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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이후 벤처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노력이 국가적으로 다양하
게 추진되어 왔다. 이는 그동안 고비용-저효율구조로 인한 생산성 저하
가 우리나라의 금융위기를 초래하였다는 자성과 함께 지식기반사회의
도래로 인하여 벤처기업이 국가경쟁력의 핵심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은 비단 우리나라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미국, 일본 등 선
진각국 뿐만아니라 인도, 이스라엘, 대만 등 상대적으로 열위에 있는
후발국에서도 발생하고 있는 세계적인 현상이다. 벤처기업 정책의 성공
이 국가의 경쟁력을 측정하는 잣대가 되고 있으며, 미국 N ASDAQ 시
장에 얼마나 많은 기업을 상장시켰는가 하는 척도가 해당 국가의 경쟁
력을 평가하는 또다른 기준으로 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국가에서 벤처기업을 활성화시킴으로써 그동
안 축적된 기술력을 최대한 활용하고, 국가의 부를 증진시키며, 고용
을 창출하고, 나아가서는 미래의 산업을 창출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
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벤처기업에 대한 기술지원시책 종합하고 이를 체계
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본 연구는 그 의의가 크다고 하겠다.
이 연구는 본 연구소의 내부과제로 수행되었으며, 연구의 추진을 위
해 수고한 연구진에 감사를 드린다. 끝으로 연부고보고서에 수록된 내
용은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의 공식견해가 아니라 연구진의 독자적 견해
임을 밝혀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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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요 약

세계경제가 지식기반사회로 전환하면서, 과거 국가경쟁력의 척도가
기술의 축적정도로부터 기술의 구체적인 활용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이
에 따라 벤처기업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우리 나라도 IMF 이
후 구조조정과정에서 벤처기업을 통한 고용창출과 산업구조고도화라는
목표아래 벤처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다양한 정책수단이 전개되고
있다. 이러한 정책전개로 말미암아 최근 KOSDAQ시장의 활성화, 벤처
기업에 대한 투자 급증 등 정책전개의 성과가 가시화 되고 있는 듯하
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과도한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에 대해 우려를
제기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우려는 기술적 역량을 충분히 갖
추지 못한 벤처기업이 다양한 정부의 지원을 통하여 생존능력을 높여
가는 경우 궁극적으로 정책의 전개가 정부실패로 이어질 가능성을 갖
고 있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벤처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핵
심적인 역량을 확보한 기업을 창출하고, 이에 대한 적합한 평가수단을
제공하며, 궁극적으로는 우량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한적인 측면에
서 전개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서는 다수의 정부
부처에서 개별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벤처기업에 대한 기술지원시책을
종합적으로 연계·조정할 수 있는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며, 한편으로
는 융자방식에 의한 시설·운전자금 지원으로부터 선별적인 벤처기업
또는 기업가를 대상으로 한 집중적인 기술개발 능력 확충이 필요하다.
선택과 집중은 정부 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정
책 방향인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선택과 집중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수한 벤처기업 또는 기업가를 선별할 수 있는 평가시스템의 구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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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결되어야 하며, 이러한 평가시스템의 구축은 사회적으로 평가결과의
신뢰성을 제고함으로써 벤처기업에 대한 과열투자를 막고, 국가적으로
축적되어 있는 기술적 역량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수
단이 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벤처기업의 기술경쟁력을 확대하기 위
하여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기술을 중심으로 한 자금 지원방안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 벤처
기업에 대한 지원이 급격히 확대되면서 물적 자원의 투입 중심의 정책
이 전개된 것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물적 자원은 창업보육센터 설립,
벤처캐피탈 육성 등 벤처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하부구조 구축에 활
용되었으며, 정책 목표를 어느 정도 달성한 것이 사실이다. 이는 정책
지원의 목표를 새롭게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 대안으
로써 벤처기업의 성장단계별 기술개발지원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있다.
둘째, 대부분의 부처에서 벤처기업 기술지원시책의 일환으로 추진하
여온 창업보육센터의 운영 효율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이스라엘의
경우 대학 또는 벤처캐피탈, 기술이전회사를 중심으로 전문인력에 의한
보육센터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업종별 창업보육센터의 운영을 통한 전문화를 유도하는 방
안을 제시하고 있다.
셋째, 벤처기업 지원시책을 종합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메커니즘의 구
축을 제안하고 있다. 정책의 제도화에 따른 경직성으로부터 탈피하여
유연한 정책 전개를 위해서는 부처간 역할분담과 종합을 통한 협력과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벤처
기업 정책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정책종합조정기구를 운영
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대기업-벤처기업간 협력체제 강화를 위한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제조업의 부품 및 기계등 자본재 산업을 중심으로
협동연구개발체제의 구축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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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기술창업 및 벤처기업의 중요성

1990년대 후반으로 접어들면서 벤처기업 또는 기술창업에 대한 관심
이 사회적·국가적으로 급격히 증대하고 있다. 국가 차원에서는 고비용
-저효율로 대표되는 대기업형 산업구조에서 첨단기술산업을 중심으로
한 기술집약 중소기업형 산업구조로 전환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벤처기
업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다. 한편, 사회적으로는 IMF로 인한 고용불
안 심리와 대량 해고에 따른 창업의 열기가 사회 곳곳에 확산되고 있
다. 또한, 최근 KOSDAQ 시장의 활성화, 저금리 시대의 도래 등으로
인하여 우리나라 자본의 상당 부분이 벤처기업으로 집중되고 있는 것
도 사실이다. 이러한 현상은 1990년대 중반만 해도 상상하기 힘들었던
경제구조의 대폭적인 전환을 의미하고 있다.
연일 언론 매체에서는 벤처기업의 성공사례, 벤처기업 지원시책 등
벤처기업과 관련된 다양한 뉴스가 제공되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사
회의 모습이다. 사회의 일각에서는 벤처기업을 통한 일확천금의 꿈을
꾸고 있는 다수의 투자자들과 기업가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한편으로는 벤처에 대한 과열과 거품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는 등 벤처기업은 이제 우리 사회의 핵심적인 화두로 자리잡고 있다.
벤처기업의 중요성은 사실 많은 연구 또는 정책에서 무수히 언급되
어 온 것이 사실이다. 여기서는 이러한 다양한 논의 속에서 핵심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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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만을 간추려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벤처기업은 기술의 다양한 응용을 가능하게 한다. 벤처기업의
산실로 알려진 미국의 경우 벤처기업이 처음 나타난 것은 2차대전 이
후로 볼 수 있다. 2차대전 당시 국방기술의 개발을 목적으로 다수의 연
구들이 MIT 대학에서 이루어졌으며, 전후 개발된 기술의 상업적 이용
을 위하여 대학과 지역자본이 연계하여 기술의 상업적 응용을 촉진하
면서 벤처기업이 시작한 것이다.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에서 전략적으로
또는 국가경쟁력의 차원에서 기술개발투자를 강화시키고 있으며, 이러
한 기술개발결과를 가장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벤처기
업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여기서 특히 중요한 것은 기술개발과 시
장발전에 있어서 벤처기업이 대기업과 보완적인 관계를 갖고 있다는
것이다(E.B. Roberts, 1991).
둘째, 벤처기업의 활성화는 고용창출과 직접적인 관련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 1970년대 이후부터 1990년대 초반
까지 4,000만개의 신규 고용이 창출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특히, 이
러한 신규고용의 증가는 대기업이 아닌 신생벤처기업 또는 중소기업에
의해 주도되어온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Peter Drucker, 1986) 국내 벤
처기업의 국가 고용 창출에 기여한 영향을 살펴보면, 1998년 벤처기업
의 고용은 26.3% 증가한 반면, 1997년 대기업의 고용은 8.7% 증가에 그
친 것으로 조사되었다.(중소기업청, 1999. 11) 벤처기업이 고용에 미치
는 영향 중에서 특히 주목할 것은 미래 고용구조를 결정한다는 것이
다.(S. Shan e an d L. Kolvereid, 1995) 성장성이 높은 첨단기술산업 분
야에서 활동하는 벤처기업의 고용은 단기적으로는 전문인력에 국한된
고용 구조를 갖게되지만, 궁극적으로는 해당 분야의 생산인력의 고용
구조와도 관련을 갖게되어 미래의 고용 구조를 형성하게 된다.
셋째, 국가경쟁력의 원천으로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과거 재화의 수
출입을 통한 물적자본의 이동으로부터, 자본의 직접적인 이동이 중요하
게 되었다. 이에 따라 과거 수출입의 양으로 결정되던 국가경쟁력이 자
본의 유입·유출의 양으로 결정되는 추세에 있다. 다수의 다국적 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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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국경을 초월하여 경쟁력있는 기업에 투자하고 있으며, 기업의 경쟁
력에 따라 다수의 해외시장에서 자본을 조달할 수 있는 환경에 직면하
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경쟁력있는 벤처기업의 창출과 육성이 현재의 국가경쟁력 뿐
만아니라 미래의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세계 경제 속에서 지속적인
발전과 성장을 위해서는 벤처기업을 중심으로한 경쟁우위 확보에 총력
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2. 기술창업 및 벤처기업에 대한 기술지원의 중요성

일반적으로 벤처기업의 활성화 또는 벤처산업의 활성화는 기술력 있
는 기업가의 창출과 벤처캐피탈의 육성이라는 두가지 측면에서 접근되
어 왔다. 이러한 경향은 벤처기업의 개념이 도입되기 시작한 1900년대
초반 미국에서부터 시작되고 있다. 앞서도 언급한 MIT의 기술창업 촉
진과 함께 ARD라는 벤처캐피탈이 설립되어 기업의 설립과 운영에 필
요한 자금을 지원하였고, 벤처기업의 성공은 벤처캐피탈의 성공과 직결
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되었으며, 본격적인 벤처산업이 형성되었다. 이
러한 역사는 오늘날 벤처정책을 수행하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벤처기업
창출을 위한 정책의 전개와 함께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벤처캐피탈 시
장의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SBIC)의 운영을 통한 공적벤처자금 지원, 이스라엘의 경우 YOZMA
Fun d의 설립을 통한 벤처캐피탈 시장 활성화, 일본의 경우 Venture
Enterprise Center에 의한 무담보 채무보증 및 벤처재단의 설립을 통한
벤처캐피탈 지원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 벤처정책의 핵심적인 수단으로
써 벤처캐피탈 시장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벤처정책을 수립·추진하고 있는 모든 정부부
처에서 벤처캐피탈 활성화를 위한 공적펀드를 조성·지원하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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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캐피탈에 대한 조세·금융지원이 강화되어왔다. 그 결과 벤처투자
를 위한 재원이 1996년 1조4천억원 규모에서 1999년 12월 현재 3조 1천
억원으로 약 2.3배 증가하는 괄목할만한 성장이 이루어졌다. 이와 아울
러 민간벤처캐피탈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데, 최근 신기술금융회사 및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벤처캐피탈이 매월 5개씩 증가하여 100개
사에 육박할 것이라고 중소기업청은 전망하고 있다. 이러한 벤처캐피탈
의 급격한 증가는 코스닥시장 및 제 3시장 등이 활성화됨에 따라 벤처
기업에 대한 투자회수가 용이하게 되면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며, 벤
처산업을 중심으로 시장기능이 활성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해 주고
있다.
<표 1> 창업투자조합 신규결성 추이
(단위 : 개, 억원)

구분

87～95

96

97

98

99

2000.1

결성조합수

70

10

22

15

82

10

결성액

6m 239

1,442

2,083

896

4,618

451

자료 : 중소기업청

하지만 이러한 벤처열풍을 지속시켜 나감으로써 궁극적으로 새로운
산업구조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술적 역량을 갖춘 벤처기업
을 창출·육성하여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의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
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벤처기업의 육성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벤처생태계의 창출이 중
요하다. 중소기업청(1998. 12)의 벤처기업 창업 및 육성 5개년 계획 을
살펴보면, 벤처생태계의 가장 핵심적인 요인은 인력, 기술, 금융시스템
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중 금융 부문의 경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상당부분 시장기능이 활성화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하지만,
벤처기업의 창출 측면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되는 기업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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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배출은 전문적인 기술능력을 체화시킨 기술인력을 사회·국가적으
로 충분히 공급할 수 있을 때만이 가능해진다. 특히, 창의적인 아이디어
를 갖고 있는 기업가의 경우 아이디어를 구체화시키기 위해서는 연구개
발과정이 필요하게 된다. 이 경우 연구개발부터 창업 및 성장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에 따른 불확실성은 지수적으로 상승하게 되며, 시장기능이
이러한 불확실성을 보완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따른다. Schu m p eter
의 기술혁신에 대한 이론중 이른바 창조적 파괴 로 불리우는 M ark I
모델은 외생적으로 생성된 급진적 혁신을 경제체제내에 도입하려고 노
력하는 독립적인 기업가에 의해 최초로 시장에 소개된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역할은 외생적으로 발생한 기술혁신의 결과를 잠재적인 시장수
요와 결합시키는 능력이며, 이러한 능력은 창의적인 기업가가 담당한다
(Bollinger, Hope, Utterback, 1982). 기술창업에 의해 발생하는 Schumpeter
의 Mark I 모델은 미국 산업의 역사에서 찾아볼 수 있는 데, Dosi(1984)
의 반도체산업에 대한 연구, Kaplinsky과 Rothw ell(1982)의 CAD산업에
대한 연구, Orsenigo (1989)의 생명공학산업에 대한 연구들에서 잘 나타
나고 있다.
둘째, Tid d (1997)등에 따르면, 신기술기업이 창업과정에서 성공하여
장기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처음 시장에 출하한 제품으로부터 두
번째 혁신제품으로 전환할 수 있는가 하는 능력에 달려있다고 지적하
고 있다. 대부분의 기술창업기업들은 첫 번째 제품의 출하 이후 기업의
가치를 형성하고, 두 번째 제품을 개발 시장에 출하한 이후 유망기업
(Star)으로 발전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는 벤처기업의 성장과정에서 각
단계별로 차별화된 기술개발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책적
인 측면에서 볼 때, 벤처기업의 성장과정에 따른 적절한 지원시책을 수
립·추진하면서 정책의 효과를 최적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기업가 정신에 입각한 벤처기업과 중소기업의 근본적인 차이점
은 혁신성(Inn ovative), 기업가치의 창출(Valu e-Creating), 성장지향성
(Grow th-Oriented)에서 기인한다.(K. Allen, 1995) 즉, 벤처기업은 새로
운 제품 또는 서비스를 통하여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게 되며, 혁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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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하여 가치를 창출하고, 기존산업만으로는 창출하기 어려운 신규 고용
을 창출하게 되며, 궁극적으로는 지역단위로부터 국가, 세계단위로 시
장을 확대하게 된다. 이와는 반대로 중소기업은 일반적으로 가족단위에
서 소유되며, 좀처럼 시장단위를 지역단위에서 확장하기 어려운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3. 연구의 구성 및 범위

