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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요 약

한국 벤처기업의 구조화 과정
- 신제도주의 관점을 중심으로 -

본 연구는 한국 벤처기업의 구조화 과정을 통하여 한국 벤처의 조직적 특성을
설명하려는 시도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구조화의 기반이 되는 제도적 환경과
벤처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벤처의 조직적 특성을 분석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적
환경은 한국사회의 사회적 맥락으로서 가산적 지배원리, 정부·대기업의 영향 및
벤처기업의 산업특성과 관련된 정보기술의 영향 등으로 구성된다. 벤처기업은 제
도적 환경 속에서 제약받고, 기회를 잡으며, 독특한 구조적 특성을 형성하게 된다.
지배원리는 한 사회에 존재하는 이데올로기와 권력, 가치 등에 의해 제도화되
며, 특정 지배의 정당성을 강화시키고, 그 결과 특정 지배유형이 존재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한다. 특히 한국사회의 지배원리는 가산적인 특성을 가지며, 그 결과
한국의 정부, 기업조직 등은 귄위적이고 위계적인 형태를 가지게 되었다. 이러한
지배원리의 영향은 벤처기업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작용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벤
처기업은 고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므로, 소유- 경영이 분리되고, 주식소유도 빠르게
분산된다. 그러나 한국의 벤처기업은 가산적 지배윈리의 영향으로 기업의 외형적
형태는 주식회사지만, 창업자와 그 가족을 중심으로 소유와 경영이 이루어지고 있
다.
벤처에 대한 제도적 환경으로서 정부와 대기업의 영향은 벤처기업의 다각화를
설명하는 기반이 된다. 정부의 경우 벤처인증제도 및 각종지원제도를 실행함으로
써 벤처기업의 활성화에 중요한 기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운영에 있어 독
특한 지원과 강력한 통제를 수반하지 못함으로 인해, 벤처기업을 기존의 기업조직
과 유사한 형태로 유지시켜는 역할을 했다. 동시에 코스닥시장을 통한 정부의 지
원은 일부벤처에게 능력이상의 과다한 유휴자금을 확보하게 해주었다. 동시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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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 벤처투자, 사내벤처 육성 및 분사, 벤처회사 직접 설립 등을 통해 적극적으
로 벤처영역에 침투하였고, 그 결과 벤처의 중요한 조직환경이 되었다. 이는 대기
업이 벤처에 대한 강력한 모방의 기제와 규범적 동형화 기제로 작용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결국 정부의 영향 속에서 벤처는 일반기업과 차별성이 없어졌고, 과다한
자금을 확보함으로써 조직의 수단과 목표가 불안정해졌다. 그리고 이러한 불안정
속에서 벤처는 강력한 조직환경인 대기업을 모방하였고, 그 결과는 벤처의 다각화
로 나타나게 되었다.
정보기술은 벤처기업에 있어서 생산도구인 동시에 시장에서 경쟁할 상품으로
중요하다. 그러므로 벤처기업은 정보기술을 이용하여 규모와 범위의 경제를 극복
할 수 있으며, 정보통신시장의 불확실성에 대응해야 한다. 그리고 그 결과는 소규
모의 제휴관계로 이루어진 네트워크 조직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기술적 압력은 한
국의 벤처기업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작용하지만 그 결과는 동일하게 나타나진 않
는다. 기술적 압력의 결과 벤처기업은 규모의 측면에서 소규모성을 유지하고 있으
나, 제휴관계에 있어서는 미진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실은 강력한
기술적 압력에도 불구하고 한국 벤처기업은 제휴관계를 대체하는 다른 관계를 선
호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면, 한국 벤처기업의 특징은 창업자 위주의 지배구조, 다
각화, 소규모성으로 정리할 수 있다. 이는 한편으로 기존의 제도적 압력을 따른 결
과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변화된 기술환경에 적응한 결과로 볼 수 있다. 특히 벤처
기업이 강력한 기술적 압력에 놓여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제휴관계가 미진한 것은
다각화를 통해서 설명이 가능한데, 다각화의 효과가 일정정도 제휴관계가 가지는
효과를 대체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한국 벤처기업의 구조적 특징은 한국사회
내에 존재하는 제도적 제약과 기회를 적절하게 이용한 제도적 동형화의 결과이며,
그로 인해 서구의 벤처와 다른 기업구조화가 발생한 것이다.

핵심되는말: 벤처기업, 제도적 환경, 지배원리, 정부, 대기업, 정보기술, 제도적 동
형화, 신제도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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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제기와 연구대상

1- 1. 문제제기
60년대 이후 한국 경제는 제조업 위주의 산업화를 통하여, 연 평균 10%라는
경이로운 성장의 신화를 이룩하였다. 그러나 1997년 불어닥친 경제위기는 이러한
성장의 신화를 무색하게 했으며, 동시에 그 정당성까지 의심하게 만든 충격적인
사건이었다. 이러한 경제위기의 충격은 발전국가적 경제 전략의 한계와 정보화 사
회로의 산업구조 전환을 한국사회에 인식시키는 동시에, 이에 대한 전면적인 패러
다임의 전환을 요구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위기의 대안으로 정부는 벤처라는 산업
조직을 육성하였다. 이러한 정부의 지원과 대기업에 대한 사회의 냉소적인 분위기,
정보화 사회에 대한 급속한 담론 형성은 한국 벤처기업의 폭발적 성장이라는 또
다른 성장의 신화를 만들어내었다(이민화·김명수, 2000).
이러한 한국 벤처의 급속한 성장과 더불어 벤처에 대한 담론 역시 빠르게 형
성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벤처에 대한 담론들은 주로 경영학 분과에서 이루어
지는 벤처기업의 성과 요인 분석과 자금, 인력 문제에 초점을 맞추는 표면적인 현
황분석으로 제한되어 있는 실정이다(이호성·박재묵, 1998 ). 그러므로 현재의 벤처
담론들은 양적인 확장에도 불구하고, 그 주제의 범위는 빈약하다고 평가할 수 있
다.
이처럼 한국 벤처담론이 양적 증가에도 불구하고, 주제의 빈약함을 갖게된 것
은 보다 본질적인 문제에서 기원한다. 이는 한국 벤처담론의 편협함이 벤처는 선
이라는 편향적 당위성에서 시작된다는 점이다.1) 그렇기 때문에 이상화된 벤처 논
의는 한국사회에서 아무런 비판없이 확장할 수 있었던 것이다. 또한 내용의 측면

