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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 교수 창업의 이상과 현실
 교수 창업은 대학 연구의 사업화 채널 중 하나로, 교수 개인에게는 자신이 시작한

혁신을 완성하면서 큰 부도 얻는 기회가 될 수 있고, 국가적으로는 공공 R&D의 생산성을
높여서 Korea R&D 패러독스의 극복에 일조할 수 있다는 의미가 있음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교수가 본업에 충실하면서 또 하나의 직업을 가지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인데다 과거 닷컴버블 시기 선배들의 부정적 실패 사례를 직접 목도한 경험도
있어서 많은 교수들이 ‘기술은 있지만 창업 할 엄두가 나지 않는’ 상황에 있음
 본 연구의 목표는 한국과 미국의 교수 창업 제도를 비교함으로써, 창업 생태계가

발달한 미국의 교수 창업 모델(제도, 문화, 관행 등)로부터 한국의 교수 창업 활성화를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임
 한국과 미국의 교수 창업 현황 비교
 (양적 측면) 교수 창업의 절대 수는 미국이 크게 앞서지만, 대학의 총 연구비 대비

교수 창업 수와 국가 GDP 대비 교수 창업 수는 각각 한국이 미국보다 3.8배 많아서,
국가 규모를 고려한 교수 창업 수는 미국보다 한국이 크게 앞서 있음
 (질적 측면) 미국은 교수 창업자의 23.5%가 Exit(M&A, IPO)에 성공했지만 한국은

IPO까지 통과한 교수 창업 기업은 많아도 교수 개인의 Exit 사례는 많지 않음
 한국과 미국의 교수 창업 제도 비교
 한국의 대학들은 교수 창업 시 CEO, CTO 등 상임직 겸직을 허용하고, 주당 겸직 활동

시간에 제한이 없으며(단, 서울대는 주당 1일로 제한), 학생 고용과 학내 시설/장비
활용도 허용됨(단, 포항공대는 학생 고용 금지)
 미국의 대학들은 대부분 교수 창업 시 CEO, CTO 등 상임직 겸직을 허용하지 않고,

자문 등의 비상임직 겸직도 주당 1일로 제한하며(상임직 겸직을 허용하는 대학도 동일),
학생 고용과 학내 시설/장비 활용도 금지
 미국 교수 창업자의 역할 범위: 대부분 ‘창업자’ 타이틀과 소수 지분을 가지며, 정규직

교수가 창업하면서 교수직을 유지하고자 할 때는 자문역, 컨설턴트, 이사 등 비상임직을
맡고, CEO를 맡는 경우는 교수직을 사임하거나 겸임교수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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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과 미국의 교수 창업 모델 비교
 (한국의 창업자 주도 모델) 창업자인 교수가 대주주로서 위험을 부담하고 CEO 등

주요 경영진을 맡으며, 대학은 상임직 겸직을 허용하는 휴･겸직 제도를 운영
 (미국의 VC 주도 모델) VC가 대주주로서 위험을 부담하고, 창업자는 기술을 제공

하는 대신 소수 지분만 가지며, 스타트업의 경영은 VC가 영입한 전문경영자를 통해
이루어지고 교수는 자문을 담당
<표> 한국과 미국의 교수 창업 모델 비교
구분

창업자 주도 모델(한국)

VC 주도 모델(미국)

대주주

창업자(교수)

벤처캐피탈(창업자는 소수 지분)

Risk Taking

창업자(교수)

벤처캐피탈

창업자의 역할

CEO, CTO 등(상임직)

Founder & Advisor(비상임직)

▪① 대부분 자문역 등 비상임직만 겸직 허용
휴/겸직 제도
▪CEO, CTO 등 상임직 겸직 허용
② 일부 대학은 상임직 겸직도 허용
(성실의무 충돌 이슈) ▪장기(~6년) 휴직 허용
▪기업 활동은 주당 1일 이내만 허용(①, ② 모두)
▪단기(1년) 휴직 허용, 안식년 때 상임직 가능
교수직에 미치는 영향

교육과 연구에 지장 있음

교육과 연구에 지장 없음

연쇄 창업 가능성

낮음

높음

교수 창업
활성화 정도
한국과 미국 비교

확대되기 어려움
얼마든지 확대 가능
(다수가 휴직하면 학과 운영에 문제) (Stanford 공대는 대부분의 교수가 기업과 연결)
▪한국: 교수 창업의 지배적 모델
▪미국: 퇴직 or 겸임교수로 전환

▪한국: 아직 사례 없음
▪미국: tenure track 교수 창업의 지배적 모델

자료: 저자 작성

 한국은 제도적, 문화적, 인적 자원의 한계로 VC 주도 모델의 구현이 어려운 상황
 (제도적 한계1) 창투사의 경영지배 목적 투자가 제한되어 있어서 VC가 창업을 주도

하고 대주주로서 스타트업을 경영하는 것이 제도적으로 막혀 있음
 (인적 자원의 한계) VC 주도 모델이 작동하기 위해서는 CEO를 맡을 전문경영자 풀이

풍부해야 하는데, 한국은 스타트업 생태계의 역사가 짧아서 창업 경험이 있거나 대기업과
스타트업을 거치면서 역량을 축적한 전문경영자 풀이 부족
 (제도적 한계2) 기업 경영은 대주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주주총회와 이사회는 형식적

으로 운영되는데, 이는 스타트업에서도 마찬가지

3

| 요 약 |
<표> 한국의 제도적, 문화적, 인적 자원의 한계
구분

한국

미국

▪겸직: 대부분 상임직 겸직 불허(일부 대학 허용),
대학의 교수 ▪겸직: CEO, CTO 등 상임 임원 겸직 가능 스타트업 겸직은 founder와 advisor 역할에 한정
창업 제도 ▪휴직: 장기(~6년) 휴직 허용
▪휴직: 단기(1년) 휴직 허용
▪기업 활동: 1주일에 하루로 제한
VC 제도와
상장 제도

▪창업자 중심의 창업 관련 제도
▪창업자에게 특별한 지위 부여하지 않음
- 창투사의 경영지배 목적 투자를 제한
- VC의 경영지배 목적 투자 제한 없음
- 코스닥 상장 시 대주주 지분 20% 이상 - 나스닥 상장 시 대주주 지분 조건 없음
- 모태펀드 표준계약서 이해관계인 조항
- 창업자에게 특별한 의무 부과 없음

VC의 역량과 ▪대부분 창업 경험이 없고 금융권 출신
전문경영자 풀 ▪CEO를 맡아 줄 전문경영자 풀이 부족
기업관
기업 거버넌스

▪창업 경험이 있는 VC들이 많음
▪CEO를 맡아 줄 경력직 전문경영자 풀이 풍부

▪일생을 걸고 키워야 하는 영속 조직
▪기업은 창업자의 것, 총수의 특권 인정

▪기술 사업화의 도구(vehicle)
▪주주 자본주의: 기업은 주주의 것

▪총수/대주주 중심 경영
▪주주총회와 이사회는 형식적

▪이사회 중심 경영 ⇒ VC의 경영참여 경로
▪이사회에서 주요 경영사안 결정

자료: 저자 작성

 현실적 대안과 시사점

1. 한국 교수 창업의 현실적 대안들
 한국은 제도적, 문화적, 인적 자원의 한계로 인해 VC 주도 모델을 당장 구현하기

어렵지만, 현재도 실현 가능한 현실적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
- 대안의 지향점은 미국식의 VC 주도 모델과 유사한 효과를 낼 수 있는 모델
[그림] 한국 교수 창업의 현실적 대안들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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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수의 창업 모델이 필요한 이유
 현재의 제도 하에서 창업을 시도하는 교수들은 위험 감수 성향이 높다고 볼 수 있는데,

지금보다 더 교수 창업을 늘이려면 위험 감수 성향이 낮아서 “기술은 있으나 창업은
두려운” 일반적인 교수들도 창업할 수 있는 경로가 마련되어야 함

2. 정책 과제
 첫째, VC 주도 창업 모델 구현을 위해 창투사의 경영지배 목적 투자를 허용
 둘째, 외부 전문가 활용을 위한 VC 펀드 운용의 유연성 부여 및 스톡옵션 제도 개선
 셋째, 기존 교수 창업 제도의 유지와 보완(학생 보호 강화 등)

3. 교수 개인에 대한 시사점
 기술, 위험/보상 기대, 자원 등 3가지 변수를 고려해서 기술 이전, 창업 사이에서 결정

하고, 창업자 주도 모델과 창업자 자문 모델 중 선택
 창업자 자문 모델을 택한다면, CEO를 초빙하는 세 가지 방법을 고려

- 창업 전후로 본인이 직접 CEO를 물색
- 처음부터 VC와 협의해서 기획 창업
- 대학기술지주회사 등 창업전문조직의 도움을 받아서 초빙

4. 대학에 대한 시사점
 한국 대학은 한국 대학이 가진 조건, 제도, 스타트업 생태계의 특징을 전제로 교수

창업 제도를 구성해야 하는데, 미국과의 차이는 단 기간에 좁혀지기 어려운 성격의
차이라서 미국식 제도를 당장 도입하기는 어려움
- 미국식 교수 창업 제도가 가진 장점을 추구하되, 한국의 상황에서 실현 가능한
대안들을 찾아가는 것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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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

5. 스타트업 생태계에 대한 시사점
 (스타트업 거버넌스) 미국은 이사회에서 모든 경영상의 주요 결정을 하는 이사회 중심

거버넌스인 반면, 한국은 창업자가 주요 의사 결정을 하고 이사회는 형식적으로 운영
되는 창업자 중심 거버넌스임
<표> 한국과 미국 스타트업의 거버넌스 비교
구분
거버넌스

한국 스타트업

미국 스타트업

▪창업자 중심 경영: 창업자가 의사 결정을 ▪이사회 중심 경영: 경영상의 중요 의사
하고, 이사회는 형식적
결정을 이사회가 함

이사진 구성

▪사내이사가 절반 이상
▪의장: 창업자

▪사내이사 1~2명
▪사외이사가 절반 이상(VC, 독립이사)
▪의장: 창업자 혹은 독립 사외이사

이사회 개최

▪분기별 1회

▪분기별 1회(초기에는 더 자주)

VC의 경영 참여 정도

▪중간 ~ 낮다

▪높다

VC의 축적의 시간

▪생태계의 짧은 역사. 창업과 투자 경험이 ▪생태계의 오랜 역사, 창업과 투자 경험이
쌓인 고경력자가 많지 않음
쌓인 고경력자가 많음

VC의 경험과 노하우가 ▪주주간담회
전달되는 통로
▪비공식적 접촉

▪이사회
▪비공식적 접촉

자료: 저자 작성

 (이사회 중심 경영의 장점) 이사회 중심 경영의 가장 큰 장점은 경험이 풍부한 업계의

고경력 전문가나 VC의 경영 참여를 통해 신생 스타트업도 매우 숙련된 의사 결정을
할 수 있게 되고 이를 통해 스타트업의 성공 가능성을 높인다는 것
 (VC의 참여) 미국에서는 VC의 경영지배 목적 투자가 제한되지 않으며, 위와 같은

거버넌스 구조를 토대로 VC가 이사회를 통해 스타트업의 경영에 적극적으로 참여
 (축적의 장소로서 VC) VC는 수백 개의 스타트업이 성공하거나 실패하는 과정을 가까이서

경험하고, 이 과정에서 스타트업 경영에 필요한 암묵지를 축적한 전문가들
- 제조업과 엔지니어링 산업에서 학습이 축적되는 곳(locus of cumulative
learning)이 ‘고수’라면, 스타트업 생태계에서는 VC가 그런 역할을 하므로, VC의
경험치가 축적될수록 한국 생태계에서 VC의 역할 비중이 더 확대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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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경: 교수 창업의 이상과 현실
가. 교수 창업의 이상
 (개인적 차원) 교수 개인에게 창업은 혁신의 완성, 사회적 기여, 경제적 부의 기회
 기초연구 결과물을 실용화까지 연결함으로써 자신이 시작한 혁신을 스스로 완결
 기초연구의 실용화를 통해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 부가가치와 고용을 창출
 창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경우 교수는 상당한 규모의 경제적 부도 얻을 수 있음

[그림 1] 교수 창업의 이상과 현실

자료: 저자 작성

 (산업적 차원) 대학 스핀오프는 기초연구와 산업화 사이의 연결 고리 역할
 대학의 연구 결과물 대부분은 기업이 즉시 기술이전 결정을 내리기 어려운 초기 기술로,

실용화나 기술이전을 위해서는 추가 연구개발이 필요하지만, 일반적인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규모로는 이를 추진하기 어렵고 창업을 통한 모험 자금의 조달이 필요
*한 설문조사에서는 교수･연구원 창업자의 54.4%가 ‘기술 이전･보급을 위해 창업’했다고 응답(그림 2)
 특히 바이오와 같은 과학기반 산업의 경우 기초연구와 기업(거대 제약회사 등) 사이를

이어주기 위한 스핀오프 창업이 필수적이며, 이 때문에 대학 → 스핀오프 스타트업 →
거대 제약회사로 이어지는 혁신의 분업구조가 발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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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교수 창업의 동기와 창업 후 후회 경험
Q. 창업 동기는?

Q. 창업 후 후회한 적이 있는지?

주: 교수, 연구원 창업자 103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자료: 중앙일보(2021.12.30.).