본 연구는 다수의 정부부처에서 추진·시행하고 있는 벤처기업에 대
한 기술지원시책의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종합함으로써 효율성있는 벤
처기업 지원시책의 방향을 제시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이러한 목표
아래 다음과 같이 연구보고서의 내용을 구성하였다.
우선 제 1장에서는 벤처기업과 벤처기업에 대한 기술지원시책의 중
요성을 언급하고 있다. 벤처기업 지원정책에 관한 대부분의 연구들이
벤처캐피탈 및 창업보육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반해, 벤처기업
에 있어서 연구개발의 중요성을 다루고 있는 연구들은 매우 적은 것이
사실이다. 벤처기업 또는 기업가는 기술적인 능력을 체화하고 있다는
당위성으로 인하여 벤처기업과 기술력간의 관계에 대한 이론이 매우
적은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벤처기업의 기술적 역량
과 성과간의 관계에 대한 이론적 연구를 토대로 기술지원의 중요성을
서술하고 있다.
제 2장에서는 벤처기업의 지원을 위한 주요 선진국의 노력과 정책현
황을 살펴보고, OECD에서 논의되고 있는 성공적인 벤처기업 환경조성
의 구성요소를 살펴보았다. 여기서는 벤처기업에 대한 기술지원시책이
란 벤처기업의 환경을 구성하는 다양한 요소의 하나로써 파악되고 서
술되고 있다.
제3장에서는 우리나라의 정부부처에서 시행되고 있는 벤처기업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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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시책을 부처별, 그리고 지원시책의 내용별로 분석해 봄으로써 지원
시책의 현황을 파악하였다.
제4장에서는 다양한 벤처기업 기술지원시책의 문제점을 분석함으로
써 기술지원시책의 방향을 재설정하고자 노력하였다. 하지만 정부 정
책, 특히 벤처기업 지원정책에 대한 분석의 관점에 대한 기존 연구의
부족으로 인하여, 연구자 개인의 주관적인 견해를 바탕으로 연구를 진
행하였으며, 이에 대한 추가적인 보완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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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벤처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방향 및
주요국사례

1. 기술창업 및 벤처기업 창출과 육성을 위한 하부구조

벤처기업 창출 및 성장에 있어서 어떤 시스템이 효율적인가에 관한
연구는 아직 전무한 형편이다. 다만, OECD (1998)는 개념적인 측면에서
벤처기업의 창업과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을 도출하여 이
를 체계화하고 있으며, 여기서는 OECD의 논의를 바탕으로 벤처기업의
창출 및 육성을 위한 하부구조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벤처기업의 창업과 성장의 핵심적인
요인은 사업기회, 진취적 기업가 문화, 그리고 기술 및 사업측면을 지
원하는 국가적·지역적 하부구조, 핵심자원들의 가용성과 접근가능성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핵심적인 요인들은 환경기반 및 기술혁
신정책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시스템이 체계적·
효율적으로 구축·운영되고 있을 때, 벤처기업이 안정적으로 창출 성장
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1.1 환경기반
경제성장, 경쟁 및 무역정책, 규제, 교육 및 훈련정책, 노동시장, 금융
시장, 조세 정책등 기술정책을 제외한 대부분의 정책이 벤처기업의 창
출과 성장을 위한 환경기반을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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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벤처기업 창출 및 성장을 위한 하부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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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경제성장, 경쟁 및 무역정책, 기업관련 규제, 대기업과의 관계
등은 벤처기업의 사업기회를 제한하거나 촉진시키는 역할을 담당한다.
즉, 경제가 활발히 성장할수록, 벤처기업의 창출과 성장에 적절한 경쟁
정책(공정거래) 및 무역정책을 전개할수록, 안전 및 환경, 그리고 창업
에 대한 정부규제가 약할수록,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관계가 강화될수
록, 그리고 시장이 세분화될수록 벤처기업의 사업적 기회는 강화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기업가는 창업의 의지를 강화시키고, 벤처기업은 성
과를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게된다.
둘째, 기업가를 배출하기 위한 교육 및 훈련정책이다. 창의력에 기반
을 둔 교육 및 훈련을 통하여 다수의 예비창업자를 양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셋째, 법무, 회계, 컨설팅, 기타 서비스의 시장공급이 충분히 이루어
져야 한다. 사업계획의 수립, 시장조사, 기업의 설립 및 운영에 따른 다
양한 관리적 행위를 벤처기업은 외부로부터 조달하여야 하며, 양질의
관련서비스가 저렴한 비용에 공급될 수 있을 때 벤처기업의 창업과 성
장이 활성화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상의 환경기반 요인과 함께 OECD는 시장자유화와 규제개혁이 벤
처기업의 창업과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전제조건이라고 보고 있다. 특
히 벤처기업의 창업 및 생존·성장과젱어세 정부의 규제와 각종 부과
금등이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1.2 기술혁신 정책
기술혁신 정책적인 측면에서 벤처기업의 창업과 성장을 위해서 국가
가 추진하여야할 원칙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진다.
첫째, 정부는 초기단계에 있는 혁신적 벤처기업을 직접적으로 지원하
기 위하여 정책적인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벤처기업의
초기단계에서 시장실패가 가장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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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우 초기단계의 벤처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투자회사
(Sm all Bu siness Investm ent Com p any)를 설립하여 위험을 분담하고
있다.
둘째, 정부는 벤처기업이 창업부터 성장에 이르는 모든 단계에서 시
장선택 기제를 강화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특히 민간 벤처캐피탈
산업의 발달을 촉진시키고 벤처기업에 특화된 자본시장을 활성화하여
야 한다.
셋째, 벤처기업이 정보, 기술지식, 혁신네트웍에 참여 등 다양한 방법
으로 정보 및 기술을 획득하고자 할 때 접근의 용이성을 높여주여야 한
다. 이는 무형의 자산을 활용하여 상대적으로 유형자산을 많이 확보하
고 있는 기존기업과 경쟁하여야 하는 벤처기업의 핵심적인 경쟁원천인
기술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을 때, 벤처기업의 창출 및 성장환경
이 구비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정책으로는 공공 과학기술 프로그램, 연
구개발세제혜택, 기초연구 및 산학연계, 기술확산 정책 등이 있으며, 특
히 기술확산 정책은 벤처기업의 창업과 성장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
으로 나타나고 있다.

2. 기술창업 및 벤처기업 창출과 육성을 위한
기술지원시책

벤처기업, 특히 새로운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기술창업의 경우 새로
운 시장수요의 발굴과 함께 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는 기술의 획득(개발
또는 이전)을 통해서 창출되고 발전하게 된다. 특히, 신기술창업의 경우
일반적인 벤처기업의 특성인 기업가정신(Entrepreneu rship )외에 외부로
부터의 기술이전 또는 학습된 기술능력에 의해 기업이 창출된다고 보
고 있다(E.B. Roberts, 1991). 기술이 벤처기업에서 적용되어 상업화되는
과정은 <그림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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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벤처기업의 기술활용 과정

<그림 2>는 벤처기업의 외부에 이전할 가치가 있는 기술적 노하우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가정하고 있다. 기업가가 기술을 이전받을 수 있
는 기술원천으로는 창업이전의 기업 또는 연구소 경험, 교육훈련 프로
그램, 학술 또는 기술관련 잡지, 인적네트웍 등을 꼽을 수 있다. 다양한
기술원천으로부터 기술을 이전받기 위해서는 우선 가능한 기술원천에
대한 정보를 기업가가 습득할 수 있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벤처기업과 관련된 정책 및 지원제도와 관련해서 대부분
의 연구 및 논의가 벤처기업의 창출 및 육성을 위한 환경측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에 따라 벤처기업의 창출 또는 육성을 위한 기술지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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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에 대한 논의는 전무한 형편이다. 특히, 벤처기업의 창업-생존-성장성숙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단계에서, 무슨 기술
이, 어떻게 활용되는 지 명확히 구분할 수 없다. 대부분의 벤처기업 사
례에 관한 연구들이 조직학적인 측면에서 접근되기 때문에, 의사소통,
조직개발, 조직화, 그리고 네트웍의 관점에서만 논의되고 있다. 이와 아
울러 벤처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정책에 대한 관점도 벤처기업의 자
원조달-특히, 금융자원-측면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부분적으로 벤처
기업의 배태조직, 그리고 외부환경요인으로써의 네트웍 창출 등의 관점
에서 접근되고 있다.

3. 주요국의 벤처기업 지원 시책

3.1 미국의 벤처기업 지원 시책
가. 중소기업청의 기술창업 지원
(1) 금융 및 신용보증 지원
미국 중소기업청의 금융지원은 직접대출과 보증대출로 구성되어 있
지만 대부분 보증대출의 형태로 일반금융기관을 통해 대출되고 있다.
중소기업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금융 및 신용보증지원 프로그램은 학술
교육, 금융업, 부동산투자, 다단계판매, 도박사업 등을 제외한 중소기업
의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융자자금의 용도는 중소기업의 업무
추진을 위한 부동산 구입, 건물의 개축이나 임차물건의 확장, 비품·기
계·장치등의 취득, 재고품 구입, 운전자금의 준비 등으로 한정하고 있
으며, 프라임레이트에 약 2.5%(2.25%~2.75%)의 가산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중소기업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금융 및 신용보증지원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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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중소기업법 제7조 (a )항에 의한 대출프로그램

동 프로그램은 중소기업청의 금융지원프로그램 활동의 약 80%를 차
지하고 있으며, 1) 보증대출, 2) 직접대출, 3) 간접대출로 구성되어 있다.
보증대출의 경우 민간금융기관의 대중소기업 대출에 대해 최고 75만달
러, 대출금액의 90~70%까지 보증을 하며, 운전자금의 경우 최고 7-10
년, 시설자금의 경우 최고 25년간 보증지원하고 있다.
한편 일반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중소기업자의 경우
약 15만달러까지 퇴역군인 및 장애자의 기업경영 또는 창업지원을 위
해 제한적으로 중소기업청이 직접 자금을 대출해주고 있으며, 간접자금
지원은 매우 미미한 실정이다.
② 중소기업법 제7조 (m )항에 의한 소액대출

영세기업 또는 창업과정에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역개발공사
(Certified Develop m ent Com p any), 민영지역사회 지원기관 등을 통해
서 융자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지역개발공사는 전국에 약 290개소가 있
으며, 중소기업청은 이들 지역개발공사를 통해 각 지역의 중소기업발전
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의 고정금리로 융자하고 있다.

(2) 지도 및 연수
중소기업청이 중소기업 및 기술창업기업의 기술·경영·재무·마케
팅·생산 및 자금조달 등을 지원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1) 중소기업육성센터(Sm all Bu sin ess Developm ent Center), 2) 퇴직임
원 봉사단(Service Corp s of Retired Executives), 3) 중소기업연구소
(Sm all Bu sin ess Institute) 등이 있다. 중소기업육성센터의 경우 전국에
56개의 센터 및 950개의 지역센터(Su b-Center)를 통해 재무·마케팅·
생산·조직기구·엔지니어링·기술 등에 대한 자문 및 실행가능성에
대한 타당성을 연구하고 있다. 한편 기업경영에 풍부한 경험을 가진 자
원봉사자들을 중소기업 경영자나 예비창업자에게 소개하여 줌으로써
중소기업 및 예비창업자의 문제점의 원인을 검토하여 경영개선을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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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지도하며, 유통 및 업무확장·제품개선에 이르는 정보를 제공하기
도 한다.
또한 중소기업연구소에서는 경영대학원 및 학부의 학생들이 교관의
지도를 받아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경영컨설팅을 지원하고 있다. 전국에
18,000여명의 학생 및 7,500여개의 중소기업이 참여하는 동 프로그램은
대학의 지식과 인재를 지역중소기업 발전에 활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
라, 학생들의 사업운영 경험을 축적하는데 도움이 되고 있다.