1) 이는 97년 경제위기의 주범이 재벌과 정부로 인식되면서, 당시 급속하게 성장하던 벤처
는 상대적으로 신선한 이미지를 구축했기 때문이다. 동시에 정보화 사회라는 전환 속에
실리콘밸리를 중심으로 한 미국 신경제의 성공사례는 이러한 벤처를 당위적인 대안으로
만들어 버렸다(성소미, 2001; 류동민,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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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도 이들 연구들은 미국 벤처의 연구들을 무차별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이는
사회적 맥락을 무시하는 연구로 이어질 수밖에 없으며,2) 이렇게 형성된 벤처의 담
론 역시 한국의 벤처 현실을 외면하는 공허한 논의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것이
다.3) 결국 한국 벤처담론들은 한국의 경제위기를 통하여 증폭된 편향적 당위성과
미국식 벤처 논의의 무분별한 도입으로 인해, 한국 벤처의 실상과는 멀어지고 있
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본 연구는 한국 이라는 사회적 맥락 속에서 한국 벤처기
업의 구조화 과정을 밝혀내고, 한국 벤처 산업의 특징을 탐구하고자 한다. 이는 기
업조직이라는 것이 사회가 제공하는 환경 속에서 상호작용을 통하여 형성된다는
시각에서 가능한 연구로 볼 수 있다. 결국 본 연구는 사회적 환경 속에서 형성된
한국 벤처기업의 특징에 관심을 가짐으로써 객관화된 시각에서 한국 벤처를 살펴
보고자 한다.

1- 2. 한국 벤처에 대한 기존 연구들의 한계점
한국 벤처에 대한 연구들은 80년대 초부터 논의되어 왔지만,4) 양적인 측면에서
2) 미국 벤처의 역사를 보면, 실리콘 밸리의 기원이 된 휴렛- 패커드사가 창립된 것이 1939
년이기 때문에 이 시기를 기초로 잡으면 대략 60년이고, 실질적인 벤처캐피탈인 ARD사
가 창립된 시기는 1946년임으로 짧게 잡으면 대략 50년이라 볼 수 있다(이장우·김세영,
1999). 이와 같이 미국 벤처의 역사는 오래되었고, 그들의 벤처 논의는 미국의 벤처 발
전 역사의 반영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길게 보아야 15년의 역사를 가지는 한국 벤처
에 이러한 미국의 벤처 논의를 적용한다는 것은 맥락적 불일치의 문제를 발생시킨다고
볼 수 있다.
3) 한국사회는 아직도 대기업이라는 산업조직이 아직도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회이
며, 이러한 대기업의 존재는 한국 벤처의 발전에 있어 강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성소
미, 2001). 그에 반해 미국의 벤처는 미시적으로는 스탠포드(St anfor d) 대학의 재정적 위
기를 극복하기 위한 자생적 방안으로 시작하여, 산학 연계, 벤처 캐피탈의 활성화 등을
자연스럽게 제도화시켰다(박용찬, 2000). 그러므로 미국식의 벤처 논리를 한국에 적용하
는 것은 무리가 있으며, 이러한 것을 고려하지 않고 진행된 한국 벤처 연구는 허상에 집
착하고 있는 것이라 볼 수 있다.
4) 한국사회에서 벤처 연구는 첨단기술산업과 중소기업육성이라는 측면에서 1983년부터 중
소기업청의 주도로 연구되었다(이민화·김명수, 2000). 그러나 이 당시 벤처라는 용어보
다는 첨단산업이라는 용어가 주로 사용되었고, 벤처라는 용어가 사용되기 시작한 시기는
1985년 이후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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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은 벤처붐이 활성화되기 시작한 1998년 이후라고 볼 수 있
을 것이다.5) 그러나 이러한 벤처 연구의 양적인 증가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연구
들은 대체적으로 벤처의 성공요인에 대한 분석과 벤처 정책 및 현황에 대한 분석
으로 구분할 수 있다.
벤처성공요인에 대한 연구는 벤처붐의 활성화를 위해, 경영학 분과에서 주로
이루어져 왔다(이호성·박재묵, 1998 ). 이러한 연구는 벤처기업의 성공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과 벤처기업의 성과 사이의 상관성을 통계적으로 검증하는 방식을 취
하고 있다. 그리고 그 관련 요인들은 대체적으로 ' 경영자/ 창업자의 특성(김갑·한
상철, 1999) ' , '산업특징 및 업종(김훈, 2000) ' , '전략유형(오종석·이용탁, 1997 ; 정
희진, 2000) ' , ' 기업유형(이장우·이현숙, 2000; 이장우·장수덕, 1998 )' , '인적 네트
워크(조성원·권오성, 2000) ' 등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6) 그러나 이들의 연구 결
과는 창업자의 성향7)을 제외하고는 벤처기업의 경영 성과와 엄밀한 의미의 상관
성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연구들은 벤처기업 경영에 있어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연구임에도 불구하고, 유의미한 결과를 제공하지 못함으로 인해, 공허한 논의라는
평가를 피할 수 없다. 이는 이러한 성과 관련 요인들의 출처가 미국의 벤처 연구
에서 차용되었다는 사실에서 비롯된다.8) 그러므로 이러한 성과 관련 연구의 결과
들은 역설적으로 벤처의 성공 요인에 있어 미국과 한국이 다르다는 점을 명백하
게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을 확장한다면, 미국과 한국의 벤처를 둘러싼 제
도적 환경이 크게 차이가 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벤처 정책과 현황에 대한 연구들은 벤처 활성화를 위한 환경 개선 이라는 목적
으로 실무에 관여하는 벤처인과 학자들 사이에서 연구되어 왔다(이호성·박재묵,
5) 인터넷 동아일보(http :/ / w ww .donga.com )에서 벤처 라는 검색어로 기사를 검색한 결과,
1996년 12건, 1997년 204건, 1998년 240건, 1999년에는 436건의 기사가 검색되었다. 이러
한 결과는 위와 같은 추세를 간접적으로 보여준다고 볼 수 있다.
6) 그러나 이는 엄밀한 수준의 구분은 아니다. 대부분의 연구들은 이러한 구분을 넘어 각각
의 요인들을 혼용하여 모델링을 하며, 성과와의 관련을 분석하고 있기 때문이다.
7) 대체적인 연구 결과들은 창업자/ 경영자 의 성향이 모험적이고, 기술성과 기업가 정신이
높을수록, 그리고 학력 수준이 높을수록 성공과 관련성이 높다는 결과(김갑·한상철,
1999; 김훈, 2000; 이장우·이현숙, 2000; 이장우·장수덕, 1998)를 제시하고 있다.
8) 이는 위의 연구들의 이론적 검토부분을 살펴보면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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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 ). 이러한 연구들은 벤처생태계를 위한 벤처캐피탈 활성화와 인력수급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주된 연구 대상으로 삼고 있다. 이에 관련된 연구들은 ' 벤처기업
실태에 대한 연구(김원기·박주현, 2000; 성소미, 2001; 벤처기업협회, 1997 ) ' , '배
태조직에 대한 연구(남영호·김완민, 1999 ) ' , '창업 환경에 대한 연구(이호성·박재
묵, 1998 ) ' , '벤처 정책 연구(성소미, 2001; 배광선 외 4인, 2000) ' 등이 있다. 이러
한 연구들은 한국 벤처 산업에 대한 기초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국의 벤처 정
책 및 현황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결론으로 미국식 벤처 환경을 한국사
회 내에서 제도화 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한국의 벤처 현실을 연구하려는 적극적인 모습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벤처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표면적인 데이터9)에만 의존함으로써, 벤처
현황에 대한 단순 서술에만 머물고 있으며, 전체적인 사회적 맥락 속에서 벤처를
분석하려는 노력은 결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기존의 한국 벤처 연구들은 한국의 사회적 맥락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미국식 벤처 연구를 차용하는 데 열중하고 있었던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즉 기존의 연구들은 벤처 환경에 있어 중요한 사회 내의 권력 문제나 제도적 영
향 등을 검토하는 것 없이, 단지 서구적 벤처 이상에 집착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
므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한계들을 극복하고, 한국사회 내에서 독특하게 형성된
벤처기업의 특성을 탐구하고자 한다.

