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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I. 제 목

   원자력 벤처 해외진출 전략기반구축 연구

II. 연구개발의 목적 및 필요성

        오늘날의 세계경제는 첨단기술을 바탕으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모

험적인 벤처기업이 전통적인 제조업과 더불어 국가경제를 이끌어 가는 

양대 축으로 자리 매김한지 이미 오래 되었다. 1990년대 들어 우리나라

에서도 벤처기업의 창업 육성은 국가경쟁력 강화 및 21세기 선진국 도약

을 위한 필수적인 대안으로 제시되었다.

        참여정부는 이러한 경제구도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2004년 『벤처기

업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여 벤처기업활성화에 노력하고 있으며,  또한 

2005년도에는 지식창출과 벤처기업의 산실인 대덕연구단지를 “대덕연구

개발특구”로 지정하여 정부출연연구소 및 대학의 연구결과를 신기술 창

업으로 연계하는 벤처 생태계를 조성하고 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은 그동안 원자력연구개발 결과의 실용화 확산을 통

해 연구소기술 벤처창업기업을 20개 이상 탄생시켰고, 22개의 기술벤처

창업기업을 보육시켜 경쟁시장에 진출시킴으로써 정부의 벤처기업활성화 

정책에 기여하여 왔다.

        이제는 원자력기술 벤처창업기업이 한정된 국내시장에서 벗어나 해외

시장에서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임에

도 불구하고, 기술수출에 소요되는 정보수집, 지적재산권 관리, 기술 마

케팅, 수출계약 및 사후관리 등에 소요되는 인력 및 자금의 부족으로 인

해 개별기업 수준에서 수출을 추진에는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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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이다.

   

III. 연구개발 내용 및 범위

        한국원자력연구원 창업보육센터는 2004년 말부터 기술력은 있으나 해

외 마케팅 능력은 취약한 입주기업들이 해외시장에 공동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여 왔다. 특히 2005년 4월에는 원연 창업보육센터가 갖

고 있는 정보 및 Network를 활용하여, 입주기업의 기술 및 제품 수출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해 입주기업 대표 7명 등 관련자 10명이 독일 프랑

크푸르트 Hoechst 산업 클러스터를 방문하 다.

        당시의 방문에서 일부 기업의 기술 및 제품이 독일 수요기업들로 부터 

매우 높은 평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귀국 후 협의에서 실질적인 진

전을 이룰 수가 없었다. 따라서 해외 진출의 노력이 현실적으로 결실을 

맺기 위한 후속조치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의 도출이 절실히 필요하게 되

었다.

        본 연구에서는 원자력기술 같이 협의의 특정 기술분야  또는 개별 창

업보육센터 수준에서 유럽 등 선진국의 특정 산업 클러스터에 기술 및 

제품을 실질적으로 수출할 수 있는 수출 Business 모델의 구축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핀란드, 스웨덴, 국 등 북유럽 산업 클러스터들

의 창업지원 제도 및 운  실태를 파악하여, 향후 원자력기술 벤처기업

의 해외진출 확대를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

IV. 결론 및 건의사항

        본 연구에서는 한국원자력연구원과 독일 Frankfurt-Hoechst Industr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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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k가 공동으로 출자하는 기술이전센터를 독일 현지에 설립하는 방안을 

제시하 다.

        상기 기술이전센터는 Hoechst Industrial Park 내 한국기업 입주산업단

지에 Office를 개설하고 어, 독일어, 한국어 등의 구사가 가능한 기술

이전 전문 인력을 고용하고 상주시시키며, 여기에서는 원연 창업보육센

터 입주기업 또는 상기 보육센터가 지정하는 벤처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에 필요한 제반 행정업무, 기술 및 제품 수출상담, 수요자가 요구하는 기

술개량 및 제품개선 등을 위한 협상을 전문적으로 항시 수행한다.

        이를 통해 원자력 벤처기업들은 전문 인력, 사무실 설비 등의 비용절

감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독일 현지 수요자가 요구하는 상담에 적기에 

대응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게 되나, 연간 약 2-3억원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이의 확보가 관건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이 분야의 새로운 시도로써, 원자력기술 중심의 원

연 창업보육센터 사례로서 뿐만 아니라 ‘대덕연구개발특구’ 또는 우리나

라 전체 출연연구소에도 확대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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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U M M A R Y

I. Project Title

        A Study on Strategy Establishment for Foreign Market Penetration 

of Nuclear Technology Venture Business

II. Objective and Importance of the Project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feasible strategy for foreign 

market penetration of nuclear venture technology business. Especially, 

this study focuses on the technology and product export to the 

Frankfurt-Hoechst Industrial Park in Germany.

III. Contents and Scope of the Study

        This study analyzed the operating system of German Industrial 

Park,  especially the Frankfurt-Hoechst Industrial Park. This study also 

analyzed the current status of Industrial Science Parks in Northern 

European countries such as Finland, Sweden, and England. Then, this 

study suggested the strategy for nuclear technology venture business 

to penetrate German export market effectively.

IV. Results and Recommendations

        The best strategy to penetrate German export market effectively is 

to establish a Technology Transfer Center(TTC) at the 

Frankfurt-Hoechst Industrial Park sponsored by KAERI and Hoechst 

together. The TTC would open a joint office at Hoechst and hire 

some experts who use several languages freely. The TTC provides all 

the administrative services the nuclear technology venture business 

want for exporting their technologies and products. This strategy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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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fective because it can play a role of foreign branches to the 

individual nuclear technology venture business at a low cost. 

However, the cost to establish the TTC is estimated as about 200-300 

million per year and the problem is how to finance this cost. This 

strategy is valid not only for nuclear technology venture business but 

also for venture business at Daedeok Innopolis or at a national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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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오늘날의 세계경제 및 경쟁구도는 지식산업에 기반을 둔 고부가가치 

첨단산업 위주로 변화해 가고 있으며, 참여정부는 이러한 경제구도의 변

화에 대응하기 위해 2004년 『벤처기업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여 일인

당 국민소득 2만불 달성을 위한 중요한 역할의 하나로써 벤처기업활성화

에 역점을 두고 있다. 또한 2005년도에는 지식창출과 벤처기업의 산실인 

대덕연구단지를 “대덕연구개발특구”로 지정하여 정부출연연구소 및 대학

의 연구결과를 신기술 창업으로 연계하는 벤처 생태계를 조성하고 우리

나라 신 성장엔진으로써 국가경쟁력 향상 및 지역 경제발전의 원천으로 

삼고자 하고 있다.

        1992년 원자력 중장기 연구개발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이래 원자력

연구개발 결과는 기초 및 응용연구뿐 아니라 실용화를 통한 산업적 접목

을 통해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원자력 중장기 연구개발사업의 주 

수행기관인 한국원자력연구원은 그동안 원자력연구개발 결과의 실용화 

확산을 통해 연구소기술 벤처창업기업을 20개 이상 탄생시켰고, 22개의 

기술벤처창업기업을 보육시켜 경쟁시장에 진출시킴으로써 괄목할만한 성

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원자력기술 벤처창업기업이 국내시장에서는 꾸준히 자립 성장

해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외시장에서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하기

에는 거의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는 원자력기술 벤처창

업기업의 기술이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입증되었다 할지라도 많은 정보, 

시간, 인력 및 자금의 투입을 요구하는 수요자 지향적인 해외시장으로의 

진입을 추진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역부족이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원자력기술 벤처기업이 세계시장에서 우량기업으로 빠른 성장

을 이룩하게 하기 위해서는 세계의 지리적, 경제적, 기술 중심지인 선진

국 시장에 대한 연구를 통해 전략적, 협력적 Network 인프라를 구축하

고, 신뢰성 있는 해외 Partner 발굴 및 연계를 통하여 해외 경쟁시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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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출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주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며, 이러한 방향 

제시를 통해서만이 원자력 연구개발결과가 상업화로 성공을 거둘 수 있

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한국원자력연구원 창업보육센터(원연 창업보육센터)는 기술력은 있으

나, 2004년 말부터 해외 마케팅 능력은 취약한 입주기업들이 해외시장에 

공동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여 왔다.

        원자력연구원 및 원연 창업보육센터가 갖고 있는 정보 및 Network의 

활용을 통한 입주기업들의 해외시장 공동진출 대상으로 독일 프랑크푸르

트 Hoechst 산업 클러스터를 선정하 다. 동 회사의 한국 담당 자회사인 

Han-Main Business Cluster의 협조를 얻어, 2005년 4월에 원연 창업보육

센터입주기업 대표 7명 등 관련자 10명이 독일의 Frankfurt-Hoechst 

Industrial Park, Innovationsfabrik Heilbronn, Stuttgart Steinbeis 

Foundation 등을 방문하 다. 당시 방문에서는 원연 창업보육센터 입주

기업들의 기술 및 제품의 수출 가능성을 타진하 으며, 이에 수반되는 

비용의 일부는 과기부의 실용화 과제에서 충당하 다.

        당시의 해외 기술 마케팅 결과 일부 입주기업들의 기술 및 제품에 대

해서는 독일의 수요기업들로 부터 매우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향후 지

속적인 협의를 약속하는 등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귀국 후 협

의에서는 상호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진전이 없었다. 따라서 

해외 진출의 노력이 현실적으로 결실을 맺기 위한 후속조치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의 도출이 절실히 필요하게 되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원자력기술 같이 협의의 특정 기술분야  또는 개별 

창업보육센터 수준에서 유럽 등 선진국의 특정 산업 클러스터에 기술 및 

제품을 실질적으로 수출할 수 있는 수출 Business 모델을 제시하는 것이

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핀란드, 스웨덴, 국 등 북유럽 산업 클러스터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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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창업지원 제도 및 운  실태를 파악하여, 향후 원자력기술 벤처기업

의 해외진출 확대를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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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국내외 기술개발 현황

        우리나라 경제가 새로운 경제도약을 위한 신 성장동력을 찾으려는 노

력의 일환으로 지식산업을 기반으로 하는 벤처기업의 육성정책을 채택하

으며,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대덕연구개발특구’가 탄생하 다. 이

러한 일련의 정책 및 지원들은 제2의 벤처 활성화 붐을 조성함과 함께  

여러 첨단 기술기업 간의 정보교류 및 공유, 국내외 시장의 공동 마케팅 

등 많은 활동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 원연 창업보육센터 입주업체는 연구원 창업기업 및 원자력기술을 

활용한 기업들로 구성되어 있어 기술력을 바탕으로 제품개발은 이루어지

고 있으나 마케팅 능력은 상대적으로 매우 취약한 상황이다.

        따라서 원자력연구원에서는 2004년 말부터 연구소 및 창업보육센터가 

갖고 있는 정보 및 Network를 통해 입주기업들이 공동으로 해외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여 왔으며, 그러한 노력의 하나로 그해 12월 

독일 프랑크푸르트 Hoechst 산업 클러스터의 한국 담당 자회사인 

Han-Main Business Cluster의 대표이사를 초청하여 관련 세미나를 개최

하 다.

