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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ㄴ

With wide recognition of significant roles of venture companies in economic and industrial developments,

substantial academic attention has been paid to understanding venture success and numerous policy

measures have been made to help them. A serious problem, however, is that only a few limited number of

venture could successfully grow to be large firm. The goal of this paper is to identify critical factors to

drive ‘leapfrogging' growth of venture companies by analyzing the success cases in Daejeon area. The

theoretical analysis and case study suggest 1) founders' entrepreneurship continuity as a significant internal

organization factor for growth and highlight importance of 2) exploring foreign markets and globalization of

business operation in the early stage of growth. Furthermore, the research results identify two critical

innovation strategies, 3) ambidextrous R&D strategy and 4) open innovation strategy, for entrepreneurial

founders to effectively catch the business chances brought by environment change.

Keywords: Start-up Company, Entrepreneurship, Leapfrogging Growth, Ambidextrous R&D, Open Innovation,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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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기술혁신과 새로운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형성되는

벤처기업은 고용창출과 산업발전의 원동력으로 경제

활동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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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정책의 관심도 새로운 벤처기업의 창출에

집중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벤처기업의 형성과 발전

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예를 들어 기술혁신

형 중소기업이라고도 불리는 ‘이노비즈 기업’은

2010년에 1만5천여개가 등록되어 있다. 이들은 기

술우위를 바탕으로 경쟁력을 확보한 3년 이상 기업

들이 인증대상이 되며, 2006년 이후 매년

2,000-3,000개의 기업들이 새로이 인증을 받을 정도

로 많은 기업들이 창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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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새로이 기업이 태어나면 계속해서 성

장해 나아갈 것으로 가정하지만 현실은 그 반대이다.

대다수의 기업들이 소규모로 창업되어 소규모로 생

존하거나 소규모 상태에서 수명을 다하게 된다

(Aldrich, 1999; Storey, 1994). 벤처기업 가운데

중견기업 또는 그 이상의 규모로 도약적 성장을 이

룩하는 기업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먼저 벤처기업의

성장이 경제발전의 원동력을 이루고 있는 미국의 조

사를 보면 (Barringer 등, 2005), 미국에서는 연간

70만개의 벤처기업이 새로이 창출되며, 이 가운데

대기업으로 성장해 나아가는 기업은 전체의 3.5%에

불과하다. 하지만, 한국은 훨씬 심각한 상황에 있다.

KDI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1994년 대기업 계열사를

제외한 5인 이상 중소제조업체 56,472개의 10년 뒤

현황을 확인해 본 결과, 생존한 기업이 25.3%이고,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경우가 0.1%(75개)에 불과 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현종, 2009).

새로이 탄생한 벤처기업이 증가하여도 이들이 일

정한 규모 이상으로 성장하지 못한다면 산업발전과

경제성장에는 한계가 존재하게 된다. 나아가, 기업규

모 간 커다란 임금격차를 고려하면 고임금의 고용창

출도 어려워 질 수 있다. 즉 벤처기업들이 중견기업

그리고 대기업으로 도약할 때 산업의 활력과 지속적

인 경제성장이 유지 될 수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기술혁신을 바탕으로 성립된 벤

처기업들 가운데 도약적 성장을 이룩한 기업들의 특

징은 무엇이며, 이들이 남다른 성공을 이끌 수 있던

요인을 무엇이며, 이들이 어떻게 상호연계 되어 벤

처기업의 성장을 이룩하였는지 그 과정에 초점을 맞

추고자 한다.

이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고에서는 “이론에

기초한 실증분석”과 “사례분석을 통한 이론도출

(Theory Building From Cases)(Eisenhardt, 1989;

Eisenhardt and Graebner, 2007)”의 두 가지 방법

론적 접근을 융합하고 있다. 일반적인 정량적 분석

방법의 경우, 이론에서 출발해 가설을 정립하고 통

계적인 방법론으로 실증분석을 통하여 가설의 진위

여부를 판단한다. 즉, 통계적 방법으로 이론의 실증

적 증명이 연구의 중요한 목적이 된다. 많은 계량의

학술적 연구들이 이러한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커다란 의문이 발생하게

된다. 즉 이론은 어디에서 얻을 수 있을까? 나아가

새로운 이론은 어떻게 창출될 수 있을까?

이러한 질문에 대한 한 가지 답으로서, 사례분석

을 통한 이론도출의 방법론은 기업의 현장에서 사례

분석을 통해 일반이론을 도출하기 위한 시도이다.

이는 즉, 이론의 증명이 아니라 현상의 인과관계를

설명 할 수 있는 새로운 설명요인 또는 이론을 도출

하기 위한 시도이다. 물론, 사례분석을 통해 얻어진

이론은 그 설명력이 충분히 증명되지 못한 상태로

이론의 개선과 추가적인 실증작업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불완전성에도 불구하고, 사례분석을 통한 이

론도출은 기존이론이 가지는 약점을 보완 할 수 있

는 새로운 시점을 제공 할 수 있다. 나아가 기존연

구에서 충분히 검토되지 못한 새로운 이론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중요한 원천이 될 수 있다.

이론 도출을 위한 사례연구는 기업현장과 밀접한

거리에서 역사적 사실의 검토와 다양한 데이터 수집

과 분석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또한 하나의 사례는

하나의 실험과 유사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으며, 사

례의 선택은 도출하고자 하는 이론의 목적에 부합되

는 방법으로 이루어지게 된다(Eisenhardt, 1989;

Eisenhardt and Graebner, 2007).

본 연구에서는 이론에서 출발하는 연역적 논리도

출과 사례에서 공통점을 도출하는 귀납적 논리전개

를 동시에 시도하고 있다. 즉, 벤처기업의 도약적 성

장에 관한 기존 이론을 정리하여 사례분석에 적용하

고 있다. 이와 동시에 사례분석에서 기존문헌이 충

분히 검토하고 있지 않은 시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특히 벤처기업의 도약적 성장을 설명하고 있는 기존

문헌에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 않은 부분으로 성

공벤처가 가지는 “혁신전략”에 초점을 맞추게 되었

다. 기술개발과 혁신활동은 벤처기업의 핵심역량을

구축하고 있으나, 기존문헌은 도약성장 벤처가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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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벤처기업 성장의 주요 연구들

주요 요인 기존 연구

1. 창업자 특성 Baum et al., 2001; Baum and Locke, 2004; Baum and Bird, 2010

2. 경영자원 Brush, et al, 2001; Arthurs and Busenitz, 2006

3. 경영전략 Siegel et al. 1993; Baum et al. 2001; Eisenhardt and Schoonhoven, 1990

4. 조직구조와 시스템 Kazanjian and Drazin, 1990; Olson and Bokor, 1995

5. 산업 콘텍스트 Bamford et al., 2000; Eisenhardt and Schoonhoven, 1990

출처 : Gilbert et al, 2006; Davidsson et al, 2010 참고 작성

는 효과적인 혁신전략에 대해서 아직 깊은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벤처기업의 도약적 성장에 대한 이

론연구와 함께 대전지역의 5개사를 바탕으로 사례분

석연구를 실시하였다. 사례분석 대상기업은 대전에서

1천억 원 이상의 매출을 기록한 4개의 벤처기업과

코스닥 상장 후 성공적인 성장을 기록하고 있는 1개

사 등, 총 5개 기업을 대상으로 창업부터 도약적 성

장과정에 대한 사례분석을 실시하고 있다.

II. 기존 연구

벤처기업의 성장은 산업발전의 원동력이며 지역경

제 성장의 견인차로, 이미 안정된 기반을 보유한 기

존 기업과는 다른 성장 패턴과 요인을 가진다(최종

인, 양영석, 2012). 그 중요성 때문에 벤처기업의 성

장에 관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으며, 이와 함

께 기존연구를 정리한 문헌연구도 다양하게 전개되

어 왔다.

본 연구에서는 Gilbert 등(2006)과 Davidsson 등

(2010)이 정리한 문헌연구를 바탕으로 기존연구의

흐름을 제시하고, 기존연구와 달리 본 연구가 가지

는 새로운 시도와 차별성을 부각시키고자 한다. 먼

저 기존 연구의 주요관심사는 새로이 태어난 벤처기

업의 성장을 이끄는 요인에 대한 다면적인 이해이다.

기존연구에서 보여주는 벤처기업 성장요인은 크게

[표 1]과 같이 다섯 요인으로 구분될 수 있다.

첫째, 벤처기업의 성장요인을 분석하는 많은 연구

는 기업가 또는 창업자에서 보이는 개인적 특성에

주목하고 있다 (Baum 등, 2001; Baum and

Locke, 2004). 창업자가 가지는 특성을 보다 세분

하면, 창업이전의 산업체 경력, 교육 배경, 과거의

창업경력 등이 벤처기업의 성장과 고용확대에 긍정

적인 영향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과거의

산업체 경력은 사업상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필요한

지식을 제공하고 판단력을 높일 수 있고, 교육배경

은 벤처사업의 유용한 자원정보를 어디서 파악하고

어떻게 이들을 배분할 것인가에 영향을 가진다.

