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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노트
● 2017년 9월호 과학기술정책지가 발간되었습니다.
● 이번 호에서는 국정과제 전략 중 하나인 ‘중소벤처가 주도하는 창업과 혁신성장’을
위해 필요한 정책적 제안들과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혁신성장을 위한 중소기업 정책
방향’ 특집을 마련하였습니다.
● 중소벤처기업은 우리나라 고용의 대부분을 차지하여 (약 88%, 2014년 기준) 일자리
창출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뿐 아니라, 창업과 혁신을 통해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 본 특집에서는 중소벤처기업의 혁신노력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 고려해야하는 여러
층위의 고려점들을 소개하고, 그에 대한 정책적 제언을 다루고자 하였습니다.
● 먼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정부의 중소기업 R&D 지원에 대하여 파괴적 혁신
성과를 지향하기 위한 목표 설정과 정책적 개선 방안에 대한 제언을 담았습니다.
● 또한 다양한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중소기업 R&D의 현황을 진단하고 질적성장
중심의 체제에 대한 제언을 담았으며, 벤처생태계를 위해 주요 애로 요인으로 꼽히는
재도전의 어려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 마지막으로 중소벤처기업부의 설립에 대한 현장의 기대가 높아지는 가운데,
벤처기업협회와 이노비즈협회를 통한 현장의 목소리를 담았습니다.
● 본 특집이 파괴적 혁신을 지향하는 중소기업 R&D를 위한 다양한 측면의 건설적
논의에 기여가 되기를 바랍니다.

※ 본
 지에 실린 내용은 집필자 자신의 개인의견이며, 본 연구원의 공식의견이
아님을 밝힙니다.
본지의 내용은 출처와 필자를 밝히는 한 부분적으로 인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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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미국 스타트업 생태계를 이끌어가는 저력, 유니콘(Unicorn)

글 : 양희태 (htyang@stepi.re.kr)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미국과 중국을 대표하는 차량공유 서비스 기업인

개의 스타트업이 새로 유니콘으로 등극해 미국 스타

우버(Uber)와 디디추싱(Didi Chuxing), 미국에서

트업 생태계가 여전히 활성화돼있음을 증명하였다.

시작해 글로벌 숙박 공유 플랫폼으로 성장한 에어비

헬스케어와 핀테크, 데이터관리·보안, 우주항공 등

앤비(Airbnb), 세계 드론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누

분야도 다양한데, 각 분야별 기업들의 제품 및 서비

리고 있는 중국의 DJI, 그리고 모바일 라이프스타일

스를 살펴보고 최근 트렌드를 파악해보고자 한다.

플랫폼을 표방하며 공격적 M&A를 통해 급속도로 시
세를 확장한 한국의 옐로모바일. 이들의 공통점은 무
엇일까? 바로 10억 달러 이상의 기업 가치를 평가받

헬스케어 : 고객과 정보를 공유하고
찾아가는 밀착형 서비스

은 비상장기업, 유니콘(Unicorn)들이다.
유니콘들은 차별화된 서비스와 제품으로 산업 혁

헬스케어 분야에서는 총 3개 기업이 2017년 상

신을 주도하고 있다. 또한 높은 기술력과 창의적 사

반기 유니콘 기업 리스트에 이름을 올렸다. 먼저

업모델로 기존 기업들과의 차별화에 성공하며 단편

올해 새로 입성한 유니콘 가운데 가장 높은 금액

적인 비즈니스 유형을 넘어 신사업을 주도하는 대

인 55억 달러의 기업 가치를 평가받은 아웃컴헬스

안으로 확고하게 자리매김하였다. 2017년 3월 기준

(Outcome Health)는 플랫폼의 중요성과 힘을 다

전 세계 유니콘 기업 수는 186개이며 기업 가치는

시 한 번 입증하였다. 아웃컴헬스는 환자와 의사가

6,470억 달러에 달한다. 특히 2014년부터 2016년까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지 3년 간 유니콘 수는 45개에서 147개로 3배 이상

태블릿, 패널형 모니터 기반의 각종 솔루션을 제공

증가하며 4차 산업혁명의 흐름 속에서 빠른 성장세

한다. 환자와 간병인은 아웃컴헬스의 솔루션을 이

를 보여주고 있다.

용해 대기실에서 진료를 기다리는 동안 태블릿으

국가별 유니콘 기업 비중(2017년 2월 기준)을 살

로 건강관리 동영상을 보거나 문진표를 작성하여

펴보면 미국이 99개로 53%, 이어 중국이 42개로

의사에게 미리 전달할 수 있다. 진료실에서는 환자

22%를 차지하였다. 특히 미국은 2017년 상반기 12

가 전용 패널로 의사와 함께 자신의 몸을 3차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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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 형태로 보며 향후 치료 방안에 대해 논의할
수 있다. 이미 미국 진료실의 20%가 아웃컴헬스의

핀테크 : 수작업 및 은행 지점 방문을
온라인/모바일로 완전 대체

솔루션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러한 빠른 확산의 원
동력은 의사와 환자 모두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플

핀테크 분야도 헬스케어와 같이 3개 기업이 유니콘

랫폼형 사업 모델에 있다. 아웃컴헬스는 대신 수집

에 신규 편입되었다. 어비드익스체인지(Avidxchange)

된 방대한 환자 진료 데이터를 익명 처리해 보험사

는 중소기업 전용 지불결제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

또는 제약회사에 판매하여 수익을 창출한다.

업이다. 닷컴 열풍이 전 세계를 휩쓸던 2000년에

12.5억 달러의 기업 가치를 평가받은 펠로톤

설립된 이후 지불결제 분야에만 집중해 왔으며, 구

(Peloton)은 고정형 운동용 바이크를 제조한다. 와

매발주, 송장 작성, 지불 등을 자동화해 공급기업

이파이 및 HD급 디스플레이가 장착돼 있어, 뉴욕

과 구매기업이 수작업을 최소화하고 관련 업무를

에 있는 스튜디오와 실시간으로 연결해 강사의 피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

트니스 수업을 볼 수 있다. 또한 3천 개가 넘는 운

다. 14억 달러로 핀테크 기업 중 가장 큰 규모의 기

동 클립 영상 중 자신에게 맞는 수업을 자유롭게

업 가치를 평가받았다.

선택해 따라하며 운동할 수도 있다. 월 수강료는

뒤를 이어 2013년에 설립된 모바일 주식거래 서

39달러이며 이미 전 세계적으로 수강생이 30만 명

비스 기업 로빈후드(Robinhood)가 13억 달러의 기

을 넘었다고 한다.

업 가치를 평가받았다. 사용자들은 별도의 주식 거

클로버헬스(Clover Health)는 디지털 헬스케어

래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되며, 대신 시간외 거래

스타트업으로 현재 뉴저지에 있는 고객 2만 5천여

등의 부가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월 6달러의 이용

명의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보험 청구를 처리하고

료를 지불해야 한다.

있다. 또한 노인이나 저소득층 환자들이 병원 방문

심포니 커뮤니케이션즈 서비스(Symphony

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고객들의 임상 데이터를

Communications Service)는 클라우드 기반의 재

분석하고 직접 방문하여 건강 상태를 관리한다. 구

무 서비스 전용 커뮤니케이션 플랫폼이다. 골드만

글 벤처스 등으로부터 시리즈D 투자까지 받았으며

삭스에서 내부 메시징 시스템으로 처음 개발되었

12억 달러의 기업 가치를 평가받았다.

으며, 이후 금융회사가 기업 또는 개인 고객과 의

그림 1 : 2017년 상반기 유니콘에 등극한 헬스케어 기업 및 기업가치

아웃컴헬스 : 55억 달러

펠로톤 : 12.5억 달러

클로버 헬스 : 12억 달러

자료 : 아웃컴헬스(https://www.outcomehealth.com/), 펠로톤( https://www.onepeloton.com/bike), 클로버헬스(https://www.cloverhealth.co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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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 2017년 상반기 유니콘에 등극한 핀테크 기업 및 기업가치

어비드익스체인지 : 14억 달러

로빈후드 : 13억 달러

심포니 : 10억 달러

자료 : 어비드익스체인지(https://www.avidxchange.com/), 로빈후드(https://robinhood.com/), 심포니(https://symphony.com/)

그림 3 : 2017년 상반기 유니콘에 등극한 데이터관리/보안 기업 및 기업가치

루브릭 : 13억 달러

C3 IoT : 14억 달러

크라우드스트라이크 : 10억 달러

자료 : 루브릭(https://www.rubrik.com/), C3 IoT(https://c3iot.com/), 크라우드스트라이크(https://www.crowdstrike.com/)

사소통할 수 있는 도구로 확장되었다. 어플리케이

크라우드스트라이크(Crowdstrike)는 안티바이

션, 스마트봇 등을 개발할 수 있는 툴킷도 지원한다.

러스 보호, 종점(End-point) 탐지 및 대응, 위협
요소 추적관리 등이 포함된 SaaS(Software as a

데이터관리·보안 : IoT·클라우드로
빅데이터를 안전하게 수집/관리
루브릭(Rubrik)은 데이터 보안, 검색, 분석, 복
구 등을 단일 플랫폼으로 제공하는 데이터 백업 솔
루션 전문 기업이다. 보안성을 높이기 위해 기업
내부의 프라이빗 클라우드와 외부의 퍼블릭 클라

Service) 형태의 사이버 보안 제품을 판매하고 있
다. 현재 전 세계 176개국에서 사용하고 있으며
2016년 미국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발생한 해킹 사
건의 범인을 밝혀내 주목받기도 하였다.

기타 : 개방형 지식공유, 로켓, 건축 솔루션

우드를 혼용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2017년 상반기 신규 유니콘 기업 중 두 번째로 높

하고 있으며 13억 달러의 기업 가치를 평가받았다.

은 18억 달러의 기업가치 평가를 받은 쿼라(Quora)

C3 IoT는 엔터프라이즈급 빅데이터 분석 및 예

는 2009년 설립된 질의응답 플랫폼이다. 누구나

측, 인공지능 및 사물인터넷 어플리케이션 설계,

질의사항을 올리고 질문에 답변을 달 수 있으며 투

개발 및 운영 플랫폼을 제공한다. 2009년 창립된

표를 통해 답변들을 평가할 수 있다. 현재 월 방문

이래 1억 개 이상의 사물인터넷 센서로 구성된 20

자수는 1억9천만 명에 달하며, 내부적으로는 악성

개 이상의 대규모 프로젝트를 수행하였다.

사용자들을 차단하는 등 품질 관리에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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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 2017년 상반기 유니콘에 등극한 지식공유, 로켓, 건축 솔루션 기업 및 기업가치

쿼라 : 18억 달러

로켓랩 : 10억 달러

카테라 : 10억 달러

자료 : 쿼라(https://www.quora.com/), 로켓랩(https://rocketlabusa.com/), 카테라(https://katerra.com/)

아마존의 기계학습 부서를 총괄하는 랄프 허브리

축하는 ‘스케일업 아메리카 이니셔티브(Scaleup

치(Ralf Herbrich)가 2016년 5월 “아마존 에코 내

America Initiative)’ 등을 발족하며 측면 지원에

의 알렉사는 인공지능을 어떻게 활용하나요?”에

힘써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특별히 창업 및 중소기

대해 직접 답변을 남기는 등 전문가들의 참여도도

업 진흥 전략을 발표하지 않았으나, 올 1월과 2월

높아 점점 신뢰도가 높아지고 있다.

에 기업 규제 완화를 위한 행정명령을 발동하는 등

로켓랩(Rocket Lab)은 3D프린팅 기술을 이용해

기업 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으로

저가 로켓을 제조하는 스타트업으로, 엘론 머스크

예상된다. 대기업과 제조업 중심의 한국 산업 생태

의 스페이스 엑스(Space X)와 경쟁 중이다. CEO

계는 ICT·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이끌어지는 유니콘

인 피터 벡(Peter Beck)은 최근 매주 한 개의 로켓

과는 분명 괴리가 존재한다. 따라서 미국의 스타트

을 출시하고 2017년 말까지 달 표면에 도달할 계획

업 생태계 및 관련 정책을 단순히 모방하기보다 대

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기업과 중소기업·스타트업간의 상생 모델 개발, 과

카테라(Katerra)는 테슬라에서도 잠시 CEO를

잉/중복 규제 완화 등 한국에 특화된 전략이 필요하

역임한 마이클 마크스(Michael Marks)가 설립한

다. 소수의 창의성을 핵심 자원으로 하는 4차 산업

건축 기술 전문 스타트업이다. 설계 및 조달, 공급

혁명 시대에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는 더 이상 미

망 관리, 물류 및 고객 서비스 등 건축 과정 전반의

룰 수 없는 과제이기 때문에, 정부와 민간이 함께

효율화를 위한 통합 솔루션을 제공하며 10억 달러

대응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의 기업 가치를 평가받았다.

국내 현실에 맞는 스타트업 정책 필요
미국의 스타트업 생태계는 오랜 시간에 걸쳐 자
생적으로 발전해왔다. 그러나 미국 정부도 2011
년 민간 부문의 혁신적 기업가를 지원하는 ‘스
타트업 아메리카 이니셔티브(Startup America
Initiative)’, 2014년 지역 별 기업가 네트워크를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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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드론법(Drone Laws): 성장과 규제 사이의 균형점

글 : 장 훈 (hoonjang@stepi.re.kr)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드론(Drone, 무인항공기)은 이제 더 이상 공상과

그림 1 : 아마존 프라임 에어 드론

학영화에서만 접하던 이야기가 아니다. 휴일 오후
한강공원에서, 우리는 심심찮게 무인항공기를 날리
며 여가를 즐기는 사람들을 볼 수 있다.
드론은 2000년대 초반에 등장했다. 처음엔 군사
용으로 개발되어 공군기나 미사일 연습 사격 표적용
으로 쓰였고, 점차 정찰이나 공격 등으로 그 용도가
확장되었다. 이후 2000년대 중반부터 미국은 드론

자료 : http://www.ipnomics.co.kr/?p=12580

을 본격적으로 전쟁에 활용하였는데, 실제로 2010
년에는 드론으로 파키스탄과 예멘에 122차례 폭격
1)

을 가하기도 하였다.

서 상업용 드론의 비행은 법으로 금지돼 있어 실제
활용은 요원한 상황이다.

이렇게 군사용으로 사용되던 무인항공기는, 최

사실 드론이 민간에서도 널리 쓰이기 시작하면

근 전 세계 기업들의 기술개발 대상으로 떠오르면

서, 드론을 활용한 범죄나 이로 인한 안전문제 또

서 민간분야에 다양하게 활용되기 시작했다. 대표

한 대두되고 있다. 실제로 드론으로 타인을 무단

적으로 아마존은 2013년 ‘프라임 에어’라 불리는,

촬영하는 사례나 드론 추락으로 인한 안전사고 등

드론을 활용한 새로운 배송시스템을 공개했다. 그

이 보고되는 일이 늘고 있다. 또한 이슬람 극단주

리고 올 초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첫 배송 시연에

의 무장 세력 이슬람국가(IS)는 드론을 이용한 폭

성공했다. 아마존이 보유한 드론은 약 150m 상공

발물 이동 및 공습 영상을 인터넷에 올려 자신들의

에서 2kg 가량의 짐을 싣고 70km/h의 속도로 비

능력을 과시하기도 했다.

행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현재 미국에

그러다보니 최근 테러에 대한 공포가 극심한 유

1) 두산 지식 백과,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3579107&cid=59088&categoryId=59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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럽에서는 드론을 활용한 테러 및 안전 문제가 주요

련 운항 절차를 관제 받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화두로 떠올랐다. 올 4월 벨기에 대테러 담당기구

이렇게 될 경우, 이전보다 훨씬 더 안전한 드론의

에서는 군과 경찰이 함께 전문가 그룹을 구성해 드

운항환경이 보장될 뿐 아니라 일반 항공기의 저고

론을 활용한 테러 공격 대응책을 마련한 바 있다.

도 운항 시 안전성도 확보될 것으로 전망된다.

네덜란드 역시 유사한 대비책을 세우고 있다. 미래
유망 산업 중 하나인 무인항공기가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경계 대상이 된 것이다.

영국 정부 “무게 250g 이상이면
무조건 등록”

본고에서는 유럽을 중심으로 세계 각국의 드론
등 무인 항공기 운영규제 현황을 살펴보고, 최근 드

영국은 유럽의 주요국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드

론 산업 육성을 위해 전략적으로 규제를 완화하고

론 운행에 대한 규제가 느슨한 편이었다. 허용된

있는 정부에 시사하는 바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장소에서, 드론코드만 준수한다면 제한 없이 드론
을 날릴 수 있었다. 하지만 최근 교통부와 민간·

EU “2019년까지 모든 드론 등록해야”

군용 감항 인증기관의 연구 보고 및 의견 등을 토대
로 드론운행에 대한 보다 강력한 규제안이 나왔다.