        2005년 4월에는 원연 창업보육센터의 인솔 하에, 입주기업 대표 7명을 

포함하는 관련자 10명이 독일의 Frankfurt-Hoechst Industrial Park, 

Innovationsfabrik Heilbronn, Stuttgart Steinbeis Foundation 등을 방문

하여 기술 및 제품 수출의 가능성을 타진하 으며, 동 기간에 독일에서 

개최된 수출 관련 설명회 등 행사에도 참석하 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Innovationsfabrik Heilbronn과 원연 창업보육센

터 간 MOU 체결, 원자력기술 창업기업 3개 기업에 대한 독일 시장 진

출 가능성 확보, 독일 경쟁사 제품 및 Partner 발굴 협의 및 정보 획득, 

독일과의 비즈니스 Network 구축 등의 성과를 이루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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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처럼 정부가 첨단 기술 중심의 벤처기업을 국민소득 2만불 시대를 

여는 신 성장동력으로 기대하기 시작하면서, 정부는 투자 확대, 제도 개

선 등을 통하여 중소벤처기업 창업보육 사업에 많은 질적 개선을 이루었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벤처창업기업 단독으로 해외시장을 개척하기는 매

우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벤처창업기업들이 독자적으로 해외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기술 및 제품 상담, 상대가 요구하는 기술개량 및 제

품개선 등을 위한 인력 및 시설을 갖추어야하나, 여기에 투자할 여력이 

없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정부가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지원을 제

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자력기술 같이 

협의의 특정 기술분야  또는 개별 창업보육센터 수준에서 유럽 등 선진

국의 특정 산업 클러스터와 수출 Business 모델을 구축해 보려는 시도는 

아직까지는 없었다.  

        이러한 의미에서 본 연구의 결과는 원자력기술 중심의 원연 창업보육

센터가 이 분야에서 새롭게 시도한다는 가치뿐만 아니라, 이 결과를 ‘대

덕연구개발특구’ 또는 우리나라 전체에도 확대 적용할 수 있는 좋은 기

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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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선진 유럽의 클러스터 운  현황

  제 1 절  독일의 선진 클러스터 운  현황

   1. Frankfurt-Hoechst Industrial Park

        Frankfurt-Hoechst Industrial Park는 1863년에 민간에 의해 Meister, 

Lucius & Co.로 처음 설립되어 화학 및 제약과 관련된 기업으로 성장하

으며 1951년 Hoecst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Frankfurt-Hoechst Industrial Park는 R&D와 제조 및 생산이 연계될 

수 있는 완벽한 시설과 투자, 입주기업 간 상호 구매 및 Logistics를 위

한 항만시설에 이르기 까지 상업화에 필요한 One-stop Service 지원체계

가 잘 구축되어 있는 하나의 독립된 도시를 연상시킨다. 또한 독일의 중

심지이면서 항공으로 불과 몇 시간 안에 유럽 전역에 도착할 수 있는 거

리에 위치해 있고 부지 한 가운데 마인강이 흐르는 지리적으로 비즈니스

의 요충지에 자리 잡고 있다.

        1998년에는 Aventis, Clariant Celanese, Infraserv Hoechst 등 기능에 

따라 3개의 회사로 분리되었으며, 이 중 Infraserv Hoechst는 Hoechst 전

체 단지에 대한 시설, 전력, 용수 등의 인프라를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

고 있다.

        Hoechst Industrial Park는 독일뿐만 아니라 유럽의 전 지역을 상대로

비즈니스를 수행할 수 있는 중심지에 의치하고 있다. 또한 중심에 마인

강이 흐르고 있어서 단지에서 생산된 제품이 항공뿐만 아니라 해운으로

도 수송될 수 있는 최적의 클러스터 조건을 갖추고 있다.

        현재 Hoechst Industrial Park에는 세계적 다국적 기업인 지멘스를 포

함하여 80개 이상의 기업들이 입주하여 있고, 4개의 실험분석 Lab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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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하고 있으며, 4,000명 이상이 연구개발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따라서 연구개발과 생산이 연계될 수 있는 완벽한 시설과 투자, 상호 

구매 및 유통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서비스 시스템을 통해 기업들이 성장 

발전할 수 있는 거대한 Business 지원체계를 갖추고 있는 종합형 선진 

산업 클러스터이다.

   2. Innovationsfabrik Heilbronn

        바덴베르그주에 위치한 Innovationsfabrik Heilbronn(IFH)은 독일 남부

에서 가장 우수한 성과를 내는 창업보육센터이며 인터넷 및 IT 관련기업

이 약 50% 그 밖에 정  기계제작, 전기전자, 신소재 및 의류제조 관련 

기업들이 입주해 있다.

        IFH의 지분 구성은 Heilbronn시(8%), Angel Group(52%), 바덴베르그

주 정부 및 Heilbronn 상공회의소(10%), KSK 등 Heilbronn 지역은행

(20%), 기타 은행(5%), Heilbronn시 수공업자(2%), 전통산업(2%), 기타

(1%) 등 다양한 기관들이 지분을 분산보유하고 있어 기술과 아이디어가 

창업으로 발전할 경우 가장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있으며, 더욱이 독일에서 유일하게 자체 투자 Fund를 보유하고 있다.

        IFH는 60개의 기업을 보육하고 있으며, 졸업기업 85개를 포함하여 총 

145개 기업의 보육실적을 가지고 있다. 85개 졸업 기업 중 실패한 기업

은 4개 기업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실패율이 매우 낮으며 외국기업으로

는 미국기업 1개 및 스위스 등 유럽기업이 몇 개 입주해 있다.

        이렇게 최고의 성공률을 기록할 수 있는 요건은 입주 시부터 철저한 

가치 평가를 통해 성공 가능성이 있는 기업들을 선정하고, 매월 1회 이

상 입주기업 대표와 IFH 사장단 간의 회의를 통해 기업성장을 위한 정

보교환 및 지원방안을 협의하고, 인근 산업체 및 대기업들과 연계하여 

기술개발을 통한 대기업의 창구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주선하는 등 



- 8 -

비즈니스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2004년도 Heilbronn시의 신규 고용 창출이 685

명이었으며 이중 280명이 IFH에서 창출되었음을 볼 때 기업의 성공률 

및 공헌도를 짐작할 수 있다.

   3. Steinbeis Transfer Center

 

        Stuttgart 소재 Steinbeis Transfer Center(STC)는 바덴베르그주 정부 산

하 공공기관으로 설립되었으며, 1998년에 이르러 컨설팅 그룹으로 변모

하여 전세계 47개국에 걸쳐 621개의 Transfer Center를 운 하고 있다.

        이중 579개는 독일 내에 존재하며, 국가별 Center는 지사의 형태가 아

닌 Steinbeis Foundation과 각국의 Part가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하는 

독립적 Profit Center로 운 되고 있다. 또한 1989년 베를린에 Steinbeis 

대학을 설립하여 41개 분야에서 인턴쉽을 통해 기업 현장경험을 보유한 

MBA들을 배출하여 기업에서 필요한 전문 인력 양성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STC의 주요 역할은 중소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Technology 및 

Transfer 컨설팅, R&D 수행, Start-up Company를 위한 단계적이고 맟춤

형의 기술평가, 평가결과에 따른 투자유치 연계, 시장성 평가와 이에 따

른 적절한 파트너 알선, 인력교육 및 훈련, 국제 기술이전 등의업무를 수

행하고 있다.

        이러한 기능과 연계하여 연간 10,000개 이상의 기업에서 컨설팅 의뢰

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같은 주의 Innovationsfabrik Heilbronn의 입주요

청 기업들에 대한 평가도 완벽한 비 유지 보장 하에 이곳에서 수탁하여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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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2 절  기타 유럽의 선진 클러스터 운  현황

   1. 핀란드

        핀란드에서는 기업 현장을 거치지 않고 박사학위만으로는 공대 교수가 

될 수 없다고 할 정도로 교수진의 풍부한 기업 경험이 현장중심 교육과 

산학연관 연계의 모범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핀란드의 혁신 클러

스터들은 우리나라의 경우와 매우 유사하게 산학연관 간의 효율적인 연

계를 통해 성공적으로 운 되어 지고 있다.

        이 중에서도 TEKEL Science Park는 ICT, 건강관리(healthcare), 의료기

술(medical technology), 바이오기술(bio technology) 환경 및 식품기술

(environmental and food technology), 재료 연구(materials research) 등

의 분야로 나뉘어 1,700여개의 기업 및 관련기관과 32,000여명의 전문가

들이 참여하고 있다.

        TEKEL Science Park의 성공 비결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음.

          o 민간-공공부문 협력(private-public cooperation)

          o 연구기반 첨단기술(research-based high technology)

          o 핵심 전문분야의 특성화(specializing in key expertise areas)

          o 산학연관의 효율적 네트워킹(networking)

   2. 스웨덴

        Mjardevi Science Park는 1984년에 건립되어 Linkoping 시가 소유하고 

있으며, 200여개의 기업들과 4,000여명의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다. Kista

와는 달리 다수의 작은 회사들이 중심이 되어 설립되었으며, 정보통신 

분야의 기업들이 대부분이었으나 최근에는 생명공학 분야도 확대되고 있

는 추세다.

        특히 Mjardevi Science Park에는 Linkoping 대학이 투자하여 설립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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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투자기업이 있으며, 여기에서는 대학 내에서 생산되는 아이디어나 

연구개발의 결과들을 사업화시키고 있다.

        또한 자생적으로 탄생한 비공식적 모임인 SMIL(Small Business in 

Linkoping)를 운 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유명한 CEO를 초청하여 강의

를 듣는 등 경험 있는 CEO들과 신생기업의 CEO들이 주기적으로 만나

는 Network의 구축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3. 국

        국 최대의 공업단지인 버밍햄(Birmingham) 지역의 Aston 대학과 

Conventry 대학은 창업보육센터 및 Science Park를 운 하면서 지역 기

업들과의 기술거래(지적재산권) 및 인적교류(연구실 방문, 컨설팅, 인턴

쉽, 산업지원 연구 등)를 다양하게 수행하고 있다.

        Aston 대학 내의 The Business Partnership Unit(BPU)는 산업체와 대

학 간의 상호 기술이전을 촉진하며 Aston Science Park의 자원을 연계하

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대학의 연구기능과 교육과정이 Science Park

의 경 지원 서비스(business supporting services)와 연결되어 있다.

        BPU의 주요 서비스는 다음과 같다.

           o 공동연구(Research Collaborations)

           o 기술이전(Technology Transfer)

           o 지식이전 파트너쉽(Knowledge Transfer Partnership)

           o 장학금(CASE Studentships)

           o 컨설팅(Consulting)

           o 자료이전(Material Transfer)

           o 인력채용(Company Placements)

        Coventry University Business Development Group은 대학에서 생산되

는 아이디어와 기술, 특허들을 상업화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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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oup 내에서 실행하는 기술훈련 등은 대학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주변

도시 전체에 대한 서비스로 제공되고 있다.

        Coventry University Enterprises Ltd.는 대학에서 100% 지분을 가지고 

있는 일반기업이다. 이 기업은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대기업 및 EU와 

긴 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 대학의 Technology Park의 주된 역

할은 기업들이 성장하고 성공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는 것이다.