(3) 정보제공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에 대한 정보제공을 위해 1) SBA
온라인, 2) 자동조달정보시스템(Procum ent Autom ated Source System ,
PASS), 3) 사업정보센터(Bu siness Inform ation Center), 4) 엔젤네트워크
(An gel Capital Electronic N etw ork, ACE-N et) 등을 운영하고 있다.
SBA 온라인의 경우 ① SBA의 간행물 및 보도자료 제공, ② SBA 지
원사업 및 서비스 홍보, ③ 중소기업관련 자료 및 통계 제공등의 서비
스를 실시하고 있다.
자동조달정보시스템은 연방정부 조달사업에 직접 또는 하청의 방법
으로 참가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의 정보를 축적하여 각 연방정부의 조
달담당관 및 수직협력을 필요로 하는 민간기업에게 제공하고 있다.
사업정보센터의 경우 애플컴퓨터사, 델컴퓨터사, 스프린트사 등 민간
기업의 후원으로 ① 시장조사 데이터베이스, ② 사업계획입안 소프트웨
어, ③ 제품계획스프레드쉬트 등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최신
의 기술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엔젤네트워크는 1995년 백악관 중소기업협의회에 의해 설립되었으
며, 창업초기단계에 있는 성장가능한 벤처기업과 신용있는 개인투자자
를 연결시켜주는 국가적 차원의 자본시장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엔젤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기업은 개인투자자의 경험과 아울러 25만달러에
서 5백만달러의 자금투자를 용이하게 획득할 수 있으며, 투자자는 본인
과 배우자의 순재산이 1백만달러를 초과하는 자연인으로서 최근 각년
도의 개인소득이 20만달러를 초과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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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술개발촉진
중소기업청에서는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의 기술력강화 및 새로운 과
학적 아이디어의 상업화, 기술확산을 위해 1) 제조업기술력강화 프로그
램(M anu factu ring Extention Program ), 2) 중소기업혁신연구프로그램
(Sm all Bu sin ess Innovation an d Research Program ), 3) 중소기업기술
이전 프로그램(Sm all Bu sin ess Technology Tran sfer Program )을 실시
하고 있다.
우선 제조업기술력강화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국립연구소에서 중소
기업에 기술자를 파견하여 신기술 노하우를 제공하기 위한 프로그램으
로써 전국에 100개의 출장센터를 설치하여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
동 센터에서는 ①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기술도입 계획의 지
원 및 경영혁신에 대한 자문, ② 각 기업의 독자적인 기술 프로젝트에
대한 자문·상담, ③ 연구소, 대학 등을 전산망으로 연결한 각종 기술
정보 제공 등의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중소기업혁신연구 프로그램은 ① 새로운 아이디어의 과학적 유효성
및 실용성을 검증하기 위해 10만달러의 한도내에서 지원하고 있으며(1
단계), ② 1단계 연구결과의 타당성 검토를 기초로 연구개발을 위해 50
만달러의 한도내에서 지원하고 있다.
중소기업기술이전 프로그램의 경우 중소기업과 비영리연구기관의 공
동연구를 통해 기술이전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2단계에 걸쳐 공동
연구개발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나. 중소기업투자회사(Small Business Investment Company)
(1) 중소기업투자회사 설립의 목적
1958년 설립된 중소기업투자회사는 중소기업 육성을 통한 경제의 활
성화를 목표로 중소기업투자법(Sm all Bu sin ess Investm ent Act)의 제정
과 중소기업청의 후원하에 중소기업에 대한 종합적 금융지원을 목적으
로 설립되었으며, 다음 두가지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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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규 중소기업투자회사(Regu lar SBIC) : 새로운 아이디어 또는 기
술은 있지만 제도금융권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중소기업에게 벤처캐피
탈을 공급하기 위해 설립된 중소기업투자회사
② 특수 중소기업투자회사(Sp ecialized SBIC) : 사회적 또는 경제적
불이익으로 인하여 자유기업체제에 참여하기 어려운 사업자의 창업을
촉진할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 및 조합으로써 소수민족, 장애인등이
51%이상의 지분을 갖고 있는 사업체에 대해 금융지원을 하기 위해 설
립되었으나, 현재 폐지를 검토중임.

(2) 중소기업투자회사의 현황
1980년대 이후 중소기업투자회사의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에 있으나, 1995년 기준으로 총 187개의 중소기업투자회사가 총 41
억달러의 투자가용재원을 확보하고 있다. 중소기업투자회사는 자기자본,
차입금 및 정부로부터의 금융지원을 통해 투자자금을 조달하는데, 중소
기업청의 금융지원은 자기자본의 약 24 %에 달하는 7.8억불(1995년 기준)
정도이다. 정부의 금융지원은 <그림 3>과 같은 절차를 따르게 된다.
<그림 3> 중소기업투자회사에 대한 정부금융지원의 흐름
지급보증
채권자

중소기업청
원리금상환

자금

이자
수탁자

금융
지원

이익참가

원리금상환
이익참가

중소기업투자회사

20

(3) 중소기업투자회사의 자금지원
중소기업투자회사는 ① 독립된 기업으로써 소유·경영되고, ② 해당
분야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지 않으며, ③ 업종별로 정해진 규모를
초과하지 않는 중소기업에 대해 금융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중소
기업투자회사의 금융지원은 대부분 제조업 및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이
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설립 수 3년 이내의 기업에 대해 전체 자금의 약 50%가량이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제조업·서비스업의 벤처기업 중 창
업초기단계에 있는 벤처기업을 중심으로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표 2> 중소기업투자회사의 산업별 투자현황
(단위 : 백만불)
1993

1994

1995

1996

농림수산업

0.7

12.7

17

7.6

5

20

광

업

2.8

4.3

10.26

13.4

5

22

건 설 업

16.8

13.8

28.5

6.7

17

29

제 조 업

224

477

364.8

402

654

532

교통·통신

147

197.7

215

98.5

214

258

도 매 업

59.5

53

66

70.7

98

73

소 매 업

71.5

73

103.7

74.6

127

84

부동산 등

56.9

29.8

74

20.1

108

230

서 비 스

117

200.9

247

238

472

530

0

0

12.5

24

22

33

1,140

956

1,725

1,830

기

타
합계

694

1,063

1997

1998

자료 : U.S Small Bu siness Administration, SBIC Program Statistical Package,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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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중소기업투자회사의 성장단계별 지원 현황
(단위 : 백만불)
회계연도

3년이하

3년- 6년

6년- 10년

10년이상

계

1990

327.8

92.3

26.0

67.7

513.8

1991

218.7

73.7

26.6

78.6

397.6

1992

231.3

96.3

36.1

76.0

439.8

1993

376.3

116.7

72.1

124.5

689.7

1994

504 .0

157.1

77.6

111.3

849.9

1995

597.2

164.4

126.2

207.7

1,085.5

출처 : 박동규·임채윤, 전게서

3.2 일본의 기술창업지원 시책
가. 중소기업투자육성주식회사의 운영
일본의 공공벤처캐피탈회사는 자기자본 충실화를 통한 중소기업의
건전한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1963년 제정된 중소기업투자육
성주식회사법 에 의거하여 설립되었다. 중소기업투자육성주식회사는
현재 東京, 名古屋, 大阪에 각각 설립되어 있으며, 자본금 1억엔 이하의
중소기업 설립 및 증자시 발행되는 주식 및 전환사채인수, 주식 및 회
사채 인수 업체에 대한 컨설팅,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등의 활동을 수
행하고 있다. 중소기업투자육성주식회사는 지방공공단체, 금융기관, 증
권업체 및 지역 유력기업의 출자에 의해 운영되고 있으며, 자본금 규모
는 각각 약 60억엔~45억엔 정도이다. 특히 중소기업투자육성주식회사
에 대해서는 투자금에 대한 손실발생을 대비하여 투자손실준비금을 설
정하여 손실금으로 인정해주고 있어서 세제상의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
데, 이는 공공벤처캐피탈회사의 운영을 통해 민간벤처캐피탈회사가 상
대적으로 회피하는 창업초기 단계의 기업에 대해 투자를 유도하기 위
한 장치로 활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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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중소기업의 창조적 사업활동 촉진에 관한 임시조치법
1995년 10월부터 10년간 한시법으로 시행된 동법은 중소기업의 창업
및 연구개발 등을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창조적인 사업활동과 새로
운 사업분야의 개척을 촉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창업지원의 대상은
사업을 개시한 지 5년 미만의 제조업, 인쇄업, 소프트웨어업 및 정보처
리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중소기업, 그리고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의 비
중이 3%를 초과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지원을 실시하
고 있다.
첫째, 중소기업투자육성주식회사의 지원대상에 대한 특례조치로서
자본금 1억엔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둘째, 동기업이 취득하는 사업용 설비에 대해 7%를 세액공제하고
30%를 특별상각하는 조세감면 지원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또한 새로운 기술 및 노하우의 연구개발과 사업화를 시도하는 중소
기업자 및 예비창업자가 수립한 사업계획이 都道府縣의 지사로부터 적
절하다고 인정받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첫째, 창업지원과 같이 중소기업투자육성주식회사법의 특례혜택을
받을 수 있다.
둘째, 중소기업신용보험법에서 규정하는 신용보증협회의 채무보증한
도를 무담보·무보증 2천만엔, 무담보 한도를 5천만엔에서 7천만엔으
로 확대하고 있으며, 총보증한도도 2억엔에서 3억엔으로 확대하여 지원
한다.
셋째, 중소기업근대화자금조성법에 의해 지원되는 설비근대화자금의
상환기간이 5년에서 7년으로 연장되어 적용된다.
넷째, 과세특례지원으로 창업지원에서와 같이 설비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창업후 5년 미만 법인에 한하여 결손금의 이월기간을 5년에서 7
년으로 연장, 임의상각·세약공제의 신설 등 연구개발 관련 세제지원이
확충되었으며, 특별토지보유세의 비과세, 사업소세의 감면 등 지방세도
감면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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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째, 국민금융공고, 중소기업금융공고, 상공조합중앙금고의 이용
시 우대대출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다. 벤처기업 창출지원사업
벤처기업에 대한 민간벤처캐피탈의 자금지원을 촉진하기 위해 실시
된 중소기업사업단의 고도화융자제도의 일환으로 1995년부터 실시되고
있다. 동 사업은 각 지방자치단체에 설립된 벤처재단에 무이자로 장기
대출을 하고, 벤처재단은 이를 다시 벤처캐피탈에 저리로 융자하거나
벤처캐피탈이 인수하는 벤처기업의 회사채를 지급보증하는 한편, 벤처
기업에 대해 직접 투자하기도 한다. 또한 벤처재단은 중소기업신용보험
공고와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벤처기업에 대한 지급보증에 따른 위험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라. 벤처프라자 사업
벤처프라자 사업은 벤처기업과 벤처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개인투자
자 또는 경영경험자간의 교류를 확대하기 위하여 실시되고 있다. 동
사업을 통하여 벤처기업 경영자와 엔젤·벤처캐피탈간의 교류 뿐만 아
니라 변호사·세무사·회계사·기술 및 마케팅 전문가 등으로부터 벤
처기업이 경영지도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인재 확보
를 위한 구인정보 코너의 운영, 중소기업시책 설명회 및 강연회를 실시
하여 각종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마. 벤처기업 지원지도 사업
벤처기업지원지도 사업은 신규사업분야 진출, 신제품·신기술 연구
개발을 실시하고자 하는 창업후 10년 이내의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실
시되고 있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기업경영 유경험자, 중소기업진단
사, 기술사 등 전문가를 벤처기업에 장기간 파견하여, 경영·기술 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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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해당 기업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현장지도를 통해 해결하도록 지
원하고 있다.

바. 벤처기업정보발신사업
벤처기업정보발신사업은 사업활동을 시작하는 벤처기업에 관한 정보
를 중소기업청이 일괄 수집하여, 인테넷을 통하여 제공함으로써 해당
벤처기업들이 사업협력자를 찾거나 거래선을 확대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도입되었다. 중소기업청은 해당 기업으로부터 기업개요, 제품 및
기술 판매, 사업제휴, 연구협력, 인력 모집 등의 정보를 수집하여 무료
로 인터넷상에 제공해 주고 있으며, 중소기업시책 및 지원기관에 관한
정보도 함께 제공하고 있다.

