 기업
에는 도매 및 소매업과 정보통신업으로 분류되는 기업이 각각 6개이고 교육 서
비스업에 해당하는 기업도 4개 포함되었다. 사업모델 측면에서는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 콘텐츠, 생산재 및 소비재 관련의 비중이 높았다. 투자 단계상으
로는 Series A에 해당하는 기업이 11개로 가장 많았다. 창업자의 평균 나이는
39.94세이며 대졸 학력 보유자가 12명으로 66.7% 비중을 차지했으며 전체 응
답자와 마찬가지로 상경 계열, 공학 계열, 인문 계열의 전공 비중이 높았다. 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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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법인을 운영 중인 18개 스타트업 가운데 12개의 기업이 시장성 있는 아이
디어의 상업화를 창업 동기로 꼽았으며, 창업 관련 지원정책이 많기 때문이라
는 응답도 1건 조사되었다. 창업자의 창업 횟수와 직장 경력은 각각 0.83회와
9.67년으로 나타났다.

표 5-6. 온라인 설문조사: 인도 현지법인이 있는 스타트업의 일반 현황
대분류

소분류

응답 수 비율(%)

대분류

소분류

응답자

남성

17

94.4

성별

여성

1

만 20~29세

2

Pre-seed

3

16.7

5.6

성장

Seed round

3

16.7

11.1

단계

Series A

11

61.1

1

5.6

응답자

만 30~39세

7

38.9

연령

만 40~49세

6

33.3

만 50~59세

3

16.7

경영관리

18

100.0

연구개발

-

-

영업판매

-

-

기업

법인

17

94.4

형태

개인

1

5.6

응답자
직책

창립
연도

사업
분야

사업
모델

Series B 이상
창업자 나이

평균 39.94세

응답 수 비율(%)

18개 기업 평균

고졸 이하

1

5.6

창업자

대졸

12

66.7

학력

석사

4

22.2

박사

1

5.6

상경 계열

6

33.3

공학 계열

4

22.2

인문 계열

4

22.2

시장성 있는
아이디어의 사업화

12

66.7

사회문제 해결을
위하여

3

16.7

특허나 기술,
저작물의 사업화

2

11.1

창업 관련
지원정책이 많아서

1

5.6

창업자
전공

2010~15년

2

11.1

2016~20년

16

88.9

도매 및
소매업

6

33.3

정보통신업

6

33.3

교육 서비스업

4

22.2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

7

38.9

창업자
창업 횟수

평균 0.83회

18개 기업 평균

콘텐츠

6

33.3

창업자
직장경력

평균 9.67년

18개 기업 평균

생산재 및
소비재 관련

6

33.3

창업
동기

주: 1) 인도 현지법인이 있는 18개 기업에 대한 응답 분포임.
2) 가) 사업 분야와 사업모델은 상위 3개로 복수응답 가능.
나) 창업자 전공은 상위 3개, 창업동기는 상위 4개.
다) 창업자의 창업 횟수와 직장경력은 현재 창업 및 현 직장경력은 제외.
자료: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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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 기업의 인도 진출 현황은 [그림 5-2]와 같다. 인도 최초 진출 연도는
2010년(1개 기업)이 가장 빨랐고 2018년에 인도에 진출한 기업이 7개로 가장
많았다. 인도 진출을 위해 준비한 기간은 1~24개월까지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
는데, 평균적으로는 7.39개월이 소요되었다. 인도 진출 경로 관련, 자사의 내
부 인력을 활용했다는 응답이 5건으로 가장 많았으나 해외 자사 법인 활용, 온
라인 해외 판매, 해외 에이전트 활용, 전시회나 행사 참여 등 다양한 경로를 활
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VC 네트워킹, 정부 지원 활용, 이민, 다양한 방법
을 전체적으로 두루 활용했다는 응답도 있었다. 인도에 진출한 전략적인 목적
으로는 신속하게 인도시장을 선점(7개 기업)하거나 해외 판로 개척을 통해 매
출을 높이는 목적(6개 기업)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인도에 법인을 운영 중인 18개의 스타트업은 주로 벵갈루루(13개)에 진출하
였는데 그 이유로는 IT 산업의 중심지로 고급인력이 많고 스타트업 발전 분위
기가 조성되어 있으며 기후 및 치안을 포함하여 거주환경이 좋기 때문으로 보
인다. 또한 응답자들은 아웃소싱 여건과 VC 투자의 중심지이며 NIPA의 도움
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벵갈루루의 장점인 것으로 평가했다. 벵갈루루 외에 델
리, 첸나이, 구르가온, 콜카타 등에도 우리나라 스타트업이 진출한 것으로 조사
되었다.
18개 응답 기업들은 인도 창업 및 진출을 위한 자금을 국내(한국)로부터 조
달하였다. 국내뿐 아니라 해외로부터 자금을 조달하였다고 응답한 기업은 1개
였다. 국내 자금조달 출처로는 투자회사와 개인 자금의 비중이 높았으며, 우리
정부로부터 받는 지원도 인도 창업 및 진출을 위한 자금조달에 기여하는 것으
로 조사되었다. 자금 출처의 규모에 따라 1~3순위를 선택하도록 하였는데 1순
위는 투자회사(7건), 개인 자금(6건), 모기업(4건), 기업(합작투자)(1건) 순으로
응답하였고, 2순위는 정부 지원(5건), 개인 자금(3건), 투자회사와 기업(합작투
자)이 각각 1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회사로부터 투자를 받았다고 밝힌 기
업은 총 10개였는데 투자 형태로는 지분투자가 8건, 프로젝트, 지분투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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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모르겠다는 응답이 1건이었다.

그림 5-2. 인도 현지법인이 있는 스타트업의 진출 현황
(단위: 응답 건수)

1) 인도 최초 진출 연도

2) 인도 진출 준비 기간
12

8

7

7
6

8

5

4

4

6

3

3
2

11

10

2
1

5

4

1

1

2

1

1

13~18개월

19~24개월

0
2010년

2013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0
1~6개월

3) 인도 진출 경로
8
자사 내부 인력 활용

온라인 해외 판매

2

5

정부지원 활용

2

4

해외 에이전트 활용

2

3

vc 네트워킹

1

2

해외 유통사 접촉

1

1

전시회(행사 참여)

1
1

6

6

3

0

7

7

5

해외 자사 법인 활용

3
2

0
2

3

4

5

신속한 시장
선점

6

5) 인도 진출 도시/지역
14

7~12개월

4) 인도 진출 동기ㆍ목적

해외 판로
개척을 통한
매출 신장

국내시장의
불확실성,
성장한계 극복

인도시장에
대한 호기심

6) 인도 진출 자금조달 출처
12

13

10 10

12

10

10

8

7
6

8

6
4

6

4

4

3

3
2

4

2

1

2
2

1

1

1

첸나이

구르가온

콜카타

1

1

1

1

0
1순위

2순위

3순위

1+2+3 순위

0
벵갈루루

델리

투자회사

개인

정부지원

모기업

기업(합작투자)

자료: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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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상자 5-1. 우리나라 스타트업의 인도 진출 동기
심층면담에 응한 스타트업 관계자들은 인도의 시장성과 성장 가능성을 가장 큰 진출 동기로 꼽았
으며 유관기관의 인도 진출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인도시장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인도
에 법인을 운영하는 A사의 경우 인도의 전자상거래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인도시장에서 판
매되고 있는 상품 대비 자사 제품의 경쟁력이 높다고 판단하여 인도 사업을 시작하였다고 응답했다.
B사는 글로벌 시장을 염두하여 인도의 인적 네트워크(해외 거주 인도인)를 이용한 사업 확장성과
중동이나 아프리카로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로의 활용 가능성을 고려하여 인도에 창업하였다. 인사
관리(HR) 관련 스타트업인 C는 사전 조사를 진행하며 관련 시장의 성장 가능성과 개선이 필요한
측면 모두를 고려하여 인도시장에 진출하였다. F사는 인도의 모바일 데이터 소비량과 성장률에 주
목하였다. H사는 NIPA에서 주관한 인도 수출상담회에 참가하며 인도 진출 기회를 얻게 되었다고
응답하였다.
자료: 심층면담 내용을 토대로 저자 작성.

나) 현지법인 이외의 방식으로 인도에 진출했거나 진출 계획이 있는 스타트업
본 연구의 온라인 설문조사 응답 기업 30개에는 인도 현지에 법인이 있는
18개 기업 외에 인도시장에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 및 수출하고 있는 7개 스
타트업과 인도 현지 사무소를 운영223)하는 스타트업(1개)도 포함되었다. 또한
4개 기업은 향후 3년 안에 인도에 진출할 계획임을 밝혔다. 다음에서는 이들의
인도 진출 현황 또는 진출 계획에 관한 응답 내용을 살펴보겠다.
먼저 인도 현지법인이 아닌 방식으로 인도에 진출한 8개 기업의 인도 최초
진출 연도는 2012~20년 사이이며 인도에 진출하기 위해 준비한 기간은 6개
월이 4건으로 가장 많았고 1개월(2건), 24개월과 36개월이 각각 1건으로 나타
났다. 이들은 전시회(행사 참여)(3건)나 자사 내부 인력 활용(2건) 외에 온라인
해외 판매, 해외 자사 법인이나 해외 에이전트 활용 등의 방식을 통해 인도에
진출하였다. 인도에 진출한 전략적 동기는 해외 판로 개척을 통한 매출 신장이
5건으로 가장 많았고 시장 선점, 인도 현지 기술 협력, 인도시장에 대한 호기심
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8개 기업 중 4개 기업은 벵갈루루에 진출하였고, 2개 기업은 인도 전역에 상
223) 수익을 발생시키는 상업활동이 없음, 과세 의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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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고 있으며 뭄바이와 콜카타에도 각각 1개 기업이 진출
하였다. 벵갈루루에 진출한 기업은 혁신적이고 개방적이며 IT 산업 및 스타트
업에 친화적인 도시 분위기와 NIPA, 코트라와 같은 국내 유관기관의 지원을
받을 수 있어 해당 도시에 진출했다고 응답하였다. 뭄바이 진출기업은 코트라
의 지원, 콜카타에 진출한 기업은 급변하는 도시의 특성을 진출 사유로 꼽았다.
앞서 인도 현지에 법인을 세운 기업이 투자회사와 개인 자금을 통해 투자자
금을 조성한 반면, 인도 현지 사무소가 있거나 인도에 상품 및 서비스를 판매하
는 기업들은 주로 정부 지원, 개인 자금, 투자회사(지분투자)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
한편 향후 3년 내 인도에 진출할 계획인 4개 기업 역시 벵갈루루, 델리, 뭄바
이를 진출 후보로 고려하고 있다. 이들은 해당 도시의 친산업적 특성, 많은 인
구 및 수요, 글로벌 기업 네트워크, NIPA의 지원 등을 해당 도시를 선택한 이
유로 꼽았다. 이들은 상품 및 서비스 판매ㆍ수출, 현지 사무소, 현지법인 등 다
양한 형태의 진출방식을 고려하고 있다.

나. 인도 스타트업 생태계 활용 및 평가224)
1) 인도 스타트업 생태계 활용
다음으로는 인도에 법인을 운영하고 있는 18개 스타트업이 인도 스타트업
생태계 구성요소, 즉 창업자, 금융 환경, 지식 인프라, 전문인력, 정부 지원 등
을 활용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인도 현지 창업자와 공동 창업을 했거나 고려하고 있는 경우는 4건, 합
작회사를 창업했거나 고려 중인 경우는 3건이었다(그림 5-3 참고). 이들은 주

224) 인도 스타트업 생태계 활용 여부와 구성요소에 대한 평가는 인도에 법인을 운영 중인 18개 기업의
응답에 한정하여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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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외국인으로 겪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사업 추진에 있어 현지인과의 협력이
필요하므로 현지 창업자와의 공동 창업을 진행했거나 고려 중이라고 응답했다.
한편 단독 창업을 고려한다는 응답이 7건으로 가장 많았고 현지 협력회사가 있
거나 고려 중인 경우는 3건이었다. 현지 창업자와의 공동 창업을 원하지 않는
이유로는 신뢰성 결여(5건), 현지 파트너가 없거나 현지 사정을 모름(3건), 현
지 관리 및 운영상의 어려움(2) 등이 있었다. 한편 응답 기업 중 5개 기업은 인
도정부가 제공하는 창업자 관련 제도나 프로그램(예: Startup India 온라인 창
업자 교육, 인도정부가 제공하는 창업 멘토, 인큐베이터, 투자회사 매칭 프로그
램 등)을 활용해 본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그림 5-3. 인도 현지 창업자와 공동창업을 고려하는 또는 고려하지 않는 이유
(단위: 응답 건수)
8
7
7
6
5
4
3
3
2

2

2
1

1

1

1
0
공동 창업함

공동 창업을
고려함

합작회사
창업함

합작회사
고려함

단독 창업을
고려함

현지
협력회사가
있음

현지
협력회사를
고려함

∙ 전문성 확보

∙ 신뢰성 없음

∙ 현지화 전략에 중요

∙ 현지 파트너 없음, 현지 사정을 모름

∙ 외국인의 어려움 극복

∙ 현지 관리 및 운영 어려움

∙ 현지 파트너 발굴, 현지인과의 협력 필요

∙ 현지인과 분쟁 시 불리

∙ 현지 법적 문제해결

∙ 더딘 실적 발생으로 공동 창업자와 문제

∙ 사업 추진에 적합

자료: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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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 가능성

그림 5-4. 인도 스타트업 생태계 요소(금융) 관련 응답
(단위: 응답 건수)

1) 인도 현지로부터 자금조달
여부

2) 인도정부의 스타트업 금융

3) 인도정부의 스타트업 금융

지원제도 활용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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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지원제도 미활용 이유

10

14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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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8

6

6

4

4

6
4
4
3
2

2

1
0

2

1

0
0

0
있음

있음

없음

없음

자율정책을

제도운영/

제도수혜

서류절차가

알지 못함

행정의

여부를 알 수

복잡함

불확실성

없음

자료: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저자 작성.

한편 인도 현지로부터 인도 창업 및 진출을 위한 자본을 조달한 경험이 있는
기업은 18개 기업 중 1개에 불과했으며, 해당 자금은 인도 현지의 개인으로부
터 조달된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5-4 참고). 또한 스타트업 모태펀드, ASIRE
펀드, IA 펀드, 정부 신용보증이나 소득세 면제 등 인도정부가 제공하는 스타트
업 금융지원정책을 활용해본 기업은 전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결
과는 응답 기업들이 관련 지원정책에 대해 알지 못하고(10건), 제도 운영 및 행
정처리가 불확실하며(4건), 제도의 수혜 대상인지 여부를 알지 못하기 때문(3
건)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해당 기업이 전체 인력 중에 인도 현지의 전문인력(정규직, 비정규
직 포함)을 어느 정도 활용하는지 묻는 질문에 대한 응답은 0(3건)~99%(1건)
까지 다양하게 나타났다(그림 5-5 참고). 전체 인력의 10%를 인도 인력으로 활
용한다는 응답이 5건, 70% 활용한다는 응답은 2건이었으며 그 외 다양한 비중

제5장 우리 기업의 인도 스타트업 생태계 평가와 정책수요 분석 • 229

으로 활용하고 있었다. 상품 또는 서비스 연구개발(R&D) 인력의 인도 현지인
활용 여부와 관련해서는 전혀 활용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7건으로 가장 많았고,
10%와 50%씩 활용한다는 응답이 각각 3건씩으로 나타났다.
인도 현지에 법인을 운영하고 있는 18개 스타트업은 인도 현지의 연구개발
센터나 액셀러레이터와 교류한 경험이 미미한 것으로 조사되었다(그림 5-6 참
고). 인도 대학의 스타트업 관련 센터나 액셀러레이터와 교류나 협업한 경험이
있는 기업은 2개, 인도에 진출한 다국적기업의 스타트업 지원 센터나 액셀러레
이터와의 협업 경험이 있는 기업은 3개, 인도정부의 스타트업 관련 센터나 액
셀러레이터와 교류가 있는 기업은 1개에 불과했다. 인도 대학 스타트업 관련
센터나 액셀러레이터와 인도에 진출한 다국적기업의 스타트업 지원 조직과 모
두 교류한 경험이 있는 기업은 2개이며 1개 기업은 인도에 진출한 다국적기업
의 스타트업 관련 센터와 인도정부의 스타트업 관련 액셀러레이터와 교류한 경
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인도정부의 스타트업 지재권 보호를 위한
지원 프로그램을 활용한 기업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5-5. 인도 스타트업 생태계 요소(지식 인프라) 관련 응답 ①
(단위: 응답 건수)

1) 전체 인력 대비 인도 현지 인력 비중

2) 전체 R&D 인력 대비 인도 현지 인력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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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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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6. 인도 스타트업 생태계 요소(지식 인프라) 관련 응답 ②
(단위: 응답 건수)

1) 인도 대학의 스타트업 관련

2) 인도에 진출한 다국적기업의

3) 인도정부의 스타트업 관련

센터, 액셀러레이터와의 교류

스타트업 관련 센터, 액셀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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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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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저자 작성.

[표 5-7]은 인도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스타트업 지원제도 중 응답 기업이 인
지하고 있는 제도를 정리한 것이다. 제시한 보기 가운데 인지하고 있는 제도가
없다는 응답이 13건, 스타트업 전담조직 운영 4건, 특허등록 지원 3건, 자기인
증제도와 파산절차 지원 및 간소화 각각 2건, 온라인 플랫폼 지원과 정부조달
수월화 지원이 각각 1건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응답 기업이 다양한 인도정부의
지원제도를 인지하고는 있으나, 실제 활용하고 있는 제도는 스타트업 전담조직
운영(2건)과 자기인증제도(1건)에 불과하였다.