한편 Baum and Bird (2010)의 최신 연구에서는 성

공적 도약을 이룩한 벤처기업가의 특징을 분석하며,

이들이 가지는 “성공지능(Successful Intelligence)”의 구

성요소를 분해하여 제시하고 있다. 즉 기업가의 자기

자신감(Self-efficacy)과 함께 실행지능, 분석지능, 창조

지능이 함께 결합하여 성공지능을 구성하고 있다.

둘째, 벤처기업이 확보 할 수 있는 경영자원은 벤

처성장을 좌우하는 핵심적인 요인이 된다(Brush 등,

2001; Arthurs and Busenitz, 2006). 새롭게 탄생

한 벤처기업은 과거실적의 부족과 업계 브랜드력의

부족으로 인해 필요 경영자원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 벤처성장을 이끄는 중요경영자원으로는 인적

자원과 재정자원이다. 창업초기의 기업은 높은 숙련

도와 생산스킬을 보유한 인재가 필요하며, 기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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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벤처기업의 도약요인

도약 요인들 주요 문헌

1. 기업가 정신의 지속성
Shane and Venkataraman, 2000; Wiklund and Shepherd, 2005; Delmar and

Wiklund, 2008

2. 해외시장 개척/국제화
Aldrich, 1999; Reynolds, Bygrave and Autio, 2003; Benito and Welch,

1997; Storey, 1997; McDougal, Shane and Oviatt, 1994; Autio, Sapienza

and Almeida, 2000

3. 양손잡이 R&D 전략
March, 1991; O’Reilly and Tushman, 2004; Gibson and Birkinshaw, 2004;

Raisch and Birkinshaw, 2008

4. 개방형 혁신전략 Chesbrough, 2003; Lee, 2011; Lee et al, 2010

성장하면서 낮은 숙련의 인재도 활용이 가능해진다.

재정자원은 창업자의 전략적 목표를 성공적으로 성

취하고, 전략적 전환을 가능케 하기도 하며, 수요증

가에 맞춘 생산량 증가를 가능케 한다.

셋째, 벤처기업의 성장요인을 분석하는 많은 연구

들이 벤처기업이 실행하는 경영전략에 대해 분석하

고 있다. 하지만 다수의 연구들이 서로 상충되는 결

과를 보이고 있다. 일부 연구에서는 단일제품에 초

점을 맞춘 집중전략이 벤처기업의 성장을 견인하는

요인으로 지적하고 있다 (Siegel 등, 1993). 반면 일

부 연구에서는 고품질의 혁신에 바탕 한 다각화전략

이 성장의 핵심요인으로 지목하고 있다 (Baum 등,

2001). 하지만 이러한 상충되는 분석결과는 성공의

유일전략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벤처기업의 시장

과 산업특성에 따라 전략적 접근이 다르게 적용될

때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Eisenhardt and Schoonhoven, 1990).

넷째, 벤처기업이 성장궤도에 접어들면서 이를 유

지하기 위해서는 성장을 뒷받침 할 수 있는 내부 조

직구조와 시스템이 필요하다. 벤처성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능별 전문화가 추진되어 기능별 분화가

진행되어야 한다(Kazanjian and Drazin, 1990;

Olson and Bokor, 1995). 또한 경영활동의 의사결

정구조가 보다 명확히 되고 분권화되면서 창업자 1

인 의존도를 극복해야만 성장이 가능해진다.

다섯째, 벤처기업의 산업 콘텍스트가 벤처기업의

성장 가능성을 결정하는 주요한 외적요인으로 작용

한다(Bamford 등, 2000; Eisenhardt and

Schoonhoven, 1990). 즉, 새로이 성장하고 있는 신

흥 산업에 속한 벤처기업은 산업전체와 함께 동반성

장을 확보 할 수 있다. 성장산업에는 독점력을 가진

기존기업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으로 벤처기업이 새

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성장기회를 확

보 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산업진입의 용이성을 결

정하는 초기필요자본, 경쟁상황, 기존기업의 가격통

제력 등은 벤처기업의 성장을 좌우하는 산업적 요인

이라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벤처기업의 성장을 설명하는 기존연구의

주요 관심사를 다섯 가지 요인으로 구분하였다. 본

연구는 기존은 연구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측면에

서 차별성을 가진다. 먼저, 본 연구는 다양한 성장요

인들이 가지는 ‘상호작용’과 기업의 ‘성장과정’에 분

석에 초점을 두고 있다. 대부분의 기존 연구들이 계

량적 분석에 기초해 개별 요인이 벤처성장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에 주목해왔다(Gilbert 등, 2006).

하지만, 개별요인은 성장에 연계될 뿐만 아니라 이

들은 깊은 상호연관성을 가지며 벤처기업의 성장에

영향을 주게 된다. 본 연구는 사례연구에 기초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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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벤처기업 도약적 성장의 결정요인

러한 과정에 초점을 두고 분석을 전개하고 있다.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는 기존 벤처성장에 관한

연구들이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성공벤처기업의 ‘혁

신전략’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기존연구에서는 성장

벤처의 “경영전략”에 초점을 맞춰 벤처기업의 단일

제품 전략과 다각화 전략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도약형 벤처기업이 첨단 기술중심의

기업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들이 가지는 연구개

발 전략 또는 혁신전략의 특징은 벤처기업의 도약적

성장을 이해하는 중요한 열쇠가 될 것이다. 새로운

시장기회를 놓치지 않고 성장을 뒷받침 할 수 있는

혁신전략에 대해서는 아직 체계적인 분석이 이루어

지지 않고 있다.

다음의 섹션에서 제시되는 분석의 관점에는, 기존

문헌에서 제시되고 본고의 사례분석에 확인된 설명

요인으로 기업가 정신의 지속성과 해외시장의 개척

과 국제화의 중요성뿐만 아니라, 사례분석에서 도출

된 성공적인 혁신전략으로서 “양손잡이 R&D전략”

과 “개방형 혁신전략”을 함께 제시하고자 한다.

III. 분석의 관점

본 연구는 기존문헌을 중심으로 벤처기업의 도약

적 성장을 위한 내적 요인으로서 1) 창업자의 기업

가 정신의 지속성과 함께 외적 측면에서 2) 해외시

장의 개척과 국제화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또

한 사례에서 도출된 시점으로서, 벤처기업이 도약적

성장기회를 확보 할 수 있는 “혁신전략” 방안으로

3) 양손잡이(Ambidextrous) R&D 전략과 4) 개방

형 혁신(Open Innovation) 전략의 중요성을 제시하

고 있다 (표 2와 그림 1 참조).

새로이 태어나는 다수의 벤처기업 가운데 도약적

성장을 이룩하며 발전하는 기업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벤처기업의 도약을 이끄는 것은 다양한 요인들의 복

합적 작용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1. 기업가 정신의 지속성 ; 도약성장 추구

벤처기업의 도약적 성장을 이끄는 중요한 내적 요

인에 하나는 창업자가 가지는 기업가 정신이 창업 이

후에도 지속되는가 하는 것이다. 기업가 정신은 경영

자적 자질과는 서로 다른 개인적 특성으로 정의 할

수 있으며, 새로운 기업을 창출하는 것만으로도 기업

가 정신은 발현된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많은 창

업자들에게 있어 주목할 만한 사실은 이들이 모두 강

렬한 성장 열망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는 사실이다

(Shane and Venkataraman, 2000). 모든 창업자들

이 새로운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기업의 도약적 성장

을 추구하는 것은 아니다. 창업자의 강렬한 성장 의

욕과 이들이 기업 구성원에게 제시하는 비전과 목표

는 기업성장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Wiklund

and Shepherd, 2005; Delmar and Wiklund,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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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제품이나 서비스 개발을 통해서 새로운 시장개

척에 도전하며 기업의 도약적 성장을 추구하는 것 역

시 또 하나의 기업가 정신이라고 할 수 있다. 단지

시장 수요의 증가로 인해서 기존 제품이나 서비스의

생산량이 증가함으로써 기업이 성장하는 경우는 기업

가 정신의 발현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동일한 제품

을 생산하고 있는 경쟁기업의 인수나 합병을 통해서

규모의 확대를 이룩하는 성장 역시 기업가 정신의 발

현이라고 할 수 없다. 기업의 도약적 성장은 새로운

제품을 생산하거나 새로운 시장 환경에 적극적으로

진입함으로써 이루어 질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활

동의 원동력에는 창업자 또는 경영자가 가지는 기업

가 정신의 지속성이 근간에 작용 할 때 가능하다

(Wiklund and Shepherd, 2005).

