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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형 강소기업 육성을 위한 유럽 강소기업 지원시책 벤치마킹을 

통한 신규시책 발굴 모티브 제공

❍ 향토기업의 파수꾼 역할을 담당하는 시‧군 유공공무원 사기진작

    및 도-시군 간 정책 소통 활성화

Ⅰ 연 수 개 요

기    간 : 2017. 3. 16(목) ~ 3. 24(금) / 7박9일간

연 수 국 : 유럽(독일, 스위스, 오스트리아)

연수인원 : 16명(도2, 시․군11, 경제진흥원1, 경북신용보증재단2)

※ 권기훈 지점장, 이병현 대리 참가

연수대상 : 道, 시․군 및 유관기관 기업지원 업무 담당자

Ⅱ 연 수 목 적

4차산업혁명 등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선도적 추진

     - 특화 전략산업 분야의 중소·중견기업 육성 마인드 제고

지역중소기업 경쟁력을 제고를 위한 기업지원 시책 발굴

     - 글로벌 경쟁력과 R&D(연구개발) 핵심역량을 보유한 유망  

       중소기업 지원시책 벤치마킹

     - 중소기업 자체브랜드 개발 운영사례 및 홍보 전략 자료수집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차별화된 연수로 효과 극대화

     - 기업이 체감하는 실질적인 지원방안 마련 및 우수사례 체험



 국명이 '동쪽의 나라'라는 뜻의 '외스터라이히'에서 

비롯하고 있는 오스트리아는 1278년 합스부르크 왕가의 

속령이 되었으며 이후 합스부르크 왕가는 신성로마 제국의 

황제를 겸하고 강력한 절대주의 국가를 형성하여 

중부 유럽을 지배하였다. 

Ⅲ 방 문 국  현 황

가. 오스트리아

  
◈ 수 도 : 빈(Wien)
◈ 인 구 : 약 7,500,000명
◈ 면 적 : 68,855㎢
◈ 도 시 : 빈(Wien), 인스브루크(Innsbruck), 짤츠부르크(Salzburg)
◈ 민 족 : 게르만족
◈ 언 어 : 독일어(영어도 많이 사용된다.)
◈ 종 교 : 카톨릭(90%), 개신교(6%)

 1867년에는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을 건설하여 지금의 동부유럽 
및 소련을 포함한 광활한 지역을 지배 했다. 그러나 제1차 세계대전에 
패함으로서 국토는 전쟁 전의 4분의 1로 줄어들었으며 2차 세계 
대전에도 패해 미국, 영국, 프랑스에 의해 분할 점령되었다가 
1955년 조약에 따라 영세 중립국으로 독립하였다. 현재 내각책임제를 
채택하는 민주주의적 연방 공화국으로 의회는 양원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연방은 9개주로 이루어져 있다. 주요산업은 건설업과 
금융보험업의 서비스업이며, 알프스산 등 자연환경을 바탕으로 한 
관광산업도 꾸준한 발전을 보이고 있다.

○ 지 리
 국토의 3분의 2가 알프스 산지로 이루어져 있으며 총면적은 83.858㎢로 
서쪽 지역은 골짜기의 깊이가 450-750m, 해발 2,400-3,600m 높이의 
산악으로 이루어져 있다. 동쪽 지역은 산의 높이가 해발 1,600-2,400로 
산맥을 이루고 있으며 산맥을 기점으로 남, 북으로 조그만 언덕
들이 형성되어 있다. 제일 낮은 도나우 골짜기와 오스트리아 동쪽의 



해발고도는 180-250m이다.
바다가 없는 육지로 둘러싸여 있으며, 남서쪽으로 이어지는 산악

지대는 알프스산맥이 지나고, 동북쪽으로 평지와 완만한 경사지대로 

이루고 있어, 대부분의 인구는 동쪽 저지대에 모여 살고 있다.

 -최저지대: Neusiedler See (해발 115m)

 -최고지대: Grossglockner (3,797m)

 -인 접 국: 체코, 독일, 헝가리, 이태리, 리히텐슈타인,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위스

○ 기 후

 동부지역은 대륙성 기후, 서부지역은 해양성 기후를 나타낸다. 

여름(6-8월)의 평균기온은 20-25℃이며 겨울(11-3월)의 평균기온은 

-5℃정도이다. 10월에서 12월에 걸쳐 강수량이 많으며, 11월 하순부터 

눈이 오기 시작하면 3월까지 많은 적설량이 기록된다. 겨울에는 

대체적으로 습기가 많아 상당히 추우며 저지대에는 비가 자주오고, 

고지대에는 눈이 내린다. 여름에는 소나기가 내리기도 하며,

전체적으로 겨울을 제외하면 온난한 기후를 나타낸다. 

