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출장보고서

출장기간

:

2020.02.22.(토) ~ 2020.03.01.(일)

출장국가

:

페루

출 장 자

:

박정민

Ⅰ 출장 개요
ㅇ 출장 목적
.

- KOICA, ‘페루 ICT기반 혁신창업 활성화 지원 수행사업’의 일환으로
주수행기관인 인하대(산학협력단) 등과 공동으로
- 페루의 창업생태계 조사 및 현지 인터뷰 수행으로 세부계획 수립
. 대학 창업보육센터 현황 파악 및 사업 추진 세부 실행계획 수립
. 현지 엑셀러레이터 및 VC 등과 사업별 계획 수립
- 수원국(페루)의 협력기관과 향후 추진일정 및 실행 계획 협의
. 페루 협력기관과 대한민국 지원기관 역할 및 지원방향 협의
. 현지 사업운영위원회(Steering Committee) 대상자 검토협의
- 전체 수행 사업 중에서 출장자의 담당 업무인 기업가정신 및 비즈니스 모델
혁신 관련 교육 대상자 선정 및 강의 세부 방안 협의
- 향후 UST의 기업가정신 및 창업 정책에 활용하여 기술사업화의 다양화

가능성 제고

ㅇ 출장 기간
· 2020. 02. 22(토) ~ 03. 01(일) [6박 9일]

ㅇ 대상국가 및 방문기관
· 페루

(1) Concytec 및 외교부 (Consejo Nacional de Ciencia, Tecnologia e
Innovacion Tecnologica / National Council of Science, Technology and
Innovation 국립과학기술혁신위원회), Lima

市 소재

(2) UNI (Universidad Nacional de Ingenieria / National University of
Engineering, 페루국립공대, [페루 3대 대학교 중 하나]), Lima
(3)

UTEC

Ventures

[(Universidad

de

Ingenieria

y

市 소재

Tecnologia

/

University of Engineering & Technology) Venture], UTEC 소속 엑셀러레어

터 회사, Lima

市 소재

(4) 아레키파 주, 주정부 및 아레키파 주 상공회의소
(5) 아레키파 주 대학 인규베이터
- UNSA [Universidad Nacional de San Agusinde Arequipa]
- UTP [Universidad Tecnologica del Peru]
- 그 외, UCSM, UCSP

ㅇ 출장자 인적사항
부서

직위

직급

교육혁신팀

-

교수

이름

수행역할 요약
* 기업가정신 및 비즈니스 모델
박정민 혁신 강의
* 기술벤처창업 멘토링

Ⅱ 출장 내용
ㅇ 주요 활동 내용(일정별 또는 활동내역별로 정리)
.

가. 출장 세부 일정
일정

이동

02.22
(토)
~
02.23
(일)

서울 ~
LA
LA ~
리마

시간

오전

KOICA 페루사무소
이정욱 소장외

CONCYTEC 1차 회의

02.24
(월)

오후

저녁
오전
02.25
(화)

방문기관/면담자

리마

수행 내용

14:30~
08:30 - 이동(서태범, 유홍성, 박정민, 전상융, 이영탁, 김영빈, 유지희)
- KE0017(KOREAN AIR)- LA2477(LATAM AIRLINES GROUP)
13:00~ - 착수조사 Kick Off 미팅 준비
00:40

오후

국제협력부, 과학기술혁신 정책 및
프로그램팀(혁신 및 기술이전과),
외교부

KOICA 페루사무소
이상급 부소장외

UNI 1차 회의
부총장, 혁신 및 기술이전 센터,
Startup UNI, CTIC

UNI 2차 회의
총장 및 CTIC, Startup Alliance
(UNI, Agraria, San Marcos)

CONCYTEC 2차 회의
오전

국제협력부, 과학기술혁신 정책 및
프로그램팀(혁신 및 기술이전과),
외교부

UTEC Ventures 방문

02.26
(수)

프로그램 매니저

민간 액셀러레이터 미팅
오후

Wework, Endeavor 코디네이터 등

Wrap up Meeting

- 착수조사 Kick Off 회의
- 사업추진방향 및 착수조사 계획 협의
- R/D 내용 협의
- Concytec 사업 추진방향 논의
- 기술창업 추진방향 논의
- 사업기획 관련 협의
- 세부 사업별 실행계획 협의
- UNI 사업추진 현황
- 사업 추진계획 협의
- 공간 및 담당 인력 지원 협의
- 사업 추진계획 협의
- CTIC 사업추진 현황
- Startup Alliance 3개 대학현황 논의
- KOICA 프로젝트의 카운터파트너로서
CONCYTEC 역할 논의
- 기술이전 사업화에 대한 협의
-

