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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인(글로벌) 대기업과 함께
｢케이(K)-초기창업기업(스타트업)｣을 외치다!
- 한-미 대기업, 벤처투자사(벤처캐피탈) 함께
케이(K)-초기창업기업(스타트업) 공동육성 선언 □ 국내외 세계적인(글로벌) 대기업과 ‘디지털 시대와 초기창업기업
(스타트업)’이라는 주제로 좌담회 개최…세계적인(글로벌) 기업 ‘오라클’과
국내 초기창업기업(스타트업) 공동 육성 다짐
□ 세계적인(글로벌) 벤처투자사(벤처캐피탈)와 2억 1,500만달러 규모 공동
자본(펀드) 결성 협약(MOU)
□ 한-미 양국 대기업, 벤처투자사(벤처캐피탈), 정부가 함께 ‘케이(K)초기창업기업(스타트업)’의 성장과 활발한 세계적인(글로벌) 진출 기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2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피어 17에서 개최한
‘한-미 초기창업기업(스타트업) 서밋’(이하 서밋)에서 구글, 오라클 등 세계
적인 기업과 대한민국 초기창업기업(스타트업)을 함께 지원하기 위한 상호
협력 의지를 표명했다.
‘서밋’은 20일과 21일 양일간 초기창업기업(스타트업) 생태계와 정보기술
(IT) 산업이 발달해 ‘실리콘앨리’라 불리는 미국 뉴욕에서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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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틀째인 21일에는 미국의 세계적인(글로벌)기업, 벤처투자사(벤처캐피탈),
초기창업기업(스타트업)과 한국의 세계적인(글로벌)기업, 초기창업기업(스타
트업)이 한자리에 모여 초기창업기업(스타트업)의 세계적인(글로벌) 진출을
위한 공동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상호 협력에 대해 뜻을 모았다.
이날 사전 행사로 세계적인(글로벌) 대기업 좌담회와 오라클 협업 초기창업
기업(스타트업) 공동육성 세리머니(Ceremony)가 진행됐고,
이어진 본 행사에서는 한-미 공동자본(펀드) 결성 협약(MOU), 케이
(K)-초기창업기업(스타트업) 공동육성 세리머니, 대기업-초기창업기업
(스타트업) 공동관 참관 등이 있었다.
세부행사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전 행사의 첫 번째로 진행된 ‘세계적인(글로벌) 대기업 좌담회’는 이영 중소
벤처기업부 장관, 카란 바티아(Karan Bhatia) 구글(Google) 브이피(VP)(Vice
President), 데이브 로젠버그(Dave Rosenberg) 오라클(Oracle) 에스브이피

