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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ㄴ

Inaturbulentenvironment,itisimportantforafirmtoobtaincompetitivenessthroughacquiringnewtechnologiesandnew

knowledge.ManystudieshasshownthatR&Dhaspositiveeffectsoninnovationandperformance.However,thelimitationof

resourcesandresearch personnelforSMEsleadstotheneedsofcollaborationbetweengovernmentR&D andSMEs.The

quantitativeresultsofgovernmentR&D comesintheform ofpatentsorpublicationofpaperswhilethequalitativeresults

comesintheform ofcommercialization(revenueincreaseorcostreduction)oftheSMEsacquiringthetechnologythrough

technologytransfer.Koreangovernmentinvested16.9TrillionWonin2013andachievedremarkablequantitativeresultsbutthe

qualitativeresultsarestillyettobeimproved.Thetechnologytransferratein2011was26.0% whilethesuccessrateof

commercializationofthetransferredtechnologyisonly23.6%.Thereforeitismeaningfultostudythesuccessfactorsofthe

technologycommercializationinKorea.Inthisstudy,acaseoftechnologycommercializationbetweenETRIandInitechis

studied.Initechwasaventurefirmwhichstartedin1997with2employeesandaftertransferoftechnologyfromETRIin1999,

ithasgrowntoafirmof238employees.Inthisstudy,Jolly’scommercializationmodelwasusedtoanalyzethesuccessfactors

ofthecommercialization.Itwasshownthatfourmainfactorsthatleadstothesuccessare(1)mobilizinginterestand

endorsementthroughcustomerorientedR&DbyETRI,(2)mobilizingresourcesfordemonstrationthroughsystematictechnology

commercializationprocessbyETRI,(3)mobilizingmarketconstitutentsthroughgovernmentstandardizationthatleadstothe

reliabilityoftheparticipants,and(4)mobilizingcomplementaryassetsfordeliverybymanagementstrategiesofInitech

Keywords:GovernmentR&D,TechnologyCommercialization,TechnologyTransfer,Standardization,PKI

Ⅰ.서 론†

세계 주요 국가들은 정부차원의 연구개발(R&D)투

자확 와 과학기술분야 경쟁력 확보를 한 치열한 

본 논문은 2013년 (사)한국지식경 학회 춘계학술 회 사례

공모 에 선정된 연구로,수정․보완을 거쳐 게재되었음

†교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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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을 개하고 있다. 격한 기술의 발 과 시장에

서 제품  서비스의 경쟁이 심화되는 치열한 경쟁 

환경에서 기업은 경쟁력을 확보하기 해 R&D투자를 

통한 많은 새로운 기술이나 지식을 획득해야 한다.

기존의 미시경제학 이론은 민간기업의 R&D투자로 

창출되는 제품 신(productinnovation) 는 공정 신

(processinnovation)의 결과들이 특허권 등의 제도를 

통해 부분 으로 유성(appropriability)을 갖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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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개별기업의 최 과 사회  최  사이의 격차,즉 

시장실패가 발생할 수 있는데,정부는 R&D지원을 통

해 신활동을 유발하고 그 결과물을 리함으로써 

이러한 시장실패를 조정ㆍ해소 할 수 있다고 설명 

한다 (Arrow,1962;Ebersberger,2004).특히 소기업

은 보유한 기술이나 지식,인력 등이 부족하고 내부

으로 연구개발(R&D)을 수행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

문에(Kaufmann&Todtling,2002),정부 R&D의 지원 

 외부 기 들과의 극 인 개방형 연구개발(R&D)

력이 필요하다.

한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는 다양한 요소가 있는

데 양동우 (2006)는 소벤처기업의 기업성과에 향

을 미치는 요소는 기술성,경제성  생산성임을 증

명하 고,이경주,최종인 (2012)는 소벤처기업의 

도약  성장 배경에는 창업자가 가지는 기업가 정신

의지속성과 성장의 기회를 제공하는 외 환경의 요

성을 강조하 다. 한 최석 ,박종찬 (2012)는 기업

간 력이 기업경쟁력 향상에 정 인 향을 미치

며,권순재 등 (2006)은 지식경 활동을 구성하는 지

식의 생성,지식축 ,지식공유  지식활용이 직원의 

업무 효율성을 향상시켜 기업 경쟁력을 강화함을 증

명하 다.

우리나라 정부의 R&D투자규모는 2012년도 15조 

9,727억원에 이어,2013년도에는 년 비 5.3%증가

한 16조 8,744억원 규모로 정부 재정지출의 4.9%를 

차지하고 있으며,민간투자를 포함한 총 R&D투자는 

2012년도에 49조 8,904억원으로 세계 8 ,GDP 비 

R&D투자비 은 4.03%로 세계 2  수 에 이르 다.

R&D성과는 특허,논문 등 R&D과제 수행 직후 

산출되는 기술  성과인 ‘1차  성과(양 성과)’와 이

러한 기술  성과의 활용으로 인한 기업의 매출증가,

비용 감 등 ‘2차  성과(질 성과)’라 할 수 있는 경

제 사회  성과로 구분할 수 있다.우리나라 정부 

R&D의 ‘1차  성과’인 논문과 특허는 꾸 히 증가추

세를 보이고 있으나†,‘2차  성과’인 경제사회  성

† 과학기술통계서비스 (NITS)에 따르면,우리나라 과학기

술논문 발표 건수는 2008년 35,662건에서 2011년 44,718건으

과,즉 개발된 기술을 활용한 기업의 매출증가에 

한 질  성과는 양 인 증가세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

는 실정이다.우리나라의 공공연구기 (출연연구소 

 학)의 기술이 율  기술사업화 성공률을 살펴

보면,2011년도 기술이 율은 26.0%,이 된 기술의 

사업화 성공율은 23.6%에 불과하여 (이성기,김범태,

이성용 &김한 ,2012)막 한 자 이 투자된 연구

개발결과가 장에 용(공정 신에 반  는 상품

화로 연결)되지 못하고 사장됨으로써 국가차원에서의 

커다란 손실을 야기하고 있다.

이러한 실에 한 인식을 기반으로 공공 R&D결

과의 시장 확산성과가 조한 원인의 도출  정책 

반 을 한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으며,R&D

성과의 사업화 성공률을 높이기 한 방법론으로 시

장 심 인 R&D기획의 확 , 소기업을 지원하기 

한 사업의 확 ,기술 융의 확 , 동연구의 확

,기술사업화 방식의 다양화,기술사업화 문인력 

 조직의 확 ,기술가치평가제도의 정착,기술이  

후속지원의 확  등 다양한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김찬호,고창룡,&설성수,2012;이윤 ,2008;정동

덕 &함연주,2011;황남구,오 호,&김경진,2010).

최근 정부에서 발표한 창조경제의 실 계획  주요 

추진과제로 ‘산.학.연.지역 력으로 기술사업화 강화’

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이를 통하여 R&D투자가 사

업화로 연결되고,산학연의 력이 강화되어 출연연

이 소기업과 지역경제의 버 목이 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2013).

기술사업화의 성공요인에 한 연구는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지만,아직 정부 R&D결과물의 사업화 

성과는 선진국 비 낮은 실정이다.따라서 소기업

이 국가정책 인 정부지원과 력을 기반으로 사업화

에 성공하고 지속 인 성장을 보여주는 성공사례를 

통해 소기업의 지속성장을 한 기업과 정부의 

력모델을 제시하고 지식경 의 가능성을 분석하는 것

이 매우 필요한 시 이다.이에 본 연구는 국내에서 

로 증가하 고,특허출원은 2008년 170,632건에서 2012년 

188,915건으로 꾸 히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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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학교의 기술이 로세스 (Friedman& Silberman,2003)

소기업 기술이 과 사업화를 체계 으로 진행하고 

있는 한국 자통신연구원(ETRI)의 R&D기술을 통한 

소기업 사업화 지원의 성공사례를 집 으로 연구

하고 소기업 사업화의 성공요인을 도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Jolly(1997)의 기술사업화 모형을 

기반으로,기술개발 단계부터 상용화 단계까지에 이

르는 기술사업화 과정에서 기술의 가치를 증 시키는 

일련의 단계 활동에서 정부,출연연구원  기업의 

역할을 분석하고 각 단계 사이를 연결하는 이

(Bridges)과정에서 본 사례에서 얻을 수 있는 시사

을 제시하 다.