○ 사회문화

 오스트리아의 총인구는 7,500,000명으로 대부분이 게르만족으로 

이루어져 있고 체코슬로바키아, 루마니아 등 동유럽계나 유대계 등도 

일부 있다. 공용어는 독일어이나 발음이 독특하여 표준 독일어와는 

약간의 차이가 있으며, 영어도 폭넓게 통용되고 있다. 카톨릭은 

오스트리아인 생활의 기본이 되고 있으며, 합리적인 사고방식과 

검소한 생활양식을 나타낸다.

 오스트리아는 여러민족의 문화가 융합되어 독자적인 문화로 재창조 

하였다는 특징을 보이고 있으며, 과거 역사에 대한 문화적 자긍심이 

매우 강하다. 특히 음악분야에 탁월한 재능을 보여 하이든, 모짜르트, 

슈베르트, 브람스와 같은 세계적인 음악가를 배출해 내기도 했다.



중세를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로맨틱가도와 경제발전의 

모델인 라인강의 기적, 다양한 맥주와 게르만 민족의 나라, 

동·서독간 통합과정을 통해 우리에게 평화통일 과정에 

소중한 교훈을 주는 나라가 바로 독일이다. 

나. 독 일

  
◈ 수 도 : 베를린(Berlin, 약 350만 명)
◈ 인 구 : 약 8천 200만 명
◈ 기 후 : 온화, 다습(연평균 기온 9℃) 
◈ 면 적 : 356,885㎢ (한반도의 1.6배) 
◈ 도 시 : 프랑크푸르트(Frankfurt), 뮌헨(Muenchen)
◈ 민 족 : 게르만족(99%)
◈ 언 어 : 독일어
◈ 종 교 : 신교(36.4%), 구교(34.6%), 기타(29%)

○ 지 리
 남북으로 876㎞ 동서로 640㎞에 걸쳐 있다. 지역적으로 다른 특성을 
보이는 3개의 지역으로 나뉘어 지며 전체 면적은 357,000㎢
(한반도의 1.5배)이다. 북부지역은 북해와 발트해에 접하고 있는 
저지대이며, 중부지역은 고도의 산악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해발 
1,000m 정도의 고원으로 삼림이 풍부한 구릉지대로 유명한 흑림 등의 
대규모 산림군이 펼쳐지는 지역이다. 
 남부지역 또한 높은 산악지대로 알프스 기슭을 따라서 펼쳐진 
고원지대로 보덴 호등 수려한 경관의 호수들이 산재해 있는 아름다운 
곳이다. 전체 지형은 남쪽의 알프스에서 북쪽의 북해로 경사져 있기 
때문에 라인 강 등 주요 하천이 북쪽으로 흐르는 특징을 보여준다.

○ 기 후
 북서부지역은 해양성기후, 남동부는 대륙성기후를 나타낸다. 
전반적으로 겨울은 한랭하며, 여름은 온화하나 변덕스러운 날씨를 
보인다. 봄이 대체로 늦게 오므로 여름이 짧은 편이다. 12월부터 
3월까지의 겨울은 라인 강이 얼 정도로 추위가 혹독하다. 청명한 
날씨는 해안지역은 4-5월, 내륙지역은 6-9월에 볼 수 있다. 



6월까지는 샤프트케르테라 불리우는 추운 날이 종종 급습하며, 
연중 갑자기 비오는 날이 많다. 
 여름에는 가장 더운 달의 기온이 북부의 경우 17-18℃, 남부는 
25℃로 서늘한 편이다. 여름철에는 간단한 스웨터를, 봄, 가을에는 
따뜻한 자켓을, 그리고 겨울철에는 두꺼운 코트를 준비하는 것이 
좋다.