 (국가적 차원) Korea R&D Paradox 극복을 위한 필수 수단
 대학 연구 성과의 기술이전과 창업은 국가 R&D가 경제적 성과로 연결되는 마지막 단계로,

이것이 없으면 실용화 가능한 연구 성과도 사장되고 자원 투입의 효율성이 반감
 ‘국가 R&D 투입은 많은데 사업화 성과가 저조하다’는 Korea R&D Paradox1)가 만일

실체가 있는 현상이라면, 대학 기반 창업이 부진한 것도 그 원인이 될 수 있음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를 높이려면, ① 실용화 가능한 연구 성과가 많이 나와야 하고,
② 그 중에서 기술이전/창업으로 연결되는 성과가 많아야 함
- ②번 단계가 병목지대가 된다면, 즉 ‘창업 가능한 기술은 가지고 있는데 여러 이유로
창업을 못하는’ 교수, 연구원, 의사가 많다면, 그만큼 국가 R&D의 효율성은 반감될 것
 따라서 교수 창업의 활성화는 국가 R&D의 효율성을 높여서 Korea R&D Paradox를

극복하는 필수 수단이라고 할 수 있음

나. 교수 창업의 현실
 그러나 현실에서 교수 창업은 쉽지 않은 결정이고, 많은 교수들이 ‘기술은 있는데 직접

창업 할 엄두는 안 난다’라고 말하고 있음.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이유들이 작용
1) “우리나라 정부와 기업, 공공연구기관과 대학 등 민간·공공부문이 한 해 동안 사용한 총 연구개발비(2018년 기준 85조7287억원,
정부·공공 18조3630억원)를 달러로 환산하면 세계 5위 수준이다. 국내총생산 대비 비중은 4.53%로 이스라엘과 세계 1위를 다툰다.
하지만 사업화 성공률이 낮다보니 양적 투입은 높지만 질적인 성과는 저조한, 이른바 ‘코리아 연구·개발 패러독스’라는 이야기마저
나온다.” 한겨레(2020.10.12.). ‘R&D 패러독스’ 논의는 1990년대 유럽에서 등장한 담론으로, 연구개발 투입 대비 사업화 성과가
낮다는 평가를 압축한 표현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언론과 과학기술계 인사들의 발언을 통해 회자되고 있지만, 그 실체와 원인에 대한
실증적이고 체계적인 연구는 아직 없다. 유럽에서의 논의는 Argyropoulou et al.(2019); Bitard et al.(2008); Cirera and Malon
ey(2017); Dosi et al.(2006); Ejermo and Kandler(2006); European Commission(1995); Fragkandreas(2017); Herranz
and Ruiz-Castillo(2013); Rodriguez-Navarro and Narin(2018) 등을 참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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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논의의 배경과 주제의 의의

 (실패의 학습) 2000년에 부정적 실패 사례 경험
 1차 벤처 붐이 있었던 2000년 전후 시기에 창업했던 교수, 연구원 중 실패 후 파산하거나

원직으로 복귀하지 못한 사례들이 있었고, 이로 인해 창업의 부정적 측면이 학습됨
STEPI Insight |

- 교수의 창업 휴･겸직으로 인해 학과 운영에 문제가 생기거나 동료 교수들이 강의 부담
을 져야 하는 등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도 경험
 (성실 의무와 충돌) 교육, 연구, 진료의 현업도 벅차
 교수, 연구원, 의사는 본래의 업무인 교육, 연구, 진료를 위해서도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서 여기에 창업까지 추가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대부분
- 특히, 대학의 교수 정원 정체로 교수직에 대한 경쟁이 심화되고 있고, 테뉴어 심사도
미국처럼 까다로워지고 있어서 교수가 창업에 눈 돌리기 어려운 상황
 (안정지향적 직업군) 교수, 연구원, 의사는 상대적으로 안정지향적일 가능성이 높음
 다른 직업군 대비 교수는 사회성, 위험감수 성향, 기업가정신 등이 상대적으로 낮아서

창업은 대부분의 교수에게 적성에 맞지 않는 활동

다. 본 연구의 목표
 한국과 미국의 교수 창업 제도를 비교함으로써, 창업 생태계가 발달한 미국의 교수 창업

모델(제도, 문화, 관행 등)로부터 한국의 교수 창업 활성화를 위한 시사점을 도출

2. 주제의 의의와 연구 질문
 작지만 작지 않은 주제: 스타트업 생태계를 보는 렌즈
 교수 창업은 전체 창업 생태계에서 작은 영역에 불과하지만, 여기에 관련되는 조직적,

제도적 이슈들은 스타트업 생태계 전체에 적용되는 문제
 특히, 일반적인 창업에서는 창업팀의 역량이 가장 중요한 관심사지만, 교수 창업은 본업을

가진 사람이 창업을 병행하는 것이라서 창업자를 둘러싼 생태계의 조력이 매우 중요
- 따라서 교수 창업 이슈는 창업 생태계의 집합적 역량을 살펴보기에 좋은 렌즈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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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 질문 1) 한국과 미국의 스타트업 생태계는 교수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어떤 집합적
역량을 가지고 있으며, 그러한 역량이 작동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가지고 있나?
 대학의 본질에 대한 질문: 본업과 창업의 균형 문제, 이해 충돌 문제 다루기
 대학은 본래 교육과 연구를 핵심적인 임무로 삼고 있었으나, Academic Capitalism*의

조류 속에 기술이전과 창업도 대학의 중요한 기능으로 부상
* Academic Capitalism: 대학이 등록금, 각종 연구비, 산학 협력 등을 통해 재정 확대를 추구하고 특허,
기술이전, 창업을 통해 지식을 상업화하는 비즈니스 주체로 활동하는 현상(박범순, 2018).

- 특히 한국의 경우, 교수 창업은 공공 연구 성과를 실용화하는 수단 중 하나이기 때문에
Korea R&D Paradox 극복을 위한 주요 수단이 될 수 있음
 그러나 교수 창업은 본업과 창업을 병행해야 하는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성실의무 충돌

(conflict of commitments) 및 이해 충돌(conflict of interests) 문제가 발생
- 이는 더 근본적으로, 제한된 자원과 시간 속에서 ‘대학은 무엇에 집중해야 하는가’,
‘대학의 본질은 무엇이어야 하는가’ 라는 더 깊은 질문을 제기
⇒ (연구 질문 2) 한국과 미국의 대학은 교육과 연구라는 본연의 임무와 창업이라는 새로운
임무 사이에 어떻게 균형점을 찾고 있는가? 이는 양국의 대학이 지닌 재정적, 제도적,
문화적 차이나 스타트업 생태계의 차이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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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수 창업에 대한 흔한 오해 두 가지
 교수 창업에 대해 다음과 같은 오해가 흔히 발견되는데, 이는 교수 창업을 다룬 언론 보도와

대다수 정책 자료에서 확인되는 전형적인 서술 패턴이기도 함
① 미국 대학은 한국 대학에 비해 교수 창업이 매우 활발하다.
② 한국도 교수 창업을 활성화하려면 휴·겸직 제도를 확대해야 한다.
 이하에서는 이 두 가지 오해를 해소하는 방식으로 한국과 미국의 교수 창업 현황과 그

이면의 제도적 차이를 비교하고자 함

1. 한국과 미국의 교수 창업 현황 비교
가. 양적 측면
 교수 창업의 양적 측면만 보면 한국이 미국보다 취약하다고 보기 어려움
 교수 창업의 절대 수를 비교하면, 한국은 매년 200~300건 정도의 교수 창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표 1), 미국의 교수 창업은 매년 1,000건을 상회(표 2)
<표 1> 한국 대학의 교수 창업 현황
구분
조사대상 대학
총 연구비(조원)(A)
발명 신고
국내특허 출원
국내특허 등록
해외특허 출원
해외특허 등록
기술이전 건수
교원 창업 대학 수(B)
교원 창업 건수(C)
대학 당 신규 창업(C/B)
연구비 1조원당 창업(C/A)

2015
424
5.63
22,068
19,221
10,212
3,253
1,171
4,017
76
137
1.8
24.3

2016
422
5.77
23,302
20,175
11,427
3,557
1,527
4,767
87
195
2.2
33.8

2017
418
5.99
22,583
19,259
13,236
3,665
1,537
4,310
88
233
2.6
38.9

2018
417
6.17
22,228
19,443
12,501
4,058
1,625
4,717
91
250
2.7
40.5

2019
416
6.62
23,586
19,641
12,601
4,261
1,840
4,818
102
281
2.8
42.5

2020
413
7.19
24,595
20,367
13,327
4,758
1,755
5,258
102
333
3.3
46.3

자료: 한국연구재단(2021.1; 20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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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미국 대학의 교수 창업 현황
구분
조사대상 학교 수(A)
총 연구비(십억달러)(B)
발명 신고
특허 출원
특허 등록
기술이전 건수
신규 창업(C)
연말 총 생존 기업
학교당 신규 창업(C/A)
연구비 십억 달러당 창업(C/B)

2015
200
66.6
25,313
15,953
6,680
7,942
1,012
5,057
5.06
15.2

2016
194
66.9
25,825
16,487
7,021
7,730
1,024
5,237
5.28
15.3

2017
187
68.2
24,998
15,335
7,459
7,849
1,080
6,050
5.78
15.8

2018
196
71.7
26,217
17,087
7,625
9,350
1,080
6,518
5.51
15.1

2019
179
77.2
25,392
15,972
7,528
9,751
1,040
6,725
5.81
13.5

2020
197
83.1
27,112
17,738
8,706
10,050
1,117
6,567
5.67
13.4

자료: AUTM(2021).

 그러나 대학이 사용하는 총 연구비 대비 교수 창업 수를 비교하면, 2020년 기준 미국은

연구비 십억 달러(1조 1천억 원)당 13.4건이지만, 한국은 연구비 1조 원당 46.3건(즉, 1조
1천억 원 당 51.0건)이어서 한국이 미국보다 3.8배 많음
 GDP 대비 교수 창업 건수로 비교해도 유사한 결과나 나타남. IMF(2021)에 따르면 2020년

미국의 GDP는 20.893조 달러이고 한국의 GDP는 1.638조 달러임. 같은 해 미국과 한국의
교수 창업은 각각 1,117건과 333건이므로, GDP 1조 달러 당 교수 창업 건수는 한국
(203.3건)이 미국(53.5건)보다 3.8배 많음
 또한 <표 1>과 <표 2>에서 보듯이 미국은 2015년 이후 교수 창업 건수가 정체되어 있는

반면, 한국은 2015년 이후 5년 만에 2배가 넘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나. 질적 측면
 미국은 교수 창업자의 23.5%가 Exit에 성공, 한국은 아직 매우 드문 상황
 Godfrey et al.(2020)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바이오 분야의 대학 기반 창업(대부분 교수

창업) 중 23.5%가 M&A나 IPO를 통해 Exit에 성공(그림 3)
 한국은 교수 창업의 Exit 경로를 추적한 연구가 없어서 정확한 비교가 어려우나, 교수 창업

기업 중 IPO에 성공한 사례는 많고, 창업자가 Exit한 기업은 극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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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미국 바이오 분야 대학 기반 창업의 성공과 실패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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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Godfrey et al.(2020), p.132.

2. 한국과 미국의 교수 창업 제도 비교
가. 한국의 교수 창업 제도2)
 성실의무 충돌: 휴･겸직 제도
 우리나라는 1997년 제정된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 조치법｣에 근거해서 각 대학이

창업 교원의 휴･겸직에 대한 자체 규정을 만들고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표 3)
<표 3>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 조치법> 중 교수 창업자의 휴･겸직 조항
조항

조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교육공무원등”이라 한다)는 ... 벤처기업 또는
제16조(교육공무원
창업기업의 대표자나 임원으로 근무하기 위하여 휴직할 수 있다.
등의 휴직 허용)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휴직 기간은 5년(창업 준비기간 6개월을 포함한다) 이내로 한다.
다만, 소속 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1년 이내에서 휴직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6조의2(교육공무 ① 교육공무원등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원은 ... 그 소속 기관의 장의
원등의 겸임 특례)
허가를 받아 벤처기업 또는 창업기업의 대표자나 임직원을 겸임하거나 겸직할 수 있다.
주: 조문은 일부 문구를 생략해서 표기함

2) 교수 창업과 관련된 제도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여기서는 성실의무 충돌 이슈(휴직, 겸직)와 이해 충돌 이슈(학생 고용, 시설 및
장비 활용 등)들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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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공시정보센터의 “대학알리미”에 따르면 2021년도 조사에 응답한 165개 대학 중 교원

창업 관련 휴직 규정이 있는 대학은 90개(조사 대상 대학의 22%, 응답 대학의 55%), 겸직
규정이 있는 대학은 125개(조사 대상 대학의 30%, 응답 대학의 76%)였음(표 4)
- 벤처특별법에서는 휴직 기간을 총 6년까지로 제한하고 있어서 대부분의 대학들이 휴직과
겸직 기간을 6년 이내로 운영 중이며, 일부 대학은 6년 이상도 허용
<표 4> 교원창업 휴･겸직 규정을 보유한 국내 대학들의 휴･겸직 허용 기간(2020년 기준)
총 휴직기간

조사대상

응답대학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8년

9년

무제한

규정없음*

학교 수

413

165

5

13

26

10

8

24

1

1

2

75

총 겸직기간

조사대상

응답대학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8년

9년

무제한

규정없음*

학교 수

413

165

2

17

13

36

13

21

4

1

18

40

주: 총 휴･겸직기간은 최초 승인기간과 연장 승인기간을 합한 것. 휴･겸직 승인기간이 0으로 나온 대학들은 규정이 없는 것으로 간주.
자료: 대학알리미(academyinfo.go.kr) 검색 결과, “12-(하)-1-(1). 교원의 창업 및 창업지원 현황”, 2021 보기.