1- 3. 연구 대상
본 연구는 한국 벤처의 조직 특성을 그 구조화 과정을 통하여 설명하려는 것
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연구 대상은 벤처기업이며, 구조화 과정의 기반이 되는 벤
처의 제도적 환경 역시 주요한 연구 대상이 된다. 특히 본 연구는 이러한 제도적
환경으로서 한국사회의 지배원리(th e prin ciple of or derin g ), 정부와 대기업의 영
9) 이들이 주로 사용하는 데이터는 중소기업청에서 매년 작성하여 발표하는 벤처기업실태
조사서 를 기반으로 한다. 이 자료는 중소기업청이 벤처기업을 상대로 실시하는 설문을
바탕으로 작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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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 정보기술과 관련된 기술적 요인에 주목하고자 하는데, 지배원리와 정부·대기
업은 한국 사회에 존재하는 사회적 맥락으로서, 기술적 요인은 일반적인 벤처기업
이 직면한 조직 환경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지배원리는 한 사회에 존재하는 이데올로기와 권력, 가치 등에 의해서 제도화
되어 지배의 정당성을 강화시키고, 그 결과 특정 지배유형을 존속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W eb er , 1991). 특히 한국사회의 경우 가산적 지배원리는 사회
전반에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이러한 영향 속에서 권위주의적 정부
와 위계적 기업조직인 재벌 등이 형성된 것으로 설명된다(H en der son , 1968 (2000);
Lew , 1996; 임현진, 1999). 그러므로 한국 벤처기업 역시 이러한 지배원리의 영향
을 받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한국 벤처기업을 둘러싼 또 하나의 제도적 환경으로서 정부와 대기업을 제시
할 수 있다. 한국사회에 있어서 정부는 산업정책을 입안하는 행위자인 동시에, 일
련의 제도적 배열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박병영, 1999 ). 특히 1997년을 기점으
로 일어난 벤처의 폭발적인 성장에는 이러한 정부의 역할이 중요했던 것으로 알
려져 있다(성소미, 2001: 44 ). 그러므로 정부는 벤처기업의 구조화에 있어 중요한
제도적 환경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또한 대기업의 경우 역시 정부와 동일한 제
도적 환경으로 바라볼 수 있는데, 이는 제도가 가지고 있는 상대적 특징에 기인한
다(J epp er son , 1992). 대기업의 경우 벤처보다 선행하여 시장에 존재하면서, 벤처
성장에 있어 맥락적인 효과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10) 그러므로 대기업은 벤처
에 대한 강력한 시장제도로 작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사회적 맥락으로서 제도적 환경 외에 기술적 요인과 벤처의
관계에도 주목하고 있다. 비록 본 연구가 한국사회라는 사회적 맥락에 일차적으로
주목하고 있지만, 기술적인 요인을 무시한다는 것은 반대편에서 편향적인 인식을
낳을 수 있기 때문이다.11) 특히 최근의 기술과 조직 규모에 대한 논의는 기술과
조직 규모와의 정(正)의 관계를 논하는 거래비용학파의 논의와 역(逆)의 관계를
10) Jepperson은 조직 그 자체가 제도가 되기도 한다고 보고 있다(Jepperson , 1992).
11) 디마지오(DiMaggio)는 진정한 제도 연구는 제도와 기술적 요인을 모두 포괄하는 것으
로 설명하고 있고(DiMaggio, 1992), 해밀턴(Hamilton )은 조직의 생성은 기술적·제도적
요인의 결합으로 설명하고 있다(Biggart , & Hamilt on ,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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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하는 퍼로우(P err ow )의 논의가 대립하고 있다.12) 이에 본 연구는 벤처기업의 활
성화와 관련이 깊은 정보사회와 정보기술(IT )의 특성을 밝힘으로써, 이러한 특성
이 벤처기업의 구조화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를 논리적으로 검증하고자 한다.
결국 본 연구는 벤처기업을 중심으로, 사회적 맥락으로서 지배원리 및 벤처와
정부 관계·벤처와 대기업 관계에 주목하고, 벤처산업 자체의 조직 환경인 정보기
술의 특성에 관심을 가지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우선적으로 2001년
중기청에 인증된 1만 여 개의 벤처기업의 일반적 특징을 검토하고, 한국의 지배원
리와 벤처경영과의 관계, 정부의 벤처정책과 지원현황, 그리고 대기업과 벤처의 관
계에 대한 구체적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또한 정보화 사회의 기술적·시장적
특성을 밝히기 위해, 상품과 생산 수단으로의 정보기술을 분석하는 것도 필요로
된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제도적·기술적 영향의 결과를 살펴보기 위해, 본 연구는
코스닥(K OSDA Q )에 등록된 자산순위 상위 10개 업체에 대한 구체적인 조직 분석
을 실행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연구 시기는 1997년 이후에서 2001년까지로 한정할 것이다. 비록 한
국사회에서 벤처기업13)이 처음 등장한 것은 1980년대 중반이지만, 본격적으로 벤

