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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I. 제 목

벤처창업 활성화 방안 연구

II. 연구개발의 목적 및 중요성

비록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에 비해 늦은 감은 있으나, 우리나라에서

도 1990년대 들어 벤처기업의 창업․육성은 국가경쟁력 강화 및 21세기 선

진국 도약을 위한 필수적인 대안으로 제시되었다. 특히 1990년대 말에 IMF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벤처기업의 필요성은 더욱 부각되었으며, 벤처창업의 

지원․육성에 관한 다양한 국가정책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게 되었다.

첨단기술의 산업화에 의한 벤처창업 바람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

구소의 기능 및 평가에도 변화를 가져다 주고 있다. 연구소 개발기술의 산업

화 촉진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었으며, 기술이전 실적과 벤처창업 지원․육

성 실적은 출연연구소 평가의 중요한 지표가 되었다.

그러나 출연연구소가 벤처창업 지원․육성을 활성화하는 데는 기존의 

주요기능인 기초․기반분야의 순수연구와 상충하는 많은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정부의 정책이 아직도 대부분의 출연연구소에서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의식전환 및 제도개선이 필요한 시점에 있다.

본 연구에서는 벤처창업의 의미를 짚어보고 한국원자력연구소의 벤처

창업 지원․육성 실적을 검토한 후, 향후 진정한 의미의 과학기술의 산업화 

촉진을 위해 바람직한 개선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우리나라의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소들이 벤처창업의 지원․육성이라는 국가차원의 정책에 기여

할 수 있도록 노력하 다.

III. 연구개발 내용 및 범위

본 연구에서는 우선 벤처창업의 개념 및 의의, 우리나라의 벤처지원 

제도 등을 조사․정리하 으며, 이는 향후 벤처창업을 희망하는 예비 창업자

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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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한국원자력연구소의 벤처창업 지원․육성 제도, 개발기술의 산

업체 이전실적 및 관리현황을 살펴보고, 또한 이에 대한 문제점들을 지적하

다.

셋째, 개발기술의 관리방안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우선 기존의 관리방

식인 보유기술의 판매에 관하여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과학기술분야 정부출

연연구소들이 벤처창업의 지원․육성이라는 국가차원의 정책에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바람직한 보유기술 관리방안을 제시하 다. 또한 선진국 정

부출연기관들의 벤처지원 현황 및 제도를 간략히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결론을 맺으면서, 정부출연연구소들이 적극적

으로 벤처창업을 지원․육성할 수 있도록 연구소 및 정부에 몇 가지 건의사

항을 제시하 다.

IV. 연구개발 결과 및 활용에 대한 건의사항

과학기술분야 출연연구기관들은 연구개발 및 성과의 활용 방안으로서 

벤처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도

록 요청 받고있다. 그러나 능동적인 벤처창업 지원은 연구소 보유 기술의 관

리방안의 개선이라는 큰 틀에서 이루어져야만 우리가 목표하는 성과를 달성

할 수 있을 것이다.

선진국들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개발기술의 산업체이전과 벤처창업 

지원․육성은 하나의 틀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연구소 보유기술의 관리 측면

에서 현재 주류를 이루고 있는 기존의 관리방식인 보유기술의 판매라는 틀

에서 벗어나, 관리방식 개념을 확대하고 개선해 나가야 한다.

연구소 보유기술 관리방식의 개선방향은 연구소 직접투자의 확대에서 

찾을 수 있다. 연구소가 필요한 벤처기업에 직접 투자할 수 있는 제도가 갖

추어져야만 진정한 의미에서 연구소 보유기술의 벤처창업이 활성화될 수 있

다. 연구소 직접투자는 다양한 형태 및 규모의 벤처창업을 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창업된 벤처기업의 성공 확률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다. 따라서 벤처창업을 지원․육성하여 21세기 선진국 진입이라는 국가 목

표에 기여하고, 성공의 결실을 통해 연구소의 복지향상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직접투자 제도를 조속히 도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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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U M M A R Y

I. Project Title

A Study on the Promotion of Venture Business

II. Objective and Importance of the Project

The promotion of venture business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national economy greatly and the government promotes and supports 

venture business in various ways. The research institutes, sponsored by 

the government, in science and technology field are also under pressure 

to promote the establishment of venture business through technology 

transfer.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measures to promote 

venture business from the view point of Korea Atomic Energy Research 

Institute (KAERI). 

III. Contents and Scope of the Study

This study reviewed the concepts of venture business and 

surveyed venture business support system nationwide. The venture 

business support system is summarized in depth to help the 

pre-entrepreneurs under establishing venture business.

This study also reviewed the technology management system of 

KAERI and surveyed its historical accomplishment of technology transfer. 

Then, this study suggested its future direction by surveying the system 

of advanced countries and also suggested the measures to meet the 

future direction.

The main finding of this study is that the direct investment to 

venture business by KAERI could greatly contribute to promoting venture 

business. Therefore, the government and KAERI should make efforts to 

change the technology management system toward the direct investment.

Finally, this study concluded by offering policy suggestions to the 

government on improvement of technology managemen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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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Results and Proposals for Application

It was hoped to contribute to the pre-entrepreneurs under 

establishing venture business by surveying and summarizing the venture 

business support system in Korea in depth.

It is clear from the result of this study that continuous 

improvement of the technology management system is needed to meet the 

goal for promoting venture business. However, the improvement of the 

system requires consensus of the government and managers of KAERI. It 

was also hoped that this study would contribute to educating and 

persuading th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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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에서는, 첨단기술을 바탕으로 고부가가치를 창

조하는 모험적인 벤처기업이 전통적인 제조업과 더불어 국가 경제를 끌어가

는 중심축으로 자리 잡은 지 이미 오래되었다. 1990년대 들어 우리나라에서

도 벤처기업의 창업․육성은 국가경쟁력 강화 및 21세기 선진국 도약을 위

한 필수적인 대안으로 제시되었다. 특히 1990년대 말에 우리나라가 외환위기

에서 비롯된 IMF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벤처기업의 성공적인 육성이 이를 

극복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으로 부각되었으며, 따라서 벤처창업의 지원․

육성에 관한 다양한 국가정책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게 되었다.

이러한 정부의 적극적인 벤처 지원․육성 정책에 힘입어서, 

KOSDAQ 시장의 출연과 더불어 우리나라의 벤처기업은 신기술과 창의력을 

기반으로 양적으로 질적으로 성장해왔다. 비록 기대와는 반대로 벤처기업의 

내적인 충실과 시장원리에 입각한 건실 발전을 도모하기보다는 불건전한 벤

처기업 운  양태를 일부에서 보여줌에 따라 KOSDAQ 시장의 침체로 인한 

재원 조달의 어려움을 겪고 있기는 하지만, 벤처기업의 성공은 여전히 미래

의 우리나라 경제를 이끌어갈 대안으로 각광 받고 있다.

첨단기술의 산업화에 의한 벤처창업 바람은 대덕연구단지를 중심으로 

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소의 기능 및 평가에도 변화를 가져다 주고 

있다. 과거에는 기초․기반분야의 순수연구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소

의 주요기능으로 간주하 으나, 이제는 개발기술의 산업화 촉진에도 많은 비

중을 두게 되었다. 또한 정부출연연구소의 기술이전 실적뿐만 아니라 벤처창

업 지원․육성 실적도 출연연구소 평가에 대한 하나의 중요한 지표로 대두

되고 있다.

정부출연연구소가 벤처창업 지원․육성을 활성화하는 데는 기존의 주

요기능인 기초․기반분야의 순수연구와 상충하는 많은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아직도 대부분의 정부출연연구소에서는 벤처창업 지원․육성을 

정부의 정책에 마지못해 따라가야 한다는 소극적인 생각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출연연구소 경 진 및 연구원들의 의식

전환 뿐만 아니라 이에 부합되는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정부 및 정부출연연구소의 경직된 운 제도로 인해 연구소들이 

개발한 기술의 산업체이전과 벤처창업 지원․육성을 별개의 시각으로 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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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적 사고에서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선진국들의 예에서 볼 수 있

듯이 개발기술의 산업체이전과 벤처창업 지원․육성은 하나의 틀에서 이루

어져야 하며, 이를 위한 제도적 유연성이 갖추어져만 진정한 의미의 과학기

술의 산업화 촉진을 이루어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벤처창업의 의미를 짚어보고 한국원자력연구소의 벤처

창업 지원․육성 실적을 검토한 후, 향후 진정한 의미의 과학기술의 산업화 

촉진을 위해 바람직한 개선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우리나라의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소들이 벤처창업의 지원․육성이라는 국가차원의 정책에 기여

할 수 있도록 노력하 다.

제 2장에서는 벤처창업의 개념 및 의의, 우리나라의 벤처지원 제도 

등을 조사․정리하 으며, 이는 향후 벤처창업을 희망하는 예비 창업자들에

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제 3장에서는 한국원자력연구소의 벤처창업 지원․육성 제도, 개발기

술의 산업체 이전실적 및 관리현황을 살펴보고, 또한 이에 대한 문제점들을 

지적하 다.

제 4장에서는 개발기술의 관리방안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우선 기존

의 관리방식인 보유기술의 판매에 관하여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과학기술분

야 정부출연연구소들이 벤처창업의 지원․육성이라는 국가차원의 정책에 적

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바람직한 관리방안을 제시하 다. 또한 선진국 정

부출연연구기관들의 벤처창업 지원․육성 현황 및 제도를 간략히 살펴보았

다.

제 5장에서는 본 연구의 결론을 맺으면서, 정부출연연구소들이 적극

적으로 벤처창업을 지원․육성할 수 있도록 연구소 및 정부에 몇 가지 시급

한 건의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 3 -

제 2장 벤처창업의 의의 및 우리나라 벤처지원제도

본 장에서는 벤처창업의 개념 및 의의를 살펴보고, 정부 및 지방자치

단체, 금융기관 등의 벤처 관련 지원제도를 종합적으로 고찰한다. 

       

제 1절 벤처창업의 정의

1. 벤처창업의 개념 및 의의

벤처창업의 개념에 대해서는 현재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지 않으며, 

추상적인 의미로서 “벤처기업을 설립하는 행위”로서 정의될 수 있다. 위의 

추상적 개념을 세부적으로 정의하면 다음과 같다.        

  

  가. 벤처기업의 정의

벤처기업에 대한 개념적 정의는 다양한 연구분야에서 정의되고 있으

나, 일반적으로 공식화 된 정의는 법적 규정이며 국가별로 다음과 같다.  

   1) 미국 : “중소기업투자법 (Small Business Investment ACT)”에서 “위

험성이 크나 성공할 경우 높은 기대수익이 예상되는 신기술 또는 아이

디어를 독립기반으로 하여 사업을 위하는 신생기업 (New business 

with high risk and high return)”. 

   2) OECD : “R&D 집중도가 높은 기업” 또는 “기술혁신이나 기술적 우월

성이 성공의 주요 요인인 기업”.

   3) 일본 : “중소기업의 창조적 사업활동 촉진에 관한 임시조치법”에서 “중

소기업으로서 R&D 투자비율이 매출액의 3%이상인 기업, 창업 후 5년 

미만인 기업”.  

   4) 우리나라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규정된 요건을 갖

춘 기업을 「벤처기업」으로 정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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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벤처창업(설립) 행위

 위와 같은 기업 특성 혹은 구조적 측면이외에 벤처창업이란 벤처를 

설립하고 운 하기 위한 창의적 기업가정신(entrepreneurship) 및 환경(제도, 

정책) 측면의 접근을 고려하는 개념으로서, 일반적으로 벤처기업과 벤처창업

에 관한 개념은 엄격하게 분류되어 정의되기보다는 연구목적에 따라 유연하

게 정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포괄적 측면(지원제도 마

련 및 창업분위기조성 등)에서 벤처창업이란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

 

2. 벤처 창업제도 개관

우리나라는 1997년에 제정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 조치법」을 

근간으로 하여 「중소기업 창업지원법」과 「신기술창업지원법」등의 관련

규정을 통해 국가적으로 벤처창업지원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국가적 벤처창업지원 정책은 통합적인 정책 및 제도를 총괄하

는 전문 부서인 중소기업청에서 지원 정책을 실시하는 동시에, 정부 각 부처

별, 또는 지방자치 단체별로 독자적인 정책 및 지원제도를 수립하여 실시하

고 있어서, 국가적으로 아직 통합된 정책과 제도적 정비가 미비한 상태에 있

으며 벤처산업의 특성상 기동성 있게 변화하고 대응하는데 따른 적정한 대

응방안이 마련되기에는 다소 경험과 연구가 필요한 상태에 있다.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창업가능 

기업의 종류 및 지원정책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벤처 기업의 적용대상

벤처기업의 적용대상은「중소기업기본법」제 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

기업으로서 ①「벤처기업 육성에 의한 특별조치법」상의 벤처기업 유형에 

속해야하며 ② 벤처업종이 숙박 및 음식업, 부동산업 등 벤처기업 제외 업종

이 아니어야 한다.