본 연구의 결과는 기술사업화 추진 주체들이 사업

화 장에서 용할 수 있는 방법론을 개발하는 과정

뿐만 아니라 사업화 생태계 조성을 통해 R&D성과

의 시장 확산을 진하고자 하는 정부의 정책 수립과

정에도 유용한 시사 을 제공하고자 한다.이에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제2장에서는 공

공연구기 의 기술이   기술사업화에 한 선행연

구들을 살펴보고,제3장에서는 사례연구를 한 연구

모형  사례의 연구결과를 제시하 고,마지막 제 4

장에서는 연구의 결론,시사   한계  등을 정리

하 다.

Ⅱ.기존문헌 연구

1.기술이 과정에 한 연구

이제까지 기술이  (TechnologyTransfer)의 개념

에 한 정의가 여러 학자들에 의해 제시되어 왔다.

표 인 기술이 에 한 정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Souder&Padmanabhan(1989)는 기술이 을 "특정 

조직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을  다른 조직에 용하

기 해서 기술에 한 통제권을 조직 간에 체계 으

로 넘겨주기 한 사람과 사람간의 이 제되는 

리 과정"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Winebrake(1992)는 기술이 을 "특정기 에서 특

정목 으로 개발된 특정분야의 기술,지식 는 정보

가 다른 조직의 다른 분야에 다른 목 으로 용되는 

응용되는 과정"으로 정의하고 있다.

한 Roessner(2000)는 기술 이 이란 어느 한 기

으로부터 다른 기 으로의 노하우,지식,기술이 

해져 가는 것이라고 정의하 다.

한편 Friedman&Silberman(2003)은 학교에 

을 맞추어 <그림 1>과 같이 기술이  과정을 정의하

는데, 학교의 발명이나 지 재산이 기업과 같은 

리단체에 라이센스 혹은 양도되어 상업화되는 과정

을 공공연구기 의 기술이 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기술이 의 용어  연구는 학문분야에 따라 다르

게 사용되고 있는데, 경제학자들은 기술 생 

(TechnologySpinoffs),기술  (TechnologySpillover),

기술제휴 (TechnologyFusion)등 다양한 용어를 사용

하여 기술이 을 생산과 생산 메커니즘에 계되는 

변수들과 지식의 특성에 을 맞추고 있다.인류학

자들은 문화 변화의 맥락에서 기술이 이라는 용어보

다는 기술확산(Technology Diffusion)이나 기술채택

(TechnologyAdoption)이라는 용어를 주로 사용하고 

있으며,경 학자들은 조직이론의 에서 기술이

과 략을 연결시켜 분석하여 기술개발이나 기술이

이 기업성과에 어떤 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 있다.

따라서 기술경 학자들은 기술사업화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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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기술이 정의

구 분 정 의

Teece(1998) 지식을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로 변형하는 제단계

Souder&Padmanabhan(1989) 한쪽이 소유하고 있는 기술이 다른 쪽에 채택되도록 이동하는 과정

Camp&Sexton(1992) 기술  지식의 이 ,잠재사용자에게 연구결과를 달하는 과정

Winebrake(1992)
특정한 기 이 특정기 에서 연구 개발된 기술,지식,정보가 다른 

기 의 다른 분야에 다른 목 으로 용되고 응용하는 과정

Seaton&Cordey-Hayes(1993)
학술  연구개발에서 일반 .효과 인 응용에 이르는 아이디어,지식,

제품의 이 을 통한 기술 신의 진과정

Zhao&Reisman(1992) 제공자와 도입자간에 기업의 특수한 기술  노하우를 교환하는 과정

Friedman&Silberman(2003)
공공연구기 의 발명이나 지 재산이 기업과 같은 리단체에 라이센스 

혹은 양도되어 상업화되는 과정

기술의 이   사업화 진에 

한 법률(2009)

기술이 양도,실시권 허락,기술지도,공동연구,합작투자 는 

인수ㆍ합병 등의 방법을 통하여 기술보유자로부터 그 외의 자에게 

이 되는 것

Commercialization)에 더 큰 심이 있다.한편,정책학

자들은 기술이 을 진하기 한 정부의 정책수단의 

효율성,형평성,특허정책과 기술이 간의 계  기

술이  성과간의 계 등의 측면에서 연구를 수행하

고 있다 (Zhao& Reisman,1992;임채윤 & 이윤 ,

2007).

우리나라에서는 2000년에 제정된 기술이 진법

에서 기술이 을 "특허법 등 련 법률에 의하여 등

록된 특허․실용신안․의장․반도체배치설계,기술이 

집 된 자본재․소 트웨어 등의 지 재산인 기술 

 디자인․기술정보 등이 양도․실시권허여․기술

지도 등의 방법을 통하여 기술보유자 (당해 기술을 

처분할 권한이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로부터 그 외의 

사람에게 이 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결국 좁은 의미의 기술이 이란 어떤 집단이나 제

도에 의해 발 된 체계 이고 생산 인 기술 련 지

식이 다른 집단이나 제도에 이 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으며,넓은 의미의 기술이 은 기술이 의 과정

을 거쳐 제품개발  생산까지 포 하는 기술사업화 

혹은 실용화 (TechnologyCommercialization)의 개념과 

동일시 될 수 있다.(임채윤 &이윤 ,2007)

2.기술사업화 과정에 한 연구

기술의 이   사업화 진에 한 법률 제2조에 

따르면,기술사업화란 기술을 이용하여 제품의 개발,

생산  매를 하거나 그 과정의 련 기술을 향상

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기술사업화와 유사한 

의미로 사용되는 상용화,실용화,산업화,기업화 등

의 개념은 연구자나 용분야의 특성에 따라 그 의미

가 조 씩 다를 수 있지만,공통 으로 ‘연구개발 성

과 혹은 기술의 용을 통한 가치창출의 활동과 그 

과정’의 의미로 해석되고,이러한 기술사업화는 산업

경쟁력 확보와 경제발 을 한 핵심  메커니즘으로 

리 인식되고 있다(박종복,2008)

Kumar&Jain(2002)는 기술사업화를 시장의 요구

사항을 만족시키기 해 제품을 최 화시키고,장비

나 시설을 통해 기술을 개선하고 가공하여 기술의 가

치를 올리는 것으로 보았다. 한 Jolly(1997)는 일련

의 신  연구개발 로세스를 심으로 사업화 성

공을 단하여,‘아이디어의 제안,R&D,시제품제작/시

장진입, 량생산  지속  성장으로 로세스의 

반을 수행하는 것’을 기술사업화의 성공으로 보았다.

한 Jolly(1997)는 기술사업화는 기술의 가치를 

증 시키는 일련의 단계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의미하

며,이를 신기술 가치 구축 5단계 과정으로 구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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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Jolly의 기술사업화 과정 (Jolly,1997)

는데, 기 사업화 단계부터 제품의 시장진입과 개선

단계에 이르는 기술사업화의 체 과정을 다루었다.

특히 Jolly의 기술사업화 이론은 각 단계 사이를 연결

하는 이(Bridges)과정의 역할과 요성을 강조하 다.