12) 거래비용학파의 대가인 윌리암슨은 기술이 발전할수록, 조직화의 비용이 감소함으로 조
직의 규모가 증대될 것으로 보고 있는 반면(Williamson , 1975), 퍼로우는 실리콘 밸리의
성공을 설명하면서, 기술의 발전은 불확실성을 증가시킴으로 sm all- firm의 형태가 증가
할 것으로 보고 있다(Perrow , 1992).
13) 일반적으로 벤처기업이란 고위험, 고수익의 신규산업(start - up)을 의미하며, 미국의 경
우 대게 벤처캐피털이 투자한 기업을 벤처기업이라 부르고 있다(성소미, 2001). 우리나라
의 경우, 80년대초 정부의 기술집약적 중소기업 육성의 일환 으로 벤처기업을 육성하였
고, 당시에는 벤처기업이라는 용어보다 신기술사업 이라는 용어로 이러한 기업들을 불렀
다(이민화·김명수, 2000). 이 당시에는 벤처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에 특별한 구분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1997년 정부의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1997) 이 시행
된 이후, 사업의 신규여부와 관련 없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벤처기업으로 지정·등
록될 수 있게 되면서, 한국의 벤처기업은 일반 중소기업과 다른 혜택을 받게 되었다(성
소미, 2001).
벤처기업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정부가 정한 4가지 요건 중 하나를 충족시키면 된다.
벤처기업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첫째, 벤처캐피털의 주식인수 총액이 10%이상인 기업
(벤처캐피털투자형), 둘째, 전(前) 사업연도의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가 5%이상인 기업
(연구개발집약형), 셋째, 신기술- 특허권, 실용신안권- 에 의해 생산되는 제품이 매출액의
50%이상 혹은 신기술개발품의 수출이 총매출액의 25%이상인 기업(특허신기술형), 넷째,
창업 중인 기업으로서 평가기관-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10개 기관- 이 기술성 또는 사업화
능력이 우수하다고 평가한 기업(벤처기업평가기관우수평가형) 등 4가지 요건 중 하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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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가 활성화된 것은 1997년 경제위기 이후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14) 또한 이 시
기를 기점으로 정부의 벤처기업 지원전략이 일반중소기업 지원전략과 차별화되어
수행됐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기간은 벤처의 압축성장이 일어난 시기인 동시에,
한국 벤처의 구조화 과정이 가장 격렬하게 이루어진 시기라고 볼 수 있다.

을 충족시키면 되는 것이다(성소미, 2001).
이러한 벤처기업 지정제도에 따라 정부가 벤처기업으로 인증한 기업으로 정의되는 한
국의 벤처기업은 한국적 특이성과 개념적 제약 하에 놓여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14) 한국 벤처기업의 발전사는 1982년 큐닉스 컴퓨터사를 시작으로 메디슨, 미래산업 등이
그 1세대를 이루고 있으며, 2세대 발전은 1992년 휴맥스사 등의 등장으로 이루어졌다.
그리고 3세대 발전은 1998년으로, 경제위기 이후 벤처붐과 함께 일어난 것으로 보고 있
다(이민화·김명수, 2000).

- 7 -

2. 이론적 배경과 분석틀
2 - 1. 조직에 대한 이론적 접근들
본 연구의 핵심적인 연구 대상이 벤처기업인 만큼, 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조직에 대한 이론들을 검토하는 것은 필수적인 작업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조직
에

대한 이론적 접근은 크게

시장을

중심으로

한

경제학적

접근(m ark et

appr oach ) , 사회에 존재하는 가치나 규범 등을 중요 변수로 삼는 문화적 접근
(cultu r al appr oa ch ) , 마지막으로 사회에 존재하는 권위 관계를 중요시하는 신제도
주의적 접근(auth ority appr oach ) 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Big g art , & H am ilton ,
1992). 본 절에서는 이러한 조직에 대한 이론적 접근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한
국 벤처의 상황에 적용해 봄으로써, 본 연구에 적합한 이론적 접근을 탐색하고자
한다.

2 - 1- 1. 경제학적 접근들
일반적으로 조직에 대한 경제학적 접근들은 시장과 조직 을 대응적 관계로 설
정해놓고, 시장의 실패(m ark et failur e ) 혹은 시장의 비효율성에 기반하여 조직의
존재를 설명하고 있다(Big g art , & H am ilt on , 1992). 또한 이러한 접근은 기술발전
과 효용성, 거래비용이라는 개념을 통하여 기업 조직의 규모와 형태 등을 설명하
고 있다. 이러한 경제학의 조직에 대한 관심은 코우즈(Coa s e, 1937 )의 기업의 본
질(th e N atu r e of F irm s ) '부터 시작하여, 윌리암슨(W illiam son , 1975)의 시장과 위
계(M ark et an d H ier ar ch y )' 에 이르기까지 꾸준하게 연구되어 왔다. 이 부분에서는
이러한 논의 가운데 거래비용 경제학의 시조인 코우즈(Coa se )와 이를 역사적으로
규명한 챈들러(Ch an dler , 1971; 1990), 마지막으로 이 둘의 논의를 결합시킨 윌리
암슨(W illiam son )의 이론을 검토하고자 한다.

- 8 -

코우즈(Coa s e, 1937 )는 기업의 존재를 시장에서 가격 메커니즘을 사용하는 데
드는 비용, 즉 거래비용(tr an saction cost ) 이 존재하기 때문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러므로 조직을 형성하여 시장거래를 내부화한 비용, 즉 기업 조정비용이 시장거
래에서 발생하는 비용보다 적은 경우 기업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발생한 기업의 규모는 기업조정비용과 시장거래비용이 일치하는 지점에서 결정된
다고 설명한다. 그러므로 코우즈는 전화, 전보와 같은 통신 기술이 발전하는 경우,
조직화의 비용이 절감되므로 기업의 규모는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챈들러(Ch an dler , 1971)는 기업의 근원을 역사적으로 고찰하고 있다. 그는 미국
이라는 국가 내에서 현대적 기업이 어떻게 진화하였는지를 분석하면서, 산업마다
차이가 있지만 현대산업기업(th e m odern in du strial en t erpris e )은 규모와 범위를
확장하여 m ulti- firm 의 형태로 발전했다고 주장한다. 그의 설명에 따르자면, 이러
한 m u lti- firm 의 형성과 발전은 통신의 발달로 시장 조정(m ark et coor din ation )보
다 행정 조정(a dm inistration coor din ation )이 용이해졌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그
러므로 챈들러에 따르면, 현대산업기업의 등장은 거래를 통제 불가능한 시장 조정
에 방임하기보다는 '보이는 손(v isible h an d s ) '인 조직에 일임하는 현상으로, 또한
그 발전은 통제를 확장한 행위 결과인 범위와 규모의 경제(econ om y of scope &
econ om y of scale ) 로 설명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는 기술의 발전으로 가능
했다는 것이 챈들러의 주장이다(Ch an dler , 1990).
이러한 코우즈와 챈들러의 논의는 윌리암슨(W illiam son , 1985)에 의해서 통합
되었다. 윌리암슨(W illiam son )은 기업을 지배구조(g ov ern an ce stru ctur e )로 규정하
면서, 이는 거래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행위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러한 행위는 거래를 가격 기반의 시장에 방치할 것인가 아니면, 위계 기반의 기업
으로 내부화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결국 기업의 규모나 형태는
이러한 거래비용을 최소화하는 지점에서 결정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거래
비용은 각 산업마다 가지고 있는 자산특화(a s set sp ecificity ) 15) 의 정도에 따라 달
15) Williamson에 의하면, 자산특화가 높을수록, 거래의 위험이 증가하고, 거래비용이 증가
한다고 보고 있다(Williams on , 1985). 이러한 자산특화는 지리적 특화(site specificity ) ,
물리적 특화(phy sical specificity ) , 인적자산특화(human asset specificity ) , 헌신적 자
산(dedicated asset ) 등의 다양한 형태를 가짐으로, 이에 따른 조직화의 분파도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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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지므로 기업의 형태와 규모는 산업마다 차이가 존재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이
러한 윌리암슨의 주장은 자산특화의 차이를 통하여 기업형태의 다양성을 설명하
는 근거가 된다. 그러나 기술의 발전이 자산특화에 영향을 준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을 볼 때, 윌리암슨의 논의 역시 기술 결정적 성향을 가진다고 평가할 수 있다
(송현호, 1998).
이와 같이 경제학적 관점에서 조직을 분석하는 이론들은 효율성과 기술적 요
인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기업의 발생과 규모, 형태 등을 설명하고 있다. 즉 이러한
설명은 그라노베터(Gran ov etter , 1985 )가 비판한 단지 효율만을 추구하는 과소사
회화(un der s ocialized ) 된 인간을 상정함으로 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관련
하여 퍼로우(P errow , 1992)는 실제적으로 조직이라는 것은 단지 합리적 이윤을 추
구하는 개인에 의해서만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이러한 접근을 비
판하고 있다.