  나. 벤처기업의 범위

벤처기업을 그 확인 기준(정부가 「벤처기업」으로 확인해 주는 기준 

: 1998년도부터 적용해오고 있음.)으로 대별하면 다음의 네 가지로 구분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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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1) 벤처캐피탈 투자기업

        창업투자회사(조합), 신기술 사업 금융업자(또는 조합) 또는 한국 벤

처 투자 조합으로부터 총 주식의 10%이상(신주에 한함)을 투자 받

은 기업으로서 창투사 투자기업의 경우 투자 후 7년이 경과된 기업

은 제외된다.

   2) 연구개발 투자기업

        직전 사업연도의 총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가 5% 이상인 기업(직전 

사업연도 또는 당해 년도에 창업된 기업의 경우 : 직전 2분기 이상

의 매출액과 연구개발비로 산정)

   3) 특허기술 또는 신기술개발기업

    가) 특허권*실용신안권에 의해 생산된 제품의 매출액이 총 매출액의 

50%이상 또는 수출액이 총 매출액의 25%이상인 기업(직전 사업연

도 또는 당해 년도에 창업된 기업의 경우, 벤처기업 확인을 요청한 

날이 속하는 직전 2분기 이상의 매출액 또는 수출액으로 산정함.)

    나) 신기술1)로 생산한 제품의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이 총매출액의 50%

1) 신기술로 규정되는 사업은 산업자원부가 관장하는 산업기반기술개발사업(「산업발전법」 

제 24조, 25조 제 2호), 고도기술사업 , 자본재시제품개발사업, 에너지기술개발사업(「에너지 

이용 합리화법」제 38조), 대체에너지 기술개발사업(「대체 에너지 개발 촉진법」제 10조) 

첨단제품기술개발사업(「공업발전법」제 14조 제 1호), 청정 생산기술 개발사업(「환경친화

적 산업구조로의 전환 촉진에 관한 법률 제 6조 1항 1호)등과 중소기업청이 관장하는 기술 

혁신 개발사업(「중소기업 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제 5조의 2 제 1호), 정보통

신부에서 관장하는 전기통신 기술개발사업(「정보통신 기본법」제 11조, 정보통신기술개발

사업, 신기술 인정사업(IT)(「정보화 촉진 기본법」 제 18조, 제 22조), 소프트웨어 개발 사

업(「소프트웨어 개발 촉진법 제 5조),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권사업(「컴퓨터 프로그램 보호

법」제 21조)등 외에도 문화관광부가 관장하는 상물 창작 신기술사업, 게임음반사업, 관광

사업(관광진흥법 제 2조 제 1호)등이 있고, 과학기술부 소관 사항으로는 신기술(제품) 이용

산업과 특정연구개발사업(「기술개발 촉진법」제 2조 제 3호, 제 4호, 제 8조의 3), 중점연구

개발사업(「과학기술 혁신을 위한 특별법」제 8조 1항) 원자력 연구개발사업(「원자력법」

제 9조 2항) 기초과학 연구사업(「기초과학 연구 진흥법」제 6조 및 원자력법 제 7조의 2)

등이 해당된다, 그 밖에도 환경기술 연구개발사업(환경부), 농림수산 특정연구개발사업(농림

부, 해양부), 건설 신기술 이용사업(건설 교통부)에 의한 연구개발결과등이 신기술에 해당 

된다. 이와 같이 신기술의 개념은 주로 연구개발비 주재원과 목적에 따라 분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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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또는 해당 제품 수출액이 총매출액의 25% 이상인 기업  

   4) 기술평가기업

        기술평가사업을 수행하는 업체로서 벤처 평가기관(기술표준원, 

KAIST,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10개 기관)으로부터 기술성 또는 사

업화 능력이 우수하다고 평가받은 기업을 말하며, 창업중인 기업이 

자체적으로 개발한 기술을 사업화 하는 기업 등이 이에 해당된다.

 

  다. 벤처기업 제외 업종

「중소기업 기본법」 제 2조에 규정된 중소기업 중에서 표준산업분류

상 중분류군 55, 70, 92, 93 중 다음에 제시하는 업종은 벤처기업에서 제외된

다.

   1) 숙박업 음식업 관련 

   2) 부동산업 관련 건물∙부동산 임대업, 부동산 중개업 등

   3) 오락 문화 및 운동산업(무도장운 , 골프장, 도박장 운 업 등)

   4) 기타 서비스업종(세탁업, 이미용업, 장의사 및 관련 서비스업, 예식장, 

점술업 등) 등 93종

  

3. 벤처기업의 확인 

벤처기업은 설립자가 자의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정부(중소기업청 

벤처정책과)로부터 소정의 확인절차를 거쳐 벤처기업 지정을 받는 경우에만 

정부 및 금융기관 등에서 지원하고 있는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상기 벤처 확인 절차는 그 수단과 방법에 따라 대체로 5가지로 나뉘

어 지는데, 각각의 경우 요구되는 신청서류의 종류와 증명(또는 평가)기관이 

달라지는 특색이 있다. 

   1) 벤처캐피탈 투자비율로 벤처기업 확인을 받을 경우 : 벤처캐피탈협회

에서 투자 실적 증명서를 발급 받은 후 벤처정책과에 확인신청(소요서류: ①

확인신청서 ②B/S, P/L ③법인등기부 등본(또는 사업자 등록 증명)-(밑줄친 

서류는 기본적 구비서류)

   2) 투입한 연구개발비(실적)로 벤처기업 확인을 받을 경우 : 상기 ①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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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서류 외에 회계증명서류(증명기관: CPA, 세무사, 경 ∙기술지도사 등 

중기청이 의뢰)

   3) 특허권, 실용신안권에 의한 매출액(또는 수출액)으로 확인 받고자 하는 

경우 : 기본서류+특허등록원 1부

※ 특허 출원 중인 경우 : 특허청장이 발행하는 증명서

   4) 개별법에 의한 신기술 개발사업으로서 매출액(또는 수출액)으로 벤처 

기업 확인을 받을 경우 : 기본서류+ 기술개발관련 증명서(주무부 장관이 발

급)

   5) 벤처기업평가기관으로부터 평가받아 벤처기업 확인을 받을 경우 : 먼

저 해당 평가기관에서 「벤처평가서」를 발급 받아서 기본서류와 함께 중기

청에 제출하여 확인

이상의 5가지 방법에 대하여 벤처기업 확인을 받았을 경우에만 정부 

및 기타 기관에서 정한 소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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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절 우리나라 벤처창업지원제도

IMF를 거치면서 구조조정에 의한 강제퇴직과 아울러 평생 직장이라

는 개념에 대한 회의, 전문적 기술의 활용의지 등 복합적인 개인적 의지, 우

리나라 경제 체제 및 구조상 중소기업의 낙후성이 경쟁력을 저하시키고 있

는데 대한 반성, 특히 정부가 적극 추진하는 연구개발의 산업화 촉진에 대한 

강력한 의지 등이 결합하여 짧은 시간 동안에 수 만개에 이르는 각종 다양

한 벤처기업이 생겨나게 되었다.

정부의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강력한 의지는 각종 지원제도의 마련과 

아울러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 조치법」의 제정을 통하여 venture기업

을 위한 사회적 infra를 구축할 수 있었고, 각종 금융지원, 세제감면 혜택 등

이 주어지게 함으로써 벤처기업 설립을 더욱 가속화하게 되었다. 정책의 시

행이 너무 외형적이고 철학이 없는 물량위주의 정책으로 흘러가서, 최근에 

이르러서는 벤처산업이 진정한 사업 선도의 pioneer적인 순기능보다는 일확

천금의 수단으로 전락하는 역기능을 보여주는 것이 안타깝기는 하지만, 이제 

각종제도의 정비나 KOSDAQ 시장의 대폭개선으로 정상적인 궤도에 올라가

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의 강력한 지원․육성 정책도 너무 오래 지속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오히려 벤처기업의 자생적 성장 발달보다는 의존적 기능을 

키우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도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 

조치법」이 2007년까지만, 유효하게 되어 있는 한시법인 있는 것은 지극히 

타당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의 경우 IT산업의 세계적 주도권 확보, 나노산

업에의 가능성 타진 및 시장 개척 등을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벤처기

업의 육성은 시의 적절하며 동시에 국가가 베풀고 있는 각종 지원 방법을 

적절히 활용함으로서 벤처기업이 빠른 시일 내에 정상궤도에 진입하고 성장

하여 우리나라 산업체계의 구조개편에 일대 혁명적 전기를 마련할 수 있도

록 해야 할 것이다. 

본 절에서는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금융기관 등의 벤처 관련 지원제

도를 종합적으로 고찰해 보고자 한다. 특히 대덕밸리로 명명되듯 벤처기업의 

요람이 되고 있는 대전광역시를 중심으로 파악해 봄으로서 향후 우리연구소

(또는 연구원)가 벤처 창업을 할 경우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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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역의 ‘벤처지원기관’으로는 정부 각 부처, 대전광역시, 대전중소

기업종합지원센터, 대학 및 대덕연구단지, 벤처캐피탈 등이 있고 ‘지원기능’을 

중심으로 분류하면, 자금지원, 보험/보증, 기술개발, 입지, 인력, 판로, 정보 

기타지원으로 대별할 수 있다. 

1. 벤처지원기관 

  

  가. 정부

일반적으로 벤처지원을 담당하고 있는 정부기관 및 각각의 주요 지원 

분야는 다음과 같다.

① 재정경제부 -- 금융, 조세

② 산업자원부 -- 생산 기반

③ 과학기술부 -- 기초 및 선진기술

④ 정보통신부 -- 정보통신

⑤ 중소기업청 -- 벤처확인 및 행정지원

⑥ 특허청     -- 산업재산권

정부의 창업지원제도는 상기한 각 부처별 주요 지원 분야 외에도 다

음과 같이 각종지원 법규에 의하여 명문화되어 있는 것들이 많다. 주요 관련

법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②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③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④ 신기술사업 금융지원에 관한 법률

    1) 벤처기업 확인 제도 

벤처기업 확인제도는 벤처기업 육성을 위해 정부(중소기업청)가 1998

년도부터 도입 실시하는 제도로서 벤처기업을 위한 정부의 각종 지원제도의 

수혜자가 되기 위한 기본적 요건이 되고 있다. 이 확인 절차를 거쳐서 정식 

「벤처기업」으로 등재 될 경우 정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지

원 내용을 살펴보면 ① 각종 자금지원 ②신용보증(보험)지원 ③기술개발지원 

④입지지원 ⑤인력지원 ⑥판로지원 ⑦ 정보 및 기타 지원 등 다양한 지원 

체계를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각 지방자치단체는 그들대로 지역 산업 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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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차원에서 추가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 개시 전에 필히 

해당 행정관서에 문의하여 필요한 정보를 확보하여 사업에 활용해야 할 것

이다.

특히 일부 지원제도는 일시적이거나 기간 제한이 있어서 상시 시행되

지 않는 것도 있고 당해 년도에만 시행하는 등 여러 가지 차이가 있기 때문

에 중기청 및 각 지자체 담당기관 등에서 충분한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2) 공장설립  

가) 창업사업계획승인제도

창업지원법에 의거하여 창업 후 7년 이내의 기업이 공장을 세우고자 

할 경우에 지원하는 것으로서 예를 들면 29개 관계 법률과 53개의 인허가 

등 복잡한 처리절차를 공공기관이 일괄 의제처리 하는 것으로서 그 처리 소

요기간도 과거의 45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대폭 단축시켰을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상담회사에서 절차 대행 시 소요비용(약 500만원)의 50%를 지원해

주고 있다. 

나) 공장설립 승인제도 

「공업재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관한 법률에 의거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 공장을 설치하는 중소기업(벤처기업 포함)을 지원하는 것으로

서 30개 법률과 45개의 인허가 사항을 일괄하여 처리해 주어 행정행위에 따

른 불편과 불필요한 시간소모를 제거시켜 줄 뿐 아니라 한국 산업단지공단

에서 신청서류 작성을 대행해 주고 있다.

    3) 세금 감면

여러 가지 세금감면 조치 중 본 보고서에서 다룰 만한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소득세 또는 법인세 50% 감면(창업일로부터 5년간)

나) 지방세(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종토세)의 면제 또는 감면해(창업일

로부터 2년간) 줌으로서 시설의 취득, 공장 등록, 공장부지 매입 또는 부동산 

취득 등에 감면혜택을 주고 있는데, 다만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 있을 경우 

이러한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어 있다. 

다) 개발부담금 및 농지전용 또는 산림전용 부담금의 50%감면(창업사

업계획 승인시), 조세는 아니지만 준조세적인 성격을 띤 이들 부담금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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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50%의 감면조치를 받을 수 있다. 

    4) 창업자금 지원 

공장설립 또는 세금 감면의 혜택 외에도 “창업 및 경쟁력 강화사업 

지원자금”, “경 안정자금”, “벤처창업 육성자금” 등 저리로 융자받을 수 있

는 재원이 준비되어 있고, KTB(한국기술 투자(주)) 등 벤처캐피탈 여신 전

문 금융회사로서 벤처창업기업에 직접투자도 하고 있다.