○ 행정구역
 독일은 16개 주로 구성된 연방공화국이다. 이들 주는 연방헌법에 
의거해 저마다 의회와 정부를 구성하고 있다. 주의 국가적 업무는 
연방과 더불어 적절히 나누어져 있는데, 학교제도, 문화, 대중매체 
등의 영역과 마찬가지로 정치적 분야는 주의 결정권이 우선적이지만, 
자연 및 환경보호와 같은 영역에서는 연방이 법적 집행에 있어 
우선권을 갖는다. 위의 설명과 같이 독일의 광역 행정구역은 16개의 
주(Bundesland)로 이루어져 있다. 이 16개의 주중에서 베를린, 브레멘, 
함부르그 3개 도시는 비록 면적은 작지만 도시 자체가 하나의 주를 
형성하고 있다. 이런 16개 광역 행정구역에 대해 독일은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보여져서 행정구역개편 작업을 모색 중이라고 한다.
 주 행정단위 밑으로는 행정관구(Regierungsbezirk, 行政菅區), 자치시
(Kreisfreie Stadt, 自治市), 군(Kreis, 군), 게마인데(Gemeinde, 邑.面.洞)가 
있는데 이런 행정구역은 각 주마다 차이점이 있다.
 독일은 소국가 형태로 나뉘어져 있던 지역들이 열강의 분할정책에 
의해서 독립적으로 자치형태를 띄면서 역사를 진행해오다가 19세기 
후반에 이르러서야 비스마르크에 의해 단일 국가를 형성하게 되었다. 
따라서 지금의 주정부의 권한이 매우 강력한 편이다.

○ 사회문화
 독일어가 공용어이나 대부분의 관광지에서는 영어도 통용된다. 
그러나 지방의 소도시에서는 영어 사용이 일반화되어 있지 않다.
 독일은 문학적으로 풍부한 생활권으로 다양한 작가와 철학자들을 
배출하였으며 그 중에서도 괴테와 쉴러, 토마스 만과 헤르만 헤세 
등의 작가와 하이네, 릴케 등의 시인이 널리 알려져 있다. 또한 
오스트리아와 함께 전세계 클래식 음악가의 태반을 배출시킨 음악의 



 나라 전체가 꽃으로 둘러싸인 스위스는 아름다운 
자연환경뿐만 아니라 중세의 아름다움을 그대로 간직한 
나라이기도 하다. 도시 곳곳을 장식한 발코니의 꽃들과 
알프스에서 볼 수 있는 고산지대의 꽃들, 만년설이 
뒤덮인 유럽의 지붕-융프라우와 필라투스, 티틀리스, 
리기와 같은 많은 산과 전세계적으로 유명한 시계공예 
등 스위스는 그 이름만으로도 매력이 가득한 곳이다.

나라로, 바흐와 헨델, 하이든, 모차르트, 슈베르트, 슈만, 바그너, 
베토벤 등 세계 거장의 음악가가 모두 독일에서 나왔다. 
 또한, 드라마 작가인 브레히트와 패션 디자이너인 요프, 독일의 
전설인 니벨룽겐과 영화감독 빔 벤더스의 세계를 만날 수 있는 
곳이다. 시험적으로 자연환경을 개척하는 것으로 시작하여 건축물, 
기념물, 언어, 음악, 시각적인 예술분야가 계속적인 발전을 이루었다.

다. 스위스

◈ 수 도 : 베른(Bern, 12.9만 명)
◈ 인 구 : 720만명(2000년 12월 기준,외국인 19.7% 포함)
◈ 면 적 : 41,284 ㎢(한반도의 1/5)
◈ 도 시 : 취리히(Zurich),제네바(Geneve),로잔(Lausanne),루체른(Luzern)
◈ 민 족 : 독일인, 프랑스인, 이태리인
◈ 언 어 : 독일어(65%), 불어(18%), 이태리어(10%), 로만어(1%)
◈ 종 교 : 로마 카톨릭(48%),개신교(44%),기타(8%)

○ 지 리
 면적은 약 41만1천㎢로 남한의 반정도로 독일,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리히텐슈타인, 프랑스 등의 국경과 접해 있다. 
 국토의 70% 이상이 산악지대로 북서부에는 쥐라산맥, 옆으로는 
제네바, 루체른, 취리히를 잇는 평평한 대지가 펼쳐진다. 알프스 
산맥에는 몬테로사, 마터호른 등의 험준한 고봉들이 자리하고 있으며, 
라인, 론, 다뉴브 강의 발원이 되고 있다.

○ 기 후
 사계절이 있으며 전체적으로 한국보다 온화한 기후이다. 여름에는 

건조하여 에어컨을 사용하지 않고도 견딜만한 날씨이지만, 최근에는 



많이 더워지는 경향이 있다. 겨울에는 영하로 내려가고 눈이 자주 

오지만 심한 추위는 아니며 여행시에는 알프스를 오르게 되므로 

반드시 두터운 잠바를 준비해야 한다. 겨울에는 대체로 실내난방이 

약하므로 따뜻한 옷을 준비하는 것이 좋다.