3.3 이스라엘의 기술창업지원 시책
가. 기술개발 촉진을 위한 자금 지원
이스라엘의 기술개발자금은 무역산업부(Ministry of Indu stry an d
Trad e)의 수석과학관실(Office of Chief Scientist)에 의해 지원되고 있
다. 수석과학관실에서는 기존 기업의 기술개발 촉진을 위한 기술개발자
금 지원 뿐만아니라 창업기업의 기술개발자금 지원, 기술의 시장성 검
증,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기술개발자금 지원, 예비창업자와 기존 기업
간 공동 기술개발지원, 기술창업보육, 산학연 협력 연구(MAGN ET) 등
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기술개발에 대한 정부의 자금지원은 대부분
공여(Grant)의 성격으로 지원되고 있으며, 연구개발비의 50-85% 까지
기업의 성격 및 위치한 지역에 따라 정책목적별로 차등지원하고 있다.
한편, 기술개발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은 동 연구개발을 통한 제품 상용
화 및 매출 발생시, 해당 시점부터 매년 매출액의 3-5%까지 7년동안 상
환하도록 하고 있다.
수석과학관실의 기술개발자금은 대부분 첨단기술산업을 중심으로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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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되고 있으며, 최근 통신, 화학, 의료기기 분야의 기술개발자금 지원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그림 4> 이스라엘 수석과학관실의 기술개발자금 지원비중

나. 기술창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이스라엘은 N ASDAQ에 100여개의 자국 벤처기업을 상장시키는 등
벤처기업을 통해 산업경쟁력을 확보한 주요 국가로 떠오르고 있다. 이
스라엘의 벤처기업 성장은 우수한 기술력을 확보한 대학의 존재, 창업
보육센터를 이용한 효과적인 기술파급, 그리고 기술인력 확보를 위한
러시아 이민의 유입 등 시의성 있는 정책의 탄력적인 운영에서 기인하
고 있는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 특히, 이스라엘 정부는 부족한 벤처캐
피탈 산업을 단기간에 확충하기 위하여 1993년 YOZMA Fu nd를 설립
하여 벤처캐피탈과 공동으로 투자하였으며, 그 결과 기금 설립이전에
1개사, 2,900만달러에 불과하던 벤처캐피탈 산업이 기금 설립이후 8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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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억달러로 확충되었다.(A . Ru skin, 1999)
이스라엘의 기술창업지원제도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기술창업보육
프로그램이다. 1998년 산업무역부 예산 중 약 10%에 해당하는 3,000만
불이 기술창업보육사업에 지원되고 있으며, 전국에 약 26개소의 기술창
업보육센터를 지정하여 기술창업을 촉진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은 자국 기업의 성장에 해외자본을 유치하고 자
국 기업의 해외 마케팅 능력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미국, 캐나다, 싱가
폴 등과 각기 산업협력기금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자국 기업과
외국 기업간의 투자 및 네트웍 강화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다. 기술창업보육센터의 운영
이스라엘 정부는 1991년부터 기술창업의 핵심거점으로 전국에 26개
의 기술창업보육센터를 지정·지원하고 있다. 기술창업보육 프로그램
에 투입되는 예산은 1991년 180만불에서 1998년 3,000만불로 약 16배
가량 증가하고 있다. 기술창업보육센터의 운영 주체는 핵심기술력을 보
유한 이스라엘의 주요 대학 및 투자자본을 보유한 벤처캐피탈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 <표 4>를 살펴보면 Technion, W eizem ann In stitu te 등
세계적인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대학이 직접 또는 창업투자
회사,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창업보육센터를 설립하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다. 대학의 경우 는 대부분 핵심기술력을 보유한 이
스라엘의 대학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특히 이들 대한은 개발된 기술의
상업화 및 기술이전 촉진을 위하여 별도로 기술이전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기술이전회사가 기술창업보육센터의 설립주체 또는
이사회의 일원으로 참여함으로써 대학연구시설의 공동이용 및 기술자
문을 촉진하고 있다.
한편, 기술창업보육센터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초기단계의 연구개발
자금 및 창업보육센터 운영자금에 국한되고 있으며, 민간의 자율적인
투자 및 자금회수 기능과 창업보육센터의 자체적인 벤처기업 육성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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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최대한 활용하고 있다. 즉, 개별 기술창업보육센터는 입주기업의 지
분을 인수함으로써 입주기업의 성공에 따라 보육센터의 자생력이 확보
되는 선순환 체계를 가지고 있다. 즉, 입주기업에 대한 적정한 평가 능
력과 보육능력을 확보하지 못하는 보육센터는 자연스럽게 도태되고 있
는데, 실제로 1991년 설립된 27개의 창업보육센터중 1개소가 자생력을
확보하지 못하여 폐쇄된 바 있다.

<표 4> 이스라엘 주요 기술창업보육센터와 대학
대학

센터명

Ben-Gurion College

AM-SHAV

Hebrew Univ.
BarIlan Univ.

HiTEC

Technion

TEIC Co.

참여형태
- 설립주체로써 기술창업보육센터가 대학내
에 설치되어 있음
- 지원 기관의 형태로 예비창업자 선정에
참여
- 기술창업보육센터 설립 및 소유

The College of Judea Orit Technological
- 주정부와 함께 설립주체
and Samaria
R&D Center
- Africa-Israel Investment Ltd.와 함께 설립
Weizmann Institute ITEK
주체
Jerusalem College of
PATIR
- JCT Ltd(투자회사)와 함께 설립주체
Technology
자료 : http :/ / incubators.org.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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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처별 지원시책의 현황

1.1 과학기술부
과학기술부는 최근 기술집약형 벤처·중소기업육성 추진계획을 수
립·추진하고 있다. 동 계획에서는 벤처기업의 양산보다는 소수정예 원
칙에 입각하여 핵심역량을 보유하고 있는 우수벤처기업에 대해 실질적
인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 창업보육-성
장자금-시장진입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을 종합적으로 지원한다는 실천
계획하에 지원 시책을 실행하고 있다.

가. 창업보육
과학기술부는 창업·보육을 위해 1994년부터 한국과학기술원(KAIST)
에 설치·운영해오던 기술창업보육센터를 확대·개편하여 신기술창업
지원단을 1997년 창설하였다. 벤처기업의 창업에 필요한 기술·인력·
장비 및 시설 등의 종합지원을 위해 설립된 신기술창업지원단은 2000년
까지 200개 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창업지원 시설을 확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애로기술타개를 위한 기술혁신과 첨단기술창업활동의 효과적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1997년부터 1999년 까지 신기술창업지원단에 지원된 정부예산은 다

Ⅲ. 기술창업 및 벤처기업 지원시책 현황 29

음과 같다.
<표 5> 신기술창업지원단 운영활성화를 위한 정부지원
1997년

1998년

1999년

72억원

142억원

183억원

신기술창업지원단은 기술혁신센터(TBI/ TIC)에 44개업체, 첨단기술사
업화센터 78개 업체등 총 122개 업체가 창업보육 중이다. 신기술창업지
원단에 입주한 기업의 기술분야를 살펴보면 컴퓨터, 생명공학, 소재, 소
프트웨어, 생활용품,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의 기업들이 분포하고 있다.

나. 기술확산 및 이전
출연연구기관 및 대학 등 각급 연구개발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
개발자원을 활용하여 벤처·중소기업이 당면하고 있는 애로기술의 해
결과 기술경쟁력 향상을 위해 연구개발성과확산사업을 추진하고 있으
며, 동 사업은 기업화연구지원, 기술무상양허, 연구인력의 창업지원 등
으로 구성되어 있고, 세부적인 사업내용은 다음과 같이 추진하고 있다.
첫째, 출연연구기관, 대학, 국공립연구원 등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성
과의 기업화를 위해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한 과제에 대한 실용화연구
를 지원하는 벤처·중소기업 실용화연구 지원사업이다.
둘째, 출연연구기관, 대학, 국공립연구기관 등이 보유한 기술을 벤
처·중소기업에 유·무상으로 양여하고 기업화를 추진하는 벤처·중소
기업 기술이전사업이다.
셋째, 출연연구기관의 연구원(또는 팀)이 보유하고 있는 상업적 창업
아이디어 및 연구성과의 창업연구비를 지원하고 있는 연구원창업지원
사업이다.
연구개발성과확산사업의 추진을 위해 1999년 9월 현재 145억원의 예
산이 배정되었으며, 63건의 과제를 대상으로 63억원이 지원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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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분야의 연구개발결과를 산업적으로 활용하고 벤처창업을 지원
할 목적으로 원자력연구개발기금을 활용하여 원자력연구개발성과 이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동 사업은 연구원창업지원, 연구개발결과의 기
업에 대한 기술이전 및 상업화지원, 실용화연구지원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998년 55억원, 1999년 60억원이 지원되고 있다.
<표 6> 과학기술부 창업지원 및 기술확산사업 규모
연구개발성과확산사업

금액

원자력연구개발사업 성과이전

1998

1999

1998

1999

-

145억원

55억원

60억원

자료 : 과학기술부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한국에너
지기술연구소, 한국자원연구소, 한국전기연구소, 한국화학연구소, 광주
과학기술원 등에서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술지원프로그램을 마련
자체적으로 개발한 기술의 확산, 애로기술 지원, 연구기자재의 공동활
용 등의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술지원은 벤처기
업만을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중소기업 및 대기업을 포함한 산업전반을
대상으로 기술이전, 연구시설의 공동활용, 기술지도 등의 지원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정부출연연구기관은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다양
한 기술적 노하우를 산업전반에 확산시킴으로써 기술적 파급효과를 극
대화시키는 것을 목적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술지원 활동이 대부분 정보·연구기자재
공유형 지원에 한정되고 있다. 이와 아울러 기술지도 및 이전의 경우에
도 기업의 기술적 애로요인의 파악을 토대로한 연구개발과 이에 따라
일부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기술지도 및 연구원의 기
업체 파견 등의 제도가 일부 대기업에 한정되어 활용되고 있는 형편이
다. 이와 아울러 생명공학 분야와 같이 최근 벤처형 첨단기술산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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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각되고 있는 분야에서 벤처기업의 창출 및 육성을 위한 다양한 노력
이 아직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표 7>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중소기업 기술지원 사업현황
사업명

사업내용

한국과학 -연구원의 기업체 파견근무
기술연구원 -연구기자재 공동활용

-산업체 파견 : 40명(97-99)
-분석지원(1,060건), 교육훈련지원(3개분야),
분석장비 교육훈련

한국표준
-계측장비의 교정 및 시험검사
과학연구원

-산업체의 정밀계측기기에 대한 주기적 교
정 및 시험검사

-유망선진기술기업 지원제도

-기술개발·지도·시설개선·정보제공·경
영지원 및 유관기술지도기관 연계지원
-기계 관련분야의 예비창업자 및 창업후 3
년 이내 기업
-자본재 분야의 전문핵심기술정보 DB

한국기계
-신기술창업보육
연구원
-자본재 전문기술정보서비스
한국원자력
-연구장비 공개
연구소

-Turbo Molecualr Pump등 72개 연구장비

-에너지관련 기업의 산학연 지역
컨소시엄구성
한국에너지
-중소·벤처기업 및 대기업에 대한 기술·
-기술지도 및 기술확산
기술연구소
정보 지원
-창업관련 기술지원 및 보육
-에너지기술정보 제공 등
한국자원 -지질·자원 분야의 선진기술 이 -중소·벤처기업 및 대기업에 대한 기술이
연구소 전
전
-연구기자재 공동활용
한국전기 -기술전수·교육사업
연구소 -유망선진기술기업 지원

-중소기업의 애로기술 및 연구개발 활동지원
-전력변환핵심기술 및 전기기술인력양성
-기술력향상을 위한 기술지도 및 유관기술지
도기관 연계지원

한국화학
-Kilo-Lab
연구소

-정밀화학제품의 연구개발결과 상용화를 위
한 다목적 시험생산 시설 설치·운영

광주과학 -첨단 고정밀·고가 연구장비 공개 -보유장비의 공개활용을 통한 애로기술 지원
기술원 활용
및 기술인력양성
생명공학
-첨단기기 및 장비의 공개활용
연구소

-SEM/ TEM 등 실용화연구시설의 공동활용
및 기술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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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산업자원부
산업자원부는 벤처기업지원을 위한 별도의 지원시책을 추진하기 보
다는 중소기업 및 대기업 중심의 기술지원시책을 수립·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지원시책으로는 생산기술개발 및 보급, 기술인력양성, 기술개발
자금 지원, 인증 및 표준화 지원등의 제도가 있으며, 부분적으로 벤처
기업이 활용할 수 있다. 산업자원부에서 벤처기업을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는 시책으로는 최근 설립 준비중인 기술거래소외에 기술담보사업, 신
기술창업보육사업 등이 해당한다.

