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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해외출장노트] 럼던, 베를린 혁신지구 정책 사례 조사
※ 서울연구원은 2012년 10월부터 해외출장보고서를 발췌, 요약하여 공개하고 있습니다.

○ 출 장 국: 런던(영국), 베를린(독일)
○ 출장기간: 2019년 3월 7일(목) – 2010년 3월 14일(목) / (6박 8일)
○ 출장배경
- 서울산업진흥원과 공동으로 수행 중인 SeTTA 과제 「서울시 주요 산업거점 현황분석 및 혁신
지구 전략 도입방안」 관련 연구의 일환으로 주요 사례지역인 런던과 베를린을 방문하여 서울
시 주요 산업거점의 혁신지구화 전략 수행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 출장지역의 주요
지원 사업, 거버넌스 구조, 스타트업 생태계 현황 등을 현장조사와 관계자 면담을 통하여 파
악하고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자 함
○ 주요 현장사진
런던 혁신지구/창업지원 사례

■ 테크네이션 (Tech Nation) / 스타트업 지원기관

■ 컨설턴트 앤 솔루션 (Consultants and Solution Ltd.) / 벤처캐피털&엑셀러레이터

■ 프랜시스 크릭 인스티튜트(Francis Crick Institute) / 바이오의료 연구기관

■ 히어 이스트(Here East) / 스타트업 단지

베를린 혁신지구/창업지원 사례

■ 베를린 파트너 (Berlin Partner): 경제진흥기관

■ 팩토리 베를린 미테 (Factory Berlin Mitte): 코워킹 스페이스

■ 팩토리 베를린 괴리처 공원 (Factory Berlin Görilitzer Park): : 코워킹 스페이스

○ 시사점

1) 런던은 스타트업 클러스터의 발전과 조성에 있어 도시재생과의 연계를 중시하고 있으
며, 국제 스타트업 중심지에 적합한 비자나 투자 등과 관련된 제도에 장점이 있고, 성
공사례의 확산 측면에서 중앙정부와 도시정부의 역할 분담을 성공적으로 수행
◦ 영국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자생적으로 성장한 이스트 런던 지역의 테크시티를
총리 직속 조직과 지원패키지를 구성하여 활성화하는 데 일익을 담당하였으며, 이
후 이를 영국 전체로 확대하기 위한 테크네이션 조직을 지속적으로 운영
◦ 런던은 킹스크로스역이나 퀸 엘리자베스 올림픽 공원 등의 도시재생 프로젝트에
기술 스타트업 육성을 연계시켜 스타트업 거점을 활성화하고 확산하는 전략을 시
행하고 있으며 대학, 기술 기업 외에 디벨로퍼 등의 참여를 공식화
◦ 중앙정부는 비자, 기업 설립 등 제도를 재조정하는 한편 국가 차원에서의 투자 프
로그램을 마련하는 한편 도시정부는 도시재생과 발맞춰 기술 스타트업의 거점을
조정하는 데 역점을 두는 상황으로 이러한 역할 분담이 런던 스타트업 클러스터
확장 성공의 한 요인
2) 베를린은 저럼한 물가를 바탕으로 한 다양한 창조적 인재 유입에 이점이 있고, 전통적
인 대기업-중소기업 간 협력에 기반한 스타트업 생태계 조성에 주력
◦ 베를린은 독일의 수도이나 물가 면에서는 여타 EU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특징을 가지며 이에 따라 보다 포용적인 거주환경과 문화역량을 보유한 덕에 EU
전반의 인재를 끌어들일 수 있는 환경 조성
◦ 베를린은 기존의 탄탄한 대-중소기업 연계에 바탕한 스타트업 생태계의 자생적 조
성이 공공의 역할 보다 두드러지며, 실제 코워킹 스페이스 등으로 나타나는 스타
트업 거점의 조성에 있어서도 팩토리 베를린 같은 민간의 역할이 부각
3) 두 도시 모두 민간 주도, 공공 지원 형태의 스타트업 생태계 조성이라는 측면에서 공통
점이 있으며, 스타트업 거점 조성에 있어 스타트업 육성 뿐 아니라 이로 인한 미래의
지역 가치 상승이라는 측면까지를 고려한 중장기적인 시각을 보유
◦ 산학에 중점이 있는가, 기업에 중점이 있는가의 차이는 존재하지만 두 도시 모두
민간이 주도하고 공공은 지원하는 형태의 스타트업 생태계 조성을 추구
◦ 스타트업 거점에 있어서도 민간 중심으로 스타트업 육성 뿐만 아니라 스타트업 거
점 시설의 입지선택이나 프로그램 수행에 있어 지역의 전반적인 환경 향상에 이은
물적, 사회적 가치 상승을 고려한 중장기적인 기획과 투자 전략을 시행하는 경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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