Jolly의 기술사업화 이론은 기술의 사업화 방법론

에 한 연구  표 인 이론의 하나로,'아래의 

그림'에서 도시한 바와 같이 “아이디어의 착상

(Imagining)”단계에서부터 “보육(Incubating)”,“시연

(Demonstrating)”,“진(Promoting)”단계를 거쳐 신기

술을 추가 으로 목하여 시장에서 오랜 기간 동안 

존속할 수 있도록 비하는 “지속(Sustaining)”단계 등 

기술사업화의 체 과정을 그룹화 하여 단계 으로 

기술사업화에 필요한 략을 제시하고 있다.

우선 5단계(Stage)를 구성하는 각 단계별 정의를 살

펴보면,"아이디어 착상"단계(1stStage)는 잠재  기

술  성과에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시장기회와 

목시키는 단계로 정의(아이디어 자체에 한 구체

화)될 수 있으며,"보육"단계(2ndStage)는 착상된 아

이디어의 사업화 가능성에 해 시장과 기술  측면

에서 구체화시켜 나가는 단계이다. 한,"시연"단계

(3rdStage)는 신기술을 시장에서 매 가능한 제품 

는 공정으로 구 하는 단계로 정의될 수 있으며,"

진"단계(4thStage)는 신기술 제품의 시장진입에 따

른 시장수용성을 높이는 단계로, "지속"단계(5th

Stage)는 기술의 진부화 는 신규 시장진입자 등에 

의해 시장에서 퇴출되는 것을 방지하는 동시에 신기

술을 이용한 제품 는 공정이 시장과 고객에게 오랜 

기간 동안 가치 인식되고 경제  부가가치를 유지하

는 단계로 각각 정의될 수 있다.

즉 Jolly의 기술사업화 이론은 술한 5단계의 활

동을 통해 기술의 가치가 증 될 수 있다고 보며,이

를 해서는 기술  에서의 근뿐만 아니라 마

 등 경 인 활동도 필수 임을 제시하고 있다.

추가 으로 Jolly는 술한 5단계(Stage)의 개를 지

원하는 4개의 연결과정(Bridge)을 별도로 구분하여 제

시하고 있는 데,4개의 연결과정(Bridge)은 각 단계별

(Stage)로 기술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이해 계자의 지

원  련 필요자원의 동원으로 정의될 수 있다.4개

의 연결과정(Bridge)은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기술

의 가치가 증가(시를 통해 보다 구체 으로 언 하

자면,"아이디어 착상"단계에서 "보육"단계로 발 하게 

될 경우,착상 단계에 불과했던 아이디어가 구체 으

로 특정되고,특정된 아이디어가 기술  구  가능성 

 산업‧시장 환경과의 부합성에 한 단을 받고 

수정‧보완될 수 있을 정도로 명확하게 되며,이를 통

해 기술  가치가 증가하게 된다)하기 해 필요한 내

‧외부  자원의 축척과 조달이 필요함을 이야기 하고 

있으며,4개의 연결과정(Bridge)상의 활동여부가 곧 

기술사업화 각 단계의 실질  진행과 성공으로의 발

을 유도하는 것으로 이야기 하고 있다.

Jolly의 기술사업화 이론에서 4개의 연결과정

(Bridge)상에 개입하게 되는 이해 계자들은,5단계

(Stage)의 개에 따라 상이하다고 제하고 있는데,"

아이디어 착상"에서 "보육"단계로의 도약을 한 제1

연결과정(1stBridge,주변으로부터의 심과 인정의 

동원,Mobilizinginterestandendorsement)에서는 동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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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기술사업화 성공요인에 한 선행연구

자 성공요인

Lester(1998)
최고경 자의 헌신,조직구조  운  특성,매력 인 신제품 개념, 한 

벤처 의 구성,불확실성을 일 수 있는 로젝트 리

이 덕 (2004)
경 자의 지원/의지,사업화 자 조달 능력,기술상용화 사 경험,

기존기술(사업)과의 연계,신기술  제품 보호,신제품 기시장 보호

임채윤,이윤  (2007)
시장과 산업계의 수요를 반 한 기술기획,국제표 인증 노력과 ETRI의 체계화된 

기술이  시스템 등

주석정 etal.(2010)
최종소비자의 요청과 매를 고려한 기술개발,완성도 높은 기술의 이 ,

시장동향 악,지속 인 마  자문

황남구 etal.(2010)
학의 과학기술분야 연구비,특허 출원  등록 특허에 한 연구자 상 

보상제도, 학의 특허보유 건수

김병근 etal.(2011) R&D역량,기술사업화 력 계,연구기 의 사회  자본 등

연구 력자 등이 이해 계자가 될 것이며,"보육"단

계에서 "시연"단계로의 도약을 한 제2연결과정

(2ndBridge,시연을 한 자원의 동원,Mobilizing

resourcesforDemonstration)에서는 벤처캐피털리스트,

개발 력자,잠재 기술사용자 등이 이해 계자가 될 

것이라고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시연"단계에서 "진"단계로의 도약을 

한 제3연결과정(3rdBridge,시장화를 한 구성요소

의 동원,MobilizingMarketconstituents)에서는 잠재고

객,보완기술 제공자,제조 력자,사업 력자 등이 

이해 계자가 될 것이고,"진"단계에서 "지속"단계

로의 도약을 해서 필요한 제4연결단계(4thBridge,

시장 확   유지를 한 보완  자산의 동원,

MobilizingresourcesforDelivery)에서의 이해 계자는 

고객,최종 사용자,오피니언 리더,시장 구성원이 있으

며,이후 회사 경 진과 사업 력자 등이 "지속"단계의 

유지‧발 을 한 주요 이해 계자로 정의하고 있다.

3.기술사업화 성공요인에 한 연구

기술개발과 사업화 추진 주체가 동일한 민간 기업

의 경우,사업화 성공이란 착상단계에서의 아이디어

가 기술개발로 연결되고 개발된 기술이 제품이나 서

비스에 포함되어 시장 성과로 연결되는 것을 의미한

다 (Jolly,1997).그러나 기술개발에 역할이 집 된 

공공연구기 의 경우에는 개발된 기술이 수요기업으

로 이 되어 기술료 수입이 발생하면 1차 으로 사업

화에 성공했다고 단하며,2차 으로 이 된 기술이 

포함된 제품이나 서비스가 시장에서 매출을 발생시켜 

경상기술료 수입이 발생하면 2차 인 사업화(상용화)

가 성공한 것으로 단하는 것이 일반 이다.

사업화 성공,실패  애로요인에 한 연구는 기

술사업화 분야에서 가장 빈번하게 연구되고 있는 주

제이다.최근까지 많은 연구들이 기술사업화 성공요

인  애로요인에 한 연구를 수행하 으며,기술공

자의 시각,기술수요자의 시각,통합 인 시각에서 

성공  애로요인을 제시하고 있다.먼  Lester

(1998)는 사업화 성공의 요 요인으로 최고경 자의 

헌신(Seniormanagementcommitment),조직구조  

차(Organizationalstructureandprocesses),신제품 개념

의 매력성(Attractivenewproductconcepts), 한 벤

처 의 구성(Ventureteamswithappropriatestaffing

andresources),불확실성을 일 수 있는 로젝트 

리(Projectmanagementable to focuson reducing

uncertainties)등을 사업화 성공을 한 요인으로 제시

하 다.이 덕 (2004)은 사업화 성공요인을 기술사용

자,기술개발자,기술,환경의 측면에서 분석하면서 

경 자의 지원의지,사업화 자 조달 능력,기술상용

화 경험,기존기술(사업)과의 연계,신기술  제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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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신제품 기시장 보호 여부가 요함을 밝혔다.