페루 창업생태계
UTEC Ventures 운영 현황
페루 Wework 운영 현황
Endeavor 운영 현황
KOICA, PM, PC 중간점검 회의
사업별 세부 실행계획 협의

- 아레끼빠 이동
오전
02.27
(목)

02.28
(금)

아레
끼빠

리마

아레끼빠 주정부
국장 및 담당자

오후

UCSM, UCSP, UNSA, UTP

오전

- 리마 이동
사업 수행기관(PC) 회의

오후

Incubator Director, Coordinator

인하대학교산학협력단, 경기창조
경제혁신센터, ㈜엔피프틴

착수조사 결과 회의
이정욱 소장외

02.29
(토)
~
03.01
(일)

리마~
뉴욕
뉴욕~
서울

- R/D 내용 협의
- 추진계획 설명 및 추진방향 협의
- 아레끼빠 대학 인큐베이터 운영 현황
및 수요 파악
- 보육센터 역량강화 지원방안 협의
- 세부 사업별 현황조사 및 추진사항
- 향후 추진계획 및 일정 협의
- 착수조사 일정별 현황 보고 및 논의
- 향후 세부 사업별 추진계획 협의

00:50~
18:15 - 이동(서태범,유홍성,박정민,이영탁,김영빈,유지희)
22:40~ - LA2470(LATAM AIRLINES GROUP) - KE012(KOREAN AIR)
05:10

나. 주요 협의기관 목록 및 면담자
협의기관

직위
Innovation and Entrepreneurship
Specialist

이름

이메일

Aldo Ruiz

aruiz@concytec.gob.pe

International Cooperation

Paola Obergoso

porbegoso@concytec.gob.pe

Director for Science and Technology

Arturo Jarama

ajarama@rree.gob.pe

Vice-rector for Research

Walter F. Estrada Lopez

vicerrector@uni.edu.pe

Head of Innovation and Technology
Transfer Management Office

Jose F. Oliden Martinez

joliden@uni.edu.pe

Coordinator of Education on
Innovation and Entrepreneurship

Erwin Salas

esalas@mit.edu

Director of Startup UNI

Cesar Pongo

cesar.pongo@uni.pe

Director of CTIC

Alonso Tenorio Trigoso

atenoriot@uni.edu.pe

Head of Smart Cities Lab of CTIC

Manuel Casitillo-Cara

mcastillo@uni.edu.pe

Coordinator of Computer
Science Program

Carlos Javier Solano

jsolano@uni.edu.pe

Agraria

Head of Incubagraria

Brenda Rosario Costas Sosa

bcostas@lamolina.edu.pe

San Marcos

Head of Project

Carlos Bermudez

cbermudesm@unmsm.edu.pe

UTEC Ventures

Program Manager

Rodrigo Fajardo

rfajardo@utec.edu.pe

Regional General Manager

Gregorio Palma Figueroa

gpalma@regionarequipa.gob.pe

Executive Director of COPASA

Eva Matilde Cueto de Mariscal

ecuetom@copasa.gob.pe

Coordinator of CTI

Eddy Marcia Romero de Luza

eromero@regionarequipa.gob.pe

Manager of OPDI

Mery Romero Umpire

mery_ru@hotmail.com

Informatic Engineer of OPDI

Rolando Caceres Laura

rangel1537@gmail.com

Administor of GRPIP

David Zapata Lovaton

zlovaton@gmail.com

Technical assistance of OPDI

Geraldine Olivera Zapana

geraldineolivera21@gmail.com

General Manager

Ing. Cesar Lutgens
Zereceda

clutgens@cciarequipa.org

Chairman of the service
committee

Jean-Louis Gelot

jlgelot@geoinnovacion.com

Director of CITEccal

Gretel Gutierrez Calderon

ggutierrezc@itp.gob.pe

CEO of StartupGrind

Kenny Lazo

kenny@startupgrind.com

Director of JAKU

Juan Santiago Zamata
Machaca

jzamatam@unsa.edu.pe

Director of Center of Research and
Technological Development and Innovation

Mg. Eveling Gloria
Castro Gutierrez

ecastro@unsa.edu.pe

Coordinator of Incubator

Jose David Esquicha Tejada

jesquicha@ucsm.deu.pe

UCSP
(아레끼빠)

Coordinator of Incubator

Walter Chavez Duena

incubadora2@ucsp.edu.pe

Coordinator of Incubator

Karen Gutierrez Martinez

kmgutierrez@ucsp.edu.pe

UTP(아레끼
빠)