가. 기술담보사업
기술담보사업의 내용을 살펴보면, 우수한 기술을 갖고 있으나 담보력
이 부족한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에 대해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특허법,
실용신안법,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에 의해 등록되고, 현행 민법에 의
해 담보권 설정이 가능한 특허권, 실용신안권, 프로그램 저작권의 가치
를 평가하여 이를 담보로 설정하고 기술개발자금을 대출함으로써 연구
개발을 촉진할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특히, 최근 기술이전법의 제정
에 따라 장기적으로 기술가치평가체제를 구축함으로써 기술의 매매, 투
자등 기술거래시장을 발전·활성화시켜 기술확산을 도모할 계획을 수
립하고 있다. 이에 따라 30대 대규모 기업집단 및 대기업을 제외한 중
소기업을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중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
투자 5%이상인 기업·벤처기업중 비상장 기업에 대해서는 5%의 우대
배점을 부여하고 있다. 동 사업의 핵심적인 내용인 기술가치평가체계를
살펴보면, 기술에 대한 평가는 기초평가, 기술담보성 평가, 기술담보가
치평가 등 총 3단계의 평가과정을 거쳐 개별 기술의 가치를 평가하도
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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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기술담보사업의 기술가치 평가체계
기초평가

- 평가방법 : 현장실사
- 평가내용 : 지적재산권의 확실성검토, 제
품화가능성, 신청기업의 금융실적

기술담보성 평가

- 평가방법 : 전문가위원회
- 평가내용 : 기술의 객관성, 제품 및 시장
성, 사업성 등

기술담보가치평가

- 평가방법 : 전문가 위원회
- 평가내용 : 지적재산권의 기대수익, 개발
비용, 기술의 시장거래가격 등

나. 신기술창업보육사업
신기술창업보육사업은 대학 또는 연구기관이 보유한 우수 연구인력
및 시설을 활용하여 고부가가치 신기술을 보유한 고급기술인력에게 기
술개발부터 창업, 사업화에 이르는 종합적인 창업보육지원을 제공함으
로써 세계시장을 선도하는 성공적인 벤처기업을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
로 하고 있다. 신기술사업자에 대해서는 전국 40개 신기술창업보육센터
를 통하여 사업장·장비제공, 기술 및 경영지도 뿐만아니라 예비창업자
를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첫째, 대학(원)의 교수
및 학생, 연구기관의 연구원 등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시제품 제작 및
사업성 검토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둘째, 창업후 1년 이내의
벤처기업 또는 선정후 1개월 이내 창업이 가능한 예비창업자를 대상으
로 1억2천만원(무담보, 무이자)의 창업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셋째, 신
기술창업보육사업자 중 벤처캐피탈의 투자가 확정된 기업을 대상으로
선진벤처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벤처캐피탈의 투자금액의 최고 1/ 2
(최대 1.5억원 한도)의 운영자금을 융자지원하고 있다.
1999년을 기준으로 신기술창업보육사업에 의해 지원을 받고 있는 벤
처기업의 수는 158개 업체이며, 최근 사업의 규모(지원업체수)가 대폭
확대되고 있는 추세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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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정보통신부
정보통신부의 벤처기업 진흥시책은 정보통신부문과 소프트웨어부문
으로 나누어진다. 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과 소프트웨어의 산업적·기
술적 특성을 고려하여 각각 별도의 전담관리기관을 설치·운영하고 있
다. 정보통신 부문의 경우 정보통신연구진흥원, 소프트웨어 부문의 경
우 소프트웨어진흥원에서 전담하여 지원시책을 전개하고 있다.

가. 소프트웨어 부문
우선 소프트웨어 부문의 벤처기업 지원시책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소프트웨어 산업의 육성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소프웨어 진흥
원을 설립하여 소프트웨어부문의 벤처창업지원, 밀티미디어 컨텐트산
업지원, 수출증대 및 기반확충, 소프트웨어 유통기반 구축 등을 지원하
고 있다. 소프트웨어진흥원은 전국에 19개 소프트웨어 창업지원실을 설
립하여, 약 200여개 업체가 입주하고 있다. 소프트웨어 창업지원실은
소프트웨어부문의 예비창업자 및 창업 2년 이내의

기업을 대상으로

창업공간, 네트웍, 첨단장비, 경영 및 기술지도, 기술개발자금 알선 등
의 지원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미국 실리콘밸리에 한국소프트웨
어보육센터(KSI)를 설립하여, 유망벤처기업의 세계화 및 미국 현지화를
함께 도모하고 있다.
둘째, 벤처닥터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창업지원실 입주기업을 대
상으로 외부전문가를 위촉하여 기업경영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며, 기업
경영부문, 자금 및 마케팅 부문, 기술부문의 외부전문가들이 벤처닥터
로 기업의 애로요인을 해결을 지원하고 있다.
셋째, 소프트웨어 기업의 벤처창업 활성화를 위하여 벤처사업제안 경
진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정보통신기기 및 부품, S/ W분야의 멀티미디
어 콘텐츠, 네트워크 소프트웨어, 일반 소프트웨어 등의 분야에서 개최
되는 동 사업은 사업계획서 작성 및 창업관련 교육 뿐만아니라 선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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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서(제품개발, 자금조달, 마케팅계획 등 포함)에 대해서는 지적
소유권 보호를 위한 특허 및 실용신안권 출원 지원, 벤처캐피탈의 투자
알선을 통한 사업화 투자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넷째, 투·융자, 출연 등 다양한 방식으로 벤처기업의 기술개발자금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우선 융자 부분을 살펴보면, 소프트웨어 공제
사업으로 담보력이 부족한 소프트웨어 사업자에게 무담보·무보증 원
칙으로 소프트웨어개발 또는 기술향상 및 경영안정에 필요한 자금을
대여 및 채무보증하고 있다. 이와 아울러 정보통신산업기술개발 지원사
업의 일환으로 멀티미디어, 소프트웨어, 반도체 기술등 정보통신 및 소
프트웨어 분야 기업의 기술력 향상을 위하여 기술개발비를 출연 및 융
자 지원하고 있다. 또한, 유망 정보통신벤처기업의 창업과 성장을 지원
할 목적으로 100억원 규모의 정보통신전문투자조합을 1999년 현재 10
개 결성하였다.

나. 정보통신부문
정보통신부문의 벤처기업 진흥을 위한 지원시책 현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국을 대상으로 25개의 정보통신창업지원센터를 설치·운영
하고 있다. 정보통신 창업지원센터를 설치하는 대학에 대해 통신망 및
공동이용설비들 지원하고 입주기업에게는 사무기기, 장비, 고속전용회
선, 경영 및 기술자문, 마케팅 지원 등을 제공하고 있다. 현재, 25개 대
학의 정보통신창업지원센터에 총 292개 기업이 입주하여 창업보육중에
있다.
둘째, 정보통신 분야의 중소·벤처기업의 기술개발자금을 융자 및 출
연에 의한 방법으로 지원하고 있다. 출연사업의 경우 정보통신기기·부
품·소프트웨어 분야에 대한 기술수요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공모된 과
제에 한하여 연구개발비의 50%까지 성공상환조건부(매출액의 2%)로
지원하고 있으며, 융자사업의 경우 동 분야의 연구개발을 수행하려는
기업에 대해 연 6-6.5%의 금리로 지원하고 있다.
셋째, 정보통신 분야의 창의적 아이디어, 특허, 실용신안, 컴퓨터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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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램 등 지적재산권으로서 제품화되지 않은 기술에 대해 시제품개발자
금 및 사업화자금, 창업지원, 기술지도 등의 지원을 하고 있다.
<표 8> 정보통신부의 벤처기업 기술지원시책 현황
사업명

지원대상 및 내용

- 정보통신분야의 중소·벤
정보통신기술개발사업
처기업의 기술개발자금 지
원(융자 및 출연
벤처사업제안 경진대회 및 - 벤처사업안제안 경진대회
창업지원
및 창업관련 사업화지원
- 센터지정 및 통신망·공동
정보통신창업지원센터
이용설비, 사무기기, 장비,
기술자문 등
- 예비창업자 및 창업2년이
S/ W 창업지원실 운영
내 중소기업 보육
- 창업투자회사와 정보통신
정보통신전문투자조합
전문투자조합결성
- 자금대여, 채무보증, 이행
소프트웨어 공제사업
보증, 자금투자
- 경영노하우 전수, 경영진
중소기업경영·기술지원단
단, 경영기술세미나

지원실적
1998

1999

-

-

-

사업제안
180편 선정

10개센터선
정

15개 센터
선정

109업체

200업체

100억규모
10개 투자
1호결성
조합결성
224억원조성, 304억원조성,
29억원지원 33억원지원
10억원

10억원

1.4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창업지원법』 및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
별조치법』에 의해 중소·벤처기업 창업촉진 및 육성을 전담하고 있다.
중소기업청의 벤처기업 지원제도는 크게 세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벤처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시책이다. 중소기업청의
『벤처기업의 창업 및 육성 5개년 계획』에 따르면, 2005년 까지 벤처
기업수를 4만 3천개로 증대시킨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이를 위해
서는 무엇보다 사업 아이디어 및 기술력을 갖고 있는 예비창업자의 벤
처기업 창업을 촉진시켜야 한다. 벤처기업 창업촉진을 위한 제도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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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보육센터, 대학생 창업동아리 지원 등 다수의 프로그램이 시행되고
있다. 둘째, 벤처기업의 육성을 위한 지원시책이다. 벤처기업의 특성상
기업운영에 필요한 대부분의 자원을 외부로부터 조달하여야 하는데, 벤
처기업의 수요에 적합한 다양한 자원의 외부원천을 조성함으로써 벤처
기업의 성장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가 추진되고 있다. 이러
한 예로는 벤처입지조성을 위한 벤처집적시설의 지원, 운전·시설자금
지원, 기술개발자금지원, 기술지원, 벤처기업 컨설팅업체 지원 등이 해
당한다. 셋째, 벤처기업의 외부환경으로써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
하게되는 벤처투자의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다. 창업투자조합 출자에 대
한 세금감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에 대한 투자자금 융자, 공공벤처펀
드의 조성 등이 이에 해당한다.
본 연구에서는 중소기업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다양한 지원시책 중
벤처기업의 기술력 강화를 위한 시책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가. 기술개발자금 지원
중소기업청의 기술개발자금 지원은 벤처기업 보다는 중소기업 지원
시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 중소기업청의 대표적인 기술개발자금
지원으로는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

기술신용보증 에 의한 기

술개발자금 융자,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중소기업기술 지원사업 등으
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우선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의 내용을 살펴보면, 『중소기업진
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 2』에 의해 추진되고 있으며,
기술개발과제당 최고 지원 규모를 1억원으로 한정하고 있다. 지원대상
기업으로는 공장등록증을 보유한 중소기업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예외
적으로 소기업, 소프트웨어업, 공업디자인서비스업, 기업부설연구소 보
유업체, 민간생산기술연구소 및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하
고 있다. 즉, 소프트웨어업종에서 종사하는 벤처기업, 기업부설연구소
를 보유한 벤처기업,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벤처기업 등 한정적으로
벤처기업이 지원에 참여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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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이후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의 지원 실적은 <표 9>와 같다.
<표 9>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의 지원실적
1997년

1998년

1999년 7월

300억원(666개기업)

322억원(636개기업)

450억원(845개기업)

자료：중소기업청

둘째,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는 중소기업기술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공
동기술개발지원 및 공동연구개발보조금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
다. 공동기술개발지원사업의 경우 3개이상의 중소기업이 공동기술도입
또는 개발을 추진할 경우 이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연 7.5%의 금리로 10
년-3년까지 융자지원하고 있다. 공동연구개발 보조금 지원사업의 경우
이업종교류급룹 회원사 중 중소기업자 2인 이상이 참여하여 결성한 사
업추진주체가 신기술·신제품을 공동으로 연구개발하는 경우 사업당 2
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지원하고 있다.

나. 벤처기업의 기술인력 활용
벤처기업의 기술인력 확보의 용이성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중소기업
청은 주식매입선택권(Stock Option), 교수·연구원 휴직 및 겸임·겸직
제도, 병역특례전문연구요원 등 제도적인 뒷받침을 하고 있다.
우선 벤처기업의 주식매입선택권이란 벤처기업에 우수한 연구·기술
및 경영인력의 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벤처기업의 설립 또는 기
술·경영혁신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 해당기업의 주식매입을 가능하도
록 하는 제도이다. 벤처기업의 경우 우수한 기술·경영인력에 대해 적
절한 금전적 보상을 할 수 없음에 따라 기업의 지분을 일정부분 양도함
으로써 전문기술인력의 유치를 촉진하고 있다.
둘째, 교수·연구원 휴직 및 겸직·겸업 제도란 우수 인력이 안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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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환경을 보장 받으면서, 벤처기업을 창업하거나 근무할 수 있도록 유
인하기 위한 제도이다. 동 제도를 통하여 벤처기업은 대학·연구원의
우수 연구인력을 유치·활용함으로써 기술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다. 창업보육센터
기술 및 사업성이 있으나 자금·장소 및 시설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창업자 및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개인 또는 공동작업장등의 시설을
저렴하게 제공하고, 경영, 세무, 기술지도 등의 지원을 통해 창업에 따
른 위험 부담을 감소시킴으로써 벤처기업의 창출 및 성장을 지원할 목
적으로 창업보육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입주 대상으로는 창업 1년이내
의 창업자 및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 18조 3』에 의거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에 대해서
공장등록을 허용하고 있다. 창업보육센터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하여 중
소기업청은 건립비 10억원, 운영비 5천만원을 출연지원하고 있다. 1991
년 현재 창업보육센터의 운영 현황은 <표 10>과 같다.
<표 10> 중소기업청 창업보육센터 운영현황 (1999년 1월 )
운영중

조성중

보육센터 수

21개소

9개소

입주업체수

390업체

154업체(입주예정)

자료 : 중소기업청

1.5 기타 부처
가. 문화관광부
문화관광부에서는 게임산업의 벤처기업 지원을 위하여 게임종합지원
센터, 우수게임 사전제작 지원사업, 영상벤처지원 지방거점 조성, 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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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인력 양성 등의 지원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우선 1999년 7월 개원한 게임종합지원센터의 운영현황을 살펴보면,
경쟁력 있는 게임 업체 및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입
지를 제공하며, 모션캡처, 음향편입, 영상편집 등 첨단 게임제작을 위한
고가 장비를 공동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게임개발관련 정보
제공, 상설마켓 운영, 세무·경영·법률 등 기업 운영에 관한 제반 사
항을 상근·비상근 전문위원을 활용하여 지원하고 있다.
둘째, 우수게임 사전제작 지원 사업의 경우 게임제작에 필요한 창의
적 아이디어 및 시나리오를 발굴하여 게임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1편당
1천만원-3천만원 이내에서 지원하고, (재)게임종합지원센터의 첨단 게
임개발 장비를 활용을 지원한다.
셋째, 「서울영상벤처센터」를 중심으로 지방거점과 연계하여 영상
벤처지원지방거점을 조성하고 있다. 서울 영상벤처센터는 1998년에 개
관하여 1999년 6월말 현재 41개 업체가 입주하고 있으며, 총 339억원의
매출을 기록하고 있다.
넷째, 게임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게임종합지원센터의 운
영, 문화산업진흥기금 및 국고를 기반으로한 게임개발 투자재원 조성,
대학의 게임학과 증설 및 산·학협동체계 구축 등 종합적인 지원체계
를 마련하고 있다.