        Coventry University Technocentre는 기업 디자인 업체의 인력과 시설

을 집중하는 ‘디자인 클러스터’ 을 수립하는 등 지역경제 살리기에 주력

하고 있다. 버밍햄 근교에 흩어져 있는 디자인 업체의 인력과 시설을 집

중시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디자인 클러스터’를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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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원자력기술 수출 비지니스 모델

  제 1 절  벤처기업 수출의 두가지 유형 및 바람직한 방안

   1. 생산제품의 수출

        생산제품의 수출일 경우에는 우수한 기술력에 바탕을 둔 벤처창업기업

이나 일반 중소기업 간에 방법론 상에 커다란 차이가 없다. 이러한 경우 

정부에서 여러 가지로 지원하고 있는 수출박람회 및 기술설명회, 또는 

KOTRA가 지원하는 여러 가지 사업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2. 보유기술의 수출

        보유기술의 수출에는 우수한 기술력을 갖고 있는 벤처창업기업의 특성

이 반 되는 여러 가지 방안이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기술력이 우수한 벤처창업기업의 경우 생산제품을 수출하는 사전 

단계에서도 해외시장의 진출이 가능하며, 이러한 경우 독일과 같은 선진 

클러스터와의 협력 및 진출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2005년의 독일 방문 경험에서 알 수 있듯이, 선진국의 산업 클러스터

에서는 외국기술에 대해서도 자국진출을 위해 기술 및 생산제품의 현지 

시장성을 위한 Modification, Angel 투자 알선, 대기업의 협력기업으로써

의 역할 알선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보유기술의 수출은 우리나라의 일부 벤처기업들이 미국에 자회사를 설

립하여 Nasdaq 시장에 상장한 경험에서 보듯이 무한한 가능성을 갖는 

방안이다. 이러한 사례를 미국뿐만 아니라 독일 등 유럽시장으로의 진출

로 확대도 가능하며 독일의 주식시장에 진출할 경우 한국의 Kosdaq 등

록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도록 협의가 되어 있는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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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와 달리 독일 등 선진국의 많은 산업 클러스터들이 이러한 역

할을 수행하는 이유는 이들의 태생으로부터의 차이에 기인한다. 다시 말

해서 우리나라의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클러스터가 정부의 지원으로 

시작된 반면 독일의 Frankfurt-Hoechst Industrial Park 등은 민간의 자발

적인 수익 창출의 목적으로 시작되었다는 것이다. 선진국의 산업 클러스

터들은 국내뿐만 아니라 외국의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벤처기업들을 발

굴하고 육성하여 성공시키고 이에 대한 성공보상을 보장받음으로써 수익

구조를 창출하고 있다.

   3. 원연 창업보육센터가 나가야할 바람직한 방안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술수출의 두 가지 유형인 생산제품의 수출 

및 보유기술의 수출 중에서 원연 창업보육센터에 적합한 방안은 후자인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이러한 유형은 보육센터 입주기업 뿐만 아니라 ‘대덕연구개발 특

구’의 입주기업들에도 적용이 가능하며, 특히 이를 통해 특구가 갖고 있

는 문제점 중 하나인 Star 벤처기업의 부재문제의 해소를 기대해 볼 수 

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나라의 각종 클러스터에 입주해 있는 첨단 벤

처창업기업들에게 확대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제 2 절  기술 수출 비즈니스 모델

   1. 연구소 간 공동출자 기술이전센터 설립(안)

        우리나라의 한국원자력연구원과 Frankfurt-Hoechst Industrial Park가 

공동으로 출자하는 기술이전센터를 Hoechst에 설립하는 방안으로서 연

간 약 2-3억 원의 운 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상기 기술이전센터는 Frankfurt-Hoechst Industrial Park 내 한국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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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산업단지에 Office를 개설하고 어, 독일어, 한국어 등의 구사가 가

능한 기술이전 전문 인력을 고용하여 상주시키게 될 것이다. 여기에서는 

원연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또는 상기 보육센터가 지정하는 벤처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에 필요한 제반 행정업무, 기술 및 제품 수출상담, 수요자

가 요구하는 기술개량 및 제품개선 등을 위한 협상을 전문적으로 항시 

수행하게 된다.

        이를 통해 개별 원자력기술 벤처기업들은 해외수출을 추진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나 필요한 사무실 설비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

을 뿐만 아니라 독일 현지에서 기술의 상담을 요구할 때 적기에 대응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게 된다.

        공동 출자 기술이전센터의 설립은 한국원자력연구원과 Frankfurt 

Hoechst Industrial Park 모두가 상호이익의 시너지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는 Win-win 전략으로서 연구소는 보육기업의 해외진출을 촉진하게 되

고 Hoechst는 진출 기업을 성공적으로 육성하여, 성공 시 이에 대한 보

상을 통한 수익 모델의 창출이 가능하다. 보다 구체적으로 운  방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o 공동 출자 기술이전센터는 기본적인 컨설팅 비용을 입주업체들로

부터 징수하여 운 비 일부를 충당함.

           o 입주업체 중 일부 또는 다수가 충분한 기술성 및 시장성 평가를 

통해 성공 가능성을 가지고 현지 법인을 설립할 경우, 투자 유치 

기업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Angel 투자 또는 창업투자자금을 알

선하고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음.

           o 경우에 따라서는 Frankfurt Hoechst Industrial Park 또는 

Han-Main Business Cluster가 직접 지분 참여도 가능함.

           o 이러한 과정을 통해 상기 기업들을 독일 현지 증권시장에 상장할 

수 있도록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고, 역으로 우리나라 증권시장

에 용이하게 상장시키는 방안도 강구할 수 있음.



- 15 -

   2. 중간에 중견기업을 내세워 해외에 진출하는 방안

        아무리 좋은 기술을 가진 중소 벤처기업이라 하더라도, 독자적으로 해

외에 진출하여 기술 및 제품을 수출하여 장기적으로 성공을 거두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비록 단기적으로 성공했다고 해도 장기적으로는 현

지의 대기업에 의해 기술 및 시장을 잠식당할 수밖에 없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o 인력의 Quality 또는 한정된 재원조달 능력으로 인해 장기적으로

는 제품의 경쟁력이 떨어짐.

           o 현지에서의 A/S 능력이 대기업을 따라갈 수 없음.

           o Claim 또는 다른 이유로 인해 계약 및 법률적인 문제가 수시로 

발생할 수밖에 없으며 이 경우 중소 벤처기업은 법정비용을 감

당하기 어려움.

        여기에서는 우수한 기술은 보유하 으나, 투자 자본은 충분하지 않은 

중소 벤처기업들이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성공적인 해외 진출을 모

색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다음의 방안은 독일에서는 성공적으로 운 되고 있는 중견기업과 중소

벤처기업 간 협력 모델로서, 중소 벤처기업들이 해외에 진출하기 용이한 

방안이다. 예를 들어, 독일 중견기업이 필요한 제품들을 Outsourcing 할 

때 공급 기업들을 우리나라에서 찾아서 독일로 가져오면

          o 우리나라 기업이 제품 개발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을 독일의 중견

기업이 지불하고

          o 우리나라 기업은 독일 중견기업에 기술을 이전하고 Running 

Royalty를 받으며, 아시아 판권 등을 소유함.

   3. 기술수출 모델의 확대 적용 가능성

        본 연구에서 제시한 기술 수출 모델들은 원연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들에 적용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대덕연구개발특구 지원본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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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nkfurt Hoechst Industrial Park 간의 공동 출자 기술이전센터의 설립

을 통한 ‘대덕연구개발특구’ 내의 벤처기업들에도 적용이 가능하며, 더 

나가서는 우리나라의 각종 클러스터에 입주해 있는 첨단 벤처창업기업들

에게 확대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두 번째 해외 진출 방안도 독일 중견기업이 필요한 제품들을 

Outsourcing 할 때 공급 가능 기업들을 ‘대덕연구개발특구’ 내의 모든 벤

처기업들로 확대하면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제 3 절  독일 Hoechst와의 비즈니스 모델 구축을 위한 상호 

합의사항

   1. 독일 Hoechst와 원연 창업보육센터 간의 상호방문 합의

        2005. 4. 23-29 동안 원연 창업보육센터의 인솔 하에, 8개 입주기업(기

업 대표 7인 및 기술개발자 1인을 포함하는 관련자 10인)이 독일의 

Frankfurt-Hoechst Industrial Park를 방문하여 독일시장 진출 가능성, 시

장수요에 맞는 응용제품 개발 가능성, 독일 현지 법인 설립 가능성, 독일 

경쟁사 제품 정보, 적절한 파트너 발굴, 독일과의 Network 구축 등에 관

해 포괄적인 협의를 수행하 다.

        특히 독일시장 진출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해 8개 기업의 기술 및 제품

소개, 기술자문 및 상담 등의 행사를 가졌는데, 6개 정도가 협력 가능성

이 있었으며 이중 3개 정도의 기술 및 제품에 대해서는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당시 참여기업은 다음과 같다.

          o (주)선바이오텍

          o (주)나노기술 

          o (주)지피엔이

          o (주)엑셀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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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주)서울프로폴리스

          o (주)GNEC 기술사사무소

          o (주)BNF 테크놀로지

          o (주)디오스

        2006. 3. 20-24 동안 송기동 과제책임자를 포함한 원자력연구원 전문가 

2인이 Frankfurt-Hoechst Industrial Park를 방문하여 독일시장 진출 가능

성에 대한 후속 조치를 논의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o 원연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의 기술 및 제품의 독일 진출 가능성

은 여전히 있음.

          o Frankfurt-Hoechst Industrial Park는 원연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에 대한 상호교류 및 정보교류는 계속 유지하나, 정기적인 교류는 

재원이 허락하는 한도 내로 국한함.

          o 입주기업들이 독자적으로 해외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기술 및 

제품 상담, 상대가 요구하는 기술 개량 및 제품 개선 등을 위한 

인력 및 시설을 갖추지 못하고 있으며, Hoechst에는 이들을 담당

할 공간 및 전문 인력이 부재하여 적기에 상담이 이루어지지 못

하고 있음.

          o 재원이 허락하는 한 원연 창업보육센터가 입주기업을 대표하여 

Hoechst에 연락사무소를 개설함.

   2. Han-Main Business Cluster와의 지속적 협력관계 유지 합의

        Han-Main Business Cluster(Hmbc)는 Frankfurt-Hoechst Industrial 

Park 내 한국기업 입주산업단지로서 2004년 1월 개설되었다. Hmbc는 

Hochst사의 자회사 개념으로써 동사의 지원 인프라는 물론 Digital Unit 

Communication사 및 Stuttgart Steinbeis Foundation의 지원 Network를 

공유하고 있다.

        따라서 위에서 합의한 사안에 대하여 Hmbc는 Frankfurt-Hoechst 

Industrial Park를 대표하여 관련 업무를 원연 창업보육센터와 공동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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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할 것을 합의하 다.