표 5-7. 인도정부의 스타트업 지원제도 인지 및 활용 여부
(단위: 응답 건수)

지원제도

인지 여부

활용 여부

자기인증제도

2

스타트업 전담조직 신설 및 운영

4

1
2

온라인 플랫폼 지원

1

-

특허등록 관련 지원

3

-

정부조달 수월화 지원

1

-

파산절차 지원 및 간소화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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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7. 계속
(단위: 응답 건수)

지원제도

인지 여부

인지하고 있는 지원제도 없음

활용 여부

13

-

주: 인지 여부와 활용 여부 모두 복수응답 가능.
자료: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저자 작성.

2) 인도 스타트업 생태계 평가
인도에 법인을 두고 있는 18개 스타트업은 해외 진출 스타트업의 입장에서
인도 외에 다른 국가 대비 인도 스타트업 생태계 구성요소에 대한 상대적인 경
쟁력을 평가하였다(표 5-8). 창업자 항목은 보통이라는 평가가 8건으로 가장
많았고 열악한 편이라는 응답도 7건에 달했다. 금융 환경 역시 열악하다는 평
가가 다수를 차지했다. 지식 인프라와 전문인력의 경우 열악하다는 평가가 각
각 6건씩 나왔으나 우수하다는 평가도 각각 6건과 7건으로 확인되었다. 정부
지원항목은 5개 생태계 구성요소 항목 중에 매우 열악하다는 평가를 가장 많이
받은 항목이었다. 이를 5점 만점 척도로 점수화하면(그림 5-7), 전문인력이
3.1점, 지식 인프라가 2.8점, 창업자 2.7점, 금융 2.4점, 정부 지원 2.2점 순으
로 응답 기업이 평가한 항목별 경쟁력 수준을 비교해볼 수 있다.

표 5-8. 인도 스타트업 생태계 경쟁력
(인도에 법인이 있는 스타트업)

그림 5-7. 인도 스타트업 생태계 경쟁력
(인도에 법인이 있는 스타트업)

(단위: 응답 건수)

구성요소

매우 열악 열악

보통

(단위: 점)

우수 매우우수

창업자

1

7

8

0

2

금융

3

9

3

2

1

지식 인프라

2

6

4

6

-

전문인력

1

6

3

7

1

정부 지원

5

6

6

1

-

자료: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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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자
2.7

정부 지원 2.2

전문인력
3.1

2.4 금융

2.8
지식 인프라

주: 매우 열악 1점, 열악 2점, 보통 3점, 우수 4점, 매우
우수 5점을 부여하여 각 스타트업 생태계 구성요소를
점수화한 것으로 5점에 가까울수록 우수한 것으로 판단.
자료: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저자 작성.

종합적으로 스타트업 생태계 구성요소 중 인도가 특히 우수하다고 판단되는
항목을 꼽는 질문에 대해 가장 많이 선택된 항목은 전문인력(8건)과 창업자
(7건)이며 우수한 항목이 없다는 응답도 7건으로 나타났다(표 5-9 참고). 금융
과 지식 인프라가 우수하다는 응답은 각각 1건씩이었으며, 정부의 지원이 우수
하다고 평가한 응답자는 없었다.

표 5-9. 인도 스타트업 생태계 요소 평가
(단위: 응답 건수)

구분

1순위

2순위

1+2순위

창업자

5

2

7

금융

-

1

1

지식 인프라

-

1

1

전문인력

6

2

8

정부 지원

-

-

-

우수항목 없음

7

-

7

주: 인도가 특히 우수하다고 판단되는 항목을 선택하는 질문에 대한 응답으로 최대 2개까지 응답 가능.
자료: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저자 작성.

글상자 5-2. 우리나라 스타트업의 인도 스타트업 생태계 평가
심층면담 응답자 가운데 인도 스타트업 생태계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들은 인도시장의 인적
자원 측면에 주목한 반면, 행정절차의 비확실성과 비효율성, 믿을 만한 현지 파트너 확보의 어려움
등 주로 비인도인 창업자가 겪는 문제들을 애로사항으로 꼽았다.
A사의 경우 디자인, UX 등의 개발 인력을 상대적으로 저렴한 임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긍정적 요인으로 꼽았다. F사 또한 인도의 스타트업 생태계의 풍부한 인적자원은 스타트업에 있어
신속한 테스트와 배포가 유리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한편 G사는 인도의
전문인력이 모두 우수한 것은 아니지만 전문인력의 풀이 매우 크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 필요한
인력을 예산에 맞추어 확보하기 용이하다는 점을 장점으로 언급했다. H사는 해외 창업자 입장에서
인도 스타트업 생태계는 함께 사업을 진행할 파트너를 찾기 어려운 면이 있다고 평가하였다. I사의
경우 기업 운영에 있어 필요한 서류가 상대적으로 많고, 행정처리 소요 시간이 길어 해외 창업자에게
유리하지 않은 생태계라고 평가하였다.
자료: 심층면담 내용을 토대로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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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상자 5-3. 현지법인 이외의 방식으로 인도에 진출한 응답 기업의
인도 스타트업 생태계 활용 수준 및 평가
인도에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거나 판매 또는 수출만 하는 8개 기업의 인도 스타트업 생태계 활용
수준과 평가내용은 다음과 같다. 4개 기업은 현지와의 정서 차이나 검증이 필요하다는 점을 근거로
단독 창업을 고려하고 있으며, 현지 협력회사를 고려하는 2개 기업은 사업 규모가 크지 않고 신뢰
성이나 현지 문화에 대한 이해가 부족함을 그 이유로 들었다. 나머지 2개 기업은 현지 파트너에 대한
신뢰를 평가하였고 현지화 전략이 중요하기 때문에 인도 현지인과 공동 창업하였다고 응답하였다.
한편 8개 기업 중 인도정부가 제공하는 창업자 관련 정책을 활용하거나 참여해본 기업은 3개로 나
타났다.
인도 현지로부터 인도 진출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한 기업은 없었으며 인도정부가 제공하는 스타
트업 금융지원정책을 활용한 사례는 인도에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 및 수출하는 1개 기업(소득세
면제)뿐이었다. 인도정부의 금융지원정책을 활용하지 못한 사유로는 지원정책을 알지 못한다는 응답
이 5건, 지원제도의 수혜 여부를 알지 못한다는 응답이 2건으로 나타났다.
인도 현지의 전문인력 활용 비중은 0~80%로 나타났으며 R&D 전문인력의 현지인 활용 비중 역시
0~80% 범위로 조사되었다. 인도 대학의 스타트업 관련 센터나 액셀러레이터와의 교류가 있는 기업
은 2개, 인도에 진출한 다국적기업 액셀러레이터와의 교류가 있는 기업은 1개, 인도정부의 스타트
업 관련 센터나 액셀러레이터와 교류한 기업은 2개이다. 1개 기업은 3가지 분류 모두에 해당하는
관련 센터나 액셀러레이터와 교류 경험이 있었다.
한편 인도의 스타트업 생태계 구성요소 전반의 경쟁력을 평가하는 질문의 응답을 점수화해 본 결
과, 전문인력 3.5점(5점 만점), 창업자 2.9점, 지식 인프라 2.8점, 정부 지원 2.6점, 금융 2.5점 순
으로 나타났다.

그림 5-8. 인도 스타트업 생태계 경쟁력
(현지법인 이외의 방식으로 인도에
진출한 스타트업)

표 5-10. 인도 스타트업 생태계 요소 평가
(현지법인 이외의 방식으로 인도에
진출한 스타트업)

(단위: 점)
창업자
2.9

정부 지원 2.6

구분

2.5 금융

전문인력

(단위: 응답 건수)

2.8
지식 인프라

3.5

주: 매우 열악 1점, 열악 2점, 보통 3점, 우수 4점, 매우
우수 5점을 부여하여 각 스타트업 생태계 구성요소를
점수화한 것으로 5점에 가까울수록 우수한 것으로 판단.
자료: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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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순위

2순위

1+2순위

창업자

1

1

2

금융

-

-

-

지식 인프라

1

3

4

전문인력

3

2

5

정부 지원

1

-

1

우수항목 없음

2

-

2

주: 인도가 특히 우수하다고 판단되는 항목을 선택하는 질문
에 대한 응답으로 최대 2개까지 응답 가능.
자료: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저자 작성.

다. 인도 스타트업 진출 지원정책 수요225)
인도에 법인을 운영하고 있는 18개 기업은 인도 진출에 있어 가장 큰 애로사
항으로 현지의 규제 및 제도적 장벽(11건)과 현지 네트워크 부족(10건) 문제를
지적하였다(그림 5-9 참고). 현지의 협력기업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고 현지 진출
을 위한 자금이 부족한 것도 현지 진출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파악된다. 그 외의
응답으로는 전문인력 부족, 현지 시장정보 부족, 언어 및 문화적 장벽 등이 있다.

그림 5-9. 인도 진출의 애로사항
(단위: 응답 건수)
12

11
10

10
8
6
6

6
5

5
4

4

4

4
2
2

2

2

1

1

2

2

2

2

1

0
현지의 규제/제도 현지 네트워크
장벽
부족

현지 협력기업
정보 부족
1순위

자금 부족

2순위

전문인력 부족

현지 시장정보
부족

언어 문화적
장벽

1+2순위 합산

주: 인도에 법인이 있는 18개 기업의 응답 결과이며 최대 2개까지 응답 가능.
자료: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저자 작성.

인도 진출을 준비하거나 진행하면서 우리나라 정부의 해외 진출 지원제도를
활용한 경험이 있는 기업은 18개 기업 중 12개로 나타났다. 이들을 대상으로
인도에 진출하기 위해 활용(또는 참여)했던 지원제도를 선택하고 이에 대한 만
족도를 평가하도록 하였는데 그 결과는 [표 5-11]과 같다. 제시된 응답 보기 중
12개 기업이 가장 많이 참여했던 프로그램은 해외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참
225) 우리 스타트업의 인도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정책에 대한 평가와 수요 파악은 인도에 법인을 운
영 중인 18개 기업의 응답에 한정하여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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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5건)였으며 해외 마케팅 비용 및 교육 지원(3건), 해외 특허ㆍ지재권ㆍ시험
취득 지원(2건) 순이었다. 그 외에 법인 설립비용을 지원받거나 NIPA에서 지
원하는 KIB Startup India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해외시장 진출전략 수립
및 현지 시장성 검증 컨설팅을 받아본 기업도 있었다.
응답 기업이 활용했던 지원제도의 만족도를 매우 불만족에서 매우 만족까지
5점 척도로 평가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매우 불만족이나 불만족 평가를 받은 지
원제도는 없었다. 보통 이상으로 평가한 경우에는 해당 지원제도에 대해 대체
로 만족했던 것으로 간주하여 이에 대한 이유를 선택하도록 하였는데, 기업당
제공되는 지원 금액이 충분(5건)하다는 점과 현지 파트너와의 커뮤니케이션이
나 네트워크(5건) 측면에서 만족스러웠다는 응답이 많았다. 또한 주관기관/담
당자의 전문성(2건), 충분한 사후관리(1건), 숙소나 사무실 지원(1건) 등도 지
원제도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표 5-11. 인도 진출 시 활용한 국내 지원제도와 만족도 평가
(단위: 응답 건수)

지원제도/프로그램
해외 마케팅 비용/교육 지원

매우
보통 만족
만족
1

1

법인 설립비용 지원
KIB Startup India
프로그램(NIPA)
해외시장 개척 요원
해외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참여 지원

- 현지 파트너와의 커뮤니케이션이나 네트워크(1)
- 기업당 제공되는 지원 금액이 충분

1

- 숙소 및 사무실 지원
- 충분한 사후관리
- 기업당 제공되는 지원 금액이 충분(1)

1

4

- 현지 파트너와의 커뮤니케이션이나 네트워크(2)
- 주관기관/담당자의 전문성(2)
1

현지 시장성 검증 컨설팅
시험취득 지원

- 기업당 제공되는 지원 금액이 충분(2)

1

1

해외시장 진출전략 수립 및
해외 특허/지재권/

1

만족스러웠던 이유

2

- 현지 파트너와의 커뮤니케이션이나 네트워크
- 현지 파트너와의 커뮤니케이션이나 네트워크(1)
- 기업당 제공되는 지원 금액이 충분(1)

주: 인도에 법인이 있는 18개 기업 중 국내 지원제도를 활용해본 경험이 있는 12개 기업의 응답 결과이며 최대 2개까지
응답 가능, 보통 이상이면 만족스러웠던 것으로 간주하여 이에 대한 이유를 선택하도록 하였음.
자료: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저자 작성.

236 • 인도 스타트업 생태계 분석과 정책 시사점

[그림 5-10]과 같이 인도에 법인이 있는 18개 기업은 우리나라의 스타트업
인도 진출 지원제도나 프로그램 전반적인 개선사항으로 인도시장에 대한 전문
성(전문인력) 부족(6건)과 인도 진출 지원제도 및 프로그램의 수가 적다는 점
(4건)을 지적하였다. 또한, 지원제도나 프로그램이 단발적으로 운영되며 소수
의 기업만 혜택을 받는다는 점, 현지 정부나 기업과의 네트워크가 부족하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나타났다.
성공적인 인도시장 진출을 위해 정부로부터 지원이 필요한 항목으로는 해외
시장 진출전략 수립 및 현지 시장성 검증 컨설팅(9건), 해외 마케팅 비용ㆍ교육
지원(8건), 해외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참여 지원(6건) 등이 선정되었다(그림
5-11 참고). 해외 크라우드 펀딩 등록 컨설팅 등의 지원, 사무실 및 주거공간
지원, 해외 특허ㆍ지재권ㆍ시험 취득 지원, 해외 스타트업 컨퍼런스 참가 지원,
법인 설립비용 지원, 글로벌 기업의 오픈이노베이션ㆍ인큐베이팅 참여 지원 등
다양한 응답도 확인되었다.

그림 5-10. 우리나라의 스타트업의 인도 진출 지원 제도상 개선점
(단위: 응답 건수)
7
6
6

5
4
4
3
3
2

2

2
1
1

0
인도시장에 대한
인도 진출 지원
지원 제도/프로그램의 소수 또는 특징 기업만
전문성(전문인력 포함) 제도/프로그램의 수가
단발적 운영
혜택을 받음
부족
적음

현지 정부나 기업과의
네트워크 부족

인도시장에 대한 관심
부족

주: 인도에 법인이 있는 18개 기업의 응답 결과.
자료: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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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1. 성공적인 인도 진출을 위해 필요한 정부의 지원
(단위: 응답 건수)
해외시장 진출전략 수립 및 현지 시장성 검증 컨설팅

9

해외 마케팅 비용/교육 지원

8

해외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참여 지원

6

사무실 및 주거공간 지원

2

해외 크라우드 펀딩 등록 컨설팅/제작비 등 지원

2

해외 특허/지재권/시험 취득 지원

1

해외 스타트업 컨퍼런스 참가 지원

1

법인 설립비용 지원

1

글로벌 기업의 오픈이노베이션/인큐베이팅 참여 지원

1

정책적 지원 필요 없음

1
0

1

2

3

4

5

6

7

8

9

10

주: 인도에 법인이 있는 18개 기업의 응답 결과이며 최대 2개까지 응답 가능, 1+2순위 합산 응답 건수임.
자료: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저자 작성.

글상자 5-4. 현지법인 이외의 방식으로 인도에 진출했거나 진출을 계획 중인 응답 기업의
스타트업 인도 진출 지원정책 수요
인도에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거나 판매 또는 수출만 하고 있는 8개 기업이 응답한 스타트업 인도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정책 수요는 다음과 같다. 먼저 인도 현지 진출상의 애로사항으로는 현지
의 네트워크가 부족(4건)하고 현지 협력기업에 대한 정보가 부족(4건)하다는 점을 꼽았다. 자금 전
문인력, 현지 시장정보 등이 부족하다는 응답도 각각 2건씩 집계되었다.
응답 기업 중 우리나라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제도를 활용해본 기업은 5개로 나타났다. 이들이
활용해본 제도나 프로그램으로는 해외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참여 지원, 해외 스타트업 컨퍼런스
참가 지원, 해외시장 진출전략 수립 및 검증 컨설팅, 통ㆍ번역 지원, NIPA의 지원 프로그램 참여
등이 있었다. 이들은 인도 현지 파트너와의 커뮤니케이션이나 네트워크(6건)와 주관기관ㆍ담당자의
전문성(2건)으로 인해 참여했던 지원 프로그램에 만족하였다고 응답했다. 우리나라의 스타트업 인도
진출 지원제도 및 프로그램 전반의 개선사항으로는 현지 정부나 기업과의 네트워크 부족(4건), 인도
진출 지원제도ㆍ프로그램의 수가 적음(3건), 인도시장에 관한 관심이 부족(1건)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끝으로 성공적인 인도시장 진출을 위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 수요로는 글로벌 기업의 오픈이노베
이션ㆍ인큐베이팅 참여 지원(4건), 해외 마케팅 비용ㆍ교육 지원(3건), 해외 특허ㆍ지재권ㆍ시험 취득
지원(3건), 해외 크라우드 펀딩 등록 컨설팅ㆍ제작비 등 지원(2건), 해외시장 진출전략 수립 및 현지
시장성 검증 컨설팅(2건), 해외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참여 지원(2건) 등의 의견이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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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상자 5-4. 계속
한편 인도에 진출을 계획 중인 기업(4개) 중 3개 기업은 인도 진출을 계획하면서 NIPA 소프트웨
어 지원사업, 코트라 시장조사제도, 인도 벵갈루루 부트캠프, 거래선 발굴 지원 등과 같은 국내 지
원제도를 경험했다고 응답하였다. 인도 진출 준비단계에서의 애로사항은 시장정보 부족(3건)과 창업
자금 부족(1건)이며, 인도 진출을 준비하기 위해 협업 및 네트워킹 지원, 홍보ㆍ마케팅, 자금 및 투자
지원, 시설 공간과 같은 정부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자료: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저자 작성.