○ 언 어

 스위스는 4개 국어를 표준으로 삼고 있으며 각 주마다 표준언어가 

모두 다르다. 대학을 졸업한 지식인이라면, 영어는 물론이고 프랑스어, 

독일어, 이태리어 등이 유창하다. 각 TV의 채널마다 각 주가 지정한 

외국어로 방영되며, 다국적인 환경에 어릴 적부터 쉽게 노출이 

된다. 1%를 차지하는 토속 로만어는 거의 접할 수 없다. 독일어가 

가장 많이 사용되며, 이런 지역에서 영어와 프랑스어는 모두 통한다.

○ 사회문화

 스위스 사람들은 대개 보수적이고 내성적인 경향이 있고, 자신들이 

세계 최고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또한 매너를 중요시하고 

양보하는 습관이 배어있어 이웃끼리도 서로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 

예의를 지키는 것이 필요하다. 유럽의 중심부에 위치하여 독일, 

프랑스 ,이태리 문화가 혼합된 다양성을 지니고 있으며 전국이 4개 

언어권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알프스지역, 알프스 지류지역, 중부지역 

및 Jura산맥 지역으로 구분되어 있어 각 지방마다 고유한 문화적 

특징을 잘 보존하고 있다.



Ⅳ 연수자 명단

연번
시군명
(부서명)

직위
(직급)

성  명 담당업무

1
경북도

(기업노사지원과)
행정5 김오종 기업정책담당

2 〃 행정8 장세익 중소기업육성시책 시책평가

3
경주시

(기업지원과)
행정7 정남숙 산업단지 입주계약 등

4
경산시

(투자통상과)
행정7 김준환 기업지원

5
구미시

(기업경제과)
기업지원담당

(행정6)
유경숙 기업지원 업무 전반

6
안동시

(투자유치과)
행정8 김진웅 기업지원

7
영천시

(항공기업유치과)
행정6 정영택 기업설립 및 인허가담당

8
상주시

(경제기업과)
행정9 이은경

중소기업운전자금 지원 및 
중소기업육성시책 발굴

9
문경시

(경제진흥과)
행정6 김석진 기업유치

10
의성군

(경제교통과)
행정8 류경숙 기업지원

11
성주군

(산업단지개발추진단)
행정8 정은주 공장설립승인,기업지원등

12
영덕군

(새마을경제과)
행정9 석연정 중소기업, 가스, 석유

13
고령군

(기업경제과)
행정7 이상용 기업지원업무

14 경북신용보증재단 지점장 권기훈 지점업무총괄

15 〃 대  리 이병현 전략기획, 경영평가

16 경북경제진흥원 업무3급 이경운 자금 등 중소기업지원



Ⅴ 연수일정

일 자 지 역  교통편 시 간    연  수  일   정

<1일차>

3. 16(목)

인  천

비엔나

KE 933 13:15

16:50

• 인천 공항 출발

• 비엔나 도착

<2일차>

3. 17(금)
비엔나 전용버스

오  전

오  후

• 비엔나 비즈니스 에이전시 방문

• 비엔나 시청사, 쉔부른 궁전 등 방문

<3일차>

3. 18(토)

비엔나

짤츠캄머굿

짤스부르크

전용버스

오  전

오  후

• 짤스캄머굿이동

• 할슈타트, 볼프강, 상길겐 등 견학

• 짤스부르크로 이동

<4일차>

3. 19(일)

퓌센

뮌헨
전용버스

오  전

오  후

• 노이슈반슈타인성 등 문화탐방

• BMW 벨트 견학

<5일차>

3. 20(월)

뮌헨

프랑크푸르트
전용버스

오 전

오 후

• 뮌헨공대 혁신창업센터 방문

• 프랑크푸르트로 이동

<6일차>

3. 21(화)

프랑크푸르트

하이델베르크
전용버스

오 전

오 후

• 프랑크푸르트 시청 방문

• 하이델베르크 테크노파크 방문

<7일차>

3. 22(수)

취리히

인터라켄
전용버스

오 전

오 후

• 취리히 테크노파크 방문

• 인터라켄 이동

<8일차>

3. 23(목)

인터라켄

루체른

취리히

전용버스

KE 934

오 전

21:10

• 융프라우요흐 등정 등

• 카펠교, 구시가지 등 문화탐방

• 취리히 출발

<9일차>

3. 24(금)