올 초 유럽연합(EU)은 무인비행기 산업을 적극

규제안은 무게 250g 이상의 드론이라면 용처를

적으로 육성함과 동시에, 안전 관련 규제 또한 대

불문하고 정부에 등록해야 하고, 사용자가 무인 항

폭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EU 집행위원회와

공기 사용에 관한 관련 규정을 모두 습득했는지를

유럽 단일항공 관제를 위해 구성된 SESAR(Single

입증(드론 안전성 테스트, 연령기준 도입 예정)해

European Sky Air traffic management

야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한, EU의 규

Research)가 공동으로 마련한 무인항공기 안전 개

정과 같이 Geo-fencing 기술을 도입해 민감한 시

선 계획에서다.

설에 드론이 접근하는 것을 막는 규정도 신설됐다.

이 계획에 따르면, 2019년까지 EU 소속 국가의
모든 드론과 드론의 소유자는 등록이 되어야 하고,
드론의 전자 식별 시스템도 구축되어야 한다. 또

호주는 드론 규정 최초로 제도화·
미국은 취미용 드론에도 엄격

한, Geo-fencing 기술2)을 도입해 드론이 비행금
지 구역을 자동으로 회피할 수 있도록 하는 데이터

호주는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무인항공기 관련

베이스 작업도 계획에 포함되었다. 기존 일반 항공

규정을 제도화한 국가다. 호주 민간항공안전관리

기 관제 시스템을 드론 운항에 도입하는 안도 나왔

국에서 배포한 무인항공기 운행지침에 따르면 차

다. 이는 드론에 대해서도 비행 궤적 추적이나 관

량·보트·건물 등으로부터 최소 30m 이상을 유

2) Geo-fencing 기술은 Geographic과 Fencing의 합성어로, 말 그대로 특정 구역에 대한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기술을 말한다. 즉, GPS를 통해
특정 지역에 가상의 울타리를 세워 놓고, 사용자가 특정 지역을 출입하는 것을 감지해 경고하는 기능을 한다. (출처: https://en.wikipedia.org/
wiki/Geo-f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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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고, 비행 고도는 120m 이하를 지켜야 한다.

항과 관련한 규제를 없애거나 축소했다. 전남 지역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서는 사용이 금지된다.

에 ‘드론규제 프리존’을 지정해 드론 시험 비행 전

상업적 용도의 드론은 국제민간항공기구가 제시한

용 공간을 마련하고, 야간·고고도 비행허가 절차

기본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에 한해 사용할 수 있다.

를 간소화 한 점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미국은 상업용은 물론 개인적인 취미용 드론에
대해서도 비교적 엄격한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우
선 250g 이상 드론은 미국 연방항공청(FAA)에 등

미래 산업의 핵심 성장동력…
성장과 규제 사이 적절한 균형점은

록해야 하며, FAA가 발행한 등록번호를 기체에 부
착해야 한다. 등록 후에도 야간비행은 금지되며,

앞서 살펴보았듯이, 유럽 지역은 대체로 드론 운

주간에는 고도 500ft(약 150m) 미만, 비행 속도는

항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미국을 비롯한

100mi/h(약 160km/h) 이하로만 가능하다. 사용

주요국 역시 안전과 관련한 규정을 신설하거나 강

자는 17세 이상으로 FAA 항공 기초테스트를 통과

화하는 추세이다. 반면 우리나라는 드론산업 활성

해야만 드론 운행자격이 주어진다. 공항관제탑의

화를 이유로 드론과 관련된 규제안(안전과 사생활

허가가 있지 않은 이상 공항에서 최소 8km 떨어진

과 같은 영역을 포함)을 완화하고 있다.

곳에서만 비행할 수 있으며, 사람이 많은 곳에서의
비행은 금지하고 있다.

분명 드론 산업의 전망은 밝다. 세계적 조사기관
가트너에 따르면 2017년 민간 부분 드론 판매량은
전년 대비 40%가량 늘어난 300만 대에 이를 것으로

우리나라는 드론 산업 육성에 초점

추정된다. 이를 금액으로 환산할 경우 약 60억 달러
에 해당한다고 한다. BI 인텔리전스는 2023년 세계

우리나라는 드론을 무게와 용도에 따라 먼저 구

드론 시장 규모가 약 120억 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분하고, 신고 및 승인 절차를 거쳐 조종자 준수사

발표했으며, 글로벌 인포메이션 역시 비슷한 규모

항에 따라 허용된 범위 내에서 비행하도록 규정하

(2023년 기준 125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고 있다. 지난해 7월에 정비된 드론 비행 관련 규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드론 관련 규제를 완화하

정을 보면, 드론의 운항범위를 기존의 positive 방

더라도 이에 대한 활용도 측면에는 뚜렷한 한계가

식에서 negative 방식으로 전환한 것이 우선 눈에

보이는 것도 사실이다. 한 연구 조사에 따르면, 우리

띤다. 이는 중국의 ‘선허용-후보완’ 정책과 같이 드

나라의 드론활용도와 시장규모는 모두 ‘낮음’으로 평

론 산업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주요 정책

가되었다.3) 이는 우리나라가 드론 산업 활성화에 이

변화로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기체 중량을 높이

상적인 환경은 아니라는 뜻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고(12kg → 25kg) 자본금 요건을 폐지하는 한편,

드론 관련 기술 수준은 여전히 선진국 대비 약 80%

조종인력 기준도 완화하는 등 전반적으로 드론 운

수준이며, 내수 시장의 규모 또한 작다. 수도권에 인

3) 박지영·김선경 (2017), 「군사적 활용을 통한 드론산업의 발전 방안」,『Issue Brief』, 아산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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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가 밀집되어 있고 주로 아파트에 거주하는 우리나

자·규제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 범정부적 컨

라의 지리적·주거 환경적 특성도 분명 드론산업 발

트롤 타워 구축을 통해 안전을 보장하는 동시에 효

전에 긍정적인 요인은 아닐 것이다. 오히려 성급한

과적으로 드론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정책이 마

규제 완화로 인해 예상치 못한 문제가 일어날 수 있

련되길 기대해본다.

다는 점도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우리에게 유리하지만은 않은 드론산업 발전을 위
해 우리나라는 규제의 강화와 완화 사이에서 어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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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ET 산업경제』, 산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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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

위험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생각해 볼 때, 더욱 신
중한 대응전략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드론 관
련 기술과 시장을 충분히 연구하고, 사업자·소비

박지영·김선경 (2017), 「군사적 활용을 통한 드론산업의 발전 방안」, 『Iss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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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 드론을 활용한 대표적 기업들과 내용

분야

기업

세부 내용

구글

- 드론 활용 배달 프로젝트 ‘프로젝트 Wing’연구 중
- 2014년 호주 무인택배서비스 실험
- 태양광 무인기회사 인수, 태양전지판으로 대형드론을 상공에 띄워 이동통신 전파를
쏘는 프로젝트 진행

인터넷,
통신
페이스북

- 영국 드론 기업 ‘어센터’ 인수
- 드론을 활용해, 인구가 적거나 광활한 지역의 통신 서비스 제공 프로젝트 진행 중

유플러스

- LTE 망을 통한 드론 컨트롤 성공

아마존
물류

DHL

- 무인배송 실험 성공

UPS

- 무인배송 실험 성공

대한통운
월마트
미디어

서비스

- ‘아마존 프라임 에어’ 서비스 개발
- 캐나다·호주·인도 및 미국(2017년)에서 시험 비행 성공

- 독일 마이크로드론사와 공동 연구
- 야외 자택 배달 및 길거리 픽업, 재고관리용 드론 운행 연구 중

BBC

- 위험 지역 촬영 등 뉴스 취재 시 드론 활용 중

CNN

- 뉴스 취재 시 합법적 드론 이용방안 연구 중 (FAA와 공동연구)

도미노피자

- DomiCopter 프로젝트 진행 중

스테이트팜

- 재난지역 피해규모 조사, 손해액 산정에 드론 활용 연구 중

자료 : 채송화, 홍승표 (2015) 보고서 및 언론 보도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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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인공지능 발전 동향과 과제

글 : 백서인 (baekseoin@stepi.re.kr)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인공지능에 올인한 중국

지 인공지능의 이론·기술·응용 등 모든 방면에
서 선도국가로 거듭나겠다는 목표를 내세운 ‘차세

60여 년의 발전을 거친 인공지능 기술은 현재 자

대 인공지능 발전 규획’을 발표하였다. 이 계획을

율주행, 빅데이터 분석, 금융, 검색엔진, 인공지능

통해 중국정부는 1단계인 2020년까지 중국의 인공

비서 등 다양한 부분에 접목되어 시너지가 극대화

지능 핵심 산업 규모를 1,500억 위안(25조 원), 연

되고 있다. 전 세계 많은 국가들이 인공지능 기술

관 산업 규모를 1조 위안(170조 원)까지 키우겠다

의 개발과 응용에 집중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은 국

는 구체적 목표를 설정했다. 또한 2단계인 2025년

가의 차세대 성장 키워드를 인공지능으로 설정하

까지는 이를 각각 4,000억 위안(68조 원)과 5조 위

고 공격적인 지원을 통해 기업과 기술 그리고 인재

안(1050조 원)까지 확대하고, 3단계인 2030년엔

가 유입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있어 그 귀추가 주

각각 1조 위안(170조 원)과 10조 위안(1700조 원)

목되고 있다. 중국 정부는 2017년 7월, 2030년까

까지 성장시키겠다고 발표했다. 이와 같은 정부의

표 1 : 중국기업들의 AI 투자 동향

기업
바이두

2013년 실리콘밸리에 인공지능 실험실을 설립하였으며, 2017년 7월 5일 자율주행 플랫폼 ‘아폴로’와 대
화식 개방형 인공지능 운영체제 ‘두어 OS’를 발표

텐센트

인공지능 연구소인 TICS 실험실과 what 실험실을 설립하고, 안면인식 및 기사 검색 기술을 출시

알리바바

2016년 인공지능 실험실을 설립하고, 항저우에 ‘도시 데이터 빅브레인’ 구축을 통해 스마트 시티 사업에
진출

레노보

2017년 3월 인공지능 실험실을 설립하고, 향후 4년간 12억 달러 투자계획을 발표

화웨이

2017년 인공지능 활용 로보어드바이저 시장 진출 및 2017년 하반기 인공지능 칩 탑재 스마트 폰 출시 예정

자료 : 저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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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 중국 인공지능 기업의 R&D 투자액

자료 : Goldman Sachs (2016)

그림 2 : 중국 기업의 R&D 관련 인력

자료 : Goldman Sachs (2016)

전폭적인 지원과 함께 민간영역의 움직임도 매우

공지능 R&D를 통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와 비슷

적극적인데, 바이두와 레노보는 ‘인공지능 올인’을

한 수준의 인공지능 투자를 단행해오고 있다.

선언했고, 텐센트, 알리바바, 화웨이를 비롯한 다

인력 측면에서도 세 기업은 전체 인력의 40% 이

수의 대기업과 스타트업 역시 핀테크, 로봇 어드바

상, 연구 개발 인력의 30%에 달하는 이들을 인공

이저, 유통, 자율주행, 검색엔진과 같은 다양한 분

지능 관련 연구개발 인력으로 충원할 만큼 전사적

야에 인공지능을 접목하고 있다.

역량을 인공지능에 집중 투자하고 있다.

중국 인공지능산업의 대표주자격인 BAT(Baidu,
Alibaba, Tencent)는 매년 매출 대비 10% 달하는

중국의 AI 발전 과정과 동향

자금을 인공지능 기술개발에 투자해오고 있으며,
특히 바이두의 경우 매해 매출대비 15% 수준의 인

이처럼 크고 강하게 성장한 중국의 인공지능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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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 중국의 인공지능 발전 단계

단계별 시기

특징

맹아기 (1978-2000)

자연어 처리기술, 로봇 응용 기술 및 전문가용 인공지능 기술 개발이 중점적으로 진행 됨

초기발전기
(2000-2012)

기계학습(Machine Learning) 분야 기술이 크게 발전하여 산업용 로봇, 문자식별, 빅데이터
기반의 상품 추천 등의 영역에 활용됨

중속성장기
(2012-2015)

클라우드 컴퓨팅 및 칩(GPU, FPGA, TPU) 기술과 결합하여 고도화된 이미지·육성·문자
식별기능을 실현하였으며, 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의 대기업들이 인
공지능 사업에 본격적으로 진출함으로써 플랫폼과 생태계가 형성됨

고속성장기 (2015-)

2015년 이후 정부의 강력한 지원정책을 바탕으로 중국의 인공지능 누적 특허 수는 1만 5000개를
돌파하여 세계 2위로 거듭났으며, 상업화 측면에서는 이미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함

자료 : 曹永琴 (2017)

전과정은 크게 맹아기(1978-2000), 초기발전기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2000-2012), 중속성장기(2012-2015) 고속성장

중국 대다수의 인공지능 기업들은 베이징(454

기(2015- )로 구분할 수 있다. 주로 기초 자연어

개), 상하이(224개) 그리고 광동성(319개)에 집

처리에 머물러 있던 기술 개발은 2000년대 들어

중되어 있으며, 이는 중국 전체 인공지능 기업의

본격적으로 확대됐고, 2012년 이후에는 민간부문

84.95%에 달한다. 이 같은 수치는 인도(283개),

과 공공부문에서 전폭적인 투자와 지원을 함으로

이스라엘(202개), 싱가포르(57개)의 평균보다 높

써 양과 질에서 모두 폭발적인 성장이 이뤄졌다.

은 것으로, 앞으로 연안지역 1선 도시 주도의 인공

2016년을 기점으로 중국은 이미 인공지능 논문

지능 혁신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의 양적 측면에서 미국을 넘어섰으며, 특허 보유수

교육적 측면에서도 중국은 미래 인공지능 시대

는 1만 5000개로 미국에 이어 2위가 되었다. 또한

를 책임질 인재육성을 위한 인공지능 백년대계를

인공지능 관련 기업 수와 인공지능 투자 규모에서

수립하였다. 2017년 9월 공개한 ‘차세대 인공지능

도 미국 다음인 세계 2위의 국가로 거듭남으로써

발전계획’에 따르면 중국은 초등학교 교과과정에

명실상부한 인공지능 G2로 거듭났다.

인공지능 과목을 추가로 개설할 예정이다. 이에 필

2000년 이후 중국에 새로 설립된 인공지능 기

요한 소프트웨어 및 프로그래밍 수업도 추가로 진

업 수는 1,477개인데, 이 가운데 1,074개가 최근 5

행한다고 한다. 대학의 학과목 역시 인공지능 중심

년 사이에 생겨났다. 앞서 언급된 BAT 와 레노보,

으로 개편 중인데, 인공지능 단과대학 설립, ‘인공

화웨이 외에도, 자연어 분야의 커따쉰페이(科大讯

지능+X’ 형식의 융·복합 전공 확대, 인공지능 전

飞), 시각분야의 상양커지(商汤科技), 칩과 하드웨

공 석·박사 인력 확대 등을 통해 인공지능 고급인

어 분야의 Kneron, 의료 분야의 탄윈즈넝(碳云智

력 양성과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能) 등 다수의 인공지능 강소기업들이 각 분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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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AI 발전의 도전과 과제

응을 영입하였고, 지난 1월에는 마이크로소프트 글
로벌 부총재 출신인 루치를 영입했다. 레노보도 지

중국이 인공지능 기술과 산업에 있어서 세계 최

난해 11월 마이크로소프트 아시아 연구원의 루이

대를 넘어 최강의 국가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다음

용 부원장을 영입하는 등 적극적인 인재 영입 전략

과 같은 개선 방안이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

을 구사하고 있다. 이 외에도 중국 기업들은 다수

다.

의 인공지능 석학 및 시니어 엔지니어들을 거액 연

첫째, 고급 인력의 확보와 자체적인 인재 육성

봉으로 초빙해 가고 있다. 하지만 대다수의 AI 핵

시스템 구축을 통한 산업 수요 충족이 필요하다.