기업의 창업자에게 있어 기업가 정신이 약화된다면,

이는 기업성장의 장애요인으로 작용 할 수 있다. 창업

이후 사업을 확장하기 위한 야망이 미약하거나, 리스

크를 회피하고, 신 영역 개척으로 사업 통제력의 약화

를 두려워하게 된다면, 이들은 기업의 도약적 성장을

방해하는 장벽으로 작용하게 된다(Wiklund and

Shepherd, 2005). 창업자가 가지는 혁신성, 행동 지향

성, 그리고 리스크 감수 능력은 기업이 새로운 영역에

도전 할 수 있는 중요한 추진력으로 작용하며, 도약적

성장을 이끄는 핵심적 내적 요인으로 작용한다.

2. 해외시장의 개척과 국제화

벤처기업의 도약적 성장을 이끄는 중요한 외적 요

인은 기업을 둘러싼 환경적 요인이며, 특히 기업이

활동하고 있는 시장과 기술환경은 기업성장에 영향을

끼치는 매우 중요한 외적 요인이다. 많은 창업기업들

이 소규모로 머물며 성장을 이룩하지 못하는 원인 가

운데 하나는 이들이 이미 성숙한 산업에서 기존기업

에 모방 제품을 생산하기 때문이다(Aldrich, 1999;

Reynolds, Bygrave and Autio, 2003). 나아가 이들

이 한정된 지역시장에 국한되어 서비스를 제공 할 경

우에도 성장은 제약될 수 있다. 활발하게 성장하고

있는 산업이나 지역에서 도약적 성장을 이루는 기업

이 나타 날 수 있다. 즉, 혁신활동이 활발하게 이루

어지고 있는 산업에서 기업가들은 새로운 창업과 도

약적 성장의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된다. 새로운 시장

으로 진출하는 국제화는 빠른 기업성장을 촉진하는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

많은 연구자들이 기업의 국제화를 점진적인 과정으

로 인식하며, 일정한 단계를 거치는 순차적인 과정으

로 분석하고 왔다. 그러나 실제 국제화 과정은 비선

형적이며 비순차적인 복잡한 양상을 가지고 있다

(Benito and Welch, 1997). 국제화와 수출은 기업의

성장을 이룩하는 지름길로 작용하며, 전략적 제휴와

해외 네트워크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기업이

가지는 해외 네트워크는 협소한 국내 시장을 벗어나

국외시장에 진출하며 국제화를 이룩할 수 있는 중요

한 지렛대 기능을 하게 된다 (Storey, 1997).

한편, 네트워크의 존재 여부와 상관없이 기업성장

의 주요 요인으로서 국제화에 주목하는 연구들이 증

가하고 있다.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통신비

용의 감소와 교통의 발전은 국제화를 촉진하는 중요

한 원동력이 되고 있다. 특히, 국내시장이 작은 국가

에 창업된 기업에 있어 글로벌 시장으로의 진입은 성

장의 핵심요인이 될 수 있다. 즉, 성장을 추구하는

벤처기업에 있어 국제화는 선택이 아닌 필수조건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창업초기부터

적극적인 국제화를 추진하는 ‘다국적 벤처기업

(International New Venture)’의 존재 역시 주목을

모으고 있다 (McDougal, Shane and Oviatt, 1994).

지식집약적인 산업에서 기업의 창업초기 해외시장 진

출이 빠르면 빠를수록 해외사업 확대 폭은 더 커질

수 있다는 분석결과도 존재한다 (Autio, Sapienza

and Almeida, 2000). 한편 현실적으로 대기업을 주

요 고객으로 성장한 벤처기업은 높은 대기업 의존으

로 발생한 성장한계(ceiling)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

로 해외시장 개척전략을 추구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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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양손잡이 R&D 전략

지속적 기업성장을 추구하는 경영자가 시장변화와

국제화 등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 이를 놓치지 않고

과감하게 확보하기 위해서는 남다른 전략방안이 필요

하다. 양손잡이 경영이란 기업이 운영기반을 두고 있

는 현재의 자원과 기술을 활용하는(Exploit) 것과 함

께 새로운 자원과 기술을 개발하여 미래 환경에 대비

하는 탐색적 활동(Explore)을 동시에 추구하는 전략

을 의미한다. (March, 1991; O’Reilly and

Tushman, 2004; Gibson and Birkinshaw, 2004;

Raisch and Birkinshaw, 2008).

많은 기존기업에서 보여 지는 문제점에 하나는, 기

업의 내부자원 구성, 운영의 방향성, 그리고 의사결정

의 패턴 등 내적 운영원리가 항상 기존 기술을 강화

하고 현재의 시장에 안주하려는 성향을 가지게 된다

는 점이다 (March, 1991). 하지만, 경영환경이 급변

하고 급진적 기술혁신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경우, 기

존자원이 만들어주는 경쟁우위는 조직의 경직성을 불

러일으키며 생존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전락하게 된다.

양손잡이 전략은 새로이 전개될 미래 시장에 진입하

거나 미래경영에 핵심역량이 될 수 있는 기술과 자원

을 확보하여, 기업의 현재수익과 미래기회의 균형을

유지하는 전략이다 (O’Reilly and Tushman, 2004;

Gibson and Birkinshaw, 2004; Raisch and

Birkinshaw, 2008). 한편, 양손잡이 경영전략의 방안

으로 다수의 기존연구들은 기존경영활동의 제약에서

벗어나 새로운 기술과 시장에 맞춰 경영태세를 정비

할 수 있는 별도 조직의 창설을 제안하고 있다.

본래, 양손잡이 연구개발전략은 기존기업이 급진적

기술혁신 속에서 생존하기 위한 전략으로 주목받아

왔으나, 벤처기업에게는 도약적 성장을 이끄는 중요

한 전략방안으로 자리매김 될 수 있다. 앞에서 설명

한 바와 같이 현재기업이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산업

과 시장이 충분한 성장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가는 기

업의 성장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양손잡이 연

구개발 전략은 경제 환경의 변화로 새로운 시장수요

가 탄생하거나 새로운 혁신적 기술의 등장 했을 때,

이 기회를 차지 할 수 있는 기술력과 핵심역량을 준

비하는 전략방안이다.

4. 개방형 혁신 전략

개방형 혁신 전략은 내적 연구개발 자원과 능력이

부족한 벤처기업의 도약적 성장을 이끄는 효과적인

혁신전략이 될 수 있다. 개방형 혁신이란 기업이 기

술개발을 추진함에 있어 내부에서 창출되는 아이디어

및 기술과 외부에서 조달되는 기술을 동일시하는 전

략이다. 이는 내부 연구개발활동의 경계선을 넘어 개

방적으로 혁신활동을 추구하여 연구개발의 효율성과

속도를 높이는 전략이다(Chesbrough, 2003; 서리빈,

윤현덕, 2012).

과거 지배적인 폐쇄형 혁신 전략은 아이디어, 기초

연구, 개발연구, 사업화 등 일련의 과정을 모두 사내

에서 실시하여 기술의 독점력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이로 인해 외부기술에 대한 강한 거부반응이 일어나

게 되었다. 하지만, 혁신을 촉진하는 새로운 아이디어

와 기술은 전세계에 넓게 퍼져 있으며, 경쟁 환경의

변화는 전적으로 내부 연구개발에만 의존 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고 있다. 치열한 경쟁 속에서 기업은 외

부의 특허와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 해야만 하며,

반대로 내부에서 창출된 기술이나 특허의 활용도가

낮을 경우 이를 기술이전이나 조인트 벤처 형태로 외

부화 시켜 수익확대를 이루는 전략이 필요하다.

개방형 혁신 전략을 실행함에 있어 기업은 동일

산업내 타 기업뿐만 아니라 공급업자, 대학 및 국책

연구소 등 광범위한 조직과 혁신활동에 협력체계를

구축하게 된다. 개방형 혁신은 활용 가능한 외부 기

술의 범위를 확대하고 비용과 시간절감의 효과를 가

져 올 수 있다. 또한 내부자원 활용의 다각화를 통해

서 수익창출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 특히 벤처기업

은 소수의 핵심 아이디어나 기술을 기반으로 형성되

어 내적 자원과 혁신능력에 많은 제약이 존재한다.

개방형 혁신 전략은 내적 자원이 부족한 벤처기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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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사례조사의 데이터 수집방법

구분 수집 방법

아이디스

- 김영달 대표 카이스트 특강(2011,10.13): 창업자 경력, 기업의 발전사, 산업

특성, 국내 시장개척, 해외진출전략, 전략적 제휴

- 신문, 잡지기사, 사업보고서(2010), 증권사 분석보고서, 2005년 사례조사 보고서

ELK

- 신동혁 대표 방문 인터뷰 (2011.10.19): 창업자 경력, 기업의 발전사, 산업

특성, 국내 시장개척, 해외진출전략, 전략적 제휴

- 신문, 잡지기사, 사업보고서(2010), 증권사 분석보고서

실리콘웍스 - 신문, 잡지기사, 사업보고서(2010), 증권사 분석보고서, 홈페이지

나노신소재
- 한밭대 내부자료, 박장우 대표 인터뷰(2011.11.), 홈페이지

- 신문, 잡지기사, 사업보고서(2010), 증권사 분석보고서

골프존
- 신문, 잡지기사, 사업보고서(2010), 증권사 분석보고서, 홈페이지, 대덕벤처

협회 임원단 회의자료, 대덕넷 기사.