기타 중소기업구조 개선 자금이라던가 중소기업 공제사업 기금 등 기

업운  중에 소요되는 각종 지원 자금이 여러 가지가 있다.

    5) 창업절차의 간소화 및 규제완화

가) 벤처기업 법인 설립 자본금 완화(5,000만원-2,000만원)  

앞서 언급한 공장 설립 시 등의 행정절차 간소화 및 대행 업무 지원  

뿐만 아니라, 벤처기업 설립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법인 설립자본금을 종

래의 5,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대폭 축소시켰으며, 소기업에(제조업, 광

업, 건설업 등은 50인내만, 기타 서비스업은 10인내만인 회사) 대해서는 주식

회사 설립 시 자본금 제한을 폐지(하한 폐지)시켰다.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

원을 위한 특별법 제 8조)

나) 유한회사 설립요건 완화

유한회사 설립시의 사원수 제한(2-50명)을 폐지하고 최대 300명으로 

상향조정함으로서 다수 인력이 참여 할 수 있도록 하여 필요한 자본 조달 

등을 용이하게 하 다. 또한 출자구좌수에 따른 이익 배당 기준 적용을 배제

함으로서 기여도에 따라 인정배당 할 수 있도록 특례를 인정하고 있다. 마지

막으로 창업투자회사의 유한회사 출자를 “주식인수”로 간주토록 하여 창투사

의 투자 참여 방안을 마련하 다.

다) 창업관련 규제의 완화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창업사업 계획 승인 처리 기간을 45일에서 30

일로 단축하 고 불합리한 관행 및 과다한 서류 제출 사례를 대폭 간소화하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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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대전광역시

중앙정부 외에도 각 지방자치단체는 벤처산업의 유치 및 지원 육성을 

위하여 적극적인 홍보와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특히 대전광역시는 대덕 

연구단지를 안고 있으며, 이미 대덕 테크노밸리를 조성하여 벤처기업들이 쉽

게 자리 잡을 수 있게 하는 가장 적극적인 벤처기업 지원 사업을 벌이고 있

다. 

대전시 유성구 탑립, 용산, 송강 관평동 일원에 총 128만평 규모로 개

발되고 있는 대덕 테크노밸리는 오는 2007년까지 6,345억원의 자금을 투입해 

사업축, 지원축, 주거축 등 3개축으로 구성된 벤처 복합단지로 건설될 예정

으로 있다. 우선 1단계로 벤처 및 지원 용지 10만평, 주거용지 7만평 산업용

지 15,000평, 공공용지 8만평 등 총 26만 5,000평을 2003년까지 개발할 계획

이다. 이곳에는 정보통신(IT), 생명공학(BT), 나노산업(NT), 신소재, 정 화

학 분야 등 첨단 업종을 위하는 벤처기업을 집중 유치해 세계적 벤처 사

업 집적지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대덕테크노밸리는 환경 친화적 벤처집적단

지로서 단순히 공장만 들어서는 산업단지가 아니라, 연구, 생산, 주거, 비즈

니스, 체육기능 등을 갖추고 벤처인큐베이팅 시설을 비롯해 정보교류센터 상

설 테크노마트, 테크노인력센터, IT․BT 융합 기술지원센터, RF 지원센터, 

생물산업 실용화 센터, 나노타운, 외국기업 연구센터 등을 유치할 계획이다. 

대덕 테크노밸리의 건설뿐만 아니라, 대전시에서는 벤처기업 운 자금의 융

자, 공업용지 조성 지원 등 다양한 지원계획을 가지고 있다. 

또한 대전시 산하 기관인 대전 중소기업 지원센터는 대덕단지 내에 

위치하여 연구기관과의 연계를 접히 하고 있으며, 창업강좌개최, 중소기업

체 임직원 교육과 창업보육실 운 , 종합상담실 운 (벤처닥터), 대전 사이버

마트 운  등을 통한 창업지원 업무를 맡고 있다. 

  다. 벤처캐피탈

대전지역의 벤처캐피탈로는 대덕벤처투자조합을 비롯하여 대전시티엔

젤클럽,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한국기술투자, (주)KTB network등 창투

사 외에 비상장 창업투자회사가 있다. 



- 13 -

  라. 대학 및 대덕연구단지

기타 대학 및 각 정부출연연구소에는 창업보육시설, 기술평가센터 등

을 설치∙운 하고 있으며, KAIST에 있는 신기술 창업지원단은 그 규모도 

크고 활동이 활발하다.     

2. 지원분야 및 기능으로 본 벤처지원 

  가. 자금 지원

자금지원 방법에는 출자(투자)에 의한 지원과 융자의 지원 등 두 가

지로 크게 분류할 수 있다. 각각의 특징을 자세히 지적하면 다음과 같다.

    1) 출자(투자)

벤처기업 설립초기 자금능력이 부족할 경우, 벤처기업 전문 투․융자 

기관(창투사)으로부터 그 사업성을 검증 받아 자본적 참여를 할 수 있게 되

어 있고, 각종 투자 자문도 아울러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종류의 기관으로는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것만 해도 십여 개가 넘는다. (예: KTB network, 

한국기술투자(주), 우리기술투자(주), 제일창업투자, (주)대신개발금융(주), 동

원창업투자(주), 무한투자(주), 부산창업투자(주), 세화기술투자(주), 신 기술

금융, 한솔창투, TG venture, Inside venture)

이들 창업투자회사와 신기술금융회사들은 벤처투자조합을 결성하여 

매년 5∼6,000억원의 투자 Fund를 조성하여 벤처투자에 참여∙지원하고 있

다.

    2) 융자

자금지원의 다른 한 방법으로 가장 일반적인 형태는 융자로서 대부분

의 금융기관이 이를 업의 주류로 삼고 있으나, 벤처기업을 위한 무담보, 

신용담보, 기술담보, 저리의 이자율 적용 등을 특정한 융자지원제도가 여러 

가지로 마련되어 있다.  

대전광역시에서의 융자의 편의를 통한 자금지원 방법에는 전술한 창

업 및 경쟁력강화 지원자금 이외에도 여러 가지 제도가 있음을 볼 수 있다.

가) 중소기업 경  안정자금 : 지원규모 연 450억원

연중 4회(각 분기별)에 걸쳐 신청 받아 지역내의 벤처 및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대출액도 업종에 따라 2∼5억으로 책정되어 있다. 특기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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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이차보전(利差補塡)이라 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 받은 융자 이자액

의 상당부분을 대전시가 대신 보전하여 줌으로써, 벤처 및 중소기업의 이자

부담을 크게 경감시켜 주고 있는데, 특히 벤처 및 대덕연구단지 연구원의 창

업에 대하여는 최대 5%까지 보전해 주는 특례를 주어 격려하고 있다. 

나)  중소기업진흥공단을 통한 기타 융자지원 

① 중소벤처기업 창업자금 

    - 지원규모: 2,000억원(2001년 설정액 : 매년 설정)  

    - 신청시기 : 연중수시 (자금 소진 시까지)

    - 신기술 ∙신상품 또는 아이디어를 이용하여 창업하는 예비 창업

자 및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창업자금을 지원함.

    - 지원한도 : 동일기업 당 5억원 한도(운전자금은 3억원 한도)

      지원기간 : 운전자금 2년거치 5년이내

                 시설자금 2년거치 7년이내

    - 대출금리 : 연 6.75%(변동금리)

② 중소기업 구조개선 사업

    - 지원규모 : 7,500억(매년 설정)

    - 신청시기 : 연중수시(자금 소진 시까지)

    - 경력 3년 미만의 창업 초기 기업 

    - 대출금리 : 연 6.75%(변동금리)

    - 대출기간 : 3년 거치 8년이내 

  ※ 시설자금과 구조조정 지원융자금으로 한정함 

 

이외에도 엔젤(Angel)투자가가 있는데 이들은 창투사에 비하면 비교

적 비조직적이며, 풍부한 자금을 소유한 개인 또는 개인적 모임, 소규모회사, 

조합, 동아리 형태로 구성되어 소규모 투자 중심의 활동을 하고 있다. 창투

사와 다른점은 창투사의 경우 조직적인 사업타당성 검토 작업과 투자 적격

성을 분석 판단하여 투자하는데 반해서 엔젤투자는 다분히 개인적인 감각과 

판단에 의하거나 사업자를 믿고 투자하는 경향이 강하고, 풍부한 자금의 일

부를 동원하여 개인 중심의 감각적인 투자가 이루어지는 것이 특징이다.

최근 서울 명동 등에서 사채업자들의 상당수가 엔젤투자자로 변신해

서 벤처투자의 비리를 저지른 것도 이런 종류의 투자가들이 만든 문제인 것

으로 알려지고 있어 주의를 요한다.

이와는 달리 대전시의 지원을 받아 공신력 있게 운 하고 있는 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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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티 엔젤클럽의 투자 방식도 있는데, 벤처기업 육성과 벤처기업 투자를 통

한 이익실현에 뜻을 같이하는 20세 이상의 개인 및 법인을 가입자격으로 하

고 있으며, 최소 투자 규모는 1백만원 이상이고, 조성된 자금을 투자를 유치

하는 데에는 대전시내 회사를 두고 있는 벤처기업이면 투자유치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대전시티 엔젤클럽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대학이나 연구소 등에서 자생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투자동아리, 창업

동아리들도 일종의 엔젤투자자로서 개인중심의 자금력을 배경으로 하고 있

는데, 앞에서 언급한 Angel 투자자와는 투자목적이 다소 구별 될 수 있다. 

어떤 경우이던 해당사업의 사업타당성과 전망, 투자규모 등을 투자 전에 면

히 분석∙평가하는 것은 투자자로서 수행할 사항이며, 창업자 역시 불량한 

투자자금이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투자자의 성분분석을 게을리 하

지 말아야 할 것이다.

  

  나. 보증/보험 지원

일반적으로 신규사업창업자가 간과할 수 없는 것이 보증/보험에 대한 

준비다. 그러나, 사업을 창업․운 하는데 있어서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는 

보험과 운 ∙시설 자금 등의 부족 시 필요하게 되는 융자에 대한 보증에 

관하여 숙지하고 있을 경우 많은 시행착오와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으므로 

알아두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정부에서는 이러한 목적에 부응하기 

위하여 담보자산이 부족한 벤처기업 또는 중소기업에게 신용 또는 기술을 

평가하여 보증해 주는 등의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제도를 제정∙실시하고 

있다.

    1) 기술담보 및 기술가치 평가 

기술신용보증기금에서 운 하는 것으로 중소벤처기업이 개발한 기술

의 가치를 평가하여 그 기술을 담보로 평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자금지원 

또는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여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및 기술개발을 

유도하고 있다.

※ 신청처 : 한국산업기술평가원, 기술신용보증기금

    2) 신용보증

 신용보증은 성장 잠재력이 있고 신용상태가 양호한 그러나 재산담보

가 부족한 기업을 대상으로 채무를 보증함으로서 자금 융통의 원활화를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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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주는 제도이며 다음과 같은 종류가 있다.

    - 대전지역의 대전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보증한도 12억원)

      보증수수료 : 보증액의 1% : 대출보증, 어음보증, 지급보증의 보증, 무

역어음의 인수담보보증, 시설대여보증, 이행보증 등이 

있음.

    -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기금규모 : 14,256억원)

      보증수수료 : 보증액의 0.5∼2% : 일반보증과 특별신용보증이 있으며, 

일반보증은 30억원 이내, 특별보증은 100억원 이내로 되

어 있고, 보증수수료는 보증액의 연 0.5∼2%로 되어있

음.

특히 신용보증기금의 특별보증에는 벤처기업 특별보증을 설치하여 벤

처기업을 대상으로 창업투자회사 및 신기술금융회사의 벤처기업에 대한 지

급보증을 해주고 있으며, 보증한도는 100억원이다. 

    3) 수출보험공사의 신용보증(수출보험)

 수출거래상의 불안요인을 사전에 해소하고, 금융기관이 수출자금을 

적극적으로 공급토록 지원함으로서 수출저변확대와 수출경쟁력 강화를 목적

으로 설치하 으며 기금규모는 약 1조원(2001년 기준)이다. 보험(보증)의 종

류로는 단기수출보험, 중장기 수출보험, 선적 전 수출신용보증, 선적 후 수출

신용보증, 시장개척보험 등이 있으며, 이중 특히 시장개척보험은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지출하 으나, 수출이 이행되지 않거나 목표미달

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무역전시회 참가비용, 해외공동판매장 또는 

직매장 설치비 등)해 주는 것으로서 신규 벤처기업이 알아두고 활용하면 좋

을 것으로 생각된다.