심 인재들은 해외파 출신이 주를 이루고 있고, 실

중국에서는 수년 전부터 인공지능 관련 고급 인력

리콘밸리와 글로벌 대기업에서 일했던 핵심 인재

의 영입바람이 불고 있다. 가장 적극적인 곳은 바

들이 중국 기업의 문화와 철학에 적응하지 못하고

이두다. 2015년 세계 최고의 인공지능 석학 앤드류

떠나는 경우도 있다. 2015년에 바이두에 합류한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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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혁신동향

그림 3 : 중국 인공지능 관련 논문의 질적 영향도

자료 : Mckinsey & Company, 2017

2년 만에 떠난 앤드류응이 대표적인 사례다. 중국

혁명 시기에도 계속되었던 우주개발, 최근 들어 전

인공지능 산업은 큰 시장과 잠재력, 풍부한 데이

폭적으로 지원받고 있는 창업과 O2O, 양자과학 연

터, 정책 지원 및 많은 투자금으로 인해 긍정적 요

구 등이 대표적인 예다. 하지만 앞으로 다가올 인

소가 다수 존재하지만, 이에 비해 핵심 인재는 부

공지능 시대에, 중국정부의 제도에는 좀 더 높은

족하다. 자체적인 고급 인력 육성 시스템을 조기에

차원의 개혁과 개방이 필요할 것이다. 일부에서는

구축하고 적극적인 조직문화 개선을 통해 고급 인

중국 내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중국시장

력이 자유롭게 연구를 진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

특성에 맞는 서비스를 주로 개발하기 때문에 문제

해 주는 것이 중요해 보인다.

가 없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지만, 여기에는 어폐가

둘째, 자국시장 경계에 머물러 있는 정책 지원과

있다. 왜냐하면 중국의 목표는 세계 최고의 인공지

규제 완화를 확대해야 한다. ‘흑묘백묘론’부터 시작

능 선도국가이고, 따라서 중국시장과 중국의 소비

된 중국 특유의 실사구시형 규제 완화와 정책지원

자뿐 아니라 글로벌 시장과 전 세계 소비자까지도

은 때로는 무모하고 불공정하다는 평가를 받아왔

만족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중국이 초연결을 넘어

지만, 자국의 기업인과 연구자들을 무조건적으로

지능사회를 통한 혁명을 이루고 싶다면, 인터넷 규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다른 국가의 기업인들과 연

제를 개선하여 글로벌 협업을 가능케 하고 오픈 리

구자들의 부러움을 사왔던 것도 사실이다. 문화대

서치를 활성화해야 한다. 몇 개의 해외 스타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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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인수하거나, 실리콘밸리를 비롯한 주요 지역에
연구센터를 개설하는 것만으로는 근본적인 혁신을
이루어내기 어려울 것이다.
셋째, 생태계 구축과 문화 조성을 통한 질적 성
장을 실현해야 한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중국의
각종 인공지능 관련 지표는 양적인 면에서 이미 세
계 최고 수준에 도달했다. 하지만 질적인 측면에서
는 아직 개선할 여지가 많은 것이 사실이다.
대표적으로 중국의 인공지능 기술은 아직 혁신적
인 핵심 기술이나, 선도적인 서비스 출시에는 앞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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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못하고 있다.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가 바로 특
허의 질적 영향도 인데, 중국의 특허 수는 세계 최
고지만, 특허의 인용도 및 영향도는 미국에 비해
현저히 낮고 영국에 비해서도 낮다. 앞으로 지속적
인 혁신을 통해 핵심 기술과 부품, 플랫폼과 생태
계 측면에서 보다 선도적인 역량을 구축하기 위
한 질적 성장을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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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특집 : 혁신성장을 위한 중소기업 정책 방향
① 파괴적 성과를 지향하는 중소기업 R&D 지원

파괴적 성과를 지향하는 중소기업 R&D 지원
글 : 김선우 ( kimsw@stepi.re.kr)
과학기술정책연구원 혁신기업연구센터장

우리나라 기업 연구개발비는 2015년 기준 51조
1)

정부는 중소기업의 낙후성 극복을 위해 R&D를

1,364억 원이다 . 이를 기업유형별로 살펴보면 대

통해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있다. 중소기업청 개

기업 76%, 중소기업 13%, 벤처기업 11%를 차지한

청(1996년) 당시 70억 원이던 R&D지원 규모가

다.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은 3.02%이며,

2017년 9,601억 원으로 21년 동안 137배로 성장했

연구개발 집중도로 볼 때 상위 5대 기업이 43.6%

다. 정부·공공기관의 중소기업 기술혁신지원 제

를 차지한다. 한편, 중소·벤처기업 연구개발비 중

도(KOSBIR)2)는 1998년 시행 당시 3,442억 원 규

정부·공공재원의 비중은 13.2%를 차지한다.

모에서 2017년 20,148억 원으로 6배로 증가하였

그림 1 : 우리나라 연구개발비(2015년 기준) 비중 : 재원별(左), 주체별(右)

자료 : 저자 작성

1) 우리나라 총 연구개발비는 2015년 기준 65조 9,594억 원임. GDP 대비 총 연구개발비로 보면 4.23%이며, 이는 세계 5위에 해당하는 규모임. 재
원별로 살펴보면 정부·공공 부문이 25%, 민간·외국 부문이 75%이며, 주체별로 살펴보면 기업이 78%이며, 공공연구기관 13%, 대학 9%임 (미
래창조과학부·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17)
2)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범국가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1998년부터 「정부·공공기관의 중소기업 기술혁신지원」 제도(KOSBIR) 운영하고 있음. 연간
300억 원 이상의 R&D 예산을 운용하는 중앙행정기관(14개) 및 정부투자기관(7개) 등 21개 기관이 해당됨. KOSBIR에서 중소기업청은 제외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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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 정부의 중소기업 R&D 지원 규모 : 중소기업청(左), KOSBIR(右)
9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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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배로 성장

20148

3442
70
1996

2017

1998

2017

자료 : 저자 작성

다. 중소기업 R&D지원에 대한 제도화를 KOSBIR

했다. 이 글에서는 새 정부의 중소기업 전용 R&D

이 시작된 1998년으로 볼 때 현재까지 30조 원이

2배 확대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는 무엇이

중소기업 R&D로 지원되었다.

어야 하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현 지원체제에서

정부의 중소기업에 대한 R&D지원은 크게 증가

개선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지 제시하였다5).

하였지만, 중소기업의 기술수준은 지난 10년간 정

새 정부의 중소기업 R&D지원은 보다 혁신적이

체된 상태이며3) 기술개발 제품화 성공률이 지속적

고 파괴적인 성과6)를 지향해야 한다. 세계적 기업

으로 하락하고 있다4). 이로 인해 정부 R&D지원의

도 10% 만이 지속적 성장을 유지7)하는 상황에서,

효과성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정부의 중소기

성장이 정체되는 경우 다시 회복하는 것은 불가능

업 R&D지원이 ‘과잉지원이다’, ‘기업의 기업가정신

에 가깝다. 우리나라 중소기업도 기존 시장에 있는

을 없애고, 생산성을 약화시키며, 좀비기업을 양산

것에 조금 더 나은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한다’는 등의 비판이다.

아닌 기존 고객이라는 틀을 무너뜨리는 혁신(예 : 새

이런 가운데 국정기획자문위원회(2017.7)는 「문

로운 아이템으로 시장을 확보, 고객에게 과잉 만족

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100대 국정과

된 부분을 제거하여 낮은 가격으로 공략 등)이 필

제로 중소기업 전용 R&D 예산을 2배로 확대하여

요하다8). 워낙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이러한 목표

6.5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국정과제를 발표

와 도전을 하는 중소기업에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

3) 기술개발 중소제조업체의 기술능력 수준(중소기업기술통계조사, %) : (’07) 73.7→(’09) 74.4→(’11) 74.8→(’13) 77.5→(’15) 76.6→(’16) 75.1
4) 기술개발 중소제조업체의 제품화 성공률(중소기업기술통계조사, %) : (’07) 36.2→(’09) 39.4→(’11) 37.7→(’13) 38.7→(’15) 31.7→(’16) 31.3
5) 이 글은 조영삼 외(2017)의 8장 내용과 김선우(2017)의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작성됨
6) Christensen, C. & Raynor, M.(2013)는 「The Innovator’s solution」에서 ‘왜 가장 위대한 기업조차 망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기존의 것만
고수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파괴적 혁신을 추구할 것을 제시함
7) Jim Collins(2001)는 「Good to Great」에서 1965~1995년 기간동안 1,435개 기업 중 126개 기업(9%)만이 10년 이상의 경쟁우위를 유지했다
고 밝힘. Richard Foster & Sarah Kaplan(2001)은 「Creative Destruction」에서 1962~998년 기간 동안 1,008개 기업 중 160개 기업
(16%) 만이 생존하였다고 밝힘
8) ‘파괴’는 자원을 적게 가진 소기업이 기존 안정된 비즈니스에 성공적으로 도전하는 과정을 말함. 기존 기업은 가장 까다로운 고객층(통상적으로 수익성
이 가장 높은 고객층)을 위해 제품과 서비스를 개선하는 데 집중하는 과정에서 일부 고객층이 요구하는 품질 수준을 초과하고 또 다른 고객들의 요구는
무시하게 됨. 파괴적임이 입증되는 진입기업은 간과된 고객층을 겨냥해 적절한 기능을 낮은 가격에 제공함으로써 발판을 확보하는 것으로 시작함. 주
류 소비자들이 진입기업의 제품을 대량으로 구입하기 시작할 때 파괴가 일어남 (Christensen et al,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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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파괴적 성과를 지향하는 중소기업 R&D 지원

그림 3 : 새 정부의 중소기업 R&D지원 방향

자료 : 저자작성

정부의 중소기업 R&D지원이 파괴적 혁신 성과

신청서를 수정 보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며,

를 지향하는 실체적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는 우선,

재신청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운영하고 있다9). 둘

R&D가 갖는 위험과 불확실성을 수용할 수 있어

째, 신규 중소기업 R&D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는

야 한다. 둘째, 양적 투입 위주에서 질적 성과 중심

기존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와는 다른

으로 정부 중소기업 R&D지원이 관리되어야 한다.

기준이 적용될 필요가 있다10). 중소기업 R&D지원

즉, 기존에는 몇 개의 중소기업이 수혜를 받았는가

의 경우 예비타당성조사로 인해 적시성이 떨어지

에 초점이 있었다면 이젠 적은 수라도 성과창출이

고, 산업분야나 기술을 대상으로 하지 않아 늘 기

큰 기업에 R&D지원이 가야 한다. 셋째, 개별기업

존 사업과의 차별성 논란으로 신규사업 기획이 어

육성이 아닌 생태계 지원으로 전환해야 한다.

렵다. 중소기업의 낙후성과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험과 불확실성을 수용하는 R&D지원이 이루

위한 정책을 목적으로 하는 중소기업 R&D지원사

어지기 위해서는 우선, 과제 심사의 목적이 변화해

업은 다른 방식의 예비타당성조사가 요구된다. 또

야 한다. 과제 최종평가 방식은 현재와 같이 단순

한 R&D 감사가 기업의 발전적 성장에 직접적으로

히 ‘성공’과 ‘실패’를 판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제

기여하는지에 대해 검토해 보고 문제발생 소지가

가 사업화로 연계되기 위한 ‘조언과 자문’의 역할로

있다면 바꾸어 나가야 한다. 중소기업 R&D지원은

변화해야 한다. 선정 평가 방식 역시 ‘선발’과 ‘탈

사업의 성격이나 참여주체가 더 중요하다. 경직적인

락’ 만을 중소기업에 피드백 하는 것이 아니라 과제

R&D 집행을 지양하고, 관행을 깨나가는 기업지원

제안서가 무엇이 부족하고, 보완되어야 할지에 대

R&D 특성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한 컨설팅이 이루어져야 한다. 미국의 SBIR 프로

양적 투입 위주에서 질적 성과 중심으로 R&D관

그램은 선정 평가 시 동료평가(Peer Review)를 통

리체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우선, 선택과 집중형

한 상세한 심사보고서를 제공하여 탈락 기업들이

R&D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 중소기업의 R&D역

9) 미국의 SBIR 프로그램은 김영환 외(2017)의 STEPI Insight 214호를 참고
10)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는 대규모 신규사업에 대한 사전 타당성 검증 및 평가를 통해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
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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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이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 전용 R&D사

한다고 하지만 PBS 등으로 인해 중소기업과의 협

업은 대부분이 ‘1년에 1억 원’ 지원으로 통용된다.

력에 한계가 존재한다. 둘째, 기업생태계의 역동성

R&D의 저변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로 R&D 수행경

을 반영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 기업생태계 내의

험이 없는 중소기업에게는 ‘첫걸음 R&D’가 제공된

주요 플레이어가 시대마다 변화하고 있는 점과 다

다. 여러 중소기업에게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취지

양한 주체들이 중소기업 R&D지원에 참여할 수 있

는 의미있지만 전시성·단기성 위주의 R&D지원으

는 구조로 사업이 진화할 필요가 있다. 최근 액셀

로 전락할 수 있다. R&D에 있어서 만큼은 성과가

러레이터, 연구개발전문기업 등이 협력의 주체로

클 수 있는 기업을 선발하고 필요한 자원을 집중·

주목받고 있는 바, 이들을 포함하는 형태로 정책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R&D 기획을 강

설계가 진화해 나가야 한다.

화해야 한다. R&D 기획 활동은 R&D 과정 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과 불확실성을 최대한 예측하
여 보고, 반복적 실험과 실패를 최소화하는 효율
적·효과적으로 R&D 수행방식을 제안하는 것이
다. 현재 R&D 기획이 단순히 논문·특허 분석, 시
장규모 등의 보고서 작성에 그쳐서는 안 된다. 또
한 R&D 기획은 R&D 수행 전 일회성으로 수행하
고 마치는 것이 아니라 R&D 수행 중에도 기술과
시장의 변화를 모니터링하여 결과물이 나오는 시
점에 과제의 성과물이 유의미할지를 계속 피드백
하여 필요한 경우 목표를 수정하여 추진(무빙타겟
제)할 수 있는 근거로 작동해야 한다.
정부 R&D 직접지원의 방식이 개별 기업 지원이
아니라 기업생태계 지원으로 변화하기 위해서는
우선, 중소기업 전담 공공연구기관 지정을 통해 허
브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며, 중소기업과의 협력활
동을 축적해 나갈 필요가 있다. 모든 생태계는 허
브를 중심으로 발전해 간다11). 허브를 통해 정보가
신속하게 전달되고 네트워크의 지속성이 담보된
다. 현재 대학과 공공연구기관이 중소기업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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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적 성장 중심의 기술혁신 지원체계로 전환
글 : 김성우 (saint@koita.or.kr)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상임이사

제도는 일정한 요건1)을 갖춘 기업의 연구조직을 정

1. 중소기업 R&D의 현주소

부가 인정하고, 이를 근거로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
우리 중소기업의 R&D는 연구소인정제도의 발전

는 지원제도의 한 형태이다. 중소기업의 기업연구

과 깊은 관련이 있다. 정부는 기업의 기술경쟁력을

소는 1990년 545개소였으나 벤처붐 등과 함께 급

제고하기 위해 R&D를 수행할 수 있는 조직의 육

격하게 증가하여 현재(2017년 6월 기준) 37,271

성에 집중하였는데, 1981년 도입된 ‘기업부설연구

개소에 이른다. 이는 전체 연구소(38,870개소)의

소 인정제도’가 그 시작이다.기업부설연구소 인정

95.9%에 달하는 수치이다.

그림 1 : 기업 규모별 연구소 증가 추이(1990~2017.6)
단위 : 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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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산업기술진흥협회, 기업연구소 DB

1) 연구소인정제도의 요건은 크게 ‘인적요건’과 ‘물적요건’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인적요건은 R&D를 전담하는 연구원을 일정 수(소기업 3인, 중기업 5
인, 중견기업 8인, 대기업 10인) 이상 확보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며, 물적요건은 R&D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독립적 공간(등록된 연구원이 충분히 근
무할 수 있는 크기 및 연구실험 장비를 구비한 독립공간)을 확보하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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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연구소가 이렇듯 급격하게 증가한 것

1500개의 연구소가 증가했다.

은 R&D중요성에 대한 기업의 인식이 개선된 이유

2009년 한시적으로 중소기업 연구소에 대한 인

도 있지만, 중소기업 연구소에 대한 지원확대와 함

적요건을 5명에서 3명으로 완화하고 R&D투자에

께 연구소인정요건의 완화가 중요하게 작용했다.

대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율’을 15%에서

실제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등록된 중소기업연

25%로 상향조정하자 한해에만 3,000개의 연구소

구소의 증감 추이를 보면, 기업연구소에 대한 지원

가 증가하기도 하였다.