그라노베터 역시 이러한 입장들이 기업이 위계화하려는 동기를 명

확하게 설명하지 못한 채, 위계에 대한 결정론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고 비판하
고 있다(Gr an ov ett er , 1985 ). 결국 이러한 경제학적 접근은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인간상을 전제로 하여 설명함으로써 현실과 괴리된 이론으로 평가할 수 있
다.
이와 같은 문제로 인해서 조직에 대한 경제학적 접근은 한국 벤처기업의 형성
뿐만 아니라, 일반 벤처기업의 형성을 설명하는 데에도 부적절한 이론으로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벤처의 속성은 고기술(h ig h - tech ) , 고위험, 고수익(high risk ,
high r etu rn ) , 아웃소싱(out - sour cin g ) , sm all- firm 등으로 정리될 수 있다(성소미,
2001; 이민화·김명수, 2000; 중소기업청, 2000). 이는 고도로 발전된 기술 상황 속
에서는 작은 기업이 유용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기술의 고도화가
위계적인 거대 기업조직을 형성한다는 경제학적 접근 논리는 비판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다. 또한 한국 벤처기업의 논의에 있어서도, 이러한 효율성과 거래비용의
절감이라는 경제학적 개념들은 한국 벤처의 등장과 발전을 설명하지 못한다. 한국
벤처기업의 등장은 80년대 정부의 노력에 의해 만들어졌고(중소기업청, 2000), 그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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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은 97년 경제위기 이후, 정부의 집중적 지원과 노동시장의 유연화라는 제도적
압력에 의해서 비롯됐기 때문이다(성소미, 2001; 이민화·김명수, 2000). 그러므로
이러한 조직에 대한 경제학적 접근은 한국 벤처기업의 구조화를 설명하는 데 한
계를 가지고 있다.

2 - 1- 2. 문화적 접근들
조직에 대한 경제학적 접근들이 기술과 비용중심의 효율성에 근거하여 조직을
설명하는 것에 비해서, 문화적 접근들은 문화적 다양성을 통하여, 조직의 변이와
다양성을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접근은 거대 사회에 존재하는 문화적 관례(social
pr actice )를 독립변수로, 기업의 형태를 종속변수로 설정하고, 각 국의 기업조직의
차이는 이러한 문화 차에 의한 것이라는 설명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이들이 정
의하는 문화는 사람들의 학습에 의해 사회 내에 지속되는 질서나 패턴화된 관계
성을 의미하며(Big g art , & H am ilt on , 1992), 규범(n orm ), 가치(v alu e ), 인식 구조
(cog nitiv e stru ctu re ) 등으로 구체화될 수 있다.
이러한 조직에 대한 문화적 접근의 대표적인 학자인 오우치(Ou chi, 1980)는 동
류조직(clan ty pe or g anization )16)이라는 개념을 도입하면서, 신뢰와 같은 문화적
가치의 영향이 개인으로 하여금 거래를 할 때, 계약에 의존할 것인지, 이러한 거래
를 조정할 다른 통제 도구를 이용할 것인지를 결정시킨다고 주장한다. 즉 오우치
(Ou ch i)는 거래를 가격 메커니즘을 이용하는 시장, 조정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관
료제, 그리고 신뢰를 바탕으로 통제되는 동류조직 등에서 다양하게 발견될 수 있
다고 보며, 이러한 거래는 문화적 차이 의해서 각각 다르게 분포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Ou chi, 1980). 그리고 오우치는 이러한 동류조직의 대표적인 예를 일본기업에
서 찾고 있다. 그는 일본의 집단적이고, 공동체적인 문화가 강한 신뢰를 제공하며,
16) 동류조직(clan )은 관료적 위계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메커니즘이다. 거래비
용은 원칙적으로 재화나 서비스의 가치를 결정하기 어려울 때 발생하며, 이러한 어려움
은 재화나 서비스의 모호한 속성이나 쌍방의 신뢰성의 결여로 야기된다. 이 동류조직은
혈연관계는 아니지만 친족 네트워크와 유사한 유기적 집단형태로써 구성원 상호간 거래
를 조정하는 데 매우 효율적일 수 있다(Ouchi, 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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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일본에서는 미국과 다르게 신뢰와 협동이 중심이 되는 동류조직적 기업
간 거래17)가 성공적으로 실천되고 있는 것으로 본다. 따라서 이러한 기업유형은
형식, 제도에 의한 통제 수단보다 상호간의 공통된 가치와 신념을 통해서 기회주
의적 행동을 통제시킬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Ou chi, 1980).
또한 이러한 문화의 논의는 후쿠야마에 의해서도 설명되었는데, 그는 개인주의
또는 집단주의 간의 문화 구분은 의미가 없으며, 각 국이 가지고 있는 문화가 사
회적 자본(social capit al) 으로서 '신뢰(tru st )'를 형성하는 데 도움을 주는가에 따
라 각 국의 기업조직이 달라진다는 설명을 하고 있다(F u ku y am a , 1995 ). 그에 따
르면, 높은 신뢰를 가지고 있는 국가에서는 대규모의 위계적인 기업이 나왔지만,
전문적으로 경영되었고 소유권은 분산되어 있었으며, 소유와 경영도 분리되었다고
본다. 반면에 낮은 신뢰를 가지고 있었던 대만, 홍콩, 중국의 경제특구에서는 서로
관계가 없는 전문경영인을 데려오는 것을 거부하는 강한 문화적 저항 때문에 이
들 국가에서는 가족경영의 소규모 기업이 대부분이었고, 경영구조에 있어서도 친
족적 관계가 지배적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그리고 그는 이러한 차이를 제도적 차
이가 아닌 문화적 차이에서 기인하는 결과라고 주장한다(F u kuy am a , 1995).
이러한 문화를 통한 조직의 설명은 각 사회의 기업 집단이 왜 다른가에 대한
근거를 제시해 주지만, 설명의 근거가 되는 문화를 측정하는 것이 모호하기 때문
에 연구결과의 객관성을 보장할 수 없다(DiM ag gio, 1994 ; P ow ell, 1992). 만일 이
러한 문화적 측정이 가능할 지라도, 문화적 가치와 행위와의 관련성 역시 명백하
지 못하다. 그러므로 이러한 조직에 대한 문화적 접근에 대하여, 그라노베터는 '과
잉사회화(ov er socialized ) '된 논의라고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Gr on ov etter , 1985 ).
결국 이러한 문화적 접근은 각 문화권에 존재하는 다양한 조직의 형태를 설명하
지만, 과잉사회화된 인간을 상정함으로써 인과관계가 모호하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문화적 접근은 벤처기업의 요람인 미국 실리콘 밸리의 성공을 분석하
는 데 적용되기도 한다. 미국 서부 문화로 대표되는 개척 정신(F r on tier Spirit ) 이
17) 이는 일본 기업 집단의 특징인 하청 관계나 게이레츠(keir etz) 와 같은 기업 연합체를
의미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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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의 기본 속성인 고수익, 고위험 의 기원이 된다는 설명이다(S ax en ian , 1994;
가네마루, 1997 ; 이장우·김세영, 1999 ; 박용찬, 2000). 그러나 이러한 문화적 접근
은 한국의 벤처붐을 설명하지 못한다. 한국의 문화가 위계적이고 권위적인 유교문
화이고(Orru et c, 1991), 후쿠야마가 말하는 저신뢰 사회라면(F u kuy am a , 1995 ), 한
국에서 이러한 벤처기업의 급성장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러한 조직에 대한 문화적 접근 역시 한국의 벤처를 설명하기에는 부적절한 이론
으로 평가할 수 있다.