        또한 2006년 중에 예상되는(5-6월 예상) Frankfurt-Hoechst Industrial 

Park의 사장이 우리나라를 방문할 때 원연 창업보육센터를 방문하여 세

미나 개최 및 정보교환을 수행하기로 합의하 다.

   3. 독일 Partner 발굴 및 연계 노력 합의

        독일기업과 원연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을 포함하는 벤처창업기업들에 

대한 Partner 발굴 및 연계노력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것을 합의하 다.

        이러한 노력은 부족한 재원으로 인해 재원이 확보되는 경우 비정기적

인 행사를 통해 수행하기로 합의함. 그러나 재원이 확보되어 원연 창업

보육센터가 입주기업을 대표하여 Hoechst에 연락사무소를 개설할 경우 

Hmbc는 Frankfurt-Hoechst Industrial Park를 대표하여 지속적으로 수행

할 것을 합의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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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론 및 정책 건의

        본 연구의 결과는 ‘과기부 대덕연구개발특구 기획단‘과 ‘대덕연구개발

특구 지원본부’가 공동으로 주관하여 2006. 5. 3일 원자력연수원에서 개

최된 ‘출연(연) 기술사업화 워크숍’에서 연구개발특구 내 벤처기업들의 

해외 진출 방안으로 제시되어 긍정적인 반응을 받은 바 있다. 향후에도 

과학기술부,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에 정책 건의를 통해 이러한 비즈니스 

모델이 국내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제 1 절  결론

   

        본 연구에서는 당초 연구목표 던 Frankfurt-Hoechst Industrial Park, 

Han-Main Business Cluster, Innovationsfabrik Heilbronn, Steinbeis 

Transfer Center 등 독일의 주요 산업 클러스터의 운 현황 및 시사점을 

정 하게 분석함으로서 향후 우리나라의 벤처창업기업들이 독일시장에 

기술수출을 추진하는데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 다고 판단된다.

        뿐만 아니라 본 연구에서는 독일이외에 핀란드, 스웨덴, 국 등 유럽 

선진국들의 Science Park 운  현황 및 시사점 분석을 통해 보다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자 노력하 다.

        본 연구에서 운  현황 및 시사점 분석을 다룬 각국의 Cluster, 

Technology Transfer Center, Science Park들은 다음과 같다.

         - 독일 프랑크푸르트 Hoechst Industrial Park 및 Han-Main Business 

Cluster

         - 독일 Steinbeis Transfer Center

         - 핀란드 TEKEL Science Park

         - 스웨덴 Mjardevi Science Park

         - 국 버밍햄 지역  Science Park

        독일의 Frankfurt-Hoechst Industrial Park 및 Stuttgart Steinbe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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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undation과 기존의 협력관계를 더욱 발전시켰다. 양 기관은 재원확보

의 어려움을 서로 인식하여 기존의 정기적 정보교류 기회를 비정기적 행

사로 대치하 으나, 원연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들에 대한 현지 Partner 

발굴 노력은 지속적으로 수행할 것을 합의하 다. 또한 재원이 확보될 

경우 독일 현지 연락사무소 설치 등에도 합의하 다.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으로 시도되고 있는 중소 벤처기업의 해외 진출 

모델은 주로 동일기술 분야의 기업들을 묶어 홍보하는 기술전람회의 형

태를 취하여 왔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시도되지 않

았던 단일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들의 해외 진출 Business 모델 구축을 

시도하 다.

        원자력연구소 원연 창업보육센터가 2005년도에 독일시장의 진출을 위해 

8개 입주기업들이 현지에서 수행한 기업의 기술 및 제품소개, 기술자문 및 

상담 등의 행사에 대한 후속 조치로써 나타난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매우 구체적인 Business 모델을 제시함으로서, 원연 창업

보육센터 입주기업들이 일과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며 

실질적인 수출을 추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것으로 판단된다.

  제 2 장  정책 건의

        본 연구에서 조사 분석한 독일 Frankfurt-Hoechst Industrial Park, 

Han-Main Business Cluster, Innovationsfabrik Heilbronn, Steinbeis 

Transfer Center 등 독일의 주요 산업 클러스터의 운 현황 및 시사점 

등은 향후 우리나라의 첨단 벤처기업들이 독일시장에 기술수출을 추진하

는데 유익한 정보로 활용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본 연구에서 조사 분석한 독일이외에 핀란드, 스웨덴, 

국 등 유럽 선진국들의 Science Park 운  현황 및 시사점 등도 첨단 벤

처기업들의 기술수출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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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력은 보유하고 있으나 인력 및 자본력에서 열악한 벤처창업기업 

단독으로 해외시장을 개척하여 장기적으로 성공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 

하에서, 원자력기술 중심의 원연 창업보육센터가 독일시장 진출을 위해 

노력한 사례는 다른 출연연구소 및 대학들이 귀중한 경험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의 결과는 원연 창업보육센터 사례로서의 가치뿐만 아니라, ‘대

덕연구개발특구’ 내의 벤처기업들에도 적용이 가능하며, 더 나아가서는 

우리나라의 각종 클러스터에 입주해 있는 첨단 벤처창업기업들에게 확대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의 결과는 ‘과기부 연구개발특구 기획단‘과 ‘대덕 연구개발특구 

지원본부’가 공동으로 주관한 ‘출연(연) 기술사업화 워크숍’에서 연구개발

특구 내 벤처기업들의 해외 진출 방안으로 제시된 바 있으며, 향후 과기

부 및 대덕연구개발특구 지원본부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시범사업으

로 제안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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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 북유럽의 산학연관(産學硏官) 협력을 위한 혁신클러

스터 시스템

1. 서론

•이번 KOBIA- SPICE BI Leadership Program(10. 20 - 10. 29) 해외연수 방문

지역은 3개국(핀란드, 스웨덴, 국)이며 이들 지역의 특징은 이미 산학연관(産

學硏官) 연계 강화를 위한 혁신 클러스터(Cluster) 조성을 위해 치열하게 경쟁

중이 이라는 사실이다. 혁신(Innovation)이란 개혁 드라이브로 각 국가는 산학

관연의 연계를 통한 기술인력 양성으로 기업성장의 동력을 만들고 국가경쟁력

을 높이고 있다. 각 국가 마다 경제 살리기를 위해 관련 부품소재산업 경쟁력 

강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투자촉진 등을 위해 일정 지역에 상호 연관관계가 

있는 기업과 대학, 연구소들을 모여 있는 산업클러스터로 변모하는 다양한 전

략을 모색하고 있다. 

• 21세기 과학기술 및 경제활동의 핵심주체는 국가(nation)가 아니라 지역

(region)이라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는 사실을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하고 있

다. 이는 지역경쟁력이 국가경쟁력의 직접적인 바탕이 되고 있다는 인식에 기

초한 것이다. 최근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각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혁신클러

스터, 지역혁신시스템, 테크노파크, 사이언스파크, 벤처집적지, 기술혁신센터 등

의 사업은 지식기반경제에서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지역발전전략의 일

환으로 수행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개발정책으로 거론되고 있는 산업클러스터는 독립

기  업이나 지사, 공장 등 동종 또는 이종 업체들이 공간적으로 단순히 모여 

있는     종래의 산업단지 또는 산업집적과는 다른 개념이다. 산업클러스터란 

산업집적이 지식기반경제에 부합하는 형태로 진화한 개념으로 “소수의 중심기

업 또는 다수의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각종 협회, 상공회의소, 연구소 및 대학 

등이 서로 물자, 인력, 정보 또는 기술을 교류함으로써 상호보완적 활동으로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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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가치를 창출하는 지리적 집중을 통하여 집합적인 시스템을 형성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 국은 Cluster Policy Steering Group을 결성하여 클러스터의 지도화와 정책

개발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핀란드는 8개 산업클러스터를 대상으로 클러스터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따라서 본 자료는 산학관연 협력을 주관하는 기관 연수

를 통해 우리나라의 산학관연 혁신 클러스터 대안을 모색하고 이들 국가의 대

학과 기업간의 산학협력의 성공요인을 살펴본다. 

2. 핀란드 

 • 첫 방문지인 핀란드 수도 헬싱키(Helsihki)에 도착 후 다음 날 아침 연수장

소로 이동하는 버스에서 주로 띄는 건 자작나무와 호수 다. 한국만큼 자원이 

없는 핀란드 1인당 국민소득은 약 25,000달러인 선진국이다. 국가경쟁력은 교육

에서 나온다 할 만큼 특히 공학교육 분야에서 세계 최고로 꼽힌다. 우리나라와

의 공통점은 산학(産學) 연계를 통한 기술인력 양성으로 기업성장의 동력을 만

들고 국가경쟁력을 높인다는 점이다.  

 • 핀란드의 대학은 모두 49개. 이 가운데 공학교육은 연구중심 3개 대학과 

응용·실무 중심의 29개 기술대학이 맡고 있다. 에스포시에는 기술대학인 에브

텍과 연구중심인 헬싱키공대(HUT)가 있으며 이 대학 역시 기업 중심 교과과정

이 특징이다. 공동 연구와 자금지원, 인턴십, 시설제공 등은 미래 인재를 얻기 

위한 기업의 투자는 당연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 핀란드에서는 기업 현장을 거치지 않고 박사학위만으로는 공대 교수가 될 

수 없다할 정도로 교수진의 풍부한 기업 경험이 현장중심교육과 산학연관 연계

의 모범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기업과 대학의 공동연구 및 산업현장교육(인턴

십)도 미리 인재를 기르는 방법 다양한 산학 공동연구를 통해 기업과 학생들이 

서로를 잘 알게 하는 기회를 조성하며 특히 대학은 기업중심의 과제발굴에 관

심을 쏟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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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연구를 대학에 맡겨 아웃소싱하며 대학이 내놓는 연구결과에 대체로 

만족하는 평을 들고 있다. 핀란드와 우리나라는 자원과 인력이 부족한 면에서 

기술경쟁력을 가지려면 산학관연의 협동밖에 없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다.

• TEKEL Science Parks의 개요 

TEKEL science parks는 ICT, 건강관리(healthcare), 의료기술(medical 

technology), 바이오 기술(biotechnology), 환경 및 식품기술(environmental and 

food technology), materials research, digital media 등의 분야로 구성되어 있

으며 수치적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운 회사(OPERATIVE COMPANIES)    

 -23개 science parks       

 -600 employees  

 -100 MEUR turnover  

 -7,500 business contacts                                 

  ■ SCIENCE PARKS    

 -1,700개 기업 및 관련 기관   

 -32,000명 전문가(experts)       

 -면적 1,000,000m2  이상

• 성공열쇠(KEYS  TO   SUCCESS)

 -민간-공공부분 협력(Private - public cooperation)

 -연구기반 고기술(Research-based high technology)

 -핵심 전문분야의 특성화(Specializing in key expertise areas)

 -산학연관의 효율적 네트워킹(Networ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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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TEKEL의 혁신 환경(INNOVATION  ENVIRONMENT)

• R&D projects에 전문가(experts)들이 Center of Expertise(CoE: 전문가 그룹)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기업들 네트워킹을 손쉽게 구축하도록 돕고 있는 것이 

Finland Science Park의 특징이다. CoE 프로그램은 대학과 Science park과 일반

기업들을 망라하여 기업들의 기술적 애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Networking에 관한한 Finland가 전 세계적으로 가장 선두에 위치해 있다.  