강화나 인정요건의 완화 시기를 기점으로 연구소

따라서 중소기업 연구소의 수적 증가는 정부가

가 크게 증가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2002년

지원을 통해 민간의 R&D를 유인한 결과인 동시

부터 2004년 벤처버블 붕괴로 신규연구소 설립이

에, 소규모 연구소를 인정제도 범위 안으로 산입

급격하게 감소했으나, 2005년 정보처리업 연구소

하여 전체 통계치가 확대된 측면이 있음을 고려해

에 대한 연구공간(물적) 인정요건을 완화하면서 연

서 해석해야 한다. 실제 연구소인정요건을 지속

그림 2 : 중소기업 연구소의 증가(율) 추이와 주요제도 변화(1990~20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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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 화살표는 조세혜택이 강화된 시점임
자료 : 산업기술진흥협회, 기업연구소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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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완화하면서 중소기업 중 연구원 5인 미만

고, 총 R&D인력은 2001년 54,280명에서 2015년

의 소규모 연구소가 급격하게 늘어나, 2017년 6월

163,033명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기업 당 연구원

기준으로 24,367개소로 전체 중소기업 연구소의

수는 2002년 8.8명에서 2015년 4.9명으로 감소

65.4%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2013년의 14,399

했다. 기업 당 석박사급 연구인력도 2002년 1사당

개소(53.0%)에 비하면 9,800여개가 늘어난 것으

2.9명에서 2015년 1.1명으로 감소했다2).

로, 동기간 10,117개소의 중소기업 연구소가 증가

따라서 중소기업의 R&D 성장여부를 좀 더 객관

한 점을 감안하면 5년간 증가한 연구소의 대부분

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신설된 소규모 연구소

(96.9%)이 연구원 5인 미만의 소규모 연구소임을

의 증가분을 제외한 기존 연구소의 R&D활동을 구

알 수 있다.

분하여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연구소

이처럼 소규모 연구소가 급증하면서, 기업 당 연

를 설립하고 7년 이상 유지해온 기업3)들만을 추려

구인력과 R&D투자는 오히려 약화되는 추세다. 중

서 본 결과, 이들 기업의 기업 당 평균 R&D투자는

소벤처기업의 전체 R&D투자는 2001년 3조 5,336

2009년 6억 원에서 2015년 7.4억 원으로 23.9%

억 원에서 2015년 12조 2,061억 원으로 증가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인력도 2009년 평균

그림 3 : 중소기업 1사당 학위별 연구원 추이 (1990~2017.6)
단위 :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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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KISTEP 연구개발활동조사(각 년도) 데이터 재구성

2) 기업연구소 수는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의 기업부설연구소DB를 통해 집계되는 데이터를 활용하였으나, 연구인력 및 R&D투자는 기존 통계와의 혼동
을 피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연구개발활동조사’ 각 년도 데이터를 활용하였음. 따라서 연구소 통계와 인력 및 투자 통계는 최신 데이터의 시
점이 상이함.
3) 연구개발활동조사에서 `09년부터 `15년까지 연속적으로 R&D데이터가 존재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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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소기업 R&D에 대한 정부의 지원

7.9명에서 2015년 평균 8.7명으로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소규모 신규 연구소의 증가로 중소기업
전체 평균 R&D투자와 인력은 감소했으나, R&D활

중소기업의 R&D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조세지

동을 꾸준히 이어온 기업들의 R&D는 성장해온 것

출을 통한 지원과 재정지출을 통한 지원으로 구분

으로 추정할 수 있다. 다만 2012년 이후 이들 기업

할 수 있으며, 기업에 대한 R&D지원과 정책적 효

의 R&D가 정체하고 있어,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

과등을 검토할 때는 두가지 측면이 모두 고려되어

하다.

야 한다.

즉 우리 중소기업의 R&D는 2000년대 이후 단기

OECD의 통계에 따르면, GDP대비 기업 R&D

4)

간에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하위그룹 의 비중이

에 대한 우리나라의 지원(조세 및 재정) 규모는 세

급격하게 높아지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이로 인해

계 3위권이다. 2014년 기준으로 프랑스와 러시아

R&D 선발기업과 후발기업 간의 격차가 심화되는

가 GDP대비 0.39%로 44개국 중 공동 1위를 기록

것은 물론이고, 정부지원을 필요로 하는 기업이 증

했으며, 우리나라와 아일랜드가 0.36%로 공동 3

가하는 등 정책적 수요도 확대되는 양상이다.

위를 기록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재정지출과

그림 4 : 7년 이상 연구소 유지 기업의 평균 매출액 및 연구개발비(2009~2015)
단위 : 백만 원
22000

800.0
749.0

752.6

745.2

712.5

20000

20214
661.8

18000

749.7

18690

601.6

19227

700.0

19503
650.0

18175

600.0

16713

16000

750.0

550.0
500.0

14000
14032

450.0

평균매출액
평균 R&D 투자

400.0

12000

350.0
10000

300.0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자료 : KISTEP, 연구개발활동조사(각 연도) 데이터 재구성

4) R&D투자 및 연구인력이 낮은 기업군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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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지원이 각각 0.17%과 0.19%로 두가지 수단이

그리고 이처럼 높은 기업 R&D지원의 상당부분

균형을 이루는 것이 특징이다. OECD에 따르면 상

은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해 투자되고

당수의 국가가 직접적인 재정지출보다 조세지원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

을 더 많이 활용하는 경향을 나타내는데, 프랑스

분석보고서(NTIS통계)에 의하면, 중소기업에 대한

(0.27%), 아일랜드(0.29%), 벨기에(2.0%), 캐나다

R&D지원액은 2015년 기준으로 2조 7,902억원5)

(0.15%), 일본(0.14%), 호주(0.17%)가 대표적이다.

으로 전체 정부 R&D예산의 14.8%에 달하고 있다.

표 1 : OECD 국가별 GDP 대비 기업 R&D 지원 현황 1~10위 (2014)

기업 R&D에 대한 정부의 직접자금
지원비중(%, A)

기업 R&D에 대한 정부의 간접지원
비중(%, B)

순위

국가명

1

프랑스

0.12

0.27

0.39(0.15)

1

러시아

0.37

0.02

0.39(-)

3

한국

0.17

0.19

0.36(0.06)

3

아일랜드

0.07

0.29

0.36(0.28)

5

헝가리

0.16

0.16

0.32(0.14)

6

벨기에

0.10

0.20

0.30(0.18)

7

오스트리아

0.14

0.13

0.27(0.10)

8

미국

0.18

0.07

0.25(0.02)

9

슬로베니아

0.14

0.10

0.24(0.13)

10

영국

0.10

0.13

0.23(0.11)

A+B(%)*

*괄호는 2006년 대비 증가분.
자료 : OECD, R&D Tax Incentive Indicators, (2017. 3)

표 2 : 정부R&D예산 중 기업 비중(2011~2015)
단위 : 억 원

구분
대기업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13,861(9.3%)

14,397(9.1%)

8,608(5.1%)

6,923 (3.9%)

6,278(3.3%)

중견기업

-

-

6,608(3.9%)

5,437(3.1%)

6,130(3.2%)

중소기업

18,469(12.4%)

20,956(13.2%)

21,926(13.0%)

24,150(13.7%)

27,902(14.8%)

전체
정부R&D

148,528(100%)

159,064(100%)

169,139(100%)

176,395(100%)

188,747(100%)

자료 : KISTEP,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보고서 (NTIS 통계)

5) 연구개발 수행주체가 ‘중소기업’으로 분류되는 것을 의미함. STEPI는 2017년 보고서에서 이 금액에는 중소기업을 연구개발 수행주체로 하지 않은
‘산학연공동기술개발사업’ 등은 포함하지 않는다고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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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 중소기업에 대한 R&D지원 추이(2011~2015)
단위 : 억 원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재정지출

18,469

20,956

21,926

24,150

27,902

조세지출

9,257

9,771

9,229

9,490

9,919

계

27,726

30,727

31,155

33,640

37,821

자료 : 국세청, 국세통계연보(각 연도)와 NTIS 통계 재구성

그림 5 : 중소기업에 대한 R&D지원 추이(2011~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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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국세청 국세통계연보(각 연도)와 NTIS 통계 재구성

2011년 중소기업에 대한 R&D지원액이 1조8,469

조세지출을 합산하면 3조 7,800억 원에 이른다6). 2015

억원이었던 것에 비하면, 총액 면에서는 약 1조 원

년 중소·벤처기업의 R&D지출액이 12조 2,000억

(9,433억 원), 51%가 증액되었다.

원7)이므로, 중소·벤처기업 R&D투자의 3분의 1이

더불어 중소기업에 대한 R&D조세지원규모도 증
가추세로, 2015년 기준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재정 및

정부지원으로 충당되고 있다는 추정이 가능하다.
이처럼 중소기업 연구소의 수적 증가와 정부

6) 조세지출규모는 국세통계연보(각 년도) 중 법인세 세액공제 신고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연구 및 인력개발비세액공제’, ‘연구및인력개발 설비투자세
액공제’, ‘기술취득세액공제’가 주요 항목임
7) 2015년도 연구개발활동조사. 사용액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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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지원의 확대가 지속되면서 효용성에 몇가지

실제 데이터가 증명하듯 우리 정부의 중소기업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먼저 정부자금에 의존하

R&D지원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물론 중소기업의

여 생존하는 한계기업이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R&D가 본격화된 것은 1990년대 이후로 그 역사가

다.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한계기업 비중은 2011년

매우 짧으며, 따라서 R&D투자의 총량적인 측면에

9.4%에서 2015년 12.7%까지 늘어났다. 이는 부처

서 여전히 선진국과의 격차가 크다는 점을 간과해

별로 국가 R&D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세부과

서는 안된다. 짧은 시간에 많은 지원이 있었고, 이

제가 5만 4,000여 개(2015년)로 늘어나는 등 정부

를 바탕으로 우리 중소기업의 R&D도 단시간에 몸

지원이 파편화된 데에서 일부 원인을 찾을 수 있

집을 불렸지만, 선진국을 따라잡을 수 있을 정도의

다.

충분한 양적성장으로는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정부의 R&D지원이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그럼에도 불구하고 4차산업혁명으로 표현될 정

기업을 중심으로 이뤄지는 경향에 대한 문제제기

도의 급격한 환경변화와 한정된 재원 등을 고려할

8)

도 있다 . 정부가 R&D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때, 현재 양적성장 중심의 중소기업 R&D지원정

것으로 예상되는 중소기업을 선별하는 과정에서

책에 대한 재점검 및 방향전환이 필요한 것은 분

매출 등의 기업크기를 우선 고려하면서 발생하는

명하다.

현상이다. 이런 경향은 규모는 작지만 기술잠재력

현행 R&D지원제도는 대/중견/중소기업의 규모

이 우수한 기업을 지원대상에서 소외시키고, 반면

별 구분을 기준으로 설계되었으므로, 기업의 다양

에 규모가 큰 기업에는 오히려 지원이 집중되는 부

한 특성을 반영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 중소기

작용을 초래하기도 한다.

업 중에는 대기업에 육박하는 기술혁신역량을 가
진 기업이 있는가하면, 연구원 1~2명에 R&D투자

3. 질적성장

중심의 기술혁신
지원체계로의 전환

가 1억 원에도 못미치는 소기업에 이르기까지 다양
한 계층이 존재한다. 또한 규모는 작지만 기술역량
이 높은 기업이 있는가 하면, 매출규모 등에 비해

전술한 바와 같이 우리 중소기업은 R&D투자면

R&D투자나 기반이 취약한 기업도 있다. 따라서

에서 양적인 성장을 거듭해왔다. 이는 그동안 정부

정부 R&D지원 평가체계를 기존의 규모 기준의 평

가 한국 기업생태계의 낙후성 극복을 위해 R&D를

가체계에서 벗어나, 기업의 기술역량을 기준으로

매개로 한 기업의 성장정책(Scale-up)을 펼친 결

하는 평가모델을 구축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과라 할 수 있다. 정부는 이런 기조아래 지난 20년

이와관련 산업기술진흥협회는 ‘기술역량 평가제

간 약 30조 원의 R&D예산을 중소기업에 지원해왔

도’의 도입을 제안하고 있는데, 기존의 개별 제안

9)

다 .

8) 중소기업 R&D지원 현황과 성과분석, STEPI, 2017.5.2.
9) 중소기업 R&D지원 현황과 성과분석, STEPI, 20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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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 평가를 과제평가에 반영하는 방식이다. 즉 범정

성하여 전체 중소기업연구소의 질적 성장을 견인

부차원의 기술역량 평가모델을 구축하고, 이를 전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즉 기존과 같이

부처 R&D사업에 반영하자는 의견이다.

연구소의 저변을 확대하면서, 우수한 연구소를 별

예를들어 기업의 기술혁신 활동을 ‘혁신활동 자

도로 집중 육성하는 ‘Two-Track 육성 전략’이다.

원 → 혁신활동 수행 → 혁신활동 산출 → 혁신활

우리 중소기업은 일정규모로 성장하면 R&D투자

동’10) 성과로 구분하고 산업별 특성을 고려한 고유

도 정체하는 경우가 많은데, 우수연구소 육성을 통

지표를 도출하여 여기에 ‘경영자의 혁신의지 및 전

해 중소기업의 지속적인 기술혁신을 돕는 동시에

략’ 항목을 포함한 새로운 평가지표의 설계가 가

하위그룹을 견인하는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이다.

능할 것이다. 이같은 평가지표가 마련되면 기업의

이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우수연구소 지정제’

기술역량을 등급화하거나 수준을 지수화 하는 것

를 시범 운영하고 있으므로, 이를 보완 발전시켜나

도 가능하므로, R&D지원정책의 목표 설정이나 효

갈 수 있을 것이다.

과측정도 좀 더 명확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우리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글로벌 경

R&D지원사업 추진과정에서 제기되는 평가의 공정

쟁력을 갖춘 튼튼한 중소기업의 층이 더욱 두터워

성에 대한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져야 한다는 것에는 재론의 여지가 없다. 지난 20

본다. 이를 위해서 ‘기업 기술역량 관련 전문기관’

여년의 노력을 통해, 자체 혁신역량을 갖춘 기업이

을 지정하고, 관련 법적 기반으로 마련하여 기술인

많이 증가하였고 산업 전반에 기술혁신에 대한 인

증 및 기술금융제도(기술담보, 대출 등) 등과 연계

식도 자리 잡았다. 이제는 이런 기반 위에 기업의

하는 정책검토를 제안한다.

혁신이 뿌리 내리고, 가지를 뻗어나갈 수 있도록

한편으로는 현재의 양적성장 중심의 기업연구소
육성 정책을 보완하여, 잠재력을 가진 연구소를 육

‘혁신역량 기반의 질적성장’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
다.

10) 미국 국립표준기술연구소(NIST)의 ATP(Advanced Technology Program) 평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등에 적용되고 있는 논리
모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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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I 혁신기업연구센터 부연구위원

1. 서론

국 실리콘밸리에서는 성공 창업가의 평균 도전 횟
수가 2.8회라고 한다. 정부에서도 이러한 재창업

정부의 활발한 창업 지원 정책에 힘입어 창업

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재도전을 활성화하기 위해

이 대중화되고는 있지만, 창업의 높은 실패율과 실

다양한 지원 사업을 활발히 운영하고 있다. 관련한

패 시 신용불량 등으로 재도전이 어려운 상황은 창

주요 지원 사업 목록은 다음 <표 1>과 같다.

업에 도전하는데 있어 여전히 걸림돌로 작용하고

이처럼 재도전 관련 지원 사업이 많이 있지만,

있다. 전국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2016년

대부분 일회성 융자 형태의 단기 자금 지원이 대부

STEPI 대중의 창업인식 조사’ 결과, 창업을 기피

분이라는 것이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하는 가장 큰 이유가 ‘실패에 대한 두려움’(36.9%)

재창업 지원 융자금의 경우 3~5년 정도 후 일시

이고, 그 다음이 ‘창업 후 성공하기 어려움’(28.1%)

상환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상대적으로 짧은 상환

1)

으로 나타난 바 있다.