2 - 1- 3. 신제도주의적 접근들
조직에 대한 신제도주의(n ew - in stitution alism ) 18)적 접근은 정치 권력이나 제도
적 정당성, 기술적 압력 등에 관심을 둠으로써, 과소사회화 된 경제학적 접근과
과잉사회화 된 문화적 접근 사이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중범위적 접근법으로 볼 수
있다(DiM a g g io, & P ow ell, 1992; Gron ov ett er , 1985 ; P ow ell, 1992; Orru etc,
1991). 이와 같이 신제도주의의 관심은 제도와 조직의 관계에 놓여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제도와 관련하여 신제도주의자들은 다양한 정의를 제시하고 있지만,19) 대
체적으로 문화나 이데올로기에 내포된 권위관계20)가 합리화 과정을 거쳐 제도로
형성된다고 보며, 그 결과 제도는 정당성을 얻는 것으로 설명된다. 그러므로 제도
는 한 사회에 존재하는 권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21) 그 결과로 형성된 정당
18) 신제도주의는 제도적 압력만을 변수로 생각하는 제도주의와 달리, 정치적 접근을 통하
여, 제도화의 근원을 찾는 과정이 포함된다(F riedland, & Alford, 1992) 디마지오와 포웰
은 구제도주의(Old- institutionalism )가 조직 내의 이해에 초점을 맞추는 반면, 신제도주
의는 조직 내, 혹은 조직간의 갈등을 해결하는 정당성의 측면을 강조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DiMaggio, & Pow ell, 1992a). 자세한 것은 DiMaggio & Pow ell, 1992a : p. 13의 표
1- 1을 참조할 것.
19) 신제도주의자들의 제도에 대한 정의는 문화적 상징체계부터 시작하여, 공식적, 비공식
적 규칙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Jepperson , 1992).
20) 베버(Weber )에 따르면, 조직을 구성하는 요인은 여러 가지가 존재한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룰 수 있는 것이 지배원리(principle of domination )이다. 이는 이데올로기 등
에 기초하며, 제도라는 것에 의해 구체화된다. 그러므로 이러한 문제들은 일정정도 권력
의 문제를 담고 있다(Biggart , & Hamiliton , 1992)
21) 그러므로 제도화에 있어서 국가나 위력 있는 조직 등은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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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된 권위적 규칙 이라고 할 수 있다(F rien dlan d, & A lfor d, 1992; J epper s on , 1992;
P ow ell, 1992). 이러한 제도는 사회 내에 존재하는 행위자에게 규제와 기회를 제공
하고(J epper s on , 1992; F lig st ein , 1992), 불확실성을 감소시켜주는 역할(N orth ,
1991; F rien dlan d, & A lfor d, 1992)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사회 내에
존재하는 조직은 이러한 제도를 통해서 기회를 잡고 규제를 받으며, 일정 정도의
제한된 행위22)를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조직에 대한 신제도주의의 설명은 한 사회 내에 존재하는 압력으로
제도나 기술적 요건을 설정하고, 그 압력 속에서 사회적으로 배태된(em b edded )
조직이나 행위자의 선택 과정 및 결과에 관심을 가진다.23) 그러므로 한 사회 내에
존재하는 조직은 동일한 제도적 압력을 받음으로써 동형화(Is om orphism )된다는
신제도주의의 주장은 가능하다.24)
이러한 신제도주의에 기반한 조직 연구로는 동아시아의 조직 동형화 를 연구한
Orru , H am ilton , Big g art (1991)의 연구, 유교문화권의 기업구조 차이를 분석한 유
석춘(1997 )의 연구, 한국 재벌의 소유구조를 연구한 장덕진(2001)의 연구 등이 있
다. 오루 외 2인(Orru et c, 1991)은 신제도주의를 기술발전의 역할과 국가, 시장 요
인을 통합하고자 하는 시도로 보면서, 같은 문화권인 한국, 일본, 대만의 기업 구
조의 차이를 분석하고 있다. 그들은 각국에서 일어나는 제도적 동형화는 동등한
요인으로 구성되는 것이 아니며, 한국의 경우, 다른 국가보다 정치적인 요인과 가
산제적 사회질서(patrim onial social or der ), 미국식의 경영 훈련을 통한 규범적 동
(Meyer , & Row an , 1992). 국가는 직접적인 참여자는 아니지만, 장(場)의 규칙을 설정하
며, 모든 조직의 이해관계 속에서 행동하기 때문이다(F ligst ein , 1992). 또한 위력 있는
조직들은 그들을 정당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Mey er , & Row an ,
1992).
22) 신제도주의에서는 이러한 행위가 반드시 합리적인 행동은 아니라고 본다. 신제도주의는
행위자를 합리적인 존재로 상정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회 내에서 문화적으로 혹은 이데
올로기적으로 배태된 존재로 상정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들의 행위는 반드시 효율성
과 경쟁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장덕진, 2001; DiMaggio, 1992; P ow ell, 1992).
23) 디마지오와 포웰(DiMaggio, & Pow ell)에 따르면, "현대 조직 이론 대부분은 조직의 다
양성과 차이에 대한 것을 지적하고 있고, 구조와 행위에서 조직들간의 변이를 설명하고
있다"고 본다(Orru etc, 1991). 즉 신제도주의의 조직이론은 이러한 문화론적 접근(구조
결정론)과 경제학적 접근(행위결정론)을 통합하면서, 이들이 가지고 있는 결정론적 시각
을 극복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
24) 이러한 동질화의 결과는 구조와 행위의 결과인 것이다(DiMaggio, & P ow ell,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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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화가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Orru etc, 1991). 그들은 이러한 연구 결
과를 통해, 한 사회에 존재하는 조직은 경제적 효율이나, 문화적 영향보다는 각 사
회의 기술적, 제도적 요구의 혼합된 결과로 나타나며, 조직을 통제하는 원칙은 각
국의 지배원리(prin ciple of or derin g )25)에 근거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유석춘(1997 )은 유교 라는 개념을 특정 자본주의의 문화적 속성을 보여주는 개
념에서, 제도적 수준의 분석 단위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유교를 사회제도
의 구성요인으로 볼 것을 주장하고 있다. 그는 동아시아 삼국의 구체적인 기업조
직 형태는 다르다고 할지라도, 이들 국가의 기업조직은 모두 유교에서 강조하는
사회관계, 즉 가족이나 공동체 혹은 혈연 관계를 일정하게 수용한 모습으로 보고
있다. 동시에 국가간의 차이의 근원은 각 국가에 작용하는 동형화의 압력, 즉 권위
관계를 제도화하는 국가와 기업관계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유석춘,
1997 ). 이러한 유석춘의 논의는 문화나 이데올로기와 같은 요인이 어떻게 국가라
는 제도적 관계를 통해서 조직화에 영향을 주는가를 설명하고 있다.
장덕진(2001)은 한국 재벌 형성을 가족구조의 제도적 동형화 로 설명하고 있다.
장덕진은 한국, 대만, 일본 사이에 상속제와 승계 규칙의 차이가 존재한다고 보면
서, 이러한 차이가 규범적 동형화(n orm ativ e is om orphism ) 과정을 거처 삼국의
기업 경영의 차이를 가져온 것으로 보고 있다(장덕진, 2001). 이는 한 사회에 존재
하는 여러 사회 제도들이 자본주의와 결합하여, 각 국의 특수한 기업조직을 형성
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조직에 대한 신제도주의적 접근은 문화, 제도, 기술 등이 혼재된 사
회적 맥락(social cont ex t ) 속에서 실제 조직의 양상을 설명하는 연구로 볼 수 있
다(M ey er , & Row an ,