 교수 창업 규정이 비교적 잘 정비되어 있는 서울대, KAIST, 포항공대의 사례를 보면, 창업

교수의 휴･겸직과 관련해서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임(표 5)
- (범위, 기간) 상임직 및 비상임직 모두 겸직할 수 있고, 겸직 기간도 사실상 제한이 없음
- (시간) 서울대만 총 근무 시간의 1/5(주 8시간)로 겸직 활동 시간을 제한하고 있고, 다른
대학들은 주당 겸직 활동 시간의 제한이 없음
- (주식 등 출연) 대학에 창업기업 주식의 일부를 출연하도록 하고 있으며, 서울대는 추가로
매년 기업에서 받는 급여의 일정 비율을 대학발전기금으로 출연하도록 요구
- (보수 감액) 겸직 활동 시간이 늘어나거나(서울대) 겸직 기간이 1년을 넘어가면(KAIST)
보수를 감액 조정하는 제도를 두고 있음
 이해 충돌: 학생 고용, 시설 및 장비 활용 등
 (학생 고용) 서울대와 KAIST는 교수가 창업한 기업에 학생을 고용하는 것을 허용한 반면

포항공대는 금지하고 있음. 대부분의 대학들은 허용하고 있음
 또한 시설 및 장비의 활용에 대해서는 대체로 관대한 기조이며, 실비를 내거나 대폭 감면된

비용을 내고 학내 시설 및 장비를 활용할 수 있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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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국내 주요 대학의 교수 창업 규정
대학

겸직(성실의무 충돌)

KAIST

포항공대

∙(학생) 학생 의사에 따라 기업에 참여 가능,
근로계약 체결, 임금 지급, 4대 보험 가입 필요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학생연구원 인건비는 창업
소득과 별개로 지급
∙(장비) 학교 소유 장비는 사용료 내고 사용 가능
∙(공간) 학내 공간의 임대 사용이 가능하며, 교원
창업 기업은 기본임대료 대비 80% 감면 가능
∙(특허) 학교 주관 연구의 성과물을 창업기업
명의로 특허로 출원하는 등의 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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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직) 스타트업을 포함해서 최대 2개 회사까지
사외이사나 임직원으로 겸직 가능. 겸직 활동은 총
근무시간의 1/5(주 8시간) 이하
∙(연봉 조정) 총장 승인을 받으면 예외적으로 주
8시간을 초과하는 겸직 활동도 가능하나, 이 경우
서울대학교
근무비율에 따라 보수를 조정
∙(발전기금 출연) 겸직 회사에서 받는 금전 중 연
2천만 원 초과액의 15%는 대학발전기금으로 출연
∙(주식 출연) 창업 후 2년 이내에 창업기업의 주식
5%를 대학에 출연해야 함

학생 고용, 시설 이용 등(이해 충돌)

∙(휴겸직) 스타트업 임직원 겸직 가능하고, 시간/기간 ∙(학생) 학생의 학위 연구 분야와 기업의 연구
제한 없음. 휴직은 최대 6년(3+3) 가능
분야가 같을 때 참여 가능(원칙은 금지)
∙(연봉 조정) 겸직 2~3년차는 정액급의 70%,
∙(장비/공간) 학교 장비와 공간은 실비를 내고
4년차부터는 50%로 조정
사용 가능
∙(휴겸직) 총 창업 기간 4년(휴직 3년 + 겸직 1년)
까지 가능, 총장 승인으로 3년씩 연장 가능. 겸직
범위와 겸직 활동 시간 제한 없음
∙(연봉 조정) 겸직 시 창업 활동 참여율이 (근무
시간의) 1/10을 넘을 경우 연봉 조정 가능
∙(주식 출연) 창업 후 1개월 내에 5%, 혹은 IPO/
M&A 시점에서 1.5%를 대학에 출연

∙(학생) 학생을 창업 기업에 참여시킬 수 없음

자료: 서울대학교(2021); 카이스트 창업원(2018); 포항공과대학교(2021)

 이상을 요약하면, 대학마다 차이는 있지만 대략 다음과 같이 요약됨
 CEO, CTO 등 상임직 겸직을 허용
 주당 겸직 활동 시간에 제한 없음(서울대는 주당 1일로 제한, 총장 승인 하에 연장 가능)
 학생 고용과 학내 시설/장비 활용도 허용됨(포항공대는 학생 고용 금지)

나. 미국의 교수 창업 제도
 미국도 대학마다 교수 창업에 대한 규정이 다른데, 대표적인 사례를 보기 위해 US News

and World Report지의 2022년 미국 공과대학 평가(Best Engineering Schools)에서
1~4위를 차지한 다섯 학교의 교수 창업 규정을 조사함(표 6, Box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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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실의무 충돌: 겸직 제도
 (겸직 범위) 5개 대학 중 4개 대학은 교수가 창업할 경우 창업자(founder) 타이틀을 가지

면서 비상임직인 자문(advisor) 역할을 담당하는 정도만 허용하고, CEO, CTO 등 경영상의
주요 책임을 지는 상임직의 겸직은 불허
- 캘리포니아 대학(University of California System)은 CEO 등의 상임직 겸직도 허용
 (겸직 활동 시간) 겸직 시 기업 활동은 보통 1주일에 하루로 시간을 제한

- 상임직을 허용한 캘리포니아 대학도 기업 활동은 1주일에 하루로 제한
⇒ 겸직이 가능한 직책의 범위는 대학마다 다를 수 있지만, 기업 활동에 할애되는 시간을
제한하는 것은 모든 대학에 공통적인 것으로 보이며, 이는 창업 활동이 대학 교수로서의
본래 의무(교육과 연구)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 고수된다는 의미임
<표 6> 미국 주요 대학의 교수 창업 규정
순위

1

2

3

대학

겸직(성실의무 충돌)

학생 고용, 시설 이용 등(이해 충돌)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상임 임원직 겸직 금지,
자문역 겸직 가능,
Founder로서 지분 받을 수
있음
∙외부 활동은 주 1일로 제한

∙(학생) 교수가 창업한 스타트업에서 학생을 고용하거나
프로젝트에 참여시킬 수 없음
∙(시설) 스타트업은 학교 밖에 있어야 하고 Lab이
스타트업의 장소가 될 수 없음
∙(연구) 교수가 발명한 기술로 창업한 후, 해당 기술의
후속 연구를 학내에서 할 수 없음(SBIR은 예외)

Stanford
University

∙상임 임원직 겸직 금지, 휴직 ∙(학생) 재학생, 연구원, 주니어 교수, 교직원을 회사
가능. 자문역 겸직 가능
활동에 참여시켜서는 안 됨
∙회사 자문은 쿼터 당
∙(시설) 대학 설비를 회사 업무에 사용할 수 없음
13시간으로 제한
∙(연구) 학교 연구와 회사 업무를 구분해야 함

∙상임 임원직과 자문역 모두 ∙(학생) 지도/평가 관계에 있는 학생을 고용할 수 있으나,
University of
California
겸직 가능, 사전 허가와 정기 학업에 방해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하고, 학생에 대한
평가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됨
-Berkeley(3위)
보고 의무 있음.
∙(시설) 사적 목적을 위한 학내 시설의 사용은 금지되며,
-San Diego(9위) ∙외부 활동은 모두 1년에
특별한 상황에서 허가를 받으면 가능
-Los Angeles(16위) 48일로 제한
∙(설비) 스타트업은 대학 캠퍼스 외부에 소재해야 함.
대학의 일반적인 시설과 공간은 사용할 수 없고, 특수
설비는 사용할 수 있음

4

California
Institute of
Technology

∙상임 임원직 겸직 금지,
자문역 겸직 가능

5

Carnegie
Mellon
University

∙상임 임원직 겸직 금지, 휴직
∙(설비) 스타트업은 대학 설비나 서비스를 신청 절차를
가능(최장 2년)
거쳐 비용을 지불하고 사용할 수 있음
∙자문역/이사 등은 겸직 가능

주: US News & World Report(2021), “2022 Best Engineering Schools(Ranked in 2021)”의 상위 5개 학교를 조사
자료: MIT(2010), Stanford University(2016). University of California(2020); California Institute of Technology(2016);
Carnegie Mellon University(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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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x 1] Stanford University의 교수 창업 규정
 Stanford 대학은 실리콘밸리의 창업 문화를 만들고 지금까지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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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anford 동문의 창업 사례로는 Sergey Brin & Larry Page(Google), Reed Hastings(Netflix),
William Hewlett & David Packard(Hewlett-Packard), Reid Hoffman(LinkedIn), Jensen
Huang(NVIDIA), Phil Knight(Nike) Jerry Yang & David Filo(Yahoo), Jawed Karim(Youtube),
Peter Thiel(Paypal) 등이 있음(CNBC.com, 2020.7.29.)
 그러나 현재 재직 중인 정규 교수(Regular Faculty)에 대해서는 스타트업의 CEO 겸직을 허용하지 않고
학생 고용과 시설 활용도 금지하는 교수 창업 규정을 가지고 있음. Stanford University Office of
Technology Licensing에서 발간한 “Start-up Guide”에는 교수 창업에 대해 다음 규정이
명시됨(Stanford University, 2016: 29-30)
- 대학에서의 연구와 기업에서의 업무를 분명하게 구분하고 분리해야 한다.
- 회사에서 자문 역할만을 담당해야 하며, 경영상의 책임을 지는 역할을 담당할 수 없다. (원문: Serve
only in advisory or consultative roles at the company [as opposed to managerial roles or
titles (e.g., CTO) suggesting management responsibility].)
- 회사에 대한 자문 업무는 분기 당 최대 13일까지만 할 수 있다. (원문: Limit consulting for the
company to a maximum of 13 days a quarter)
- 회사의 경영진으로 참여하려면 휴직을 해야 한다.
- 회사를 대리해서 대학과 협상할 수 없다.(주로 기술이전 상황에서)
- 회사로부터 선물이나 연구용역을 받을 수 없다.
- 대학의 연구원이나 교직원을 회사의 업무에 참여시켜서는 안 되고, 회사 직원은 대학에
소속될(affiliated) 수 없다.
- 회사 직원을 대학 연구에 참여시켜서는 안 된다.
- 재학 중인 학생이나 다른 주니어 교수를 회사 활동에 참여시켜서는 안 된다.
- 회사 업무를 위해 대학 설비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 Pipelining: 교수가 창업 후 창업 기업의 관심 영역에 대한 연구를 학교에서 지속하고 그 결과를 기업에
귀속시켜서는 안 된다. 스탠포드 대학은 스타트업의 연구개발 부서가 되어서는 안 된다(Stanford
should not be the research or development arm of a Start-up). 후속 연구에서 새로운 발명이
나와도 대학은 해당 기업뿐 아니라 다른 기업에게도 기술이전의 기회를 줄 것이다.
* 주: 이 규정은 “교수가 관련된 스타트업(Faculty-Associated Start-up)”에 대해 적용되는데, 이는
“교수가 발명한 지식재산권으로 창업된 회사, 교수가 창업자이면서 상당한 지분을 가진 회사, 교수가 회사의
방향 설정에 영향을 미치는 회사” 등으로 규정되어 있음
자료: Stanford University(2016), pp.29-30.; CNBC.com(2020.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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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 충돌: 학생 고용, 시설 및 장비의 활용 등
 (학생 고용) 대부분의 대학은 교수가 창업한 스타트업이 학생을 고용하는 것을 금지. 학생

고용을 허용하는 UC 시스템도 학업에 방해가 되지 않아야 하고 학생에 대한 평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함을 단서로 추가
 (시설, 장비) 대부분 학교의 시설과 장비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학내 활동과 스타트업

활동의 엄격한 분리를 요구

 이상을 요약하면, 대학마다 차이는 있지만 대략 다음과 같이 요약됨
 대부분 CEO, CTO 등 상임직 겸직을 허용하지 않으며, 자문역으로만 겸직 가능
 겸직 활동 시간을 주당 1일로 제한(상임직의 겸직을 허용하는 대학도 동일)
 대부분 학생 고용과 학내 시설/장비 활용도 금지

다. 미국 교수 창업자의 역할 범위
 위에서 살펴본 5개 미국 대학의 교수 창업 규정이 미국에서 얼마나 일반적인지 확인하려

면 미국 대학 전체의 상황을 담고 있는 Rose & Patterson(2016)의 책 Research to
Revenue: A Practical Guide to University Start-ups를 참고할 필요가 있음
- 이 책은 미국의 대학발 창업에 대한 다양한 실무 지침을 담고 있는 책으로, 저자인 Don
Rose는 다수의 바이오 스타트업을 창업하거나 경영한 경력이 있으며 University of
North Carolina에서 기술사업화 부서를 담당하고 있는 전문가
 <표 7>을 보면 창업 교수는 대부분 컨설턴트, 과학자문위원, 이사 등의 비상임직을 맡으며,