혁신능력을 보완 해 줄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이며,

특히 대학과 공공연구기관과의 협력은 낮은 비용으로

기술력을 확보 할 수 있는 원천이 될 수 있다(윤지영

외, 2011; 황금주, 2011).

특히, 성공적인 산학협력은 기업의 제품과 공정혁

신 과정에서 직면하고 있는 문제해결을 도와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아직까지 개발되지 않은 원천기술

을 제공하여 미래시장을 개척 할 수 있는 기회를 제

공한다. 또한 장기적인 산학협력관계는 기업의 혁신

니즈를 이해하고 연구개발을 수행 할 수 있는 우수인

재의 공급을 원할 하게 할 수 있다 (Lee, 2011; Lee

et al, 2010)

IV. 대전지역 천억 벤처기업 사례연구

본 연구의 실증연구는 대전지역의 벤처기업 가운데

도약적 성장을 이룩한 다섯 개의 기업을 선정하여 사

례분석을 실시하고 있다. 타 지역과 달리 대전은 대

덕연구단지가 생긴지 40년 가까이 되었으며 국가연구

개발비의 약 1/3이 투자되는 곳이며, 1천여 개의 신

기술벤처기업(NTBFs)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도약적 성장을 정의하는 데에는 매출액의 증가, 고

용자 수의 증가, 시장 점유율의 확대, 인수합병을 통

한 기업그룹의 형성 등 다양한 형태의 기준이 활용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창업 10여년의 단기간 내 천

억 이상의 연간 매출액 이룩한 벤처기업을 기준으로

선정하고 있다. 대덕의 벤처기업 중 매출액 1천억원

이상인 기업이 6개사 있다. 이 가운데 전통제조업기반

의 2개사(진합, 미래생활)를 제외하고, 기술기반 벤처

기업으로 단기간에 도약적 성장을 이룩한 4개사로 아

이디스, 이엘케이, 실리콘웍스, 골프존을 선정하였다.

1천억 벤처기업이란 기술성과 혁신성을 인정받아

‘벤처 확인’을 받은 기업 중 매출 1천억을 달성한 기

업을 말한다. 중소기업청이 2011년 조사한 벤처기업은

모두 4만6532개사이며, 이들 중 0.68%인 315개 기업

만이 ‘마(魔)의 벽'이라고 불리는 매출 1천억원을 달성

하였다(2010년 12월 기준). 2005년부터 조사를 시작한

천억 벤처기업은 일반기업에 비해 높은 성장성과 수익

성을 실현하고 있어 성공기업으로 평가받는다.

또한 본 연구는 산학협력을 기반으로 대학교수가

창업하여 코스닥에 진출한 1개사로 나노신소재를 추

가하였다. ‘코스닥 상장기업’은 탄생초기 ‘죽음의 계

곡’(최종인, 2008)을 성공적으로 극복하고 자본시장에

서 직접자금을 동원할 수 있을 정도로 성장한 기업으

로 평가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상과 같이 총 5개

사를 대상으로 심층 사례분석을 시도하고 있다.

사례조사 방법은 [표 3]과 같이 창업자에 대한 인

터뷰, 창업자의 대학특강, 그리고 신문과 잡지기사,

각 기업의 사업보고서(2010), 각 증권사 분석보고서

등 다양한 자료출처를 근거로 하여 작성되었다.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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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의 사례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 사업의 성

장과 성공의 요인을 앞장에서 제시한 분석의 관점을

바탕으로 구성하였으며, 사례들이 가지는 공통점을

횡단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1. 아이디스

카이스트 출신의 김영달 사장은 1997년 9월 자본

금 5천만원으로 ‘지능형 디지털통합 시큐리티'

(Intelligent Digital Integrated Security)의 영문이니

셜인 ‘아이디스'(IDIS)를 설립하였다. 아이디스

(www.idis.co.kr)는 디지털영상저장장치(DVR)를 제

조하는 국내 1위 업체로 GE, DM사와 함께 세계 3

대 업체로 성장하였으며, CCTV 저장 방식이 아날로

그에서 디지털로 바뀔 것을 예상하고 적기에 시장에

진입하여 성공적인 데뷔를 한 이후, 안정적인 시장을

확보하였다. DVR이란 CCTV에서 촬영한 영상을 하

드디스크에 저장해주는 저장매체로, 테이프 녹화방식

인 기존의 AVR(Analog Video Recorder)을 대체하

는 제품이며, 소모적 저장매체인 테이프를 쓰지 않고

더 많은 데이터를 HDD에 저장할 수 있기 때문에 빠

른 속도로 AVR시장을 대체하였다.

당시 창업자인 김영달 사장의 사업아이템을 찾아내

는 접근방식은 리스크가 적고, 새로운 기술혁신을 통

해 시장을 재편할 수 있는 분야에 두었다. 많은 벤처

기업들처럼 아예 없는 시장을 새롭게 개척하는 것은

너무 리스크가 크다고 판단, 기존시장이 이미 존재하

는 분야에서 새로운 혁신적인 기술을 개발, 시장을 재

편해 생존하겠다는 ‘1위 따라잡기' 전략을 택하였다.

즉 당시 많은 벤처 기업들이 진입하던 게임과 인터넷,

무선통신분야에는 관심을 두지 않았으며, 그 이유는

이들이 아무리 최첨단 기술이라도 이를 충분히 받아

들일 시장이 형성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판단에 기초

한 것이다.

아이디스의 첫 제품으로 1998년 6월, ‘IDR-1016’

모델을 출시하였으며, 이는 디지털방식의 DVR로 제

품은 단숨에 업계 최대 화두로 떠올랐다. 기존의 아날

로그 제품과는 비교할 수 없는 성능의 디지털제품을

세계 최초로 개발했기 때문이다. 이 모델은 카메라 16

대의 아날로그영상을 디지털로 변환, 하드 디스크에

저장하는 것은 물론, 검색 및 복원이 가능하고, 네트

워크를 통한 원격검색기능을 제공하는 등 아날로그

제품에서 실현할 수 없는 파격적인 성능을 선보인 것

으로 카메라만 빼고 모든 것을 디지털화한 것이다.

1998년 3억원에 불과하던 국내시장 매출이 1999년

30억원으로 증가하면서 1999년부터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서 미국 ‘하이트론’과 전략적 제휴를 체결하였다.

하이트론은 15년간 아날로그 CCTV 제품으로 세계시

장에서 활약하던 디지털제품이 없어 한계를 맞이하던

상황이었고, 아이디스는 네트워크가 없어 해외수출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지 못하던 상황이었다. 하이트론이

15년간 현장에서 터득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개발한

DVR은 1999년부터 호주시장에 진출하며 시장을 확

대하였다. 2000년 시드니올림픽 개최를 맞이하여 영

국 DM, 미 샌소매틱사를 제치고 납품에 성공하였으

며, 현재 호주시장의 45%를 차지하고 있다.

2000년, 하니웰사가 PC기반 제품도입을 결정하면

서 아이디스는 2000년 83억원, 2001년 161억원으로

수직상승하였다. 2001년 미 9.11테러가 터지면서

DVR시장은 본격적인 성장기에 접어들었다. 2002년

부터는 대형 파트너사를 통해 유럽시장 공략에도 나

섰고 창업 4년만인 2001년 161억원의 매출을 기록하

며 코스닥상장에 성공하였다. 아이디스는 창업 10년만

에 미국 칼라텔, 영국 DM사와 함께 세계 보안장비시

장 ‘빅 3'로 자리 잡았다. 아이디스는 해외시장 영업

망을 구축한 후 2004년 다시 내수시장에 유통망을 재

정비하기 위해서 과감하게 전략전환을 시도하였다. 이

로써 지금까지 대기업에 위탁하여 판매하는 ODM체

제에서 자사의 전문적인 유통망을 구축 할 수 있는

대리점 직영체제로 전환하게 되었다.

아이디스는 매년 매출액의 10%를 연구개발에 투자

하며 높은 혁신성을 유지하고 있다. 인력구성에서도

구성원의 46%가 연구개발(R&D) 인력일 만큼 연구개

발에 대한 절대적인 투자를 실행하고 있다. 이 중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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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급 인원이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한편,

2006년 8월에는 충남대학교와 산학협력 협정을 맺고,

공동연구 및 기술개발, 상호 기술 및 정보 교류, 우수

기술인력 지도육성, 현장실습 및 취업협력, 산업현장

연수 및 견학 협력, 교육지원 사업 등을 통해 산학협

력을 실행해왔다.

