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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돈 1달러에 번영의 상징과 같았던 대형 크레인을 처분해야 했던 도시 말
뫼. 말뫼는 위기에 함몰되지 않고 인재 양성과 친환경 도시 구축이라는 장
기 목표 아래 꾸준한 도시재생을 추진했다. 대학 건립과 함께 청년이 돌아
오고, 청년 인재 유출을 막기 위해 산학협력을 통한 적극적인 창업 지원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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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벌인 결과 세계에서 가장 창업이 활발한 뜬 젊은 도시뜯 로 거듭났다.

2002년 9월 25일. 스웨덴 사람들은
TV 앞에 앉아 눈물을 훔쳤다. 화면에
서는 한때 세계 최고의 조선회사라 불
렸던 뜬코쿰스(KocKums)뜯의 대형 크
레인 해체 장면이 구슬픈 장송곡와 함
께 중계되고 있었다.
말뫼(Malm )는 스웨덴의 작은 항
구도시로 코쿰스의 본사가 자리했던
곳이다. 코쿰스는 1870년 설립 이후
세계 최초로 LNG선을 건조하는 등 승
승장구했다. 1974년에는 소공동 롯데
호텔 높이(138m, 38층)와 맞먹는 1천
600t급 대형 크레인을 도입하며 세계
를 놀라게 했다. 그러나 1979년부터
몰아친 오일쇼크와 우리나라를 포함한
아시아 조선업계의 비상과 함께 점점
설 자리를 잃게 됐고, 1987년 마침내
문을 닫았다. 말뫼의 번영을 상징하던
대형 크레인은 혼자 덩그러니 남아 자
리를 지키다 2002년 단돈 1달러로 현
대중공업에 팔렸다. 시대를 풍미했던
코쿰스 크레인의 해체. 사람들은 이날
의 광경을 뜬말뫼의 눈물뜯이라 불렀다.
뜬

뜯

조선업의 쇠퇴와 함께 말뫼는 급속
하게 침체하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코
쿰스를 대체할 새로운 대규모 제조업
일자리를 원했다. 스웨덴 정부는 1989
년 사브(Saab) 자동차를 유치했다. 그
러나 사브는 정부의 다양한 지원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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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3년을 넘기지 못하고 1992년 문을
닫았다. 많은 사람이 도시를 떠났고
실업률은 20%를 넘어섰다.
말뫼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한 것은
1994년 리팔루 시장 취임 이후부터다.
리팔루 시장은 도시재생을 위해 정부,
시민대표, 각 분야 전문가가 함께하는
협의체를 구성, 뜬말뫼가 어떤 도시가
됐으면 좋겠는가뜯를 두고 열띤 논의
를 벌였다. 말뫼를 먹여 살릴 산업 측
면에서는 한층 더 신중을 기했다. 기
업 유치에 섣불리 나서기보다 도시 내
실 쌓기에 집중했다. 뜬친환경 도시뜯
라는 비전 아래 IT똴바이오 등 신산업
을 육성하는 뜬지식도시 구축뜯을 목표
로 잡았다. 1998년, 첫 조치로 인재
양성과 청년인구 유입을 위해 옛 코쿰
스 조선소 부지에 말뫼대학을 설립했
다. 특히 시 외곽이 아닌 중심에 캠퍼
스를 구축, 도시 어디에서나 젊은이들
의 활력이 느껴지도록 했다.
말뫼시는 청년이 졸업 후에도 떠나
지 않는 생태환경 조성에도 힘을 기울
였다. 청년이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
도록 대학 인근에 스타트업 육성 허브
를 조성한 것이다. 이렇게 탄생한 것
이 창업지원센터인 뜬밍크(MINC)뜯와
뜬 미디어 에벌루션 시티뜯 다. 2002년
문을 연 뜬밍크뜯는 창업 단계에 따라
아이디어 단계인 뜬스타트업 랩뜯 , 신
생기업 단계인 뜬인큐베이터뜯 , 성장
단계인 뜬밍크 스케일(Minc Scale)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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뒾 청년 유입의 요람이 된 말뫼대학. 뒿 창업워크샵. 듁 창업지원센터 뜬미디어에벌루션시티뜯.

뒾 말뫼는 주력 산업이던 조선업 쇠퇴로 위
기를 맞았지만 청년 인재 양성과 친환경
도시 구축으로 변신에 성공했다(사진은
말뫼 도시 전경. 오른쪽에 보이는 흰색
건물은 랜드마크인 터닝 토르소).
사진 출처똴위키미디어커먼스
뒿 현대중공업에 1달러에 팔린 코쿰스의 대
형 크레인. 사진 출처똴위키미디어커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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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으로 나눠 맞춤형 지원을 펼친다.
2020년 기준 인큐베이터 기업이 창출
한 일자리는 900여 개가 넘는다.
2004년 출범한 뜬미디어 에벌루션
시티뜯는 디지털 ALC 크리에이티브
산업 허브로 사무실, 회의실 등을 제
공한다. 건축, 식품제조, 프로덕션 스
튜디오, 기술 등 다양한 분야의 창업
자 약 500여 명이 입주 중이며, 입주
기업 간 지식 교환도 활발하다. 2019
년 기준 말뫼지역 스타트업 일자리 창
출은 6만여 개가 넘는다.

대학 건설에 이어 말뫼시는 오랫동
안 표류했던 뜬외레순 대교뜯 건설을
적극 추진해 2000년 7월 개통했다. 스
웨덴의 수도 스톡홀름과 5시간 거리
에 있던 외딴 도시 말뫼가 덴마크 코
펜하겐과 30분 거리로 가까워졌다. 사
람들은 코펜하겐으로의 인구 유출을
우려했지만, 오히려 많은 이민자가 말
뫼로 몰려들었으며, 코펜하겐으로 출
퇴근하는 사람들까지 생겨났다.
세 번째로 말뫼시가 관심을 기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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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똴위키미디어커먼스

것은 산업 침체로 생활이 흔들리는 주
민을 위한 주택단지 건설이다. 주거똴
양육똴교육똴여가똴소비 등의 생활을 가
까운 거리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설계
하고 재생에너지와 지열로 에너지를
공급하도록 첨단기술을 도입했다. 친
환경 도시 말뫼의 탄생이었다. 현재까
지 스칸디나비아반도에서 가장 높은
건물로 불리는 190m의 친환경 건물
뜬 터닝 토르소(Turning Torso)뜯 도 이
시기 지어졌다.
오늘날 말뫼를 대표하는 기업은 어
디인가? 이 물음에는 쉽게 대답하기
어렵다. 말뫼를 가득 채운 젊은이들과
스타트업이 말뫼를 대표한다. 말뫼의
발전은 한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었다.
인재 양성과 창업, 그리고 친환경 도
시 구축에 이르기까지 애벌레와 번데
기를 거친 나비의 비상처럼 오랜 준비
를 거쳐 피어났다.
부산시도 말뫼와 같이 청년이 머무
르며 마음껏 능력을 발휘하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지산학 협력에 박차를 가
하고 있다. 부산은 국립대 4곳을 포함
해 21개의 대학이 있는 대학도시이니
말뫼보다 더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
다. 젊은이들의 반짝이는 창의력으로
뜬 젊은 도시뜯 로 거듭날 부산의 미래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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