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CT 벤처 생태계의  
구조적 문제점 및 개선방안  



스마트 환경에서 벤처의 의미 

우리나라 벤처 생태계 진단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정보통신기술(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 
 
 - 소프트웨어 기술을 이용해 자료를 가공하여 재창출하는 기술 

ICT 벤처란? 
 

ICT벤처 – 첨단의 기술과 아이디어를 가진 사업자가 높
은 기대수익을 확신하고 아무도 시작하지 않은 새로운 사
업을 위해 설립하는 기업 



스마트 환경의 도래 

소프트웨어 및 콘텐츠의 중요성 증대 



•ICT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 
•ICT 산업의 혁신 -> 경기침체 극복, 국가 경제성장, 고용 창출 
•고학력 실업문제 해결에 기여 
 

NHN, 다음, 싸이월드, 등 초기의 국내 벤처기업 또한 
 1997년 IMF 금융위기로 인한 경기 침체 극복에 기여 
 
 
 
 



<벤처 생태계 진단 기준> 



ICT분야의 벤처기업의 수는 증가하였으나 , 
전체벤처기업의 비중은 감소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 GDP 대비 벤처캐피탈의 투자액 비중은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금액이 부족한 상황이다. 



•우리나라의 밴처캐피탈 투자의 변화 
   -초기 : 업력 3년 이하의 초기에 투자 비중이 높음 
   -최근 : 7년 이상의 후기기업에 대한 투자 비중 증가 
            → 창업 초기기업에 대한 투자 비중 감소 





•정보통신분야 – 소프트웨어, 정보서비스, 전자부품/컴퓨터/통신장비 
•문화콘텐츠 분야 – 게임소프트웨어, 영상/음반/방송, 예술/스포츠/여가 



우리나라 벤처 생태계의 문제점 

1. 벤처캐피탈의 소극적인 투자시장 
   
   - OECD 국가들의 평균 수준에 비해 투자액의 비중이 낮음 

개선방안 

-신규 벤처기업의 발굴을 촉진하고,  벤처캐피탈의 전체 투자액 증대 
-민간기관 투자자들의 투자참여 촉진 



우리나라 벤처 생태계의 문제점 

2. 우리나라의 경우 벤처 인수가 활발하지 않음 
 

   - 신규 사업이나 필요 기술의 개발을 위해 기업인수 보다 
      내부 자원을 활용하려는 경향이 강함  
   - 글로벌 ICT 기업에 비해 인수합병에 적극적이지 않음 

 

개선방안 

ICT들이 많은 창업자를 배출하도록  하여 다시 벤처기업을  

적극적으로 인수함으로써 벤처 성장을 위한 선 순환 구조 구축 



우리나라 벤처 생태계의 문제점 

3. 창업자가 대우받는 사회분위기 미조성 
   
   - 벤처기업의 창업보다 대기업, 전문직, 공무원 등 안정적인 직업에 대한 
       선호가 강하여 실력 있는 인재들의 창업이 활발하지 못함 

 

개선방안 

공인된 기관에 의한 체계적인 인력수요 전망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현장의  

요구에 맞게 활용 가능한 장기적 고급 인력 양성 시스템 구축 



우리나라 벤처 생태계의 문제점 

4. 창업-성장-매각 혹은 재창업으로 연결되는 벤처 생태계 비활성화 
   
   - 벤처 창업 후 실패한 기업인이 재창업을 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지 않아 창업에 대한 위험 부담이 큼 

개선방안 

- 창업 초기 단계 기업에 투자인센티브 부여 
- 제도 개선을 통해 창업 초기기업들에 대한 민간투자 증대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tvh&oid=057&aid=00000993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