2. 이엘케이

이엘케이(www.elk.co.kr)의 창업자인 신동혁 사장

은 카이스트 물리학과(석사)를 거쳐 미국 코넬대학교

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신 대표는 지난 1983년 한

국전자통신연구원(ETRI) 광소자연구실 연구원으로 일

하면서 EL 분야와 인연을 맺었다. 동국대 물리학과

교수로 1992년부터 재직해오던 신동혁 사장은 IMF

이후 교수창업이 허용되면서 1999년 창업하였다. 초

기 핵심제품은 휴대폰 키패드 광원인 백라이트용 저

전력소모인 EL을 생산하는 기업으로 시작하였고, 10

년간의 성장을 거쳐 기업상장 이후 2008년부터는 새

로운 기술인 터치패널 사업을 통하여 매출 천억벤처

기업에 합류하게 되었다.

2006-2007년 주요 납품처인 모토로라가 레이저폰

으로 히트를 치면서 매출성장을 기록함에 따라 이엘

케이의 매출도 2005년 대비 5배 이상 성장하게 되었

다. 하지만, 이처럼 회사가 커다란 성장을 기록할 때

신 사장은 향후 휴대폰 시장에서 터치형 스마트폰이

주류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회사의 주력을 터치패널

로 전환하기로 하고 이 분야 투자를 대폭 늘렸다. 이

러한 제품전략의 전환 배경에는 주요거래 기업인 모

토롤라의 시장변화에 대한 조언이 크게 작용하였다.

당시 대부분의 국내 터치패널 업체들이 손톱이나 펜

으로 두드려도 인식하는 저항막 방식을 채택한 데 비

해, 이엘케이는 피부가 닿아야 인식이 되는 정전용량

방식(capacitive)을 개발했다. 정전방식이 가지는 가장

커다란 특징은 사용자가 한 번에 두 군데를 접촉해도

동시 인식이 가능하다는 점이며, 이로 인해 스마트폰

에서 활용의 편의성이 높은 기술로 인식되고 있다.

2008년 8월부터 샘플을 들고 국내 시장에 거래처

를 찾아다닌 끝에 LG전자에 터치패널을 납품하게

되었다. 2008년까지 회사 전체 매출에서 터치패널이

차지하는 비중은 20%에 불과했지만 신 사장은 머지

않아 휴대폰 시장의 흐름이 바뀔 것으로 확신하고 투

자를 게을리 하지 않았다. 정전용량 방식의 터치스크

린 패널 선행개발 및 공격적인 설비투자를 실행한 이

엘케이의 예상은 적중하였고, 마침내 스마트폰 시장이

본격화한 2009년부터 급속히 성장했다.

터치패널 주문이 꾸준히 늘어나면서 2009년 2분기

부터 본격적인 변화가 시작되고, 회사의 안정적인 수

익원으로 자리 잡기 시작하였다. 하반기에 들어서자

모토로라의 스마트폰인 안드로이드폰이 히트를 치면서

터치패널 주문량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다. 2009년

이엘케이의 매출액은 약 1,180억원에 이르며, 이는

EL을 주력으로 사상 최대 매출을 올렸던 지난 2007

년의 약 3배에 달하는 수치다. 전체 매출에서 터치패

널이 차지하는 비중이 85%를 차지하며, 이 기술이

향후 회사를 먹여 살릴 성장동력이 될 것이란 예측이

적중한 것이다.

많은 기술중심의 벤처기업들과 마찬가지로 이엘케

이의 경쟁력은 꾸준한 연구개발을 통해 경쟁력을 확

보해왔다. 2010년 전체 직원 중 R&D 인력의 비중이

25%에 이를 정도로 혁신능력에 투자하고 있다. 그리

고 2009년 연구개발비용으로 총 47억원을 투자하였

고, 이는 매출액의 4%에 이르는 금액이다. 연구개발

에 대한 지속적 투자 결과 EL(무기 전계발광소자) 제

조 및 페이스트 기술에 있어서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엘케이의 연구개발활동의 특징은 현재 시장에서

일정한 수익을 내고 있는 기술에 대한 투자와 함께,

환경변화에 맞춰 새로운 기술의 탐색과 발굴에 적극

적으로 투자하는 점이다. 이엘케이는 먼저 휴대폰 키

패드 광원으로서 EL의 경쟁력에 주목하고 연구개발에

매진한 결과 모토롤라의 휴대폰 키패드용 EL을 공급

하면서 성장기반을 마련하였다. 이엘케이는 모토로라

와의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다음 시장개척을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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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전방식의 터치패널 개발에 도전하였다. 이는 도약을

위한 새로운 시장기반을 제공하였다.

벤처기업인 이엘케이가 여러 가지 어려운 시기를

이겨낼 수 있었던 원동력에는 ‘우리 분야는 하루가 다

르게 기술이 바뀌기 때문에 당장 많은 돈을 벌어주는

기술도 몇 달 내엔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며 ‘결국

앞선 기술을 찾아 한발 먼저 공급하는 것만이 고객의

신뢰를 쌓는 길’이라고 말했다.

신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한국생명공학연구원으로부

터 기술이전을 받기도 하였다. 이 기술은 인삼재배시

인삼표면이 붉게 변하고 뿌리가 썩어 상품성을 떨어

뜨리는 원인을 해결할 수 있는 것으로 기술이전 실시

계약(이전료 20억원, 경상실시료 총매출액의 4%)을

체결하였다. 기술이전을 통해 주력사업인 터치스크린

패널(TSP) 외에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신수종

을 찾고 있다(대덕넷, 2010.12).

3. 실리콘웍스

실리콘웍스(www.siliconworks.co.kr)는 1999년

설립 이후 반도체 팹리스 시장에서 고속 성장을 달

리고 있다†. 설립자 한대근 사장은 LG반도체 수석

연구원 출신으로 1999년 소위 ‘빅딜(사업 맞교환)’

로 LG반도체가 현대전자로 흡수합병 될 때 회사를

나와 창업했다. 한 사장은 당시 시작 단계에 있던

국내 LCD 산업의 성장성을 확신하고 LG반도체 설

계그룹 동료들과 뜻을 모아 직원 7명의 작은 벤처를

설립했다††. 한대근 대표는 1999년 11월 대전에 본

사를 설립했으며, 디스플레이용 시스템 반도체 관련

토탈 솔루션을 제공하는 회사로, 지난 10년 동안 축

적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현재는 반도체업계의 블루

오션인 차량용 반도체 개발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실리콘웍스는 2002년 차별화된 설계개념을 바탕

으로 MD구조의 Source 구동칩(Driver IC)을 개발

† 대덕넷(2010), 1조 매출로 가는 ‘실리콘웍스'의 무기?…

‘자동차 반도체', 3월13일자.

†† 코리아데일리 (2011), 스티브 잡스 놀라게 한 이 남자

… 한대근 실리콘웍스 사장, 1월 18일자.

하여 디스플레이 부품업계의 표준 규격으로 발전시

켰다. 디지털 데이터를 아날로그로 바꿔 디스플레이

패널에 화상을 표시하는 IC 개념이며, 새로운 MD

아키텍처로 디스플레이부품 업계의 표준규격으로 확

립하게 된 것이다. 나아가, 멀티채널 구조의 Source

Driver IC(집적회로)를 세계 최초로 선보이며 업계

의 주목을 받았다. 실리콘웍스의 주력사업은 디스플

레이용 핵심반도체부품 사업이며, 이 분야에서 축적

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사업분야를 확대해 나아가고

있다. OLED용의 면광원 구동 IC와 전자종이, 산업

용 모터구동 IC와 파워스위치 등 미래 핵심기술을

선점하며 업계 선두기업으로 경쟁력을 확대하는 전

략을 가지고 있다.

실리콘웍스의 주요 매출원은 칩온글라스 형태의

드라이버IC(COG D-IC)와 칩온필름 형태의 드라이

버IC(COF D-IC)로, 특히 LG디스플레이에 주로 납

품하는 드라이버IC 제품은 2010년 전체 매출의

90%를 차지하고 있다. 이 제품의 대부분이 미국 애

플 제품에 적용되는 것을 고려하면 매출의 90%를

해외에서확보하는셈이다†††. 실리콘웍스가세계시장

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된 것은 2006년 노트북용 타

이밍콘트롤 IC를 개발하여 본격적인 수출을 시작하

면서다. 이 기술은 노트북의 전력을 기존 대비 50%

이상 절약할 수 있는 IC여서 시장에서는 폭발적인

반응을 보이게 되었다. 이 제품은 국내 시장은 물론

세계 시장의 30%를 점유할 정도로 성장하였다.