1992). 그러므로 이러한 신제도주의적 접근은 각 사회에 존

재하는 기업조직의 차이와 그 원인을 동시에 설명함으로써, 경제학적 접근이나 문
화적 접근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극복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신제도주의 분석의 특징은 벤처 연구에 있어서 유용하게 적용될 수 있

25) 이러한 지배원리의 차이로 일본의 경우 공동체에 의한 통제가, 대만의 경우 소규모의
가족에 의한 통제가, 한국의 경우는 권위주의에 기반한 가부장적 통제가 발전한 것으로
보고 있다(Orru etc,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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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것으로 생각된다. 벤처는 고위험 , 작은 규모 라는 일반적 특징으로 인해, 각종
제휴와 외부 지원을 반드시 필요로 하며(박경열, 1999 ; 조명현·오대혁, 1998 ),26)
이러한 제휴와 지원은 여타의 사회 제도와 밀접하게 관련되기 때문이다.27) 이와
같이 벤처에 있어 제도나 사회적 맥락은 다른 어떤 요인보다 중요하다고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사실은 벤처기업의 형성과 발전에 있어서 다른 이론적 접근보다도
신제도주의적 접근이 유용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신제도
주의적 접근을 한국의 벤처연구에 적용한다면, 한국 벤처의 급성장과 제도화
- 1997년 경제위기로 인한 정당성 변화의 문제, 정부의 벤처 지원의 의도, 재벌과
벤처의 관계, 정보기술의 영향 등- 및 구조화 등에 대하여 적절한 설명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2- 2. 분석틀
본 연구는 위와 같은 조직에 대한 이론적 접근들을 검토한 결과 한국 벤처기
업의 특징과 그 구조화 과정을 보여줄 수 있는 유용한 접근으로써 신제도주의적
접근 을 이용하고자 한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신제도주의 조직이론이 강조하
는 사회 맥락적 요인으로서 지배원리(P rin ciple of Or derin g ) 와 한국 벤처의 제도
적 환경인 정치- 시장의 제도적 압력 , 조직 환경인 기술적 압력 등을 동시에 고
려하여 다음과 같은 분석틀 < 그림2- 1> 을 제시하고자 한다.

26) 미국 벤처기업의 성장의 이면에는 벤처캐피탈, 엔젤, 법률회사, 유동적 노동시장 등의
제도화가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성소미, 2001; 이장우·김세영, 1998;
박경열, 1999; 배광선 외, 2000)
27) 벤처기업과 산업 현황은 각 국가마다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각국의 사회적 맥
락과 제도 차에서 기인하는 현상으로 볼 수 있다(박경열, 1999; 중소기업청, 2000; 박용
찬,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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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2- 1> 한국벤처기업의 구조화 과정

가산적 지배원리

한국 벤처기업

제 도적 압 력
- . 국가 (정부정책,

기 술적 압 력
동질화 압력

이질화 압력

정부지원 )

정보사회의
생산 및 시장의 특성

- . 시장 (대기업과의관계 )