  

  나. 기술개발지원

중소기업은 물론이고 신규 창업한 벤처기업도 한기지 제품 기술에만 

의존해서는 장래의 시장변화와 제품의 Life Cycle의 단축 등 후속 제품개발

이 이어지지 않을 경우, 경쟁에서 탈락하여 시장에서 사라지는 경우가 빈번

하다. 이러한 상황에 대비해서 중소∙벤처기업을 위하여 산학연 공동의 기술

개발 활동을 지원하고 소요자금을 제공하는 여러 가지 지원방안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자료와 정보를 수시로 확보해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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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1)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컨소시엄 사업

중소기업청(전국 컨소시엄)과 대전시(대전지역 컨소시엄)가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지원 규모는 약 350억원으로 조성되어 있다. 대전시의 경우 대전

지역 소재 대학 또는 연구기관과 7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참여하여 구성한 

컨소시엄으로 대전시로부터 사업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2) 중소기업 개발기술 사업화 자금

기술성, 사업성이 우수한 중소 벤처기업의 개발기술 및 이전기술의 

사업화를 지원함으로서, 기술력 중심의 지식기반 산업구조로의 이행을 촉진

시킬 목적으로 중소기업청에 설치하 다.

    - 지원규모 : 500억원/년

    - 지원기간 : 2년거치 5년이내 

    - 대출금리 : 연 5.75%

    - 지원한도 : 5억원(운전자금 3억원) 이내

    - 대출방식 : 순수 신용대출

    3) 기타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주관하고 있는「중소기업 기술이전 개발 사업 」

(시제품 제작비, 개발보전비, 기자재구입 및 임차료 등 총 소요사업비의 70% 

범위 내에서 1억원 이내 지원하고 성공기업에 한해 출연금의 30%를 징수

함.) 및 한국디자인진흥원이 주관하는「디자인 혁신지원 사업」(제품디자인 : 

4천만원, 브랜드디자인 : 2천만원, 포장디자인 : 1,500만원 등 각종 디자인을 

위해 투입되는 총 개발비의 75% 범위이내에서 지원하며, 지원금의 20%를 

기술료로 징수) 등이 있다.

  나. 입지지원

예비창업자 또는 신규창업자를 대상으로 저렴하게 입지를 제공함은 

물론, 경 ∙세무, 법률 등의 지원을 통해 창업활동을 활성화하고 창업이후

에도 성공률 제고를 위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입지지원의 방법으로는 창업보육센터의 운 , 벤처타운의 조성, Apt

형 공장 제공, 벤처전문단지 조성 등이 있다. 각각의 지원방법을 자세히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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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하면 다음과 같다.

    1) 창업보육센터

한국원자력연구소에도 이미 설치되어 있으며, 대덕연구단지내의 거의 

대부분의 정부출연연구소와 충남대를 비롯한 8개 대학, 대전 중소기업지원 

센터, 대전 소프트웨어 지원센터 등에 설치되어 있다. 이들 창업보육센터는 

벤처 및 기술집약형 신규창업자 및 예비 창업자에게 저렴한 임대료와 관리

비로 시설을 임대해 주어 일정기간 동안 창업 및 창업이후 경 의 조기정착

을 지원하는 일종의 Incubator 기능을 하는 제도로서, 인터넷 전용회선, 회의

실, 자료실, 실험실 등 창업에 필요한 제반 시설을 활용할 수 있게 하며, 사

업 초기의 경 , 기술, 재무, 회계, 법률 등의 상담 및 행정지원을 담당한다. 

입주기간과 조건은 각 기관별로 상이하고 대략 입주 후 2∼3년 이내 졸업하

는 것으로 되어 있다.

    2) 벤처타운

벤처기업의 성장단계에 알맞은 집적시설을 갖추고, 이를 임대하여 경

쟁력을 제고하고, 사업화 초기 단계의 경  애로사항을 해결∙지원함으로서 

창업성공률 제고시킬 목적으로 설치한 집중적 시설이다.

가) 다산관 

       - 위치 : 대전 대덕구 신일동(대전 제 4산업 단지 내)

       - 규모 : 부지 1,000평, 연건평 767평(지하 1층, 지상 3층)

       - 임대조건 : 평당 임대료 120,000∼133,000원(월관리비 12,000원/평)

       - 입주기간 : 5년

    ※ 의무사항 : 기업이 장래 성공되어 장외거래 또는 기업공개 시 성

공기금으로 총 주식의 1%를 기부하는 조건임.

나) 장 실관

       - 위치 : 상동

       - 규모 : 부지 2,000평, 연건평 2,096평(지하 1층/지상 3층)

       - 입주대상 : 창업후 생산화 단계에 있는 벤처기업

       - 임대조건 : 평당 임대료 72,000원/평∼85,000원/평

       - 입주기간 : 3년(연장가능)

다) 판암 Apt형 공장

       - 위치 : 대전 동구 판암동 239-2(판암주공 APT 4,5,6 단지 내)

       - 규모 : 부지 907평, 연건평 2,789평(지하 1층, 지상 6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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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개 업체 입주가능, 62∼36평/회사

       - 입주대상 : 대전지역의 신규창업 중소기업체 유치 및 대전인근지역

에 있는 이전희망 중소기업체 수용하고 있으며, 도시형 

업종을 운 하는 업체(전기, 전자, 반도체, 기계∙금속

조립, 경인쇄, 섬유, 봉제업체 등 APT형 공장에 적합한 

업종의 벤처 및 중소기업)가 입주

       - 입주조건 : 분양 251∼283만원/평

이들 다산관, 장 실관, 판암 APT형 공장 등은 집약형 시설로서 

APT형이 중심이 되고 있고, 다만 일정기간의 임대냐 분양이냐의 차이가 있

다. 

  마. 인력지원 

벤처기업이 왕성하게 설립되고 코스닥 등록 등을 통하여 막대한 공모

차익을 실현하던 2001년 이전까지만 해도 많은 유능한 인력이 벤처기업에 

몰려들어 인력문제는 그다지 심각하지 않았었다. 그러나 KOSDAQ 시장의 

거품이 걷히고 벤처가 그 진정한 의미와 기능에서 벗어나 단기적 축재의 수

단으로 전락함에 따라서 정상적인 운 에서 일탈했던 수많은 벤처기업들이 

도산하고 각종 사회 문제로 대두되면서부터는 벤처기업에서도 인력 확보하

는데 상당한 애로를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벤처기업이라도 제조업

에 관련되는 분야는 인력 구하기가 더욱 힘들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인력지원의 방법으로는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는, 당해 

기업에의 직접적인 인력 공급을 용이하게 하는 방법을 제공하는 것이고, 둘

째는 기존기업 인력의 교육, 외부 전문인력의 파견, 기술지도 등 인원의 증

가를 수반하지 않는 간접적인 지원 방법이 있다. 

    1) 전문인력에 대한 스톡옵션제도

정부(중소기업청)에서는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스톡옵션부여 대상자에 

대해 사업소득 등 조세감면 혜택을 부여함으로서 벤처기업에 우수한 연구∙

기술 및 경 인력의 공급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 스톡옵션의 부여 대상은 개인(당해 법인의 임직원, 정부출연연구

기관의 연구원, 변호사, 공인회계사, 경 지도사, 세무사 등)과 법인(대학,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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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출연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이 모두 가능하고 부여 방법은 신

주발행 교부, 자기보유주식 교부, 주식매입선택권 부여 등을 택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부여절차는 상당히 엄격한 편으로서 주요사항을 정관에 정하고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해 시행토록 법(「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

법」)에 규정되어 있다. 

총 부여한도는 발행주식 총수의 50% 이내로 되어 있으며 스톡옵션의 

행사기간, 양도제한, 등록 및 신고 등에 관한 사항이 구체적으로 규정되고 

있다. 

    2)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공급

고급인력으로 하여금 학문과 기술연구 기회를 부여하고 산업체에 기

술인력을 공급∙지원함으로서 국가산업의 육성 발전에 기여토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병역법」에 근거하여 병역의무를 현역이 아닌 전문연구원 또는 

산업기능연구원(특례보충역)으로 근무하게 하여 젊은 산업인력을 공급해주는 

제도이다.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을 활용할 수 있는 신청대상은 「중

소기업 기본법」제 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중 법인으로 제조업을 위하

는 업체 등과 벤처기업 부설 연구기관으로 제한되어 있다. 따라서, 벤처기업

의 경우는 부설 연구기관을 설립함으로서 부족한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유

리한 조건을 갖출 수 있는데, 전문연구요원은 그 복무기간이 5년이고, 산업

기능 요원은 현역대상의 경우 36개월, 보충역의 경우 28개월로 되어 있다. 

    3) 중소기업 수출현장 지원사업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대전∙충남)에서 운 하는 것으로 수출관련 업

무에 종사하 던 전문 인력을 중소기업체에 파견하여 중소기업 제품의 해외 

수출 및 판로 개척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지원기간은 6개월 파견근무(주5일 

1일 8기간), 지원기간 중 비용은 정부가 70%, 산업체가 30%를 부담한다.

    4) 중소기업 기술인력지원 

앞서 언급한 중소기업 수출현장 지원사업과 유사한 제도로서 주로 제

조업에 종사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대기업, 대학, 연구소 등에서 퇴직한 실업 

고급 기술인력 등을 일정기간 (4∼6개월) 근무토록 하여 중소기업의 기술력 

향상 및 실업기술자의 단기적 재취업 기회 부여 

    - 지원규모 : 500개 업체 750명(2001년)

    - 지원기간 : 4∼6개월(주5일 1일 8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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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원기간 중 비용은 정부가 70%, 산업체가 30% 부담

    5) 기타

대전인력은행, 고용안정센터 등 지방자치단체가 기업체의 인력난 해

소와 구직자에 대한 전문적인 취업알선 및 고용정보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인력공급을 원활히 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제도 등이 있다.

  바. 판로지원

사업초기 높은 시장진입 장벽을 뚫고 마케팅에 성공하기란 그리 용이

한 일이 아니다. 전문판매요원의 부족도 문제지만 신제품에 대한 수요자의 

낮은 인식도, 기존시장 거래질서 및 유대관계 등 시장에의 진입 장벽은 상상

외로 높을 수가 있다. 특히, 제품 및 기업의 인지도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광

고 등의 판촉활동이 전개되어야 하나, 막대한 비용을 수반하는 관계로 벤처 

및 중소기업으로서는 감히 시도하기 힘든 일이기도 하다. 이런 상황을 지원

키 위해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권역별 경제단체에서 판로지원사업을 

추진해 주고 있다. 

중소기업청(판로지원과)이 주관하여 실시하고 있는 지원사업으로는

「공공기관의 우선구매제도」, 「중소기업 공동상품 개발지원」, 「해외 유

명 규격인증 획득 지원」, 「중소기업제품 무료 홍보지원사업」등이 있고, 

지방자치단체(대전시)가 주관하고 있는 지원사업으로는 「대전 Cybermart」,

「신기술∙신상품 개발발표회」, 「지역상품 전시판매장」운  등이 있으며, 

한국방송공사와 공동으로 지원하는「벤처기업 방송광고지원」사업도 있다. 

이들 중 특기할 만한「공공기관의 우선구매제도」와 「벤처기업 방송광고지

원」을 간단히 소개한다.

    1) 공공기관 우선 구매제도

「공공기관 우선 구매제도」는 「중소기업 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제 14조)에 의거하여 중소기업(벤처포함)이 개발한 기술제품에 

대한 수요 창출 및 판로개척을 적극 지원함으로서 기술개발의욕을 고취하고 

신기술 개발에 투자된 자금회수 및 적정이윤 보장을 목적으로 국가기관(중앙

행정 기관 및 그 산하기관), 학교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기타 기관(국가 또는 

지방사회 단체가 투자 출연하는 기관 및 그 산하기관 등), 「사립학교 교원 

연금법」 제 3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기관 등에 대하여 우선구매 지원을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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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함으로 판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특정연구개발사업, 산업

기반기술개발사업, 기술혁신개발사업,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사업에 의해 기술 

개발이 완료된 제품 또는 벤처기업이 생산하는 제품 등이 이에 포함되고 있

다.

 

    2) 벤처기업 방송광고 지원제도 

「벤처기업 방송광고 지원」은 중소기업청과 한국방송공사가 공동 지

원하는 사업으로서, 벤처기업에 대한 광고 방송 등을 지원함으로 벤처기업의 

이미지 제고 및 신기술개발 제품에 대한 판로확보 지원책이 되고 있다. 지원

대상은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 조치법」상 벤처기업으로 확인 받은 

기업으로서 신기술 아이디어 제품, 국제전시회 또는 신기술 발명 전시회 수

상 제품, NT∙KT∙ISO 등 품질 인증 제품, KS∙Q마크 획득 제품을 생산

하는 업체로서 기술력과 성장성이 높은 기업을 지원대상으로 한다. 광고기간

은 업체 당 3개월(최대 12개월까지 연장 가능)이며, TV 광고 횟수는 업체당 

월 정상가액 기준 5,000만원 이내(지원가액 기준 월 1,500만원 이내)이며, 라

디오 광고횟수는 업체 당 월 정상가액 기준 1,000만원 이내(지원가액 기준 

월 300만원 이내)로서 기업 PR과 대리점 모집광고 등을 제외한 상품광고 중

심의 광고를 지원한다. 광고료는 70%할인하여 30%의 가격으로 선광고∙후

지급(광고 후 6개월이내) 조건이다.

  사. 기타지원

이미 열거한 벤처 및 중소기업에 관한 지원 외에도 대전시가 중심이 

되어 운 하고 있는 지원제도로는「창업스쿨」운 , 「벤처닥터 제도」운 , 

「대전지역 중소벤처기업현황 DB」운  및 「까치통신」발간 등이 있다.