Coordinator of Incubator
INSPIRA UTP

Juan Carlos Zuniga
Torres

jzuniga@utep.edu.pe

We work

Community Lead Sales

Mauricio Larrea

mauricio.larrea@wework.com

Endeavor

Associate

Raffaella Calda

calda@endeavor.org

CONCYTEC
(페루 과학기
술 위원회)
외교부

UNI

아레끼빠
주정부

아레끼빠
상공회의소

UNSA
(아레끼빠)
UCSM
(아레끼빠)

다. 주요 면담자 Business Card
* Arturo Jarama, Minister, Director for Science & Technology, Concytec
- 과학기술혁신위원회 (외무부 소속 Minstry of Foreign Affairs, 공사)
* Dr. Walter F. Estrada Lopez, Vice-rector for Research(부총장), UNI
* Jose F. Oliden Martinez, Head of Innovation & Tech Transfer Mgmt, UNI
- 혁신 및 기술이전관리 담당부서장
* Cesar Pongo, Gerente de Incubadora, UNI
- UNI Startup Center 長
* Rodrigo Fajardo, Program Manager, UTEC Ventures
- 투자 및 Portfolio 관리 담당 (약 33개 Portfolio 보유)
* Juan Santiago Zamata Machaca, Coordinator General, UNSA
- Incubation 담당매니저
* Gretel Gutierrex Calderon, Arequipa 州정부(생산부), Director
- Directora CITEccal Arequipa
* Jean-Louis Gelot, Arequipa 州 상공회의소 서비스분과장
- Presidente del Comite de Servicious
* KOICA Peru 사무소 이정욱 소장
- Peru 총괄 책임자
* KOICA Peru 사무소 이상급 부소장
- 본 Projet 실무책임자 (Peru ICT 기반 혁신창업활성화 Proejct)
라. 방문 내용 및 사진
1. 착수조사 Kick-off 회의
■ KOICA 페루 사무소
Ÿ

저변확대 및 공공성 확보) KOICA 사업은 파일럿 프로젝트의 성격이므로, 성공모델
배출 및 확산을 통해 지속가능 하도록 정책수립 및 제도화에 기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사업의 공공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Ÿ

(Steering Committee) KOICA 사무소(소장, 부소장)가 위원장 역할을 하고, 주요
협력기관과 위원회를 구성, 필요시 소집하는 방식으로 운영함.

Ÿ

(현지교육) 투자심사역에 대한 현지 대학 인큐베이터의 수요가 있어 창업보육
역량강화, 현지교육 커리큘럼의 모듈로 추가함. 교육 대상자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과 커리큘럼 완성 후, 적합한 연수자 선정 필요함
- ToT 양성과정은 이론 + 실습이므로, 20명 이하로 추진함. 교육대상은 UNI를
우선적으로 모집하되, 수요가 많을 경우 1반을 더 추가함(현재 매년 1회 실시
예정)
- Output 지표는 학생들의 창업 수, 매출액, 투자유치 여부로 평가함. Instructor 양성
교육과정의 성과지표로 대학 내 정규과목 개설 여부 등을 설정하는 것 고려 필요함
- 현지 워크숍과 교육의 대상자가 같으므로 1개의 프로그램으로 통합하여 진행하되,
ToT는 별도로 진행함
(상주파견) 1차년도에 상주파견 인원 2인 리마와 아레끼빠에 각각 파견함(인하대,
N15)

Ÿ

- 3월 말 PAO 상주파견 예정, 4월 중 PAO 신규채용 예정임
- 국내 업무 지원을 위한 PAO 필요할 경우, 현실적으로 조정 가능함
(창업경진대회) 페루 스타트업페스티벌(안)(경진대회, 교육, 컨퍼런스, 시제품 전시회
등)의 창업 페스티벌 형식의 행사 기획을 고려 중임. 스타트업 저변확대를 위한
효과적인 방법이며 정책 입안자 및 관계자 초청을 통한 신뢰성 제고, 한국의
유니콘 기업 초청을 통한 한-페 교류의 장을 열 수 있음

Ÿ

- 예산 및 일정 변경 가능성 있음, 시행 3개월 전 미리 기획 필요하며, 홍보가 중요함
- VIP 초청은 한국에서 오는 것도 좋고, 역내 브라질, 칠레 창업관계자들도 초청할 수
있고, startup 페루와 협업할 여지도 생길 수 있음
Ÿ

(한국 초청 액셀러레이팅) 스타트업 페루와 차별화될 수 있는 핵심 유인요소를
Concytec이 요구함에 따라, 한국 초청 액셀러레이팅을 고려 중임

△

- 한국 시리즈A 이상 스타트업과 유사한 분야의 페루 스타트업을 매칭하여,
공동
프로젝트 제안,
네트워크 구축,
해커톤 진행 등의 협업방안 논의 필요함