한편 2007년 고객사인 LG디스플레이를 통해서

애플이 새로 개발할 초슬림형 노트북에 들어갈

LCD 규격을 전해 듣고 제품개발에 착수했으며, 개

발성공 소식에 애플도 놀라 직접 대전 실리콘웍스

본사를 찾아와 기술력을 확인하고 정기적인 기술교

류를 시작하였으며, 1년에 3∼4회씩 기술 미팅을 실

시하고있다††††. 2007년개발한인터페이스인 AVDS

††† 디지털타임스 (2011), 실리콘웍스, 독자기술로 디스

플레이 반도체 국산화 성공, 2월 13일자.

†††† 코리아데일리 (2011), 스티브 잡스 놀라게 한 이

남자 … 한대근 실리콘웍스 사장, 1월 18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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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Apple사의 초박형 노트북 MAC BOOK Air와

아이패드에 적용되며 실리콘웍스의 기술력을 업계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기술실적으로 바탕으

로 2007년 매출 620억원, 2008년 1,200억원, 2009

년 1,890억원, 그리고 2010년 2,570억원을 달성하

며 매출 천억벤처의 자리를 굳히게 되었다. 2012년

초 출시예정인 아이패드3를 위한 구동칩 공급이 본

격화되면 시장은 더욱 커질 것으로 판단된다.

실리콘웍스가 보유한 혁신능력은 바로 인적자원이

며, 이를 증명하듯이 총 직원 180명중 150명 이상

이 엔지니어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다. 2009년 매출

액 대비 연구개발비가 6.5%에서 2010년 7.1%로

증가하였다. 직원의 대부분 반도체 관련학을 공부한

전문인력으로 탄탄한 인적자원과 기술력 기반을 확

보하고 있다. 실리콘웍스는 연구인력들이 업무에 전

념할 수 있도록 의료비·기숙사 제공을 비롯해 직원

들 복지에 투자하고 있으며, KAIST 등 지역에 있

는 대학들과 인력양성사업 및 산학협력을 통해 우수

인재 확보에 노력하고 있다.

한편 실리콘웍스는 충청광역경제권 선도산업지원

단과 협력 하에 자동차용 반도체인 ‘자동차용 스마

트 파워 스위치 소자기술' 개발에 전력하고 있다.

이는 에너지 절감과 환경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필수

기술로 대전류 high side 스위치와 low side 스위치

소자, 자기진단 및 보호회로, 콘트롤 회로를 하나로

통합한 지능형 스위치이다. 이 기술은 자동차 부품

의 전자회로에 사용되는 퓨즈, 스위치, 계전기 등 각

종 기계적인 스위치를 반도체 하나에 통합·대체하면

서 제품 소형화·경량화를 이룩하며, 제품 신뢰성을

높여 고도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술이다.

4. 나노신소재

나노신소재(www.anapro.com)는 2011년 2월 코

스닥에 상장된 대표적인 교수창업 성공사례로 꼽히

는 기업이다. 2000년 한밭대 공업화학과 박장우 교

수가 한밭대 창업보육센터에서 설립하였다. 2011년

1월 대덕테크노밸리내 ㈜나노신소재 대전공장을 설

립하였다. 21세기 핵심분야로 주목받고 있는 나노기

술(NT)을 응용한 나노 소재 및 응용제품을 국내 최

초로 개발, 양산화에 성공한 기업이다(이경주, 최종

인, 2011).

나노신소재는 다양한 IT 재료를 공급하는 차세대

소재기업이다.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을 가지고 있는

금속산화물의 나노 미립자 및 콜로이드화 기술을 독

자 개발해 태양전지, 반도체, 디스플레이, 특수필름

등 다양한 산업군에 적용, 나노소재의 국산화 및 수

출에 주력하고 있다. 현재 자체 보유하고 있는 높은

기술력으로 태양전지, 디스플레이 분야의 글로벌 기

업들과 지속적인 거래를 통해 높은 매출을 유지하고

있으며,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연평균 52%의 매

출성장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영업이익률은 2008년

이후 25%대를 유지하고 있다.

박장우 교수는 이미 대기업(LG화학기술연구원)에

서 기술, 시장과 제품생산과정을 경험한 바 있으며,

대학에서 이를 사업화로 구현하였다. 외환위기의 여

파가 채 가시지 않았던 2000년 제자들이 석사 과정

을 마치고도 직장을 구하지 못해 어려워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회사를 세워 제자들에게 일자리

를 주자는 신념에서 한밭대 창업보육센터에서 창업

을 하였다. 이후 본사를 충북 청원 부용공단으로 이

전하고, 대덕테크노벨리에 생산공장을 설치한 나노신

소재는 현재 LCD·태양전지·터치스크린 등의 원료인

나노 물질을 만들어 미국 3M 등 세계 유수기업에

공급하고 있다.

창업 아이디어는 브라운관 TV나 모니터 표면에

뿌리는 ‘전자파 차폐액’을 생산하는 것으로 이는 전

자파를 막아주는,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은 크

기의 물질(나노 물질)이 든 용액이다. 당시는 일본

업체만 차폐액을 만들었고 국내 전자업체들이 차폐

액을 전량 일본에서 수입하고 있었기 때문에 커다란

수입대체 효과가 기대될 수 있었다. 나노 물질이 든

‘분산액’의 가격이 L당 150달러이지만 원료비는 1

달러를 조금 넘는 수준으로 박 교수가 한밭대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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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전 기업 연구소에 있을 때부터 이 제품의 시장

가능성을 이미 알고 있었다. 박교수는 이미 견본 제

품을 만들 정도의 기술은 학교 실험실에서 개발했고,

양산 기술만 남겨 놓은 상태에서 창업 1년 만에 양

산에 성공하였다.

시제품이 완성되면서 먼저 국내 브라운관 모니터

제조업체에 구매를 타진했으나 제품의 품질이 아니

라 제조사의 브랜드 이미지를 먼저 따지며 성능시험

도 하려 들지 않았다. 시야를 국제시장으로 돌리며,

세계 3위 브라운관 모니터 제조업체인 대만의 중화

영관에 견본을 보냈는데 시험해보니 성능이 일본 제

품 못지않다는 판단과 함께 판로가 열리게 되었다.

다른 한편 일본의 경쟁업체에서도 자신들에게 제

품 원료 물질을 대달라는 연락과 함께, 한국의 브라

운관 업체를 놓고 출혈 경쟁을 하지 말고, 나노신소

재가 만든 원료 물질을 자신들이 저렴한 값에 사서

가공해 완제품으로 팔면 상호 이익이 된다는 논리를

제시하였다. 그 배경에는 국내 브라운관 회사들이

“한국에도 당신네 경쟁업체가 생겼다. 거기는 싸게

주겠다는데 당신들도 값을 내려 달라”고 했다는 협

상조건을 제시한 것이 단초가 되어, 일본기업들이

나노신소재에 구매협상을 개시한 것이다. 생산량 증

대를 위해 공장을 증설하고 연구원과 생산인력도 확

대하면서, 신제품 개발에도 전력을 기울였고, 반도체

표면을 곱게 갈아주는 나노 물질, 유리에 덧씌우면

자외선과 열을 차단해주는 나노 물질(TRB페이스트)

등을 개발하였다.

제품은 다르지만 모두 나노 물질을 골고루 뿌려주

는, ‘나노 분산 기술’이란 큰 줄기에서 다각화하는

기술전략을 세웠다. 2002년에는 국내 경쟁업체가 발

전하게 되면서 가장 큰 고객이던 중화영관을 놓고

가격 경쟁이 벌어지며, 판매량은 줄고 수익성도 급

격히 악화되는 위기를 맞이하게 되면서 임원 급여의

50%, 직원은 15%를 삭감하는 긴급조치를 취하기도

하였다.

2003년 연구년을 맞이한 박교수는 시장을 세계로

돌리고 미국으로 가 3M·듀폰 등의 연구 책임자를

만나 제품판매를 위한 마케팅 활동에 전념하였다.

마침내 3M이 유리 코팅 물질인 TRB페이스트를 구

매하기로 결정하였다. 이후 연구개발을 지속해 신제

품으로 터치스크린용 원료 나노물질 등을 계속 개발

해 제품을 다양화하고, 은나노 물질을 이용해 미세

한 회로를 새기는 기술을 국내 대기업과 공동 개발

하는 등 신기술 개발에 매진하였다.

“소재산업은 그야말로 분·초를 다투는 분야로 피

말리는 경쟁에서 앞서가기 위해 시키지 않아도 밤을

새우는 연구원들이야말로 최고의 자산”이라고 박대

표는 강조한다. 나노신소재의 중요한 경쟁력 원천은

연구원들에게 있으며, 한 사람당 1% 안팎씩 회사

주식을 배분하는 스톡옵션 제도를 도입하여 연구원

들이 밤을 새우며 근무할 정도의 강한 ‘주인의식’을

확립해오고 있다.