이러한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부득이한 창업 실패를 용인하고 재기의 기회가 제
공될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 확충과 함께, 재도전
이 용이한 창업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간으로 인해 어느 정도 성장한 뒤 회복세에 접어
들 때쯤 만기가 도래하기 때문에 다시 어려움에 빠
지는 경우도 있다.
무엇보다 가장 큰 애로요인은 연대보증으로 인
해, 기업의 실패가 곧바로 창업자 개인의 실패로
이어지고, 결국 실패 시 신용불량자로 전락하고 마

2. 재도전 관련 현황 및 애로요인

는 부분이다. 이는 사회적 낙인으로 작용하기 때문
에 창업 실패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더욱 확산하

세계적인 스타트업을 배출한 경제성장의 중심 미

1) 자료 : 김선우 외(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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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 주요 재도전 관련 지원 사업

구분

기간

특징

1

K-Global ICT 유망기술개발사업 재도전분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

K-Global Startup ICT 재도전분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

성실 실패자 재도전지원 특례보증

지역신용보증재단

4

재기기업인 전문강좌

기술보증기금

5

재기지원기업 기술, 경영 컨설팅

기술보증기금

6

재기지원펀드

펀드운용사

7

재도전 성공패키지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진흥원

8

재도전 재기지원

신용보증기금

9

재도전 힐링캠프

재기중소기업개발원

10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 보증

기술보증기금

11

재창업 역량강화 교육

중소기업진흥공단

12

재창업기업 전용 기술개발자금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13

재창업자금 지원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진흥공단

자료 : 전근열(2016)

이나 신용회복이 되더라도, 이전의 기록으로 인해

인정받거나 재창업자금을 융자받은 재기 기업인에

여신거래에 있어 제한이나 불이익을 당하는 등 사

대해서는 국세 징수유예 및 체납처분유예 기간이

회적 안전망이 부재한 실정이다.

각각 3년씩으로 연장되었다.
또한 재기 기업인을 대상으로 부정적 신용정보

3. 정부의 노력

를 삭제해주고, 성실히 상환하는 경우 신용등급 산
정에 가산점을 부여하여 빠르게 신용등급을 회복

재도전 관련 애로요인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

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채무 감면 비율도 기존 최

서는 최근 관련 제도를 계속 개선해오고 있다. 연

대 50%에서 75%로 확대하고, 잔여채무에 대한 상

대보증 면제 및 폐지 범위가 확대됐고, 중소기업창

환유예 및 분할상환 등으로 부담을 줄일 수 있도

업지원법에 따른 성실경영평가를 통해 성실실패를

록 지원하고 있다.2) 그리고 창업 후 기업을 운영하

2) 중소기업청(2017), 김나라(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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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 창업생태계 사이클 및 재도전 영역
회수
(성공)
창업
(재창업)

투자

성장
부도/폐업
(실패)

재도전*
자료 : 저자 작성

는 동안 일정액의 부금을 납입하면, 추후 폐업·부

중심이 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단순히 재창업 자체

도·파산 등의 상황이 발생할 시 압류가 불가능한

를 지원하는 것이 목표가 되면 역차별이 될 우려가

공제금을 지급하는 ‘스타트업 공제제도’를 도입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진정한 재도전 지원은 실패

는 방안도 현재 검토 중에 있다.

경험 여부와 상관없이 누구나 차별 없이 도전할 수

한편 정부에서는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재도전

있도록 공평한 기회가 제공되는 것에 있다고 할 수

을 응원하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혁신적 실패

있다. 실패로 인한 불이익 또는 재창업자만을 위한

사례 공모전’, ‘재도전 컨퍼런스’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제도 등 역차별이 없어야 할 것이다.

개최·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실패의 경험을 공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실패의 원인에 대한 엄

유하고, 사회적으로 자산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

밀하고 객관적인 분석과 진단이 중요하다. 문제의

이고 있다.

근본 원인을 해결하지 않은 채 행해지는 재도전과
재창업은 실패의 반복을 초래할 뿐이다. 도전은 누

4. 정책적 이슈 및 시사점

구나 가능하지만, 실패의 경험을 공유하고, 엄정한
분석을 통해 원인을 고치는 한편, 재도전에 대한

실제 창업생태계에서 창업부터 재창업까지 이

강한 의지 등 준비된 창업자에 한해 재기의 기회가

어지는 전체 프로세스는 매우 복잡하고 다양하지

제공될 수 있도록 재창업 지원자 선정 과정에 유의

만, 이를 단순화시켜 간단히 표현해보면 <그림 1>

하는 것이 필요하다.

과 같다.

이와 더불어 창업자간 온·오프라인 플랫폼을

현재 정부 정책은 재도전 지원과 재창업 지원

통한 활발한 소통 및 정보 교류로 비슷한 실패를

이 혼재되어 이루어지고 있으나, 공정한 창업생태

되풀이 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창업 성공률을 제고

계 조성과 선순환 사이클을 위한 재도전 지원 정

하는 정책 방향이 요구된다. 사례집 발간, 관련 행

책은 재창업 지원과는 구분되어 운영될 필요가 있

사 개최, 재도전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을 지속적

다. 즉, 창업의 성공 또는 실패 후 재창업으로 넘어

으로 확대해갈 필요가 있다.

가는 단계에 해당하는 영역이 재도전 지원 정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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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를 강화함으로써 창업기업의 자생력과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5. 결론
‘재도전’이라는 용어가 보편적으로 통용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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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이제는 굳이 ‘도전’이라는 단어 앞에 ‘재’라는
표현을 꼭 붙여야 하는지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누가 몇 번이 되었든 도전 그 자체를 응원하
고, 결과의 차이는 있다고 할지라도 누구에게나 도
전의 기회만큼은 계속적으로 제공될 수 있는 선순
환의 창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
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실패의 경험을 공유함으로
써 이를 반면교사로 삼아 궁극적으로는 비슷한 유
형의 실패를 줄이고 성공률을 높이는 한편, 회수
(Exit) 시장을 활성화하여 실패 후 재창업이 아닌
성공적인 창업 경험 후 재창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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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협회 혁신벤처정책연구소 커뮤니케이션실장

우리나라는 제한된 내수시장과 대기업 중심의 경

재도전이 가능한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

제구조가 여전한 상황이며 갈수록 깊어지는 고용

창업과 재투자가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절벽과 양극화현상, 차세대 먹거리 부재 등 심각한

벤처생태계’가 정부정책에 의해 단기간에 조성되기

도전을 맞이하고 있다. 이제 벤처기업 육성을 통

는 어렵겠지만 모처럼만에 찾아온 벤처창업분야에

한 국가경제의 신성장동력 발굴은 단기적인 과제

대한 사회적 관심과 청년층의 참여를 발판으로 이

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어가야할 기조이며 이를

번 정부의 벤처정책 방향은 민간의 자생력을 키우

위해 현 정부가 수립한 벤처창업 정책 및 인프라를

고 벤처업계의 글로벌화를 유도하는데 초점을 맞

이행하고 발전시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춰 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해결

새롭게 출범한 중소벤처기업부는 창업·벤처 활

해야 할 핵심과제들이 있다.

성화를 위한 규제, 세제, 금융, 공정거래, 교육 등

창업활성화의 한 축인 엔젤투자는 지난 10년 이

관련 부처 간 정책기능의 통합 조정이 필요하며 중

상 위축되었으나 최근에 다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소벤처기업부 내에서도 벤처기업, 중소기업, 소상

있다. 창업-성장-회수 등 기업 전 생애에 걸친 ‘선

공인 정책의 성격이 상이한 점을 감안하여 각각의

순환 벤처투자 환경 조성’을 위해 엔젤 투자자의 경

방향성을 잃지 않도록 하는 조정이 필요하다.

력요건 등 엔젤투자의 사전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특히, 벤처특별법 개정으로 3기를 맞이하는 벤처

소득공제 및 대상기업 범위도 한시적으로 대폭 확

정책은 그동안 보증이나 대출을 받은 기업을 인증

대할 필요가 있다. 특히 초기기업의 자금조달을 위

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 온 ‘벤처기업확인제도’를

해 시행된 ‘크라우드펀딩제도’는 투자한도 확대 등

포함하여 정부가 주도한 정책들을 민간에서 바통

의 현실화 대책이 필요하다. 우리는 과거의 사례에

을 이어받아 자생력을 키워가는 방향으로 나아가

서 정부의 제도 도입 시 규제 법안이 산업 활성화

야 한다. 동시에 개별기업 지원에서 벗어나 ‘한국

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하였

형 선순환 벤처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제도를 정

다. 앞으로 사전규제는 완화하되 문제발생시 사후

비하고 벤처창업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전환과

규제 하는 형태로 전환하고 제도 입안 시 ‘규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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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산업진흥’의 시각으로 법률을 설계하는 자세

투자가 이루어짐으로써 선순환 벤처생태계 구축에

가 필요하다.

기여한다.
미국의 경우 IPO(기업상장)와 M&A(인수합병)

규제보다 산업진흥 고려하고
벤처생태계 위한 안전망 확충해야

가 고른 비중으로 이뤄져 벤처 투자금이 회수·재
투자되고 있는데 비해, 우리나라는 회수시장이 지
나치게 IPO에 집중되어 있고 그나마도 과거에 비

선순환 벤처생태계는 고리 역할을 하는 회수시

해 저조한 수준이다. 한국의 벤처생태계는 최근 3

장의 활성화와 재창업을 지원하는 안전망이 핵심

년간 진일보 하였으나 회수시장은 후진성을 면치

이다. 코스닥 시장의 고유기능을 복원하여 역동성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회수시장의 핵심인 M&A 부

을 살리고 M&A 활성화를 통해 회수시장을 확대해

진이 주원인이다. 전체 회수시장에서 2∼3%에 불

야 한다. 벤처생태계에 있어 ‘회수시장 조성’은 가

과한 M&A를 활성화하기 위해 회수전용펀드를 대

장 핵심적인 요소이다. 다음카카오가 600억 원에

폭 확충하고 매수기업 법인세 공제율 확대와 같은

인수한 ‘국민내비 김기사’, 창업 5년 만에 나스닥

과감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 ‘M&A 혁신거래소’와

상장으로 시가총액 30조 원의 신화를 일군 미국의

같이 시장을 전문적으로 관리·감독하는 전담 관

‘스냅쳇(Snapchat)’의 사례와 같이 성공적 Exit을

리기관의 설립이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있다.

통한 소위 ‘대박 스토리’는 사회적으로 창업의지를

일반적으로 벤처기업의 성공확률은 10% 미만이

고양시키며 회수자금을 활용한 민간시장에서의 재

며 성공한 벤처기업인은 보통 3∼4번의 사업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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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경험한다. 실패의 경험이 성공을 위한 자산이

정한 히든 챔피언이 지속적으로 배출되어야 한다.

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창업실패의

전체 벤처기업 중 투자를 받은 비중은 여전히

대가가 너무 가혹하고 신용불량과 재기에 대한 두

2%대에 머물러 있다. 초기 벤처기업의 자금 조달

려움이 재도전의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이번 정부

방법을 융자에서 투자로 전환하고, 내수시장에 머

에서도 노력하고 있는 창업자의 연대보증 폐지를

물러 성장이 멈춘 벤처기업이 글로벌 벤처기업으

정책금융기관 뿐만 아니라 일반 금융기관으로도

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벤처 펀드의 규모를 선진국

확대를 유도하여 실패한 벤처창업의 경험을 사회

수준으로 높일 필요가 있다. 작년 우리나라의 벤처

적 자산화하고 재도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투자액은 2조원을 넘어섰는데 GDP 차이를 감안하

야 한다. 차제에 창업안전망 확충을 위한 ‘스타트

더라도 미국의 67조 원과 중국의 51조 원에 비해

업 공제제도’ 도입도 검토해 볼 수 있다.

미미한 수준이다.

이외에도 기술창업 벤처기업은 창업 후 일정기간
동안 각종 규제적용을 한시적으로 면제하고 최소
한의 네거티브 방식 규제만을 적용하는 ‘스타트업

벤처펀드 규모 선진국 수준으로 키우고
우수인력 고용 위한 인센티브 늘려야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도입하여 창업과 관련한 거
미줄 규제를 과감하게 철폐하여야 하며, 대중소기

우수인력의 벤처기업 유입 및 고용유지를 위한

업간 불공정한 시장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노력을

스톡옵션제와 병역대체복무제 등 과감한 인센티브

지속하여 국내에서도 대기업 하청기업이 아닌 진

가 필요하다. 창업의 영역뿐만 아니라 혁신적인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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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력을 기반으로 한 벤처기업은 지속적으로 우수

분명히 하여 지속적으로 현장에서 원활히 작동되

한 인재가 필요하다. 그러나 각 분야에서 세계시

도록 꾸준한 관심이 요구된다.

장점유율 수위를 차지하고 있는 중견벤처기업조

사실 창업에 대한 인식확산과 재도전 환경구축을

차 우수인재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들 기

포함한 벤처창업육성 정책은 1∼2개 정부 부처만

업 중에는 대기업 못지않은 복지와 보상의 기회를

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다. ‘혁신창업 생태계’ 구

제공하고 있는 곳도 많다. 벤처기업에 대한 사회적

축이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관련된 모든

인식 전환과 함께 우수인력 유인책의 현실화가 필

부처들의 과감하고 적극적인 협력과 정책추진이

요하다. 가장 효과적인 수단으로 ‘스톡옵션’이 있는

필요하다. 그동안 벤처정책을 담당해온 중소기업

데, 기업의 임직원이 일정 기간 내에 미리 정해진

청은 차관급 외청으로서 부처 간 협의와 정책 추진

가격으로 소속 회사에서 자사 주식을 살 수 있는

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번 정부의 중소벤처기업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다. 하지만 상장을 준비 중인

부 신설로 인해 벤처기업 관련 예산 확보와 제도 개선

벤처기업에게는 스톡옵션이 비용처리가 되어 순이

등이 좀 더 신속하고 원활히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익이 줄고 상장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게 되는 경

이미 도래한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고 경제민주

우가 발생하므로 코스닥상장 위원회 내규를 수정

화를 실현하며, 고용절벽을 해소하고 위축된 우리

하여 예외를 적용하는 등 현실화가 필요하다. 또한

나라 청년들에게 희망을 심어주는 유일한 방법은

스톡옵션을 부여받는 임직원에도 행사시 주식매입

기술창업과 벤처 육성이다. 이번 정부의 벤처창업

가격을 기준으로 5,000만 원까지 비과세로 하여

생태계 활성화 방안이 현장에서도 원활히 작동되

세금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제도의 현실

고 성과로 이어지도록 꾸준히 실행되어 10년간 국

화가 필요하다.

민소득 2만 달러에 정체된 한국경제의 퀀텀점프가

더불어 기술과 인력은 벤처기업의 자산이므로 불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법적인 기술 및 인력 유출 방지를 위한 법원의 손
해배상액 상향과 징벌적 손해배상을 법제화하고,
대중소기업간 불공정한 시장 질서를 바로잡기 위
한 노력을 지속하여 국내에서도 대기업 하청기업
이 아닌 진정한 히든 챔피언이 지속적으로 배출되
어야 한다.
‘혁신창업 생태계’ 구축이라는 정부의 정책목표
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창업·벤처 육성정책과 관
련된 모든 부처들의 과감하고 적극적인 협력과 정
책의지가 필요하다. 이번 정부의 중소벤처기업부
신설이 벤처기업의 새로운 도약에 큰 힘이 되기를
기대하며, 지난 정부의 벤처창업 정책들도 공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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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는 말

기술혁신, 규제개혁 등으로 변화하고 있다.1) 이들
주요 국가들의 경제성장전략을 살펴보면, 산업경

최근 세계 주요 국가들의 경제정책이 신산업육

쟁력 강화를 위한 ‘과학기술투자’와 더불어 ‘포용적

성, 제조업으로의 회귀, 일자리 창출, 창업 활성화,

성장’(Inclusive Growth)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를

표 1 : 주요 국가별 경제성장전략의 특징

국가

경제성장전략

유럽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혁신과 R&D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이전에 비해 더욱 강화
•지속가능한 성장과 고용창출을 통한 첨단 기술 분야에의 관심 집중
•정부 혁신정책의 범위·참여 주체의 확대 및 인프라 구축 지원 강화
•혁신주체로서의 중소기업에 한 관심과 지원을 강화

미국

•첨단 제조업 부문을 중심으로 기술혁신에 기반한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지지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
•민간의 혁신활동 촉진과 창업·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정책 지원 강화
•혁신수요 촉진과 혁신기반 강화를 위한 공공부문의 역할 강조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통한 포용적 성장에 대한 관심 증대

일본

•일본의 신성장정책은 일본사회의 구조적 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한 사회시스템 개혁적 관점에서 추진
•첨단 신성장동력 산업 지정 및 육성 노력 강화
•민간의 혁신활동 참여 촉진 및 성과 극대화 유도
•균형발전, 삶의 질 등의 총체적 혁신 강조

중국

•산업구조의 질적 전환과 새로운 경제성장 패러다임의 모색
•신성장 동력 발굴 및 경제성장에서 민간의 역할 확대
•ICT 산업 중심의 과학기술혁신정책 추진

자료 : 김정주 외(2016) 재구성

1) 김정주, 김희선(2016.12.30),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글로벌 패러다임 변화와 정책적 시사점, 중소기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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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현하기 위한 핵심주체인 중소기업, 특히, ‘성장
가능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표 1> 참조).