CEO, CTO, CSO 등 상임직을 맡는 경우는 매우 드물고, 이 경우 교수직을 떠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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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미국 교수 창업자의 역할 범위
교수(창업자)의
고용 상태

대학 교직원/
스타트업 직원

설명
∙교수의 가용 시간과 스타트업의 니즈에 따라 역할은 가변적
∙컨설팅은 공식적/비공식적, 공식적일 경우 컨설팅 과정에서 생성
되는 IP에 대한 조항을 반드시 포함하는 컨설팅 계약 필요

컨설턴트

●/●●●

과학자문위원(장)

●●

이사

●●●

∙투자자 및 경영진과 주/월 단위 미팅과 이메일을 통한 상호작용

방문 과학자

●●●●

∙Not typical, 6~18개월 정도 회사에서 일하기 위해 안식년 활용

CSO, CTO

●●●●

∙Not Common, 회사와 대학에 파트타임으로 근무

CEO

●●●●●

∙Very Rare, 교수 창업자가 이러한 리더 역할을 맡을 만큼 관심과
역량이 되는 경우는 매우 드묾

CSO, CTO

●●●●

∙Not as rare as COE, 교수 창업자는 대학 교수직을 떠나야 함

스타트업 직원

STEPI Insight |

대학 교직원

교수(창업자)의 스타트업 참여도
역할
및 시간 투입

∙보통 월/분기 단위 미팅을 통해 회사의 과학적 문제 자문

▪창업자 교수는 회사에서 컨설턴트나 과학 자문역을 맡을 것이다. 그리고 흔한 경우는 아니지만
경영진에 합류하고자 대학 교수직을 떠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p.17).
▪창업초기, 교수는 founder 타이틀 외에 컨설턴트나 기술 자문역을 담당하거나 보다 적극적으로는
과학자문위원회(SAB)를 구성하여 운영할 것이다. 흔한 경우는 아니지만, 교수가 스타트업에 가장
깊이 관여하는 방식은 교수직을 떠나서 CSO나 CTO 같은 풀타임 직책을 맡는 것이다. 일부
교수 창업자의
대학들은 교수가 스타트업에서 풀타임으로 일할 수 있도록1~2년의 휴직이나 안식년을 주기도 한다
역할에 대한
(p.43).
언급들
▪어떤 창업자들은 회사 설립 초기에 CSO나 CEO 직함을 달려고 한다. 그러나 이것은 외부에 있는
장래 CEO와 투자자들에게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 대학 교수직을 사임하지 않는 한 “founder”
직함이면 충분하다. 이 직함은 그 회사가 아직 경영진을 확보하지 못했고, 창업자는 경영진을 찾기
위해 노력 중임을 보여주는 신호가 된다(p.270).
주: ●=최소 참여, ●●●●●=최대 참여
자료: Rose & Patterson(2016), p.270; 표 하단의 인용문들은 각각 문장 끝의 페이지 참조.

 Rose & Patterson(2016)은 미국의 교수들이 가진 창업에 대한 신화들을 몇 가지 지적하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점을 지적(표 8)
- 여기에도 교수 창업자의 역할에 대한 이야기가 다시 반복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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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교수 창업의 신화와 현실
신화

현실

내가 창업한 스타트업은
나의 Lab에 상당한
연구비를 제공할 것이다.

이런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 일어나는 경우에도 스타트업이 지원한 연구비로
만들어낸 연구 결과는 대개 스타트업의 소유가 되기 때문에 논문으로 발표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Myth
2

나는 항상 회사 지분의
절반 이상을 보유하면서
회사에 대한 지배권을
유지하고 싶다.

스타트업이 온전한 기능을 갖추고 지속가능한 성장 단계로 진입할 즈음에 교수
창업자(faculty founder)가 대주주(majority) 지분을 유지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대부분의 기술기반 스타트업들은 제품 개발을 위해 상당 규모의 자본 투자를 받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교수 창업자의 지분이 희석되어서 줄어들기 때문이다. 제품
개발 비용이 적고 창업 초기부터 괜찮은 규모의 매출이 나올 수 있는 스타트업의
경우는 예외이다.

Myth
3

나는 회사를 성공시켜서
두둑한 은퇴 자금을
확보하고 싶다.

스타트업의 성공 가능성은 매우 낮아서 1,000개 중 하나 정도가 성공할 것이다.
그렇게 성공할 경우에도 창업자 지분은 많이 희석되어서 자본이득이 수백만
달러가 안 될 수도 있다. (물론 자녀를 대학에 보낼 수 있을 정도는 될 것이다.)

Myth
4

나는 내 기술의
우수성을 확신하기
때문에 이 회사에 내
노후 자금을 모두
투자하고 싶다.

위의 Myth 3을 참고할 것. 단, 당신이 그렇게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당신이
정말 기술에 확신이 있어서 자기 것을 걸고(skin in the game) 리스크 테이킹
하는 것을 보여주는 의미는 있다. 그리고 회사 설립 비용이나 특허 비용을 내려고
몇 천달러를 투자하기 위해 연금까지 깰 필요는 없다.

Myth
5

나는 CEO가 되어서
회사를 직접 운영하고
싶다.

연구에 전문성을 지닌 대학 교수가 CEO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정도로 폭넓은
경험을 가진 경우는 매우 드물다. 게다가 대학 교수직을 떠나지 않는 한 CEO
업무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하지 못할 것이다.

Myth
6

나는 돈 때문에
창업하는 것이 아니다.
내 연구가 사회에
기여하는 것을 보고
싶다.

그러한 동기는 사실일 것이다. 그러나 스타트업의 기능은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고, 가치는 제품을 팔아 이익을 얻는 것을 통해 창출된다. 소비자들의 손에
제품이 놓일 때 임팩트가 발생하겠지만, 그것은 오직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것을 통해서만 일어난다.

내 연구로부터 제품이
나오는 것을 보고 싶다.

이것과 관련해서 광범위한 데이터로 확인된 연구는 없지만, 스타트업의 최종
제품이 창업자의 기술과 거의 무관하게 된 사례는 아주 많이 볼 수 있다. 이는
제품을 개발하고 사업 전략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했던 장애물들을
만나거나 더 좋은 다른 기회를 만나서 사업의 방향이 바뀌는 경우가 흔하기
때문이다.

Myth
1

Myth
7

자료: Rose & Patterson(2016), pp.268-269.

 이상에서 미국 교수가 창업할 때 맡는 역할에 대해 알 수 있는 것은 다음과 같음

- 미국의 대학 교수가 창업하게 되면 대부분 ‘창업자’ 타이틀과 소수 지분을 가짐
- 정규직 교수가 창업하면서 교수직을 유지하고자 할 때는 자문역, 컨설턴트, 이사 등 비
상임직을 맡으며, CEO를 맡는 경우는 교수직을 사임하거나 겸임교수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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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x 2] Fact Check: 스탠포드 대학의 교수 창업 사례
 교수 창업을 다룬 국내 기사들은 거의 천편일률적으로 휴･겸직 제도의 확대를 요청

STEPI Insight |

 미국의 교수 창업 사례를 소개하는 경우, 어느 언론도 미국 대학들이 대부분 상임직 겸직을 불허하고,
교수들은 자문역으로 스타트업에 참여하며, 겸직 활동도 주당 1일로 제한되어 있다는 사실을 보도하지
않음
- 그 결과 미국 교수는 CEO 겸직도 허용되고 겸직 활동의 시간 제한도 없는 것 같은 인상을 받게 함
 이와 같은 기사들 중 스탠포드 대학의 교수 창업 사례를 다룬 아래 기사들을 Fact Check 해보았음
▪“스탠퍼드대 2200여명의 교수는 상아탑 밖으로 나서 연구 성과를 활용하고 있다. AI의 구루(스승)로
불리는 앤드루 응은 교수 시절 구글과 바이두의 AI 책임자를 맡았고, 구글 AI 수석 과학자인 페이페이
리도 이 대학 교수다. ... 웨이모의 자율 주행 택시를 처음 만든 것도 서베스천 스런 스탠퍼드대
교수였다. 헬렌 창 스탠퍼드대 마케팅디렉터는 "일부 인문계 학과를 제외하면 사실상 모든 교수가 외부
기업의 직책을 겸임하거나 창업 멤버로 참여하고 있다"고
말했다”(조선일보, 2019.1.26.a)
▪“스탠퍼드 교수 대부분 기업 겸직에 창업 활동, '성역없는
도전' ... 진짜와 구별할 수 없는 가짜 고기를 만들어낸
것은 실리콘밸리 스타트업 '임파서블 푸드'. 이 기업을
2011년 창업한 것은 스탠퍼드대 생화학과 패트릭 브라운
교수이다. ... 2012년 이 대학 컴퓨터과학과 다프네
콜러와 앤드루 응 교수가 온라인 교육 업체 '코세라'를
창업했다.”(조선일보, 2019.1.26.b)
▪“'대학=기업'…스탠퍼드大 교수 2000명이 CEO ......
‘자율주행차의 아버지’ 서배스천 스런, ‘구글
자료: 조선일보(2019.1.26.b)에 실린 사진.
인공지능(AI)의 대가’ 페이페이 리, 세계 최대
온라인공개수업(MOOC) 플랫폼 코세라 공동창업자인
앤드루 응과 대프니 콜러. 이들은 모두 미국 스탠퍼드대 AI연구소에서 교수로 일하고 있다. 스런 교수는
래리 페이지 구글 최고경영자(CEO)가 투자한 플라잉카(하늘을 나는 자동차) 프로젝트인 키티호크의
책임자기도 하다. 리 교수는 2016년 구글 수석과학자로 영입돼 AI를 활용한 이미지 인식 연구를
주도했다. ‘대학이 곧 기업’인 스탠퍼드대의 교수 2000여 명은 자신들을 ‘CEO’로 부르며 연구 성과
상용화에 힘을 쏟는다.”(한국경제, 2018.10.16.)
 그러나 위의 기사에 실명이 언급된 5명의 스탠포드 교수들은 각각 다음과 같은 상황인 것으로 확인
- 컴퓨터과학과의 ①Andrew Ng, ②Daphne Koller, ③Sebastian Thrun은 겸임교수(Adjunct
Professor)이며, 이 중 Andrew Ng은 정규교수로 임용되었으나 창업과 함께 겸임교수로
전환(https://cs.stanford.edu/directory/faculty, https://en.wikipedia.org/wiki/Andrew_Ng)
- 컴퓨터과학과의 ④Fei-Fei Li는 안식년 동안만 구글에서
근무함(http://svl.stanford.edu/assets/feifeili/LiFei-Fei_CV.pdf)
- 생화학과의 ⑤Patrick Brown 교수는 2011년(57세)에 창업하고 2013년(59세)에 CEO를 맡으면서
교수직을 사임(https://www.linkedin.com/in/patrick-brown-338b467/)
 종합하면, 5명 중 정규 교수(Regular Faculty)이면서 정규 학기에 CEO 등 상임직을 겸직한 사례는 없음
- 즉, 스탠포드 교수가 겸직 활동을 한다면 Advisor, Consultant, 사외이사 등 비상임직으로 주당 1일
이내 활동하는 것을 의미하며, 만일 CEO 겸직 사례가 있다면 이는 매우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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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미국의 교수 창업 모델: 유형과 사례
1. 미국의 교수 창업 모델 3가지
 미국은 제도적으로 교수가 스타트업의 상임직을 맡기 어려운 구조라면, 교수는 어떻게

스타트업을 창업하며, 그 기업은 누가 운영하는 것일까?
- 기술 창업의 3대 요소인 기술, 경영, 자금의 역할 분담을 기준으로 미국의 교수 창업
모델을 분류해보면 [그림 4]와 같이 3가지로 구분 가능
[그림 4] 미국의 교수 창업 모델

자료: 저자 작성.