    1) 창업스쿨

기술력과 사업성이 우수한 중소벤처기업 경 자 및 임직원을 대상으

로 기업경 에 관한 지식정보를 제공하여 기업 성장력을 제고시키고, 첨단 

기술력을 보유한 대학 교수 및 연구원들의 창업을 유도하여 국가경제 발전

을 도모한다는 목적으로 「대덕연구단지 기술창업 교실」과 「테크노 벤처

창업 교실」을 개설하여 각각 연 1회씩 2∼4일간의 집중적인 강좌를 개설하

여 많은 연구기술자들의 관심 속에 진행되고 있다. 

교육내용은 세무회계실무, 마케팅 전략, 자금조달 방법, 기업가치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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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코스닥 등록에 과한 사항 등 비교적 실무적이면서도 신규기업이 필요로 

하는 제반사항에 대하여 강의와 토론으로 진행된다.

    2) 벤처닥터 

창업 및 기술경 상의 애로 타개를 위하여 분야별(8개 분야) 전문 자

문위원을 벤처닥터로 위촉∙운 함으로서 벤처의 애로사항 타개방법의 모색

과 조언을 수행한다.

연중 무휴(24시간)로 운 되고 있으며 직접방문, 전화/FAX/E-mail, 

상담비용은 무료이다. 또한 상담분야별로 전문가가 2명씩 위촉되어 있는데 

법률 분야, 마케팅 분야, 산업재산권 분야, 노무 분야, 정보통신 분야, 창업 

분야, 인증 분야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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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장 한국원자력연구소 벤처창업 현황 및 문제점

본 장에서는 연구소의 벤처창업 및 지원제도 현황을 자세히 살펴본

다. 또한 상기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 방향을 제시한다.

제 1절 한국원자력연구소 벤처창업 현황 

한국원자력연구소에서도 1996년 2월 s/w개발 및 인터넷 DB 전문회

사로 민트정보기술(주) (대표자:조 현,김대진-전직원)가 벤처창업 한 이후 

지금까지 19개의 벤처회사가 창업하 다. 그중 일부는 연구소 창업센터에 입

주하지 않고 연구소 외부에서 창업하 고, 나머지는 연구소의 창업보육센터

에 창업초기를 맞아 지금은 졸업을 하 거나 입주상태에 있다. <표 3-1 참

조>

이들 벤처기업의 창업으로 2000년도 고용인원이 166명에서 2002년도 

고용인원은 14개 업체에 220명으로 증가하 고 (표 3-1 중 5개 업체 제외 

수치), 그중 벤처기업으로 확인 받은 기업은 8개 기업이다.

자본금 규모로 보면 (주)가이아(22억원)를 제외한 대부분의 창업기업

이 창립 당시 5,000만원에서 5억원 정도의 중소규모 던 것이 (총 자본금 약 

44억) 2002년 현재에는 약 126억의 자본금을 보유하는 규모로 성장하 으나, 

매출액으로 보면 2000년도 전체 창업기업(14개) 매출액 11,771백만원에서 

2001년도에는 14,870백만원으로 성장하 다. 창업 후 생산에 들어간 기간이 

길지 않아서 충분한 자료가 마련되지 않아 속단할 수는 없으나, 고용인원의 

증가, 자본금의 증가 추세 등을 미루어 판단할 때, 조만간 상당한 실적을 낼 

것으로 전망된다.

이들 벤처기업은 연구소의 투자가 전혀 없는 개인중심의 투자자들이 

모여서 창업한 것이 특징이다. 타 연구기관의 경우에는 기술료의 징수대신에 

자본금 투자로 전환해서 연구소가 투자자의 역할을 하며, 적극적인 지원을 

하는 것과 대조적이다.

따라서, 연구소와 창업벤처기업간에 지적소유권 등의 판매 거래는 있

었을지라도 창업이후 아무런 소속감 또는 지속적 유대감을 갖지 못하고 있

어 이점은 향후 지적소유권 관리 차원의 검토와 아울러 재고해봐야 할 것으

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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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한국원자력연구소 연구원창업 현황

No 창업회사명 기술 분야 설립일

매출액

(단위:백만)

 고용인원

(단위:명)

자본금

(단위:백만)

’00 ’01 ’02 ’00 ’01 ’02 설립 현재

1
(주)민트정보 

기술

o S/W 개발, 설계 

전산화

o CD롬 제작등

’96.02.27 - - - - - - - -

2 (주)가이아
o 산업폐수처리 약품

o 음식물쓰레기 발효기
’96.12.31 400 400 900 14 13 13 2,200 3,000

3 (주)카이텍 o 비파괴 검사 ’97.09.13 6,000 6,374 6,000 53 53 55 400 800

4 (주)한빛레이저
o 레이저장치,

  레이저부품
’97.10.07 1,247 1,830 2,200 15 17 20 500 1,535

5
(주)한밭 

엔지니어링
o 핵물질 장치 제작 ’98.02.16 240 375 - 6 6 6 48 110

6 (주)카엘
o  원자력필터제조성능

   검사
’98.03.10 2,000 2,624 - 32 32 35 400 2,711

7 (주)파미

o 3차원 센서기술

o 3차원 센서응용 

시스템

’98.07.31 400 500 600 6 10 14 80 600

8
(주)한울 

로보틱스
o 모터제어기,이동로봇 ’98.12.26 743 1,127 2,000 16 28 35 70 2,888

9 (주)금광
o 섬광판 및 다이오드 

레이저 개발
’99.01.04 171 596 700 5 5 7 190 400

10 (주)텔레옵틱스
o 광학 레이저 응용 

기술
’99.01.06 200 500 500 5 3 3 120 220

11 (주)액트 o 연구개발 엔지니어링 ’99.01.23 370 372 600 7 8 12 100 370

12 (주)제스텍 o S/W 개발, 정보제공 ’00.03.31 - 150 300 7 5 6 50 50

13 (주)후후 o 광학기기 제작 ’00.04.26 - 10 27 45 - 100 2,850

14 (주)이엔이티 o 환경폐기물 처리 ’00.04.18 - - - - - - - -

15 (주) 화기술
o 레이저 화 자막기 

제작
’00.05 - - - - - - - -

16
(주)웨이브 

트로닉스

o 극정  위치변위 

측정용

  인터페로미터 개발

o 극미량 화학성분 

분석용

  질량분석기 개발

’01.04.27 - 7 200 - 3 4 110 160

17 (주)인스텍

o 레이저 클래딩 및 

직접

  조형 기술

’01.08.22 - 15 500 - 3 5 100 100

18 (주)비티전자
o 핵물질 운반 차량용 

가 속도계 개발
’01.11.01 - - - - - - - -

19 (주)지피엔이 o 중수/순수처리 기술 ’02.01.09 - - 130 - 4 5 120 120

합계 11,771 14,870 14,630 165 190 220 4,438 12,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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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절 벤처창업 지원의 문제점

 

1. 국가 정책적 차원에서의 벤처창업지원제도 및 문제점

IMF의 경제적 의미와 구조조정의 혼란기를 겪으면서 또한 IT기술의 

비약적 발전에 편승하여, 지난 90년대 후반부터 도약하기 시작한 벤처창업은 

신기술과 창의력을 기반으로 빠르게 성장해온 것은 사실이다.

정부 또한 벤처창업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가 지대하다는 

판단 하에 주무부처인 중소기업청은 물론 12개 부처 거의 모두에서 벤처창

업의 지원 방안을 내놓고 경쟁하듯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매년 3

만개에 가까운 중소기업들이 창업하는 열기를 보이기도 했으나, 기대와는 반

대로 많은 부정∙부패와 연계되어 벤처투자가 일확천금의 수단으로 인식되

고 사업의 내적인 충실과 시장원리에 입각한 건실한 발전을 도모하기보다는 

불건전한 벤처기업운  양태를 보여 사기투자의 연출, 의도적인 부도, 치고 

빠지기식의 투자 유치 경쟁 등이 만연하게 되었고, 심지어 사채업자들의 투

기대상이 되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것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정책은 오히려 벤처기업의 체질약화와 편법에 편승하

기 쉬운 빌미를 주고 있는 것이다. 외국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벤처기업의 

주변 infra 구축에 힘쓰면서 벤처기업의 강한 자생력, 돌파력, 기술적인 도전

능력 제고를 위하여 지원하고 있다.  

① 창업분위기 조성

② Angel 투자의 활성화

③ 정보기술(IT)의 infra 구축

④ 기술관련 기관육성 

벤처기업은 신기술과 신사업 모델의 척후병 노릇을 함으로서 신산업

의 씨앗이 되고 경제성장의 밑거름이 되고 있다. 벤처기업이 이러한 기능을 

할 수 있는 것은 신지식과 창의력,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 혁신을 추

구하는 의지가 남다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벤처기업은 기본적으로 모험이며, 성공보다는 훨씬 더 많은 

수의 실패가 존재하는 것이다. 벤처투자는 이렇듯 많은 경우에 투자를 회수

하지 못하는 위험성이 있는 반면에 성공했을 때에는 소규모의 투자로도 고

수익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투자인 것이다. (유응렬 벤처솔류션 대표 : 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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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2002. 08. 19일자)

이런 차원에서 보면 현재 정부가 하고 있는 벤처창업에 대한 각종지

원 방법은 매우 다양하므로 이를 잘 활용함으로서 자본력에서나 시장개척, 

인력확보 등에서 취약한 벤처기업이 그 충실한 내실을 기하고 성장의 기초

를 다질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생각된다. 

다만 우려되는 것은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 조치법」이 2007년

까지 유효한 한시적 법률로서 시간적인 제약이 있는 것과 「벤처 확인 제

도」도 그동안 많이 악용된 사례가 있어서 그 실시 시기를 당초의 2007년에

서 2005년으로 단축하고 또 그 심사 기능을 민간기관에 위탁할 것으로 예정

되어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기존의 지원제도를 그 기간 내에 최대한 선용하

여 건실한 벤처기업의 창업을 통하여 개발기술의 산업화 촉진과 벤처투자를 

통한 연구소의 안정적 재원확보의 길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긴요한 일

로 생각된다. 벤처창업의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제도와 방법에 관하여는 다

음 장에서 설명한다.

2. 한국원자력연구소 벤처창업 지원의 문제점

연구소 「창업지원규정」(1992.12.30 제정, 1999.12.23 개정)에 의하면 

그 목적을 “한국 원자력 연구소 임직원이 연구소에서 수행한 연구의 결로서 

획득된 기술에 의거 연구개발 집약형 중소기업을 창업할 경우 연구소가 지

원할 제반사항을 정함(제1조)”으로 하고 있다. 그 지원내용을 보면 (제11조) 

시설지원, 기술지원, 인력지원, 자료지원의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각각

의 문제점을 자세히 지적하면 다음과 같다.

가. 시설지원

연구소 「창업지원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설지원은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있다.

 1) 연구소가 보유하고 있는 제반시설의 사용편의 제공

 2) 연구소가 보유하고 있는 연구 실험용 장비의 사용편의 제공

 3) 창업기업 직원들의 연구소 출입 및 시설사용의 편의 제공

 4) 기타 창업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 되어있다.

이들 시설 사용 시 창업기업은 연구소에서 적용하는 시설사용료 기준

에 의거 사용료를 내게 되어 있고, “다만, 창업기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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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접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해 줄 수 있다”

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이들 장비 중 연구소가 계속 보유할 필요가 적다고 판단되는 

장비의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정하는 절차를 거쳐 창업기업에 유상으로 양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나. 기술지원

창업기업을 연구소 특별 육성기업으로 지정, 유망중소기업 지운 기준

에 의거한 기술지원을 시행“ 할 수 있고(제 11조 1항 2), 창업기업의 육성을 

위한 정부 등 관계 기관의 지원상의 수혜를 위한 지원, 우수 제품의 품질 보

증 및 구매, 창업정보 및 기술정보 지원”을 기술지원의 내용으로 하고 있다.

다. 인력지원

“창업자는 창업자로 확정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휴직 또는 퇴직을 

신청하되, 외부 기관의 창업지원과제를 수행하는 자는 창업기업 설립 후 7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증을 구비하여 1년 이내로 겸직을 신청할 수 있으며, 연

구소는 신청 후 10일 이내에 소장의 승인을 얻어 “휴직, 퇴직, 또는 겸직을 

결정 하여야한다” (제 10조 1항)고 규정되어 있고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1년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제 10조 2항)고 규정되어 있는데, 휴직

자의 경우는 사업의 안정적 정착을 위하여 3∼4년의 기간이 허락되는 반면, 

겸직자에 대하여는 연구소와 창업회사간의 협약에 따르는 것으로 되어 있어

서 규정상 균형감각이 상실되고 있다. 또한 상기 인력 활용의 목적이 진정으

로 창업기업 또는 기업을 창업하는 당사자를 위한 것인지, 연구소의 인력을 

단순히 관리하는 목적이 주인지 혼동을 주고 있으며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

다.