한 임채윤과 이윤  (2007)은 시장과 산업계의 

수요를 반 한 기술기획,국제표 인증 노력과 ETRI

의 체계화된 기술이  시스템을 사업화 성공요인으로 

분석하 으며,주석정,홍순구와 박순형 (2010)은 사

업화 성공의 요인으로 최종소비자의 요청과 매를 

고려한 기술개발,완성도 높은 기술의 이 ,개발 기

간  시장동향 악 노력,지속 인 마  자문 등

을 강조하 다. 한 김병근,조 정과 옥주  (2011)

은 R&D역량,기술사업화 력 계,연구기 의 사회

 자본 등이 공공연구기 의 기술사업화 성과에 유

의한 향을 미친다고 주장하 다.황남구 등 (2010)

은 학의 기술마  활동을 상으로 구조방정식을 

이용한 실증연구를 통해 학의 과학기술분야 연구

비,특허 출원  등록 특허에 한 연구자 상 보

상제도, 학의 특허보유 건수 등이 기술마  성공

에 향을 미친다고 주장하 다.

4.표 화의 효과에 한 연구

David&Greenstein(1990)은 표 을 다음 4가지로 

분류하 다. 첫째, 비지원  표 (unsponsored

standards)이다.이것은 고유의 심을 갖고 있는 발제

자를 확인할 수 없지만 공 으로는 이미 문서로써 잘 

정립되어 있는 일련의 기술명세들이다.둘째,지원  

표 (sponsoredstandards)이다.이것은 직·간 으로 

고유의 심을 갖고 있는 하나 이상의 발원기 이 공

자,사용자  민간의 력업체가 다른 기업들로 

하여  기술명세를 채택하도록 유도하는 경우의 표

이다.셋째,ANSI에 속한 기 들과 같은 자발  표

제정기  내부에서 표 이 제정되고 발행되는 경우이

다.넷째는 규제권을 갖고 있는 정부기 이 반포하는 

의무표 이다.첫째나 둘째는 시장 로세스에서 생

성되는 사실상의 표 (defactostandard)이라고 명명된

다.셋째와 넷째는 시장 로세스에 의해 향을 받기

는 하지만 원회  행정 차에서 나온다.이 양자

는 공  표 (dejurestandard)으로 명명된다.

이러한 표 의 경제  효과에 해서도 이미 여러 

연구가 진행되었다.Katz&Shapiro(1985,1986)는 네

트워크효과를 통해 표 을 최 로 채용한 기업들의 

지원효과와 기시장을 형성하는데 있어서 제조자들

에 의한 가격책정,그리고 최종 인 표 획득자의 핵

심역할은 향력을 확 시키는 것이라는 것을 입증한

바 있다.

Farrell&Saloner(1985a)는 밴드웨곤 효과와 타성

효과를 지 했는데 밴드웨곤 효과와 타성효과가 열등

한 기업의 성공을 도와주고 있으며 일단 형성된 표

은 비록 열등한 것이라도 변화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연구한 바 있다. 한 이들(1985b)은 표  때문에 형

성된 제품 다양성의 감소가 다양한 R&D활동을 수행

할 수 있도록 신체제(TotalInnovationSystem)에 

향을 미침으로써 어떻게 극복되는지를 연구하 다.

표 화의 가장 큰 효과는 호환성(Compatibility)이 

가져오는 네트워크 외부효과(networkexternality)라고 

할 수 있다.표 으로 인해 제품의 호환성이 이루어

지면 제품에서 오는 효용은 그 제품이 속해있는 다른 

사용자의 수에 의해 비례하여 증가하게 된다.(Arthur,

1996;Katz&Shapiro,1985;Marshall,2004)

Arthur(1996)는 하이테크 분야에 있어서 네트워크 

외부효과(networkexternality)가 수확체증을 가능  한

다는 을 들어 사실상의 표 (defactostandard)을 설

명하고 있으며  Grindley(1995)는 략  에서 

사실상의 표 을 분석하 다.

Hawkins,Mansell,&Skea(1995)는 정보통신과 환

경기술을 심으로 표 과 신경쟁이라는 에서

의 연구를 진행하 다.최근 들어 첨단기술분야의 기

술 신에 해 가장 한 향을 미치는 표 은 사

실상의 표 (de facto standard)인데 이는 경쟁

(pre-competitiveness)단계에서 사실상의 표 이 형성되

면 이에 따른 기업의 이익이 막 하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첨단기술 분야의 신기술 개발을 통한 사실

상의 표 을 획득하기 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는 특히 첨단 산업과 정보통신, 기 자 분야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한국산업기술진흥 회,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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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사례연구

1.사례개요 연구방법

1.1사례개요

본 연구에서는 국내벤처기업으로서 한국 자통신

연구원(ETRI)의 기술을 이 받아 성장 후 코스닥에 

상장한 기업  이니텍㈜의 사업화 성공사례를 분석

하 다.ETRI는 국내 ICT산업발 을 견인해온 국내 

최  출연연구원이며,이니텍㈜는 1997년 2명으로 시

작한 벤처기업으로 2001년 코스닥상장을 하여 2012년 

매출액 432억원,종업원 238명의 기업으로 성장하

다.본 사례는 정부와 기업간 력을 통한 기술이  

사업화 성공의 분석에 있어 크게 두 가지 의의가 있

다.첫째,ETRI는 체계 인 기술이   사업화 로

세스가 정립되어 있어 ETRI와 벤처기업간의 기술이

과 사업화 로세스를 분석함으로써 기술사업화가 

화두인  시 에서 산학연에 있는 담당자들에게 모

두 기술사업화 체계의 정립에 략 인 도움이 수 있

을 것으로 기 된다.둘째,2명으로 시작한 벤처기업

의 성장과정  당시 자상거래가 시작되던 시 에

서 정부의 기술표 화 역할을 분석함으로써 사업화 

성공요인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사례분석 상인 ETRI와 이니텍㈜의 소개는 다음과 

같다.ETRI는 1976년 설립 이래 자교환기(TDX),

고집  반도체(DRAM), 디지털이동통신시스템

(CDMA),휴 인터넷 WiBro,지상  DMB,그리고 4

세  이동통신시스템 LTE-Advanced등과 같은 세계 

최고,최  기술들을 탄생시키면서 로벌 IT연구기

으로서의 상을 확고히 하고 있었다.ETRI는 2004

년도에 우수 연구개발 결과물을 극 으로 산업체에 

이 하고 이를 상용화할 수 있도록 기술이 ,기술평

가, 소기업지원 업무를 총 하는 담기구인 ‘IT기

술이 본부(ITTransfer&EvaluationCenter:ITEC)’를 

신설하 다.ITEC은 2008년 기술사업화본부,2009년 

사업화본부로 명칭이 변경 으며,2010년에는 원장 

직할 부서로 확 ·개편돼 R&D기획부터 사업화까지

를 연계한 기술사업화 진 체계를 구축하고,이러한 

랫폼을 통해 소기업 기술지원,창업 활성화,연구

소기업 발굴,그리고 출자기업 지원 등 외지원사업

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체계 인 기술사업화 추진 

략에 따라 ETRI는 IP창출‧ 리‧활용,기술이  등

에 있어서 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표

특허 309건 확보,  국내특허보유건수 8,700여건,

해외특허보유건수 4,500여건으로 공공연구기   1

를 차지하고 있다. 한 2012년도에는 기술이  

368건을 통해 364억원의 기술료 수입을 창출하 다 

(ETRI내부자료,2012).