국가 GDP의 17%를 담당하는
이노비즈기업 : 총 매출액 258조 원으로
삼성전자 능가

새로운 변화가 예고되고 있는 4차 산업혁명 시대
에는 일정수준 이상의 규모와 함께 혁신능력을 갖

창업을 통한 일자리와 함께 지속성장하고 있는

춘 중소기업들의 역할이 한층 더 커지게 될 것으

기업의 규모확대를 통한 기존 기업에서의 일자리

로 예견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장기 경기 침체

창출도 주목해야 할 정책방향일 것이다. 중소기

로 인해 중소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경

업 성장과 생존에 가장 영향 있는 요인은 “기술력”

제 성장이 정부의 경제 정책 중심으로 자리 매김하

으로, 이노비즈기업은 국제적 기준(오슬로메뉴얼,

고 있다.

oslo manual)에 부합하는 ‘혁신역량’과 ‘기술력’으

국제적 기준(오슬로메뉴얼, oslo manual)에 부

로 유일하게 정부가 선정한 우수 기술혁신형 중소

합하는 ‘혁신역량’과 ‘기술력’을 갖춘 ‘이노비즈기

기업이다. ‘혁신’과 ‘사업’의 합성어인 이노비즈란

업’(기술혁신형중소기업, INNOBIZ)은 일반 중소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스타트업(신생벤처기업)으로

제조업 대비 3배 이상의 경영성과를 창출하고 있는

시작해 혁신을 통해 ‘죽음의 계곡’을 넘어 시장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지속성장가능 중소기업이다.

안착한 우수기업들로, 창업·벤처 → 혁신형 중소

체계적인 기술혁신역량과 R&D투자를 통해 지속성

기업(이노비즈기업) → 중견기업으로 발돋움하기

장하고 있는 이노비즈기업은 ‘고용없는 성장’ 시대

위한 성장사다리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평균

에도 매년 3만명 이상의 고용창출을 이루며, 지난 7

업력 16년, 평균 매출 148억 원, 평균 종사자 42명

년간(’10~’16) 약 23만 명의 양질의 일자리를 추가

에 달하는 이노비즈 기업은 2017년 8월말 기준 약

로 창출하였다. 혁신적 기술경쟁력을 바탕으로 글

18천여 개로 전체 중소제조업 중 약 4.5%의 비중

로벌 진출이 활발한 이노비즈기업은 새로이 직면한

을 차지하고 있으며, 일반 중소제조업 대비 3배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발전할 수

상의 경영성과를 창출하고 있다(<표 2> 참조).

있는 기업군으로 지속적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

전체 중소제조업 중 약 4.5%에 해당하는 이노비
즈기업이 국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보

하는 ‘일자리 화수분’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표 2 : 이노비즈기업 경영성과 비교

구분

평균 매출액

평균 영업이익

평균 R&D집적도

평균 종사자

이노비즈기업

147.8억

6.9억

2.8%

42.2명

일반 중소제조업

46.4억

2.4억

1.3%

20.5명

자료 : 2016 이노비즈기업 정밀실태조사, 2016 중소기업 실태조사 재구성

2) ’15.12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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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 이노비즈 기업의 경제적 비중

자료 : 이노비즈협회 내부자료 및 2016 이노비즈기업 정밀실태조사(중소기업청, 이노비즈협회) 재구성

표 3 : 월드클래스 300, 코스닥 기업, 중견 기업 , 고성장 기업 중 이노비즈 기업 비율

구분
월드클래스300
코스닥 기업
중견기업으로 성장
고성장 기업

전체 기업 수

이노비즈 수

비율

125개사

98개사

78.4%

1,006개사

424개사

42.1%

1,855개

356개

19.2%

17,677개사

1,968개사

11.1%

자료 : 이노비즈협회 내부자료 재구성
* 월드클래스 300, 코스닥상장기업의 전체 기업 수에서 중견기업 제외
** 고성장기업 : 매출액이 3년 평균 20%이상 증가한 기업
*** 이노비즈는 중소기업 범위(제조업 매출 1,500억 이상 등)를 벗어나면 유예기간(3년)을 거쳐 자동 탈락

면, 총 매출액은 258조원2)으로 국내 GDP(1,558조

중요하나, 실제 성과를 낼 수 있는 Scale-Up기업,

원)의 17%를 담당하고 있으며 이는 삼성전자(200

즉 이노비즈기업에 대한 성장지원정책은 일자리창

조원, 2015년)보다 높은 수준이다. 전체 종사자 수

출의 탁월한 해법이 될 수 있다. Scale-up 기업의

는 약 76만명으로 중소제조업(5인 이상) 종사자의

대표인 이노비즈기업은 지난 7년 간(’10~’16) 매

29%, 총 (직접)수출액은 전체 중소기업 수출액의

년 3만개 이상, 약 23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였다

38%를 담당하고 있다(<그림 1> 참조). 또한, 이노

(<표 4> 참조). 이 중, 최근 3년간(’14~’16년) 고용

비즈기업은 월드클래스300 중 78.4%, 코스닥기업

창출이 연속 증가한 이노비즈 기업은 총 4,356개

중 42.1%를 차지하고 있으며,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사가 있으며, 이들 기업의 고용증가인원은 약 6만 8

기업도 약 20%에 달하는 등 중견기업으로의 성장가

천여 명에 이른다. 7년(’10~’16년) 연속으로 일자리

능성을 보이고 있는 기업이다(<표 3> 참조).

를 늘린 기업도 270개에 달한다(<표 4> 참조).
특히, 지난해 15개 중소기업단체가 ‘청년 1+채용

고용없는 성장 시대, 이노비즈기업
7년간 23만개 일자리 증가

운동’을 통해 총 16만여 개의 청년채용을 이루었는
데, 그 중에서도 만천여개 이노비즈기업에서 기업
당 평균 6.4명을 채용, 총 71,614명의 청년 일자리

창업·벤처 등 Strat-Up기업의 일자리창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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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 이노비즈 기업 연도별 일자리 순증가 및 연속고용 증가 기업 수

연

도

이노비즈 기업 일자리 수(개)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합계

32,009

30,744

33,898

37,367

30,264

32,638

34,259

231,179

연속 연수

3년 연속

4년 연속

5년 연속

6년 연속

7년 연속

연속 고용 증가
이노비즈 기업 수

4,356개사

1,283개사

683개사

394개사

269개사

* 이노비즈기업(예비 이노비즈기업 포함)의 순수증가분(신규채용-퇴사자 전년도 대비 순수 증가치), 고용보험 DB 피보험자 수 비교 (자료제공 : 고용노
동부, 한국고용정보원)
** 연속 고용 증가 기업 조사대상 : 이노비즈기업 및 이노비즈 졸업기업(’16년 말 기준)
자료 : 이노비즈협회

체계적이고, 끊임없는 기술혁신
활동이 일자리창출의 원동력

쟁력 확보를 통한 기업성장이 결국 양질의 고용창
출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고용증가의 선순환 효
과).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노비즈기업은 지속

최근 협회가 외부에 의뢰3)해 지난 7년간 일자리

적 고용창출 효과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혁신

를 창출한 기업 2만 여 곳의 일자리 창출 현황을

을 통한 기술경쟁력 확보가 뒷받침되고 있기 때문

분석한 결과, 이노비즈 기업들은 기술경쟁력을 꾸

이다. 이노비즈기업은 75%가 기업부설연구소를 보

준히 강화해 신규채용을 이어갔고 연구개발(R&D)

유하고 있고, 상시 기술개발전담부서까지 포함하면

투자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

90%가 넘은 기업이 R&D조직을 갖추고 있다(<그림

에 따르면, 이노비즈 인증을 받고 3년, 5년 뒤 고

2> 참조). 즉, 끊임없는 기술혁신활동으로 기술경

용인원 및 증가율이 높아지고 있고, R&D투자를

그림 2 : 이노비즈 기업의 제조업 비중, 수출기업 비중, 연구소 비중

자료 : 이노비즈협회 내부자료 및 2016 이노비즈기업 정밀실태조사(중소기업청, 이노비즈협회) 재구성

3) 김선우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혁신기업연구센터장, 황성수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부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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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 연속고용증가 이노비즈기업

인증이후 3년차(t+2)

인증이후 5년차(t+4)

대상기업

인증시점(t)
(고용인원)

고용인원

증가율

고용인원

증가율

3,758개사

107,336명

120,336명

12.1%

128,037명

19.3%

자료 : 이노비즈협회 내부자료 재구성

꾸준히 하는 기업이 지속하지 않는 기업보다 상대

기업성장과 일자리창출에 있어 Scale-Up 기업

적으로 고용창출과 매출증가가 더 큰 것으로 분석

의 중요성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국내의 경

되었다. 결국,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R&D투자가

우 중소기업 고용정책은 단순 일자리 창출에 대한

‘R&D투자 → 매출증대 → 고용창출’의 선순환구조

직접적 지원보다 꾸준히 이익을 창출하는 다수의

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표 5> 참조).

성장기업이 출현해 고용 확대를 주도해 나갈 수 있
는 환경을 구축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강조5)하고

이노비즈기업의 성장지원이 ‘양질의
일자리창출’의 해법

있으며, 최근 주요 선진국의 경우도 국가경제 성
장과 일자리 마련을 위해 기존 정책방향을 스타트
업에서 스케일업으로 선회하고 있는 추세이다(<표

우리나라의 창업상황은 생계형창업 비중이 높

6> 참조).

고, 기술에 기반한 기회형창업의 비중이 OECD 최

기회형 창업 등 Strat-Up기업의 일자리창출도

하위 수준으로 기술기반 창업활성화에 대한 요구

중요하나, 실제 성과를 낼 수 있는 Scale-Up기업,

가 날로 높아지고 있다. 기회형창업 활성화는 소규

즉 이노비즈기업에 대한 성장지원정책은 일자리창

모기업 중심의 극심한 호리병형 구조인 우리 기업

출의 탁월한 해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생태계를 바꾸기 위한 방안이 될 것이다.
더불어 체계적인 창업활성화 기반을 마련할 필
요가 있는데, 무엇보다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한

맺음말: 중소벤처기업부에 거는
기대 그리고 바람

창업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특히, 청년들이 중소기
업에서의 근무경험을 바탕으로 관련 분야에서 창업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우리나라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면 창업의 성공률이 훨씬 높

는 내년에 국민소득 3만 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전

아질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금년 6월 발

망하고 있다. 국민소득 3만 달러는 선진국으로 진

표된 중소벤처기업부(당시 중기청)의 사내벤처 지

입하는 상징적 의미가 있다. 문재인대통령은 양질

원제도는 시의적절한 정책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의 일자리창출의 핵심은 중소기업 육성이라 강조

4) ‘하버드 창업가 바이블’을 쓴 하버드 경영대학원 아이젠버그 교수도 ’16년 국내 강연에서 ‘정부는 Start-up의 창업 보다는 기존기업의 Scale-up 중
심으로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고 언급(2016 세계 기업가정신주간 한국행사 기조강연, 2016.11.14.)
5) http://www.hani.co.kr/arti/economy/startup/801578.html#csidx9bcbf7b28f6aa028ae8d9fd222044a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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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 주요 선진국 Scale-up 정책 비교

구분

주요 내용

Scale-up
America
(미국)

•기존기업의 성장(Scale-up)을 통해 대부분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됨을 알고, 기업 성장에 필요
한 각종 지원을 제공,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창출 및 국가경제 발전을 도모
☞ 지원정책 : 스케일업 커뮤니티 운영, 기술혁신형 제조기업 펀드 ‘SUMIF’ 조성 등

Scale-up UK
(영국)

•스케일업(Scale-up)기업이 경제성장률 향상, 일자리창출, 생산성 향상의 핵심임을 인지, 기업의
양보다 질을 향상시키는 스케일업 정책에 초점
☞ 지원정책 : 기업성장연구소 설립 및 운영, 국영경제개발은행을 통한 기업지원 등

Scale-up
Denmark
(덴마크)

•세계최고 수준의 창업환경을 보유했으나, 타 유럽국가에 비해 느리게 성장하는 것을 깨닫고 스케
일업(Scale-up) 기업 육성 및 정책의 중요성 강조
☞ 지원정책 : 선정한 성장잠재력 기업 대상 산업별 특화된 프로젝트 운영 지원 등

* SUMIF(Scale-Up Manufacturing Investment Funds)
자료 : 이노비즈협회 내부자료 재구성

표 7 : 현 정부 중소기업 관련 국정 목표

국정목표

2 : 더불어 잘 사는 경제

국정전략

5 : 중소벤처가 주도하는 창업과 혁신성장

국정과제

39 : 혁신을 응원하는 창업국가 조성
40 : 중소기업의 튼튼한 성장 환경 구축
41 : 대ㆍ중소기업 임금 격차 축소 등을 통한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

자료 : 청와대(http://www1.president.go.kr/government-projects#page2) 국정과제 재구성

하고, 이를 위한 최우선 실천과제로 중소기업청을

(<표 7> 참조).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시켰다. 이는 중기부가 과

이러한 기대감과 국정목표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거 정책수행기능에서 벗어나 이제는 중소기업, 벤

는 기술기반 창업 활성화(스타트업, start-up)와

처,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과 법을 만드는 독립기관

이노비즈기업의 규모 확대(스케일업, scale-up),

으로의 역할이 가능하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창업·벤처 → 혁신형기업 → 중견기업으

입법권과 강한 교섭력을 갖춘 중소벤처기업부

로 이어지는 역동적인 중소기업 성장사다리 구축

의 출범에 이노비즈기업 뿐만 아니라 모든 중소기

(레벨업, level-up)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

업인들이 기대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 現 정부의

하는 튼튼한 플랫폼이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중

국정목표 중 ‘중소벤처가 주도하는 창업과 혁신성

소·벤처 기업을 위한 새로운 정부 부처인 중소벤

장’(국정전략 5)은 ‘기술창업을 통한 혁신적 아이디

처기업부가 국민소득 3만 달러를 넘어 4만 달러 시

어의 활성화’(국정과제 39), ‘죽음의 계곡을 넘어선

대를 여는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수행하기를 기대

성장기업을 중견기업으로 도약시키기 위한 레벨업

해 본다.

전략’(국정과제 40, 41)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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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명의 과학기술자, 그리고 실리콘밸리의 탄생
글 : 부경호 (gungho.buh@gmail.com)
문술미래전략대학원 석사과정·기초과학연구원 이노베이션팀

‘실리콘밸리(Silicon Valley)’. 세계 각 국의 도시

사적 사실의 구체성에서부터 천착하는 것이, 현재

에서 이를 벤치마킹은 해 보았지만, 제대로 성공한

실리콘밸리의 생태계를 이해하는 것보다 더욱 의

사례는 찾기 힘들다. 실리콘밸리 특유의 산업적 인

미가 있을 것이다.

프라나 기업 생태계, 성공 시나리오, 창업 방정식
등을 역사적 맥락에 대한 성찰 없이 단순히 모방했

트랜지스터와 신산업의 여명

기 때문일 것으로 보인다. 초기의 창업 생태계 형
성과 성장에 기여했던 핵심 요소들은 이미 성숙된

1948년에 벨연구소의 점접촉 트랜지스터(point-

환경에서는 발견하기 쉽지 않다. 따라서 현 시점의

contact transistor)는 이론물리학자인 바딘

실리콘밸리식 창업 생태계 운영방식은, 밑바닥부

(Bardeen)과 실험물리학자인 브레튼(Brattain)의

터 쌓아 올려야하는 상황에는 적용하기 힘들다. 과

협업 작품이다. 벨연구소는 특허부서의 조사과정

수원으로 아름다운 풍광을 자랑하던 ‘산타클라라밸

을 거쳐, 개발팀장인 쇼클리를 특허 출원시 발명자

리’를 혁신의 생태계로 변화시킨 핵심적 동인을 역

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이렇게 된 데는 사실 쇼클

그림 1 : 벨연구소의 트랜지스터 발명자, 좌로부터 Bardeen, Shockley 그리고 Brattain (좌); 실리콘밸리의
아버지라 불리우는 Fred Terman (우)

자료 : https://flic.kr/p/eQL3GL(좌), https://youtu.be/Jwk2Y4mi87w(우)

44

Science & Technology Policy ◀
과학기술정책 | 2017년 9월호 (통권230호)

리의 독단적이고 편집증적인 성격 탓이 컸다. 어찌

께 이익을 내고 공동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

됐든 역사적 발명에 자기 이름이 포함되지 않은 데

었다. 그의 비전이 구현된 것이 1951년 대학 근처

쇼클리는 몹시 분개했고, 이후 그는 자신의 천재성

팔로알토(Palo Alto)에 건립된 스탠퍼드 산업단지

을 보여주기에 충분한 접합 트랜지스터(junction

(Stanford Industrial Park)이다. 산업단지를 통

transistor)를 독자적으로 발명해냈다. 그의 노벨

해 산업계에는 첨단 기술의 과학기술자를 공급하

상 수상에 대해 아무도 이의를 달 수 없을 정도로

고, 대학 졸업생에게 일자리를 공급하는 모델이다.