△

△

- 창업경진대회 큰 틀 내에서 ICT 접목한 특정 기업분야 설정 필요함
Ÿ

(이노랩) 4월초에 인프라구축 전문가가 리마에 와서 실행방안 확정(발주 방식,

예산집행방식, 리마와 아레끼빠 동시 집행 등)이며, CTIC과 Startup UNI 센터
공간 중 선택 필요함
- 검토필요사항: UNI-PC가 UNI 이노베이션 센터 리모델링 건물 안에 우리 랩 설치를
함께 할 수 있는 방안(입찰방안, 위탁방안 등)을 협의(자금집행방안은 코이카와
논의)
Ÿ

(자문체계 구축) 법률, 회계 자문단은 전문성이 중요하므로 별도의 선정절차와
계약이 필요할 수 있음. 예약관리시스템(웹페이지) 추가함

2. CONCYTEC 1차, 2차 방문
■ CONCYTEC
Ÿ

(수원기관) CONCYTEC의 수원기관으로서 역할을 명확히 하였으며, CONCYTEC이
주요 카운터파트가 될 경우, 기술창업을 중심으로 사업계획을 수행하기로 협의함
- KOICA 사무소 논의 필요사항 : 사업진행을 위해 조속한 R/D 수정을 요구함

Ÿ

Ÿ

△

(초청연수) 기본 연수계획안에 만족을 표했으나, 정책결정자 레벨에서는 기술이전사업화,
실무레벨에서는 특허 및 지적재산권, 기술이전사업화, 기술가치협상(Technology
Negotiation),
기술가치평가,
대학 스핀오프 시스템을 추가로 연수 커리큘럼에
반영해주기를 요청함

△
△

△

△

△

(창업경진대회) 현지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보다 한국 스타트업과의 네트워크 형성,
경험 공유에 대한 수원국의 니즈가 높아 사업계획 수정이 필요함
- Startup Peru의 MVP 개발을 위한 사업지원금은 15,000 USD 규모로, KOICA
창업경진대회의 상금에 비해 현저히 많음. 따라서 상금 이외 다른 유인책과

Startup Peru와의 차별화 전략이 필요함
(이노랩 관련 제안) 스타트업 페루 통계 기준에 따르면, 리마의 창업 비율은 페루
전체의 80%인 반면, 아레끼빠 창업비율은 전체의 5% 남짓에 불과하므로,
아레끼빠에 구축할 이노랩의 수혜자 범위가 매우 적을 것을 우려함. 따라서
Concytec은 남부 여러 지역의 창업기업이 아레끼빠를 거쳐 리마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하는 Soft Landing 방안을 제안함

Ÿ

Ÿ

(자문체계 구축) 1:1 멘토링 관련, 아레끼빠 내 투자 문화, 엔젤투자 및 벤처캐피탈이
부재하므로, 아레끼빠에 투자환경 조성을 지원하면 매우 유용할 것임

Ÿ

(정책컨설팅) 페루 내 대학-인큐베이터-기술이전사업화사무소(OTT)의
연계가 부족하여 한국의 협업사례에 대해 배우고 싶음

Ÿ

(창업생태계 현황) 스타트업을 위한 벤처 캐피탈 회사는 2-3개, 중견 기업 지원을 위한
엔절 투자자 기업은 10개 미만, 시장에 있는 벤처 스타트업은 100-150개 정도임

협업

및

3. UNI 방문
■ 리마 UNI
Ÿ

(개요) UNI CTIC은 KOICA 지원으로 10년 전 설립되었고, Startup UNI 인큐베이
터는 4년 전 설립되었음. Startup UNI는 현재 약 40개의 기술 창업기업 입주

Ÿ

(운영 프로그램) Startup UNI는
술사업화 지원,

△Design

△pre-incubation 및 incubation 프로그램, △기

Thinking을 비롯한 BM 개발 워크숍 등을 진행 중임

-UNI는 페루 내에서 특허를 가장 많이 내는 대학일 정도로 연구역량이 있는 학생들이 많은
편이나, 연구결과를 사업화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Ÿ

(창업경진대회) Startup UNI는 부총장의 이니셔티브로 상금 1만 달러 규모의 UNI
자체 창업경진대회 개최를 2020년 2회 계획 중임 -Startup UNI는 자체 창업경진대회
를 통해 입주기업들을 필터링하여, 창업기업들이 Innovate Peru, Startup Peru 등 대규모
창업경진대회에 참여하도록 하고 있음

Ÿ

(자문체계) 교수가 Startup UNI에 창업 관련 자문을 제공하는 정규 프로그램은 없
음. 학생들이 별도로 교수를 찾아가서 자문을 구하거나, Startup UNI 내 자문 담당
자에게 자문을 받는 정도임