글상자 5-5. 우리나라 스타트업의 인도 진출 지원정책 수요
A사의 경우 인도 제조공장을 가지고 있는 한국 업체와의 네트워크 지원 및 스타트업 지원기관의
현지 사업 전문가 충원을 제안하였다. B사는 인도 스타트업 창업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점이 주거
문제인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신뢰할 수 있는 숙소정보 제공을 요청했다. C사는 한ㆍ인도 통관
자동 통관 시스템 등 정부 간의 협의에 의해서 가능한 제도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였다. G사는 지원
담당자의 인도 시장 및 사업 이해도를 높일 필요가 있고, 현재 지원제도 심사기준이 사업성에 초점
이 맞추어져 있어, 다양한 스타트업이 참여할 수 있는 평가제도가 필요하다고 촉구하였다. E사는 인도
사회 전반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과 한국에 있는 인도인들과의 적극적 협력 프로그램 등을 제안하였다.
기타 심층 인터뷰 대상기업들은 △ 정부 스타트업 지원사업의 복잡한 서류절차 개선 △ 실질적인
VC 투자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업 경쟁력 개선 사업 등을 제안하였다.
자료: 심층면담 내용을 토대로 저자 작성.

4. 소결
본 장에서는 인도에 다양한 형태로 진출한 우리나라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와 심층면담 조사 결과 중 인도 현지에 법인이 있는 스타트업
(18개 기업)의 응답 내용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인도에 법인을 운영하고 있
는 스타트업들은 인도시장을 선점하거나 해외 판로 개척을 통해 매출을 높이고
자 인도에 전략적으로 진출하였다. 이들은 평균 7.39개월을 투자하여 인도에
진출하였으며, 자사의 내부 인력을 활용하거나 해외 지사 법인 활용, 온라인 해
외 판매, 전시회 참여 등 다양한 경로를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18개 기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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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산업의 중심지인 벵갈루루에 진출하였으며 인도 창업과 진출을 위한 자금은
주로 국내(한국)로부터 조달하였다. 자금 출처별로는 투자회사와 개인으로부
터의 자금조달이 가장 빈번하게 보고되었다.
인도 현지 창업자와의 공동 창업을 고려하는 경우는 현지화 전략이나 현지
사업 추진에 용이하기 때문이나, 현지 창업자의 신뢰도 문제는 현지인과의 공
동 창업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파악된다. 인도정부가 제공하는 스타트업 금융
지원정책을 활용해본 기업은 하나도 없었는데 이는 관련 정책에 대한 정보 부
족과 제도 수혜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응답 기업들
은 인도 현지의 인력을 기업 여건에 맞게 활용하고 있으나 인도 현지의 연구개
발 센터나 액셀러레이터와 교류한 경험은 다소 미미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인
도 스타트업 생태계 구성요소의 경쟁력을 평가한 결과, 전문인력 3.1점, 지식
인프라 2.8점, 창업자 2.7점, 금융 2.4점, 정부 지원 2.2점 순으로 나타났다.
전문인력과 창업자 항목은 스타트업 생태계 구성요소 중 인도가 특히 우수하다
고 판단되는 부분으로 조사되었다.
끝으로 조사대상 기업들은 성공적인 인도시장 진출을 위해 정부로부터 △ 해
외시장 진출전략 수립 및 현지 시장성 검증 컨설팅 △ 해외 마케팅 비용/교육
지원 △ 해외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참여 지원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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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결론 및 정책 시사점

1. 연구 결과 요약
2. 정책 시사점

1. 연구 결과 요약
본 연구는 인도 스타트업 생태계에 대한 이해와 한국기업의 인도 스타트업
시장 진출을 위한 정책 시사점 도출을 위하여 주요국의 스타트업 현황 비교 분
석, 인도 스타트업 생태계 분석, 인도 도시별 스타트업 생태계 분석, 인도 진출
국내 스타트업 정책수요 조사 등 다양한 분석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의 4가지로 요약된다.

가. 주요국의 스타트업 환경 특징 비교
주요국의 스타트업 환경 비교 분석은 최근 10년간 스타트업 창업 선도국가
인 미국, 영국, 인도와 동아시아 3국(한국, 중국, 일본)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우선 국별 스타트업 창업 추세를 살펴보면, 2015년 이전 미국, 중국, 인도를 중
심으로 스타트업 창업이 빠르게 성장하였다. 특히 인도의 경우, 2015년 약
3,500개의 스타트업이 창업하여 빠른 성장세를 보였다. 하지만 2015년 이후
세계적 경제성장 둔화, 대기업 중심의 시장 집중도 증가로 인하여 주요국의 창
업 추세는 감소세로 전환되었다. 주요국의 창업 스타트업은 대부분 소프트웨어
를 기반으로 한다. 특히 한국은 정보기술, 인터넷 서비스 산업을 중심으로, 일본
은 미디어와 오락 산업, 중국은 금융 서비스, 영국ㆍ미국ㆍ인도는 인터넷 서비스
산업의 창업이 활발하다. 한국, 중국, 영국, 일본의 경우 수도를 중심으로 스
타트업 창업이 이루어지지만, 인도와 미국의 경우 다양한 도시에서 비교적 균
등하게 스타트업 창업이 나타난다. 최근 10년간 미국의 스타트업은 가장 높
은 엑시트 성공률을 보이지만, 인도와 한국의 엑시트율은 낮은 모습을 보인다.
다음으로 창업자 추세를 살펴보면, 주요국 스타트업의 창업자와 CEO는 자
국 중심으로 되어 있다. 특히 인도 스타트업의 경우 본국 중심 창업자의 특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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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하다. 한국과 중국의 경우 스타트업 창업 경험과 업력이 없는 경우가 많다.
이에 비하여 일본과 미국의 창업자는 창업과 업무 경험이 비교적 많다.
주요국의 스타트업 투자의 경우, 미국과 중국의 스타트업을 중심으로 글로
벌 투자가 유입되고 있다. 투자 수혜율이 가장 높은 국가는 중국이고, 낮은 국
가는 인도이다. 특히 중국은 1억 원 이상의 메가 투자 건수의 비중이 높은 편으
로, 특정 스타트업으로의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 중국, 일본, 미국은
소프트웨어 기반의 인터넷 서비스 산업, 인도는 전자상거래 산업, 영국은 금융
서비스 산업, 한국은 모바일 산업을 중심으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
주요국 스타트업과 비교하여 인도 스타트업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우선 인
도는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스타트업 창업 비중이 높다. 최근 인도의 전자상거
래 산업은 휴대전화의 보급과 소득의 증가로 인하여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이
러한 산업의 추세가 스타트업 창업 추세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인도 창업 도
시의 분포는 다른 국가와 비교하여 고른 편이다. 벵갈루루, 뭄바이, 델리를 중
심으로 창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스타트업 생태계가 다양한 도시에 형성
되어 있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한다. 인도 스타트업은 다른 국가에 비해서 M&A
와 공개상장을 통한 엑시트율이 낮다. 인도의 평균 인수합병 가격은 다른 국가
에 비해서 낮은 편이나, 공개상장 발행가격은 높은 편이다. 이는 상대적으로 초
기 성장 중인 스타트업이 M&A의 대상이 되고, 이후 성장하여 기업가치가 높
은 기업을 중심으로 공개상장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인도의 스타트업
창업은 창업 혹은 업무 경험이 많지 않은 남성 창업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외국 창업자의 경우에도 인도계 외국인으로 구성되어 있어, 외국 창업자의 인
도 창업은 생각보다 어려운 것으로 생각된다. 인도의 투자 환경은 빠르게 성장
중이나, 투자를 받은 스타트업의 비중은 작다. 이는 인도의 스타트업 투자가 성
장 가능성이 큰 기업에 집중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2016년 이후 인도 스타트업
을 향한 메가 투자 건수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모습이 이를 뒷받침한다. 또한
인도 스타트업 투자는 개인 투자 비중이 다른 국가에 비해서 높은 편으로, 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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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에 필요한 소규모 투자자본은 사람 간 네트워크를 통하여 진행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모습은 인도 스타트업 초기 투자에서 엔젤펀드의 비중이 상
대적으로 높은 모습과 일치한다. 또한 인도의 시리즈 투자를 살펴보면 후기시
리즈 투자(시리즈 C) 금액의 비중이 상당히 높은 편으로, 스타트업의 상품이 시
장에서 안정적으로 성장 이후 확장이 필요한 시기에 투자가 집중적으로 이루어
지는 것을 의미한다.
정량적 데이터로 분석된 인도 스타트업 환경은 스타트업 숫자와 투자 금액
등 양적인 측면에서 빠르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인다. 하지만 인도의 스타트업
시장은 주요국 대비 상대적으로 인도기업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어 다른 시장
대비 인도시장 진출이 쉽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며, 인도 스타트업 생태계에 대
한 분석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나. 인도 스타트업 생태계 특징: 중앙, 도시별
본 연구의 연구대상인 인도 스타트업 생태계를 집중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인도의 국가 전반적인 스타트업 생태계 분석과 더불어 도시별 생태계를 살펴보
았다. 스타트업 생태계 분석은 창업자, 투자, 지식 인프라와 인적자본, 정부 등
4개 항목으로 구분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창업의 주체인 창업자는 인도 스타트업 생태계의 첫 번째 핵심요소로 꼽히
는데, 우선 인도의 창업자는 비교적 창업에 대해 다소 우호적이며 적극적인 태
도를 가진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창업에 대한 우호적인 시장 환경과 제도적
여건 조성 외에도 스타트업 성공 사례를 통한 인식 제고, 인도 특유의 주가드
(Jugaad) 정신 등이 작용한 결과로 보인다. 또한 IIT나 BITS와 같은 인도 공과
대학교 출신의 우수한 인재들을 중심으로 창업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점이
주목할 만하며, 창업 경험이 없는 남성 창업자들이 매우 적극적으로 시장에 진
입하고 있다고 분석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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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요소인 투자 부문을 살펴보면, 인도는 다른 국가 대비 엔젤투자자와
자국의 VC, PE 투자의 비중이 높은 편이며 투자 접근성 또한 지속해서 향상되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스타트업 성장단계별 개인(엔젤), 벤처캐피털
(사모펀드), 은행, 정부 등 스타트업 펀딩 주체들의 투자 활동이 스타트업 생태
조성에 필수적인 요소로 분석되었다.
세 번째 요소인 지식 인프라와 인적자본과 관련하여, 인도가 보유한 우수한
교육기관, 혁신기반, 연구개발 역량, 지식재산 보호제도 등의 지식 인프라와 더
불어 우수한 인력도 스타트업 생태계의 핵심요소로 꼽혔다. 인도의 지식 인프
라와 인적자본의 특징으로는 △ 낮은 GDP 대비 R&D 투자 비중 및 국제적 평가
△ 다국적기업의 진출을 통한 혁신기반 조성 △ 과학 및 엔지니어링 분야의 전
문인력 양성 △ 산학연계 연구개발과 인큐베이팅을 통한 스타트업 육성 △ 해
외로 진출한 전문인력의 국내 유입 등이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스타트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과 관련하여, 인
도정부는 스타트업 인디아(Start-up India)로 대표되는 스타트업 육성정책을
필두로 다양한 행정적인 지원 및 세제 혜택을 시행 중이다. 이는 구체적으로 스
타트업 관련 규제 완화 및 행정절차 간소화, 자금 지원 및 세제 혜택 강화 및 산
학연계 프로그램ㆍ인큐베이터 설립 지원 등의 지식 인프라 조성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이러한 인도의 스타트업 생태계는 도시별로 다양한 모습을 보인다. 먼저 ‘인
도의 실리콘밸리(Silicon Valley)’ 혹은 ‘인도의 IT 수도’라고도 통용되는 벵갈
루루는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약 1만 2,000개의 스타트업이 설립되는 등
창업활동이 매우 활발히 이루어졌으며, 타 지역 대비 풍부한 지식 인프라와 인
적자본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큐베이터 설립 및 스타트업 자금 지원 등
카르나타카 주정부 차원의 육성정책도 큰 역할을 해온 것으로 분석되었다. 고
객이 스스로 운전하는 방식(self-drive)의 새로운 렌터카 서비스를 시도한 모
빌리티 스타트업인 줌카(ZoomCar) 사례를 통해서도 벵갈루루의 우수한 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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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계를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수도가 위치한 델리는 우수한 비즈니스 인프라, 양질의 교육기관,
정부정책의 역할, 창업문화의 활성화 등이 스타트업 생태계 조성에 유리한 여
건을 제공한 것으로 분석된다. 델리 또한 활발한 창업, 투자활동, 우수한 지식
인프라와 더불어 주정부 차원의 스타트업 육성정책이 다양하게 마련되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편리한 송금 및 온라인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핀테크 분야
스타트업인 폰페(PhonePe) 사례는 우수한 창업 아이디어를 통해 빠른 시장
진입 및 투자자 확보를 이룬 창업 사례로 평가된다.
마지막으로, 인도의 최대 경제도시인 뭄바이는 마하라슈트라 주정부의 주요
스타트업 정책과 함께 활발한 산학연계 시스템을 바탕으로 도시 스타트업 생태
계를 발전시켰다. 모바일 앱을 이용한 개인 소액대출 서비스를 제공하는 페이
센스(PaySense)는 금융 관련 수요가 풍족한 환경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핀테크
분야의 대표적인 창업 사례로 분석된다. 한편 최신 데이터 분석기법을 활용해
소매기업의 신속한 의사결정을 돕는 인텔리전스 노드(Intelligence Node)는
과거 방식에 머물러 있던 소매산업에 성공적으로 최신 기술을 접목한 창업 사
례로 평가된다.
상기 분석으로 살펴본 인도 중앙 및 도시별 생태계는 모디 정부와 주정부 정
책을 바탕으로 빠르게 성숙하고 있으며, 스타트업 관련 다양한 지식 인프라와
풍부한 기술인력이 이를 뒷받침한다. 특히 스타트업 주요 도시별 생태계는 지
식 인프라와 정부정책의 영향으로 차별화된 생태계로 발전하는 중이다. 이를
종합하면 인도시장 진출에 있어 인도 스타트업 생태계 요소의 적극적 활용이
필요하며, 도시별 스타트업 생태계를 고려한 진출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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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국내 기업의 인도 스타트업 진출 현황 및 정책수요
본 연구는 인도에 진출한 우리나라의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
사와 심층 면담조사를 시행하였다. 조사의 목적은 인도 진출 스타트업의 진출
현황을 파악하고, 인도 스타트업 생태계 활용 경험과 평가내용뿐 아니라 우리
정부의 정책적 지원 수요를 파악하는 데에 있다. 온라인 설문조사 응답자는 30명
으로 이들의 진출 상태는 인도 법인 운영(18개), 현지 사무소를 운영하거나 인
도에 상품 및 서비스를 판매(8개), 향후 3년 내 인도 진출 계획(4개)으로 구분
된다. 전체 응답 기업은 2016년 이후 창립된 스타트업이 대부분이며 50% 이
상의 기업이 투자 단계상 Series A 단계라고 응답하였다. 사업 분야로는 정보
통신업(36.7%)과 도매 및 소매업(26.7%) 비중이 높았고 사업모델로는 소프트
웨어 개발 및 공급(46.7%)과 콘텐츠(36.7%)가 우세했다. 면담조사는 인도 현
지법인이 있는 9개 기업 관계자와 스타트업의 인도 진출을 지원하는 관계기관
담당자 1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조사 결과는 주로 인도에 법인을 설립한
18개 스타트업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인도에 법인을 설립한 18개 스타트업 응답자 가운데는 현지에 맞춤화된 사
업 운영과 외국인이 겪는 애로사항을 해결하고자 현지 창업자와 공동 창업을
했거나 고려 중인 경우도 있었으나 신뢰도의 문제로 인해 단독 창업을 선호하
는 경우도 많았다. 대부분의 자본 조달은 인도가 아닌 국내 자금 출처로부터 이
뤄졌다. 인도정부가 제공하는 금융지원제도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고 외국인이
설립한 기업이 제도의 수혜 대상인지 여부를 알지 못해 이를 활용한 경우는 전
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인도 대학, 글로벌 기업, 정부가 운영하는 스타트
업 지원 센터나 액셀러레이터와 교류하는 사례도 미미하였다. 응답자들은 인도
스타트업 생태계 중 전문인력과 지식 인프라 부문을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높다고
평가하였으며 금융이나 정부 지원은 보통 이하의 경쟁력을 가졌다고 평가했다.
응답자들은 인도 진출의 애로사항으로 현지의 규제 및 제도적 장벽과 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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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부족 문제를 지적하였다. 현지의 협력기업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고
현지 진출을 위한 자금이 부족한 것도 현지 진출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파악
된다. 18개 기업 중 12개 기업이 인도 진출을 준비하거나 진행하면서 우리나라
정부의 해외 진출 지원제도를 활용한 경험이 있으며 해당 제도나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대체로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구체적으로는 현지 파트너와의 커뮤니
케이션과 네트워크, 기업당 제공되는 충분한 지원 금액, 주관기관ㆍ담당자의
전문성 등의 측면에서 만족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스타트업 인도 진출
지원제도는 전반적으로 인도시장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하고 지원제도 및 프로
그램의 수가 적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아울러 해외시장 진출전략 수립 및 시장
성 검증 컨설팅, 해외 마케팅 비용ㆍ교육 지원, 해외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참
여 지원, 사무실 및 주거공간 지원, 글로벌 기업의 인큐베이팅 참여 지원 등에
정책적 수요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라. 인도 스타트업 시장 평가
본 연구 결과를 종합하면, 인도 스타트업 시장은 역동적 성장 중이며 잠재력
을 가진 것으로 평가된다. 빠르게 성장 중인 인도 스타트업 시장의 배경에는 인
도 스타트업 생태계가 존재한다. 인도의 스타트업 생태계는 창업에 우호적인
태도를 지닌 창업자, 성장하는 투자 환경, 기술혁신을 이끄는 고등 교육기관과
R&D 센터, 과학기술 분야의 인력, 스타트업 정부지원정책 등 다양한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 또한 벵갈루루, 델리, 뭄바이 등 도시별 환경에 맞추어 스타트
업 생태계가 발전하고 있다. 이러한 역동적인 인도 스타트업 시장에 참여하기
위하여 해외 투자자와 해외 스타트업의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인도 스타트업 시장의 역동적인 성장에 비하여 해외 스타트업의 인
도시장 참여는 상대적으로 저조한 편이다. 2010~19년 인도 창업자의 출신국을
살펴본 결과 전체 창업자의 95%가 인도 국적의 창업자이다. 해외 스타트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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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시장 진출이 저조한 이유는 인도 스타트업 시장의 특성에 기인한다. 인도
스타트업 시장은 현지 네트워크 중심의 사업 환경을 가지고 있고, 선진국 대비
법규, 제도, 행정절차가 복잡하다. 인도시장 환경에 대하여 충분히 습득하고 활
용 가능한 창업자가 인도시장 진입과 성장 가능성이 크다. 한편 투자 측면으로
인도 스타트업 시장을 살펴보면, 인도 스타트업을 향한 글로벌 투자가 증가 추
세에 있지만, 유니콘을 향한 대규모 투자를 제외하면 스타트업 평균 투자 수혜
율은 낮은 모습이다.
하지만 현재 인도 스타트업 시장의 모습은 미국, 영국 등 오랜 기간 스타트업
생태계를 구축한 스타트업 주요국과 비교하여 과도기적 모습으로 평가되며, 향
후 안정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된다. 모디 정부는 빠른 경제성장과 급속한
산업 및 노동구조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스타트업 정책을 통해 인도의 고
용 문제를 일부 해결하고자 한다. 모디 정부를 기점으로 스타트업 정책과 관련
인프라 구축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며, 젊은 기술인력 양성을 도모하고 있다.
따라서 인도의 스타트업 시장은 정부정책의 지속적 시행과 함께 경제발전에 따
른 글로벌 투자가 이어지고 있으므로, 잠재력이 있는 시장으로 평가된다. 따라
서 현재 인도 스타트업 시장의 역동적인 성장이 이어진다면, 향후 해외 및 국내
스타트업의 인도시장 참여는 적극적으로 변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인도시장은
한국기업의 시장적 경험이 적은 국가로, 시장과 사업 문화에 대한 이해도가 상
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국내 스타트업의 인도에서의 안정적인 성장을 보조하
기 위하여, 이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2. 정책 시사점
본 절에서는 인도시장 진출을 위한 국내 스타트업 지원정책 방향과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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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1. 한국 스타트업의 인도시장 진출 방향 및 정책 방안