특히 겸직이나 파견의 경우 일반적으로 창업기업에서 필요한 전문 기

술의 보유자에게 적용하게 될 것이므로, 해당 전문가가 창업자 당사자일 경

우에도 적용 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겸직 및 파견 가능기간인 1년은 

신생창업기업이 안정될 수 있는 상태에 이르기에는 너무 짧고, 오히려 불안

감만 조장할 수도 있으므로 최소한 2∼3년은 보장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라. 자금지원

 “연구소는 창업기업의 운 을 위한 자금 조성이 필요한 경우, 소내 

자본 모집 편의 제공, 모험자본의 알선 등 자금 조달을 지원 할 수 있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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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조 5항)고 규정되어 있다. 

이하의 “창업기업의 운 을 위한 자금 조성”은 운 비에 제한하지 않

고 창업투자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야 하는데, 왜냐하면 자본 모집 

편의 제공, 모험자본의 알선 등은 운 비의 융자가 아닌 투자자금 모집 알선

과 관련되기 때문이다. 

또한, 이 규정에는 어느 곳에도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연구소가 직

접 투자하거나, 연구소원으로 구성된 벤처 투자 동아리에 관한 규정상의 언

급이 전혀 없어서 실질적으로 연구소에서의 벤처창업활성화를 적극적인 자

세로 촉진시키기보다는, 단지 창업벤처기업에서 지원요청이 오면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자세만 유지하고 있는 상황으로 볼 수밖에 없다.

연구소의 벤처 창업현황에서 잠시 언급된 바 있지만, 1996년부터 

2002년에 이르기까지 19건의 연구원 창업은 있었으나, 연구소가 참여한 벤처

창업은 없었다는 것은 연구소가 벤처창업에 수동적∙소극적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또한 부실한 경상기술료 징수 등을 적극적인 투자로 전환시

켜 활성화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안고 있다. 

1) 연구소가 개발기술에의 산업화에 직접 참여한 사례가 없음.

2) 규정상 창업 벤처기업에 대한 인력지원 등의 방법이 있음에도 소요 연

구원의 겸직 또는 파견 등에 대한 적극적인 인력지원 실적이 거의 없으며 

단지 휴직 처리가 있을 뿐임.

3) 연구소 내에 연구원 중심의 창업동아리(또는 투자동아리)도 거의 전무

한 상태로서 연구원들의 벤처에 대한 인식이 매우 저조한 상태임.        

따라서, 연구소 벤처활성화를 위해서는 앞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상

기 규정 중 몇 가지를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수정․보완 해야할 것으로 판

단된다. 

1) 연구소가 직접투자(규모의 대소에 상관없이)를 하는데 따른 세부규정

(연구소 정관상 기타 관련되는 운 에 의거, KOPEC와 KNFC에 투자한 경

험은 있음)이 있어야 한다. 

2) 이에 따라 구체적이고 사실상의 의미가 있는 연구원의 파견, 겸직, 휴

직, 나아가서는 인력교류에 이르기까지 살아있는 조항을 신설∙보완해야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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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벤처창업활성화를 위하여 일반대학교에서 학생∙교수들로 조직하고 참

여하고 있는 벤처창업 및 투자 동아리제도를 연구소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

록 규정하고, 이에 필요한 실질적인 지원제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4) 가)항에서 언급한 투자 중 연구소가 직접적인 현금투자 외에도 협약에 

의한 수입기술료 해당분을 벤처회사에의 투자로 전환 할 수 있도록 해야 한

다. 이를 통해 소액주주로서의 권리를 확보하여 향후 경상기술료의 징수 효

율화도 기할 뿐만 아니라 투자회사의 성장에 다른 결실을 함께 나눌 수도 

있으므로, 향후 산학협력실이 관장하고 있는 지적소유권 관리방법의 변화도 

시도해야 할 것이다. 연구소의 직접투자는 다음의 장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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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장 바람직한 연구소 개발기술의 관리방안

본 장에서는 개발기술의 관리방안에 대하여 살펴본다. 우선 기존의 

관리방식인 보유기술의 판매 현황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과학기술분야 정

부출연연구소들이 벤처창업의 지원․육성이라는 국가차원의 정책에 적극적

으로 기여할 수 있는 바람직한 관리방안을 제시하 다. 또한 선진국 정부출

연기관들의 벤처지원 현황 및 제도를 간략히 살펴보았다.

제 1절 연구소 보유 특허기술의 판매

    

연구소에서 개발된 기술은 특허가 획득된 이후 그 기술을 필요로 하

는 산업체에 이관하여 산업화를 촉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를 위

하여 정부에서는 연구개발의 초기부터 해당 연구와 관련이 있거나 개발에의 

참여의사가 있는 산업체를 연계하여 연구개발을 추진하고 있고, 개발성공 이

후에는 연구소와 특허공유 또는 사업권(전용실시권)이전 등의 방법을 통하여 

산업화를 촉진시키고 있다. 또한 해당 연구가 연구소 독자적으로 수행될 수

도 있는데, 이 경우 역시 연구개발이 성공적으로 수행되어 특허 등록 등으로 

지적소유권이 형성되면 해당 연구결과의 산업화에 관심이 있는 기업에게 이

를 양허하여 산업화 될 수 있도록 촉진하고 있다. 상기에 설명한 어떤 경우

든 지적소유권의 사용에 대하여는 연구소가 그 연구를 위하여 투입한 연구

비를 회수하여 정부가 지정한 방법에 따라, 그 수입금을 배분하고 있다. 기

술료 징수에는 상황에 따라 상당금액을 감액 또는 면제해 줌으로써 개발기

술의 산업화를 촉진시키고 있다. 

기술료 징수의 방법도 기술 매도 시 총액을 지불 받는 lump sum 

royalty와 산업화 이후 발생되는 매출액의 일정비율을 기술료로 징수하는 

running royalty 방법이 있고, 산업체의 재정상황에 따라서는 두 가지 방법

을 혼합하여 lump sum royalty와 running royalty를 적정 배분하여 지급하

게 하는 경우도 있다.

한국원자력연구소의 경우도 기술료 징수방법이 이와 큰 차이가 없다. 

그러나 주목할 만한 것은 lump sum royalty의 경우는 회수가 대체로 잘 이

뤄지고 있지만, running royalty의 경우는 산업체의 비협조 및 판매 수입확

인 절차의 복잡성, 점검인력의 부족 등으로 그 회수 실적인 전무한 상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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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는 점이다.

Running royalty를 계상하기 위해서는 해당기업의 매출액을 상세히 

점검하고 업활동을 확인 할 수 있어야 하나, royalty 산정을 위해 해당 회

사의 장부나 회계자료를 요청 또는 확인하려 해도 산업체가 비협조적일 경

우 강제적으로 확인한다는 것이 용이하지 않다. 이러한 문제는 비단 우리 연

구소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며, 따라서 다른 연구기관에서는 기술료 징수방법

을 다양화하여 기술료에 해당되는 금액을 직접투자로 전환하여 주식의 형태

로 인수하고 있다. 이 방법의 장점은 기술인수회사의 주식을 인수함으로서 

소수 주주권을 확보하여 running royalty 계상 시 회사의 자료를 확보∙확인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공여한 기술로 인한 기업의 성장이 연구소의 결실 

있는 소득으로 연계 될 수 있으므로, 연구소로서도 해당기업의 기술 사후 관

리 및 개발을 지원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특히 벤처기업의 측면에서는 연

구소의 자본 참여가 주는 공신력과 아울러 기업의 성장 발전을 통하여 자본

의 증식은 물론 연구소의 산업체의 기여도를 한층 제고시킬 수 있는 좋은 

방법의 하나로 판단된다.

따라서, 우리 연구소로서도 연구개발비 회수를 일회성 수입에 불과한 

기술료 형태로서 징수하기보다는 생산을 위한 자본투자로 전환시킴으로서, 

개발 연구의 산업화 효과를 항구적으로 제고시킬 수 있도록 자본 참여방안

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표 4-1은 이제까지 연구소가 

기술이전 계약을 통해 체결한 running royalty 계약 및 회수 실적을 보여주

고 있다. 그러나 표 4-1에서 알 수 있듯이 running royalty의 회수 실적은 

극히 저조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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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 Running Royalty 계약 및 회수 실적

(단위:천원)

NO 이전기술명 과제
책임자 실시업체명

 계약기술료  기술료

고정기술료 경상기술료 고정기술료 경상기술료

1 방사성 키토산 착화합물의 제조
방법에 관한 기술

박경배 동화약품공업 500,000 매출액의 2% 100,000 -

2 방사선 조사처리에 관한 기술 변명우 그린피아기술 220,000 - 170,500 -

3
피부암 치료용 홀륨-166 팻치 
제조기술 박경배 동화약품공업 200,000 매출액의 2% 30,000 -

4
하수슬럿지 처리시스템 개발관
련 Know-how 기술 이면주 한기실업 - 매출액의 2% -

5 비파괴검사용 Ir-192 방사선원 
어셈블리 제조기술

한현수 호진산업기연 300,000 매출액의 7% 81,250 35,164

6
제염공정 폐기물을 이용한 산업
폐수 처리방법 관련기술 박장진 가이아 8,215 - - -

7 고성능 공기여과기의 제조방법 
관련기술

이상훈
(윤명환)

카엘 11,580
매출액의 

4.1 %
6,948 1,219

8

방사선그래프트 반응용 조성물 
및 그를 이용한 그래프트 중합
된 폴리올레핀계 섬유의 제조방
법 관련기술

노 창 카엘 24,587 - 4,587 -

9 4mm강내조사용 방사선 어셈블리 제조기술 한현수 호진산업기연 10,000
매출액의 

10%
4,000 727

10 의료용 고집약형 금속증기레이
저 장치개발

이종민 서울전광기기 - 매출액의 5% - -

11
원자로 잡음을 이용한 결함 진
단기술 박진호 동암실업 76,962 매출액의 2% 7,762 -

12 삼단발진형 Nd:YAG 레이저 개
발 기술

김철중 한빛레이저 - 매출액의 3% - -

13 감손우라늄을 사용한 동위원소 차폐체 제조기술 김창규 호진산업기연 51,921 매출액의 7% 10,321 -

14 방사선 식품 저장 및 가공기술 변명우 그린피아기술 62,543
매출액의 

3∼5%
12,543 -

15 LPMS 및 IVMS 감시기술 함창식 우진 25,430 매출액의 3% 2,550 -

16 초음파 센서 기본설계 및 특성 서정문 래트론 17,830 매출액의 3% 1,830 -

17 고가원소회수 및 흡착장치 개발
기술

정흥석 (주)에이스랩 13,230 매출액의 3% 1,318 -

18 차동유성 감속기의 최적화 설계기술 김승호 기타엔지니어
링 15,760 매출액의 3% 1,6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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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핫셀 원격조정기 설계 및 제조
기술

민덕기 한국차페기술 13,750 매출액의 3% 1,446 -

20 이온빔 조사에 의한 대전방지용 
IC TRAY 제조기술

최병호 한국프라코 30,920 매출액의 3% 3,096 -

21 반도체 방사선 센서기술
문병수 
김용균 
황종선

대한검사기술 17,390 매출액의 3% 1,790 -

22 비파괴 결함탐지기술 최명선 
정용무 중앙검사 13,250 매출액의 3% 1,330 -

23
고반복율 가시광 레이저용 플라
즈마관의 설계 및 제작기술 차병헌 서울전광기기 57,093 매출액의 3% 5,893 -

24 대기관측용마이크로펄스 
LIDAR 개발

차형기 라이다텍 - 매출액의 3% - -

25 중성자 방사화 분석이용기술
개발

정용삼 이엔테크놀러
지

88,836 매출액의 3% 16,836 -

26 지하매설 파이프의 검사 부수용 다기능 이동로봇 제조기술 윤지섭 동국화공 - 매출액의 5% - -

27 일체형 박막두께 측정기 개발 김용균 코린스기계 47,780 매출액의 3% 2,240 -

28 배관검사용 Digital Radiometric Scan 시스템 개발 정종은 대한검사기술 24,650 매출액의 3% 2,060 -

29 무누출 자석펌프 개발 황성태 한라산업 107,125 매출액의 3% 1,570 -

30 와전류탐상 정  평가기술 한정호 카이텍 36,420 매출액의 3% 2,256 -

31
차량탑재형 대기분석시스템
(LIDAR) 개발 차형기 주원산업 - 매출액의 3% - -

32 일체형 수평수직 면진베어링 제
조기술

유  봉 유니슨산업 74,961 매출액의 3% 7,761 -

33
상장치를 이용한 주사 라이다 
장치용 원격구동 제어방법 및 
그 장치 제조기술

차형기 라이다텍 24,357 - 2,439 -

34
다이오드 레이저를 이용한 
펄스형 고체레이저 기술개발 김철중 금광 - 매출액의 5% - -

35 고온 고압형 무가스켓 부식시험 용기 제작기술 정용환 일신 25,023 매출액의 3% 4,983 -

36 게이지용 Co-60 봉선원 
제조기술

한현수 호진산업기연 14,967
매출액의 

10%
4,877 -

37 화상치료용 드레싱 제조기술 노 창 정일약품 25,000 매출액의 3% 5,002 -

38 방사선 식품저장 및 가공기술 공동연구 변명우 한국콜마 10,042 - 10,042 -

39 이온/양성자 빔 장비 실용화 최병호 에이빔 18,306 매출액의 3% 2,310 -

40 트리티움 취급기술 정흥석 일진정공 100,221 매출액의 3% 10,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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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내방사선 카메라 실용화 이용범 삼창기업 12,772 매출액의 3% 1,572 -