Ÿ

(인큐베이터 역량강화) Startup UNI는 PRODUCE 자금지원을 받아 인큐베이터 역
량강화를 위한 여러 활동을 수행 중임(PRODCUE 지원을 통해 스타트업에 직접 자
금 지원하는 형태 아님)

Ÿ

(기업가정신 교육자 양성) 대학 내 기업가정신 교육과정 수립을 위해 실리콘밸리 인
도 기업 와트와니와 협업 중임. 와트와니는 기업가정신 교육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
으며, 이를 통해 Startup UNI는 기업가정신 교육자 양성을 위한 1-4주의 역량강화
온라인 교육을 진행 중이나, 아직 정식적인 커리큘럼이 완성되지는 않음

4. UTEC 방문
[페루 창업생태계]
ㅇ 페루 내 투자기능이 있는 액셀러레이터는 총 3개 정도임. (Liquid Ventures, Emprende UP,
UTEC Ventures) 벤처캐피털은 공식적으로 3개 있음. 벤처 스타트업은 500개임
ㅇ (투자규모) 페루 내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 규모가 2018년 9.6M달러에서 2019년 20.3M달러
로 2배 증가함. 2022년까지 145M달러의 투자유치를 목표로 함
ㅇ (현지수요) 대학 내 기업가 마인드와 혁신문화 증진을 위해 기업가정신 교육과정이 필요하
며, 기술 전문 인력 양성이 필요함
ㅇ (페루 내 주요 스타트업 분야) 광업은 페루의 주요 산업이나, 캐나다, 호주, 칠레와 비교할
때, 페루 광업 분야의 혁신은 아주 초기 단계이고 개발될 필요가 있음. 은행 시스템 관련
fintech 분야에 약 120개 스타트업이 있어 잠재력이 있음
- 라틴아메리카의 15개 유니콘 기업 중 절반은 Fintech 관련 창업임
ㅇ (오픈 이노베이션) 기술 인력 부족으로 인해 deep tech 스타트업이 많이 없어 오픈 이노베
이션은 아직 부족함
ㅇ (성공사례) 페루 스타트업 AGP가 테슬라 앞창을 공급하고 있음
[운영 현황]
ㅇ UTEC Ventures는 2014년에 설립되었고, 인큐베이션 프로그램과 재정지원을 같이 하는 페
루의 거의 유일한 액셀러레이터임. 전세계적인 액셀러레이터 네트워크인 GAN에 소속되어
있음. 현재 35개 스타트업에 약 1.4M달러 투자함
- 투자는 CB(전환사채)로 진행되었고, 투자받은 35개 스타트업의 업력은 약 5개월-2년이며,
일반인 창업자들임
- 이 중 약 50%가 Follow-on 투자를 받았고, 이에 기준한 전체 Portfolio의 평가 가치는 현재
약 US$ 30 Mil임(약 20배 이상)
ㅇ
ㅇ
ㅇ
ㅇ

(투자재원) 투자회사 Deport 50%, UTEC 대학이 50% 투자금 지원
(인력현황) 매니저 1명 포함 액셀러레이터 운영인력 총 4명
(멘토 Pool) Active 멘토 80명 포함 총 200명 Pool 보유
(운영 프로그램) Intensive 프로그램(3개월)과 Follow-up 프로그램(3개월) 총 6개월 프로그램
운영 중임
- 1. 고객개발, 2. 제품 최적화 및 기업성장, 3. 투자유치 관련 program
- 온라인 신청 및 면접(30% 선발) → AC 담당자 및 모든 담당자에게 기업 presentation 2단
계(15% 선발) → 외부 평가를 통해 최종 선정

ㅇ (투자구조) 스타트업 가치를 100만 달러로 추정하고, 시드머니를 5만달러 투자함. 1 round
투자 유치가 성공하면 UTEC Ventures는 스타트업 지분의 5%를 보유하게 됨
ㅇ (타 기관 협업) 정부와 직접적인 협업은 없지만, Startup Peru 참여를 위한 고문 역할을 하
고 있음. 인큐베이터들과도 인큐베이터-액셀러레이터 간의 일반적인 협업은 하고 있음

5. 아레끼빠 주정부 및 상공회의소 방문
■ 아레끼빠 주정부(GORE Arequipa)
Ÿ

(창업 관련 조직현황) COPASA (Cooperación para el proceso de
Autodesarrollo Sostenible de Arequipa: 아레끼빠 지속가능한 개발
프로세스를 위한 협력체)는 34년 전 설립되었으며, 국제협력과 Regional
Innovation Agenda(2016-18년) 수립을 담당함

- GORE는 대학, 산업체, 아레끼빠 상공회의소 등 주요 이해관계자들과 아레끼빠 지역혁신
위원회, MIRA(Mesa de Innovacion Regional de Arequipa)에 참여하고 있음