훌륭한 발명이었다. 접합 트랜지스터는 점접촉 트

베리안社가 제일 먼저 단지에 입주하여 마이크로

랜지스터보다 실용성에 있어서 획기적이었고, 쇼

웨이브 튜브의 레이더 기술로 성공사례를 남겼고,

클리는 그 동작에 대한 물리적 이론까지 정립하였

휴렛팩커드社도 본원을 단지 내로 이전하였다.

다. 하지만 이 일을 계기로 바딘과 브래튼은 쇼클

터만은 쇼클리가 팔로알토에서 트랜지스터로 새

리 밑에서 일하지 않게 되었으며, 바딘의 사직과

로운 사업을 시작한다는 소식을 듣게 된다. 사실

브래튼의 고발로 벨연구소에서 쇼클리의 입지는

팔로알토는 쇼클리의 고향이자 모친이 사는 곳이

악화됐다. 쇼클리는 개의치 않았다. 캘리포니아 고

었다. 실리콘밸리가 현재의 자리에 위치하게 된 것

향으로 돌아가서 자신만의 사업으로 대박의 꿈을

은 순전히 쇼클리의 개인적인 이유 때문이라고 사

꾸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람들은 생각한다. 터만은 쇼클리에게 직접 편지를

이즈음 텍사스인스트루먼트사의 고든 틸은 쇼클

써서 스탠퍼드 영역의 여러 가지 장점을 설명하며

리의 접합트랜지스터를 실리콘으로 개발했고, 곧

솔깃한 제안을 했다(Berlin, 2005). 그리고 터만의

이어 이를 활용한 휴대용 라디오를 1954년 말에 출

스탠퍼드 산학협력에 대한 결과는 훗날 쇼클리의

시하였다(아이작슨, 2015).

제안에 따라 이 지역에 투자를 결정하게 된 벡맨
(Beckman)을 안심시키는 것으로 이어진다. 당초

프레데릭 터만, 산학협력단지 세우다

LA 지역에 투자를 하려 했던 벡맨은 팔로알토를
고려하지 않았는데, 그도 그럴 것이 스탠퍼드 대학

스탠퍼드 대학의 프레데릭 터만(Frederick
1)

E. Terman) 교수는 “실리콘밸리의 아버지”라

이 근처에 있다는 입지 외에 기업가를 유인할 것이
딱히 없기 때문이었다.

고 불린다. 그는 제자 휴렛(Hewlett)과 팩커드

1950년대 중반까지 과수원 농장의 아름다운 풍

(Packard)가 1939년 스탠퍼드 근처에서 창업하도

경으로 유명했던 팔로알토 지역 시골마을 ‘산타클

록 도와, 일찍이 실리콘밸리 성공 사례의 시초를

라라 밸리(Santa Clara Valley)’는, 1971년 저널

만들게 했다. 그는 대학이 산업체와의 유기적 협력

리스트 돈 회플러(Don Hoefler)의 ‘Silicon Valley

관계를 맺어 대학과 지역사회, 그리고 산업체가 함

USA’라는 보고서 이후 혁신의 벤처생태계를 상징하는

1) 터만은 미국 국제 협력처의 요청으로 한국과학원 설립 타당성 조사단의 단장으로 한국을 방문·조사하여, "터만 리포트"를 1970년 12월에 발표하여
한국과학원 설립의 청사진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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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 과거 쇼클리 반도체 건물(좌) 및 패어차일드 반도체 건물(우)

자료 : Marcin Wichary (CC BY 2.0) https://flic.kr/p/4M9491 (좌) ; Google Street View 자료 : https://goo.gl/maps/oMSBzp6UGGt (우)

‘실리콘밸리(silicon valley)’로 굳어지게 되었다.

쇼클리, 실리콘밸리에
최초의 반도체 기업을 세우다

목할 만하다(Thackary 외, 2015).

1) 반도체 제조 방법을 개발하는 분야의 채용이
지만, 기초 연구(Basic Research)와 학문발표의
기회를 제공한다. 2) 반도체 분야 경험이 있으면

1956년 쇼클리는 과학자 출신으로 성공한 사업
가 벡맨(Beckman)의 후원을 얻는데 성공한다. 이

좋지만 무엇보다도 개인의 능력과 성숙도가 중요
하다.

둘은 ‘실리콘 트랜지스터’의 생산 자동화를 첫 사
업 목표로 정했고,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는 대신

채용자 가운데 트랜지스터에 대한 경험을 가진

Beckman Instruments사의 부서로 시작하기로

이는 MIT 출신의 노이스 밖에 없었다. 쇼클리는

한다(Brock, 2013).

우생학을 믿었으며, 개인 능력만 있다면 트랜지스

쇼클리는 벨연구소의 연구원들을 스카우트하

터 관련 기술은 자기가 지도하면 된다고 생각하였

려 했으나, 그를 따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결

기 때문이다. 실제로 채용자들은 IQ 테스트 시험을

국 쇼클리는 직접 스카우트에 나서게 됐는데, 그의

통과해야 쇼클리의 합격 전화를 받을 수 있었다.

유명세 덕에 엄청난 재능의 젊은이들이 다양한 분

전도유망한 젊은이들이 유수의 연구소 또는 기

야에서 몰려들었다. 물리학 전공의 로버트 노이스

업 대신 신생 벤처기업을 택하게 된 요인을 생각해

(Robert Noyce), 줄리어스 블랭크(Julius Blank),

볼 필요가 있다. 첫 번째는 당시 전자업계의 거인

제이 래스트(Jay Last)를 비롯해 무어의 법칙으로

인 채용자 쇼클리의 ‘권위’이다. 그들은 세계 최고

유명한 화학자 고든 무어(Gordon Moore)도 채용

권위의 과학자인 쇼클리의 지도와 함께 최고의 젊

했다. 이 외에도 기계공학, 금속공학 및 광학 등 다

은 과학자들과 같이 일하게 되는 기회를 놓치고 싶

양한 분야의 젊은이들을 스카우트했다.

지 않았을 것이다. 두 번째는 트랜지스터라는 당시

화학자와 금속공학자 채용 과정에서 쇼클리가 지

최첨단 기술이 주는 매력이었다. 이미 트랜지스터

역신문에 낸 광고가 있는데, 다음 두 가지 점이 주

로 인해 포켓 라디오가 산업화되었고, 지금의 인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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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처럼, 당시 트랜지스터를 매개로 신산업이 창

를 차리겠다고 뛰쳐나가는 것은 실리콘밸리의 당

출될 것이라는 것은 자명했던 것이다. 세 번째는

연한 문화로 자리 잡았고 또 실리콘밸리 발전의 원

산타클라라밸리의 아름다움이다. 이들 젊은이들은

동력이 되었지만, 당시만 하더라도 이는 부끄러운

훗날 쇼클리를 떠날지언정 두 번째와 세 번째의 꿈

행동으로 여겨졌다.

만큼은 버리고 싶지 않았다.

처음에는 이들은 자기들을 고용해줄 회사를 찾

쇼클리는 연구원들 관리하는데 있어 팀원들 간의

았으나, 이들의 요청을 우연히 받은 뉴욕의 월스트

의견 교환 같은 상호협력을 좋아하지 않았다. 자기

리트의 아서 락(Arthur Rock)은 “당신들이 진짜로

의 통제 하에 연구개발이 수직적으로 이루어져야

해야 할 일은 직접 회사를 차리는 것이고 우리는

한다고 생각하였다. 쇼클리의 편집증, 독단적 관리

자금 조달처를 찾아주는 것이다”라고 답하게 된다.

행태는 그의 노벨상 수상이 결정된 1956년 말부터

이는 실리콘밸리에서 벤처캐피털의 투자 모델 개

더욱 극단적으로 변했다. 무어가 앞장서서 벡맨에

념이 제시되는 순간이기도 하다. 9월 19일, 8명의

게 건의도 하였으나, 그는 노벨상 수상자의 권위를

배신자들과 패어차일드 카메라(Farichild Camera

더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이들 젊은 과학기술자들

& Instrument)사를 대표한 아서 락은 다음과 같

의 큰 불만 중 하나는, 쇼클리의 가망성이 없어 보

이 계약을 맺는다(Berlin, 2005). 이는 실리콘밸리

이는 4층의 pnpn 다이오드를 추진하는 것이다.

의 벤처캐피털 투자계약의 전형적 사례가 된다.

8명의 과학기술자 ‘패어차일드
반도체’를 설립하다

총 1,325주식을 발행, 8명의 설립자는 주당 5달
러의 가격으로 100주씩 출자·소유한다. 패어차일
드 카메라는 18개월 동안 $138만 달러를 빌려주고,

마침내 1957년 9월 18일, 쇼클리 문하의 젊은이

3년 연속 순이익이 30만 불이 되기전까지 언제든

8명은 사직서를 제출한다. 고든 무어, 쥴리어스 블

지 300만 달러로 모든 주식을 구입할 수 있는 옵션

랭크, 빅터 그리니치(Victor Grinich), 진 호르니

을 갖는다(Berlin, 2005).

(Joen Hoerni), 유진 클라이너(Eugene Kleiner),
제이 래스트 그리고 쉘던 로버츠(S h e l d o n
Roberts), 그리고 마지막까지 합류하기를 망설였

‘패어차일드 반도체’의
성공의 궤적과 유산

지만 결국 이들의 리더가 되는 로버트 노이스까지
쇼클리는 이들을 8명의 배신자(Traitorous 8)라

- 조화로운 협업 체계의 혁신기술로 최고의
경쟁력을 획득

고 불렀지만, 뉴욕타임스는 이 날을 역사를 바꾼

회사가 설립된 지 얼마 안 돼, 1957년 10월 4일

총 8명이었다.

2)

10개의 날 중 하나로 평가한다. 오늘날 자기 회사

스푸트니크호가 발사됐다. 이는 미·소 간의 우주

2) Adam Good, “10 Days That Changed History”, WEEK IN REVIEW, JULY 2, 2006 Newyork 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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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 패어차일드 반도체의 설립자들 즉, 8 명의 배신자(Traitorous 8)

이름

생년

전공

Ph. D.

Robert
Noyce

1927
(30)

Physics
Grinnell College

Physics
MIT

Gordon
Moore

1929
(28)

Chemistry
UC Berkeley

Chemistry
Caltech

Julius
Blank

1925
Physics
(32) City College of New York

-

Victor
Grinich

1924
(33)

Electrical Engineering
Univ. of Washington

Joen
Hoerni

1924
(33)

Mathmatics
Univ. of Geneva

Eugene
Kleiner

1924
(33)

Mechanical Engneering
Polytechnic Univ.
of New York

-

Jay Last

1929
(28)

Optics
Univ. of Rochester

Physics
MIT

Metallurgical
engineering Rensselaer
Polytechnic Inst.

MIT

Sheldon 1926
Roberts (31)

Stanford

Before Shockley Lab. (1957)

Post Fairchild

•Philco

•Intel 창업
•1st CEO of
SEMATECH

•Post-Doc at Johns
Hopkins Univ.

•Intel 창업

•2차 세계대전 기술자 복무 •스타트업 consultat
•다양한 회사의 Engineer
•Xicor 창업
•UC Berkeley, Stanford
•2차 세계대전 기술자 복무
•Identronix(CEO),
•SRI international
Escort Memory
연구원
System(CEO)

Theoretical
PhysicsUniv. of
•California Institute Tech.
Geneva & Univ.
Cabmridge
•Western Electric

•Amelco, Union
Carbide Elec, Intersil
•인텔 투자
•Kleiner Perkins
(벤처캐피탈)

•Kodak (summer student) •Amelco/ Teledyne
•Naval Research Lab.
Dow Chemical

•Amelco/ Teledyne

*생년 괄호 속의 나이는 페어차이들 회사를 창립했을 때의 나이
자료 : “https://en.wikipedia.org/wiki/Traitorous_eight” 재가공

경쟁이 시작됨을 의미하였다. 미국 국방부와 나사

구의 협업 공간으로 생각하고 회사를 이끌었다. 이

(NASA)는 미사일과 위성에 쓰일 전자부품에 보다

들은 IBM으로부터 주문받은 트랜지스터의 스펙을

안정적으로, 고온에서도 동작하는 트랜지스터를

맞추기 위하여 각자 역할을 분담해 개발하게 되는

필요로 했고 이에 대해서는 어떠한 비용도 지불할

데, 로버츠는 실리콘 잉곳(Ingot)을 키우는 공정,

용의가 있었다. 노이스는 미 공군 폭격기의 컴퓨터

무어와 호르니는 확산 공정, 노이스와 래스트는 사

에 조달할 목적으로, IBM으로부터 당시 성능이 매

진공정, 유일한 전자공학 전공자인 그리니치는 테

우 향상된 스펙의 트랜지스터 주문을 받는데 성공

스트 공정을 맡았다. 블랭크는 클라이너와 함께 반

하게 된다. 회사의 총괄 관리자 역할에 탁월한 재

도체 생산공장 즉, 펩 운영을 담당하였으며, 패키

능과 매력을 가진 노이스는 패어차일드를 공동연

지 공정도 관리하였다(Berlin,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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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 노이스의 집적회로 특허(좌)와 첫 번째로 상용화된 집적회로

자료 : US patent 2,981,877 및 https://www.fairchildsemi.com/about/history-heritage

당시는 반도체 제조장비 회사도 전무하던 시절

로 오픈된 영역에 다시 보호막과 금속접촉을 형성

이었다. 이들은 바닥에서부터 장비를 구축해야 했

하는 기술이다. 이는 당시 메사 트랜지스터의 신뢰

다. 무어는 확산 공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퍼니스

성 문제를 대폭 개선하였다. 부사장이었던 호지슨

(furnace)를 직접 제작하기도 하였다. 노이스는 샌

(Hodgson)은 호르니의 발명에 대하여 기존의 메

프란시스코의 사진가게에서 카메라 장비와 렌즈를

사트랜지스터와 달리 평평하다는 의미로 ‘플래너

구매하여 사진공정을 구현하였다. 이들의 조화로

공정’ 또는 ‘플래너 트랜지스터’로 명명하고 그 이

운 협업 덕택에 당시에는 최첨단 기술인 이중-확

름에 대하여 지식재산권을 부여하고자 하였다. 이

산 실리콘 트랜지스터를 1958년 초여름 성공적으

에 노이스는 산업계가 자기들의 기술을 일반적으

로 납품할 수 있었고 이는 한동안 업계 최고의 독

로 받아들이면 패어차일드가 얻을 광고 효과의 이

보적인 제품이 되었다.

득이 더 크다며 반대하였다. 노이스의 예측대로 트
랜지스터 공정의 표준이 된 플래너 기술은, 패어차

- 플래너 트랜지스터 기술 개발
‘패어차일드 반도체’가 이룩한 최고의 혁신기술

일드사는 물론 실리콘밸리 자체를 당시 전자산업
의 새로운 중추로 도약시키게 된다.