(SVP)(Senior Vice President), 공영운 현대자동차 사장, 박원기 네이버클라우드
대표가 토론자(패널)로 참여하고, 황태일 피스컬노트(Fiscal Note) 대표가 좌장을
맡아 토론을 이끌어갔다.
피스컬노트는 인공지능 기반 법률 정책 빅데이터 미디어 초기창업기업
(스타트업)으로, 2013년에 창업하여 거대신생기업(유니콘)으로 등극한 후
2022년 뉴욕 증시에 상장한 대표적인 한인 엑시콘기업(유니콘기업이 된 후
상장이나 인수합병(M&A)을 통해 거대신생기업(유니콘)을 졸업한 기업)이다.
‘디지털 시대의 핵심 기술과 초기창업기업(스타트업)’ 주제로 진행된 좌담회는
기저기술(딥테크) 시대 초기창업기업(스타트업)의 중요성과 초기창업기업(스타
트업) 육성을 위한 정부, 대기업, 초기창업기업(스타트업)의 협력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이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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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담회에서 세계적인(글로벌) 대기업 임원들은 블록체인, 인공지능, 디지
털복제물(디지털 트윈) 등 다양한 미래 핵심 기술에 대한 전망을 제시하며,
이러한 딥테크(deep tech) 기술의 발전에 초기창업기업(스타트업)의 역할이
매우 크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바티아 브이피(VP)와 박원기 대표는 자사의 초기창업기업(스타트업) 협업
모형(모델)과 성공사례를 소개하면서, “앞으로 초기창업기업(스타트업)과
함께 성장하며 더 많은 성공사례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한국정부가 생각(아이디어)과 유연성 등 초기창업기업(스타트업)의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이영 장관은 “미래 핵심 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한 초기창업기업(스타트업)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에 매우 공감한다”면서, “오늘 논의된 내용을 세밀하게
검토해 정부와 대기업, 초기창업기업(스타트업)의 협력이 더욱 정교하고 긴밀
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국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좌담회가 끝난 후, 이영 장관과 데이브 로젠버그(Dave Rosenberg) 오라클
에스브이피(SVP)가 참석한 가운데 ‘오라클 협업 초기창업기업(스타트업) 공동
육성 세리머니’가 진행됐다.
‘오라클’은 사업(비즈니스)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시스템 분야에서
마이크로소프트, IBM과 함께 손꼽히는 세계적인 기업이다.
이영 장관과 로젠버그 에스브이피(SVP)는 초기창업기업(스타트업)과 오라클을
상징하는 퍼즐 조각을 하나로 조합하는 세리머니를 진행하며 한국정부와 오라클이
초기창업기업(스타트업) 공동육성을 위해 협업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오라클은 내년부터 한국의 초기창업기업(스타트업)이 오라클 제품과 기술·
경영 비법(노하우) 활용하여 성장할 수 있도록 한국정부와 함께 초기창업기업
(스타트업) 공동육성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할 예정으로, 인공지능 인터넷기반자원
공유(클라우드) 분야 20개 초기창업기업(스타트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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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 장관은 “어려운 시기에 세계적인(글로벌) 대기업인 오라클이 한국 초기
창업기업(스타트업)의 성장을 위해 든든한 협력자가 되어준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오라클과 한국 초기창업기업(스타트업)이 서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한국정부가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사전 행사가 끝난 후 주요(메인) 행사가 열렸다.
먼저, 국내 초기창업기업(스타트업)의 세계적인(글로벌) 진출 발판 역할을
하게 될 ‘한-미 공동자본(펀드) 결성 협약식’이 진행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모태자본(펀드)을 운영하는 한국벤처투자와 미국의 벤처
투자사(벤처캐피탈) ‘알피에스 벤처스(RPS Ventures)’, ‘밀레니엄 테크놀로지
밸류 파트너스(Millennium Technology Value Partners)’, ‘어플라이드 벤처스
(Applied Ventures)’가 조성하는 총 2억 1,500만달러 규모 공동자본(펀드)를
통해 케이(K)-초기창업기업(스타트업)의 투자와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로 약속했다.
공동자본(펀드)는 케이(K)-초기창업기업(스타트업)이 세계적인(글로벌) 벤처
투자사(벤처캐피탈)과 관계망(네트워크)을 형성하고, 이를 통한 투자유치뿐만
아니라 세계시장으로 나아가는 데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어서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바티아 구글 브이피(VP), 로젠버그 오라클
에스브이피(SVP), 박원기 네이버클라우드 대표, 공영운 현대자동차 사장, 카비르
미스라(케이(K)abir Misra) 알피에스 벤처스(RPS Ventures) 대표 등은 케이(K)초기창업기업(스타트업)의 세계적인(글로벌) 거대신생기업(유니콘)으로 성장을 기원하는
‘케이(K)-초기창업기업(스타트업) 공동 육성 세리머니’를 가졌다.
세리머니에서는 참석자들이 ‘케이(K)-초기창업기업(스타트업)’을 상징하는
조형물의 불을 밝히자 웅장한 음악과 함께 초기창업기업(스타트업)을 의미
하는 ‘별’이 한국과 미국을 비행하며 하늘 높이 올라가 거대신생기업(유니콘)
으로 성장하는 장면이 연출됐고, 참석자들은 한-미 초기창업기업(스타트업)
생태계의 협력과 성장을 다짐했다.