인  천

대  구

11:50

17:30

• 인천공항 도착

• 대구 도착 후 해산



Ⅵ 출 장 결 과

  비엔나 비즈니스 에이전시(Vienna Business Agency) 견학

   ◦ 일  시 : 3. 17(금) 09:00~13:00

   ◦ 장  소 : 오스트리아 비엔나시

   ◦ 내  용

    - 우수한 창업환경 조성을 위하여 비엔나시, 중앙저축은행,

      오스트리아 슈파카세 은행 등이 모여 1982년 설립

    - 가까운 거리에 유럽의 인재들이 모인 비엔나 공대가 위치 좋은 인적 

인프라를 가지고 있으며 기업규모에 대한 편견이 없고 엔젤투자가 

활발하게 이루어짐

    - 유럽 3대 IT도시 비엔나에 위치하며 스타트업 기업과 투자자를 

연결해 주고, 기술개발과정에서 멘토링을 해주며, 마케팅과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자금지원보다는 컨설팅과 네트워킹에 

주력

    - 스타트업을 위한 시설 공동 업무공간인 ‘섹터(sektor)5’는 각 

스타트업 기업들을 연결해 프로젝트를 도와주는 새로운 개념의 

창업지원 공간으로 약20개의 스타트업, 65명이 공동으로 사용 가능

<비엔나 비즈니스 에이전시>



  뮌헨공대 혁신창업센터(Unternehmer TUM) 견학

   ◦ 일  시 : 3. 20(월) 09:30~13:30

   ◦ 장  소 : 독일 뮌헨시

   ◦ 내  용

    - 뮌헨공대 석․박사들의 창업을 촉진시키고 기업가정신을 고취시키며 

산학연계를 돕기 위해 2002년 출범

    - 스핀오프(뮌헨공대 연구개발 성과를 창업으로 연결), 네트워크 

인프라 제공, 인재양성, 자금지원 네가지 요소를 종합 지원하며 

실질적인 기술창업에 중점을 두고 있음.

    - MakerSpace GmbH : 프로토타입과 간단한 제품군을 만들며 

아이디어와 혁신을 이끄는 특별환 환경을 제공, 1,500㎡규모의 

워크샵에서 창업자, 엔지니어, 건축가, 디자이너 공예가 등 기계, 

장비, 소프트웨어 뿐 아니라 창의성이 한데 모이는 커뮤니티의 

장 제공, BMW, EOS, 보쉬(BOSCH), 등 유명회사로부터 3D프린터 

등 각종 전자장비를 제공받으며 Zeidler-Forschungsstiftung 등 

연구재단에서 회원들에게 장학금 수여

<뮌헨공대 혁신창업센터>



  하이델베르크 테크노파크(Heidelberg Technopark) 견학

   ◦ 일  시 : 3. 21(화) 14:00~17:00

   ◦ 장  소 : 독일 하이델베르크시

   ◦ 내  용

     - 1985년 하이델베르크시에서 지역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설립

    - 중점지원 분야로는 생명공학, 생물정보학, 의약·환경기술 등이며 

약 50,000㎡의 실험실 및 사무실 공간에 70여개 기업과 연구소가 

입주

    - 가까운 거리에 유럽 분자생물학 연구소(EMBL), 막스프랑크 연구소 등  

세계적 연구소가 있어 바이오 분야의 세계적 클러스터로 명성

    - 과학과 비즈니스에 대한 국제적인 네트워크가 잘 형성되어 있으며, 

필요한 모든 것이 테크놀로지파크 관리 계획에 의해 원스톱으로 지원

    - 입주기업을 지원하는 약 200개의 협력기관이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으며, 프랑스와 영국 등 13개국 테크노파크와 국제적 협력 관계를 

형성

<하이델베르크 테크노파크>



  취리히 테크노파크(Technopark ZURICH) 견학

   ◦ 일  시 : 3. 22(수) 10:00 ~ 12:30

   ◦ 장  소 : 스위스 취리히시

   ◦ 내  용

    - 취리히 경제를 선도한 새로운 산업재생의 모델 지역인 취리히 

웨스트(Zurich-West) 지역에 위치하며 1993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신성장동력으로 대학 유치를 바탕으로 한 산학협력 방식의 

테크노파크 조성

    - 지역 첨단산업 집적단지인 테크노파크를 중심으로 창업보육센터, 

컨퍼런스 센터 등 지식과 기술교류 및 지원을 위한 다양한 시설 

마련

    - ‘공업의 역사’를 바탕으로 하는 산업재생을 기반으로 

‘지속가능성’을 모토로 하여 첨단이나 IT등 또 다른 공업이 

아닌 창의와 융합이라는 21세기의 키워드들이 접목된 ‘재창조

와 업-사이클링’을 지향점으로 선택

<취리히 테크노파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