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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란, 
정보 통신 기술 

  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 
 
더 단순하게 정보 기술

(Information Technology, IT)
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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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youtube.com/watch?v=Lk9-DvuMzKA


ICT의 개념 스마트 환경 내 벤처 벤처 생태계 진단 개선 방안 결 론 

http://news.mtn.co.kr/newscenter/news_viewer.mtn?gidx=2013031818112414396


스마트 환경 내 벤처 

2. ICT 산업의 지속적 성장을  
          위한 벤처기업 중요성 
 

1. 스마트 환경의 도래와  
        ICT 패러다임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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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환경 내 벤처 

서비스 경쟁력 
 + 

 SW 기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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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및 기업 공개 
 

고가에 인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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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 인수를 혁신의 원동력으로 활용 -> 글로벌 경쟁력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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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youtube.com/watch?v=uR27dPHI7dQ
http://www.youtube.com/watch?v=8pHu8mlYsKM


Apple사의 현황 및 미래 현재 기업 환경 분석 

생산 운영전략의 개념 Apple사의 기업전략 Apple사의 생산운영전략 Apple사의 생산운영전략 유형 

수평적 시장 구조 확산 -> 고도 전문 인력 흡수 -> 고학력 실업문제 해소 

스마트 환경 내 벤처 



공급 

 

벤처 투자 규모, 분야, 

업력별 투자,회수

시장 이슈 

수요 

 

벤처기업 현황  

벤처 인력문제 검토 

환경 

 

벤처 생태계 구축 여부 

사회문화적 인식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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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 ......................................................................... 2011 

2002-2003 

 

벤처버블 

붕괴 

2009-2010 

 

제 2의 벤처 붐 

2005 

 

증가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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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벤처기업 비중 29.7% -> 27.9% 감소 
- 하드웨어 연평균 증가율 10.9% < 소프트웨어증가율     
   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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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초기기업 기업에 대한 투자 비중 감소 
 

벤처버블붕괴와 같은 불확실성에 대한 불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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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캐피탈 회수 시장 현황 

-장외시장 매각 및 상환의 형태로 회수 -> Black Market 형태의 거래 
  (미국- IPO, M&A 형태의 회수 -> 공정한 기업가치 평가) 

벤처 인력 현황 

-인력 수급문제 ( 인력 미스매치 현상) 
-불확실한 사업성, 수익성 악화 및 열악한 근무환경 
-대기업 불공정 거래 관행 
-하드웨어 및 기술영업에 집중 

성공하는 벤처 양상-> 양질의 일자리 창출->창의적 전문 인력의 혁신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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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 인력 현황-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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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 생태계 현황 비교-1  

미국 

Google 출신에 의해 설립 

Google에 재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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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youtube.com/watch?v=uR27dPHI7dQ


벤처 생태계 현황 비교-2 

미국 

 창업 – 성장 – 매각 – 재창업 ( 선순환 구조 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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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 생태계 현황 비교-3  

한국 

안정적 직업 선호도 강함, 실패에 대한 기회제공 및 분위기 조성 결여 

창업-성장-매각 or 재창업 
(삼성전자 – 신규사업 및 필요 기술개발 위해 기업인수보다  
                  내부 사원의 창업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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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캐피탈 시장 활성화 

-벤처캐피탈리스트의 포트폴리오 다양화 -> 혁신적 신규 발굴, 투자지원 증대 
 

-과학 및 공학 분야  내 벤처캐피탈리스트 양성 
 

-모태펀드 출자액 증대 + 민간기관 투자자 참여 촉진 
 

-M&A 활성화 -> 장외시장 통한 주식 및 채권 매각상환의 회수시장 구조개선 
 

-투자와 창업 활성화, 재창업, 엔젤투자로 이어지는 문화 활성화 
 

-계약 구조의 디자인 및 위험요소의 해결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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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초기 단계의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촉진 

-초기 단계 확대를 위한 엔젤투자 활성화  
  (이윤극대화를 위해 경험있는 엔젤투자자 증가해야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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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초기 단계의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촉진 

-국가적 차원에서 세금 공제 확대 및 세제 지원책 마련 
 

-투자조합의 운용기간 확대( 인센티브 부여) 
  (단기로 결과를 발견할 수 없는 것들이 많아) 
 
-민간투자 증대 (소액투자자를 모을 수 있는 크라우드 펀딩 허용) 
  (JOBS 법 입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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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 인력 수급구조 개선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대우받을 수 있는 환경조성 
 
-대기업 외주로 포지셔닝 
 
-공정거래 제도개선 
 
-벤처기업 보호 육성 제도적 보완 필수 
 
-산학 연계의 직업인력 재교육 및 프로그램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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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 인력 수급구조 개선-1 

- 전부 삼성 계열사 출신이 만든 벤처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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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 인력 수급구조 개선-2 

- NHN 출신이 만든 벤처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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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론  
-스마트 환경의 도래로 ICT산업의 패러다임은 소프트웨어 플랫폼 중심화 
 
-ICT 산업의 심장인 벤처창업 초기에 대한 투자 비중 감소 문제화  
 
-장외시장의 매각 및 상환으로 공정평가의 어려움 부각 
 
-전반적 인력공급은 하드웨어 및 기술영업에 치중 
 
-M&A 및 IPO를 통한 벤처캐피탈 시장의 활성화 대두 
 
-엔젤투자의 활성화 및 투자 조합의 운용기간 늘리는 방안 모색 
 
-가장 중요한 요소인 인적 자원 확보를 위한 소프트 개발자 캐어 환경 조성 
 
-고급인력 양성 시스템 구축으로 인력 수급 구조 개선이 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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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료 출 처 

-주 논문(ICT 벤처 생태계의 구조적 문제점 및 개선방안) 
 

-IT Daily (영세 ICT기업일수록 보안 취약”…정보보호조치 시급) 
 

-Money Today (ICT 주무부처 출범…정책은 '사분오열' 우려) 
 
-서울경제 (어긋난 ICT 융합) 
 

-Seri(ICT 경기의 주요특징과 국내 경기변동에 미치는 영향) 
 

-유트브(Corning) 
 

-VCNC 블로그(전자 지불의 대명사, 이니시스의 창업자) 
 
 



Q & A 



Thank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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