은 ‘플래너 트랜지스터(planar transistor)’와 이를
구현하는 ‘플래너 공정(planar process)’이다. 이

- 집적회로 발명

는 호르니의 발명으로, 산화막의 일부 영역을 오픈

패어차일드의 혁신기술인 집적회로의 발명도 빼

하여 불순물을 실리콘으로 확산시킨 후 산화막으

놓을 수 없다. 1958년 여름,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3) 킬비는 2000년 집적회로 발명으로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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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의 킬비(Kilby)는 집적회로 기술을 발명해 발표

링(constant field scaling) 이론이라 불린다.4) 스

한다.3) 이에 자극을 받은 노이스는 호르니의 ‘플래

케일링 이론은, 무어의 법칙을 트랜지스터의 개수

너 트랜지스터’의 기술을 바탕으로 집적회로를 발

의 증가라는 단순한 법칙에서, 반도체칩의 성능(가

명한다. 사실 기본적 개념은 이미 연구노트에 작성

격·연산능력·저전력소비)에 대한 지수함수적인

되어 있었다. 킬비가 먼저 발명은 했지만, 그의 발

발전 법칙으로 확장해 그 이론적인 토대를 제공하

명에는 소자의 단자끼리 별도의 금속 전선으로 연

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결하는 와이어링 작업이 필요하였다. 반면에 노이
스의 집적회로는 호르니의 플래너 기술을 사용하

- 분사(spin-off)와 실리콘 밸리의 형성

여 별도의 와이어링이 필요하지 않았다. 노이스의

패어차일드는 일련의 혁신기술로 반도체 시장에

플래너 집적회로 기술은 당시의 트랜지스터를 이

서 주도권을 가지게 되었고, 마침내 1959년 패어차

용한 전자부품의 신뢰성을 대폭 향상시켰다. 그러

일드 카메라는 패어차일드 반도체에 대하여 옵션

나 노이스의 집적회로 발명의 진가는 가격 경쟁력

을 행사하게 된다. 이는 창업자들에게는 대박의 성

에 있다는 것을 노이스와 무어는 생각하게 됐고,

공이지만 자기만의 회사 경영의 독립성을 잃는 결

이는 ‘무어의 법칙’의 토대가 된다.

과이기도 했다. 1959년 림(Rheem)을 필두로 새로
운 회사들이 패어차일드로부터 분사하게 된다. 래

- 무어의 법칙

스트와 호르니는 Amelco 반도체 회사로 가게 되

1965년 무어는, 지난 10년 간 매 2년마다 반도체

고, 클라이너는 패어차일드 기술자들에게 장비회

칩의 트랜지스터의 개수가 2배씩 증가한다는 경험

사의 창업을 장려하여 실리콘 밸리에 반도체 에코

적 관찰로부터 앞으로 10년 간도 그럴 것이고 1975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기여하였다.

년이면 1개의 칩에 대규모의 회로를 구축할 수 있

이렇게 패어차일드로부터 분사한 기업을 패어

을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훗날 이를 두고 ‘무어의

칠드런(Fairchildren)이라 부르는데 1968년 노

법칙’이라 명명되게 되었고 이는 현재까지 작동하

이스와 무어가 공동으로 설립한 인텔(Intel)이 대

는 그야말로 ‘법칙’이 되었다. 단순한 예측이 법칙

표적이다. 클라이너는 1972년 벤처 캐피탈 회

이 된 이유는 호르니의 플래너 기술과 노이스의 집

사 Kleiner Perkis를 설립하여 수 많은 벤처기

적회로 개념으로 트랜지스터의 축소화가 매년 성

업에 투자하는데, 이 가운데는 아마존(Amazon)

공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축소화에 따른 이득

과 구글(Google), 썬 마이크로시스템스(Sun

에 대해 디램(DRAM)의 발명자인 IBM의 데나드

Microsystems) 그리고 트위터(Twitter) 등이 포함

(Dennard)는 트랜지스터 수준에서 정교한 이론

됐다. 실리콘 밸리의 분사(spin-off) 및 활발한 창

을 1974년 제시했는데, 이는 흔히 등전기장 스케일

업의 문화는 8인의 배신자들이 세운 회사로부터 시

4) R. Dennard et al., “Design of ion-implanted MOSFET’s with verysmall physical dimensions”, IEEE J. Solid-State Circuits 9,
p. 256 (1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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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되었고, 그들의 성공 자금이 다시 벤처투자로 이
어지는 순환구조로 이어지게 되었다.

둘째는 기초과학과 기초기술에 충실했다는 것이
다. 쇼클리 반도체와 패어차일드 소속의 연구원들
이 발표한 초창기 논문을 보면 지금은 반도체 교과

실리콘밸리 형성의 핵심 동인:
융합과 기초 과학

서에 나오는 기본적인 소자물리, 공정과정의 이론
들을 설명하고 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훗날
인텔의 CEO로 유명한 앤디 그로브(Andy Grove)

실리콘밸리의 창업생태계를 성찰 없이 그대로

와 딜(Deal)이 같이 정립한 ‘Deal-Grove model’

따라하다가는 실패하기 쉽다. 실제 실리콘밸리는

로, 반도체 표면의 산화공정에 대한 완벽한 설명을

1970년대 중반부터 10여 년 간 침체기를 맞는데,

제시하였다.5)

이는 실리콘 반도체 산업이 고도화되면서 그 경쟁

8명의 과학기술자들이 쇼클리를 교체해달라고

력을 일본에게 빼앗겼기 때문이었다. 실리콘밸리

요청하였을 때, 벡맨은 고민 끝에 이들 대신 노벨

의 작동방식은 고도로 성숙된 산업분야 또는 선진

상 수상자 쇼클리를 택하였다. 반면에 패어차일드

국 추격형의 산업생태계 구축에서는 적합한 모델

카메라사의 소유주인 셔맨 패어차일드(Sherman

이 아니다.

Fairchild)는 검증되지 않은 무명의 젊은이들에게

그러나 탈추격형의 과학기술에 집중하고자 실리

138만 달러를 투자하여 대성공을 이뤘다. 국가를

콘밸리의 생태계를 도입해야 한다면, 과거에 실리

과학기술 분야의 투자가의 관점에서로 본다면, 벡

콘밸리에서 벌어진 혁신의 핵심 동인을 파악해야

맨의 딜레마를 극복하고 검증되지 않은 도전자에

할 것이다. 이는 패어차일드 반도체 회사가 설립

게 투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고민하는 것이 과학기

초기 단기간에 텍사스인스트루먼트 같은 유력한

술정책의 핵심과제일지도 모른다.

대기업을 제치고 혁신기술들을 개발할 수 있던 원
동력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첫째는 패어차일드 연구원들의 다양한 전문분야
다. 패어차일드 창업가들은 이론물리학자, 화학자,
기계공학자, 전자계측전문가, 광학전문가 등 다방
면의 전문가였다. 사후적 고찰이지만, 실리콘 산업
이 번성하기 위해서는 사진공정, 확산공정 같은 다
양한 기초 연구 개발이 정립되어야 했다. 그리고
이들의 전문성이 융합되면서 창출된 혁신기술들이
실리콘밸리의 경쟁력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참고문헌
아이작슨(2015), 「이노베이터」, 정영목·신지영 옮김, 오픈하우스
Berlin(2005), 「The man behind the microchip」, Oxford University Press
Arnold Thackray, David C. Brock, and Rachel Jones(2015), 「Moore’s
Law」, Basic Books
David C Brock(2013), “Shockley’s Robot Dream”, SPECTRUM. IEEE
Dec. p.41

5) B. E. Deal and A. S. Grove, “General Relationship for the thermal oxidation of silicon”, J. Appl. Phys.36, pp. 3770-3778
(1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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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로 보는 대학, 공공연구기관 혁신역량
- 4차 산업혁명 관련 논문(빅데이터)을 중심으로 -

Ⅰ. 개요
○	4차 산업혁명 관련 연구 중 빅데이터 분야 논문분석을 통해 한국의 대학과 공공연구기관의
혁신역량을 개괄적으로 비교, 평가하고자 함
- Elsevier사의 SciVal을 이용하여 출판, 인용, 협력 및 연구자 현황을 비교
- 키워드: Big data
- 대상: 2012~2017년 Scopus DB 논문(21,765편)
○	빅데이터의 정의
- 빅데이터는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데이터 수집, 관리 및 처리 소프트웨어의 수용 한계를
넘어서는 크기의 데이터를 말하며, 빅데이터의 사이즈는 단일 데이터 집합의 크기가 수
십 테라바이트에서 수 페타바이트에 이르며, 그 크기가 끊임없이 변화하는 것이 특징임
(위키백과)
○	빅데이터 관련 논문 21,765편에서 추출한 상위 50개 핵심 문구는 <그림 1>과 같으며, 지난
6년간 Data handling, Data mining, Cloud computing, Digital storage, Algorithms 영
역 등 관련 전분야가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1 : 빅데이터 분야 문구 구름

자료 : SciVal DB(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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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빅데이터 분야 혁신역량
1. 논문 수
○	최근 6년간 빅데이터 분야에서 가장 많은 논문을 출판하고 있는 국가는 미국으로 6,948편을
출판
- 다음은 중국(5,299편), 영국(1,660편), 독일(1,175편) 순임
- 한국은 907편으로 논문 수로 7위 수준으로 평가됨(미국의 1/8 수준)
표 1 : 빅데이터 분야 상위 25개 국가 (2012~2016년 합계)

구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국가
United States
China
United Kingdom
Germany
Australia
India
South Korea
Italy
Canada
Japan
Spain
France
Taiwan
Netherlands
Switzerland
Hong Kong
Greece
Singapore
Russia
Brazil
Sweden
Saudi Arabia
Austria
Finland
Poland

논문 수(편)

조회 수(회)

6,948
5,299
1,660
1,175
1,026
950
907
840
803
791
669
644
453
423
321
308
305
273
257
250
247
204
202
198
190

187,362
114,478
52,489
29,594
31,430
18,424
23,710
25,149
22,029
15,248
20,058
16,214
10,319
14,023
8,364
11,579
7,762
8,734
5,182
6,865
7,476
6,528
5,712
6,944
5,479

상대적
피인용 지수
2.60
1.55
2.40
2.26
2.92
1.16
1.56
2.37
2.31
1.43
2.21
1.61
1.53
2.61
2.76
2.67
1.59
3.12
1.11
1.55
2.48
2.78
2.12
1.61
2.31

인용 수
38,081
14,514
7,548
4,597
4,677
1,067
1,856
3,446
3,775
1,520
2,051
1,986
1,001
1,816
1,347
1,492
690
2,005
351
742
834
821
643
601
430

자료 : SciVal DB(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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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용 측면에서 보면, 미국은 전체 평균(1.0)보다 160% 더 인용되고 있음
- 한국은 1.56으로 전체 평균 보다 56% 많이 인용되고 있으나, 상위그룹의 피인용 정도로
볼 때 높은 수준은 아님
○ 빅데이터 분야 대학 순위를 보면, 중국 과학원이 가장 많은 논문을 출판
- 한국 대학은 경희대, 서울대가 55편으로 100위권에 들지 못함(<표 2> 참고)
○ 빅데이터 분야 공공연구기관 순위를 보면, 중국 교육부가 가장 우수
- 한국은 ETRI(9위) 수준으로 나타남(<표 3> 참고)
표 2 : 빅데이터 분야 논문 수 상위 20개 대학

1

Chinese Academy of Sciences

525

11,814

상대적
피인용 지수
2.05

2

Tsinghua University

346

8,498

2.11

구분

대학명

인용 수
1,999
1,911

3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200

8,856

3.48

2,199

4

Harvard University

194

6,394

3.90

2,289

5

Wuhan University

176

3,863

1.54

448

6

Shanghai Jiaotong University

170

3,903

2.12

834

7

Beijing University of Posts and
Telecommunications

169

2,421

1.27

254

8

Stanford University

146

3,723

2.21

922

8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146

4,380

2.33

1,047

10

University of Minnesota

142

3,556

3.22

1,008

11

University of California at Los Angeles

135

2,941

2.26

925

11

Zhejiang University

135

3,159

1.78

390

13

University of Washington

133

3,616

2.56

1,016

14

University of Oxford

131

4,329

2.92

994

15

Carnegie Mellon University

125

3,368

3.22

897

15

University of Illinois at Urbana-Champaign

125

2,910

2.17

642

17

Huazhong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124

3,385

3.34

957

18

Beihang University

123

2,853

1.71

324

19

National University of Defense Technology

121

1,911

0.91

188

20

University of Michigan

117

3,732

3.28

1,097

100
이하

Kyung Hee University

55

2,182

1.54

183

Seoul National University

55

1,110

1.84

214

자료 : SciVal DB(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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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 : 빅데이터
표 3 : 빅데이터
분야 논문
분야
수 논문
상위 수
20개
상위공공연구기관
20개 공공연구기관

구분

공공연구기관명

논문 수(편) 조회 수(회)

상대적
피인용 지수

인용 수

1

Ministry of Education China

177

3,391

2.09

341

2

CNRS

136

3,090

1.28

397

3

CNR

114

3,685

1.52

390

4

CSIRO

94

3,174

3.24

614

5

Oak Ridge National Laboratory

86

2,338

1.42

394

6

National Institutes of Health

67

1,765

3.58

784

7

Argonne National Laboratory

60

1,200

1.82

213

7

INRIA

60

1,627

1.41

237

9

ETRI

53

1,569

1.54

168

10

A-STAR

43

1,128

1.66

177

11

Ministry of Health of People's Republic of
China

41

765

2.58

275

12

Lawrence Berkeley National Laboratory

39

987

2.49

235

12

Pacific Northwest National Laboratory

39

802

1.28

141

14

Japan National Institute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31

572

0.84

72

15

INSERM

30

856

2.51

135

16

Research Organization of Information and
Systems National Institute of Informatics

29

376

1.55

46

17

Air Force Research Laboratory

28

580

2.97

194

18

Jet Propulsion Laboratory, California Institute
of Technology

24

526

2.06

90

19

CERN

23

619

2.08

92

19

Lawrence Livermore National Laboratory

23

616

2.30

146

자료 : SciVal DB(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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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관련 현황
○	논문의 질적 수준(상대적 피인용 지수)에서 미국 Harvard 대학(3.90)은 평균보다 290% 더
인용된 반면, 한국(경희대, 1.54)은 상대적으로 낮은 인용 수준에 머무름
○	공공연구기관의 논문당 인용 수는 호주의 CSIRO(6.53)가 가장 많았으며, 한국의 ETRI는
3.17로 상위 20개국과 비교하면 낮은 수준(16위 수준)을 보임
표 4 : 빅데이터 분야 주요기관 인용 현황

구분

대학명

논문수

인용수

논문수당
인용수

상대적
피인용지수

국가명

1

Chinese Academy of Sciences

525

1,999

3.81

2.05

중국

2

Tsinghua University

346

1,911

5.52

2.11

중국

3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200

2,199

11.00

3.48

미국

4

Harvard University

194

2,289

11.80

3.90

미국

55

183

3.33

1.54

한국

논문수

인용수

논문수당
인용수

상대적
피인용지수

국가명

100이하

경희대

구분

공공연구기관명

1

Ministry of Education China

177

341

1.93

2.09

중국

2

CNRS

136

397

2.92

1.28

프랑스

3

CNR

114

390

3.42

1.52

이탈리아

4

CSIRO

94

614

6.53

3.24

호주

9

ETRI

53

168

3.17

1.54

한국

자료 : SciVal DB(2017)

3. 협력 현황
○ 주요대학의 국제협력 및 산학협력을 보면, 국제협력은 한국의 경희대가 40.0%로 가장 왕성
했으며, 산학협력은 미국의 MIT가 15.5%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주요 공공연구기관에서 국제협력은 호주의 CSIRO(52.1%)가 상위 5개국 중 가장 우수하였
으며, 산학협력은 프랑스의 CNRS(7.4%)가 가장 높게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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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 빅데이터 분야 주요기관 협력 현황

순위

대학명

국제협력

산학협력

1

Chinese Academy of Sciences

32.8

2.5

2

Tsinghua University

32.4

6.6

3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38.0

15.5

4

Harvard University

36.1

8.2

경희대

40.0

1.8

국제협력

산학협력

100이하

순위

공공연구기관명

1

Ministry of Education China

23.2

0.6

2

CNRS

42.6

7.4

3

CNR

32.5

1.8

4

CSIRO

52.1

3.2

9

ETRI

5.7

0.0

자료 : SciVal DB(2017)

Ⅲ. 시사점
○ 한국은 빅데이터 분야 전체 논문 수에서 7위 수준으로 평가됨
- 논문 수로만 비교한 결과이며, 상대적 피인용지수 등 질적인 수준으로 보면 더 낮은 수준
임(상위 25개국 중 19위)
○ 대학부분에서는 관련 논문을 1편 이상 출판한 87개 대학 중 100위권에 한 대학도 포함되지
못함
- 다만, 87개 대학에서 빅데이터를 연구하고 있는 것은 의미있다고 판단됨
○ 공공 연구기관에서는 ETRI가 53편으로 9위 수준으로 나타남
- 그 외 12개의 공공 연구기관이 빅데이터 관련 논문을 출판하였으나 논문 수 100위권에는
ETRI만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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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빅데이터 관련 연구가 세계적으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반
면 한국은 상대적으로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 중국은 논문 수에서 2017년도에 미국을 추월할 것으로 예상됨
○ 동 분야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보다 적극적인 빅데이터 분야 혁신역량 강화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그림 2 : 빅데이터 분야 국가별 논문 수 추이(2017년은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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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SciVal DB(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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