- 4 -

이어서 이영 장관은 대기업(네이버클라우드, 현대차, 구글)-초기창업기업
(스타트업) 공동관을 순시하면서 관계자들을 만나 미래 핵심분야에서 상호
협력과 혁신 기술로 한국 초기창업기업(스타트업)의 위상을 높여준 데 대한
감사와 노고를 격려했다.
이영 장관은 “이번 서밋을 통해 한-미 양국 초기창업기업(스타트업) 생태계
관계자들의 초기창업기업(스타트업) 지원 의지를 다시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면서,
“한-미 초기창업기업(스타트업) 생태계 협력을 바탕으로 ‘케이(K)-초기
창업기업(스타트업)’이 전 세계로 뻗어나가 세계적인(글로벌) 거대신생기업
(유니콘)으로 성장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 5 -

참고

본 행사 주요 참석자

□ 정부
사 진

성 명

이영
(‘69년생)

소속 및 직위

주요 경력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ㆍ(전) 제21대 국민의힘 비례대표 의원
ㆍ(전) 한국여성벤처협회장

□ 세계적인(글로벌) 기업
사 진

성 명

소속 및 직위

케이(K)ara

구글
/ VP

n Bhatia
(카란
바티아)

ㆍ (前) GE, President, Government
Affairs & Policy (~‘18)

정부 및 공공정책 부문
세계적인(글로벌) 총괄

Dave
Rosenberg
(데이브

주요 경력

오라클 / SVP
산업마케팅 총괄

로젠버그)

ㆍ (前) 미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
(대사급) (~’07)
※ ‘07년 한미 FTA 당시 미국측 협상 대표자

ㆍ (前) 미 교통부 항공 차관 (~’05)
ㆍ NetSute EMEA / Head of
Mar케이(K)etiing
ㆍ Merc케이(K) Ventures / Managing
Director

□ 국내 대기업
사 진

성 명

소속 및 직위

공영운

현대자동차 사장
(전략기획담당)

박원기

네이버클라우드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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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경력

ㆍ(현)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이사회 의장
ㆍ(현) 기획재정부 혁신성장 옴부즈만

ㆍ(전) 네이버 비즈니스 플랫폼 대표

□ 국내 초기창업기업(스타트업)
사 진

성 명

소속 및 직위

주요 경력

㈜모라이 최고운영책임자
송기룡

ㆍ(현) ㈜모라이 최고운영책임자

* 네이버클라우드 협업기업, ㆍ(현) 뉴욕주 변호사
자율주행 시뮬레이터

㈜포엔 대표
최성진

* 현대차 협업기업,
폐배터리 업사이클링

ㆍ(현) ㈜포엔 대표
ㆍ(전) 현대자동차 친환경분야 개발연구

㈜트이다 대표
정지웅

* 구글 협업기업,
음성인식 활용
학습 어플

ㆍ(현) ㈜트이다 대표
한국어 ㆍ(전) 허벌라이프 이커머스 코디네이터

□ 미국 벤처투자사(벤처캐피탈)
사 진

성 명

소속 및 직위

케이(K)abir
Misra
(카비르
미스라)

RPS Ventures
대표

Jay Chong
(제이 정)

Anand
케이(K)aman
navar
(아난드
카만나바르)

Millennium
상무

Applied Ventures
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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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경력
ㆍ(현) RPS Ventures / 대표
ㆍ(전) Alibaba / 이사

ㆍ(현) Millenium / 전무
ㆍ(전) S케이(K) E-Mobil정보기술(IT)y 그룹 / 전무

ㆍ(현) Applied Ventures / 부대표
ㆍ(전) Partnership Ventures / 대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