주요 연구 내용

정책 시사점
정책 방향

① 신남방 정책 및 한ㆍ인도 디지털 협력 강화
② 한ㆍ인도 스타트업 진출 환경 조성
③ 인도 스타트업 진출 지원 강화

디지털
협력 강화

- 신남방 디지털경제 국제포럼 정례화
- 한ㆍ인도 스타트업 정책 로드맵 연구

인도 스타트업 생태계 분석
주요국과의
스타트업 환경 비교

생태계 요소별
인도 스타트업 생태계 분석
(창업자, 투자, 지식 인프라,
인적자원, 정부)
도시별 인도 스타트업
생태계 분석
(벵갈루루, 델리, 뭄바이)

스타트업
진출 환경 조성

① 한ㆍ인도 상호 인식 개선 지식 교류 강화
- 한ㆍ인도 지식 문화 교류 센터 설립
② 한ㆍ인도 스타트업 생태계 네트워크 강화
- 한ㆍ인도 스타트업 연례 행사 개최

스타트업
진출 지원

① 국내 스타트업 인도 진출 지원 강화
- 인도 사업 정보 데스크 운영
- 인도 투자 정보망 창설
② 인도 현지 스타트업 지원 강화
- 현지 인력 및 협력업체 풀 구축
- 스타트업ㆍ대기업 CSR 연계 사업 운영
- 유관기관 전문 기능 강화
- 한ㆍ인도 스타트업 공동 펀드 조성

인도 진출
국내 스타트업 현황 및 정책수요
인도 진출 국내 스타트업
설문 및 심층 인터뷰

자료: 저자 작성.

먼저 정책 필요성에 따른 국내 스타트업 인도 정책 방향을 제시하겠다. 인도
는 현 정부가 추진하는 신남방정책의 주요국이다. 하지만 최근 EU, 일본 등 주
요국은 인도와의 디지털 협력에 있어 큰 진전을 보이나 한국의 신남방정책 디
지털 협력은 현재까지 아세안 중심으로 평가된다.226) 따라서 국내 스타트업의
인도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이를 아우르는 신남방정책과 한ㆍ인도 양자
간 협의에서 디지털 협력 논의 확대가 필요하다.
한편 최근 인도의 성장에 따라 글로벌 스타트업의 인도시장에 관한 관심과
진출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주요 스타트업 국가 대비 국내 스타트업의
인도시장 진출이 저조한 모습을 보인다. 주요 원인으로는 한국 스타트업 창업
자의 인도시장에 관한 관심 부족으로 평가된다. 인도시장에 관한 관심 부족은
226) Europe-India Innovation Partnership, https://startupeuropeindia.net/eiip/(검색일: 2020.
11. 2); 일본 경제산업성, “Japan and India Agree on Partnership in the Digital Industry,”
https://www.meti.go.jp/english/press/2018/1029_003.html(검색일: 2020. 11. 2)를 바탕
으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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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다. 미국, 중국, 일본 대비 낮은 한ㆍ인도 경제협력
수준과 한국 전반에 대한 인도에 대한 저평가된 인식227) 등의 요인이 지목된
다. 따라서 인도의 스타트업 진출 활성화를 위해서 한ㆍ인도 상호 인식 개선을
포함한 스타트업의 진출 환경 조성이 선제적으로 필요하다.
인도시장에 진출한 해외 기업 진출 사례를 살펴보았을 때, 국내 스타트업의
인도시장 진출 방식의 다양화가 요구된다. 인도시장에 진출하는 방법은 다양하
다. 인도에 직접 창업을 통한 방법, 한국에서 창업 후 인도에 지사 및 사무소 설
립을 통한 진출, 수출을 통한 진출, 투자를 통한 진출 등이 있다. 정량적 데이터
및 설문을 통한 국내 스타트업의 인도시장에 대한 진출을 살펴보면, 단독 창업
혹은 수출을 통한 진출에 국한되어 있다. 투자 진출의 경우 인도시장에 대한 글
로벌 투자가 이어지고 있지만, 한국의 대인도 스타트업 투자는 저조한 모습을
보인다. 인도에서는 다양한 스타트업이 현재 창업되고 있으며, 일부 기업의 경
우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하여 인도 산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를 종합하
면 국내 기업의 인도시장을 향한 다양한 진출 방식(공동 창업, 합작, 투자 등의
방식)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인도시장 진출을 준비하는 국내 스타트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되어야
한다. 본 연구의 도시별 스타트업 생태계 분석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인도의
스타트업 생태계는 도시별로 상이한 모습을 보이며, 국내 스타트업의 사업모델
과 기술, 현지 인프라 환경 등이 고려된 지역으로 진출이 유도되어야 한다. 최
근 인도의 스타트업 창업은 소프트웨어를 기반으로 한 인터넷 서비스, 전자상
거래 및 판매산업에서 주로 일어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
다. 하지만 스타트업 창업과 투자의 산업별 추세는 기술의 발전, 주정부의 정책
및 인프라 등에 의하여 변화된다. 따라서 국내 스타트업의 인도 진출 준비단계
에서 인도시장 정보를 신속히 제공해줄 기관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인도 스타트업 진출기업을 위한 정책적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 현
227) 조충제 외(2011), 「한ㆍ인도 양국에서의 국가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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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한국정부는 인도 진출 스타트업을 위한 여러 지원정책을 운영 중이다. 델리
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코리아 스타트업 센터가 있으며, 벵
갈루루에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운영하는 한ㆍ인도 소프트웨어(SW) 상생
협력센터가 있다.228) 국내에서는 주로 특정 지역 진출을 위한 스타트업 정책보
다는 전반적인 스타트업 해외 진출을 목표로 하는 사업을 진행 중이다.229) 하
지만 연구진이 조사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국내 인도 진출기업은 인도 현지의
규제 및 제도적 장벽과 현지 네트워크 부족 등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정책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
다음으로 앞서 제시한 정책 방향에 부합되는 구체적 정책과제를 제시하도록
하겠다.

가. 신남방정책 및 한ㆍ인도 디지털 협력 강화
우리나라 스타트업과 투자자의 인도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경제, 산업,
디지털과 같이 더 넓은 차원의 한ㆍ인도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하여 민간이 진출
하기에 우호적인 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양국 간 산업 및 디지털 교류와
협력을 통해 중견 또는 대기업 대비 자금과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낮은 스타트
업에 인도시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관심도를 높이고, 비즈니스 파트너 및
사업 기회 발굴의 장을 제공할 수 있다. 또한 정부가 다양한 민간 기업의 인도
진출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인도에서의 창업과 사업 확장을 위한 경험, 노하우,
현지 및 글로벌 네트워크 축적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
EU의 경우 2015년 Digital India Roundtable을 통해 통신 보안 등 ICT
분야 표준화에 대한 협력을 논의한 바 있으며, 이를 EU 디지털 단일 시장
228) 창업진흥원 홈페이지(https://www.kised.or.kr/menu.es?mid=a10208010000, 검색일: 2020.
6. 30) 및 K-global project 홈페이지(https://www.k-global.kr/foundation/ictFoundation
View.do?idx=11, 검색일: 2020. 6. 30) 참고.
229) ITC 창업벤처 지원 사업 리스트(https://www.k-global.kr/ict/ictsupport.do, 검색일: 2020.
6. 30) 기반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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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gital single market) 이니셔티브와 디지털 인디아(Digital India) 정책 간
연계 가능성에 대해 모색하는 자리로도 활용하였다.230) 2020년 15차 인도ㆍ
EU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협력을 위한 공동 의제(Roadmap 2025)에는 안보,
환경, 투자와 더불어 디지털 경제협력도 포함되었다.231) 또한 스타트업 유럽
인도 네트워크(Startup Europe India Network)는 직접적인 투자를 제공하
는 것은 아니나, 전략 및 투자 자문과 전문인력 발굴에 관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두 지역의 스타트업 교류를 지원하고 있다.232)
일본은 2018년 인도와 ‘스타트업 이니셔티브(Startup Initiative)’를 채택
한 데 이어 ‘디지털 파트너십(Digital Partnership)’까지 대상 범위를 확장하
여 IT 전문인력, AI 연구개발, 차세대 네트워크 등의 분야에서 양국의 협력 방
안을 모색하고 있다.233) 일본과 인도는 디지털 파트너십을 토대로 최근에는 개
도국 특히 아프리카 국가의 정부 서비스 온라인 및 디지털화 사업을 위해 양국
기업이 상호 협력하는 프로그램도 추진하고 있다.234)
이와 같이 우리도 현재 정부의 지역협력정책 중 가장 대표적인 신남방정책
및 그 외 인도와의 양자 협력 논의에서 특히 디지털 분야의 협력을 확대ㆍ심화
해 나갈 필요가 있다. 앞서 제5장에서 살펴보았던 한ㆍ인도 스타트업 교류 플
랫폼인 스타트업 허브나 인도 진출 스타트업 사절단 등의 프로그램도 전문성과
지속성을 확보하여 꾸준히 운영되어야 한다. 그러나 스타트업에 특화된 교류
및 협력 프로그램이 내실을 높이기 위해서는 양국 간 디지털 산업, 경제 교류라
는 보다 큰 틀에서의 협력이 반드시 동반되어야 한다. 예컨대 정부는 2019년

230) European Commission(2015), EU-India cooperation on ICT standardisation, https://ec.
europa.eu/digital-single-market/en/news/eu-india-cooperation-ict-standardisation
(검색일: 2020. 11. 2).
231) “India and European Union to adopt Roadmap 2025 towards a global partnership”
(2020. 7. 14).
232) Startup Europe India Network, https://startupeuropeindia.net/about/(검색일: 2020. 11. 2).
233) 일본 경제산업성, “Japan and India Agree on Partnership in the Digital Industry,”
https://www.meti.go.jp/english/press/2018/1029_003.html(검색일: 2020. 11. 2).
234) “Japan and India team up to help emerging nations go digital”(2020. 8.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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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안 및 인도와의 디지털 경제협력 강화를 위해 ‘신남방 디지털 경제 국제 포
럼’을 개최하고 신남방지역 빅바이어와의 수출상담회도 진행한 바 있다.235) 같
은 해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인도 국가개혁위원회(NITI Aayog)와
5G, 스타트업, 콘텐츠 등에 관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고위급 회담을 개최하
였다.236)
이러한 기회를 더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활용하는 한편, 동남아에 편중된 신
남방정책 디지털 협력의 무게추를 인도로 이동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예를 들
어 최근 시작된 ‘한ㆍ아세안 스타트업 정책 로드맵’ 수립을 위한 공동 연구 사
례를 벤치마킹하여, 한국과 인도의 스타트업 정책과 현황 조사를 실시하고 스
타트업 생태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양국 스타트업의 창업과 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체계적인 협력 사업을 발굴해나가야 할 것이다.237) 특히 정부는 신남방정
책 2.0을 본격 추진할 방침인바, 대인도 디지털 및 산업협력의 요소에 방점을
두어 관련 정책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

나. 한ㆍ인도 스타트업 진출 환경 조성
앞장의 통계분석과 설문조사 결과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인도 스타트업 시
장에 진입한 한국 창업자들의 시장 진입 사례가 많지 않다. 인도 스타트업 진입
사례가 많지 않은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중 가장 큰 이유는 인도시장
에 대한 정보와 관심 부족에 기인한다. 인도 스타트업 시장은 미국과 중국 다음
으로 큰 투자를 유치하고 있지만, 한국의 창업자들은 인도시장에 대한 정보의
부족으로 진출에 적극적이지 않다. 인도시장은 아세안 시장과 비교해 지리적
235)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 한국무역협회 보도자료(2019. 6. 25), 「‘2019 신남방 디지털 경제 국제
포럼’ 개최」.
236)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 보도자료(2019. 10. 24), 「신남방정책 특별위원장, 인도 국가개발을 주도하는
국가개혁위원회(NITI Aayog)와 새로운 협력 기회 모색을 위한 고위급 회담 개최」.
237) 중소벤처기업부(2020), 「‘한-아세안 스타트업 정책 로드맵’ 연구 착수」, https://www.gov.kr/portal/
ntnadmNews/2185337(검색일: 2020. 1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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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가 있고, 제조기업의 진출 또한 적은 편이다. 이로 인하여, 인도시장에 대한
충분한 정보가 진출 희망 기업에 전달되지 않는다. 또한 국내 기관에서 운영하
는 인도 창업 진출 프로그램이 존재하지만, 이에 관심을 갖고 지원하는 기업은
많지 않다. 인프라 및 노동 환경 등 인도시장의 특수성과 경제 규모 대비 적은
교류 수준으로 인하여, 한국 창업자의 인도시장에 관한 관심은 매우 적다. 현재
정부에서 운영하는 인도시장 진출 지원 사업이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한국 창
업자의 인도시장에 관한 관심과 정보 제공처가 선제적으로 필요하다.