한밭대학교 벤처기업으로 시작한 나노신소재는 지

금도 동료 교수들과의 협력만이 아니라 한밭대 학생

들(공학과 경영학, 인문학)을 채용해 실질적 산학협력

이 이루어지고 있다. 대학에 10만8천주(약 25억원)를

기증해 새로운 창업의 시드머니로 활용되기도 한다.

5. 골프존

골프존(www.golfzon.com)은 골프 시뮬레이터 기

기와 네트워크 서비스 전문기업으로 2011년 현재

국내 스크린 골프시장의 약 70%를 점유하고 있으

며, 2개의 해외법인(일본, 홍콩)과 함께, 5개의 해외

판매처를 확보하고 세계 30여 개국에 제품을 진출시

키며 국제적인 성장을 이룩하고 있다. 골프존은 1단

계 제조기업을 통해 성장하고 있지만, 2단계는 문화

기업, 3단계는 토탈골프 문화기업을 지향하고 있다.

스크린 골프의 핵심기술은 센서기술이며, 과거 한

국의 스크린 골프 시장은 외국산 센서 등이 지배적

인 상황에서 가격 경쟁력 및 원천 기술 보유 미비로

제품별 개선이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 스크

린 골프 센서와 같이 골프 모의 장치에서 골프공의

위치를 감지하기 위해 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는 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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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저를 이용하는 방식, 소리를 이용하는 방식과 광

센서를 이용하는 방식이 존재한다.

골프존이 개발한 시뮬레이터 센서는 적외선을 이

용한 광센서 장치로 골프공의 속도, 방향 및 스핀

등을 감지하여 타격 후 골프공의 비거리 및 구질 등

을 연산하고, 표현하는 골프시스템이다. 수평, 수직

의 적외선 광센서를 이용하여 골프공의 속도, 방향

등을 감지하여 이를 연산함으로써 골프공의 진행 속

도와 방향을 프로그램화하여 스크린에 표시해 주는

방식으로 골프실력의 향상과 실제감을 향상시킨다.

골프존은 시스템 공급업체라기 보다는 ‘골프 네

트워크’ 업체라고 회사를 소개할 정도로 네트워크의

중요성을 강조 한다. 골프존은 전국 가맹점을 연결

하는 온라인 스크린골프대회를 가장 먼저 도입했다.

2006년 특허 등록한 ‘네트워크에 의해 제어되는 골

프 시뮬레이터 장치’가 그 기반이 됐다. 골프존이

경쟁업체들 보다 비싼 가격(최소 20～50%)으로 공

급하면서도 시장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었던 것은 골

프존이 가맹사를 네트워크로 연결하여 라이브 토너

먼트(GLT)라는 온라인 전국 대회를 매월 개최하였

기 때문이다. 네트워크 경기 기록에 따라 본인의 랭

킹과 상금순위가 나오자 사람들은 더 몰입하면서 골

프존을 찾게 됐다†.

골프존은 KAIST 창업보육센터에 7년간 입주하여

많은 핵심자산 및 보완자산을 지원받았다. 교수들과

회사가 필요한 기술을 개발하였고, 창업보육센터에서

제공하는 각종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정부 정책자금을

활용한 기술개발과 인증을 진행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시장에서 기업의 기술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 또 창업보육센터의 도움으로 국내외 제품종

합 전시회와 PGA 골프 박람회에 참가해 홍보를 강

화했던 것도 성장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기술개발을 위해 골프존은 2001년 대덕대학과 산

학협력체결을 통해서 기술개발을 이룩하였고, 2001

∼2002년 과기부 우수성과 지원사업 과제 실행을

† 매일경제, 2010년 2월 6일,

http://news.mk.co.kr/v3/view.php?year=2010&no=65745

통해서 기술력을 향상시켰으며 2003년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선정되었다. 이후 차세대 골프 시뮬레

이터를 개발하기 위해 골프 시뮬레이터 핵심 기술

중 하나인 비전 센서 부분은 카이스트 DML(Digital

Media Lab)과 공동개발을 하였다. 카이스트 DML

은 비전 센서 기본 연구단계에 머물렀던 기술을 골

프존 연구진과 공동으로 개발하면서 상용화 단계까

지 끌어 올릴 수 있게 되었다. 이는 혁신형 중소기

업이 산학협력을 통해서 핵심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성장해 나아가는 과정을 잘 보여주며 대학과 혁신형

중소기업이 산학협력을 통해서 상생할 수 있다는 점

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스크린 골프 시뮬레이터 기술을 통해 실내골프산

업 주도해온 골프존이 추구하고 있는 새로운 전략

방향성은 지금까지의 오프라인에서 축적된 기술과

사업경험을 바탕으로 온라인 골프게임 사업에 진출

하는 것이다. 골프존은 2008년부터 기존 게임개발사

등과 협업으로 온라인게임 사업 진출을 모색해 왔으

며, 2011년 7월 게임엔진 업체인 크라이텍과 전략적

제휴를 체결하고, 온라인 골프게임 사업에 본격 진출

을 선언하였다. 협정에서 골프존은 게임엔진인 ‘크라

이엔진3'를 사용한 온라인 골프게임 개발전력 하는

한편, 크라이텍 본사와 크라이텍코리아는 교육 및 개

발 툴 제공의 형태로 개발활동 지원에 합의하였다.

이상 5개의 사례기업의 특성을 정리하면 [표 4]와

같다.

V. 결과 분석

많은 새로운 벤처기업이 설립되지만 이 가운데 도

약적 성장을 이룩하며 중견기업 이상으로 발전하는

기업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이 연구에서는 대전지역

성공벤처기업 5개사 대한 사례조사를 바탕으로 도약

적 성장요인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사례에 따라

서 다소 차이는 존재하나 분석의 시점에서 제시한 네

가지 요인에 대한 실증적 근거가 제시되고 있다.

첫째, 창업자 기업가 정신의 지속성은 모든 기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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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사례기업의 특성

기업 특성

아이디스

IMF 이전 초기 창업한 벤처기업(1997.9)으로 2001년 9월 조기에 코스닥 진출

에 성공하였으며, 창업자는 KAIST 출신으로, IT 기반의 디지털 영상저장장

치, 디지털 보안 감시장비를 생산한다.

ELK

1999년 4월 창업하였으며, 2007년 10월에 코스닥진출, IT기반의 휴대폰키패

드용 EL소자, EL돔어레이, 갭 센서, 터치패널 등을 생산한다. 창업자는 ETRI

와 카이스트, 그리고 동국대 물리학과 교수출신이다. 초기 주요고객은 모토

롤라였다.

실리콘웍스
1999년 11월 창업, 2010년 6월 코스닥에 진출하고, IT기반의 TFT -LCD 소스

드라이버, 게이트드라이버를 생산한다. 창업자는 LG반도체 출신이다.

나노신소재

2000년 한밭대 창업보육센터에서 교수창업, 2011년 2월 코스닥진출, 태양전

지, 반도체 등의 소재 제조하고 충북 청원과 대전에 공장을 보유하고 있다.

창업자는 LG화학 기술연구원 출신으로 회사총괄 및 연구소장을 맡고 있다.

골프존
2000년 5월 창업, 2011년 5월 코스닥 진출, SW 기반의 골프시뮬레이터, 온라

인게임을 생산하며, 창업자는 삼성전자 출신이다.

성장을 견인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기

업가 정신은 창업자의 강렬한 성장 열망으로 신제품

과 신기술개발 그리고 신영역 개척의 원동력이다. 신

규 사업의 리스크 감수하며 새로운 시장과 경영환경

에 적극적 진입을 시도하게 된다. 본 연구의 사례조사

기업들은 기존 기술이나 제품의 관련 다각화 및 비관

련 다각화를 시도 하며 기업가 정신의 지속성이 기업

성장의 견인차임을 보여 주고 있다. 한 예로 이엘케이

의 신동혁 사장은 휴대폰 키패드 광원에서 터치스크

린패널로 다각화를 이룩하고, 나아가 한국생명공학연

구원으로부터 인삼재배 관련 바이오 기술을 이전 받

아 비관련 분야로도 적극적인 다각화를 시도하며, 기

업가 정신이 기업의 도약적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선

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둘째, 다수의 사례에서 해외시장의 개척과 국제화는

창업의 초기단계부터 도약성장을 위한 필수조건으로

나타나고 있다. 도약에 있어 산업이나 시장의 확대가

중요한 계기가되고 있다. 국제화는 시장확대와 성장의

지름길로 사례조사 기업들은 창업초기부터 수출과 국

제화 전략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며 국내시장의 한계를

극복해오고 있다.