이니텍(주)는 1997년 의 한 오피스텔에서 설립

자인 권도균 표를 포함한 단 두 명의 인력으로 시

작하 다.1997년 설립 첫 해에 국내 처음으로 P̀KI

기반 시  확인 솔루션'을 개발,정통부의 우수 신기

술로 선정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PKI핵심기술을 

개발해왔다.그러나 기업설립 기에는 시장창출이 

되지 않아 매우 힘든 시기를 보내었다.1999년 당시 

시 은행들이 앞다퉈 인터넷뱅킹 시스템을 도입하기 

시작했으며,은행들은 사용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

는 수단을 찾게 고,이를 해결해  수 있는 최

의 솔루션으로 정부 주도로 PKI기반의 인증 표 화 

솔루션이 두되었다.1999년 서울 강남으로 사무실

을 옮긴 이니텍은 이 받은 기술을 기반으로 PKI기

반의 사용자 인증 솔루션과 자체 암호화 솔루션을 바

탕으로 극 인 업을 펼친 결과,신한은행과 제일

은행의 인터넷뱅킹에 필요한 보안 시스템 체를 통

합 구축하는 사업자로 선정 다.과거 8억∼9억원에 

그쳤던 매출은 2000년 68억원으로 폭 늘어났고,코

스닥에 등록한 2001년에는 105억원의 매출을 기록했

다.이니텍은 이 까지 심 제품이었던 PKI기반의 

인증과 암호화 솔루션에 이어 통합인증권한 리

(EAM: ExtranetAccessManagement)사업부를 별도

로 분리해 솔루션 개발에 노력하면서 안정 인 성장

을 하고 있다 ("창립 7주년 이니텍,"2004.6.15.).2001

년 코스닥에 상장하여 2012년 매출액 432억원,종업

원 238명으로 성장하 으며,보안기술 에서도 공개



핵심표 기술의 기술이 사업화를 통한 기업성장 신산업 창출 사례연구

2013.12. 23

[그림 3]연구모형 (Sung,2009)

[표 3]본 연구에서 용한 사례연구 설계검증 방법 (Yin,2009)

구분 사례연구방법 본연구의 용방법
구성타당성

(Construct

Validity)

� 다양한 자료원 사용

� 사례연구 정보 제공자 확보

내부자료,기술개발 핵심실무자 인터뷰,기업의 핵심 리자 

인터뷰, 자메일 질의,신문기사,기업정보 보고서 활용

내 타당성

(InternalValidity)
� 인과 계설명

선행연구에서 검증된 주요 요인과 연구모형을 활용하여 

기술사업화 사례  성공요인 검증

외 타당성

(ExternalValidity)
� 선행연구이론 용

기술사업화,표 화,기술이 에 한 선행 연구이론을 본 

사례에 용함

신뢰성

(Reliability)
� 사례연구 로토콜 사용

이미 검증된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하 으므로 동일한 

연구를 반복하여도 같은 결과로 제시될 것으로 단됨

키기반구조(PKI)기술을 바탕으로 하는 보안 인증솔

루션 분야에서는 자동차SK텔 콤국민은행정

보통신부 등 국내 표 인 기업과 융업체,공기

이 이 회사의 PKI솔루션을 사용할 정도로 최고의 

입지를 다졌다.

1.2사례연구방법

연구에 필요한 데이터는 핵심 담당자와의 인터뷰,

련 내부 문서,인터넷 기사  보고서에 한 검토를 

통해 수집하 다.인터뷰는 당시 PKI개발 과정에 주도

으로 참여한 ETRI개발부서의 핵심 실무자를 상으

로 실시하 다.이니텍의 담당자와의 인터뷰는 기 기

술이 이 상당기간 지났고,변화가 빠른 IT기업에서 당

시 담당자가 퇴사하여 재 련 기술의 주요 리자를 

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하 다.인터뷰는 2013년 9월부

터 10월 동안 진행되었으며,면담 시 질문하지 못한 내

용과 구체 인 사항들은 추후 자메일을 통해 달받

았다.본 사례연구는 보편  타당성과 신뢰성을 객

으로 확보하기 해 Yin(2009)이 제시한 사례연구 방

법론을 용하 으며 <표 3>에 정리하 다.

2.연구모형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Jolly의 사업

화 연구모형을 활용하여 사례분석을 하 다.Jolly의 

기술사업화 이론에서는 기술사업화 성공을 해서 모

형에서 제시한 5개의 단계로 지연 없이 이어지는 것

이 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5개의 단계를 연

결하는 4개의 연결과정에서 발생하는 장애요인을 각

각 이해 차이(Interestgap),기술이  차이(technology

transfergap),시장이  차이(markettransfergap)  확

산 차이(diffusiongap)으로 정의하 다.본 사례연구를 

통하여 5개의 단계별로 진행된 사례를 분석하고,4개

의 사업화 장애물을 극복한 사업화 성공요인을 제시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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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천명)

[그림 4]연도별 국내 인터넷 이용자수

(한국인터넷정보센터,2001)

3.연구결과

3.1아이디어 착상단계 (Imaging)

90년 말,인터넷기업들이 주목을 받으며 벤처 열

풍이 불기 시작하면서 인터넷을 이용하는 인구가 폭

발 으로 증가하 다.한국인터넷 정보센터에 의하면 

우리나라 인터넷 이용자수는 1994년 14만명에서 증

하여 2001년 6월까지 2,200만명으로 기하 수 으로 

증가하 다.

이에 따라 자상거래 시장도 하나의 유행처럼 확

산되어 많은 이들이 이용  활용하고 있었다. 자상

거래라는 개념은 1989년 미국 국방성이 구매,조달 

로젝트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처음 사용되었으며,1993

년 미국 연방정부의 구매,조달 로그램에서 처음으

로 채택되면서 확산되었다.당 에는 인터넷과는 무

하게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종이없는 사무실 환경

을 마련하기 해 제안되었는데,1993년 월드와이드웹 

기술의 출 으로 인터넷이 화,확산됨으로써 자

상거래에 인터넷이 활용되어 기업간 거래뿐만 아니라 

기업과 개인간의 거래로 그 용범 가 확 되었다.

당시 비자인터내셔 이 발표한 시장규모는 기업간 

자상거래(BtoB)는 세계 으로 2003년에 1조달

러를 과하고,기업과 개인간의 자상거래(BtoC)

는 2002년에 세계 으로 1천억달러에 다를 것으로 

측하 다. 한 우리나라의 자상거래 규모는 

1998년 3.5억 달러에서 2003년에는 96.1억달러로 성

장하여 세계 9  시장이 될 것으로 측하 다.(박

인규,1999)

우리나라에서도 자상거래 시장의 증에 응하

기 하여 1997년 7월 외경제조정실무 원회의 회

의결과에 따라 당시 산업자원부가 주 부처가 되어 

계부처,업계,학계,연구기  등 문가가 참여하

는 의체를 구성하여 국내외 자상거래에 한 논

의  응 정책을 수립하 다.이에 1999년 1월에는 

자상거래의 원칙과 기본 인 틀을 규정한 자거래

기본법을 제정하 다.

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 기술 련  인터넷서비스 

총  부서로서 주로 기술과 안  등에 한 정책을 

총 하 고 1999년 1월에 자서명법을 제정하 으

며,1999년 7월 자상거래에 참여하는 거래상 방의 

신원을 확인,증명해주는 공인 인증기 을 설립하

다. 자상거래는 기업의 기 정보,개인신상정보 등

이 교환되므로 특히 보안에 한 보장이 실하다.

따라서 거래 당사자간의 인증,기 성(신용카드번호,

계좌번호,비 번호 등의 노출방지),무결성 (Integrity:

달정보, 문서의 변조, 조 방지), 부인방지 

(non-repudiation: 달받거나 송한 정보,메시지에 

한 번복  부인 방지)등 보안에 한 원칙의 

수가 필요하다.이를 해서 비 키 암호화(거래상

방과 각각 다른 비 열쇠코드를 갖고 거래하는 방식),

공개키 암호화(서로 다른 두 개의 열쇠코드를 갖고 

이  한 개를 공개하는 방식)등의 암호화 기술과 

자서명(공개키 방식을 써 본인 인증과 거래내용에 

한 변경 등을 방지)을 활용할 수 있는 공개키기반구

조(PKI:PublicKeyInfrastructure)의 필요성이 두되

었다.