42
원력발전소 가압기 유지보수 로

봇 개발 기술
김승호 에스알 44,960 매출액의 3% 5,360 -

43
협소공간 정  탐상용 이동로봇 

기술
김승호

서화엔지니어

링
28,746 매출액의 3% 2,946 -

44
소선원용 Co-60 봉선원 제조

기술
한현수 호진산업기연 5,257 매출액의 3% 1,057 -

45
Compact Nuclaer Simulator 소

스코드

함창식 

등 2명
두산중공업 260,000 - 98,800 -

46
멍게껍질 이용 섬유소 정제 및 

가공제품 개발
변명우 위드원 30,558 - ,3058 -

47
방사선량 측정용 TLD 시스템 

개발 기술
김장렬 삼 유니텍 227,264 매출액의 3% 1,700 -

48
비파괴검사용 Ir-192 110Ci 

봉선원 제조기술
한현수 호진산업기연 10,252 매출액의 7% 1,8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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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절 바람직한 보유기술 관리방안

1. 연구소 보유기술의 개선 방향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첨단 기술의 발전과 산업구조의 개편으로 

인해 벤처 창업이 국가경쟁력 강화 및 21세기 선진국 도약을 위한 필수적인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으며, 벤처 창업에 관한 다양한 국가정책이 부처별로 

실시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출연연구기관들은 연구개발 및 성과의 활용 방안으로

서 벤처창업을 지원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도록 요청 

받고있다. 기존의 소극적이고 수동적 형태의 벤처창업 관련제도(기술이전, 연

구원창업지원, 창업동아리 및 창업보육센터 운  등)를 정비‧ 개선하는 동시

에, 보다 능동적인 형태의 벤처창업 지원방안(연구소 직접투자 벤처기업 설

립, 연구개발회사 운  등)으로 점차 강화되어 가고 있는 시점이다. 

그러나 능동적인 벤처창업 지원은 연구소 보유 기술의 관리방안의 개

선이라는 큰 틀에서 이루어져야만 우리가 목표하는 성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정부 및 출연연구소의 경직된 운 제도로 인해 연

구소들이 개발한 기술의 산업체이전과 벤처창업 지원․육성을 별개의 시각

으로 보는 이원적 사고에서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선진국들의 예에

서 볼 수 있듯이 개발기술의 산업체이전과 벤처창업 지원․육성은 하나의 

틀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한 제도적 유연성이 갖추어져만 진정한 의

미의 과학기술의 산업화 촉진을 이루어낼 수 있다.

따라서 연구소 보유기술의 관리 측면에서 현재 주류를 이루고 있는 

기존의 관리방식인 보유기술의 판매라는 틀에서 벗어나, 관리방식 개념을 확

대하고 개선해 나가야 한다. 연구소 보유기술 관리방식의 개선방향은 연구소 

직접투자의 확대일 것이다.

연구소 직접투자의 필요성은 첫째 산업화를 위해 사용된 기술의 지속

적인 개발과 책임 있는 연구의 완성에 도움을 준다. 흔히 산업체로 이양(판

매)된 개발 기술이 생산현장에서 목적하는 바대로 생산되지 않거나, 산업적 

용도와의 연계 부분이 원활하지 못한 경우가 많고, 기술인수자인 산업체가 

독자적으로 이를 해결하기란 용이치 않아서 즉각적인 개량∙적용을 못하는 

수가 있다. 따라서 연구소가 기술의 제공뿐만 아니라 투자자로서 역할을 하

게 될 때에는 이러한 문제가 책임 있고 용이하게 해결될 수 있게 되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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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연구원들도 기술개발 이후의 산업화 단계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책

임감 있는 산업기술의 개발이 보장될 수 있다. 

둘째, 연구소가 직접투자(소액투자라도)했을 때에는 연구결과의 산업

화 성공을 위하여 해당 연구인력의 겸직 등에 의한 활용은 물론이고 관계되

는 타 연관분야의 연구인력의 지원을 받는 것도 용이하게 된다. 아울러 연구

소 안에서 연구에 부적합하거나 산업적 업무를 선호하는 인력의 배치전환 

및 연구/사업간의 인력교류도 가능하게 된다

셋째, 연구소 투자에 의한 벤처기업이 성공되었을 경우를 가정하면,

 ①기업가치의 상승에 따른 소유지분 주가의 상승에 의한 대규모 자금의 확

보가 가능하고

②투자분에 대한 이익금의 배당 등을 통해 연구개발비의 재원 확보뿐만 아

니라 후속사업의 추진재원으로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넷째, 벤처기업의 창업자금은 대부분 소액이기 때문에 연구소 보유기

술 중 사업화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는 기술은 창업되지 못하거나 또는 대기

업에게 판매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러한 기술들은 연구소의 직접투자

를 통해 산업체와 연계하여 벤처창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섯째, 연구소의 직접투자는 그 운용방법의 다양성을 통해 순수 연

구소 자금의 투자뿐 아니라 연구소 직원들의 투자 참여기회 부여를 통한 재

원 확보의 방안을 제시하는 한편, 향후 연구원의 열악한 복리후생의 보전에

도 도움을 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우리 연구소의 경우는 지난 IMF 시기의 구조조정을 통하

여 2000명의 소원 중 거의 반에 가까운 직원의 정리해고 및 이적을 위하여 

기 축적된 퇴직급여 충담금을 모두 소진한 상태여서, 연봉제 도입을 통한 잔

여인력의 기 발생 퇴직급여 미지급액이 300억원을 넘는바, 정부로부터의 퇴

직금 지원을 기대할 수 도 없는 상황에서 매년 15∼20억에 달하는 지급이자

가 발생 누적되어 가고 있는데, 그 해결책으로서 벤처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통한 퇴직금 확보가 유일한 자구책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반면에 연구소가 벤처창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데에는 예상되는 

역기능도 있다. 국가적 목적(공익목적)의 대형과제를 개발 성공시켜야 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이익생성을 궁극적 목적으로 하는 기업경 에 몰두한다

는 비난과 산업연관성이 적은 연구분야 인력의 소외감 증폭 등 연구소 운

에 부정적인 측면도 있으므로 제도적으로 보완하여 적절한 조화를 이루는 

연구소 경 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선진국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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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연구소가 벤처투자회사를 설립하여 벤처창업을 

총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장기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이러한 제도적 유

연성 확보를 통해 투자 효율성과 전문적 경  투자관리 등을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이다. 

2. 다양한 보유기술 관리방안

제1절에서 기술한 기술이전료의 자본 출자화가 소극적 투자 방법인 

반면에 연구소는 상품화가 용이하고 특히 기술적 우위성을 확보하고 있는 

기술로서 그 시장의 장래성과 수익성 등을 고려하여 적극적으로 투자를 통

한 개발기술의 산업화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연구소가 벤처기업에 자

본 참여를 한다함은 연구소가 그 본연의 목적인 연구에 충실하기 위하여 회

사의 경 에는 참여하지 않지만, 대주주로서 자본 참여를 통하여 개발기술의 

산업화에 성공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연구소의 

전문 인력을 일정기간 겸직 또는 파견하는 방법 등을 통하여 산업화 초기에 

흔히 발생할 수 있는 기술적 문제를 근접 지원하도록 하여 성공 가능성을 

제고시킬 수 있다. 또한 해당 연구원에게는 산업화에 요구되는 많은 기술적 

요소에 관한 이해와 경험을 높이고 산업현장의 애로사항 등을 체험적으로 

인식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서 다음에 수행하는 연구에 적극 반 하

여 연구성과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가. 벤처사업에의 자본참여 방식

  1) 소액지분 참여 

징수할 royalty를 자본참여로 전환하는 방법과 최소한(총 자본금의 

5%)의 현금 투자 또는 현물 투자 등이 있을 수 있다.

 

  2) 대주주로서의 자본참여 

   가) 전액 출자(자회사 운 )

이 경우는 100% 연구소가 출자하여 벤처기업을 설립 운 하는 형태

를 말하는바, 특수한 원료 물질 또는 제품으로서 일반 민간 기업가들의 이해

가 부족하거나 투자 위험성 등으로 초기 참여가 어려운 종류의 생산품을 만

들 경우에 해당된다. 예를 들어 “연구용 원자료용 핵연료의 제조 또는 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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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의 생산”과 같은 사업은 실제로 해외에는 잠재적 시장이 매우 큰 것이

지만, 국내적으로는 “하나로” 외에는 별다른 수요가 없다.

또한 국내 일반 투자자들의 사업참여도 부진할 수 있다. 지금까지 프

랑스를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 우리의 연구로용 핵연료 제조를 위한 저농축 

우라늄 분말을 수입해 간 바 있으며, 앞으로 외국의 각 연구로형에 맞는 완

제품으로 가공∙공급할 경우 높은 가득액을 올릴 수 있고, 선진 외국기관과

의 협력을 통해서 장차 대규모 투자를 수반하는 대기업으로의 성장가능성도 

내포하고 있다. 이럴 경우 우선 연구시설을 활용하여 소규모의 벤처기업을 

출범시켜 장기간이 소요되는 해외시장 개척을 선도하고 산업화의 가능성을 

높여 나가서, 장차 국내의 투자자를 확보하던가 또는 외국과의 합작투자회사

를 만들어 산업적 발전을 도모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나) 50%이상의 대주주로서의 투자

산업화의 선행요건으로 시장의 존재와 상품화에 의한 시장 진입의 가

능성, 사업의 수익성 등이 고려되어야 하는데, 어떤 경우에는 기술의 점진적 

개발로 단계별 산업화가 추진 될 수밖에 없는 특성을 가진 사업이 있다. 모

든 기술이 모두 완결되기까지에는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릴 뿐만 아니라 개발

기술의 단계별 생산품의 용도가 다양할 경우에는 소규모 투자로 활용 가능

한 기술의 산업화를 중심으로 시작해서 점차 시장수요를 증대시키기며 생산

기술을 제고해 나아가는 점진적이고 확장성이 높은 기술 산업의 경우는 연

구소가 주관하고 관심 있는 산업체가 참여하는 형태의 투자구조도 바람직하

다.

예를 들어, “양성장 가속기 기술”은 정기적이고도 막대한 투자가 소

요되는 대형의 국내 project이다. 그 규모는 50keV의 양성자 발생장치와 

3MeV의 소형 가속장치(RFQ)로부터 20MeV, 100MeV, 205MeV, 최종적으로

는 1GeV에 이르기까지 수 천배, 수 만배의 규모로 확장 발전 될 수 있는 것

으로서 각 연구단계마다 산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분야가 다양하다. 특히 

중성자 빔 이용분야는 나노 가공기술, 신종 유전자원 개발, 전력 반도체 개

발, 고주파 활용분야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고 광범위한 적용이 예상되는 

21세기의 촉망받는 기술분야가 되고 있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초대형 양성자 

가속기 개발이 완성되기 이전이라도 각 단계별 연구개발 결과를 적시에 적

절히 산업화시킬 수 있는 체제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정부 또는 

연구소가 주관이 되고 관련 산업체가 참여하는 벤처 산업체제를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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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50%이하의 대주주로서의 참여(경 에는 관여치 않음)

연구소의 개발 기술 중 장래성이 있고 이미 동종 유사한 사업체가 존

재하는 경우와 특히 그 사업에의 투자가 장기적, 안정적으로 수익을 보장할 

수 있는 경우는 사업운 을 전문 산업체에 일임하여 경 하도록 하면서 연

구소의 재정적 충실을 기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기업경 의 부담에서부터 

연구소는 자유로워질 수 있기 때문에 위에 열거한 바와 같이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구소의 투자는 50%이하의 투자로 자본적 참여와 기술적 지원

을 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연구소가 개발기술을 가지고 산업체와 합작투자

를 할 경우에는 이 방법이 채택되는 것이 연구소 본래의 목적(연구 중심)에

도 위배되지 않도록 산업적 기여도도 높이며(성공률 제고), 동시에 연구소가 

직접투자 하는 효과도 극대화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협력업체인 상대방의 

자본력, 기술소화력, 시장지배력, 경 능력, 신용도 등을 면 히 검토하여 확

실한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주의해야 할 것이다. 

   라) 50% 이하의 소액 주주로서의 참여

이 방법은 투자 수익의 제고 차원보다는 연구소가  그 개발 기술을 

판매하여 얻는 기술료(lump sum 또는 running royalty 등)를 자본금으로 투

자 전환함으로서 개발한 기술에 대해 자본주로서의 관심을 높이고 산업체의 

결과가 극히 좋을 때에는 그 회사와  함께 성장하는 연계 장치를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기술 판매의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특히 

running royalty를 받는 조건인 경우에는 3%정도의 자본적 참여를 하는 것

이 소수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어서 running royalty의 징수에도 유리한 방

법이 되고 있다. 증권거래법 상 규정되어 있는 소수 주주권(총 자본금의 3%

이상의 소유주)을 보면 다음과 같다.