 창업자 = CEO 모델
 이 모델은 창업자가 CEO를 맡는 경우로, 기술 창업의 3대 요소 중 기술과 경영을 창업자인

교수가 담당하며, 자금은 SBIR과 같은 정부 연구비로 조달하거나 벤처캐피탈의 투자를 받아
마련
 대부분의 대학에서는 교수가 스타트업의 CEO 겸직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 모델에서

창업자는 교수직을 떠나거나 비정규직 겸임교수(adjunct professor)로 전환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이 때문에 흔하지 않은 모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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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업자 + CEO 모델
 이 모델은 창업자가 전문경영자를 CEO로 영입하거나, 처음부터 대학 외부의 고경력 전문가와

공동으로 창업하는 경우로, 기술 창업의 3대 요소 중 기술은 창업자가 제공하고 경영은
STEPI Insight |

전문경영자가 담당
 이 모델에서 누가 최대주주가 되는지는 기업마다 다를 수 있으나 대게는 전문경영자가

대주주가 되고 교수 창업자는 소수 지분을 가지게 됨
- 창업자가 초기 기술을 제공하지만 기업 활동에 시간적 제약이 있고 CEO 등 상임직을
맡기 어렵기 때문에 전문경영자가 대주주가 되는 것이 합리적
 그러나 기업의 규모가 커지면서 벤처캐피탈 투자를 몇 차례 받게 되면 벤처캐피탈들의

지분이 창업자를 포함한 내부자 지분보다 더 커지는 것이 일반적(Box 3 참고)
- 그 결과 두 번째 모델도 벤처캐피탈이 최대주주가 되는 세 번째 모델로 귀결

[Box 3] 미국 스타트업의 일반적인 지분 구조와 이사회 중심 경영
 (지분 구조) 평균 B라운드에서 VC 지분 합이 창업자보다 커지고 C라운드에서는 50%를 상회(그림 5)
 (이사회 중심 경영) 미국 스타트업은 주요 의사 결정이 이사회에서 이루어지는 이사회 중심 경영 체제이며,
이사회 의석의 절반 이상을 사외이사(VC와 독립 사외이사)가 차지
 (VC의 경영 참여) VC마다 차이는 있지만 VC가 이사회를 통해 경영에 적극 참여하는 것이 일반적
 (기획 창업) 바이오 분야에서는 VC가 교수들을 창업자로 모아 창업을 진행하는 기획 창업도 많음

[그림 5] 미국 스타트업의 평균적인 지분 구조

자료: 와서만(2013), p.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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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C 주도 모델
 이 모델은 벤처캐피탈(VC)이 교수와 처음부터 협의해서 VC 주도로 창업을 진행

- 교수가 VC에게 요청해서 시작되기도 하지만, 교수의 논문을 본 VC가 교수에게 찾아와서
창업을 권유하고 VC가 창업의 모든 과정을 진행하기도 함
 기술 창업의 3대 요소 중 기술만 창업자 교수가 제공하고 경영과 자금은 모두 VC가 담당

- 최대주주는 VC가 되고 교수는 기술 제공의 대가로 소수 지분만 가지며, 교수는 컨설턴트,
과학자문위원회 위원, 사외이사 등의 비상임 역할을 담당
 CEO와 주요 경영진을 VC가 자사의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영입

- VC가 주도하는 기획 창업에서 CEO 역할을 담당하는 전문경영자를 Entrepreneur in
Residence(초빙기업가)라고 함

2. 사례: Moderna의 창업자 Robert Langer
 Langer 교수는 MIT 화공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40개가 넘는 스타트업의 창업에 참여3)
 40여 개의 창업 기업 중 13개 이상은 매각되었고, 19개 이상은 생존해서 활동 중(표 9)
 COVID-19 mRNA 백신을 개발한 Moderna에도 창업 멤버로 참여해서 이사로 활동 중

- Moderna는 Flagship Ventures라는 VC가 주도적으로 기획 창업한 회사
- Langer 교수가 보유한 Moderna의 지분은 3%(창업 시점에는 지분이 이보다 컸을 것으로
추정)4)
 MIT 대학 홈페이지의 Langer 교수 소개(https://langerlab.mit.edu/langer-bio/)에는

창업 이력에 대한 정보가 없음
 VC와의 협업, 전문경영인을 중요시
 2022년 1월 한국바이오협회 주최 화상 대담에서 Langer 교수는 자신의 창업이 VC와의

협업을 통해 진행되었고, 전문경영인을 초빙하는 것이 중요했다는 점을 강조(표 10)

3) “The Langer Laboratory has served as an incubator for 40 independent companies. Dr. Langer spends roughly one
day a week working with the businesses he helped start.” Academy of Achievement 홈페이지, “Robert S. Langer”
4) Moderna 지분 3%는 2022년 4월 8일 주가 기준으로 약 18억 달러의 가치이며, 이는 Forbes 부호 순위로 1,818위에 해당.
Forbes 홈페이지, 부호 소개 “Robert Langer”, 2022.4.8.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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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er 교수의 인터뷰에서 바이오 스타트업의 성공 조건을 요약하면 좋은 과학, 투자자,

전문경영인으로 압축됨

활동 중인 기업(전 회사명)
1. Acusphere
2. Arsenal Medical
3. Tarveda Therapeutic
(Blend Therapeutics)
4. Tissium
(Gecko Biomedical)
5. InVivo Therapeutics
6. Kala
7. Landsdowne Labs
8. Lyra Therapeutics
9. Lyndra Therapeutics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Moderna
Pulmatrix
PureTech
Selecta Biosciences
Seventh Sense
SQZ Biotech
T2
Frequency Therapeutics
Sigilon Therapeutics
Seer B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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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Langer 교수가 창업에 참여한 스타트업 현황
매각된 기업(매수 기업명)
1. AIR (Alkermes, Acorda(재매각))
2. Arsia (Eagle Pharmaceuticals)
3. BIND Therapeutics (Pfizer)
4. Sontra Medical (Echo Therapeutics)
5. Enzytech (Alkermes)
6. Living Proof (Unilever)
7. Microchips Biotech (Dare)
8. Momenta (Johnson and Johnson)
9. Olivo Labs (Shisheido)
10. Pervasis Shire Pharmaceuticals)
11. Semprus Biosciences (Teleflex)
12. Taris (Johnson and Johnson)
13. Transform (Johnson and Johnson)]

자료: Wikipedia 홈페이지, “Robert S. Langer”

<표 10> Langer 교수 인터뷰 내용 요약
질문

답변

논문 제출 이후 포닥과정에서 4~5년 정도 연구하다 보면 거기에서 성과가
40개 정도 스타트업 기업을 설립했다.
나온다. … 이 과정에서 벤처캐피탈리스트를 접촉하게 되고, 그쪽에서 와서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투자를 진행한다.
모더나에 대해 더 자세히 이야기
해보자. 모더나 설립 초기 어떻게
참여했고, 지금 어떤 역할을 맡고
있는지?

젊은 과학자가 mRNA 관련 발견을 했다고 찾아왔다. 이 과학자와 함께 mRNA
치료제 기업을 설립하자는 생각을 하게 됐다. … 나는 과학 자문관을 맏기도
했고, 이사회에서 이사직을 맡기도 했다. 여기서 핵심은 뛰어난 CEO를 찾는
것이다. 스테판 방셀은 과학을 상업화하는데 훌륭한 역량을 보여줬다.

한국의 제약바이오산업은 미국과
생태계가 좀 다르다고 볼 수 있는데,
한국의 젊은 과학자, 교수들에게
스타트업을 창업할 수 있도록 격려
혹은 조언 부탁한다.

새로운 과학적 발견이나 발명이 기업을 설립하는 좋은 시작점이 될 수 있다…
근데 이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경영을 잘할 수 있는 비즈니스 파트너, 즉
훌륭한 CEO가 필요하다. 바이오테크 분야에 투자할 수 있는 투자자도
필요하다. 실질적으로 바이오 기업을 수익성 있게 경영할 수 있는 전문경영인도
필요하다… 과학자, 연구원, 전문경영인, 투자자들 간의 팀워크가 무척
중요하다고 본다.

한국 제약바이오기업들이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필요한 몇
가지 조언을 한다면?

기초연구, R&D에 투자하는 것이 중요하고…융합연구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실패해도 괜찮다'라는 태도 문화가 있다면, 이것이 큰 성공으로
이어진다고 본다. 실패를 허용하는 문화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과학기술 기반) 기업 설립을 통해
사업화 할 때 어떤 요인을 고려해야
하나?

과학적인 여러 가지 성과를 제대로 경영할 수 있으며, 투자를 받고 전략적인
기획을 통해 플랫폼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전문경영인이 필요하다. 투자를 잘
유치하는 것이 전문경영인의 역량이라고 생각한다.

자료: 히트뉴스(2022.01.13.)에서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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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er 교수 사례의 시사점
 Langer 교수의 사례는 “①VC 주도, ②창업자는 소수 지분, ③Founder & Advisor 역할,

④주당 1일 기업 활동”으로 요약되는 미국의 교수 창업 제도와 관행을 잘 보여줌
- (창업 모델) 처음부터 VC와 협력해서, 혹은 ①VC 주도로 창업이 진행되며, VC가 최대
주주가 되고 Founder인 Langer 교수는 ②소수 지분(3%)을 보유
- (겸직 제도) Langer 교수는 상임직은 맡은 적이 없고 ③“Founder” 타이틀을 가지면서
과학자문관이나 비상임 이사직을 담당했으며, ④주당 1일만 스타트업 활동에 참여
- (연쇄 창업) 교수가 “VC 주도, 소수 지분, Founder & Advisor, 주당 1일 기업 활동”의
관행을 따르면, 교수직 본업에 충실하면서 계속 연쇄 창업도 가능함을 보여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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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과 미국의 교수 창업 모델 비교
 이상의 논의를 종합해서 한국과 미국의 교수 창업 모델을 비교하면 <표 11>과 같이 요약

되며, 양국의 교수 창업 모델은 정 반대의 특징을 가지고 있음
<표 11> 한국과 미국의 교수 창업 모델 비교
구분

창업자 주도 모델(한국)

VC 주도 모델(미국)

대주주

창업자(교수)

벤처캐피탈(창업자는 소수 지분)

Risk Taking

창업자(교수)

벤처캐피탈

창업자의 역할

CEO, CTO 등(상임직)

Founder & Advisor(비상임직)

휴/겸직 제도
(성실의무 충돌 이슈)

▪CEO, CTO 등 상임직 겸직 허용
▪장기(~6년) 휴직 허용

▪① 대부분 자문역 등 비상임직만 겸직 허용
② 일부 대학은 상임직 겸직도 허용
▪기업 활동은 주당 1일 이내만 허용(①, ② 모두)
▪단기(1년) 휴직 허용, 안식년 때 상임직 가능

교수직에 미치는 영향

교육과 연구에 지장 있음

교육과 연구에 지장 없음

연쇄 창업 가능성

낮음

높음

교수 창업
활성화 정도

확대되기 어려움
(다수가 휴직하면 학과 운영에 문제)

얼마든지 확대 가능
(Stanford 공대는 대부분의 교수가 기업과 연결)

한국과 미국 비교

▪한국: 교수 창업의 지배적 모델
▪미국: 퇴직 or 겸임교수로 전환

▪한국: 아직 사례 없음
▪미국: tenure track 교수 창업의 지배적 모델

자료: 저자 작성

 한국의 ‘창업자 주도 모델’
 한국은 창업자인 교수가 대주주로서 위험을 부담하고, CEO 등 주요 경영진을 담당

-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대학은 상임직 겸직을 허용하는 휴･겸직 제도를 운영
 이 모델은 교수가 본업 외에 또 하나의 상임 직책을 맡는 구조라서 본업인 교육과 연구에

지장을 주게 되고, 교수 창업이 많으면 학과 운영에 차질이 생기기 때문에 확대에 한계
 이 모델은 한국에서 교수 창업의 지배적인 모델이지만, 미국에서는 교수가 퇴직하거나

정규교수에서 겸임교수로 전환해야 해서 흔하지 않은 모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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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VC 주도 모델’
 대부분의 미국 대학은 교수가 창업할 경우 Founder & Advisor 등 비상임직의 겸직만을

허용하고 CEO 등 상임직의 겸직을 허용하는 경우는 소수
- 또한 대부분의 대학은 겸직 범위와 상관없이 겸직 활동은 주당 1일로 제한
 이런 제도적 배경 하에 미국의 교수 창업은 대체로 VC 주도로 이루어짐

- VC가 대주주로서 위험을 부담하고, 창업자는 기술을 제공하는 대신 소수 지분만 가짐
- 스타트업의 경영은 VC가 영입한 전문경영자를 통해 이루어지고 교수는 자문을 담당
 이 모델에서는 교수가 스타트업의 상임직을 맡지 않기 때문에 본업인 교육과 연구에 지장이

없고, 학과의 모든 교수가 이 모델로 창업해도 문제가 없어서 확장성도 좋음
 이 모델은 한국에서는 아직까지 실현되지 않은 모델인 반면, 미국에서는 정규직 교수가

창업할 때 택하는 지배적인 모델

 질문: 미국 모델 vs. 한국 모델 중 어느 쪽이 좋은가?
 이상과 같이 양국의 교수 창업 모델이 지닌 정 반대의 특징을 정리했을 때, 자연스럽게

제기되는 질문은 “어느 쪽 모델이 더 좋은가?”, “우리나라는 어느 쪽으로 가야 하는가?” 임.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질문이 제기됨
- (한국 모델 유지) 한국은 고유의 역사적 맥락과 제도적 기반이 있고 미국식으로 전환하기
어려운 문제도 있으므로, 현재의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좋을까?
- (미국 모델로 전환) 여건이 갖춰지면, 미국처럼 교수의 CEO 겸직을 금지하거나 기업 활동
시간을 제한하는 것이 좋을까?
- (두 모델 다 선택) CEO 겸직을 계속 허용하면서 VC 주도 모델도 도입해서 두 모델이
다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까?
 이러한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측면들을 점검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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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점검 포인트(1): 두 모델의 장점과 단점
 한국의 창업자 주도 모델과 미국의 VC 주도 모델은 각각 장점과 단점이 있음
STEPI Insight |

 창업자 주도 모델은 교수 창업자의 지분이 크다는 장점이 있지만, 교수가 위험을 부담해야

하고, 교수직과 CEO를 병행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한계가 있음
 VC 주도 모델은 교수가 위험 부담 없이 창업할 수 있고, 창업 후에도 교수직과 스타트업

활동을 병행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교수 지분이 작다는 한계가 있음
<표 12> 창업자 주도 모델과 VC 주도 모델의 장단점
창업자 주도 모델
▪창업자의 지분이 크기 때문에 교수가 창업을 고민할
때 창업의 경제적 유인도 크다.
▪이제까지 한국에서 이 모델이 잘 작동했다. 총
장점
대학연구비 대비 창업 건수에서 미국보다 3.8배
및
많은 것이 그 증거이다.
가능성
▪한국의 스타트업 생태계가 점차 확대되고 성공한
창업자 스토리가 늘어나면서, 최근 창업 의향을
밝히는 교수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단점
및
한계

VC 주도 모델
▪과학자는 경영 부담 없이 창업에 참여할 수 있다.
▪본업(교수, 의사, 연구원)을 지속할 수 있다.
▪동료 교수들과 학생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
▪연쇄 창업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실패해도 교수는 재산과 신분상의 타격이 없다.
▪경험 많은 VC 주도로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다.
▪경영의 전문성이 높아진다(창업 생태계에서 VC는
축적의 핵심 주체)
▪VC는 위험을 포트폴리오 투자로 관리할 수 있다.