나.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벤처기업의 창업 및 육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보
건산업진흥원』을 설립·운영하는 한편, 보건의료기술 분야의 연구개
발지원, 보건의료과학단지 조성 등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신약·신의료기기 등 첨단기술개발 및 제
품화, 보건의료산업분야의 정보화, 벤처기업창업·육성 지원 등을 전담
하기 위하여 1999년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에 의거 설립되었다. 한
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업은 보건의료기술 연구개
발사업 및 보건의료과학단지 조성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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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은 2010년까지 1조 5,100억원을 제품화기
술, 첨단기술 등 가시적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전략품목을 중심으로
집중 투자함으로써 동 분야의 기술발전 뿐만아니라 벤처기업의 창출을
도모하며, 첨단의료기기 등 수입대체효과가 큰 기술분야를 중심으로 벤
처형 중소기업의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전통과학기술인 한방
의료분야의 기초연구를 지원함으로써 생명자원산업의 벤처기업을 창출
한다는 목적 아래 한방치료기술 및 한약제재개발 지초연구를 지원하고
있다.
보건의료과학단지 조성사업은 충북 청원군 오송지역의 총 276만평
부지위에 단지를 조성하고 의건의료과학기술의 특화단지로써 연구중심
기능의 첨단 고부가가치 산업 및 연구원을 입지시켜 보건의료산업의
중심거점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아래 추진하고 있다. 동 단지에는 창업보
육센터, 정보센터, 의과학센터, 외국인기업 전용단지 등이 조성되어 보
건의료분야의 기술혁신거점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표 11>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현황 (1999년 )
전략품목 개발

벤처형 중소기업연구개발

한방의료기초연구

493억원

17억원

13억원

자료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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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술개발지원 시책의 분류 및 현황

2.1 기술개발자금 지원
가. 출연금에 의한 지원
과학기술부,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등 대부분의 과학기술관련부처
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출연금에 의해 지원하고 있지만, 벤처기업에 대
한 출연금 지원 비중은 매우 작은 편이다. 산업자원부의 경우 산업기반
기술개발사업의 일환으로 벤처기업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매년 약 50억원 정도에 지나지 않아서 전체 자금중 약 0.25% 수준에 머
물고 있다. 한편 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의 경우 벤처
기업보다는 기존의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나고 있다. 다만, 정보통신부의 정보통신기술개발 사업의 경우
중소·벤처기업이 사업계획서를 신청하는 경우 우대조건 (5%)을 제시
하고 있다. 산업자원부의 산업기반기술개발사업의 경우 벤처기업기술
개발사업을 별도로 운용하고 있어서 기존 기업과의 경쟁에서 상대적으
로 수혜확률이 적은 벤처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있지만, 규모면에
서 아직 매우 작은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과학기
술부의 특정연구개발사업의 경우 벤처기업에 대한 우대조건을 제시하
고 있지 않으며, 벤처기업의 기술개발을 위한 별도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2 기술지도 및 이전
가. 창업보육
기술·경영 노하우의 지원 및 창업기업에 대한 입지·시설 지원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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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적인 지원 수단으로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다. 과학기술부의 신기
술창업지원단, 산업자원부의 TBI, 중소기업청의 창업보육센터, 정보통
신부의 소프트웨어 창업지원실 및 정보통신창업보육센터 등 전국적으
로 약 100여개의 창업보육센터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12> 부처별 창업보육센터 운영현황
부처

과학기술부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중소기업청

센터 수

2개소

40개소

입주기업수 122개 업체 158개업체

44개소

30개소

601개업체 544개기업

기타
-

이들 창업보육센터의 특징을 살펴보면, 산업자원부의 경우 창업 보육
과 함께 기술개발·운전자금을 함께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나머지 대부분의 창업보육센터의 경우 기술·제품개발에 필요
한 공동연구·생산시설을 설치하여 벤처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나. 기술이전
벤처기업의 창출·육성을 위한 기술이전은 대부분 정부출연연구기관
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앞서 과학기술부의 기술이전지원시책에
서 살펴보았듯이, 기존에 축적된 연구개발결과를 바탕으로 벤처기업을
포함한 중소기업 및 대기업을 대상으로 이전하고 있다. 이러한 기술이
전 시책은 기업의 기술이전 수요를 바탕으로 하기 보다는 정부출연연
구기관의 이전 가능기술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지원시책의 실효성면
에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특히, 벤처기업이 수요로 하는 기술은 원
천·핵심적인 기술보다는 제품에 특화될 수 있는 제품기술인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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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기술인력
벤처기업의 기술인력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시책은 대부분 제
도(법·규정)적인 측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대학교수 및 연구원의 휴
직·겸직·겸업을 가능하게 하는 법조항의 신설, 벤처기업에 대한 병역
특례의 허용, 스톡옵션의 실시 등 다양한 제도의 신설과 관련 규제의
대폭적인 완화, 그리고 최근 벤처기업을 중심으로한 주식시장활성화 등
으로 인하여 상당부분의 기술인력이 벤처기업으로 원활하게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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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문제점 진단 및 개선방안

1. 문제점 진단

1.1 벤처기업에 대한 기술개발자금 지원의 미비
일반적으로 벤처기업은 기술적인 능력을 체화시키고 있는 엔지니어
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대부분
의 벤처기업이 제조업을 중심으로 창출·성장하고 있으며, 창업자 또는
예비창업자 역시 기술적인 노하후를 체화시키고 있는 엔지니어를 중심
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즉, 벤처기업의 경우 상당부분 기술적인 노하우
를 갖고 있으며, 창업자 또는 예비창업자는 자신이 갖고 있는 기술적
노하우를 제품화함으로써 높은 수익을 올려야 한다. 이에 따라 우리나
라의 벤처기업지원시책은 기술개발을 중심으로 한 기술혁신정책의 차
원에서 초점이 맞추어져 오기 보다는 벤처기업의 창출과 육성을 위한
시설·운전자금 위주로 초점이 맞추어져 온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예
는 벤처기업 전담부처인 중소기업청의 지원시책을 살펴보면 잘 나타나
고 있는데, 1999년 중소·벤처기업창업자금의 경우 약 7,500억원이 지
원되고 있는 반면,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의 경우 약 500억원 정도
만 지원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과학기술부, 산업자원부, 정보
통신부의 경우와 같이 벤처기업의 기술개발에 활용할 수 있는 대부분
의 가용자원이 금융지원 형태로 지원되고 있다. 이는 출연금 지원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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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이 대부분 대기업 중심의 대형연구개발과제
를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진다. 이에 따라 벤처기업
의 생존 및 성장에 대한 불확실성과 함께 연구개발의 불확실성이 증가
하게 된다.
<표 13>은 벤처기업의 성장단계에 따라 기술개발자금 조달형태가 어
떻게 변화하고 있는 가를 살펴보고 있다. 여기서 보는 바와 같이, 벤처
기업의 성장단계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이 자체자금에
의한 연구개발투자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13> 벤처기업의 성장단계별 기술개발자금 조달원 (%)
조달원천
자체조달 정부보조금 정책금융
성장단계
창업단계
78.5
17.8
22.8
생존단계
70.2
16.0
20.6
초기성장단계
61.3
22.0
40.2
확장단계
55.6
9.5
25.3
안정화단계
68.3
13.3
23.3

상업금융

기타

4.1
21.5
3.3
20.6
12.5

2.3
5.0
5.8
20.0
10.0

자료 : 박동규·임채윤, 기술창업의 성장단계별 지원체계에 관한연구, 산업기술정
책연구소, 1999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한 벤처기업의 연구개발지원 부족은 다음과
같은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
첫째,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의 생존과 관련된 문제이다. 연구
개발 또는 기술개발의 속성상 그 결과를 활용하는데는 상당히 많은 어
려움이 따른다. 즉, 연구개발결과를 이용한 생산, 시장진입 등의 과정에
서 일정기간 시행착오를 경험하게 된다. 이 경우 자체자금 또는 외부로
부터의 차입금에 의존한 연구개발결과는 자금상환 또는 이자납입 등
다양한 재정적 압박을 가해오게 되고, 이에 따라 기업의 생존이 연구개
발결과의 우수성보다는 재정적인 문제로부터 발생하게 된다. 이는 해당
벤처기업의 생존 뿐만아니라 우리나라 금융의 속성상 우수한 기업가가
사장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되며, 궁극적으로 우수한 벤처기업의 창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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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둘째, 벤처기업의 특성상 기업은 최소의 인력으로 운영하게 되며, 이
에 따라 다양한 외부의 인적네트웍을 필요로하게 된다. 연구개발에 있
어서 이러한 경향은 더욱 높으며, 산·학·연 협력을 통한 연구개발과
상품화를 통해 경쟁력있는 벤처기업을 육성할 수 있다. 대부분의 국가
에서 산·학·연 협력을 유인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국가연구개발
사업이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자체자금 또는 기술개발금융자금 등을
통한 연구개발의 경우 비용을 최소화하여야 하기 때문에 연구개발과
관련된 대부분의 활동을 내부화하게 된다. 즉, 불확실성이 높은 연구개
발에 대한 투자를 최소화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국내외에서 경쟁력 있는
제품을 만들기 보다는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기술적 역량을 개선하는
수준에서 연구개발이 정체된다. 이에 따라 벤처기업 육성정책의 당초
목적인 미래형 산업구조의 개발에 실패하는 결과로 이어지는 동시에
벤처기업을 기존 산업구조로 편입시키는 결과로 나타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벤처기업의 기존 산업구조 편입은 단기적으로 산업기술의 고도
화로 이어질 수 는 있으나, 선진각국의 미래형 산업개발로 인한 국가경
쟁력 격차는 더욱 심화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보여진다.
셋째, 상당수의 벤처기업은 대기업과의 연계를 가지고 성장하고 있
다. 즉, 과거 생산중심의 대기업-중소기업협력관계로부터 기술력 중심
의 대기업-벤처기업간 협력관계로 전환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대기업
으로 하여금 경쟁력 확보를 위한 다양한 기술적 외부원천을 제공하고,
벤처기업에게는 자본을 축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이러한
연계관계를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벤처기업을 살펴보면, 과거 정부출연
연구기관 또는 대학에서 대기업과 공동연구를 수행하던 인력이 대부분
이다. 연구의 수행과정에서 상호보완적인 역할을 담당하던 것이 창업의
계기를 만들어주었으며, 창업이후에도 대기업과의 연계는 지속되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벤처기업의 생존과 자본축적과정에서 기술력을
기반으로 한 대기업과의 협력관계가 상당한 긍정적인 효과를 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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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을 보여준다. 즉, 벤처기업의 시장진입 측면에서 첨단기술을 이용
한 대기업과의 연계는 매우 효과적인 전략이라는 것이다. 대기업-벤처
기업간 효율적인 연계체제가 형성될 수 있을 때, 벤처기업의 자본축적
과 매출신장, 그리고 투자활성화가 함께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
된다.
넷째, 벤처기업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는 해당기업의 기술적 능력
을 평가할 수 있는 주요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 국가적으로 벤처
기업 육성정책의 핵심적인 내용은 양질의 우수한 벤처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다. 미국의 경우 다양한 경험을 갖고 있
는 벤처캐피탈리스트에 의해 벤처기업의 성장가능성이 예측되고, 자본
이 투입되고 있다. 벤처기업정책은 다수의 기업을 창출하는 양산정책이
기 보다는 우수한 기업을 선정하고 성장시킴으로써 경쟁우위를 확보한
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임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즉, 벤처기업 및
관련제도만의 양산을 통해 자본시장의 거품현상을 초래하기 보다는 미
래의 성장가능성이 높은 벤처기업을 선별적으로 창출·성장시킴으로써
미래의 국가경쟁력을 향상시키는데 정책적인 목적이 있다는 것이다. 하
지만 현재의 벤처기업정책 및 시장은 다수의 벤처기업을 양산함으로써
모집단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으로 일관되고 있으며, 시장은 적합한 미
래 가치의 평가수단을 갖지 못한 상태에서 유행과도 같이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
한 벤처기업의 참여는 기술적인 경쟁력을 향상시켜주고, 다양한 외부네
트웍을 조성하여 줄 뿐만아니라, 사업참여과정에서 다양한 척도로 다수
의 전문가 그룹으로부터 평가를 받게됨으로써 해당 기업의 기술적 역
량과 기술의 우위성, 그리고 미래적 기업의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중
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