① 이사, 감사, 청산인 해임 청구권

② 주주제안권

③ 회계장부 열람권

④ 업무재산상태 검사 청구권

⑤ 주주총회 소집 청구권

⑥ 기타 집중투표 청구권

따라서 신설 벤처기업에의 출자는 가능한 한 3%이상의 주식을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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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록 하여 연구소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권익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처리 

할 것이 요망된다. 

또한 지금까지 연구소 산학협력실에서 특허권 등 지적 소유권을 매각

하고도 특히 running royalty의 회수실적이 미미한 것을 감안한다면 앞으로

는 lump sum royalty로 3% 정도의 주식으로 전환해서 받고, 이를 근거로 

running royalty를 받을 때에만 확실한 관리가 가능하게 될 것이다. 만약의 

경우 주주권의 확보가 불가능 할 경우에는 필히 lump sum royalty로서 충분

한 대가를 받도록 조치해야 할 것이며 필요한 경우 이를 제도화해야 할 것

으로 판단된다.

나. 연구원의 투자참여 방식

벤처 활성화를 위한 연구원의 투자참여(투자 동아리 등), 연구소가 일

정지분의 자본참여를 한다고 할 경우에 여러 가지 필요상 그 지분 중 일부

분을 직원들에게 양허하여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 좋다 

그 이유로는 첫째 연구원이 연구소가 연구 개발한 기술의 사업화에 

참여함으로서 산업화에의 참여의식을 고취시킬 수 있고, 둘째, 연구결과의 

산업화 성공여부가 본인들의 재산증식 여부에 직․간접적으로 향을 미침

으로서 개발된 기술의 사후관리 등에도 적극적으로 참여․지원 할 수 있으

며, 셋째, 퇴직 후 연금 등 아무런 보상조치가 없는 연구원들에게 재직중의 

소액 투자가 퇴직 시 퇴직금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복리후생적인 차원에서도 

필요하다. 특히 이러한 벤처사업에의 공동체적 참여는 애소심을 증진시키는 

데에도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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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절 이스라엘 와이즈만연구소의 사례

본 절에서는 선진국 정부출연연구소들의 벤처창업 지원․육성 방안을 

살펴본다. 특히 벤처창업 지원의 성공사례로 알려져 있는 이스라엘의 와이즈

만연구소의 제도를 살펴봄으로서 향후 우리나라 정부출연연구소들의 나아갈 

방향 설정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1. 이스라엘 벤처창업 지원․육성 정책

이스라엘은 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성공적인 하이테크산업의 집적지

로 평가받고 있으며, 미국 실리콘밸리의 유일한 경쟁지역으로써 실리콘와디

로 불리고 있다. 이스라엘의 첨단 산업은 징병제에 따라 젊은이들이 군대에

서 받은 교육을 기반으로 발전하 으며, 이를 적극적으로 장려하기 위해 정

부에서는 여러 가지 선진 정책을 도입하여 추진하고 있다.

우선 이스라엘의 경우 연구개발 성과의 벤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 (통상산업부) 산하 Industry Center for R&D가 주관하여 Technological 

Incubator Program을 실시 중이다. Technological Incubator Program에서는 

초기 단계의 혁신적 아이디어나 기술을 상업성 있는 제품이나 기술로 전환

하도록 기술적, 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다. 또한 여기에는 약 24개의 인큐베

이터(incubator)가 등록되어 있으며, 각 인큐베이터 특성 별로 벤처창업 및 

보육에 관한 프로그램 실시 중에 있다.

2. 와이즈만연구소 

우리나라에도 잘 알려져 있는 와이즈만연구소의 정식 명칭은 

Weizmann Institute of Science로서 이스라엘의 100% 정부출연 연구소이며, 

벤처 창업 및 지원에 관하여 세계적인 명성을 얻고 있다.(웹사이트 주소 : 

www.weizmann.ac.il) 와이즈만연구소가 세계적으로 각광받고 있는 주요 연

구 분야는 생명공학 및 정보 보호 등의 분야로서 활발한 연구 수행 중에 있

다.

우리나라가 특히 관심을 갖고 참고해야할 제도는 와이즈만연구소가 

시행하고 있는 Yeda (Knowledge or Know-How) Program이다. Ye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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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gram은 와이즈만연구소가 보유한 기술의 이전 및 상업화 활성화를 위해 

도입한 제도로서 다음과 같다.

가. Yeda Program의 개요

1) 와이즈만연구소의 리 조직으로 Yeda Research and Development 

Company Ltd.를 설립

2) 와이즈만연구소와 다양한 분야에서 기술 이전에 관한 협약 체결 

3) 이러한 기술을 바탕으로 벤처 보육 및 창업지원 활동 수행

4) 저작권료 및 기술료 등을 통해 이익 창출

나. ITEK incubator (웹사이트 주소: www.itek.co.il)

1) ITEK incubator는 와이즈만연구소의 Yeda Program에 의해 출자된 

인큐베이터이며, 국가가 운 하는 상기 Technological Incubator 

Program에 등록되어 있음

2) 와이즈만연구소외 3개의 회사와 공동 출자로 설립

3) 약 30여개의 기업을 육성하 으며, 현재 17개의 벤처기업 육성 중

4) 주요 육성 분야는 Life science, Electro-optics 등임.

3. 유기적 협조 체제

이스라엘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벤처창업 지원․육성 정책의 근간

은 Technological Incubator Program을 통한 인큐베이터의 운 이며, 이러한 

정책은 산하 연구기관들, 예를 들어 와이즈만연구소의 Yeda Program 등과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있다.

이러한 협조체제는 우리나라에 있어서 가장 부족한 부분으로서 빠른 

시일 내에 우리도 도입해야할 제도라고 판단된다. 정부와 산하연구기관의 유

기적 관계를 설명하면 그림 4-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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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이스라엘의 벤처창업 지원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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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장 결론 및 건의사항

기존의 소극적이고 수동적 형태의 벤처창업 지원체제에서 벗어나 과

학기술의 산업화 촉진을 통한 21세기 국가경쟁력 확보라는 국가적 목표를 

달성하고 직원의 복리후생 및 사기 진작도 도모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의 전략을 세우고 이를 위해 필요한 규정 및 제도의 보

완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1. 벤처투자에의 적극 참여 (연구소의 직접투자)

지금까지 연구원 창업에만 소극적으로 지원해왔던 경 에서 벗어나 

보다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벤처활성화를 위해서는 연구소가 벤처기업에 직

접투자 하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 그 방법으로는 기술판매 수입을 벤처회사

의 자본금 투자로 변환하여 소액주주로서의 자격을 확보하여 기업의 성장에 

따른 기업가치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소액주주권을 활용하여 

기술판매 이후 추가의 경상수수료 징수에도 확실한 보장책을 마련할 수 있

도록 해야 하므로 연구소 보유 지적소유권의 관리 차원에서 필요한 조치가 

될 것이다. 이를 위하여 해당규정의 부분적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2. 벤처투자를 위한 투자 Pool의 조성 

이를 위한 방법으로는 매년 일정액(예, 연 5억)을 결산기에 벤처투자

용 자금으로 계상해 놓는 방법과, 일정 수준의 Pool 자금을 조성해 놓고, 당

해 년도에 투자한 만큼만 익연도에 보충해 주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투자 pool system의 운 은 초기 벤처기업 설립 시의 투자 자

본금의 마련뿐만 아니라, 벤처기업이 어느 정도 성장하여 도약을 위한 유상

증자의 필요성이 발생할 때에도 탄력성 있는 증자 인수를 위해 유용하게 활

용될 수 있다. 투자 Pool은 최고 경 자의 결정에 의하여 기동성 있는 자금

운 이 가능하도록 운 되어야 할 것이다.

3. 소내 창업동아리의 활성화 

창업동아리사업은 과학기술부가 1998년도부터 일정액의 지원금을 주

어서(동아리당 300만원), 이를 활용해 벤처창업 준비를 하거나, 벤처사업에 

유용한 기술개발 준비 및 정보확보 등 기술적 준비에 쓰고 이를 연말에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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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하면서 활동보고를 하는 것으로 2001년에 종결된바 있는데, 그 기간동안 

소내에서는 겨우 3건의 동아리 활동이 있었고, 그나마 소규모 활동에 지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있다. 

 진정한 벤처 창업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연구소 차원에서 적극 창업

동아리를 형성토록 장려하고 필요한 경우, 투자동아리로서의 기능을 하도록 

함으로서 소액자본을 가지고 과감하게 벤처창업을 할 수 있도록 자금적 지

원과 기타 시설대여 및 행정지도 등을 통한 창업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

다. 현재 연구소 소규 중에 있는 창업지원규정 어느 곳에도 창업동아리 등의 

구성 및 활동여건 조성을 위한 규정이 없는 것은 조속히 개정∙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4. 창업벤처에의 인력지원 활성화

이미 창업지원 현황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규정상 겸직∙파견∙휴직 

등의 인력지원을 위한 방법이 형평성이 없거나, 실효를 거두기엔 너무 단기

적(파견직 1년)으로 설정되어 있다. 더욱이 그나마 구체적인 활용방안 생략

되어 있어서, 이들 인사조치 항목간의 기간조정은 물론이고 활용을 위한 긍

정적이고 구체적인 방안 수립이 요구되며, 실제로 창업자 본인 또는 창업기

업이 요청할 경우 해당 연구원의 적극적인 활용을 허락하는 제도의 시행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5. 전문조직의 설치 및 장기비전의 확립

비록 연구활동의 부수적이며, 보완적인 기능을 하는 벤처창업 지원이

라 할지라도 적지 않은 투자가 수반된다. 또한 창업한 벤처기업의 성공여부

는 연구소의 자긍심 제고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재정적 이익을 가져올 수 있

는 것으로서, 치 한 사전 분석∙평가 등의 준비와 투자 정책의 결정, 투자

회사의 사후관리 등에 이르기까지 주도 면 한 관리체계를 갖춤으로서 이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하여 현재 연구소에는 소장 직속의 「원자력 

기술사업개발부」가 조직되어 있고, 그 산하에 벤처지원실과 사업개발실 등 

두 개의 실이 조직되어 있으나, 현재 총인원은 부장 포함 7명으로서 매우 빈

약하며 그나마 실제로 경험 있는 전문인력이 거의 전무한 상태에 있다. 따라

서 우선적으로 부족한 전문인력(경 분석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등)을 보충

이 시급하며, 장기적으로는 다음과 같이 일을 분담할 수 있는 체제로 보강․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① 개발 완료된 기술의 사업화 타당성 검토 및 기업화 대상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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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벤처투자를 위한 제반 조건의 분석 및 투자방안, 사업계획서 작성 및 

계약관리

 ③ 벤처창업을 위한 행정지원, 사무관리, 기타 대외 업무

6. 연구소의 투자회사 설립

산업화 연구의 개시를 위해 필요로 하는 협력기업 선정의 경우 

project를 성립시키기 위하여 비전문적인 기업의 참여가 유도 될 경우도 있

고, 또 개발 성공 이후에도 이들의 연구 우선 참여권 주장에 의해 연구소의 

적극적인 참여가 봉쇄되거나 효율성 있는 투자로 변환시키기에 어려움이 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위해서는 선진국의 경우에서 보듯이 장기적으로는 연

구소의 투자회사를 만들어 이러한 문제들을 해소하고 성공적인 연구결과의 

산업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아야 할 것이다. 

7. 기타사항

연구지원부 산학협력부서에서 수행하고 있는 각종 지적 소유권 관리 

방법의 개선(수입기술료의 창업투자비로의 전환)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규

정의 일부 개정∙보완이 필요하다.

우리 연구소는 이제까지 검토한 바와 같이 연구원의 창업에는 창업보

육센터의 설립 등을 통해서 지원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연구소가 적극적인 

자세로 소원들의 창업을 권장한다던가, 창업동아리 활동을 지원하는 등의 적

극적인 자세로 벤처창업을 장려한 것은 아니었다. 연구소가 직접 개발기술의 

산업화에 투자한 예도 없을 뿐만 아니라, 단지 정부의 요구에 따라 소극적인 

지원 형태에 그치고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연구소가 벤처창업에 직접투자 또는 자본적 참여 등에 의하여, 연구

소 경 개선과 자원확보의 다원화 등을 추구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연구의 

자율성 및 독립성을 제고함과 아울러 직원의 복리증진에도 큰 몫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벤처사업에의 직접투자와 더 나아가 특수한 경우 직접 운 을 한다하

여도 그것이 연구소 본래의 목적이나 성격에 변화를 초래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하는 정보화 사회, 고도의 첨단기술 사회에 적응하고 함께 동행하는 것

이다. 따라서 산업계의 욕구를 빨리 파악하고 문제의식을 갖게 하며, 이를 

통해서 더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기까지 목표와 Vision을 가지고 장기적으

로 추진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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