CoE 프로그램을 통해 신제품 및 서비스 창출(new products and services ), 신

비즈니스 모델운 (new business operations), 신 직종발굴(new jobs), 지역 및 

국가개발(regional development national development) 등을 실제 기대할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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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   부문별 정책과 CoE 프로그램

<그림 3>  Science Parks & CoE 프로그램의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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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Seinäjoki Technology Centre 건물 전경

■ 스웨덴  

• Mjardevi Science Park는 1984년에 건립되었으며 Linkoping 시가 소유하고 

있으며 200여개의 기업체와 4,000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Kista 와는 달리 

다수의 작은 회사들이 중심이 되어 설립되었음. 정보통신 중심의 회사들이 대

부분이었으나 최근에는 생명공학분야로도 강화되고 있다.

• Linkoping 대학이 투자하여 설립한 대학 투자회사가 있으며 대학내에서 생

산되는 아이디어나 연구개발의 결과들을 사업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 SMIL(Small Business in  Linkoping)은 자생적으로 탄생한 비공식적인 모임

으로 그 목적은 오랜 경험을 갖고 있는 CEO 들과 신생기업들의 CEO들이 서

로 만날 수 있는 기회와 장소를 제공하는데 있다. 한 달에 한번 모임을 갖으며 

세계적으로 유명한 CEO들을 초청하여 강의를 듣고 CEO들 끼리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러한 네트워크를 통한 시너지 창출



- 30 -

을 발산하고 있다.

<그림  5> Activities in the different phases

■ 국 

• 국 최대 공업단지인 버밍햄(Birmingham) 지역의 Aston 대학과 Coventry 

대학의 창업보육센터 및  Science Park을 방문하 다. 특히 산업화된 지역의 특

성을 적극 살려 지역대학들이 기업과의 기술거래(지적재산권)와 인적교류(연구

실 방문, 컨설팅, 인턴쉽, 산업지원 연구 등)가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 Aston 대학내의 The Business Partnership Unit (BPU)는 산업체와 대학간의 

상호 기술이전을 촉진하며 Aston Science Park의 자원을 연계하는 역할을 한

다. 그리고 대학의 연구기능과 교육과정이 Science Park의 경 지원서비스

(business support services)와 연결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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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PU의 주요 서비스는 다음과 같다.

-공동연구(Research Collaborations)

-기술이전(Technology Transfer)

-지식이전  파트너쉽(Knowledge Transfer Partnerships)

-장학금(CASE studentships)

-컨설팅(Consulting)

-자료이전(Material Transfer)

-인력채용(Company Placements)

 

 • Coventry University Business Development Group 은 대학에서 생산되는 

아이디어와 기술, 특허들을 상업화하는 임무가 있음. 이 Group 내에서 실행하

는 기술훈련 등은 대학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주변도시 전체에 대한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다.

 • Coventry University Enterprises Ltd. 는 대학교에서 100% 지분을 가지고 

있는 일반회사임. 이 회사는 중앙정부, 지방단체, 대형회사, 및 EU와 긴 한 관

계를 갖고 있다.

 • Technology Park의 주된 임무는 기업이 성장하고 성공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는데 있다.

 

  <그림 6> Coventry University Technocentre 건물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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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oventry University Technocentre는 기업 디자인 업체의 인력과 시설을 

집중하는 ‘디자인 클러스터’ 계획을 수립하는 등 지역경제 살리기에 주력하고 

있다. 버밍햄 근교에 흩어져 있는 디자인 업체의 인력과 시설을 집중시켜 시너

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디자인 클러스터 추진 계획하고 있다.  

  <그림 7> Coventry University Technocentre의 Design Cluster 

 <그림 8> 연수 A조 7개 대학교 BI 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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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재단 과 개인 투자가들로 구성되어 있고 핀란드의 산업과 혁신정책에 큰 

향을 행사하고 있으며 TEKEL 그룹의 멤버들은 기업가 정신, 고용, 지역발전

과 핀란드 국제 경쟁력에 있어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구성 사이언스 파크의 

성공적인 중요한 요소는 1) 기업과 정부의 협력 2) 연구결과에 근거한 고도기

술의 상업화 3) 소수의 기술에 집중한 기업들의 전문화 및 4) 네트워킹이었다. 

           그 림 1. TEKEL의 구성.

* 사이언스 파크와 더불어 국가 혁신체계(NIS) 및 지역혁신체계(RIS)에서 중요

한 역할을 수행하는 클러스터인 전문기술센터 (Centers of Epertise; CoE)는 기

업들 네트워킹을 구축하고 있었으며 그림 2와 같이 전문기술센터는 대학과 사

이언스파크와 일반 기업들을 망라하여 기업들의 기술적인 애로를 해결해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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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림 2. 전문기술센터 기능

* 핀란드 정부가 과학기술단지를 건설하기 시작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지속적

인 기술혁신을 유발하여 국가 산업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산업계, 학계, 정부간 

연계활동을 조직화하여 지속적인 발전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그림 3과 

같이 산업계와 학계의 긴 한 연계활동을 통하여 연구개발활동이 첨단기업 창

출과 신제품 생산에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첨단산업의 집적효과를 강화하는 효

율적인 국가 및 지역혁신체계 구축에 근본적인 목적을 두고있다.

* 오타니에미 사이언스파크는 헬싱키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으며 핀란드 최고의 

공과대학인 헬싱키 공과대학, 핀란드 국립기술센터, 국립기술개발청, 다수의 첨

단기업 및 금융기관등이 집된 첨단기술이 창출되기 유리한 지역에서 시작되

어, 현재 1987년에 시작된 후 핀란드 최대 과학기술단지중 하나이다. 즉, 정상

급의 연구조직과 대학, 그리고 기술역량이 뛰어난 기업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대학과 연구기관에서 파생된 첨단기업을 유치하여 이들이 상업화에 성공할 수 

있도록 하는 첨단기업 육성지로서 지명도가 높을 뿐 만아니라 전문 인큐베이터 

시설을 보유하고 있어 지역의 첨단 벤처기업이 입주를 매우 선호하는 곳이다.

* 2003년 1월 오울루 테크노폴리스는 오타니에미 사이언스 파크를 인수하여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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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이 8천명,기업수 550개로 확대 개편되면서 기업수 기준으로 유럽에서 최대

                       그 림 3. 핀란드 R & D 지원 구조

의 과학기술단지로 되었는데 테크노폴리스에서 대학의 역할은 지속적인 1) 고

급연구인력 제공 2)신규사업 아이디어 창출 3)연구기관가 입주기업간의 원활한 

인적교류 등을 지원하는 것이다.    

* 핀란드의 성공적인 혁신 클러스터구축은 중앙 및 지방정부의 접하고 유기

적인 협력체계 구축, 접한 산학연계에 두고 있는데 국가적인 차원에서 국제

적 경쟁력을 보유한 대규모 대학을 설립하고 또한 국가연구기관의 이주를 실시

하며 지방정부는 지역여건 환경개선에 최선을 다하면서 지방정부는 대기업을 

유치하기 위하여 기업이 원하는 다양한 조건을 충족시킬수 있도록 한다. 이러

므로서 대학이 배출한 우수한 인력자원을 기업에서 흡수하고 기업은 유능한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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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개발 인력의 원활한 공급을 바탕으로 대학과의 공공 연구개발 결과를 최대한 

빨리 상업화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게 되는 것이다.

<스웨덴>

* 스웨덴 정부는 시장규제 완화, 공기업의 민 화, 전략연구에 대한 공공투자 

확대, 연구의 상업화 지원 및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이전등의 각종 정책을 실시

하 으며 또한 1991년에 설립된 NUTEK(Swedish National Board for 

Industrial and Technical Development)을 통해 전략산업 부문에 산업과 학계 

및 연구기관 간의 협력체를 조직하고 연구개발에 대한 재정지원을 강화하 다. 

이와 더불어 새로운 기술에 기반을 둔 기업들의 창업과 연구결과의 상업화를 

지원하는 테크노폴 (Technopole)프로그램, 공공과 민간에서의 연구개발을 촉진

하기 위해 젊은 혁신기업 창업자와 투자가들의 연례정기모임을 주관하는 프로

그램(CapTec Programme)등이 실시되었다.

* 스웨덴의 국가경쟁력과 혁신역량에서 빠뜨릴 수 없는 요소는 대학과 기업간

의 산학협동과 대기업․중소기업 간 협력체이다.

* 시스타 사이언스 파크의 성공요인 1) 스톡홀름 시정부의 기업가 정신에 따른 

적극적인 경 마인드 2)산학협력 3)교육 4) 입지 및 여건조성  5)홍보중 산학협

력부분을 검토해보면 산학연 협력체제는 지역혁신체계 구축에서 가장 기초적이

며 필수적인 요소이다. 시스타 사이언스 파크는 산학협력체계가 완벽히 이루어

지고 있는 대표적인 혁신 클러스터이다. 특히 대학에서 배출되는 우수 인력과 

개발된 기초과학 연구가 기업경 에 바로 활용되면서 상호 시너지효과를 높이

는 기반이 만들어져 있다. 더욱이 스웨덴 왕립공대나 스톡홀름대의 역할이 단

순히 고급두뇌 양성에만 그쳤던 것이 아니라 이들 대학과 기업체간의 활발한 

산학협동이 이루어져 많은 기업들이 시스타 사이언스 파크로 진출하도록 유도

하 다.

* IT 대학의 산업위원회에는 R&D 담당하는 기업체의 임원이 참여하여 산업체

의 수요에 바탕을 둔 산학협동을 공동으로 기획과 추진을 하고 있으므로 이 같

은 산학협동은 기업체가 시스타 단지내 대학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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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 분야에서 보면 경제의 지식산업화의 성공 여부는 얼마나 많은 고급인력

을 유치, 양성할 수 있는가에 달려있는데 우수한 인력에 의한 신기술 개발은 

시제품 생산과 대량으로 연결되면서 경제와 산업의 성장으로 이어지게 되기 때

문이다. 시스타 사이언스파크는 이러한 우수 인재의 유치,육성에 있어서 성공적

인 사례인데 1) 스웨덴 최고 명문대학인 스톡홀름대학과 스웨덴 왕립공대가 시

스타의 인접지역에 위치하고 있을 뿐만아니라 2)우수한 인력을 고급인력간의 

국제교류 활성화, 시스타지역 내 기업들의 첨단장비를 사용한 공동연구 및 실

험은 살아있는 지식습득에 크게 기여하게 하므로서 우수한 인력을 더욱 고급 

기술인력으로 육성되고 있다.

*  시스타 사이언스 파크는 더 많은 연구인력들이 거주하며 불편없이 생활할 

수 있는 쾌적한 주거 공간 및 교육, 문화시설을 만들기위해 2001년 이후

그림 4와 구성을 갖는 시스타 사이언스 시티로 확대 개편하고 있다.