1.2 기술창업보육의 실효성제고
벤처기업 활성화 정책 추진과 함께 역동적으로 증대되어 온 것이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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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보육센터이다. 대부분의 과학기술관련부처에서 저마다 창업보육센터
를 운영하고 있으며, 1999년 현재 약 150여개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고 있다. 우리나라 창업보육센터의 주요한 기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고가의 건물임차비로 인하여 벤처기업이 창업하기 위한 사무실
공간을 확보하기 어려우며, 정부의 직접적인 개입을 통하여 저가의 사
무실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사무실 임대에 따른 초기단계 벤처기업의
자금 부담을 경감시킨다. 이는 벤처기업을 창업하면서 발생하는 다양한
자금부담중 가장 기본적인 부담을 정부가 분담함으로써 벤처기업의 창
출을 활성화시킨다는 목적을 갖고 있다.
둘째, 앞서와 마찬가지로 벤처기업창업 초기에 막대한 자금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이 제품개발 및 생산에 필요한 설비 구입비이다. 첨단기술
산업에 종사하는 벤처기업의 경우 상대적으로 연구개발에 필요한 고가
의 첨단설비에 대한 필요성이 더욱 높아지는데, 유사한 업종에서 종사
하는 벤처기업을 동일한 공간에 입주시킴으로써 동일한 설비수요를 갖
게하고 이에 대한 투자를 정부에서 부담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앞서
언급한 건물임차료와 함께 초기단계에 있는 벤처기업에게는 가장 큰
고정비용으로 작용하는 시설비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역할을 담
당하게 된다.
셋째, 창업보육의 주요기능인 기술·경영에 대한 자문, 그리고 외부
투자와의 연계 기능이다. 모든 창업보육센터에서 위의 기능을 확보하기
위하여, 외부 기술·경영인력 전문가 그룹을 형성하고 있으며, 투자회
사와 협력프로그램을 형성하고 있거나 추진중에 있다.
위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창업보육센터는 다수의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초기단계 기업에 대해 선별적으로 집중적인 지원을 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벤처기업 측면에서 보면, 창업보육센터의 상기 기능은 초기
단계에서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을 뿐만아니라 초기투자를 최소화
함으로써 벤처기업의 실패에 따른 부담을 상당부분 분산시킬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창업보육센터가 운영상의 문제를 안고 있는 것으로

50

파악되고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문적인 관리능력의 부재이다. 창업보육센터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기업 운영 경험을 축적하고 있는 전문인력
이 수시로 개별적인 벤처기업에 특화되어 있는 세부적인 문제를 공유
하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대부분의 창업보육센터가 대학에 위치하고 있다. 대학에 위치한 창업보
육센터의 경우 전담관리자 또는 경영자에 의해 운영되기 보다는 대부
분 공과대학의 교수인력이 시간제로 운영을 담당하고 있다. 여기서 우
선적으로 창업경험 또는 기업경험이 전무한 교수인력에게 다양하게 발
생하는 벤처기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기대하기란 매우 어
려운 것이 사실이다.
둘째, 창업보육센터가 대학에 위치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기술적 지
원을 강화하기 위해서이다. 하지만 대학과 벤처기업간 기술적인 연계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보고가 전혀 없다. 이는 창업보육센터가 아직
설립초기단계에 있기 때문이라고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지만, 논리적으
로 볼 때, 대학의 교수인력이 벤처기업에서 발생하는 문제해결에 적극
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보
인다. 즉, 벤처기업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상당시간이
소모되어야하지만, 이에 대한 연구비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을 뿐만아니
라, 문제해결에 따라 대학교수인력에게 돌아올 수 있는 아무런 급부가
없기 때문이다.
셋째, 창업보육센터의 전문관리자는 2년간의 기업성장과정을 가장
가까운 위치에서 관찰할 수 있는 외부자이다. 이에 따라 입주기업에 대
한 정보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을 뿐만아니라 해당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에 대해 경쟁우위를 파악할 수 있는 외부자이기도 하다. 하지만,
대부분의 창업지원자금이 창업보육센터와는 별도로 집행되고 있어서
실효성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즉, 공공부문에서 집행되는 벤처기업
의 시설·운전자금 지원이 창업보육센터와 연계되어서 집행될 때 상당
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벤처기업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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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융자 지원에서 가장 문제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역선택(Adverse
Selection)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역선택은 대부분 정보의 비대
칭성으로부터 발생하는데, 창업보육센터의 전문관리자는 이러한 정보
의 비대칭성을 최소화 시켜줄 수 있는 다양한 정보를 갖고 있기 때문이
다. 하지만, 창업보육센터의 기능이 벤처기업에 대한 입지지원 정책차
원에서 접근되고 있어서 이에대한 시급한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
된다.

1.3 부처별 지원제도의 유사·중복성
벤처기업의 중요성이 국가적으로 부각되기 시작하면서 과학기술부,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중소기업청, 문화관광부, 보건복지부 등 대부
분의 부처에서 벤처기업 지원을 위한 시책을 경쟁적으로 전개하고 있
다. 각 부처별 지원시책을 살펴보면, 대부분 벤처기업의 자금을 지원하
기 위한 수단이 중심이 되고 있으며, 한편으로는 기반시설의 건설과 같
은 물리적 시설로 집중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과학기술부의 경우 과
학기술진흥기금을 이용하여 기술담보사업, MOST 1·2호를 통한 공적
투자조합 결성등이 대표적인 벤처기업지원시책으로 나타나고 있다. 산
업자원부의 경우 기술담보대출사업을 중심으로 벤처기업의 자금을 지
원하고 있다. 중소기업청의 경우 중소·벤처기업 육성기금을 조성하여
벤처캐피탈의 투자자금 지원, 벤처기업의 운전·시설자금 지원, 국민벤
처펀드 결성 등의 시책이 중심이되고 있다. 정보통신부의 경우에도 정
보통신진흥기금을 활용하여 벤처기업에 대한 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한편으로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와 함께 공적투자조합을 결성하고 있
다. 각 부처별 경쟁적인 자금지원시책으로 인하여 그동안 벤처기업활성
화에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어오던 벤처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부
족이 상당부분 해소된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정부의 벤처기업에 대한
경쟁적인 자금지원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첫째, 최근 금리하락과 벤처투자 활성화에 따라서 벤처기업투자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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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시장기능이 활성화되고 있다. 즉,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업은
시장을 통해 충분한 운전자금과 시설자금을 투자·융자의 방법으로 확
보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시장기능의 활성화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벤처기업지원자금은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는데, 특히 대부분 개별 부
처가 조성하고 있는 각종 기금이 주요한 자금원천이 되고 있다. 이 경
우 기금관리기본법에 의해 매년 초 기금운용에 대한 계획 및 인준이 이
루어져 상대적으로 탄력적인 운용이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이에 따라
1999년 대부분의 부처에서 운용하고 있는 기금의 활용실적이 매우 저
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획대비 실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상당히 무리한 운용을 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이러한 기금의
운용은 경쟁력이 없는 벤처기업에 대해서도 자금을 지원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된다. 일반적으로 벤처기업의 환경조성에서 언급되고 있는 벤
처생태계의 조성은 적자생존을 원칙으로 한다. 즉, 경쟁력이 없는 기업
은 초기에 도태됨으로써 경쟁력이 우수한 기업으로 자본이 집중되고
사회적으로 자본의 효율적 배분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정
부의 무리한 자금지원은 경쟁력이 없는 벤처기업에 대해 자금을 지원
함으로써 조기에 도태되어야 할 기업의 생존기간을 연장시키게되는 결
과를 초래한다. 이러한 결과는 초기단계에서의 실패비용을 확대시킴으
로써 궁극적으로 사회적 부담을 증대시키게 된다. 이러한 현상은 결국
경쟁력있는 벤처기업에 대한 자본의 집중을 약화시킴으로써 국가적으
로 벤처생태계를 와해시키게되는 결과로 이어지게된다.
둘째, 벤처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차별화·특성화되지 않고 있
다. 과학기술부,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중소기업청 등 벤처기업에 대
한 지원을 담당하고 있는 부처의 지원제도, 예산배분이 대부분 동일한
내용으로 집중되고 있다. 이러한 지원시책의 중복성은 한정된 예산으
로 정책을 전개하여야 하는 경우 전체적인 규모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많이 나타나게 된다. 과거 기술지원시책의 활성화과정에서 이러한 중복
성이 문제점으로 대두되었던 사실에서 이러한 경향을 살펴볼 수 있다.
문제는 지원시책의 규모를 확대하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지원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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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적 우수성을 확보하는 것에 있다. 즉, 벤처기업을 양산하기 위한 정
책을 전개하기 위해서는 다수의 기업에게 균형적으로 배분하기 위한
지원수단이 필요하며, 이러한 측면에서 다수 부처에 의한 유사 지원시
책 전개는 적합할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벤처기업의 정책방향은 양
적 확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질적 수준의 증대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
다. 특히, 시장의 평가기능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정부의 신뢰성 있는
평가와 평가수단의 확산은 더 큰 의미를 갖게된다. 하지만 벤처기업에
대한 평가기능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정부의 경쟁적인 벤
처기업 창출 정책은 시장의 거품현상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
로 벤처기업에 대한 시장의 외면현상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높게된다.
따라서 정부는 부처간 중복·경쟁을 통한 벤처기업 지원시책 전개보다
는 부처별 역할분담을 통한 정책의 전개를 통해 벤처기업의 성장단계
에 필요한 최소한의 지원으로 벤처기업의 생존·경쟁능력을 향상시키
는데 주력하여야할 것이다.

1.4 벤처생태계의 조성
앞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벤처기업 정책의 전개방향은 벤처생태계의
조성에 두어야 한다. 벤처생태계란 다수의 기업이 창출되고 소멸되는
과정에서 경쟁력을 확보한 기업만이 차후의 성장단계로 이전해 가는
과정적 현상으로 이해하여야 한다. 이러한 벤처생태계를 형성하기 위해
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수의 모험기업 창출과 적정한 평가기준의 확립
이다. 다시 말하면 벤처생태계를 형성하는 모집단은 확대시키되 이중에
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업을 선별해 집중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기술집약적 중소기업으로 육성해 나가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이 선순환
(virtu e cycle)적으로 형성될 때, 비로서 안정적인 산업성장구조를 구축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벤처기업 창출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
이러한 벤처기업 창출기반은 일반적으로 다양한 기술축적을 통해서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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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하다. 미국의 경우 2차대전과 냉전체제를 거치면서 축적한 막대한 국
방기술이 벤처기업 창출의 원동력이 되어 왔으며, 이스라엘의 경우 주
변 아랍국과의 대립 속에서 축적한 국방기술을 바탕으로 벤처기업을
창출하여온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1980년대부터 기술
개발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다양한 측면에서 산·학·연을 통한
연구개발을 강조하여 왔지만, 대부분 일회성·비연속성 연구개발로 인
하여 충분한 기술능력을 축적하고 있는 기술혁신주체가 부족한 형편이
다. 이러한 제약으로 인하여 기술집약적인 창업보다는 대부분 제품 아
이디어에 기반을 둔 창업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이에 따라 벤처기업
의 성장기반이 매우 취약한 형편이다. 벤처기업의 성장기반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실패를 수용할 수 있는 체제의 구축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벤처기업에 필요한 대부분의 자금이 창업자 개인의 금융능력에
좌우되고 있어서 기업의 실패는 곧 창업자의 실패로 직접적으로 관련
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체제는 경쟁력있는 기술을 보유한
기술인력이 활발히 창업할 수 있는 문화형성을 저해하고 있다.
벤처기업의 창출과 함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되는 것이 평가기
능의 확충이다. 과거 우리나라의 성장과정을 살펴보면, 특정기업에 대
한 자본집중을 통하여 기업 성장의 기반을 구축해 왔다. 이러한 예는
최근 벤처기업의 강국으로 발돋움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사례에서도 찾
아볼 수 있는데, 매년 약 200여개의 벤처기업이 창출되고 있지만, 이중
상당수의 기업이 미국 N ASDAQ시장에 상장될 정도로 벤처기업 강국
으로 떠오르고 있다. 적은 수자의 창업만으로 세계최고의 벤처강국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국가적으로 벤처기업을 적절히 평가할 수 있는 시스
템의 구축을 통해서 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여진다. 이스라엘의 경우 벤
처기업의 창출은 전국의 26개 기술창업보육센터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는데, 대부분의 기술창업보육센터는 기술혁신거점의 역할을 담당하
고 있는 우수 대학의 기술이전회사가 주축이 되고 있다. 대학의 기술이
전회사는 다년간의 기술이전 경험과 대학의 연구개발결과를 상업화하
는 과정에서 축적된 기술의 상업화능력으로 인하여 적절한 창업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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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별하여 양성할 수 있는 기초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이스라엘의 경우
벤처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기술개발에 한정되고 있으며, 기술개발
에 지원된 자금은 해당 기업의 매출 발생시 매출액의 3-6%씩 상환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고 있다. 최근 이스라엘의 한 연구보고에 따르면, 기
술개발자금의 출연에 따른 상환금액은 지원금의 약 50%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기술력 평가의 정확도를 엿볼 수 있다. 사회적
으로 공정하고 정확한 평가시스템의 구축으로 인하여 다수의 해외 투
자자들이 이스라엘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선호하고 있으며, 해외 투
자자들의 이스라엘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는 해당기업의 세계화를 촉진
시켜서 N ASDAQ에 상장하는 비중이 높아지는 것으로 파악된다. 하지
만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 부처별로 별도의 평가기관을 지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평가기능의 확충을 위한 노력이 매우 미흡한 것으로 지적
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내에서 공신력있는 평가기관을 육성하기 힘
들며, 평가 시스템 또한 다원화되어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벤처기업에
대한 선별적인 집중지원이 힘든 형편이다.