3.2.보육단계 (Incubating)

90년  말부터 인터넷의 활성화에 따라 자상거

래상의 정보보호를 해서 공개키기반구조(PKI)에 

한 연구가 진행되었다.공개키기반구조는 정보처리시

스템  정보통신시스템의 안 성과 신뢰성을 제공하

기 한 요한 기반 기술로써,사용자에게 특정 클

라이언트의 공개키에 한 무결성과 인증성을 제공하

기 한 기술이다.여기서 무결성은 공개키의 내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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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전 통신연 원
한 전 통신연 원

금 결제원
금 결제원

한 전산주식회사
한 전산주식회사

정보보호센터
한 정보보호센터

공 기

평가기 제시

사항제시

[그림 5]연구개발 추진체계

[표 4]기술개발 추진 략 추진방법

추진 략 추진 방법

인증서버 개발 경험의 

최 한 활용

� 한국 자통신연구원이 1995년부터 시작한 인증서버 개발의 경험을 최 한 

활용하도록 경험 인력의 투입

� 개발한 인증 서버의 단   보완사항을 본 과제에 반 하여 개발 기간의 단축 

 수정 보완 사항 최소화

인증 시스템 운  

경험의 활용

� 증권 분야의 인증서버 운용시에 발생한 문제 을 증권 산 운  

경험자들로부터 수렴하여 실용화시의 문제  최소화

� 한국통신 연구시에 개발한 인증 서버의 실용화시(국방분야,국민연 )문제 을 

분석하여 반

융  증권 분야의 

사용자 환경 요구사항 

반

� 융  증권 분야에서 인증서를 이용한 업무의 성격  특성을 최 한 

악하여 인증서 로 일 생성시에 반 .

� 응용 분야의 성격에 따라 폐기목록 검증 방법 다양화 연구

정보보호 유  

기 과의 연계

� 공인 인증기  평가 련하여 기술  애로 사항들에 하여 정보보호센터와 

사  의

� 키 리용 인증서 부분을 련 기 과의 의를 통하여 련 기  의견 반

변경되지 않았음을 확인하며,인증성은 공개키가 특

정 사용자의 진정한 소유임을 확인한다.공개키기반

구조는 기본 으로 암호시스템  서명시스템에서 요

구되는 사용자 공개키의 무결성을 보장하기 하여 

인증기 에 의하여 발행되는 인증서에 바탕을 두고 

있다.따라서 공개키 기반구조는 고객에게 인증서를 

발행하고,발행된 인증서를 신뢰 당사자에게 분배하

며,발행된 인증서를 취소하고,인증서취소목록(CRL:

CertificateRevocationList)을 발행하며,인증서와 인증

서취소목록을 공개하고,신뢰의 확장을 하여 인증

기 간의 상호 인증서를 발행하는 기능 등을 수행하

기 한 정보보호 서비스 제공을 한 기반기술이다.

(염흥열,2002)

1990년말 해외 국가들의 경우 PKI는 정부차원에서 

연구개발이 시작되었으며 일부 업체에서 PKI제품군

을 출시하 다.미국의 경우 정부차원에서 PKI인 

FPKI(FederalPKI)를 구축하 다.캐나다의 경우 GOC

PKI를 구축하 으며,연방 정부 각 부처들로 구성된 

PKI추진 을 주축으로 진행하 다.유럽에서는 유럽

체를 하나의 공개키 기반시스템으로 묶기 한 시

도로 ICE-TEL[7]PKI를 구축하고 있다.일반 업체로

는 Entrust와 CyberTrust에서 PKI제품군을 개발하고 

있으며 Verisign사의 경우에는 인증기 업무를 행해

주었다.

1999년 당시 국내에서는 보 인 단계의 연구가 

진행되고 있었으며,일부 업체에서 인증기 을 운용

할 수 있는 인증서버 주의 제품을 출시하고 있었

다.이들 제품은 인터넷 쇼핑몰,인터넷 뱅킹,사이버 

증권 등에서 사용되고 있었다.그러나 다양한 PKI컴

포 트와 로토콜의 지원이 미약해 반 인 PKI로

서의 기능 제공이 미흡하 다.

ETRI에서는 1995년부터 인증서버 개발을 진행하고 

있었으며,당시 시장의 요구사항에 부응하여 아래의 

추진체계로 정보통신부의 R&D과제(융망 보안 책 

 인증서버 개발)를 제안하여 3년간 수행하 다.

<표 4>에서 서술하 듯이,기술개발의 구체 인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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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ETRI의 기술사업화 진 로그램 체계

진 략으로는 (1)인증서버 개발 경험의 최 한 활용,

(2)인증 시스템 운  경험의 활용,(3) 융  증권 

분야의 사용자 환경 요구사항 반 ,(4)정보보호 유

 기 과의 연계로 진행하 다.

본 기술개발에서 가장 으로 다루었던 것은 

수요자지향형 연구기획  개발을 수행하는 것이었

다.<그림 5>의 연구개발 추진체계에서 보듯이,본 

기술은 잠재수요고객(융결재원,한국증권 산주식

회사,한국정보보호센터)을 확보한 상태에서 고객의 

요구사항을 극 반 하여 기술개발을 진행하 다.

3.3구 단계 (Demonstrating)

ETRI는 정부출연연구원으로서 정부R&D수행 후,

소기업에 기술이  시 투입연구비 매우 렴한 

액으로 기술 이 료를 책정하고 있다.이는 자 력 

 개발력이 부족한 소벤처기업이 출연연구원의 우

수한 기술을 렴한 비용으로 이  후,사업화 성공

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취지이다.

한 ETRI는 개발한 기술과 R&D과정에서 획득한 

특허 등 지식재산이 기업에게 원활하게 이 되고,이

된 지식재산이 기업의 기술 신 과정을 통해 상용

화됨으로써 지식재산의 가치가 극 화 될 수 있도록 

다양한 기업 지원 로그램을 운 하고 있다.ETRI가 

시행하고 있는 기업지원 로그램은 기술이 기업을 

지원하기 한 로그램과 일반 인 소기업을 지원

하기 한 로그램으로 구분할 수 있다.먼  ETRI

기술을 이 해간 기업의 사업화 활동을 지원하기 

한 로그램으로는 ETRI기술과 시장에서 요구하는 

기술 간의 차이를 극복하기 한 추가기술개발 사업 

지원 로그램,기술이  기업에 한 기술 수  

기술지도 로그램,그리고 기술이  기업에게 ETRI

연구진을 직  견하여 상용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상용화 장 지원 연구 등을 들 수 있다. 한 소기

업의 견기업화를 지원하기 한 로그램으로는 기

술인재 지원 사업,기술도우미 상담센터 운 ,연구원 

공통인 라 지원 사업,그리고 기술 고제 등을 들 

수 있다.ETRI의 표 인 기술사업화 진 로그램

은 다음과 같다.(박호 ,남지수 &손익수,2013)

(1)기술 고제

ETRI기술 고제란 ETRI에서 개발 인 기술의 개

요, 상 결과물,우수성,시장성  기 효과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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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사 에 수요처인 기업에게 고하는 제도로서,

출연연구소 최 로 시행하고 있는 표 인 사업화 

진 로그램이다.ETRI기술 고제는 개발 인 기

술에 한 개요를 단순히 알려주는 데에 목 이 있는 

것이 아니라,기술사업화 주체인 기업이 ETRI가 개발 

인 기술을 극 으로 활용하여 기술 개발 계획을 

수립하고,기술 개발 완료 이 에 사업화 계획을 수

립하도록 유도함으로써 궁극 으로 기업의 사업화 성

공을 견인하고 한 공공 재원이 투입된 기술의 시장 

가치를 향상시키는 것을 목 으로 하고 있다.