Ÿ

(사업 의지) 인큐베이팅 공간 제공, 사업전담팀 구성, 사업예산 배정을 약속함

- KOICA는 사업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창업관련 정책수립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하였으며, 한국 전문가를 통한 스타트업 정책 컨설팅을 제안함. R/D에
주정부 차원의 스타트업 정책에 따라서 구체적인 예산 배정을 보증 희망
Ÿ

(향후 협업방안) GORE 정책 컨설팅에 스타트업 대상 펀드 조성 방안 포함, 학교
교과과정에 기업가정신 과목 포함, GORE가 직접 진행하는 직업훈련 워크숍의

커리큘럼 반영 등의 향후 협업방안이 논의됨

■ 아레끼빠 상공회의소
Ÿ

아레끼빠는 혁신과 창업생태계 증진을 위한 노력 중이며 주요 이해관계자들의
교류를 위해 작년 아레끼빠 지역혁신 위원회 MIRA(Mesa de Innovacion Regional
de Arequipa)를 개설함. 현재 300명 정도 활동 중임

Ÿ

아레끼빠 지역 내 창업 증진을 위하여 테크노파크 건설계획 수립 2020년 2월
Concytec에 발표했으며 2020년 말 건설계획 완료 후 2021년 2분기에 건설 시작 예정임

Ÿ

테크노파크 건설이 코이카 프로젝트의 목적과 부합하다고 생각하며 향후 협업
방안을 모색할 가능할 것으로 기대함

6. UCSM, UCSP, UNSA 방문
■ 아레끼빠 3개 대학
Ÿ

(UCSM) 현재 연구혁신센터 건물 건축중, 9개월 내 건축 완료 예정이며 1년 내에
입주 가능할 것으로 예상. 이노베이션 랩, FabLab 보유

Ÿ

현재 7개 팀 인큐베이팅 중이며 인큐베이팅 전 단계 15개팀 존재함. 대부분이
바이오테크, 핀테크, 어플개발임

Ÿ

ICT, 법률, 비즈니스매니지먼트의 총 3명의 멘토 존재함

Ÿ

기업과정신과 관련된 학과는 없지만 2021년 관련 교양과목 개설 예정임

Ÿ

(UCSP) 2015년 설립된 Innovate Peru 인증 인큐베이터이며, 현재 28개 기업 입주

Ÿ

스타트업 대상 BM개발, 제안서 validation, 소프트 스킬, 마케팅, 회계, 법률 교육을
인큐베이터 인력과 대학 교수들이 진행하고 있음

Ÿ

자체 공모를 통한 창업경진대회 실시함. 스타트업을 선정 → 6주 간 역량강화 →
스타트업 페루에 참여시킴

Ÿ

38명의 전문가 멘토 풀 보유함

Ÿ

①정규과목은 아니지만, 모든 학과에 대해 교양처럼 1주에 1번 혁신 기업가정신
관련 워크숍이 있음. ②산업공학, 경영학, 컴퓨터 공학 학과 내에 기업가정신 필수
과목이 있음. ③경영학과 내에“Social Projects”라는 교육도 진행함

Ÿ

(UNSA) 2017년 설립된 Innovate 인증 받은 인큐베이터이며, 2년 반 정도 운영
중임. 생산적(productive), 기술적(technological), 사회적(social) 기업에 집중함.
내년 FabLab 구축 예정임

Ÿ

2019년 기준 17개 초기 창업단계 기업 입주하였음

Ÿ

(역량강화 프로그램) 각 학과마다 창업, 이노베이션 등에 대한 과목이 있음. 다음 주

월요일부터 각 학과에서 혁신, 창업 과목을 가르치도록 교수들을 역량강화 파일럿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임. 창업보육 매니저 역량강화 관련, 펜실베니아, 콜롬비아
등에서 창업보육 인력 역량강화를 위한 해외연수를 계획 중임
Ÿ

(공동 요구사항) 아레끼빠 내 전체적인 창업생태계는 시작단계이고 미성숙함. 또한,
아레끼빠 내 인적자원(talent)은 있으나, 혁신 수준이 낮음. 따라서 일반 사람들
간에도 창업문화를 확산하는 것이 중요함. 아레끼빠 전통산업에 혁신을 접목하여
산업 다각화 및 경쟁력을 제고하고 싶음

Ÿ

(ToT 수요) 아레끼빠
필요하다고 언급함

Ÿ

기존 Startup Peru는 초기 창업단계와 이미 매출이 3,500USD 규모의 연간 매출
달성 기업을 대상으로 함. 그러나 창업기업이 1단계에서 2단계로까지 가기
어려우므로, 중간단계 기업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공모가 필요하다고 언급함