▪교수직과 스타트업 CEO 모두 매우 힘든 일인데 두
▪교수는 소수 지분으로 만족해야 한다.
가지를 병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이다.
-VC 투자가 라운드를 거듭할수록 Scientific
▪교수 CEO의 리더십 한계: 교수와 경영은 전혀 다른
Founder의 지분이 줄어서 1~3% 정도일 수 있고,
능력이다. 양자의 역할 혼란을 겪는 교수도 있다.
기업이 매각되더라도 창업자는 큰 돈을 벌지 못할
▪CEO를 겸직하면서도 학생들에 대한 교수의 의무를
수 있다.
다 할 수 있을까?
-이 때문에 VC를 Vulture Capital이라고
▪한 학과가 감당할 수 있는 창업 휴직 교수의 수는 몇
비난하기도 하며, 사업 경험이 있는 창업자들은
명이나 될까? (확장성에 근본적인 한계)
VC의 투자를 늦게 받는 anti-VC 모델을
▪교수, 의사, 연구원은 가장 안정지향적 성향의
선호하기도 한다.
직군인데, 교육으로 기업가정신이 생길까?

자료: 저자 작성

 (현택환 교수 사례) 위험 부담이 없고 본업에도 지장이 없어서 미국 모델을 선호
 서울대학교 화학공학과 현택환 교수는 한 인터뷰에서 미국식 모델의 좋은 점을 언급하며

한국에도 이 모델이 실현된다면 창업 의향이 있다고 응답(표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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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 교수 창업에서 미국과 한국의 차이에 대한 현택환 교수의 평가
한국

미국

▪많은 교수가 벤처를 시작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잃은 것이 너무
많습니다. 벤처 하면서 학문적인
전문성도 잃고, 사업도 성공하지
못하는 사례들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한국에서는 구조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 친한 미국의 지인들은 거의 다 벤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CEO가 아니라 주로 Advisory Board의 일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기술 자문을 하죠. 가장 번듯해 보이는 직함이 CTO인데 그것도
거의 안 합니다. 그런데 직함은 자문단이지만 실제로는 누가 봐도 벤처기업이
그 사람들의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술만 가지고 있으면 벤처캐피탈리스트들이
들어와서 “당신은 기술만 담당하시오. 나머지는 우리가 해결해주겠소”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는 환경이면 저도 벤처를 여러 개
했을 겁니다.

▪미국의 경우는 벤처캐피탈리스트들과 운영을 하는 사람들이 자기 돈을
▪우리는 기술을 가지고 벤처를
가지고 위험을 감수하고 들어왔으니 얼마나 열심히 하겠습니까? 기술자들도
시작하는 사람들이 CEO가 되어서
역시 자기가 지분을 가지고 있고, 내 기술로 만든 회사이니 당연히 매우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합니다. 벤처가
열심히 하죠. 그렇게 서로 열심히 하는 분야가 다른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실패하게 되면 그 책임을 전부
노력하는 구조가 만들어져 있으니, 기술을 개발하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
창업을 시도한 교수가 져야 합니다.
일만 열심히 하면 됩니다. 설사 벤처가 실패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글자 그대로 망하는 겁니다.
벤처캐피탈리스트나 운영하는 사람들의 책임이 됩니다.
자료: 서울대학교 공과대학(2015), pp.336-337.

3. 점검 포인트(2): 대학의 임무와 한국 대학이 처한 상황
 대학의 임무와 한국 대학이 처한 상황에 대한 고려
 두 모델 사이의 선택은 대학이 어떤 제도를 선택하느냐에 달려 있으므로, 대학 본연의 임무와

현재 대학이 처한 상황 등 대학의 정책 결정에 관련된 변수들도 점검 필요(표 14)
 교수직에 대한 기대 역할 중 창업을 강조하는 입장은 다음과 같은 논리에 근거

- 정부 연구비 증가와 함께 대학의 기초연구도 확대되었는데, 그 성과를 사업화로 연결하지
않으면 국가 차원의 R&D 생산성이 떨어지므로 교수 창업을 독려해야 하며, 창업 교수의
휴･겸직으로 인한 강의 공백은 동료 교수들이 나눠서 담당해야 함
 교수직에 대한 기대 역할 중 교육과 연구를 강조하는 입장은 다음과 같은 논리를 제시

- 현재 한국 대학의 과제 중 교육의 질을 높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대학 입학 수요의
감소로 대학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교육에 집중하는 것은 더 긴급한 과제임
 학생의 입장에서도 동일한 등록금을 내면서 교수의 창업으로 인해 교육의 질이 떨어진다면

교육 수요자로서 지불한 가치 대비 교육 품질의 저하를 문제 삼을 수도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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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 교수의 CEO 겸직 허용에 대한 균형적 점검
구분

고려 사항

동료 교수의
입장

동료가 창업 휴･겸직을 하면 강의 부담을 떠안아야 한다.
☞ 따라서 CEO 겸직 허용은 동료의 지원과 희생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그만큼 창업이 지니는
사회적 가치를 중시한다는 의미이다.

학생의 입장

학생은 정규교수 30명 규모의 학과 운영을 전제로 등록금을 낸 것인데… 창업 휴겸직으로 교수가
25명으로 준다면 학생으로서 교육받을 권리가 침해된 것 아닌가?

STEPI Insight |

의견① 대학 본연의 임무인 연구와 교육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자문역만 허용해야 한다. 한국 대학의
과제 중 교육의 질을 높이는 것과 창업 중 어느 것이 더 중요한가? 또한 교수로서 연구를
교수직에 대한
지속해야 좋은 창업 seed도 계속 나올 수 있다.
기대 역할
의견② 창업은 대학의 기초연구를 산업적 성과로 연결하는 중요한 통로이고 국가 차원의 R&D
생산성을 높이는 국가적 중요성을 지닌다. 따라서 창업 교수의 CEO 겸직을 허용하고 동료
교수들이 강의 부담을 나누어서 담당해줘야 한다.

자료: 저자 작성

 한국 대학과 미국 대학의 차이도 고려
 미국 대학은 한국 대학에 비해 교수 창업에 관해 덜 관대한 정책을 고수하고 있는데, 이러한

기조에는 미국 대학의 특징도 작용했을 것으로 추정(표 15)
<표 15> 한국 대학과 미국 대학의 차이
비교 항목
Tenure 심사
등록금

한국 대학
미국보다 느슨하고 통과가 쉽다.

엄격하고 통과가 어렵다

미국보다 싸다.

비싸다.

교수 1인당 학생 수 미국보다 많다
대학 재정(기금)
교수 연봉

미국 대학

풍족하지 못하다

적다
풍족하다

금액은 미국보다 적고, 학교 재량 범위도 좁다. 학교 재량이 큰 연봉제. 뛰어난 교수에게 많은
뛰어난 교수라고 연봉을 더 주기 어렵다.
연봉을 줄 수 있다.

자료: 저자 작성

 한국 대학에 비해 미국 대학은 풍족한 대학 재정과 매우 비싼 등록금을 기반으로 많은

교수를 채용해서 교수 1인당 학생 수를 적게 유지
- 또한 엄격한 Tenure 제도로 인해 Tenure 심사 전의 조교수나 부교수는 창업하기 어렵고,
뛰어난 교수에게는 더 많은 연봉을 지급할 수 있는 재량권도 가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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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 미국 대학은 풍부한 재정을 기반으로 우수한 교수를 고액 연봉으로 초빙해서 최고의

학술 성과를 내고 최고의 교육을 제공하겠다는 정책 기조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이런 상황에서 고액 연봉으로 스카우트한 교수가 창업을 해서 스타트업 CEO를 겸직하는
것은 대학이 수용하기 어려울 것
 이에 비해 한국의 대학은 미국 대학에 비해 등록금도 싸고 대학 재정도 부실하며 뛰어난

교수에게 높은 연봉을 줄 수 있는 재량권이 적음
- 이런 차이는 한국의 대학이 교수 창업에 대해 미국 보다 전향적인 정책을 유지하도록
하는 또 하나의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임

4. 점검 포인트(3): 한국의 제도적 한계
 한국은 제도적, 문화적, 인적 자원의 한계로 인해 VC 주도 모델의 구현이 어려운 상황
 미국의 VC 주도 모델이 가진 장점이 분명하지만, 한국은 여러 제도적, 문화적, 인적 자원의

한계로 인해 미국식 VC 주도 모델을 당장 구현하기는 어려움(표 16)
<표 16> 한국의 제도적, 문화적, 인적 자원의 한계
구분

대학의 교수
창업 제도

VC 제도와
상장 제도

한국

▪겸직: 대부분 상임직 겸직 불허(일부 대학 허용),
▪겸직: CEO, CTO 등 상임 임원 겸직 가능 스타트업 겸직은 founder와 advisor 역할에 한정
▪휴직: 장기(~6년) 휴직 허용
▪휴직: 단기(1년) 휴직 허용
▪기업 활동: 1주일에 하루로 제한
▪창업자 중심의 창업 관련 제도
-창투사의 경영지배 목적 투자를 제한
-코스닥 상장 시 대주주 지분 20% 이상
-모태펀드 표준계약서 이해관계인 조항

VC의 역량과 ▪대부분 창업 경험이 없고 금융권 출신
전문경영자 풀 ▪CEO를 맡아 줄 전문경영자 풀이 부족
기업관
기업 거버넌스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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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창업자에게 특별한 지위 부여하지 않음
-VC의 경영지배 목적 투자 제한 없음
-나스닥 상장 시 대주주 지분 조건 없음
-창업자에게 특별한 의무 부과 없음
▪창업 경험이 있는 VC들이 많음
▪CEO를 맡아 줄 경력직 전문경영자 풀이 풍부

▪일생을 걸고 키워야 하는 영속 조직
▪기업은 창업자의 것, 총수의 특권 인정

▪기술 사업화의 도구(vehicle)
▪주주 자본주의: 기업은 주주의 것

▪총수/대주주 중심 경영
▪주주총회와 이사회는 형식적

▪이사회 중심 경영 ⇒ VC의 경영참여 경로
▪이사회에서 주요 경영사안 결정

Ⅳ. 한･미 비교를 통한 한국의 교수 창업 모델 진단

 (제도적 한계1) 한국은 창업 관련 제도가 창업자 중심 기업 거버넌스를 전제로 구축됨

- 벤처 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창투사의 경영지배 목적 투자가 제한되어 있어서 VC가
창업을 주도하고 대주주로서 스타트업을 경영하는 것이 제도적으로 막혀 있음(표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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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7>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중 창투사의 투자 행위 제한에 관한 조항
구분

조문

법률

제39조(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행위제한) ①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자산 운용의 건전성을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그 밖에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설립목적을 해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시행령

제25조(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행위제한) 법 제3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를 목적으로 투자하는 행위

제20조(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행위 제한) 영 제25조제4호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21. 2. 24.>
1.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투자기업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또는 출자지분 총수의 50퍼센트를 초과하여
소유하는 경우. 다만, 해당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개인투자조합 또는 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으로서 해당 조합의 자금으로만 투자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투자기업의 이사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사결정기구 구성원의 과반수를 임면할 수
시행규칙
있는 권한을 가진 경우
3.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투자기업의 주주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사결정기구에서 과반수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
4.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임직원이 투자기업의 대표이사를 겸직(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와 투자기업이 각각
공동대표이사를 선임한 경우는 제외)하거나 투자기업의 이사회 구성원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등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투자기업의 재무 또는 영업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단독으로도 결정할 수 있는 경우
주: 조문은 일부 문구를 생략해서 표기함.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인적 자원의 한계) VC 주도 모델이 작동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는 CEO를 맡을 전문

경영자 풀이 풍부해야 한다는 것인데, 한국은 스타트업 생태계의 역사가 짧아서 창업 경험이
있거나 대기업과 스타트업을 거치면서 역량을 축적한 전문경영자 풀이 부족
- 또한 미국은 창업 경험자들이 VC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한국은 스타트업 생태계의
역사가 짧아서 창투사 심사역들 중 직접 창업 경험이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음
 (문화적 한계) 한국은 ‘기업을 일생을 걸고 키워야 하는 영속 조직’으로 인식하며, 주식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기업을 창업자의 것으로 보는 문화가 있음
 (제도적 한계2) 기업 경영은 대주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주주총회와 이사회는 형식적으로