1) 한ㆍ인도 상호 인식 개선 및 지식 교류 강화
현 정부의 신남방정책은 사람 공동체 비전 아래 신남방지역과의 지식, 문화
교류를 확대 중이다. 인도와 한국의 지식, 문화교류는 1973년 수교 이래 꾸준
히 이어져 오고 있지만, 경제적 교류에 비해서는 미흡한 수준이다. 한ㆍ인도 지
식, 문화교류는 한국과 인도시장에 대한 양국의 관심 수준을 높이며, 한국 스타
트업의 인도시장 진출의 밑거름이 된다. 본 연구에서는 양국 간 지식, 문화교류
를 위하여 양국 주요 도시에 한ㆍ인도 지식ㆍ문화 교류 센터를 제안하며, 국내
센터의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다.
우선 한ㆍ인도 지식ㆍ문화 교류센터는 인도의 문화, 역사, 지리 등에 대한 기
초 국가정보를 상시적으로 제공한다. 인도의 현지 풍습, 종교, 문화 등 다양한
정보의 제공과 시민 참여 행사는 인도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수 있을 뿐 아니
라, 현지 시장 진출에 있어서 인도시장에 대한 현실적인 정보를 줄 수 있다.
이와 함께 한ㆍ인도 지식ㆍ문화 교류센터는 사람, 정보 교류 기능을 가지며,
한ㆍ인도 학술 및 기술 교류의 증진을 목표로 한다. 본문의 분석에서 살펴보았
듯이 인도의 지식 및 혁신 인프라는 국제적 수준을 가지고 있으며, 다수의 글로벌
기업의 R&D 센터가 인도에 위치한다. 최근 인도정부의 현지 연구개발 센터,
혹은 대학 스타트업 센터에 대한 지원이 크게 확충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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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과대학, 글로벌 기업의 R&D 센터 출신의 창업자가 다양한 기술을 이용하여
인도 스타트업과 기술 생태계를 이끌고 있다. 따라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있
어 한ㆍ인도 학술 및 기술적 교류는 매우 중요하고, 이를 위해서 인도 현지
R&D 센터와 대학혁신 센터와의 교류 강화가 필요하다. 국내 스타트업 측면에
서 한ㆍ인도 지식ㆍ문화 교류센터의 한ㆍ인도 학술, 기술 교류는 현지 진출에
필요한 인도 내 스타트업 창업 동향 파악과 인력 및 인프라 활용도 개선에 도움
을 줄 것으로 예상한다.
한ㆍ인도 지식ㆍ문화 교류센터는 기존 문화교류 기관이 제공하는 미술, 춤,
요가, 음식 문화 중심의 내용보다는 한국과 인도에 대한 다양한 지식 전파와 교
류를 확대하여 한ㆍ인도 상호 인식 개선과 기술협력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이
를 통하여 한ㆍ인도 지식ㆍ문화 교류가 활성화된다면, 중장기적인 시장 진출
및 경제협력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2) 한ㆍ인도 스타트업 생태계 네트워크 협력 강화
국내 스타트업의 인도 진출에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은 현지 네트워크 부족
이다. 인도에 진출한 창업자 대부분은 복잡한 서류를 오랜 기간 대면으로 진행
하여야 하는 행정 문화와 인적 네트워크가 이루어진 이후 진행되는 사업 문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수의 해외
스타트업은 인도인 창업자와의 공동 창업을 택한다. 하지만 국내 스타트업의
경우 인도 현지 네트워크 부족으로 인하여 공동 창업자를 찾기 어려울 뿐 아니
라, 한정된 정보로 인하여 인력, 지식 인프라, 현지 사업 수요 등 인도 스타트업
생태계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하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한ㆍ인도 창업자
네트워크 연계 강화가 필요하며, 한국의 한ㆍ인도 스타트업 연례행사 개최와
같은 구체적 과제를 제안한다.
한ㆍ인도 스타트업 행사는 창업자, 투자자, 인큐베이터, 정부 관계자,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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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한ㆍ인도 스타트업 관계자들이 모여 기술 발표 및 제품 출시 행사로 구성될
수 있다. 인도는 스타트업 인디아 정책의 일환으로 인도 내 스타트업을 대상으
로 연례행사238)를 진행하고 있으며, 한국 또한 유사한 행사239)를 진행 중이다.
이러한 행사를 확장하여 한ㆍ인도 스타트업 관계자가 참여하는 연례행사 개최
를 생각해볼 수 있다. 한ㆍ인도 스타트업 연례행사는 국내 스타트업과 인도의
창업자, VC, 기업, 정부 관계자와의 네트워킹에 도움을 주며, 이를 바탕으로
국내 스타트업의 인도시장 진입에 실질적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본
연례행사에서 한ㆍ인도 스타트업 챌린지240)와 같은 아이디어 경연대회를 열어
양국 스타트업의 관심을 이끄는 것도 필요하다. 한국과 인도 양국이 선택한 관
심 산업에 상대국의 예비 창업자가 창업 아이디어를 내고, 우수한 아이디어를
제안한 스타트업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이와 유사한 사례로는 인도ㆍ
이스라엘 글로벌 혁신 챌린지241)가 있다. 인도ㆍ이스라엘 글로벌 혁신 챌린지
는 스타트업 인디아 정책의 일환으로 2017년에 시작된 스타트업 행사이다. 특
히 농업, 물, 보건 의료 분야에 대한 기술 개발 및 지원을 목표로, 양국 스타트
업 공모전을 통하여 우승 기업에 상금 및 멘토링을 제공한다.

238) Ministry of Commerce and Industry(2020), “Features of Start Up India,” https://pib.gov.
in/PressReleseDetail.aspx?PRID=1605956(검색일: 2020. 7. 15) 참고.
239) 중소기업벤처부 산하 창업진흥원에서는 컴업(COMEUP)을 개최하여 국내 스타트업, VC, 액셀러레
이터, 대기업, 주요 스타트업 단체들이 참석한다. https://www.kcomeup.com/(검색일: 2020.
11. 4) 참고.
240) 인도ㆍ이스라엘 스타트업 챌린지를 모티브로 작성하였다(글상자 5-1 참고). 인도와 이스라엘의 스
타트업은 농업, 물, 디지털 보건 분야의 중대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개발하도록 초청하는 양자 간
챌런지를 진행하였다. 분야별 2가지 주제를 제시하였으며, 우수 주제 해결 아이디어를 제출한 18개
스타트업을 수상자로 선정하여 상금과 멘토를 지원한다.
241) 인도ㆍ이스라엘 글로벌 혁신 챌린지는 2017년 7월 인도 모디 총리의 이스라엘 방문 시 스타트업 지원
협약 후속으로 시작되었으며, 인베스트 인디아(Invest India)와 이스라엘 혁신 당국(Israel Innovation
Authority)에서 해당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https://www.startupindia.gov.in/content/sih/en/
startup-scheme/international/innovation-challenge.html(검색일: 2020. 1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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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국내 및 인도 현지 스타트업 지원정책 강화
인도시장에 진출하는 국내 스타트업의 숫자는 증가 추세이지만, 스타트업
주요국 대비 국내 스타트업의 진출 비중은 적은 편이다. 이는 인도시장에 대한
낮은 관심도, 인도시장에 대한 시장 및 행정정보 부족에 기인한다. 이로 인하여
인도 진출기업은 인도시장 진출에 있어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인도 진출
희망기업 수도 감소하게 된다. 연구진이 인도 진출 혹은 진출 계획 기업을 대상
으로 설문을 진행한 결과, 인도 스타트업 진출 시 가장 큰 문제점으로 현지 규
제 및 제도적 장벽과 현지 네트워크 부족 문제를 지적하였다. 따라서 인도 진출
예비 스타트업 및 현지 진출 스타트업에 관한 현실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국내 스타트업의 저조한 인도시장 진출은 국내 스타트업의 한국인 중심의
창업문화와 수출 중심의 진출 형태와 연결되어 있다. 한국의 인도 스타트업 창
업에 있어 인도인 공동 창업자가 포함되는 경우가 매우 적으며, 투자를 통한 인
도 스타트업 진출 또한 저조하다. 하지만 인도에 진출한 해외 스타트업의 사례
에서 볼 수 있듯이, 많은 해외 스타트업은 인도인과의 공동 창업을 통하여 인도
시장에 진출하며, 투자 진출 또한 상대적으로 활발한 모습을 보인다. 따라서 국
내 스타트업의 인도시장 진출 형태와 방식의 다양화가 요구된다.
이러한 배경하에 국내 스타트업 진출 지원 강화, 인도 현지 진출 스타트업 지
원 강화와 같은 주요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1) 국내 스타트업 진출 지원 강화
인도 진출을 계획하는 스타트업들을 위하여 국내 인도시장 정보 제공 기관
설립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연구진의 설문조사에 의하면 인도시장
에 진출한 기업의 경우 인도 스타트업 생태계(인적 구조, 지식 인프라, 정부정
책 등)에 대하여 부족한 지식을 바탕으로 진출한 경우가 많으며, 진출 희망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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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또한 인도시장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갖고 있지 못하다. 특히 인도는 거대한
연방 국가로 주별 인프라 환경과 정책 제도가 상이한 모습을 갖고 있어 인도시
장에 대한 다양한 정보는 필수적이다.
예를 들어, 인도 도시별 스타트업 생태계도 다른 특성을 보인다. 벵갈루루의
경우 전자 제조업과 정보통신기술, 생명공학이 발달하여 인도의 실리콘밸리로
불리며 다수의 스타트업 창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델리의 경우 인도의 수도로
서 주요 기관과의 접근성이 높고 상업 주거 관련 인프라가 발달되어 있으며, 뭄
바이는 인도의 핵심 항구가 위치하여 금융, 제조업, 문화 관련 비즈니스가 발달
한 도시이다. 도시별 인력 및 지식 인프라의 경우에도, 벵갈루루는 다수의 글로
벌 기업의 R&D 센터를 바탕으로 글로벌 기업 업무 경험이 풍부한 인력이 많으
며, 글로벌 기업과 스타트업 간의 활발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뭄바이는
정부의 핀테크 육성정책에 힘입어 핀테크 관련 인력이 양성되고 있고, 비교적
높은 비중의 금융 스타트업 창업이 이루어진다. 따라서 인도 스타트업 시장진
입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정책과 함께 주별 사업환경 파악이 중요하다.
현재 한국에서 현지 시장 파악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KOTRA)와 한국무역협회(KITA)가 있다. KOTRA의 경우 인도 델리, 뭄바이,
첸나이, 벵갈루루, 콜카타, 아마다바드 무역관을 보유 중이고, 한국무역협회 또
한 뉴델리에 지부를 운영 중이다.242) 양 기관은 도시별 시장조사 및 해외 마케
팅 지원을 통하여 현지 사업을 지원 중이다. 하지만 인도 진출을 계획 중인 예
비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현지 시장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는 국내
에서 인도시장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 기관이 필요하다. ‘인도 사업 정보 데스
크’를 국내 스타트업 도시(서울, 판교, 대전, 부산 등)에 설치하여 인도 사업 관
련 정보가 필요한 예비 창업자들에게 제공하는 방식이다. 유사한 사례로는 일
본무역진흥기구(JETRO)의 인도 데스크243)가 있다. 일본의 인도 데스크의 기
242) KOTRA 홈페이지, ‘해외 무역관 정보’ 참고(https://www.kotra.or.kr/kh/about/KHKIPI050M.
html, 검색일: 2020.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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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은 인도 내 JETRO 무역관에서 수집된 정보를 일본 주요 비즈니스 도시에 설
치된 데스크를 통하여 기업에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현재 인도 상공부
산하 해외 투자유치 기관 ‘인베스트 인디아’에는 ‘코리아 플러스 데스크’244)가
설치되어 있다. 산업부 공무원과 코트라 직원 그리고 현지 직원이 인도에 상주
하며 인도 투자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 인도 현지에서 투자 정보를 제
공하는 ‘코리아 플러스 데스크’의 기능을 확장하여, 국내 주요 도시에 ‘인도 사
업 정보 데스크’를 마련하여, 현지 시장 진출 정보 제공 및 투자 정보를 지원할
수 있다면 인도시장 진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창업과 수출 중심의 국내 스타트업의 인도 진출 형태를 다양화하기 위
하여, 인도 투자를 위한 정보망 도입을 제안한다. 최근 인도를 향한 글로벌 투
자가 증가하는 추세이며, 이에 따라 다수의 스타트업이 인도에서 창업이 이루
어지고 있다. 하지만 인도에서 창업되는 스타트업 기업에 관한 정보가 충분히
파악되고 있지 못한 경우가 많으며, 이로 인하여 장래성 있는 스타트업을 향한
투자에 어려움이 있다.

그림 6-2. 인도 투자 정보망 개념도

해외 현지
유관기관

현지 스타트업
정보 조사

현지 스타트업
정보 제공
인도 및 신흥지역
스타트업
투자, M&A 정보망

투자 자문 기관

투자 자문 요청

투자 기업
투자 희망 기업
제시

자료: 저자 작성.

243) 일본무역진흥기구(JETRO)의 인도 데스크는 일본 6개 도시(도쿄, 오사카, 나고야, 하마마쓰, 요코하마,
마쓰에)에 설치되어 인도 지역 경제 현황, 비즈니스 정보 및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인도 현지
JETRO 5개소(뉴델리, 뭄바이, 벵갈루루, 첸나이, 아마다바드)와 일본 도시 내 인도 데스크와 연계되어,
인도 지역별 정보를 제공한다. https://www.jetro.go.jp/services/in_desk.html(검색일: 2020.
11. 4).
244) Investindia 홈페이지, https://www.investindia.gov.in/ko-kr/country/korea-plus(검색일:
2020. 1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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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인도와 정보망 개설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코트라,
KITA 등 현지 유관기관이 인도 스타트업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여 정보망에 공
유하며, 공유된 스타트업에 대하여 투자 의향이 있는 기업의 경우 전문 투자기
관을 통하여 해외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 및 M&A 추진 및 절차에 대한 전문적
도움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하여 한국의 인도 스타트업 시장 투자 진출
확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2) 인도 현지 스타트업 지원 강화
다음으로, 현지 진출한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정책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 설
문조사를 바탕으로 도출한 인도 현지 진출 스타트업 지원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 기업의 인도 현지 인력 및 협력업체 활용 개선을 위한 정책 지원
이 필요하다. 인도에 진출한 국내 스타트업의 경우 언어 사용과 한ㆍ인도 업무,
사업 문화의 차이 등으로 인하여 현지 인력과 협력업체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신뢰성 있는 현지 인력 및 업체 풀 구축이 필요하다.
유관기관의 인도 현지 진출기업 네트워크를 통하여 현지 인력, 업체정보 수집,
관리 및 정보 제공을 제안한다.
둘째, 국내 스타트업과 국내 진출 대기업의 기업 사회적 책임(CS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연계성 강화가 필요하다. 인도의 기업 사회적 책임 제
도는 기업의 활동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기업의 윤리적 책임을 담
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인도의 경제적ㆍ사회적 문제를 일부 해결하고자 하는
목적을 갖고 있다.245) 국내 진출기업 또한 여러 프로젝트를 통하여 기업 사회
적 책임제도를 참여 및 준비하고 있다. 스타트업은 교육, 고용, 생활 등 여러 기
업의 사회적 책임 분야와 연계되어 있으므로, 국내 진출기업의 기업 사회적 책임
제도 내 투자를 통하여 국내 진출 스타트업과의 연계성 강화 또한 필요한 정책
245) Posri(2011), pp. 1-2,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6. 30)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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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로 생각된다. 인도 스타트업 Cell Propulsion이 스위스 제조기업 Portescap
의 기업 사회적 책임 제도를 활용하여 사업 운영 자금을 조달받은 사례246)와
같이, 인도에 진출한 국내 제조기업은 기업 사회적 책임 제도에 국내 진출 스타트
업 활용을 적극적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다.
셋째, 한ㆍ인도 스타트업 공동 펀드를 조성하여 한국과 인도 스타트업 시장
에 진출한 양국 스타트업의 자금지원 강화를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인도 진출
국내 스타트업과 인도 진출 계획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와 심층
인터뷰를 살펴보면, 상당수의 기업이 자금조달 문제를 겪고 있다. 특히 인도 스
타트업 투자의 경우 네트워크를 이용한 개인 투자 비중이 주요국에 비하여 높은
편으로, 해외 스타트업이 인도의 개인 및 기관 투자를 받기는 어려운 구조이다.
한ㆍ인도 공동 스타트업 펀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도움이 될
수 있다. 한국과 인도 양국의 정부로부터 정책 자금을 마련하여 양국의 산업 발
전에 필요한 스타트업을 선정하고, 창업 자금을 상호 제공하는 형태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유사한 사례로 한ㆍ중 벤처캐피털247)이 있다. 한ㆍ중 벤처캐피털
은 양국의 정부와 민간이 출자하여 펀드를 조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신산업 분
야의 기업에 투자하여 운영 중이다. 이를 참고하여 한ㆍ인도 공동 스타트업 펀
드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고려해볼 수 있다.
넷째, 인도 진출 혹은 진출 희망 스타트업은 현지 세무, 법률, 노무 등의 업무
등에서 도움이 필요하다. 현지 세무 관련 법률, 노동법규 등은 상시적으로 개정
이 이루어지지만, 대다수의 국내 스타트업은 자금과 인력 부족으로 인하여 신
속한 대응에 어려움을 겪는다. 특히 세무, 법률, 노무와 관련하여 신뢰성 있는

246) “These startups promoting tech innovation through CSR”(2019. 3. 18), 온라인 기사(검색
일: 2020. 11. 4).
247) 한ㆍ중 벤처캐피털은 2015년 제13차 한ㆍ중 경제장관회의 ‘벤처투자 활성화 협력’에 대한 후속
조치로 결성되었다. 2016년 중국 정부와 민간에서 약 600억 원, 한국 모태펀드 약 400억 원을 출자
하였고, 이는 중국기업 6개사, 중국 진출 한국기업 6개사 등 총 12개 기업에 투자가 되었다. 투자 수
혜기업은 기업ㆍ소비자(B2C) 기업 중심으로 바이오, IT, 모바일, 미디어, 소비재 분야의 기업이다.
http://eiec.kdi.re.kr/policy/materialView.do?num=150557&topic=(검색일: 2020. 1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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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인력을 현지에서 찾기는 어려운 경우가 많으며, 채용을 위하여 큰 비용이
필요하다.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현지 및 국내 스타트업 지원기관의 전문 기능
제공이 필요하다. 특히 현지에 있는 유관기관에서 현지 세무, 법률, 노무 관련
업무를 상시적으로 지원해줄 인력이 충원된다면, 현지 진출 스타트업의 사업
운영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본투글로벌센터
(B2G)가 지원하는 K-Global 해외 진출 지원사업의 법률, 특허, 회계, 마케팅
등 경영 전문 컨설팅 서비스를 인도 전문인력으로 현지화하여 현지 지원기관에
도입하는 것도 생각해볼 수 있다.248)