예를 들어 아이디스는 1999년 국내 매출이 30억

원으로 증가하면서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서 미국 ‘하

이트론’과 전략적 제휴를 체결하면서 매출 확대 실현

하였다. 나노신소재는 창업 초기부터 대만과 일본기업

에 수출로 매출 창출을 이룩하였다. 특히 국내 대기업

이 과거실적이 부족한 벤처기업에 폐쇄적인 현실 속

에서 해외수출과 시장 개척은 신생기업의 생존과 도

약을 위한 필수 조건임을 잘 보여주고 있다.

셋째, 양손잡이 R&D 전략은 기업가 정신을 바탕

으로 미래의 사업기회를 연결해주며 도약적 성장을

이끄는 핵심전략이다. 양손잡이 전략은 현재의 경영자

원과 기술뿐 아니라 미래를 위한 기술과 자원에 투자

하는 것으로 갑작스런 환경변화를 기회로 전환하는

원동력이 된다. 사례조사 기업에 따라 정도와 규모의

차이는 있으나 미래에 대한 준비전략의 중요성을 보

여주고 있다.

이엘케이는 터치패널의 낮은 매출 비중에도 불구하

고 터치스크린 패널 선행개발 및 공격적인 설비투자

를 실행하여 도약적 성장을 이루었으며, 나아가 신사

업을 발굴하기 위해 한국생명공학연구원으로부터 인삼

재배 관련 바이오 기술이전을 하였다.

실리콘웍스는 디스플레이용 핵심반도체부품 사업을

주력사업으로 지속적인 다각화를 진행하고 있으며, 새

로운 분야로서 충청광역경제권 선도산업지원단과 협력

하에 자동차용 반도체인 ‘자동차용 스마트 파워 스위치

소자기술' 개발로 새로운 시장개척을 준비하고 있다.

넷째, 개방형 혁신전략 역시 벤처기업이 도약적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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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사례의 이론적 분석

요인 특징 및 사례

1. 기업가정신의

지속성

- 창업자의 강렬한 성장 열망과 리스크 감수

- 신제품, 신기술의 개발과 신영역의 개척

- 새로운 시장과 경영환경에 적극적 진입

- 이엘케이는 주력사업인 터치스크린패널 외에 신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한국생명공

학연구원으로부터 인삼재배 관련 바이오 기술이전 통해 성장의 기업가 정신 지속

- 모든 사례기업들은 기존 기술/사업영역과의 관련성 정도에는 차이가 존재하나 신

기술 개발에 지속적 투자하며 성장의 기업가 정신을 발휘

2. 해외시장의

개척과 국제화

- 시장 및 기술의 확대환경과 기업성장의 가능성

- 국제화는 시장확대와 성장의 지름길

- 창업초기부터 수출과 국제화 전략의 중요성

- 아이디스는 1999년 국내 매출이 30억 원으로 증가하면서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서

미국 ‘하이트론’과 전략적 제휴를 체결하면서 매출 확대 실현

- 나노신소재는 창업 초기부터 대만과 일본기업에 수출로 매출 창출

3. 양손잡이 R&D

전략

- 현재의 경영자원/기술뿐 아니라 미래를 위한 기술/자원투자

- 빠른 기술과 경쟁환경 변화 속에서 변화를 기회로 전환

- 새로운 기술에 적합한 차별화된 조직의 운영

- 이엘케이는 터치패널의 낮은 매출 비중에도 불구하고 터치스크린 패널 선행개발

및 공격적인 설비투자를 실행하였고, 신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한국생명공학연구

원으로부터 인삼재배 관련 바이오 기술이전

- 실리콘웍스는 충청광역경제권 선도산업지원단과 협력 하에 자동차용 반도체인

‘자동차용 스마트 파워 스위치 소자기술' 개발로 기술 다각화

4. 개방형 혁신전략

- 외부 연구개발의 적극 활용으로 시간 단축과 효율성 증대

- 비활용 내부 기술의 외부화로 수익창출

- 대학과 공공연구기관의 원천기술 확보

- 이엘케이는 한국생명공학연구원으로부터 인삼재배 관련 바이오 기술이전을 받아

개방형 혁신 촉진

- 아이디스는 지역대학과 산학협력체제를 구축, 공동연구와 인재육성에 협력

- 실리콘웍스는 지역대학들과 산학협력을 통해 우수인재 확보에 노력

- 나노신소재는 대학창업기업으로 대학과의 연구개발협력과 인재확보 노력 지속

- 골프존은 대학의 창업보육센터의 활용과 함께 지역대학과의 지속적인 공동연구로

신기술개발 촉진

장을 이루는 중요한 연결고리이다. 내적 자원이 부족

한 벤처기업에게 외부 연구개발능력을 적극 활용함으

로써 혁신의 시간 단축과 효율성 증대시킬 수 있다.

특히 대학과 공공연구기관과의 친밀한 협력관계는 원

천기술을 확보해 줄 수 있다. 사례조사의 모든 기업들

이 다양한 형태의 개방형 혁신전략을 통해서 대전지

역의 연구개발 인프라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특히, 나노신소재는 대학창업기업으로 대학과의 연

구개발협력과 인재확보 노력 지속하고 있으며, 골프존

은 대학의 창업보육센터의 활용으로 창업의 기반을 구

축하고 지역대학과의 지속적인 공동연구로 신기술개발

을 촉진하여 왔다. 이엘케이는 한국생명공학연구원으로

부터 인삼재배 관련 바이오 기술이전을 받아 새로운

사업 분야의 개척을 위한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있다.

VI. 결론

벤처기업은 기존산업의 성장을 견인할 뿐만 아니

라 새로운 산업을 창출하며 경제발전의 중요한 동력

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벤처창출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과 제도정비

가 이루어져 왔다. 하지만, 벤처기업이 탄생하여 중

견기업 또는 그 이상의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경우는

극소수에 머물고 있다. 새로이 만들어진 벤처기업이

중소기업으로 머물지 않고 도약적 성장을 이룩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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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창출의 본래 목적인 산업의 발전과 고품질의 고

용창출이 기대 될 수 있을 것이다.

도약형 벤처기업의 성공요인을 분석하고 있는 본

연구에서는 이론에 기초한 실증분석과 사례분석을

통한 이론도출 (Eisenhardt, 1989; Eisenhardt and

Graebner, 2007)의 두 가지의 방법론을 융합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대전지역을 기반으로 도약적

성장을 이룩한 벤처기업 5개사의 사례연구를 바탕으

로 벤처기업의 도약적 성장을 뒷받침 할 수 있는 네

가지 요인과 함께 이들이 어떻게 서로 연계되어 성

장을 이끌어 가는지에 대한 과정에 초점을 맞춰 분

석을 제시하고 있다.

기존문헌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벤처의 도약적 성

장의 배경에는 창업자가 가지는 1)기업가 정신의 지

속성, 성장의 기회를 제공하는 외적환경으로는 2)

해외시장의 개척과 국제화의 중요성을 논하였다. 나

아가, 아무리 기업가 정신이 강하고 외부 환경이 유

리하게 변할 지라도 이 기회를 실제적으로 활용 할

수 없다면 도약은 어려울 것이다. 본고에서는 사례

분석의 정성적 방법론을 통해서 도약벤처의 혁신전

략이 가지는 특징으로서 3) 양손잡이 R&D 전략과

4) 개방형 혁신전략의 중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도약적 성장요인을 도출하고자

하는 정성적 연구이다. 따라서 기존문헌이 제시하는

다른 성공요인들과 비교해 새로이 제시하는 요인이

가지는 상대적 중요성은 밝히지 못한 한계가 있다.

따라서 향후 계량적 분석을 통해서 새로이 제시된

설명변수의 통계적 유의성에 대한 실증분석과 함께

다른 요인들에 대한 상대적 중요성이 검토되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이 연구에서 제시한 내용은 도약을 설명하는

많은 요인의 일부에 불과하며 또 다른 요인을 조명

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한편, 이 연구

에서 제시한 성공적인 사례뿐만 아니라 잠재적 가능

성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한 기업들에 대한 비

교 연구도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것이다. 실패사례의

대조 연구는 성공요인의 부재가 가져오는 문제점을

확인 시켜 줄 뿐만 아니라, 도약을 방해하는 ‘장애

요인’에 대한 이해를 높여 줄 수 있을 것이다. 즉,

벤처기업의 성장의 장애요소를 해결하는 것 역시 도

약을 촉진하는 근간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벤처기업에 대한 연구활동과 정책적 관

심은 신규 벤처의 창출 자체에 관심이 집중되어 왔

다. 하지만 새로운 창출되는 벤처기업이 중견기업으

로, 나아가 대기업으로 성장하지 못한다면, 벤처는

벤처로 끝나고 말 것이다. 따라서 벤처의 도약적 성

장에 대한 보다 많은 연구와 이를 바탕으로 하는 새

로운 정책방안을 수립하기 위한 노력들이 본격적으

로 논의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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