내

창업관련

강사

인력이

부족하여,

ToT

프로그램이

- 중간단계: 아레끼빠 대학들은 매출에 상관없이 이미 고객을 확보하거나, MVP가
고객에게 이미 검증된 창업기업을 중간단계 창업기업이라고 판단함
Ÿ

(주정부와 협업제고) 아레끼빠 4개 대학 인큐베이터는, 아레끼빠 내 주정부와
창업생태계 간 교류가 부재하여, KOICA사업을 통해 기술, 혁신, 창업을 위해
주정부가 지원하고 협업한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다고 언급함. △창업 페스티벌
개최, △창업 관련 과목 개설을 위한 제도적 지원, △스타트업 펀드 조성,
△직업훈련 형식의 주정부 차원의 워크숍 진행 등의 계획에 아레끼빠 대학
인큐베이터들이 매우 긍정적인 반응을 보임

7. KOICA 착수조사 결과 회의
■ KOICA Warp-up 미팅 및 의견 청취
Ÿ

(사업 추진 방향) 리마는 이미 창업한 스타트업을 육성, 아레끼빠는 예비창업자,
기업가정신 교육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창업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집중 지원

Ÿ

내년 4월 예정된 대선과 총선에 따른 변동이 있을 수 있기에 이에 큰 영향을 받지
않기 위한 프로젝트의 큰 틀을 설정 필요

Ÿ

리마 및 아레끼빠 지역 랩 구축을 위한 장소 논의 필요

Ÿ

관련 기관들과의 MOU 체결을 통한 업무분장 및 책임 프레임 설립

Ÿ

분절된 기관의 통합을 제 3자인 원조사업수행자가 중간자 역할을 할 수 있음

Ÿ

엑셀러레이팅 부분에 관하여는 Concytec, UNI 등 수원기관과 협의 후 문서화하여 보고할 예정임

7. 주요 변동 사항
■ 초청 연수
Ÿ

현지 기술이전사업화 수요를 반영하여 연수 커리큘럼 조정 필요
- 아레끼빠 대상 초청기관 증가 가능성 有: GORE 아레끼빠, 상공회의소, 아레끼빠 4개
대학(UNSA, UCSP, UCSM, UTP)

Ÿ

3월 말: GCCEI가 페루 사무소, PM, 상주파견전문가에게 수정된
세부계획(안) 전달, 4월 말: 페루 사무소(현지 상주전문가 협업)가
대상기관, T/O 배분, 대상자 선정 등을 통보

초청연수
GCCEI로

* D-60일 이전: 대상기관, 대상자 통보
* D-30일 이전: 커리큘럼 조정 요청

■ 현지 교육
Ÿ

기존 예정된 보육매니저, 투자심사역, ToT 교육 중 투자심사역 역량강화 교육을
보육매니저 양성 프로그램에 포함 시켜 진행, 기술이전 사업화에 대한 수요를
고려하여 기술이전 역량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포함 예정

Ÿ

대학 내 정규 교과과정 개설을 위한 지원(교양, 융합전공, 전공, 대학원) 추진

■ 상주파견
Ÿ

1차년도부터 상주파견 전문가 리마와 아레끼빠에 동시 파견 추진

■ 스타트업 경진대회
Ÿ

리마: 페루 전체를 대상으로 창업문화 확산
- 페루 스타트업 페스티벌(창업경진대회, 교육, 컨퍼런스 등)(안)
- 창업경진대회의 키노트 스피커 VIP급 확보를 위해 조속 기획 필요(5월 기획)

Ÿ

아레끼빠: 아레끼빠 4개 대학 자체 경진대회 지원 검토
- 아레끼빠 경진대회를 통해 발굴한 스타트업을 리마 진출 연계

■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
Ÿ

N15이 운영중인 서울글로벌창업센터의 해외스타트업 초청 프로그램(STARTUP HUB
KOREA) 일정을 고려, 9월 또는 10월 중 한국 초청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검토

Ÿ

약 00팀 (팀별 1명)을 한국으로 초청하여 3주~4주 기간동안 동종분야 한국의 유망
스타트업과의 공동 프로젝트 추진, 아시아 시장 진출 글로벌 멘토링, 데모데이 2회
등 프로그램 운영 고려

■ 이노랩 구축
Ÿ

아레끼빠 4개 대학은 협력 초기 단계이며 1개 대학에 공간을 집중할시 대학 간
갈등 조성 우려, 상공회의소 내부에 설치 혹은 시설을 각 대학 특성에 맞게
분리하여 설치하는 방안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자문체계 구축
Ÿ

(자문단 풀) 공개 모집 방식으로 풀 확대(자문단 역할과 혜택을 안내하고 접수).