248) K-global Project 홈페이지, K-Global 해외진출 사업 설명, https://www.k-global.kr/founda
tion/ictFoundationView.do?idx=11(검색일: 2020.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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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1. 인도 진출 스타트업 대상 온라인 설문지
2. 인도 진출 스타트업 대상 심층면접 조사
지침(진출기업 대상)
3. 인도 진출 스타트업 대상 심층면접 조사
지침(지원기관 대상)

[부록 1] 인도 진출 스타트업 대상 온라인 설문지249)

스타트업의 인도시장 진출을 위한 설문조사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의 연구과제 ‘인도 스타트업 생태계 분석과 정책 시사점’의 일환
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통상, 세계지역, 거시금융 등에 관한 조
사와 연구를 통해 정부의 대외경제정책 수립에 이바지하기 위해 설립된 국무총리실 산하 정부출연
연구기관입니다. 본 연구는 인도의 스타트업 생태계를 분석하고 우리나라에 주는 정책 시사점을 도출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저희 질문에 정답은 없으며, 응답해주신 내용은 통계분석을 위해서만 사용되고, 귀하의 개인정보는
통계법 제33조, 34조에 의해 철저히 보호됨을 약속드립니다. 바쁘시더라도 잠시 시간을 내어 설문에
협조해주시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0년 9월
조사담당자: 마크로밀엠브레인 정우람 과장(02-3429-1762)
연구 책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형민 부연구위원(044-414-1230)

▷ 작 성 대 상: 본 설문조사는 10년 이내(2010년 이후) 설립된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 작 성 자: 본 설문조사는 귀사의 경영 관련 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경영, 기획 담당 임원(급)의
지휘, 검토 하에 작성해주십시오.
▷ 응답 사례: 설문에 응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소정의 답례품을 드리오니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Prog: 인사말 및 작성 가이드라인 첫 페이지 표기]

249) 본 연구의 설문조사 문항은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진흥원(2020), 「2019 창업기업실태조사」;
Born2Global(2019), 「2018 대한민국 글로벌 창업백서」; 한국콘텐츠진흥원(2018), 「콘텐츠 스타
트업 실태조사 및 국내외 투자 동향 연구」의 문항을 참고하여 연구진이 수정·보완하여 작성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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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g: 파트 구분 전체 노출하지 않음]
SQ. 진출 형태
SQ1. 귀사의 인도 진출 형태에 대하여 답해주십시오.
1) 인도 현지 법인 설립 (현지 파트너와 공동 법인 설립 및 개인사업자 법인 포함)
2) 인도 현지 지사 설립 (제조 및 소매업은 지사 설립 금지, 소득세 신고 의무 있음)
3) 인도 현지 사무소 설립 (수익을 발생시키는 상업 활동이 없음, 과세 의무 없음)
4) 인도시장 진출 (한국 개인/법인 스타트업이며, 인도에 상품, 서비스 등을
판매 및 수출)
5) 인도 향후 3년 안에 진출 계획을 가지고 있음. (한국 개인/법인 스타트업)
6) 인도 향후 3년 안에 진출 계획이 없고, 진출한 경험이 없음. → 설문중단

[Prog: SQ1=1 응답자만 표시]
이후 질문은 인도 법인을 기준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Prog: SQ1=2~5 응답자만 표시]
이후 질문은 한국의 개인 및 법인을 기준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A. 기업 일반 현황

A1. 귀사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

)

(

)년

A2. 귀사의 기업 형태는 무엇입니까?
1) 개인

2) 법인

A3. 귀사의 창립연도는 언제입니까?
[Prog: 2010 미만인 경우 응답 중단]
[Range: 2010~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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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4. 귀사의 소재지는 어디입니까? 최대한 상세하게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

A5. 귀사의 사업 분야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복수응답 가능]
1) 농림어업

2) 광업

3) 제조업

4) 전기, 가스, 공기

5) 수도, 하수 및 원료재생업

6) 건설업

7) 도매 및 소매업

8) 운수 및 창고업

9) 숙박 및 음식점업

10) 정보통신업

11) 금융 및 보험업

12) 부동산업

13) 전문, 과학, 기술

14) 사업 및 임대 서비스업

15) 교육 서비스업

16) 보건 및 사회복지

17) 예술, 스포츠 및 여가

18) 개인 서비스업

19) 기타(

)

A6. 귀사의 주요 사업 모델은 무엇입니까? [복수응답 가능]
1) 모바일인터넷

2)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

3) 지식업무 자동화

4) 사물인터넷

5) 클라우드 기술

6) 통신 및 보안 기술

7) AI

8) VR/AR/시뮬레이션

9) 콘텐츠

10) 디지털 헬스케어

11) 생산재 및 소비재 관련

12) UI 및 디자인

13) 첨단 소재

14) 핀테크

15) 블록체인

16) 자율주행 자동차

17) 차세대 게놈학

18) 에너지 저장 기술

19) 서비스 자동화

20) 기타(

)

A7. 귀사의 주요 사업 모델은 무엇입니까? 귀사가 제공하는 주력 상품 및 서비스를
최대한 자세하게 작성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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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8. 귀사의 매출현황에 대하여 응답해주십시오.
2019년

창업 이후 평균

연간 매출액

(

)천원

(

)천원

연간 수출액

(

)천원

(

)천원

[Prog: 창업 이후 평균 연매출액>창업이후 평균 연수출액]
[Prog: A3=2020인 경우 2019년 노출하지 않음]
[Range: 0~10000000]
[Prog: A8의 모든 응답이 0인경우 5번 자동 선택 후 다음문항으로 이동]
[Prog: A8의 응답 중 1개라도 1이상인 경우 5번 선택불가]
A9. 창업 후 첫 매출이 발생하기까지 걸린 시간은 얼마나 됩니까?
1) 창업후 6개월 미만
2) 창업후 6개월 ~ 1년 미만
3) 창업 후 1년 ~ 2년 미만
4) 창업 후 2년 이상
5) 현재 매출이 없음
A10. 귀사의 종사자수를 응답해주십시오. 대표자를 포함하여 응답해 주세요.
(1) 창업 당해 종사자 수

(

(2) 현재 종사자 수(2020년 9월 기준)

)명
(

)명

[Range: 1~1000]
A11. 귀사의 투자유치 및 성장단계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하십니까?
가장 가까운 단계로 응답해 주세요
1) Pre-seed(가족, 지인 등 초기자본 유치 및 아이디어 검증 단계)
2) Seed Round(엔젤투자 유치, 시제품 제작 단계)
3) Series A(벤처캐피털 1차 투자 유치, 시장출시 및 검증 단계)
4) Series B 이상(벤처캐피털 후속투자 유치, 성장 단계)
5) 시리즈 C 이상 (시장 영향력 확대)
6) 엑시트 (M&A, IPO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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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창업자

창업자가 2명 이상일 경우 대표 창업자를 기준으로 응답해주십시오.

B1. (대표)창업자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1) 남성

2) 여성

B2. (대표)창업자의 현재 나이는 어떻게 되십니까? 만 (

) 세

[Range: 20~85]
B3. (대표)창업자의 최종 학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1) 고졸 이하

2) 대졸

3) 석사

4) 박사

[Prog: B3>1 응답자만 응답]
B4. (대표)창업자의 전공은 무엇입니까?
1) 인문계열 2) 상경계열 3) 교육계열 4) 공학계열
5) 자연계열 6) 의학계열 7) 예체능 계열 8) 기타 (

)

[Prog: 기타 제외 로테이션]
B5. (대표)창업자의 주된 창업 동기를 응답해주십시오.
1) 취업/직장생활의 어려움

2) 생계를 위한 선택

3) 사회문제 해결을 위하여

4) 특허나 기술, 저작물의 사업화

5) 시장성 있는 아이디어의 사업화

6) 창업 관련 지원정책이 많아서

7) 창업을 권장하는 사회분위기

8) 기타 (

)

B6. (대표)창업자의 이전 창업 경험(횟수)을 응답해주십시오. 현 회사 창업을 제외하고
응답해 주세요.

(

[Range: 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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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

B7. (대표)창업자의 직장경력(년수)을 응답해주십시오. 현 회사의 직장경력을 제외하고
응답해 주세요.

(

) 년

[Range: 0~50]

C. 인도 진출 및 진출계획

[Prog: C1~C11까지 SQ1=1~4 응답자만 응답]
C1. 인도 최초 진출 연도는 언제입니까?

(

)년

[Range: 2010~2020]
C2. 인도에 진출하기 위해 준비한 기간은 어떻게 되십니까?
(

) 개월

[Range: 1~60]
[Prog: 기타 제외 로테이션]
C3 귀사의 주요 해외 진출 경로를 선택해주십시오.
1) 자사 내부 인력 활용

2) 전시회(행사 참여)

3) 해외 유통사 접촉

4) 온라인 해외 판매

5) 해외 자사 법인 활용

6) 국내 에이전트 활용

7) 해외 에이전트 활용

8) 기타 (

)

[Prog: 기타 제외 로테이션]
C4. 귀사가 인도에 진출한 전략적 동기ㆍ목적은 무엇입니까?
1) 해외 판로 개척을 통한 매출 신장

2) 신속한 시장 선점

3) 국내시장의 불확실성, 성장한계 극복

4) 해외 투자 유치

5) 인도 현지 기술, 전략적 협력 파트너 발굴
6) 인도시장에 대한 호기심

7) 기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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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5. 귀사가 진출한 인도 도시/지역은 어디입니까? 대표 지역으로 응답해 주세요.
1) 델리

2) 뭄바이

3) 첸나이

5) 벵갈루루

6) 구르가온

7) 콜카타 8) 노이다

9) 인도 전역 10) 기타 (

4) 하이데라바드

)

C6. 위 도시/지역을 선택한 이유를 간략하게 말씀해주십시오.
(

)

C7. 귀사의 인도창업 및 진출을 위한 자금조달 국가에 대하여 응답해주십시오. [복
수응답 가능]
1) 국내

2) 해외(국가명: (

))

[Prog: C7=1 응답자만 응답]
C8. 귀사가 인도에서의 창업 및 진출을 위한 국내 자금 조달방법을 자금 규모에 따라
최대 3순위까지 선택하여 주십시오. [최소 1개, 최대 3개 응답]
1순위(

), 2순위(

1) 개인

2) 모기업

3) 기업(합작투자)

4) 투자 회사

5) 정부 지원

6) 기타 (

), 3순위(

)

)

[Prog: C7=2 응답자만 응답]
C9. 귀사가 인도에서의 창업 및 진출을 위한 해외 자금 조달방법을 자금 규모에 따라
최대 3순위까지 선택하여 주십시오. [최소1개, 최대 3개 응답]
1순위(

), 2순위(

1) 개인

2) 모기업

3) 기업(합작투자)

4) 투자 회사

5) 정부 지원

6) 기타 (

), 3순위(

)

[Prog: C8=4 응답자만 응답]
C10. 귀사가 국내 투자 회사를 통하여 투자 받은 형태는 무엇입니까?
1) 프로젝트 투자

2) 지분 투자

3) 프로젝트, 지분 투자

4)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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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rog: C9=4 응답자만 응답]
C11. 귀사가 해외 투자 회사를 통하여 투자 받은 형태는 무엇입니까?
1) 프로젝트 투자

2) 지분 투자

3) 프로젝트, 지분 투자 4) 기타 (

)

[Prog: C12~C20까지 SQ1=5 응답자만 응답]

[Prog: 기타 제외 로테이션]
C12. 귀사가 인도 진출을 계획하는 전략적 동기ㆍ목적은 무엇입니까?
1) 해외 판로 개척을 통한 매출 신장

2) 신속한 시장 선점

3) 국내시장의 불확실성, 성장한계 극복

4) 해외 투자 유치

5) 인도 현지 기술, 전략적 협력 파트너 발굴
6) 인도시장에 대한 호기심

7) 기타 (

)

C13. 귀사가 진출을 계획하려는 인도 도시/지역은 어디입니까?
1) 델리

2) 뭄바이

3) 첸나이

5) 벵갈루루

6) 구르가온

7) 콜카타 8) 노이다

9) 인도 전역 10) 기타 (

4) 하이데라바드

)

C14. 위 도시/지역을 선택한 이유를 간략하게 말씀해주십시오.
(

)

C15. 귀사가 계획 중인 인도 진출 형태는 무엇입니까?
1) 인도 현지 법인 설립 (현지 파트너와 공동 법인 설립 및 개인사업자 법인 포함)
2) 인도 현지 지사 설립 (제조 및 소매업은 지사 설립 금지, 소득세 신고 의무 있음)
3) 인도 현지 사무소 설립 (수익을 발생시키는 상업 활동이 없음, 과세의무 없음)
4) 인도시장 진출 (한국 개인/법인 스타트업이며, 인도에 상품, 서비스 등을
판매 및 수출)
5) 기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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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16. 귀사는 인도 이외에 어떤 지역에 진출을 계획 중 이신가요? 최대 2순위까지
선택하여 주십시오. [최소 1개, 최대 2개 응답]
1순위(

), 2순위(

1) 중국 2) 일본 3) 동남아 4) 북미 5) 유럽 6) 중동 7)남미 8) 기타 (

)
)

C17. 귀사는 인도 진출의 계획에 있어 국내의 지원 제도를 경험한 적이 있으십니까?
1) 예

2) 아니오

[Prog: C17=1 응답자만 응답]
C18. 귀사가 활용한 지원 제도 혹은 정책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주십시오.
(

)

C19. 귀사의 인도 진출 계획에 있어 가장 큰 애로사항이 무엇인가요?
1) 시장 정보 부족

2) 문화적 차이

4) 창업 자금 부족

5) 기타 (

3) 성공 사례/국내 네트워크 부족
)

[Prog: 기타 제외 로테이션]
C20. 귀사가 인도 진출을 계획 및 준비하는 데에 필요한 지원 제도 혹은 정책은 무엇
입니까? 최대 2순위까지 선택하여 주십시오. [최소 1개, 최대 2개 응답]
1순위(

), 2순위(

)

1) 교육 지원 (창업강좌, 아카데미)

2) 시설 공간

3) 멘토링, 컨설팅

4) 자금 및 투자 지원

5) 홍보/ 마케팅

6) 협업, 네트워킹 지원

7) 기타 (

D. 인도 스타트업 생태계 활용

[Prog: D파트 SQ1=1~4 응답자만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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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업자에 대한 질문입니다.

[Prog: 안내문 D1~D5 상단에 노출]
D1. 귀사는 인도 진출을 위하여 인도 현지 창업자와 △공동 창업 △합작회사 창업
△협력 회사를 고려하고 계십니까?
1) 공동 창업함

2) 공동 창업을 고려함

3) 합작 회사 창업함

4) 합작회사 고려함

5) 현지협력 회사가 있음

6) 현지협력 회사를 고려함

7) 단독창업을 고려함

8) 기타 (

)

[Prog: D1=1,2 응답자만 응답]
D2. 현지 창업자와 이미 공동 창업 혹은 공동 창업을 고려하신다면 그 이유를 기재
해주십시오.
(

)

[Prog: D1=3,4 응답자만 응답]
D3. 현지 창업자와 이미 합작 회사 혹은 합작 회사를 고려하신다면 그 이유를 기재
해주십시오.
(

)

[Prog: D1=5~8 응답자만 응답]
D4. 현지 창업자와 공동창업 혹은 합작회사 창업을 고려하지 않는 이유를 기재해
주십시오.
(

)

D5. 인도정부가 제공하는 창업자 관련 정책을 활용 및 참여하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예: Startup India 온라인 창업자 교육, 인도정부가 제공하는 창업 멘토,
인큐베이터, 투자회사 매칭 프로그램 등)
1) 있음

2)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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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에 대한 질문입니다.

[Prog: 안내문 D6~D10 상단에 노출]
D6. 귀사는 인도 현지로부터 인도 창업 및 진출을 위한 자본을 조달하신 경험이 있
으십니까?
1) 있음

2) 없음

[Prog: D6=1 응답자만 응답]
D7. 만약 인도 현지로부터 자금을 조달하신 경험이 있다면, 어떠한 방식으로 조달하
셨습니까?
1) 개인

2) 앤젤펀드

4) 벤처케피털, 사모 펀드

3) 정부 보조금
5) 기타 (

)

D8. 인도정부가 제공하는 스타트업 금융 지원정책을 활용하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예: 스타트업 모태펀드 (FFS), ASPIRE 펀드, IA 펀드, 정부 신용보증, 소득세 면제 등)
1) 있음

2) 없음

[Prog: D8=1 응답자만 응답]
D9. 만약 인도정부가 제공하는 스타트업 금융 지원정책을 활용하신 경험이 있다면,
어떤 제도입니까?
1) 스타트업 모태펀드 (FFS)

2) ASPIRE 펀드

3) IA 펀드

4) 정부 신용보증

5) 소득세 면제

6) 기타

[Prog: D8=2 응답자만 응답]
D10. 만약 인도정부가 제공하는 스타트업 금융 지원정책을 활용하지 못하였다면, 어
떠한 이유입니까?
1) 지원정책을 알지 못함

2) 지원 받기위한 서류 절차가 복잡함

3) 제도 운영/행정의 불확실성

4) 제도의 수혜 여부를 알 수 없음

5) 기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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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인프라에 대한 질문입니다.