(2)수요 보제

수요 보제는 연구개발 기획과정에 기업의 개발 요

구사항을 반 하기 한 제도로서,매년 IT분야 소

기업을 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개발요구 기술 

 사양에 한 정보를 수집하여 연구개발 부서에 

달함으로써 수요자 심의 R&D기획을 지원하고 있다.

(3)추가기술개발사업

기업이 ETRI기술을 이 하여 사업화하는 과정에

서 독자 으로 개발하기 어려운 기술  장벽을 극복

할 수 있도록 ETRI의 연구 개발자가 직  필요 기술

의 개발을 지원함으로써 기업의 사업화 활동을 도와

주기 한 로그램이다.

(4)기술 수  기술지도

기술 수  기술지도 로그램은,ETRI기술을 

이  받은 소기업이 겪게 되는 기술이  과정이나 

후의 기술  문제와 사업화 련 문제의 해결을 지원

하기 한 로그램이다. 재 ETRI사업화본부는 기

술이  기업이 기술이  후 어떠한 문제를 겪고 있는

지를 악하기 해 이 업체 장을 방문하여 업체

의 요구사항을 청취하고 문제 해결을 지원하기 한 

“기술이  A/S 담 코디네이터”제도와 기술분야별 

문 상담 컨설  서비스와 기술이  련 onestop

서비스를 제공하기 한 “ETRI기술도우미 상담센터”

를 운 하고 있다.

(5)상용화 장지원연구

상용화 장지원 연구는 ETRI기술을 이 해간 기

업의 사업화를 지원하기 해 ETRI연구인력을 기업

에 견하여 기업의 기술상용화 노력을 지원함으로

써,ETRI기술의 완성도를 제고하고 궁극 으로 상용

화 성공률을 높이기 한 제도이다.

(6)기술이  A/S  애로기술지원사업

기술이  A/S는 ETRI기술을 이 해간 소기업이 

기술활용 에 직면한 기술 인 문제의 해결을 지원

해 주기 한 로그램이며,애로기술지원사업은 

소기업이 기술개발 과정에서 직면하게 되는 애로기술

을 해당 분야 문가들의 집 인 기술 지도를 통해 

해소하기 한 로그램이다.

(7)공통서비스인 라활용지원

공통서비스인 라 지원 사업은 ETRI가 보유한 장

비,시험시설 에서 공동 활용이 가능한 부분을 

소기업이 제품개발  사업화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

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8)기술인재 지원사업

기술인재 지원 사업은 소·견기업의 기술 신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해,ETRI가 석·박사  고  

연구 인력을 선발하여 소기업에 견하는 로그램

이다.

ETRI는 1995년부터 공인인증서버 개발을 추진하

고,당시 산업기반이 취약했던 정보보호 기반 응용시

스템의 확산과 자상거래 활성화를 해 1999년부터 

정보통신부의 표 기술 기반의 "융망 보안 책  

인증서버 개발"등 PKI서버  클라이언트 개발과

제를 수행하 으며,1999년12월 이니텍㈜에 "인증서

처리 로토콜  검증기술"을 이 하 다.이 과정

에서는 개발된 기술의 기술설명회,교육,세미나 등 

기술홍보와 마 을 통하여 여러 잠재고객을 발굴․

기술이 을 추진하 다.총 14개 소기업에게 통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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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우리나라 공인인증서 발 추이

종류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서버 38 228 384 634 697 697 923 1,047

개인 18,470 1,293,850 4,376,203 7,088,509 8,724,889 10,140,241 13,348,604 15,881,954

법인 8,337 207,457 557,556 735,225 772,333 859,135 1,025,461 1,272,332

합 계 26,845 1,501,535 4,934,143 7,824,368 9,497,919 11,000,073 14,374,988 17,155,333

출처:국가정보보호백서,정보통신부(2007)

실시권을 허여하여 표 기술을 극 보 하고 련 

산업의 성장을 진하는데 기여하 다.기술이  후 

ETRI연구원 7명이 이니텍(주)이 자체 인 인증서 기

반시스템과 응용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기술 수

교육과 기술개발을 수시로 지원하 다 (ETRI내부자

료).따라서 본 사례에서의 추진과정을 통해 공공연

구기 의 기술이 소벤처기업으로 이 되고,이 된 

기술이 상용화 제품으로 출시되기 해서는 기술이

을 한 다양한 마  활동 뿐만 아니라 사후  기

술 수 교육과 기술개발을 지원 하는 주기 인 사

업화 체계가 필요한 것을 알 수 있다.

3.4 진단계 (Promoting)

1999년 7월 정부는 자서명법 시행으로 정보통신

망을 통한 비 면 자문서의 교환, 자상거래의 안

  신뢰성 확보를 한 국가차원의 자서명인증

체계를 마련하 다. 자서명법에 의해 국내 자서

명인증체계에서는 정보통신부가 공인인증기 에 한 

정책,감독 기 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한국정보

보호진흥원내 자서명인증 리센터가 RootCA의 역

할을 담당하 다.국내 공인인증체계에서 자서명법

의 시행은 자서명에 법  인감과 동일한 효력을 부

여하고 RootCA  공인인증기 이 인증업무를 안

하게 수행하도록 하여 사용자는 법  효력을 가진 

자서명을 이용해 안 ,신뢰성 있는 PKI서비스를 제

공받을 수 있게 되었다.국내 PKI체계에서는 사용자

에 한 인증업무를 수행하기 해서 RootCA로부터 

실질심사를 거친 공인인증기 을 지정하여 운 하도

록 하 으며, 자서명법에 의거 공인인증기 으로 

지정된 곳은 한국정보인증㈜,한국증권 산㈜, 융결

제원,한국 산원,한국 자인증㈜으로 모두 5곳이다.

한 국내 자서명 인증서 로 일을 표 화하

여 모든 국내 PKI사용자가 공인인증기 에서 발

받은 하나의 인증서만으로 국내 모든 PKI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하도록 했다.이에 따른 공인인증기

간 상호연동을 한 기술 규격 (TTAS.KO-12.0004,

1999)이 제정되었으며 이 기술규격의 내용은 인증서 

규격,인증서 리,인증서 검증 방식,디 토리 서버

에 한 사항으로 나  수 있다.(이원철,이재일 &

이홍섭,2002)

1999년 자서명법 제정 후,공인인증서의 활성화

가 이루어 졌다..우리나라에서 2000년 공인인증서비

스를 시작한 이래,2007년 12월 공인인증서 발  수 

는 1,715만건을 넘어섰으며,공인인증서 발  수는 최

근 3년간 매년 평균 21.9%씩 꾸 히 증가하 다.(이

해춘,민경식 &이상 ,2008)

공인인증서 시장뿐만 아니라,인터넷 뱅킹 사용자,

사이버 증권거래, 자상거래 등의 부가 인 신규시

장도 창출,확산됨에 따라 부가 인 경제  효과

가 매우 크게 나타났다. 를들면 우리나라 인터넷 

뱅킹 사용자수는 1999년말 12만명에서 2004년 2,427

만 명으로 증하 고,사용자의 증가는 은행의 지

수와 직원을 감소시키는 비용 감 효과를 가져왔다

(이충열,2005).