                 그 림 4. 시스타 사이언스 시티 구성

* Mjardevi 사이언스파크는 시스타 과학단지와 달리 다수의 작은회사들이 중심

Kista Science City AB Stockholm Innovation & 
Growth 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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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ectrum foundation
Bo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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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되어 설립되었는데 그림 5와 그림 6에 보여진 바와 같이  Linkopingeogkr

이 투자하여 설립한 대학투자회사가 있으며 대학내에서 생산되는 아이디어나 

연구개발의 결과들을 사업화 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창업화에 이르지 

못한 아이디어들도 6개월간 그 가능성을 검토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

다.

        

                그 림 5. Mjardevi 사이언스파크내 회사의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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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림 6. Mjardevi 사이언스파크내 네트워킹

<  국>

* 국BI(UKBI ; Business Incubation)는 DTI(Department of Trade and 

Industry;무역산업부) / 소기업 서비스, HSBC, 자문기구, 버밍햄시 의회, Aston 

대학과 Aston 사이언스파크에 의해 1998년에 설립되었는데 현재는 정부에서 

창업보육을 위한 리더체로서 인정하고 있으며, 개업자나 스테이크홀더들에 의

해서 국의 양질의 보육을 위한 미래 개발의 초석으로 인정을 받고 있다. 그

림 7에서도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BI 안에서 다른 기구와 대학과의 연계는 공

간 제공의 차원을 넘어 창업에 중요한 협조관계를 갖고 있다.

                     그 림 7. UKBI의 구성

* Aston 사이언스 파크는 30년전에는  쓰러져가는 빌딩들과 심하게 오염되어 

악취를 풍기는 곳이었지만 Aston 대학이 주축이 되어 현재는 Aston Triangle의 

강을 중심으로 멋진 사이언스파크가 조성되었다. Aston 대학은 교육, 연구와 

컨설턴시에 있어 국제적인 중심지가 되고자 하며 과학,공학, 직업과 인간다움안

에서 전문적이고 취업적인 주제에 집중하고 있었다. 또한 그림 8에서도 보여주

                    그 림 8.   Aston대학의 구성

고있는 바와 같이 ston 대학은 산업체, 상업과 대중서비스차원에서 요구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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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에 사업방향을 잡고 있었으며  특히 강한 연구와 교육을 기반으로 그러한 

목표를 이루고자 한다.

* 코벤트리 대학 기업(CUE Ltd)은 그림 9에 나타낸 것 처럼 회사들과 다른 조

직체들이 대학에 있는  특별한 전문가들의 방대한 자원, 시설과 서비스에 접근

하도록 도와주는데 컨설턴시 도움과 연구 지원 전문기술은 코벤트리 대학기업

의 중요한 상환 요소이다.

1) 컨설턴시는 대학의 요원들에게서 직접 조언을 제공 또는 대학의 시설을 이

용하는 것 2) 연구 프라젝트는 대학과 구성체간의 긴 한 공동연구를 포함 3) 

기업 맞춤 활동은 프라젝트 훈련 프로그램의 온전한 유지를 위해 대학 네트워

크에 의해서 개인이 가이드 및 지원받는다든지, 산업체와 상업적이며 공동체에 

기반한 조직체의 특별한 요구에 충족하기 위해 디자인되는 것임 4)전문가와 접

근은 자금 확보에 있어 도움과 조언, 생산 설계, 산업계획이다.

            그 림 9. 코벤트리 대학 기업의 조직과 역할.

* CUE Ltd의 SAIL(Strengthening Academic and Industrial Links)은 유럽전역

에 걸쳐 대학과 기업체의 협력을 위해 멤버들의 경험을 교환할 수 있도록 도와

주는 네트워크이다.     

Aston 
University

School of Life & 
Health Sciences

School of 
Engineering & 
Applied Science

School of 
Languages and 

Social 
Sciences

Aston Business 
School

ResearchOutreach Teaching

Undergraduate Postgraduate

Aston 
University

School of Life & 
Health Sciences

School of 
Engineering & 
Applied Science

School of 
Languages and 

Social 
Sciences

Aston Business 
School

ResearchOutreach Teaching

Undergraduate Postgraduate



- 42 -

* 기술이전 및 상업화를 위해 약 50여개의 민간 기업 (BTG 등)이 활동중이며 

정부에서는 기술이전 및 상요화를 위해 SMART(Small firm Merit Award for 

Research and Technology)와 LINK등의 다양한 제도를 마련하여 운 하고 있

다.

*  SMART는 국 DTI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개인 또는 종업원 250명 이하 중

소기업의 기술혁신을 돕기위해 기술 타당성 연구와 기술개발 프라젝트를  지원

하기 위해서 추진된 프로그램으로 다양한 성격과 다양한 규모로 1986년 시범사

업으로 출범한 후 1988년부터 본격적으로 확대 추진되었다.

* LINK는 국의 과학기술이 국가의 창조와 생활의 질 향상에 공헌하기 위해

서 대학의 연구가 산업에 공헌해야 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진 프로그램으

로서 DTI 가 중심이 되어 정부 전체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대학, 연구소등

과 민간기업의 공동연구를 지원함으로서 기업체에 대한 기술이전을  촉진하고 

있다.

* TCS(Teaching Company Scheme)프로그램은 대학이 보유하고 있는 과학, 기

술, 경 기법 및 지식 등을 활용하여 산업계의 기술혁신 지원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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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5년 시행되어 2003년 10월까지 운 되었으며 11개 정부조직의 출연금을 받

아 대학과 민간 기업간의 기술이전과 훈련을 위한 동반자 관계 구축을 지원하

는 등 산,학 기술개발 협력 프로젝트로 기술이전의 특성이 강하여 연구의 효율

성, 산업의 기술경쟁력 제고에 기여 하 다. 각 대학이 TCS 센터를 운 하면서 

대학의 연구자원을 활용하여 지역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프로젝트를 지원한다는 

컨소시엄과 유사하나 추진방식은 다르다. 대학교수는 모니터링 서비스 제공 및 

기술지도 기능을 수행하고 대학원 졸업생은 연구를 수행하여 대학의 간접비 수

입이 크다는 특징이 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하여 기업은 자체 조달 능력이 넘

어서는 기술과 숙련된 인원을 동원, 활용하여 전략사업을 대학과 공동으로 개

척하고 대학 졸업생들에게는 높은 수준의 기업체 훈련을 제공하여 대학의 연구

와 강의 내용을 산업체 지향적으로 유도할 수 있다는 좋은 점이 있다. 

* KTP(Knowledge Transfer Partnership) 는 TCS를 승계하여 산학연 협력을 통

한 기술이전과 산업혁신을 제고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지식기반의 협력적 동

반자 관계를 통해 산업혁신을 추진함으로서 국가의 경쟁력과 부를 강화하는데 

목표를 두고 지식이전 파트너쉽을 통해 연구조직은 선진연구를 위한 아이디어

와 산업계의 지원을 획득할 수 있으며 새로운 비즈니스 발굴을 위한 협력을 심

화할 수 있도록 하 다.

<대한민국>

 * 우리나라의 교수연구원 창업지원시스템을 살펴보면 우리나라도 정부가 1998

년 12월30일 교수연구원의 실험실 창업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벤처기업육성에

관한특별조치법」을 개정하고, 동 개정 법률안에서는 교수 및 연구원이 소속기

관장의 허가를 받아 현직에 있으면서 창업하거나 벤처기업 임․직원으로 겸직

할수 있도록 하 다.  

*  기술거래소, TLO, 기술이전센터등을 통하여 교수와 연구원들의 노우하우 및 

아이디어와 기술이 기업체로 이전되어 상용화 되어가는 건수가 매년 크게 늘어

나고 있으며 또한 공학인증제도입, 산학협력중심대학육성, 기타 중소기업체 체

험프로그램등을 통하여 산학연계가 보다 강화되어 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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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문기관        대한민국         강구책

-산학연관 연계프로그램을 

통하여 실제적이고 구체적

인 관계형성과 더불어 시

너지 효과얻음

-아이디어 및 지능자산을 

기술이전등을  통하여 상

업화

-Licensing을 통한 지분의 

정확한 배분

-각 파크의 관련 전문가들

로부터 충분한 사전 사업

성 점검 및 창업에 따른 

준비 철저지도 및 지원

-국가기관(은행포함)에서도 

예비창업자 및 투자자 연

결 

-예비창업자 Pre BI 체험과  

University Holding을 통하

여 기술체크 및 본격적인  

창업유도

-대학 및 연구원의 우수한 

고급기술인력의 육성 및 

산업체와 중요한 교량역할 

수행

-창업보육센터를 포함한 테

크노파크등 여러  형태 창

업지원 기구의 기능 편협 

및 협소

-정확한 Licensing 관계가 

모호하여 교수․연구원과 

기업체 구성원 상호간 신

뢰성결여

-매니저의 다양한 업무 수

행으로 전문적 역할 저조  

 

-창업에 대한 대학 및 연구

소의 강한 의지부족

-교수 및 연구원의 창업의

지 불투명 및 결여

-기술이전관련 기관들의 활

동 제한

-기업체에서 요구되는 맞춤

형교육 미시행

-우수한 학생들의 타도시전

출 및 관련전공자 없음

-기업체와 대학 및 연구소

의거리감이 큼

-기업의 대학 인식 문제   

-지속적인 과제 및 사업설

명회를 통해 기업체에 홍

보 

-기술 이전기관에서 여러 

개인정보 검색후 산학연계

-기술이전기관들을 통한 교

수및 연구원의 정확한 지

분을 위한 전문 Licensing 

확립 

-네트워킹을 통한 창업유도 

및 지원시스템 구축

-공단내에 관련 대학 및 관

련 전공이 상주하여 정보 

교환원활 

-강력한 연구기반으로 형성

된 산업구조 구축 

-정부와 더불어 지자체의 

적극적인 산학연관 관계 

Up

- 빠른 효과를 위한 대기업 

유치 및 관련업체 유치 

-예비창업자 지원프로그램 

보다 적극적으로 도입 및 

실시

-대학과 기업연계 자리마련

 

결론적으로 창업지원에 있어 방문기관의 성공적인 내용, 우리나라의 문제점과 

강구방법을 정리해본다.   

부록 3 : 해외시장개발을 위한 대기업 네트워트 활용방법

         (북유럽 사례)

 9박10일간 핀란드의 Finish Science Park Association(in Helsinki), Otanie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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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ience Park(in Helsinki), 스웨덴의 Kista Technology Park(in Stockholm), 

Mjärdevi( in LinkÖping), 국의 Aston Science Park(in 

Bermingham),Coventry University Technology Park(in Coventry)의 선진국 벤

처기업 육성시설을 직접 보고, 그들의 운  현황을 들어볼 수 있는 귀중한 기

회를 가질 수 있었다.