2. 개선방안

2.1 기술을 중심으로 한 자금 지원
벤처기업은 기술적 역량을 축적하고 있는 인력이 이를 제품으로 전
환함으로써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수단이다. 이는 벤처기업의 활성
화를 위해서는 기술적 역량을 축적한 다수의 개인이 필요하며, 아울러
이들이 자유롭게 창업할 수 있는 문화적·물리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
이 중요하다. 하지만 벤처기업 활성화정책을 추진하면서 문제점으로 부
각되는 것이 기술적 역량을 충분히 축적하지 않은 개인의 창업과 이러
한 기업이 정부의 지원에 의해 도태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기업 활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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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위함으로써 정부의 자원배분을 비효율적으로 하는 것이다. 이러한 문
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벤처기업 또는 벤처기업을 창업하려는 개인의
기술적 역량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 평가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게
된다. 특히, 정부가 벤처기업을 지원하는 정책적 목표가 사업성이 뛰어
난 개인의 사업적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기술적 역량이
뛰어난 개인의 축적된 노하우를 제품으로 실현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
미래 국가경쟁력을 강화시키는데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벤처기업의 기
술적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은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한 시
점이다. 하지만 아직 사회적으로 벤처기업의 기술적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충분한 노하우, 평가기법이 개발되지 않은 상태이며, 이에 따라
정부는 융자에 의한 자금지원 방식을 선택함으로써 정부의 부담을 최
소화시키는 한편, 벤처기업의 부담은 상대적으로 증대시키고 있다. 따
라서 벤처기업을 본격적으로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는 기술적 역량을
축적하고 있는 개인의 발굴, 그리고 새로운 기술을 활용하여 제품을 개
발하려고 하는 벤처기업을 중심으로 정부의 지원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벤처기업의 성장단계를 고려한 연구개발사업의 전개이다. 일반
적으로 벤처기업의 창업 및 성장과정은 예비창업단계(연구개발단계),
창업초기단계, 생존단계, 성장단계, 성숙단계로 나누어지며, 각단계마다
기업이 내부화하고 있는 자본, 인적자원은 상당한 차이를 갖게 된다.
대부분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은 기업의 특성과는 관계없이 기존기업과
벤처기업이 경쟁하게 됨으로써 상대적으로 필요한 자원의 내부화가 적
은 벤처기업이 열위에 놓이게 되며, 수혜확률이 적게되는 것이 사실이
다. 따라서 기업의 성장단계를 충분히 고려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특
성화시킴으로써 동질의 기업이 동일한 평가잣대에서 평가받을 수 있는
체계의 발전이 필요하다.
둘째, 벤처기업에 대한 연구개발지원 방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즉, 기
존의 융자에 의한 지원방식, 기술료 상환 방식으로부터 벤처기업의 기
술개발성공시 매출액을 기준으로 기지원된 자금을 상환하도록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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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의 연구개발 부담을 대폭 경감시켜주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
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이스라엘의 기술개발지원프로그램, 기술
창업보육프로그램의 정부 지원방식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2.2 창업보육센터의 활성화 방안
기술창업의 배태조직으로 시작된 창업보육센터는 그 기능중 경영·
기술적인 자문 및 지원의 부족으로 인하여 입지지원 수단으로 본래의
목적이 퇴색하고 있다. 이러한 원인에는 전문적인 지식을 보유한 전담
관리 요원의 부족을 손꼽을 수 있다. 미국 실리콘벨리에 개원한 소프트
웨어지원센터(Korea Sotfw are Incu bator)의 경우 국내 대기업의 마케팅
및 기술개발담당자를 현지 전문관리인력으로 채용하여 상당한 성과를
올리고 있다. 국내의 경우 대부분의 창업보육센터가 대학에서 운영되고
있으나, 대학교수가 명목상 소장의 직분을 담당하고 있을 뿐, 실질적인
자문역할은 매우 미흡한 형편이다. 창업보육센터가 배태조직으로 본연
의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서는 1) 가능성 있는 예비창업자의 발굴, 2) 예
비창업자의 사업계획 자문, 3) 자금조달수단의 확보, 4) 마케팅 자문을
위한 시장정보의 확보등이 필수 적이다. 창업보육센터가 이러한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창업보육센터를 업종별로 전문화시킬
필요가 있다. 정보통신부에서 지원하는 창업보육센터의 경우 소프트웨
어분야, 정보통신분야로 전문화되어있지만, 중소기업청, 산업자원부, 과
학기술부에서 지원하는 창업보육센터의 경우에는 전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한정된 인력으로 각 기업의 창업 및 성장과정에서 발생하
는 문제에 대해 지원하는 것이 불가능한 형편이다. 따라서 창업보육센
터가 전문지원인력을 보유할 수 있도록 인력지원을 함과 동시에 이들
인력의 강점분야별로 전문화를 유도함으로써 해당분야의 벤처기업에
대해 전문적인 창업보육기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한다.
한편 이러한 창업보육센터의 설립시에는 입지 측면도 함께 고려하여
산업별·지역별 창업수요에 입각한 창업보육센터의 특화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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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부처간 벤처기업정책의 종합조정
다수의 부처에서 벤처기업 지원시책을 전개함으로써 정부지원의 효
율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은 문제점에서 지적한 바와 같다. 벤처기업
에 대한 정부지원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부처간 벤처기업 지
원을 위한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과학기술부의 경우 벤처
기업의 연구개발 활성화를 전담하고, 산업자원부의 경우 시장창출을 전
담하며, 중소기업청의 경우 벤처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환경을 조성
하는데 역점을 두는 것과 같은 역할 분담이다. 이러한 역할 분담과 함
께 우리나라의 경제적 여건을 반영한 탄력적인 정책운영을 위해 벤처
기업 관련 정책을 종합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조정기구의 형성이 필요
하다. 부처별 역할분담을 통하여 부처간에 중복적으로 실행되고 있는
다양한 제도를 통합함으로써 지원효과의 최적화를 도모하며, 이와 아울
러 종합조정의 메카니즘을 통해 매년 경제적 상황을 반영한 지원 정
책의 우선순위를 설정함으로써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대된다.

2.4 기술네트웍의 구축
기술개발을 중심으로한 벤처기업 지원은 벤처기업으로 하여금 다양
한 기술적·사업적 외부원천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써 특정연구개발사업, 산업
기반기술개발사업, 정보통신연구개발사업 등 국가대형연구개발사업의
개별과제를 세분하여, 자본재, 부품 등의 분야에 벤처기업을 반드시 참
여시킴으로써 대기업-벤처기업간 기술적 협력체계를 촉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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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기술창업의 활성화가 우리나라의 경제난국을 타개하고 새로운
시대의 산업경쟁력 강화에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는 사실이 확산되기
시작하면서 다양한 지원정책이 양산되어 왔다. 또한 이러한 지원정책은
사회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여태까지 우리나라 정책이 보여주지 못한
빠른 변화와 개선을 시도하고 있다. 이에 따라 1998년 6월 1,600여개이
던 벤처기업의 수가 1998년말에 이르러서는 2,000여개에 이르렀으며,
1999년 현재 . 우리나라 벤처기업의 빠른 양적 성장은 벤처기업지원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과 기존 중소기업의 벤처기업유도를 지향하는 정책
에 기인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벤처기업의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기술집약화를 통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해외시장에까지 진출하고
있는 벤처기업의 수는 매우 한정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또한 기존기
업의 벤처기업화는 정책적 목표가 과거부터 시행되어 오던 중소기업의
기술집약화를 위한 정책전개와 동일선상에 있을 뿐이며, 이를 위해서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등 정부출연연구개발사업 및 기술정책금융수단
이 존재하고 있다. 기존기업의 벤처기업화를 유도하면서 나타나는 문제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새로운 기업창출이라는 벤처기업지원의 본연의 목적이 중소기
업의 기술집약화와 혼합되면서 한정된 정책집행수단의 비효율성이 나
타나고 있다. 즉, 신생기술창업기업과 기존의 중소기업이 벤처기업이라
는 하나의 범주에서 정책적인 지원을 받기 위해 경쟁하는 과정에서 상
대적으로 자원이 열악한 신생기술창업기업의 수혜기회를 박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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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기술혁신의 경로에 의해 기존기업의 기술혁신은 모험을 수반한
혁신기술의 활용보다는 기존제품의 개선, 제품다각화의 측면으로 집중
되기 때문에 벤처기업에 대해 기대하는 혁신적 기술활용에 의한 새로
운 시장의 창출을 기대하기 어렵다. 이는 벤처기업을 통해 보완되어야
하는 신규시장의 개발을 저해하고 있으며, 신생기술창업기업에 대해 또
다른 사회적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갖고 있다.
따라서 현재 벤처기업으로 분류된 약 2,000여개의 기업을 대상으로
창업의 성장단계를 구분하여 차별화된 지원수단을 강구하여야 할 필요
가 있으며, 이와 아울러 혁신적인 기술창업을 유도하기 위하여 예비창
업자를 대상으로 한 기술창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한 시점
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개선을 위해 기술창업의 성장단계를 분류하고 이
들 기업이 갖고 있는 애로요인을 검토함으로써 제도개선을 위한 방향
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벤처기업의 성장단계를
구분하는 데 가장 중요한 지표인 매출액 성장률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
이 따라 기업의 설립연도, 최근 연도 매출액, 종업원수, 자본금과 같은
대안적 지표를 사용하였다. 향후 우리나라 벤처기업의 정확한 성장단계
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정부차원에서 벤처기업의 현황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와 통계화를 통해 추가적인 연구를 수행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것
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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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TITLE]
Techn ological Sup p orts for Venture Firm s in Korea

[Principle Researchers]
Lim , Chae Yoon,
Senior Researcher, Science an d Techn ology Policy In stitu te
This stu dy investigates th e present condition of techn ological
su pp ortin g p rogram for ventu re firm s w hich are im p ortant to rap id
u se th e results of variou s R&D. Recently, variou s kin d s of p olicy
in stru m ents are exten d ed by Korean governm ents. It m ean s m any of
Korean governm ents such as MOST, MO CIE, SMBA, MIC, MOHW,
MAF, MCT are involved in prom otin g ventu re bu sin ess and cap ital.
Most of p olicy instru m ents are focu sed on enrichm ent ventu re capital
in du stry an d bu ild-u p infrastru ctu re for venture bu siness.
Gen erally sp eaking, venture bu sin ess acquired their com p etitive
advantages throu gh the R&D activities an d accu m ulating techn ological cap abilities. So, m any of risin g cou ntries w hich have effective venture prom oting system s are focu sed th eir p olitical em ph asis
on strength ening techn ological cap abilities of early stage ventu re
firm s.
H ow ever, m ost of Korean governm ents are concentrated th e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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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 p p ortin g tools on fin ancial assistance for op eration costs, p rovidin g
resid ential offices.
In this research, w e can drive ou t follow in g resu lts and im plication s.
Firstly, Korean gov ernm ents sh ould converse th eir fin ancial su pp ort from providing op eration al costs to p rovidin g seed m on ey for
techn ology d evelop m ent .
Secon dly, m any of incu batin g centers in Korea d o not to h ave
sp eciality in nu rtu rin g starts-up com p anies. It can be said th at m ost
im p ortant factors hin d ered th e efficient op eration of incu bators are
sm all nu m ber of sp ecialized m anagers of incu bators an d w eak
targetin g to p rom ote sp ecific in du stry . This research su ggest th at
incu bators sh ou ld be sp ecialized in p articu lar in du strial sectors. Th ese
kin d s of sp ecialization w ou ld be u sefu l to stren gth en th e m an agerial
cap abilities of incu bators.
Thirdly, m ost of p rom otin g p rogram of Korean governm ents set u p
an d im p lem ent th eir ow n ventu re prom otion plan sep arately . It is
resu lted to w eaken th e p olitical in stru m ents for p rom otin g ventu re
firm s. This research

su ggest th at Korean

governm ents sh ould

establish the coordinative body w hich is able to coord in ate th e
activities of governm ents an d evalu ate th e p erform ance of activities.
Lastly, Korean governm ents h ave im p lem ented m any of R&D
p rogram s to in du ce in du strial techn ology d evelop m ents. Usin g these
p rogram s, Korean

governm ents cou ld

bew eem large an d ventu re firm s.

enforce the relation 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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