운영되는데, 이는 스타트업에서도 마찬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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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도적, 문화적 한계의 뿌리에는 총수/대주주 중심의 기업 거버넌스가 있음. 한국은 개발

연대 시기에 형성된 총수/대주주 중심의 기업 거버넌스가 지금까지 지속
- OECD 국가들은 <표 18>의 8가지 이슈에 대해 일반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는 제도를
가지고 있으나 한국은 없어서 대주주가 부당하게 일반주주의 이익을 침해
<표 18> 한국 기업 거버넌스의 취약성을 보여주는 8대 이슈
8대 이슈
1.합병

▪합병 시 기업 가치를 공정가치가 아닌 시가로 결정
→ 계열사 간 합병 시 대주주에게 유리한 합병 비율을 산출

2.의무 공개매수

▪기업 매각 시 대주주의 지분은 경영권 프리미엄을 붙여서 비싸게 매수하면서 일반주주의
지분에 대해서는 동일 가격으로 의무 공개매수 하는 제도 없음

3.물적 분할

▪물적 분할 후 자회사 상장을 통해 모회사 주주 이익을 강탈

4.자진 상폐

▪자진 상장 폐지 시 일반 주주들의 주식을 매입하는 가격을 이사회가 결정

5.자사주 매입

▪자사주 매입 후 보관하다가 적대적 M&A가 시도되면 백기사 역할을 하는 제3자에게 매각해서
의결권을 복구시키고 대주주의 경영권 방어에 사용

6.수탁자 의무

▪이사의 주주에 대한 선관의무(수탁자 의무)가 규정되어 있지 않음

7.집단 소송

▪대주주가 기업가치를 떨어뜨릴 경우 주주들이 증권 집단소송을 할 수 있어야 하지만
한국에서는 이것이 어려움

8.증거개시 제도

▪증거게시(디스커버리) 제도가 없음(증거게시 제도: 주주가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하면
기업은 관련 자료를 모두 공개해야 하는 제도)

자료: 삼프로TV(202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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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 교수 창업의 현실적 대안들
 한국은 제도적, 문화적, 인적 자원의 한계로 인해 VC 주도 모델을 당장 구현하기 어렵지만,

현재도 실현 가능한 현실적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그림 6)
- 대안의 지향점은 미국식의 VC 주도 모델과 유사한 효과를 낼 수 있는 모델
- 대안 모델의 핵심은 CEO 역할을 맡아 줄 전문경영자를 구함으로써 교수는 미국처럼 기술
제공과 자문역에 머물 수 있는 모델을 만드는 것
[그림 6] 한국 교수 창업의 현실적 대안들

자료: 저자 작성

 창업자 = CEO 모델
 첫 번째 모델은 창업자가 CEO를 맡는 현재의 모델로, <표 16>에서 지적한 한국의 제도적,

문화적, 인적 자원의 한계가 단 시일 내에 극복되기는 어렵기 때문에 현재의 모델은 유지
되어야 함
- 이 모델을 위해서는 교수의 창업 휴･겸직 제도도 유지될 필요가 있음
 창업자 + CEO 모델
 두 번째 모델은 교수 창업자가 기업 출신의 경력직 전문가와 공동으로 창업하는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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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수가 창업을 하고 기업 출신 경력자를 CEO로 영입하거나, 처음부터 공동으로 창업
- 이 모델에서 누가 최대주주가 되는지는 기업마다 다를 수 있음
 이 모델의 강점은 교수의 좋은 기술과 경험 많은 경영자가 결합된 창업이라서 교수가 경영

능력 없이 창업하는 모델이나 기업 출신 경력자가 기술 없이 창업하는 모델에 비하면 매우
좋은 출발이라는 것이고, VC 투자도 더 잘 받을 수 있음
 최근 한국에서 이 두 번째 모델의 창업 사례가 종종 나오고 있음

- 교수 창업자와 기업 출신의 경력직 전문가의 만남은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도 하지만,
그동안 발전해온 여러 네트워킹 행사를 통해 이루어지기도 함
 창업전문조직 주도 모델
 세 번째 모델은 대학 기술지주회사와 같은 조직이 창업전문조직으로 발전해서 교수들의

창업을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모델
- 대학 기술지주회사가 창업 유경험자 등 창업 전문가를 영입해서 창업 지원기능을 강화
하고, CEO를 맡아줄 경력직 전문가 풀을 확보해서, 학내 교수들의 창업 수요가 나타날
때 CEO 초빙부터 투자 유치까지 창업의 전 과정을 주도
 현재 대부분의 대학 기술지주회사는 대표가 그 대학의 교수인데, 민간의 창업 전문가를

대표로 영입하고 적절한 규모의 투자 재원을 확보한다면 창업전문조직으로 발전 가능
 복수의 창업 모델이 필요한 이유
 현재의 제도 하에서 창업을 시도하는 교수들은 위험 감수 성향이 높다고 볼 수 있는데,

지금보다 더 교수 창업을 늘이려면 위험 감수 성향이 낮아서 “기술은 있으나 창업은 두려운”
일반적인 교수들([그림 7]의 2번 그룹)도 창업할 수 있는 경로가 마련되어야 함
 최근 바이오아이코어 사업단이 국내 바이오 분야의 교수, 연구원, 기업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창업 수요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965명 중 677명이 원천기술을 보유하고 있다고
답했으며, 이 중 626명은 창업 의사도 있다고 응답(헬로DD, 2022.2.15.)
- 창업 의사를 밝힌 626명 중에는 현재의 제도 하에서도 창업할 의향이 있는 사람도 있겠
지만, 많은 경우는 [그림 7]에서 “잠재 창업자 그룹”으로 분류되는 사람들일 것
 잠재적 창업자들에게 다양한 Risk/Reward Profile을 제공한다면 창업을 더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교수의 위험 감수와 보상이 모두 작은 미국식 모델이 추가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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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바이오 분야 예비 창업자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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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현 창업자의 비중은 하선권 외(2021), p.21의 배태조직별 바이오중소벤처기업 분포를 참고해서 계산
자료: 김석관 외(2016), p.82의 그림을 일부 수정.

2. 정책 과제
 첫째, VC 주도 창업 모델 구현을 위해 창투사의 경영지배 목적 투자를 허용
 미국식 VC 주도 창업 모델은 당장 구현하기 어렵지만, 일단 제도적 걸림돌들을 제거해서

도전적인 VC들이 먼저 선례를 남길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열어 주는 것이 필요
 이를 위해서는 창투사의 경영지배 목적 투자를 허용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 경우 창업자의

권한이 약화되는 것이므로, 권한과 의무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창업자의 의무를
요구하는 제도도 함께 폐지할 필요가 있음
- 즉, 창업자 중심 거버넌스를 탈피하기 위한 다음 3가지 제도 개선이 필요
(1) 모태펀드 표준계약서에서 ‘이해관계인‘ 조항 삭제
(2) 코스닥 상장 심사 시 대주주 20% 이상 지분 보유 요건 폐지
(3) 창투사의 경영지배 목적 투자 전면 허용
 둘째, 외부 전문가 활용을 위한 VC 펀드 운용의 유연성 부여 및 스톡옵션 제도 개선
 VC 주도 창업 모델의 구현을 위해서는 다수의 경력직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

- CEO 역할을 맡아 줄 초빙기업가, 독립 사외이사로 이사회에 참여할 외부 전문가, 과학
자문위원회 위원, 성장 단계별/이슈별 컨설턴트 등이며, 이 중 초빙기업가를 제외한
나머지 전문가들은 타 기관/기업에 소속된 사람일 수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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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부 전문가들의 기여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이들에게 적정한 보상이 필요한데, 스톡옵션을

부여해서 스타트업과 외부 전문가의 유인 구조를 일치시키는 것이 좋은 방법
- 미국은 사외이사나 과학자문위원 중 장기적으로 기업 가치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전문가
에게는 스톡옵션을 부여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
 그러나 한국은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교수, 연구원, 변호사 등 특정 자격을

지닌 사람에게만 스톡옵션 부여가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어서, 퇴직자나 타 기업 소속의
임직원에게는 부여할 수 없음(표 19)
- 이는 법이 업계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예를 들어 연쇄 창업자로서 스타트업
경영에 뛰어난 전문성과 경험을 지닌 사람도 변호사 등 자격이 없으면 스톡옵션을 부여할
수 없음
- 따라서 관련 조항을 삭제하거나 개정해서 다양한 배경의 외부 전문가에게도 스톡옵션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함
 또한 VC가 창업을 기획하고 주도하는 과정에서 단기적인 자문 수요가 생길 수 있으므로,

펀드의 운영비에 단기 자문료를 계상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도 필요
<표 19>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주식매수선택권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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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조문

법률

제16조의3(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 ①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은 「상법」 제340조의2부터
제340조의5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으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해당 기업의 설립 또는 기술ㆍ경영의 혁신 등에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능력을
갖춘 자에게 특별히 유리한 가격으로 신주를 매수할 수 있는 권리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업의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이하 이 조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이라 한다)를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주총회의 결의는 「상법」 제434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3. 8. 6.>
1. 벤처기업의 임직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
2. 기술이나 경영능력을 갖춘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3. 대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기관
4. 벤처기업이 인수한 기업(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인수한 경우만 해당한다)의 임직원

시행령

⑤ 법 제16조의3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09.
11. 20., 2014. 6. 30., 2016. 12. 5., 2021. 4. 6.>
1. 법 제1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대학 교원, 국공립연구기관의 연구원)
2. 제11조의2 각 호에 따른 연구기관의 연구원
3. 「변호사법」 제15조에 따라 개업신고를 한 변호사
4. 「공인회계사법」 제12조에 따라 사무소를 개설한 공인회계사
5. 「변리사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라 개업신고를 한 변리사
6.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등록한 경영지도사 또는 기술지도사
7. 「세무사법」 제13조에 따라 개업신고를 한 세무사
8.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과학 또는 산업기술 분야 연구기관의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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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조문

STEPI Insight |

9. 자본금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최다출자자로 있는 외국법인의 임직원
10. 자본금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최다출자자로 있는 법인의 기술혁신을 위한
연구개발활동을 하는 외국 연구소의 연구원
11. 「의료법」 제5조에 따라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면허를 받은 사람
12. 「약사법」 제3조 또는 제4조에 따라 약사 또는 한약사 면허를 받은 사람
13.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에 따라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동법 시행령.

 셋째, 기존 제도의 유지와 보완
 기존의 교수 창업을 위한 휴･겸직 제도는 VC 주도 모델이 보편화되기 전까지는 현재대로

유지해야 하고, 보다 많은 대학에서 이 제도를 채택하는 것이 필요
 단, 현재 제도 중 이해충돌에 관련된 문제들은 재검토 후 제도 개선이 필요

- 특히 학생 채용 문제는 신중하고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하며, 교수와 지도 관계에 있는
학생의 고용을 금지하거나, 허용하더라도 학생의 과잉 근로를 방지하고 학위를 위한
학습 및 연구 시간을 보장하도록 보호장치를 강화해야 함

3. 교수 개인에 대한 시사점
 사업화 가능한 기술을 가진 교수라면 다음 순서로 대안들을 고려할 수 있음
 먼저 기술이전 가능성을 타진

- 기존 대기업이나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기술이전 가능성을 검토
- 신약 후보물질인 경우, NRDO(No Research and Development Only) 전문회사로
기술이전하는 것도 좋은 방법
 기술이전이 아니고 창업 쪽으로 결정을 했다면, 이번에는 창업자 주도 모델(교수가 대주주)과

창업자 자문 모델(교수는 소수 지분) 중 어디로 갈지를 검토
- 창업자 주도 모델을 택할 경우, 현재의 제도에 따라 대학에 보고하고 창업 절차를 시작
 창업자 자문 모델을 택한다면, 다시 CEO를 초빙하는 세 가지 방법을 고려

- 창업 전후로 본인이 직접 CEO를 물색해서 초빙
- 처음부터 VC와 협의해서 기획 창업을 할 경우는 VC가 CEO를 영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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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기술지주회사 등 창업전문조직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음

[그림 8] 내게 좋은 기술이 있는데... 창업을 고민하는 교수의 고려사항

자료: 저자 작성

 3가지 변수: 기술, 위험, 자원
 위와 같은 검토 단계를 거칠 때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3가지가 있음

- 기술: 기술의 잠재성, 성공 가능성, 상용화까지의 시간과 비용 등
- 위험 감수와 보상 기대: 나는 어느 선까지 위험을 부담할 것인가? 나는 어느 정도의
보상을 기대하는가?
- 자원: 내가 가진 물적, 인적 자원과 네트워크는 어떠한가?