그동안 국내에서 언론매체나 정부기관의 자료를 통해서 피상적으로 느끼던 것

을 눈으로 직접 관찰해보니 산업발전의 역사 만큼이나 그들은 훨씬 더 깊었이

있고, 체계적이고, 각기관과 기업들이 상호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고, 운 기관들의 운 시스템도 안정되고 일관적으로 운 하고 있는

데 비해 우리는 겉모습은 비슷하게 가고 있으나 아직 내부적으로는 미숙하고 

보완해 나가야할점이 많다는 것을 확연히 알수 있었다.

이번 연수과정을 되돌아 보면서 주어진 과제에 대한 소견을 조원들과 공동으로 

피력해 보고자 한다.

1. 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대기업-중소기업 상생협력 강화의 

필요성 

현재 우리나라 기업은 로벌시대의 경 환경 변화에 경 방식의 전환을 예고

하고 있다. 경제규모가 확대되어 가는 과정에서 대기업 중심의 성장은 국민경

제의 균형 있는 발전과 기술개발 및 대외경쟁력 부문에서 부정적인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계열화 및 분업시스템 속에서의 

협력관계가 수직적이고 양적인 생산관계를 탈피하여, 수평적인 협력관계 모색

을 요구하고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첨단 부품ㆍ소재산업에서 대일무역 적자가 지속, 지난 10년

간 대일 무역적자가 1020억 달러에 이르는 등 수출ㆍ내수의 양극화와 대기업ㆍ

중소기업 양극화 현상이 동시에 벌어지고 있다. 우리 사회의 대기업과 중소기

업, 수출기업과 내수기업간 양극화 현상은 단기적으로 경기변동에, 장기적으로 

성장잠재력에 부정적인 향을 미치게 된다. 결국 수출이 늘어도 국내고용이 

증가하지 않는 현상으로 이어지는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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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은 이와 관련 지난 1월 13일 신년회견에서 경제 활성화의 핵심으

로 부품ㆍ소재산업부문에 있어서의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동반성장을 강조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이 우리 경제를 살리는 길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대해 대기업은 부품을 제공하는 중소기업 경쟁력이 대기업의 로벌 경쟁

력과 직결되는 만큼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상생의 파트너로 삼아 함께 나아가야 

한다는 점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협조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에 따라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윈-윈(win-win)' 전략도 나날이 발전해가고 있

다. 특히 유동성이 취약한 중소기업의 자금난 경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연말

연시와 추석 등 중소기업의 자금수요가 몰리는 시기에 일회성으로 실시되던 현

금결제를 연중 상시화하거나 중소 협력업체의 품질 향상을 위한 지원과 성과공

유시스템이 등장하고 있다.

포스코･삼성 같은 주요 대기업은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덜어주기 위해 납품대금

을 조기 또는 현금 결제하는 등 과거와는 다른 상거래 문화를 혁신해 나가고 

있다. 포스코는 장기불황으로 중소기업들이 매출감소 및 수익성 악화로 어려움

을 겪고 있는 점을 감안해 지난 연말부터 3500여 협력사에 납품대금을 모두 현

금으로 지급했다. 삼성도 작년 말 ‘연말연시 협력사 특별자금지원대책’을 통해 

1만 7000여 협력사의 결제대금 1조 600억원을 조기 지급하는 한편 설ㆍ추석ㆍ

연말연시 등 중소기업의 자금수요가 몰리는 시기에 납품대금을 미리 지급하는 

것으로 정례화하기로 했다. 

이와 같이 세계시장에서 대기업은 중소기업과의 협력관계를 통한 경쟁력을 강

화하고 있다. 또한 세계경제의 성장축이 대기업에서 중소기업, 벤처기업 중심으

로 이동하고 있는 시대적 요청에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점이다. 

2. 대･중소기업간 협력관계의 본질

경제발전은 한나라 산업구조의 재편성을 수반하게 되고, 산업구조 재편성의 정

책수단으로는 실제 기업합병 및 분사, 계열화, 전략산업의 육성, 한계사양산업



- 47 -

의 퇴출, 업무제휴 등을 들 수 있다. 그 중 가장 보편적이고 강력한 산업구조 

재편성의 수단은 기업규모간 협력관계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정부주도 고도성장 과정에서 대기업 중심 산업정책으로 인해 대･중

소기업간의 불균형이 심하고, 중소기업의 존립기반이 크게 취약한 상태에 있음

을 고려할 때 산업구조 재편성 수단으로 대･중소기업간 협력관계는 매우 중요

한 의미를 지닌다.

특히 우리나라에서의 대･중소기업관계는 분업에 의한 공존관계 보다는 주로 경

합관계에 있어 왔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산업구조를 효율적으로 재편

성하기 위한 대･중소기업간의 협력은 대기업이 협력 중소기업에 지속적으로 부

품 등 소요중간재 생산을 요청하고 중소기업은 대기업과 자본, 기술 및 경 면

에서 합리적이고도 긴 한 협력생산체제를 유지하여 모기업의 생산활동이 원활

히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동반성장을 도모하는 기업관계를 의미한다. 

최근 중소기업의 재편성 과정에서 가장 핵심을 이루고 있는 대･중소기업간 관

계의 본질에 관한 논의는 자본의 지배종속관계라는 측면보다 합리적 분업 내지 

협력 관계라는 점이 강조되고 있다. 즉, 오늘날과 같이 기술의 변화와 시장의 

세분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상황하에서 대기업은 대규모 생산의 기술적 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것 뿐만 아니라 자본의 합리적 이용을 위해서도 외부 전문기업

과의 합리적 분업 내지 협력관계 유지가 불가피 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고도자

본주의하의 사회적 분업은 하청관계를 발생케 하며, 이는 대기업이 협력 중소

기업과 자본, 기술, 경 면에서 긴 한 협력관계를 유지, 발전시켜야 국내외적 

경쟁력이 제고되어 대･중소기업 공히 수익의 극대화와 지속적 성장이라는 기업

목적을 달성 할 수 있을 것이다.

3. 대･중소기업 협력관계의 현황

중소기업 협동조합 중앙회가 협력 중소기업이 거래 대기업으로부터 지원받은 

사항을 조사(2004년)한 바에 따르면 협력 중소기업은 대기업으로 부터 기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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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제품설계도면, 원자재 공급 등의 지원을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들은 주요 생산요소의 지원 이외에도 경 지도, 자금지원, 설비대여 등 

협력중소기업에 대한 다양한 지원과 협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

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이와 같은 대부분의 지원은 상호협력을 통한 중장기적 

상생 발전보다는 현재 필요한 중간재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필요한 활동을 하

는 것에 해당한다. 또한 후술하는 대기업의 협력 중소기업에 대한 최대한의 납

품 가격인하 압력을 고려할 때 현재의 대·중소기업관계는 대기업의 이익을 우

선 고려하는 중소업체 관리 수준에 있다고 할 것이다.

기업 간 관계가 상호 중요한 활동에서 상호 의존적이라는 것은 그 자체로는 시

장 원리에 따른 자발적 행동이라는 점에서 문제될 것이 없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어느 일방이 교섭력에서의 월등한 지위를 이용하여 상대를 더 의존적으

로 만들고, 납품가격의 지속적인 인하를 통해 협력 중소기업의 경쟁력 기반을 

훼손한다면 관련 산업 전반의 경쟁력 저하를 초래한다는 면에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 하에 대·중소기업 협력 관계에서의 대기업의 협력 중소기

업 지원 현황을 아래의 표를 통하여 알아보았다.

협력기업이거래대기업으로부터지원받은사항

         (단위: 인, 개, %)



- 49 -

      항목

종업

원규모

업체
수

기술
지원

경영
지도

자금
지원

융자
원자
재

공급

설비
대여

제품
설계
도면

자본
참여

인력
파견

수출
지원

정보
화

지원

해외
진출
지원

제조업전체 65,327 40.6 15.5 15.2 6.1 37.6 7.9 38.4 1.8 5.3 6.2 13.3 1.1

5~9 32,333 35.2 15.2 14.2 6.4 39.4 5.5 36.7 0.9 3.9 4.8 3.9 4.8

10~19 18,019 42.3 15.2 18.1 6.0 32.1 6.4 38.7 3.2 7.6 6.5 7.6 6.5

20~49 10,815 43.3 14.9 13.7 6.5 41.4 12.3 41.2 2.0 5.0 8.5 5.0 8.5

50~99 2,851 57.5 18.3 13.4 3.9 41.1 18.4 42.0 0.4 5.9 7.4 5.9 7.4

100~199 1,114 55.4 20.6 14.9 4.7 38.3 17.8 41.1 1.7 5.0 11.5 5.0 11.5

200~299 195 45.1 23.8 8.2 1.6 34.4 9.8 33.6 2.5 4.1 13.1 4.1 13.1

 ※ 중소기업 협동 중앙회 조사자료(2004년) 인용

지금까지 대·중소기업 협력은 주로 대기업과 사업자 단체들이 협력을 주도하

다. 중소기업 역량 강화와 이익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면 오히려 중소기업들이 

협력 사업을 주도하고 대기업들이 이에 협력하는 구도가 바람직 할 것이다. 

또한 대체적으로 중소기업들이 대기업에 전속적이고 종속적인 관계인데 향후에

는 대기업과 전략적으로 동반 관계에 있는 소수 중소기업 이외에는 개방적이며 

대등한 관계의 협력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무엇다도 중소기업의 

빈약한 역량을 제고하여 대기업의 파트너로서 충분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대·중소기업협력관계의발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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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현재 발전방향

협력의목적 주로대기업의이익
대기업과중소기업상호간협력

으로인한이익의공유

협력활동의주체 대기업과사업자단체
대기업과중소기업,중소기업

주도의협력이바람직

대·중소기업관계의유형 전속적·종속적관계
전속적관계의경우와개방적,

대등한협력관계등으로다원화

중소기업의역량 빈약 중소기업역량의향상

구조적,제도적협력기반
주로대기업이익,전속적,

종속적관계심화에기여

대등한관계구축의기반마련,

중소기업이익의보호

협력지원의형태 전시효과적,이벤트형행사
대·중소기업간실질적,자율적

협력의기반마련

4.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기본방향

WTO 출범이후 개방화･국제화의 현시점에서 이제 우리나라의 대기업과 중소기

업간 협력관계가 더 이상 양적인 확대관계가 아닌 질적 고양을 통한 효율성 제

고가 중시되어야 한다고 볼 수 있다. 더불어 오늘날의 로벌 경쟁 자체를 개

별기업간 경쟁에서 시스템간 경쟁체제의 이행으로 파악해야 하는데, 이는 개별

기업간의 상호의존활동이 독립된 개체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유기적

으로 결합해 있으며, 이를 통한 시스템 전체의 최적화를 추구하고 있기 때문이

다. 또한 이러한 시스템에 속한 기업들은 경쟁상 비교우위를 확보하는 것이 가

능하므로 시스템적 기업간 체제를 형성하는 것이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협력강

화의 기본 방향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관계를 로벌 시대에 걸맞는 상생협력 혁신네트워

크 관계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다. 이를 위해 대기업, 중소기업, 정부 등 3자가 

긴 히 협력해야 한다. 대기업은 단기수익중시 경 을 지양하고 중소기업을 상

생의 파트너로 인정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관행을 정착해야 한다.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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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끊임없는 혁신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전문화, 대형화, 로벌화를 통해 자

립능력과 교섭력을 제고해야 한다. 그리고 정부는 인센티브 제공,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하여 대･중소기업간 자율적인 상생협력 추진기반을 구축해야 한다.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정책과제로서 공정하고 호혜적인 파트너

쉽 구축 즉 성과공유제 확산을 공정한 파트너쉽 구축이다

도요타, John Deere(미 : 농기계업체), Raytheon(미 : 항공기업체) 등 로벌 기

업들도 납품단가인하는 강력히 추진해 나가되, 중소기업이 단가인하를 감당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의 기술 및 경 혁신을 직접 지원하고 원가절감 성과도 중

소기업과 공유하 다. 이러한 성과공유제 도입결과, 도요타･덴소 사례와 같이 

모기업과 협력업체가 다함께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하 다.