[Prog: 안내문 D11~D16 상단에 노출]
D11. 귀사는 인도 현지의 전문 인력을 어느 정도 활용하고 계십니까? 정규직/비정
규직을 모두 포함하여 응답해주세요.
(전체 인력의

%)

[Range: 0~99]
D12. 귀사의 상품 혹은 서비스 제품을 위한 R&D에 있어 인도 현지의 전문인력을
어느 정도 활용하고 계십니까?
(전체 R&D 인력의

%)

[Range: 0~99]
귀사는 다음 센터 및 액셀러레이터와 교류 및 협업을 진행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D13. 인도 대학의 스타트업 관련 센터, 액셀러레이터
(예: 인도 공과대학 Research Park, E-Cell 등)
D14. 인도에 진출한 다국적 기업의 스타트업 관련 센터, 액셀러레이터
(예: 구글 Start-up Accelerator India, SAP Startup Studio 등)
D15. 인도정부의 스타트업 관련 센터, 액셀러레이터
(예: AIM 프로그램, Atal 인큐베이션 센터)

있음

없음

1

2

1

2

1

2

D16. 귀사는 인도정부의 지재권 보호 지원 사업의 도움을 받은 경험이 있으십니까?
(예: DIPP에 등록된 스타트업의 경우 저렴한 비용으로 특허 신청 가능, 전담
특허 업체가 자문, 특서 신청, 심사결과 대응 등을 지원함)
1) 있음

2) 없음

정부에 대한 질문입니다.

[Prog: 안내문 D17~D18 상단에 고정]

부록 • 295

[Prog: 7번 제외 로테이션]
D17. 귀사는 다음의 인도정부의 스타트업 지원 제도에 대하여 인지하고 계십니까?
귀사가 인지하고 있는 제도에 대하여 선택해주십시오. [복수응답 가능]
1) 자기인증제도

2) 스타트업 전담 조직 신설 및 운영

3) 온라인 플랫폼 지원

4) 특허 등록 관련 지원

5) 정부 조달 수월화 지원

6) 파산절차 지원 및 간소화

7) 인지하고 있는 지원제도 없음
[Prog: 7번 제외 로테이션]
[Prog: D17=7번 응답자 응답 불가]
[Prog: D17에서 응답한 보기만 제시]
D18. 귀사는 다음의 인도정부의 스타트업 지원 제도에 대하여 활용하신 경험이 있
으십니까? 귀사가 활용한 제도에 대하여 선택해주십시오. [복수응답 가능]
1) 자기인증제도

2) 스타트업 전담 조직 신설 및 운영

3) 온라인 플랫폼 지원

4) 특허 등록 관련 지원

5) 정부 조달 수월화 지원

6) 파산절차 지원 및 간소화

7) 활용하고 있는 지원제도 없음

E. 인도 생태계 평가

[Prog: E파트 SQ1=1~4 응답자만 응답]
E1. 해외 진출 스타트업의 입장에서 인도 스타트업 생태계 구성 요소의 경쟁력을 평가
해 주십시오. ※ 본 문항에서 말하는 경쟁력이란 인도 외 다른 국가에 대한 상대
적인 경쟁력을 의미합니다.
매우열악
하다

열악
하다

보통
이다

우수
하다

매우우수
하다

1)

2)

3)

4)

5)

1)

2)

3)

4)

5)

창업자
(잠재적 현지 창업자 풀,
창업자 지원 제도)
금융 환경
(스타트업 창업, 성장에 필요한
금융 접근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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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 인프라
(스타트업 기술 연관 고등 교육기관,
테스트베드, 인큐베이터 풀)
인도 전문 인력
(고등 전문 인력)
정부 지원
(스타트업 관련 정부 지원 제도)

매우열악
하다

열악
하다

보통
이다

우수
하다

매우우수
하다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E2. 아래 보기의 스타트업 생태계 구성 요소 중 인도가 특히 우수하다고 판단되는
항목은 무엇입니까? 최대 2순위까지 선택하여 주십시오. [최소 1개, 최대 2개 응답]
1순위 (

)/ 2순위 (

)

1) 창업자

2) 금융 환경

3) 지식 인프라

4) 인도 전문 인력

5) 정부 지원

6) 우수 항목 없음.

F. 인도 진출을 위한 한국의 정책적 지원

[Prog: F파트 SQ1=1~4 응답자만 응답]
[Prog: 기타 제외 로테이션]
F1. 인도 진출에 있어 가장 큰 애로사항은 무엇입니까? 최대 2순위까지 선택하여 주
십시오. [최소 1개, 최대 2개 응답]
1순위 (

)/ 2순위 (

)

1) 기술력 부족

2) 전문인력 부족

3) 현지 시장 정보 부족

4) 자금 부족

5) 현지의 규제/제도 장벽

6) 국내 규제 장벽

7) 언어/문화적 장벽 8) 현지 협력 기업 정보 부족 9) 현지 네트워크 부족
10) 기타 (

)

F2. 인도 진출을 준비하거나 진행하면서 우리나라 정부의 해외진출 지원 제도를 활용해
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1) 있음

2)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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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g: F2=1 응답자만 응답]
[Prog: 기타 제외 로테이션]
F3. 귀사가 인도 진출시 활용한(참여했던) 정부의 지원 제도는 무엇입니까? 최대 2순위
까지 선택하여 주십시오. [최소 1개, 최대 2개 응답]
1) 해외 마케팅 비용/교육 지원
2) 글로벌 기업의 오픈이노베이션/인큐베이팅 참여 지원
3) 해외 크라우드펀딩 등록 컨설팅/제작비 등 지원
4) 해외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참여 지원
5) 해외 스타트업 컨퍼런스 참가 지원
6) 해외시장 진출전략 수립 및 현지 시장성 검증 컨설팅
7) 통번역 지원
8) 해외 특허/지재권/시험 취득 지원
9) 기타 (

)

F4. 귀사가 활용한 지원 제도에 대한 만족도를 평가해주십시오
구분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F3 첫 번째 응답]

1)

2)

3)

4)

5)

[F3 두 번째 응답]

1)

2)

3)

4)

5)

[Prog: F4 첫 번째 항목의 1,2 응답자만 응답]
F5. [F4 첫 번째 항목] 에 대해 불만족스러웠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1) 주관기관/담당자의 전문성 부족
2) 기업당 제공되는 지원 금액이 충분하지 않음
3) 현지 파트너와의 커뮤니케이션이나 네트워크 부족
4) 사후 관리가 부족
5) 기타 (

)

[Prog: F4 첫 번째 항목의 3,4,5 응답자만 응답]
F6. [F4 첫 번째 항목] 만족스러웠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1) 주관기관/담당자의 전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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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업당 제공되는 지원 금액이 충분
3) 현지 파트너와의 커뮤니케이션이나 네트워크
4) 충분한 사후 관리
5) 기타 (

)

[Prog: F4 두 번째 항목의 1,2 응답자만 응답]
F7. [F4 두 번째 항목] 에 대해 불만족스러웠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1) 주관기관/담당자의 전문성 부족
2) 기업당 제공되는 지원 금액이 충분하지 않음
3) 현지 파트너와의 커뮤니케이션이나 네트워크 부족
4) 사후 관리가 부족
5) 기타 (

)

[Prog: F4 두 번째 항목의 3,4,5 응답자만 응답]
F8. [F4 두 번째 항목] 만족스러웠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1) 주관기관/담당자의 전문성
2) 기업당 제공되는 지원 금액이 충분
3) 현지 파트너와의 커뮤니케이션이나 네트워크
4) 충분한 사후 관리
5) 기타 (

)

[Prog: 기타 제외 로테이션]
F9. 전반적으로 현재 우리나라의 스타트업 인도 진출 지원 제도/프로그램이 개선할
사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인도시장에 대한 관심이 부족
2) 인도시장에 대한 전문성(전문인력 포함) 부족
3) 인도 진출 지원 제도/프로그램의 수가 적음
4) 지원 제도/프로그램의 단발적 운영
5) 소수 또는 특정 기업만 혜택을 받음
6) 현지 정부나 기업과의 네트워크 부족
7) 기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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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g: 9, 기타 제외 로테이션]
F10. 성공적인 인도시장 진출을 위해 정부로부터 어떠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
십니까? 최대 2순위까지 선택하여 주십시오. [최소 1개, 최대 2개 응답]
1순위 (

)/2순위 (

)

1) 해외 마케팅 비용/교육 지원
2) 글로벌 기업의 오픈이노베이션/인큐베이팅 참여 지원
3) 해외 크라우드펀딩 등록 컨설팅/제작비 등 지원
4) 해외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참여 지원
5) 해외 스타트업 컨퍼런스 참가 지원
6) 해외시장 진출전략 수립 및 현지 시장성 검증 컨설팅
7) 해외 특허/지재권/시험 취득 지원
8) 통번역 지원
9) 정책적 지원 필요 없음
10) 기타 (

)

G. 응답자 정보
G1. 귀하의 성별은 어떻게 됩니까?
1) 남성

2) 여성

G2. 귀하의 연령은 어떻게 됩니까?
1) 만 20세 이하

2) 만 20~29세

3) 만 30~39세

4) 만 40~49세

5) 만 50~59세

6) 만 60세 이상

G3. 귀하의 직책은 무엇입니까? 또는 귀하의 담당 업무는 무엇입니까?
1) 경영관리

2) 연구개발

3) 일반사무

4) 기능생산

5) 영업판매

6) 단순노무

[Prog: SQ1=1 응답자만 응답]
G4. 인도진출 사례 및 인도진출 시 애로사항에 대한 자세한 의견을 듣기 위해 심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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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email이나 대면 인터뷰, 온라인 인터뷰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진행하고 있으며, 참석해주신 분들께는 10만원의 사례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인터뷰에 참여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1) 예

2) 아니오

[Prog: G4=1 응답자만 응답]
G5. 귀하께서 희망하시는 인터뷰 방법은 무엇입니까?
1) 서면을 통한 인터뷰(2~3회 메일링을 통한 응답)
2) 대면 인터뷰(직접 방문하여 심층인터뷰 진행, 한국 내에서만 진행 가능)
3) 온라인 FGI(온라인 화상 FGI를 통한 심층인터뷰 진행)
[Prog: G4=1 응답자만 응답]
[Prog: 최소 1개 응답, 최대 2개 응답]
G6. 귀하께서 희망하시는 인터뷰 일정은 어떻게 되십니까?
9월 14일~9월 29일 중 희망하시는 일정으로 2순위까지 말씀해주시면 담당자가
일정 확인 후 개별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1) 한국시간 기준 2) 인도시간 기준
1순위 (

)월 (

)일 (

)시 (

)분

2순위 (

)월 (

)일 (

)시 (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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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인도 진출 스타트업 대상 심층면접 조사 지침
(진출기업 대상)
1) 진행흐름
Session

Main Issue

Timing

Introduction

Warming Up 및 간략한 본인 소개

2min

Part 1

기업 일반현황

10min

Part 2

진출과정

10min

Part 3

인도 스타트업 생태계

10min

Part 4

생태계 종합평가 및 지원정책

10min

Closing

추가 질문 및 마무리

3min

Total

45min

나. 진행방법
- 사전에 응답한 정량조사 결과를 가이드라인에 맞게 재배치하여 세부 사례
및 심층이유 파악
- 불분명한 응답 시 프로빙을 통해 세부 사례 확인
Introduction (2min)
- Welcome 심층인터뷰에 대한 감사 인사 및 회사, 진행자 소개
- Overview of the Topic 스타트업의 인도 진출 Process에 대한 세부 사례
및 필요정책에 대한 의견
- Ground rules
Warming up

- 심층인터뷰는 정량조사 응답결과에 대한 이유를 프로빙 하고자 하는 것임
- 정답/오답 없는, 질문과 다소 다른 내용이라도 충분한 의견표시가 필요함
- 휴대폰 off
- 녹화 양해
- 개인 신상 및 인적 사항에 대한 비밀이 보장되므로 자유롭고 솔직한 말씀 부탁
- 참석자 소개 [이름/연령, 회사 내 직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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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1. 기업 일반현황 (10min)
∙ 한국에서 창업 후 인도에 진출하신 건가요? 인도에서
스타트 업을 시작하신 건가요?

Check Point
지리적 위치, 문화, 환경,
시장특성 등

- 스타트업을 창업하면서 개인적으로 가장 힘드셨던 부분은
무엇인가요?
- 인도에서의 스타트업을 선택하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창업계기 및
지역 선택
이유

- 창업을 처음 준비할 때부터 인도에서 창업하려고 하셨
나요? 그 이유는요?
∙ 창업 지역으로 [C5응답]를 선택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인도정부의 스타트업에 대한 지원이 지역별로 다른 점에
대해 어떻게 알고 계신가요?
- 현재 스타트업을 하고 계시는 [C5응답] 지역의 창업지
원 제도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 지역을 선택할 때 제도적으로 어떤 부분이 주요하게 작용
하였나요?
∙ 현재 사업모델은 [A7응답]라고 하셨는데 조금 더 자세하게

사업모델

기술 특수성 파악

설명해주세요
- 인도 내 다른 기술과 차별화 되는 점은 무엇인가요?
∙ 전체 인력이 [A10응답]명 이라고 하셨는데 인력의 국적과
배치는 어떻게 되시나요?

인력의 국적 및 근무지
배치

∙ (인도 내 한국인) 인도 진출을 위해 새롭게 채용했나요?
- (새롭게 채용한 경우) 인도 현지에서 채용하신 건가요?
- (인도에서 채용한 경우) 어떤 방법으로 인도에서 한국인을
채용하셨나요?
∙ (인도 내 인도인) 한국국적이 아닌 인도국적의 인력을 채
용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인력 구성

인도에서 운영하는 채용
사이트, 기관소개 등

- 인도의 기술인력 풀을 활용하여 인도인 채용을 하셨는지요?
어떤 풀을 활용하셨나요?
- 어떤 방법으로 채용이 이루어졌나요?
- 한국인과 협업 시 발생하는 문제는 없으신가요?
∙ (인도인 채용이 없는 경우) 현지인 없이 기업을 운영하
는데 어려운 점은 없으신가요?

인도에서 운영하는 채용
사이트, 기관소개 등

- 향후 인도인 채용 시 어떤 방법을 통해 채용할 예정이신
가요?
- (채용예정이 없는 경우) 인도인을 채용하지 않으시려는 이
유는 무엇인가요?

인도에서 운영하는 채용
사이트, 기관소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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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2. 진출과정 (10min)
∙ 인도 진출을 준비하면서 처음 예상하셨던 준비기간은
몇 개월 인가요?

Check Point
준비기간이 달라진 이유
프로빙

- [C2응답] 동안 준비했다고 하셨는데 처음 예상과 달
진출 과정

라진 이유는 무엇인가요?
∙ [C3응답]을 통해서 인도에 진출하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 인도 진출을 위해 소요된 비용과 시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진출 준비기간 중 가장 힘드셨던 [F1응답]에 대해 해결
하기 위해 어떤 방법을 취하셨나요?

진출 과정
애로사항

마케팅, 현지정보 제공, 행
정간소화, 자금지원 등 일

- 어떤 방법을 통해 어려움을 해결하셨나요?

반적인 해외 진출에 따른

- 제도적으로 어떤 부분들이 지원되어야 할까요?

애로사항뿐 아니라 ‘인도시
장의 특수성’으로 인해 겪
은

애로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

Part3. 인도 스타트업 생태계 (10min)

Check Point

∙ (인도 현지 창업자와 협업하는 경우) 인도 현지 창 공동창업, 합작회사, 현지
업자를 어떻게 알게 되셨나요?

협력회사 등

- 수익의 배분은 어떤 방법으로 하시나요?
창업자

∙ (인도 현지 창업자와 협업하지 않는 경우) 협업하지
않는 이유인 [D4응답]이 해결될 경우 향후 현지 창
업자와 협업할 생각이 있으십니까?
- 해결을 위해 제도적으로 어떤 방법이 필요할까요?
∙ (인도 현지에서 자금 조달한 경우) [D7응답]을 어떻게 인도 금융 환경 지원 생태계
알게 되셨나요?

금융

확인

- [D7응답] 진행과정에서 어떠한 과정이 불편하셨나요?
∙ (인도정부 금융정책 활용한 경우) [D9응답]을 어떻게
알게 되셨나요?
- [D9응답] 진행과정에서 어떠한 과정이 불편하셨나요?
∙ (현지 전문인력 운영하는 경우) 어떤 분야에서 전문 번역 등 단순 업무 제외
인력을 운영하고 계신가요?
- 한국인 전문인력 대비 어떤 점이 다르나요?

지식인프라

∙ (현지 전문인력 운영하지 않는 경우) 현지 인력을 운
영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이후에도 운영하지 않을 예정이신가요?

인도 로컬, 글로벌/다국적

∙ (현지 센터 및 액셀러레이터 이용한 경우) 어떤 센터/ 기업의 액셀러레이터 등 활
용한 센터나 액셀러레이터를
액셀러레이터와 교류가 있으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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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3. 인도 스타트업 생태계 (10min)

Check Point

- 어떤 분야에서 교류를 하셨나요?

구체적으로 확인

- 센터/액셀러레이터를 어떻게 알게 되셨나요?

마케팅, 기술개발, 자금지원 등

- 교류한 결과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세요? 이후에도
이용할 의향이 있으신가요?
- 센터나 액셀러레이터와의 교류가 인도 진출을 위해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중요하다면) 어떤 점에서 중요한가요?
∙ (현지 센터 및 액셀러레이터 이용하지 않은 경우) 센터/
액셀러레이터를 이용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 (몰라서 이용하지 못한 경우) 지원기관을 통해 소개받을
경우 이용할 의향이 있으신가요?
∙ (정부 지원제도 이용자) 인도정부의 지원제도 [D18 지원제도 이용자만 응답
응답]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세요?
- 이후에도 이용할 의향이 있으신가요?