4. 대학에 대한 시사점
 본업(교육과 연구)과 새로운 역할(창업) 사이에서 균형이 필요한 대학
 대학은 교육과 연구라는 본업에 더해 창업이라는 새로운 역할을 부여 받았지만, 이 둘은

충돌 관계에 있기 때문에 교수의 성실의무 충돌과 이해 충돌 문제가 등장
- 대학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룰지 결정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교수에게 요구되는 기존
역할과 창업이라는 새로운 역할 사이의 균형점을 찾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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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대학이 택한 균형점
 미국은 우리보다 창업 문화가 앞서고 생태계의 역사도 오래되었지만 대학 교수의 창업과

관련해서는 보수적인 접근을 택해서 본업에 더 무게를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여기에는
STEPI Insight |

양국의 대학이 지닌 재정적, 제도적 차이와 스타트업 생태계의 차이가 작용함
- (생태계의 차이) 스타트업 생태계의 역사가 오래되어서 CEO나 사외이사로 초빙할
고경력 전문가 풀이 두텁고 VC의 경험치와 역량도 뛰어나서 교수가 CEO를 하지 않고도
창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음
- (대학의 차이) 또한 미국의 대학은 재정적 자원, 제도, 문화와 관행 등 여러 측면에서
한국과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교수에게 많은 연봉을 주면서 뛰어난 학술적 성과를
요구하는 테뉴어 시스템이 창업에 대한 보수적 접근의 배경에 있다고 판단됨
 한국의 대학은 어떤 균형점을 찾을 것인가?
 한국 대학은 한국 대학이 가진 조건, 제도, 스타트업 생태계의 특징을 전제로 교수 창업

제도를 구성해야 하는데, 이제까지 살펴본 양국의 차이는 단 기간에 좁혀지기 어려운 성격의
차이라서 미국식 제도를 당장 도입하기는 어려움
- 미국식 교수 창업 제도가 가진 장점을 추구하되, 한국의 상황에서 실현 가능한 대안들을
찾아가는 것이 필요
 또한 한국의 대학은 교육의 질을 개선하고 연구에서 수월성을 확보해서 세계 수준의 대학

으로 발전하려는 오랜 과제를 안고 있고,* 여기에 더해 대학 입학 수요의 감소로 인한 대학
구조조정이 가시화되고 있는 문제도 있음
- 이런 상황에서 한국의 대학들은 교육, 연구, 창업의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하고, 교수
창업에 대해 어떤 제도를 마련할지에 대해 구성원들의 충분한 논의가 필요
*영국의 글로벌 대학 평가 기관 QS(Quancquarelli Symonds)가 실시한 ‘2022 QS 세계 대학 평가
전공별 순위’에서 ‘톱10′ 안에 든 국내 대학 학과는 4년 연속 0개인 반면, 아시아권에서는 싱가포르가
23개, 홍콩은 7개, 중국은 4개, 일본은 3개 전공이 세계 10위 안에 들어감(조선일보, 2022.4.16.)
*최근 교수신문의 설문조사에서 “대학이 사회에 필요한 인재를 제대로 양성하고 있나”라는 질문에 긍정적
응답은 13.6%인 반면, 부정적 응답은 43.9%였음(보통은 42.5%). 또한 “대학이 앞으로 성장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역할”에 대해 93%의 응답자가 ‘학생 성장과 자아 실현 기여’를 꼽았고, ‘산학협력 활성화’는
64%에 그쳤음(교수신문, 2022.4.20a; 2022.4.20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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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스타트업 생태계에 대한 시사점
 교수 창업 이슈는 스타트업 생태계의 집합적 역량을 보여주는 렌즈 역할
 교수 창업은 스타트업 정책에서 작은 이슈이지만, 창업자 본인보다 조력자들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생태계의 집합적 역량을 보여주는 렌즈 역할을 함
- 따라서 미국과 한국의 교수 창업 제도와 현황을 비교하는 과정에서 양국의 스타트업
생태계의 핵심적 차이가 드러날 수 있음
 한국과 미국의 스타트업 생태계는 여러 면에서 차이를 보이지만, 그 중 가장 중요한 차이는

스타트업의 거버넌스 구조 및 이와 연결된 VC의 역할 차이라고 할 수 있음
 생태계에 대한 시사점(1): 스타트업 거버넌스
 (거버넌스 차이) 미국은 이사회에서 모든 경영상의 주요 결정을 하는 이사회 중심 거버

넌스인 반면, 한국은 창업자가 주요 의사 결정을 하고 이사회는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창업자
중심 거버넌스임(표 20)
<표 20> 한국과 미국 스타트업의 거버넌스 비교
구분

미국 스타트업

거버넌스

▪창업자 중심 경영: 창업자가 의사 결정을 ▪이사회 중심 경영: 경영상의 중요 의사
하고, 이사회는 형식적
결정을 이사회가 함

이사진 구성

▪사내이사가 절반 이상
▪의장: 창업자

▪사내이사 1~2명
▪사외이사가 절반 이상(VC, 독립이사)
▪의장: 창업자 혹은 독립 사외이사

이사회 개최

▪분기별 1회

▪분기별 1회(초기에는 더 자주)

VC의 경영 참여 정도

▪중간 ~ 낮다

▪높다

VC의 축적의 시간

▪생태계의 짧은 역사. 창업과 투자 경험이 ▪생태계의 오랜 역사, 창업과 투자 경험이
쌓인 고경력자가 많지 않음
쌓인 고경력자가 많음

VC의 경험과 노하우가
전달되는 통로

▪주주간담회
▪비공식적 접촉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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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식적 접촉

Ⅴ. 현실적 대안과 시사점

 (지분 구조와 이사회 구성) 미국의 경우 VC 투자를 몇 라운드 받으면 VC들의 지분이 창업

자를 비롯한 기업 내부 인력의 지분보다 커지고 50%를 넘기는 경우가 보통인데, 이사회도
지분 구조를 반영하여 사외이사가 더 많아짐([Box 3] 참조)
STEPI Insight |

- 사외이사들은 그 스타트업에 투자한 VC와 독립 사외이사(동종 업계 퇴직자나 타 기업
임원 등 외부 전문가)로 구성됨
 (이사회의 운영) 이렇게 구성된 이사회에서 스타트업 경영의 주요한 이슈들을 모두 논의하고

결정하며, 여기에는 창업자 CEO를 교체하는 것도 포함됨
- 한국에 비해 미국의 스타트업 이사회는 더 자주, 더 오랜 시간 개최됨
- VC와 독립 사외이사는 자신의 경험, 역량, 네트워킹 능력을 기반으로 해당 스타트업의
가치 제고에 실질적인 기여를 해야 하며, 그렇지 못한 사외이사는 퇴출되는 문화임
- 해당 스타트업은 이러한 이사들의 기여를 스톡옵션 부여를 통해 보상하며, 이를 통해
회사와 이사진의 이해관계를 일치시켜서 이사진의 적극 기여를 유도
* 미국은 VC의 파트너가 투자 회사의 이사진으로 참여하면서 개인적으로 스톡옵션을 받을 수 있음
 (이사회 중심 경영의 장점) 이사회 중심 경영의 가장 큰 장점은 경험이 풍부한 업계의

고경력 전문가나 VC의 경영 참여를 통해 신생 스타트업도 매우 숙련된 의사 결정을 할
수 있게 되고 이를 통해 스타트업의 성공 가능성을 높인다는 것
- 또한 스타트업 의사 결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창업자의 실수나 독단적 의사 결정을
견제(check and balance)할 수 있음
 (창업자의 딜레마) 한편, 이런 거버넌스 구조로 인해 미국에서 VC 투자를 받는다는 것은

스타트업에 대한 지배력이 축소된다는 의미이기도 함
- 하버드의 Wasserman 교수는 <창업자의 딜레마>에서 이를 “지배력 vs 부” 사이의 딜레마로
묘사함. VC의 투자를 받으면 돈은 들어오지만 스타트업에 대한 지배력은 잃게 되고,
지배력을 고수하면 투자를 받을 수 없다는 것임
 생태계에 대한 시사점(2): 생태계에서 VC의 역할과 그 의의
 (VC의 참여) 미국에서는 VC의 경영지배 목적 투자가 제한되지 않으며, 위와 같은 거버넌스

구조를 토대로 VC가 이사회를 통해 스타트업의 경영에 적극적으로 참여
 (축적의 장소로서 VC) VC는 수백 개의 스타트업이 성공하거나 실패하는 과정을 가까이서

경험하고, 이 과정에서 스타트업 경영에 필요한 암묵지를 축적한 전문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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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 마치 제조업과 엔지니어링 산업에서 장기 근속한 장인적 숙련공이나 엔지니어에게
생산과 설계에 관한 암묵지가 축적되는 것과 같은데, 이정동(2017)은 이런 사람을
‘고수’로 칭하고 고수가 기업의 혁신에서 차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강조한 바 있음
- 제조업과 엔지니어링 산업에서 학습이 축적되는 곳(locus of cumulative learning)이
‘고수’라면, 스타트업 생태계에서는 VC가 그런 역할을 함
 (스타트업의 성공률) 개별 스타트업의 성패에는 여러 변수가 작용하겠지만, 한 나라의

스타트업 생태계 전반의 평균적인 성공률을 본다면 고경력 VC나 업계 전문가의 이사회
참여가 보편화된 생태계가 더 성공률이 높을 것으로 예상됨
- 따라서 한국 스타트업 생태계에서 VC의 역할 비중이 확대될 필요가 있는데(그림 9),
물론 이것은 VC의 경험 축적과 역량 강화에 비례해서 점진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그림 9] 한국 스타트업 생태계에서 VC의 역할 비중 확대 필요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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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arison of faculty startup rules in Korea and the United
States and its implications on Korean startup ecosystem
Seok-Kwan Kim

 The goal of this study
 The goal of this study is to draw implications for revitalizing faculty startups

in Korea from the US model(institutions, culture, practices, etc.) by comparing
the faculty startups institutions in Korea and the United States.
 Comparison of the status of faculty startups in Korea and the United States
 (Quantitative aspect) Although the United States is far ahead in the absolute

number of faculty startups, the number of faculty startups as a percentage of
total university research expenses and of GDP are 3.8 times higher in Korea
than in the United States, respectively. Considering the size of the country,
Korea is far ahead of the US in the number of faculty startups.
 (Quality aspect) In the US, 23.5% of professor founders succeeded in exits

(M&A, IPO), but in Korea, there are many professor startup companies that
have completed IPO, but there are not many cases of individual professor
exits.
 Comparison of faculty startup institutions in Korea and the United States
 Korean universities allow professors to hold permanent positions(CEO, CTO

etc.) when they start a business, and there is no limit on hours per week for
startup activities, and employment of students and use of campus
facilities/equipment are also allow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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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st US universities do not allow having permanent positions(CEO, CTO etc.)

when professor's start a business, and limit startup activities to one day per
week, and employment of students and use of campus facilities/equipment are
not allowed.
 Comparison of faculty startup models in Korea and the United States
 (Founder-led model in Korea) The professor-founder takes on the risk as a

major shareholder and takes on key management roles such as the CEO, and
the university operates rules to allow dual job positions.
 (VC-led model in the US) VCs take risks as a major shareholder, founders only

have a minority stake instead of providing technology.
 In Korea, it is difficult to implement a VC-led model due to the institutional,

cultural, and human resources limitations
 (Institutional limitations) VCs are institutionally prevented from managing the

start-up as a major shareholder
 (Limited human resources) For the VC-led model to work, there must be a

rich pool of professional managers to assume the role of the CEO. In Korea,
the startup ecosystem has a short history, so there is a limited pool of
professional managers who have experience in starting a business.

Practical alternatives to Korean faculty startups
 In Korea, it is difficult to implement a VC-led model right away due to the

institutional, cultural, and human resources limitations. So it is necessary to
find realistic alternatives that are feasible even now.
- The direction of the alternative is a model that can produce a similar effect
to the US-style VC-led model.

50

Summary

 Why we need multiple models for faculty startups
 To increase faculty startups more than now, new routes must be provided for

ordinary professors who have a low risk-taking tendency.
STEPI Insight |

Policy Recommendations
 First, for the realization of a VC-led start-up model, venture capitalists are

allowed to invest for the purpose of management of a startup.
 Second, to provide flexibility in VC fund expense for the use of external

experts and improve the stock option rules.
 Third, maintenance and supplementation of the existing faculty start-up

rules(reinforcement of student protection, etc.)

Implications for individual professors
 Decide between technology transfer and start-up formation considering three

variables: technology, risk/reward expectation, and resources. Choose
between a founder-led model and a founder advisory model
 If you choose the founder advisory model, consider 3 ways to invite a CEO.

- Search for a CEO directly before and after starting a business
- Planning and starting a business in consultation with VC from the beginning
- Inviting with the help of a specialized organization such as a university
technology holding company

Implications for universities
 Korean universities must form a professor start-up system on the premise of

the conditions, systems, and characteristics of the startup ecosystem of
Korean universities.
- It is necessary to pursue the advantages of the US-style faculty startup
system, but to find feasible alternatives in the Korean sit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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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

Implications for startup ecosystems
 (Startup Governance) In the United States, the board of directors makes all

major management decisions, whereas in Korea, the founders make major
decisions and the board of directors is formally operated.
 (Advantage

of board-centered management) The biggest advantage of

board-centered management is that even new startups can make highly skilled
decisions through the participation of experienced industry experts or VCs in
management.
 (Participation of VCs) In the United States, there are no restrictions on VC

investment for management purposes, and VCs actively participate in the
management of startups through the board of directors.
 (VC as a place of accumulation) VCs are experts who have experienced the

success or failure of hundreds of startups up close and have accumulated the
tacit knowledge required for startup management in this process.
- If the locus of cumulative learning in the manufacturing and engineering
industries is skilled crafts, the VC plays such a role in the startup eco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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