반면 우리 대기업들은 납품단가와 관련하여 중소기업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

고, 환율변동시 외화결제수단 임의변경 등 비용부담요인은 중소기업에 전가하

다. 또한 포스코, 삼성전기 등 일부기업을 제외하고는 성과공유제를 도입하여 

활용하는 사례가 거의 없는 상황이다. 

5. 벤처기업과 대기업의 협력유형

소비자의 취향과 욕구의 다양화, 시장의 성숙기에 의한 제품수명주기 단축, 혁

신적인 신제품개발의 범람 등 동태적인 시장환경변화에 따라 벤처기업의 내부

역량과 대기업의 축적된 경 경험을 시장생존게임차원에서 상호 협력함으로써 

제한된 자원의 효율성과 시장에 대한 역동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전략을 모색

하는 동시에 산업계에 협력을 위한 전략적 시사점을 제공하는데 있다. 

첫째, 벤처기업 대기업 협력추진동기에 있어서 시장지향동기는 벤처기업을 둘

러싸고 있는 외부환경요인과 내부환경요인 모두가 유의적 향을 미친 반면에 

기술지향동기 및 사회적 동기에는 벤처기업의 내부생산환경만이 유의적인 향

관계 다. 둘째, 협력추구동기와 벤처성장단계간에 차이가 있고 셋째, 벤처기업

의 성장단계에 따라 대기업과의 협력유형의 차이가 존재하며 넷째, 벤처기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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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단계에 따라서 협력성과에 유의적인 향을 미친다. 

성공한 벤처기업들은 독창적 기술개발과 틈새기술경쟁의 리더들로서 유연한 조

직, 자율권, 실패에 대한 관대함, 민첩함과 창의적 도전정신 등 세계제일의 이

념으로 로벌시장에 공격적 경 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정부주도하에 급성장

한 벤처기업들은 마케팅능력과 조직력의 부족, 관리인프라의 미구축, 비즈니스

모델의 미흡으로 수익전망이 불투명하고 경제적 침체기에 직면하게 되면서 시

장생존의 갈림길에 놓여 있다. 

반면, 우리나라 대기업들의 사업특징은 시장의 성숙기 진입에 따른 마케팅 및 

관리비용 증가로 수익성 악화, 경직된 의사결정체제에 의한 비효율성, 조직의 

방대함, 비관련 다각화로 핵심역량 분산, 규모에 집착한 저부가가치형 생산구

조, 중후장대형 산업에 집중하고 있어 더욱 벤처기업, 대기업 상호간의 협력이 

중요하다

6. 기업 경쟁 우위의 원천

기업 경쟁 우위의 원천으로서 네트워크 활용은 그 참여자에게 여러 이점을 제

공한다.

첫째, 수요자와 공급자로의 관계로서 네트워크가 기능 한다면 네트워크 참여자 

모두 가 안정적인 협력 관계에 의한 이점을 누린다. 소비자 수요가 다양화되고 

환경 불확실성이 증대될 수 록 부품 및 원자재의 안정적인 공금은 부품 수요자

에게 매우 중요하다. 안정적인 품질과 가격, 정확한 납기가 소비자들의 신뢰를 

얻는 기본 조건이기 때문이다. 또한 공급자는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고 예측 

가능한 사업계획을 세울 수 있어 경  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다.

둘째, 제한된 자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경쟁적 생존을 유지해야 하

는 기업들이 자신에게 필요한 모든 자원을 내부에 확보하는 것은 비효율적인 

경우가 많다. 핵심 역량 경 , 아웃소싱, 하도급, 전략적 제휴 등을 통해 기업 

간 관계를 맺는 것은 결국 필요한 역량의 일부를 안정적으로 외부에 의존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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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전략의 일부이다. 특히 로벌화에 따른 시장 확대는 각 기업들이 자신에게 

맞는 전문화를 통해 특화된 제품으로 넓은 시장에서 경쟁하는 것이 유리한 상

황을 제공하고 있다. 동시에 로벌 아웃소싱의 기회가 확대 되어 기업들은 네

트워크의 적절한 활용을 경쟁력 유지와 향상에 중요한 전략으로서 활용하는 추

세이다.

기업 간 관계와 협력이 접해 질수록 상호 간 지식의 교류와 창조를 통해 동

반적인 경쟁력의 향상을 추구할 수 가 있다. 지식과 정보의 교류, 학습과 창조

를 통한 기술개발로 동반적인 경쟁력 향상을 추구하려면 네트워크 참가자간에 

먼저 신뢰가 형성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참여자 간 상호 기여가 가능한 능력 

보유와 믿음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네트워크 참여자는 정보의 교류와 학습을 통해 새로운 사업기회를 발굴하고 상

호간 협력 범위를 확대하여 win-win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 공동의 관심사와 

목표를 지닌 네트워크에서는 서로 다른 관점에서 동일한 목표를 위한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는 기회를 가질 수 가 있다. 신사업 발굴, 신제품개발, 공동마케

팅, 새로운 참여자 확보로 네트워크 확대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7.정보기술을 이용한 기업간 협력강화방안

무한경쟁을 예고하는 21세기 지식산업화 시대에 국내 기업이 능동적으로 대처

하기 위해서는 기업 정보화가 절실한 실정이다. 많은 기업들이 기업 정보화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인식하고, 기업 정보화를 위한 다각적인 전략을 수립하여 

진행하고 있지만 개별 기업의 대응노력으로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급속한 시

장 변화 및 개방화를 통한 세계 단일 시장 체제에서 국내 기업이 효과적으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공급사슬(supply chain)을 기반으로 한 기업간 협

력강화와 국가차원에서 국내 산업의 지식 활용력 강화를 위한 정보화 기반 마

련이 필수적이다.

또한 사이버공간을 통한 전자상거래의 보편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외국 기

업의 시장 선점 공세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전자상거래 기반구축 및 서비스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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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체제 구축이 필요하다. 그리고 업체간, 소비자간, 관련 단체간 정보 공유 및 

전달 체제 구축을 통하여 산업부문별 정보화 수준을 향상시키고 국제경쟁력 제

고가 필요하다. 따라서 정보 기반과 유통체제가 선진국에 비하여 빈약한 국내

산업의 정보화를 개선하기 위해 주요 산업별 DB를 개발하여, 기업 또는 산업

간의 정보 공유를 촉진하고, 기업간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기업의 생산성 향상

과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8. 대기업ㆍ중소기업 상생협력

대기업들이 중소기업 지원책을 대폭 확대하는 등 상생협력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으나, 이러한 분위기가 CEO뿐만 아니라 실무부서까지 확산되어 실효성을 거

두기 위해서는 대기업별로 중소기업 전담조직을 만들어 실무진 차원에서 상생 

협력에 대한 관리 및 지원, 평가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상생협력에 대한 

지속적인 추진기반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대기업별 또는 계열사 및 자회사별로 

별도의 전담조직을 구성하여 중소기업의 애로사항 및 협력사항 파악, 분쟁중재 

등 상생에 대한 채널을 하나로 갖추는 것이 대․중소기업이 모두에게 효율적일 

것이다.

또한 중소기업들은 대기업이 보안을 이유로 중소기업과 정보공유를 하지 않아,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상호 원활한 커뮤니케이션 체제를 갖춰야 

하는데, 이를 중소기업 전담조직에 직접 관장해 주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중소기업 전담부서를 두어야 하는 이유는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대

기업의 경 방식이 단기수익위주로 전환됨에 따라 사업부별 성과평가 방식이 

중소기업에 부담을 전가하는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평가되었기 때문에 개별 

사업부가 아닌 전담부서를 두게 되면 사업부의 부담이나 중소기업 지원의 책임

관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대기업내 공식적인 전담부서를 운 하는 것이 원활

한 상생의 효과를 올릴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현재 최고경 층의 상생의지 및 시각이 일선 사업부서에까지 전파되지 않고 있

기 때문에 중소기업 전담부서를 운 하게 되면 경 층의 상생에 대한 의지가 



- 55 -

하부계층까지 확산될 수 있을 것이다.

9. 마무리

중소형 국가가 경제적으로 처해있는 가장 큰 제약은 인력, 원자재, 자본 등 

생산요소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이다. 게다가 존재하는 부존 자원마

저도 내수시장의 협소로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러한 소

규모 경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유럽의 중소형 국가들은 일찍이 경제를 

개방하고 대외 교역과 국제투자를 적극 활용해왔다. 또한 기업들은 적극적

인 해외진출을 통해 대규모의 경제를 이루고 해외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

하려고 노력했으며, 이 과정에서 핀란드(노키아), 스웨덴(에릭손)등의 세계

적인 다국적 기업이 생성되었다. 이들 모두 대학을 중심으로 연구단지의 

집적화, Cluster를 통하여 산학협력의 유기적 체제를 형성하여 정부와 지자

체의 집중적인 투자가 오늘날의 경제대국으로 발전을 가능하게 하는 원동

력이 되었다.

이에 해외시장개척을 위한 대기업의 네트워크 구축방법의 일례로 과감한 

R&D투자와 선택과 집중을 통한 중앙정부의 기업 지원시책과 각 지역의 

특화산업을 대학이 보유하고 있는 지식기반을 유기적으로 활용하과 지역의 

테크노파크를 중심으로 산․학․관 정보교류 와 Networking을 잘 활용한

다면, 우리 나라에서도 Nokia와 같이 기업이 탄생될 것으로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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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본 연구는 원자력기술 벤처기업의 해외진출을 위한 기반구축 전략수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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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ustrial Park가 공동으로 출자하는 기술이전센터를 독일 현지에 설립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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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입주산업단지에 Office를 개설하고 어, 독일어, 한국어 등의 구사
가 가능한 기술이전 전문 인력을 고용하고 상주시킴. 여기에서는 원연 창
업보육센터 입주기업 또는 상기 보육센터가 지정하는 벤처기업의 해외시

장 진출에 필요한 제반 행정업무, 기술 및 제품 수출상담, 수요자가 요구
하는 기술개량 및 제품개선 등을 위한 협상을 전문적으로 항시 수행함. 
이를 통해 원자력 벤처기업들은 전문 인력, 사무실 설비 등의 비용절감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독일 현지 수요자가 요구하는 상담에 적기에 대응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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