Ÿ

(자문단 운영 시스템) 효과적인 자문활동을 위한 운영시스템 구축 (온라인 예약 /
관리 시스템)

마. 향후 추진 계획
Ÿ

현지 착수조사를 통해 협력기관의 니즈를 파악하여 세부 실행계획을 위한 사업 추진
방향은 기술창업 활성화와 지역 창업생태계 구축 및 기업가정신 확산 지원

Ÿ

페루 현지 협력기관들(CONCYTEC, 아레끼빠 주정부 및 리마와 아레끼빠 대학들)은
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협력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있다고 판단됨

Ÿ

스타트업 창업환경은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어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조속히 런칭하는 것이 중요함. 협력기관들이 빠르게 혁신하고 있어 본 사업이
늦어질수록 협력기관의 니즈를 충족할 수 있는 사업이 점점 줄어들 것으로 판단됨

착수조사 전

착수조사 후
- 리마와 아레끼빠 1차년도 동
시 상주파견 추진

- 1차년도 리마중심 사업 추
진
- 2차년도 아레끼빠 확산

- 생산부(Innovate Peru) 중
심 사업 추진

- 혁신창업 활성화 중심

Ÿ

실행계획 반영
- 1차년도 리마 상주전문가 및
PAO 파견
- 1차년도 아레끼빠 상주전문가
및 PAO 파견

- 리마 혁신창업 활성화 중심
- 아레끼빠 창업생태계 구축 및
기업가정신 확산 중심

- 리마
・스타트업 혁신창업 및 성장
(Scale-up) 집중 지원
- 아레끼빠
・지역 창업생태계 구축 및 기업
가정신 확산 지원
- 교육, 창업경진대회 등 리마와
아레끼빠 독립적 운영 추진

- CONCYTEC 요구사항 반영한
사업 추진

- 생산부 Startup Peru와 차별화
된 기술창업과 혁신창업에 대한
니즈 반영 추진
- 기술사업화 관련 법제도 등 정
책컨설팅 지원

- 생산부 Startup Peru 연계 추진
(아레끼빠 지역대학 요구)

- Startup Peru 트랙1과 트랙2
중간단계 연계 지원 추진

- CONCYTEC 요구사항 기술창
업 확대

- 기술사업화, 실험실 창업 등 기
술창업 활성화 지원

- 공공성, 지속가능성, 확산성
및 통합적 관점 접근 필요

- 기업가정신 확산 지원을 위한
법 제도화 등을 통해 지속가능
성 확보
- ToT(Training of Trainer)를
통해 대학 내 교양과목, 학부전
공 및 대학원으로 확대 → 타
대학으로 확대 → 초중고등학교
확대 → 일반인 확대 등을 통해
공공성과 확산성 확보
- 기업가정신 및 창업 관련 정책
부처 통합 연계 정책 컨설팅
・창업 관련 생산부, CONCYTEC 및
교육부 협력 방안 정책컨설팅 지원

기존 창업실행단계(시제품을 가지고 있는 예비창업자)와 창업초기단계(3년미만) 중심에서
기업가적 인재양성과 창업준비 단계로 확대 추진
- 초기창업 활성화를 위한 초청연수, 창업경진대회,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자문체계, 시설
및 기자재 지원, 전문가 상주파견 등을 통해 혁신창업 활성화
- 기업가적 인재양성 단계 및 창업준비 단계 지원 확대를 통해 대학 내, 초중고 및 일반인
기업가정신 함양 확대
- 부처간(생산부, CONCYTEC, 교육부) 창업지원 정책 협력방안 컨설팅 지원

Ÿ

성과관리를 위한 기초선 조사 및 목표 설정 방안은 국가 간 갭 분석 및 페루의 거시적 목표
수립, 페루 내 리마와 아레끼빠 지역 등 대학간 갭 분석 및 대학별 목표 수립 필요

Ⅲ 시사점 및 특이 사항
ㅇ 시사점
.

Ÿ

스타트업 관련 창업 환경은 벤처 선진국뿐만 아니라 페루와 같은 개발도상국에서도
예상과는 다르게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는 것을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었음.

Ÿ

벤처 기업이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는 자본보다 더 많은 금액이 페루 국내 및 해외에서
투자 기회를 모색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 농업이 주요 산업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페루의 창업 생태계에, 우리나라의 출연(연) 기술 중 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다양한
ICT 기술이 접목되도록 하고 여기에 경쟁력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추가되도록 교육 및
지원.

Ÿ

UST 의 기업가정신 및 벤처 창업 생태계에, 본 사업 ‘페루 ICT 기반 혁신창업 활성화
지원 사업’의 수행 경험이 반영되도록 하여, UST 기술창업 다양화 및 창업 벤처의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함.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