정부

∙ (정부 지원제도 미이용자) 인도정부의 지원제도를 알고 인지하고 있으나 미이용한
있지만 활용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D17응답, 응답자만 응답
D18미응답]

Part4. 생태계 종합평가 및 지원정책 (10min)

Check Point

∙ 인도의 스타트업 생태계에 대해 [E2응답]이 우수 창업자, 금융 환경, 지식인
인도 스타트업
생태계
종합평가

하다고 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프라, 전문인력, 정부지원

- (우수항목이 없는 경우) 우수하지 않다고 생각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인도에서 스타트업 창업 시 외국인으로서 겪는 제도
적인 어려움은 무엇인가요?
∙ 인도 스타트업 시장에서 성공을 하기 위해 가장

인도 스타트업
성공요소

중요한 요소는 무엇인가요?
- 성공요소를 위해 제도적으로 어떤 부분이 뒷받 벤치마킹 제도 탐색
침되면 좋을까요?
- 말씀하신 제도와 유사한 해외 제도에 대해 알고
계신 부분이 있으신가요? (매우중요)
∙ (해외진출 지원제도 이용자) 우리나라 정부의 해외 지원기관, 대상 확인
진출 지원 제도를 어떻게 알게 되셨나요?

국내
지원정책

- 우리나라 정부 지원제도인 [F3응답]에 대해 어떤
부분에서 장단점이 있을까요?
- (만족하는 경우) 지원제도가 얼마나 도움이 되셨
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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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4. 생태계 종합평가 및 지원정책 (10min)

Check Point

- (불만족하는 경우) 어떤 부분에서 개선이 필요할
까요?
- 신청하였으나 선정과정에서 누락되었던 지원제도가
있으신가요? 그 이유는요?
- 정부의 지원제도에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신 마케팅, 현지정보, 현지 기관과
국내
지원정책

가요? 어떤 분야 지원할 예정이신가요?

연계 등

∙ (해외진출 지원제도 미이용자) 우리나라 정부의 해외 (자금분야 제외)
진출 제도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 (인지자) 어떻게 알게 되셨나요?
- (인지자) 이후에 지원할 예정이신가요? 어떤 분야
지원할 예정이신가요?
- (미인지자) 어떤 방법을 통해 정부의 지원제도를
알리면 좋을까요?
∙ 국내 지원정책 대비 인도의 스타트업 지원정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인도정부/주정부의 스타트업 지원정책에 대해 어

인도
지원정책

떻게 알게 되셨나요?
- 외국인 기업에 대한 지원 및 선정과정에서 어려운
점이 있나요?
- 인도정부의 지원 대상에 선정되기 위해 우리나라
에서 어떠한 지원이 필요할까요?

Part5. 추가질문 및 마무리 (3min)
- 지금까지 약 40분에 걸쳐 국내 스타트업 기업의 인도 진출에 대하여 이야기를
Closing

나눴는데
- 마지막으로 국내 지원정책의 활성화를 위해 종합적인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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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인도 진출 스타트업 대상 심층면접 조사 지침
(지원기관 대상)
1) 진행흐름
Session

Main Issue

Timing

Introduction

Warming Up 및 간략한 본인 소개

2min

Part 1

지원센터 현황

10min

Part 2

스타트업 기업의 진출이유

10min

Part 3

인도 스타트업 생태계

10min

Part 4

생태계 종합평가 및 지원정책

10min

Closing

추가 질문 및 마무리

3min

Total

45min

2) 진행방법
- 온라인 1:1 심층인터뷰를 통한 진행
- 불분명한 응답 시 프로빙을 통해 세부의견 확인
Introduction (2min)
- Welcome 심층인터뷰에 대한 감사 인사 및 회사, 진행자 소개
- Overview of the Topic 스타트업의 인도 진출에 대한 현 지원정책 및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한 의견
- Ground rules
- 지원기관의 입장에서 인도 진출을 위한 제도ㆍ정책적인 측면에서의 의견 및 사례
Warming up

제시
- 정답/오답 없는, 질문과 다소 다른 내용이라도 충분한 의견표시가 필요함
- 휴대폰 off
- 녹화 양해
- 개인 신상 및 인적 사항에 대한 비밀이 보장되므로 자유롭고 솔직한 말씀 부탁
- 참석자 소개 [이름/연령, 회사 내 직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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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1. 지원센터 현황 (10min)

Check Point

∙ 한ㆍ인도SW상생협력센터 센터장으로 근무하신 지 얼마나
되셨나요?
- 인도에 가신 지는 얼마나 되셨나요?
∙ 한ㆍ인도SW상생협력센터의 주요업무는 무엇인가요?
주요 업무

지원센터 주요업무 파악

- 스타트업 기업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지원사업은 어떤
사업인가요?
- 인도지역에 대해 센터에서 새롭게 준비하고 있는 지원 KIB Start-up India 프로그램
사업이 있으신가요?
등
∙ 인도 내에 스타트업 기업을 지원하는 한국의 다른 기 지원기관의 특수성 파악

주요 지원사업

관들이 있나요?
- 다른 한국의 지원기관과 지원센터의 다른 점은 무엇
인가요?

Part2. 스타트업 기업의 진출이유 (10min)

Check Point

∙ 인도에는 주로 어떤 업종의 스타트업이 많이 진출하
나요?
- 한국에서 창업 후 인도에 진출하는 경우가 많은가요? 최초 창업국가
인도 진출
이유

- 스타트업 기업들이 인도에 진출하는 이유는 무엇
이라고 생각하시나요?
- 국내 및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인도가 스타트업이
진출하기에 좋은 이유가 있나요?

인도시장의 특수성

- 국내에 비해 스타트업을 처음 시작하기에 인도 환
경은 전반적으로 어떠한가요?
∙ 인도 내 스타트업에 대한 지역별로 다른 지원제도에 지역별 지원정책 차이점
인도 지역

대해 어떻게 알고 계신가요?

선택 이유

- 어느 지역이 스타트업에 유리한 지원정책이 많다고
생각하시나요?
∙ 인도에 진출하는 스타트업이 가장 어려움을 겪는 부분 마케팅, 현지정보 제공, 행정
은 무엇인가요?

진출 과정
애로사항

간소화, 자금지원 등 일반적인

-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기업들은 어떤 방법을 주로 해외 진출에 따른 애로사항뿐
사용하나요?

아니라 ‘인도시장의 특수성’으

- 제도적인 측면에서 어려움을 해결해줄 수 있는 방 로 인한 애로사항 확인
안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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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3. 인도 스타트업 생태계 (10min)

Check Point

∙ 인도 창업 시 인도의 창업자와 협업하는 경우가 많은데 공동창업, 합작회사, 현지
그 이유가 있나요?

협력회사 등

- 스타트업 기업들이 현지의 창업자는 주로 어떤 방법
으로 알게 되나요?
창업자

- 공동창업으로 인해 스타트업에 생기는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나요?
∙ 인도 현지 창업자와 협업을 꺼리는 경우도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해결을 위해 제도적으로 어떤 방법이 필요할까요?
∙ 인도 현지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 인도 금융 환경 지원 생태계
있나요?

확인

- 스타트업 기업 중 자금을 조달하는 기업이 얼마나 될까요?
금융

∙ 인도정부에서 지원하는 금융정책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 국내 스타트업 기업들이 인도정부의 정책에 접근하기에
어렵나요?
- 인도정부의 금융정책을 통해 자금지원을 받기 위해
어떤 제도들이 있으면 좋을까요?
∙ 인도에서 인력을 채용하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 지원기관에서 인력을 소개해주는 경우도 있나요?
∙ 인도 현지 인력은 한국인 인력 대비 어떤 점이 다르나요?
- 진출기업들이 한국인보다 인도인을 더 우선적으로 채
용하는 것 같나요?
∙ 스타트업 기업이 현지 인력을 운영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기관에서 현지인력 채용을 위해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인도 로컬, 글로벌/다국적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기업의 액셀러레이터 등

∙ 인도현지에 한국에서 진출한 기업을 위한 센터/액셀러 활용한 센터나 액셀러레이
지식인프라

레이터가 많이 있나요?

터를 구체적으로 확인

- 주로 어떤 분야에서 지원을 하나요?
- 스타트업 기업들은 센터/액셀러레이터를 어떤 방법으
로 알게 되나요?
- 센터나 액셀러레이터와의 교류가 인도 진출을 위해 마케팅, 기술개발, 자금지원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등

- 어떤 점에서 중요한가요?
∙ 스타트업 기업이 센터/액셀러레이터를 이용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 (몰라서 이용하지 못한 경우)지원기관을 통해 소개받을
경우 많이 이용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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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3. 인도 스타트업 생태계 (10min)
∙ 인도정부의 지원제도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Check Point
인도정부의 지원제도에 한국

- 스타트업 기업이 인도정부의 지원제도에 대해 잘 알고 스타트업이 선발되기 위한
있는 편인가요?

제도적인 도움

- 한국에서 진출한 기업이 인도정부의 지원제도를 신청하
정부

는데 어려움이 있나요?
- 지원제도의 신청을 위해 지원기관에서 도움을 주는
부분이 있나요?
- (없는 경우) 인도정부의 지원제도 신청을 위해 제도적
으로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Part4. 생태계 종합평가 및 지원정책 (10min)
인도 스타트업
생태계
종합평가

Check Point

∙ 인도의 스타트업 생태계가 우수한 점은 어떤 것들이 창업자, 금융 환경, 지식
있을까요?

인프라, 전문인력, 정부

∙ 인도에서 스타트업 창업 시 외국인으로서 겪는 제도 지원
적인 어려움은 무엇인가요?
∙ 인도 스타트업 시장에서 성공을 하기 위해 가장 중요 인도시장 성공을 위한 제도

인도 스타트업
성공요소

한 요소는 무엇인가요?

탐색

- 성공요소를 위해 제도적으로 어떤 부분이 뒷받침되면
좋을까요?
∙ 스타트업 기업들은 우리나라 정부의 해외진출 지원제 NIPA 및 국내 지원기관
도를 어떻게 알게 되나요?

국내
지원정책

전체

- 우리나라 정부 지원제도에 대해 어떤 부분에서 장
단점이 있을까요?
-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무엇인가요?
- 스타트업 기업에게 우리나라의 지원제도에 대해 어떤
방법으로 알리면 좋을까요?
∙ 우리나라의 지원제도와 타 국가의 지원제도는 어떻게 벤치마킹 정책 탐색
다른가요?
- 벤치마킹 할 필요가 있는 해외 지원제도가 있을까요?

지원정책
비교

∙ 인도 내 KOTRA, 중소기업연구원 등 다른 지원기관과
교류가 있으신가요?
- 타 지원기관과 지원제도의 차이점은 무엇이라고 생각
하시나요?
- 타 지원기관의 지원제도에 대비하여 좋은 점은 무엇
이라고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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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4. 생태계 종합평가 및 지원정책 (10min)

Check Point

∙ 국내 지원정책 대비 인도의 스타트업 지원정책에 대
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도

- 스타트업 기업에게 인도정부의 지원제도를 어떤 방

지원정책

법으로 알리면 좋을까요?
- 우리나라 기업이 인도정부의 지원제도 이용을 위해
지원할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Part5. 추가질문 및 마무리 (3min)
지금까지 약 40분에 걸쳐 국내 스타트업 기업의 인도 진출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눴
Closing

는데 마지막으로 국내 지원정책의 활성화를 위해 종합적인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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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ecutive
Summary

The Indian Startup Ecosystem and Policy Implication
Hyoungmin Han, Jeong Gon Kim, Doyeon Kim, Sunghee Lee, and Jong Hun Pek

A startup refers to a company with a short period of experience,
in many cases with ideas and innovative technologies. Recently,
startups are leading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and technological
innovation and contributing to job creation and industrial productivity growth, and as a result their economic importance continues to increase. In particular, India is emerging as a startup
powerhouse based on its fast-growing economy and relatively
cost-efficient excellent talent pool. Also, global investment into the
Indian startup market is increasing. While the number of Korean
companies entering the Indian startup market is increasing, only a
few have made stable inroads into the market.
Based on quantitative data, literature analysis, corporate case
analysis, online surveys, and in-depth interviews, this study objectively evaluates the Indian startup ecosystem and draws policy
implications to increase the accessibility of the Indian market to
Korean startups. The startup ecosystem is composed of many elements, such as the founder(s), financial environment, knowledge-related infrastructure, and government system. This report
analyzes the Indian start-up ecosystem at the national and state
level. Additionally, a survey was conducted on Korean start-ups in
the Indian market to identify the policy demand of firms. The m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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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of each chapter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Chapter 2 analyzes the current status of startups in three East
Asian countries, (Korea, China, and Japan), along with the United
States, Britain, and India. Quantitative data shows that the Indian
startup market has rapid growth compared to other countries in
terms of quantity such as the number of startups and investment
volume. However, India's startup market is relatively focused on
Indian founders, and investment is concentrated on a small number of companies with high growth potential. Also, the proportion
of individual investment is relatively high compared to other
countries.
Chapter 3 illustrates the Indian startup ecosystem using quantitative data and literature review, focusing on components such as
entrepreneurship, investment environment, knowledge-related infrastructure and human capital, and government policy.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ndia shows a favorable perception of entrepreneurship and an active entrepreneurial atmosphere. It was
found that this is based on raising awareness through the growth of
the startup ecosystem and their success cases, the multi-cultural
characteristics of India, and the spirit of jugaad. The investment
ecosystem for Indian startups has been continuously developed
since the dot-com boom in the 2000s and funding systems recently
introduced by the government, such as the “Fund of Funds for
Start-ups” and “Mudra Loan,” have contributed to the rise in funding from domestic and overseas sources. In terms of knowledge-related infrastructure and human capital, India has developed a world-class knowledge infrastructure and excellent manpower pool based on the active R&D and incubation activities of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 and multinational companies in
India. Meanwhile, the Indian government has laid the found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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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startup growth by implementing multifaceted startup promotion policies for many years, such as simplification of administrative procedures for startups, financial support and tax benefits, industry-academia cooperation and incubation support.
In Chapter 4, we analyze the status and characteristics of startup ecosystems in Bengaluru, Delhi and Mumbai, where startups are
the most active in India. Based on the Crunchbase data, this chapter also examines foreign entrepreneurs opening their start-ups in
India, the proportion of startups by industry sector, and the investment environment. Each of the local governments to which the
three cities belong to are promoting policies such as establishment
of a startup-dedicated agency, deregulation, and infrastructure
support to foster startups. Meanwhile, we also confirm that startup
ecosystems with distinctive characteristics were formed according
to major industries and local government policies for each city.
Bengaluru, referred to as “India's Silicon Valley,” is the city with
the most active startup ecosystem, with abundant human capital
centered on a rich pool of engineering talents and startup infrastructure such as Tech Parks. Delhi, which includes the capital of
India, offers high access to major institutions, a well-equipped
business environment, and a population of more than 16 million,
showing the rapid growth of e-commerce startups. Mumbai, one of
India's economic centers, has built a high-level startup funding
network based on the development of commerce and finance. In
addition, Mumbai is the first state in India to announce its Fintech
promotion policy and support related startups.
Chapter 5 provides an analysis of an online survey and in-depth
interview conducted to gather the experience of using the Indian
startup ecosystem and evaluation from Korean startups that have
entered India and to identify the demand for policy support fr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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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Korean government. Among the respondents of startups operating a local subsidiary in India, there were cases where these subsidiaries were co-founded with local partners, or this approach
was being considered, to allow more customized local business activities, but many companies replied they prefer to found their
startups independently due to reliability issues. Most of the capital
raising came from domestic funding sources, not from India. Many
respondents lacked sufficient information on financial support
provided by the Indian government and hence had little knowledge
as to whether startups founded by foreigners are eligible for these
supports and services from the Indian government. Moreover,
there are few cases of networking activities with Indian universities, multinational companies, and Indian government-run
startup support agencies or accelerators. Respondents evaluated
that the competitiveness of human resources and knowledge-related infrastructure in the Indian startup ecosystem is relatively high, but the financing and government support are rated as
less competitive. The respondents of the survey pointed out the local regulatory and institutional barriers and limited local networks
as difficulties in entering the Indian market. The lack of reliable information on local partner companies and insufficient funding
were also identified as obstacles. Based on the survey results, government policy support is needed for overseas marketability verification consulting, overseas marketing expenses/education, participation in overseas accelerating programs, working and residential spaces, and incubation opportunities from global companies, to accelerate the entry of Korean startups into India,
In Chapter 6 we present policy directions and specific policy
tasks to support domestic startups entering India based on the research results and analyses. First of all, it is necessary to contin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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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moting the New Southern Policy and Korea-India digital cooperation and create an environment amenable to startups advancing
into the market. At the macro-level, preemptive efforts to reinforce digital cooperation between the two countries are needed.
To this end, this study suggests measures such as upgrading the
New Southern Digital International Forum into a regular event and
conducting joint research on a Korea-India startup policy roadmap.
In addition, taking into account that the entry of Korean startups
into India is stagnating due to lack of interest and information on
the Indian market, the establishment of the Korea-India Knowledge
and Culture Exchange Center and annual Korea-India startup
events would increase exchange opportunities between the two
countries. In addition, reflecting the difficulties and policy demands of domestic startups entering India, this study recommends
practical policy support measures such as operating an Indian
business information desk, establishing an investment information
network, preparing a pool of reliable and talented local personnel
and partners, strengthening expertise in related organizations, and
establishing a joint fund for start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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