이는 선행연구를 통해 제시했듯이,표 기술이 기

술 신의 가속화와 네트워크 외부효과를 가져오는 것

으로 볼 수 있다.즉,정부의 기술표 화 정책과,

련된 법 정책 (자서명법 제정 등)이 인터넷 뱅킹 

 인증서 보안솔류션 등 융보안 산업발   시장

진에 매우 큰 기여를 한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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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지속단계 (Sustaining)

이니텍의 성장과정을 살펴보면,단순 우수한 기술

력이 사업의 성공을 보장해 주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이니텍은 1997년 설립 첫 해에 국내 처음으

로 P̀KI기반 시  확인 솔루션'을 개발,정통부의 

우수 신기술로 선정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PKI핵

심기술을 개발해왔다.하지만 기술개발에만 념했던 

이니텍은 좀처럼 길을 찾을 수 없었다.이같은 힘든 

기간이 지나고 1999년,이니텍에 커다란 희망과 변화

의 기를 마련해  일이 일어났다.당시 시 은행들

이 앞다퉈 인터넷뱅킹 시스템을 도입하기 시작했던 

것이다.가상의 세계에서 융 거래를 하다 보니 사

용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을 찾게 고,이

를 해결해  수 있는 최 의 솔루션으로 PKI기반

의 인증 솔루션이 두 다.  인터넷이라는 열린 

공간에서 계좌번호나 주민등록번호 같은 요한 개인

정보를 안 하게 송하기 해서는 암호화 솔루션이 

필수 던 것이다.이니텍의 주주이자 당시 이니텍

을 이끌었던 권도균  사장은 회사를 성장궤도에 올

리기 해 문경 인을 입에 나섰다.그 결과 

2000년 2월 새로운 CEO로 김재근 사장이 입되었

다.김재근 사장은 이니텍으로 옮기기 에 한국HP

에서 e서비스사업부와 융사업부를 총 하는 이사로 

근무했고,한국실리콘그래픽스 등 다국  IT기업에서 

18여년간 근무한 경력을 가지고 있었다.

김재근 사장이 합류하고 나서 이니텍은 업무 

로세스가 합리화 고,10여명에 그쳤던 인력을 그 해 

50여명 수 으로 폭 늘렸다.그 해 6월,KTB네트워

크 등 국내 기 투자자로부터 100억원 가량의 투자를 

유치한 데 이어 8월에는 홍콩 텔 콤벤처그룹(TVG)

이라는 투자사로부터 1500만달러(당시 환율로 180억

원 가량)를 유치하는 데 성공했다.이로써 이니텍은 

안정 이고 튼튼한 사업 기반을 갖게 다.이후 이

니텍은 PKI분야의 유일한 국제인증인 아이덴트러스

(Identrus)인증을 획득,국산 암호화 알고리듬(시드)을 

이용한 보안 애 리 이션과 보안메일 솔루션 등 다

양한 솔루션을 선보이며 사업 역을 확 했다.  

벤처기업 상 국무총리상,IT산업 상 정보통신부 장

상,정보통신산업 디지털 상 기업부문 정보통신부 

장 상 등 각종 상을 받았다.("창립 7주년 이니텍,"

2004.6.15.)

과거 8억∼9억원에 그쳤던 매출은 2000년 68억원

으로 폭 늘어났고,코스닥에 등록한 2001년에는 

105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코스닥 등록 후 서울 송

구 거여동 사옥으로 자리를 옮긴 이니텍은 이 까

지 심 제품이었던 PKI기반의 인증과 암호화 솔루

션에 이어 통합인증권한 리(EAM;ExtranetAccess

Management)사업부를 별도로 분리해 솔루션 개발에 

노력하면서 안정 인 성장을 하 으며, 융사업본부

에서는 인터넷뱅킹 서비스 백업  ASP서비스 사업 

등을 하고 있다.백업 ASP시장 유율은 26.3%로 

제 1 융권 19개 에서 5개 은행이 이니텍의 서비스

를 이용하고 있다.

이니텍은 2010년 7월 BC카드가 100%투자한 에이

치엔씨 네트워크로 최 주주가 변경되었고,이후 

2011년 11월 KT의 BC카드 인수로 KT계열사로 편

입 다.이니텍은 KT와 계열 계 확립으로 KT가 진

행하는 클라우드 사업에 참여하여 연구와 개발에 집

하고 있다.("이니텍,KT와 손잡고 훨훨,"2012.1.4.)

본 사례는 벤처 소기업의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

하는 것만으로는 기업의 지속성장의 한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 다.즉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문

인 경 자와 지속성장에 필요한 자 력을 투자로 확

보하고,필요시 M&A를 통하여 기업규모를 키우는 

경 활동을 바탕이 되어야 한다.

Ⅴ.결론

1.사업화 성공요인 분석

제3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업화 단계별 주요

내용과 기술사업화 장애물의 극복을 통한 사업화 성

공요인을 살펴보면 <그림 7>과 같다.

첫번째 장애물인 이해 차이(InterestGap)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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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연구모형기반의 사례분석 사업화 장애물 극복요인

ETRI에서 수요자지향형 기술개발을 추진하여 매력

인 시장기회를 새로운 아이디어의 사업화 가능성을 

기술 측면과 시장측면에서 구체화 시켰다.이는 새로

운 시장의 경우 정부 R&D가 요한 역할을 하게 된

다는 것을 보여 다.

두번째 장애물인 기술이  차이(Technology

TransferGap)에서는,정부 주도로 개발된 기술이 

소벤처기업에게 원활히 이 될 수 있도록 진시키는 

사업화 진 로그램이 요하다.본 연구에서 소개

된 ETRI의 체계 인 기술사업화 진체계가 이에 해

당된다.

세번째 장애물인 시장이  차이(MarketTransfer

Gap)에서는 신기술이 시장에서 매 가능한 제품으로 

연결되는 시장의 수요에 부합되는 제품개념이 포함되

어야 한다.본 사례에서는 정부 주도의 기술표 화를 

통하여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고,각 참여자들이 표

화를 기반으로 개발된 제품이 가져오는 호환성에 신

뢰를 가지고 시장진입에 극 참여할 수 있었다.

마지막 장애물인 확산 차이(DiffusionGap)에서는 

벤처기업의 지속성장을 해서는 기술개발을 통한 기

술경쟁력 확보뿐만 아니라 문경 인 도입,장기  

발 을 한 투자유치,M&A등 문 인 경 활동

이 시에 이루어져야하는 것을 보여주었다.

2.시사 연구의 한계

연구개발을 심으로 한 기술집약 인 경쟁력은 

소기업의 자 과 규모의 한계로 인해 실제 략

인 기술경 과 사업화의 과정으로 발 하지 못하고,

기업의 지속  발 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 많은 

소기업들에게 나타나는 문제 이다.본 연구에서는  

국가정책 인 정부지원과 력으로 이러한 한계를 극

복하고,성공 인 기술사업화 추진과 기업성장을 보

여주는 성공사례를 제시하 다. 한 연구모형을 통

하여 기술사업화의 성공요인을 분석,제시하 다.본 

연구의 결과를 통하여 기술사업화 추진 주체들이 사

업화의 단계별로 극복해야 하는 장애물에 따라 정부

와 기업의 력으로 사업화 장에서 극복하고 용

할 수 있는 실 인 방법론을 제시하 고,정부의 

정책 수립과정  소벤처기업들이 사업화를 추진할 

때 유용한 시사 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 한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 도 가지고 있다.첫

째,본 사례연구는 인터넷 시장이 증하는 시기에 

정부의 표 화 정책,출연연의 시 인 기술개발,벤

처기업의 성장 략 등 3박자가 잘 맞는 환경 인 요

인이 강하여  시 에서 이러한 성공사례를 일반화

시키기에는 더 많은 사례조사가 필요하다.둘째,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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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는 정보통신 기반의 정부와 소벤처기업의 력

을 통한 사업화 성공사례로서,기술주기가 빠른 정보

통신과 타 산업간의 특성으로 인한 차이 이 존재할 

수 있다.향후 좀더 다양한 분야에서의 시 지를 통

한 기술사업화 성공사례 분석을 진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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