한국 벤처기업의
제도적 특성

본 분석틀 < 그림2- 1> 에 있어서 지배원리 에 대한 고찰은 중요한 부분으로 설
정될 수 있다. 특히 한국에 있어 이러한 지배원리 는 가산제적 위계관계 로 볼 수
있으며(Orru et c, 1991; 국민호, 1999 ; 유석춘, 1998 ), 이는 제도화 과정을 거쳐 정
부와 대기업과 같은 정당화된 제도를 만들어내므로 간접적으로 벤처기업의 구조
화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동시에 이러한 지배원리는 하나의 가치체계로 사회 구성
원에게 세상을 보는 렌즈와 구조, 행위 사고의 범주 등을 만들어냄으로써
(DiM ag gio, & P ow ell, 1992), 벤처기업의 구조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다.
벤처에 실제적인 제도적 압력으로 작용하는 국가와 시장의 경우, 그 형성은 지
배원리인 가산제의 제도화 와 경제위기 라는 사회적 변동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
다. 특히 본 연구의 연구 시점이 97년 이후이므로, 이러한 경제위기는 중요한 변수
로 설정할 수 있다. 경제위기는 정당화된 제도로 여겨지던 권위주의적 정부-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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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와 한국의 시장제도- 정경유착과 대기업- 에 위기를 야기하였음으로, 97년 이
후의 정부와 시장의 제도적 특징은 발전국가 시절과는 동일할 수 없기 때문이
다.28)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위력적인 제도로서 정부와 한국의 시장제도는
벤처기업의 구조화에 있어서 영향을 주는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다(유석춘·장상
철, 2000). 이러한 과정에서 변화된 정부의 벤처 관리는 과거 발전국가 시절의 재
벌에 대한 관리와는 다를 것으로 생각되며, 오히려 80년대 이후 시장에 대한 영향
력이 커진 대기업이 자금력과 마케팅 능력을 통해 벤처에 대한 강력한 조직 환경
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결국 이러한 압력으로서 변형된 정경유착- 벤처와 정
부관계- 과 90년대 말 급속하게 밀착되고 있는 대기업과 벤처 관계는 벤처기업을
한국적 제도 환경에 부합하도록 하는 동질화의 압력을 제공하고 있다고 설정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기술적 압력은 기술 발전으로 인한 정보화 사회의 등장과 관련된
다. 이러한 제도변화의 요인으로서 기술적 압력은 시장의 규칙 및 생산 방식의 변
화를 초래하므로, 벤처기업을 기존 기업조직과 다르게 변화시킨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전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으므로 한국 벤처의 현실에서도 동일하
게 작용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므로 이러한 기술적 압력은 한국의 벤처가 기존
조직과 다른 모습을 가지는 것에 대한 설명의 근거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벤처기업의 구조화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은 직접적으로 벤처기업의 구
조화를 이끄는 것이 아니라, 벤처기업이 받을 수 있는 조직 압력으로 작용하는 것
으로 보아야 한다. 그리고 각각의 압력 속에서 벤처기업들은 사회적으로 부합하는
행위를 선택함으로써 동형화(Isom orphism ) 되어 갈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2- 3. 연구가설 및 연구방법
28) 한국사회에서 국가와 대기업 사이의 관계는 80년대 이후, 국가의 힘이 약화되고, 대기
업의 힘이 증가되는 현상을 지적하고 있다(박병영, 1999). 동시에 이러한 97년의 경제위
기 이후, 정부의 신자유주의 경제정책 등은 국가의 성격이 여전히 발전국가적 속성을 지
니고 있으나, 그 표출 양식에 있어서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유
석춘·장상철, 2000). 그리고 재벌의 경우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국민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막대함으로 인해, 그 존재의 당위성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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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3 - 1. 연구가설
앞의 분석틀에 기반하여 본 연구에서는 벤처기업 구조화와 이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고, 이를 검증하여 벤처기업의 구조화
과정과 그 결과를 설명하고자 한다.
지배원리인 가산제는 벤처기업의 구조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은 아니
지만, 기업을 운영하는 행위자의 의식 구조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특
히 이러한 지배원리로의 가산제는 한국의 문화적 특성인 유교에 기반하여, 역사적
경험을 통해 권위적 위계관계로 발전해 왔고(Big g art , & H am ilt on , 1992), 한국사
회에 존재하는 행위자에게 문화적 배태로써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이
러한 지배원리는 벤처를 운영하는 경영자로 하여금 서구적 의식에 기반을 둔 경
영방식보다 한국사회 내에서 유지되어온 온정주의적이고, 위계적인 경영방식을 내
면화하게 만들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지배원리의 존
재가 한국 벤처기업의 경영방식을 기존의 권위적인 방식으로 유지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는 가설을 제시할 수 있다.29)
제도적 환경인 정부- 벤처, 대기업- 벤처의 관계에 있어서는 디마지오와 포웰이
제시한 제도적 동형화 이론(in stitu tion al isom orph ism )30) 에 기반하여 가설을 설정
29) 중소기업청이 발간한 1999년 「벤처기업에 대한 실태 조사 결과 분석」을 보면, 한국식
경영의 전형인 소유- 지배의 미분리 와 창업자 위주의 경영 실태 가 벤처기업에서도 그
대로 재현되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중소기업청, 1999).
30) 동형화는 조직유형의 동질화 과정을 나타내는 개념이다. 이러한 동형에는 두 가지 형태
가 존재하는데, 하나는 경제학에서 제시하는 경쟁적 동형화(competitiv e isomorphism )이
다. 이는 시장경쟁, 적소변화(Niche change), 적합도(fitness ) 등의 측정을 강조하는 체계
합리성을 가정하고 있으며, 자유롭고 경쟁이 존재하는 조직부문의 설명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쟁적 동형화는 완전 경쟁이 존재하지 않는 현대 조직세계에서 적
절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에 반해 제도적 동형화(institutional isomorphism )는
조직의 문제를 고려할 때 다른 조직이 존재하고 있음을 고려하며, 경쟁뿐만 아니라, 사
회적인 적합성을 위해 정치권력과 제도적 정당성에 대하여도 경쟁하고 있음을 강조한다.
즉 완전한 경제적 경쟁만을 강조하는 경제학과 달리 권력의 문제를 내포하고 있고 그로
인해 불확실한 사회 내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조직행태의 설명이 가능한
것이다(DiMaggio, & P ow ell, 1992: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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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 디마지오와 포웰은 제도적 동형화의 메커니즘으로 강압적 동형화
(coer civ e

is om orphism ) ,

모방의

과정(m im etic

pr oces s es ) ,

규범적

동형화

(n orm ativ e pr es su r es )과정 을 제시하고 있다(DiM ag gio, & P ow ell, 1992). 강압적
동형화는 한 사회 내에 존재하는 공식적/ 비공식적 압력의 결과로 발생하는 것으
로, 한 조직이 다른 조직에 대하여 자원의존도가 높은 경우, 자원을 의존하는 조직
은 자원을 공급하는 조직과 유사해지는 경향 혹은 국가의 강한 규제나 통제가 일
어나는 경우 그에 대한 반응으로 조직들은 동질해지는 경향을 의미한다. 이와 같
이 강압적 동형화는 국가와 조직, 조직과 조직 사이에 일어나는 것으로 볼 수 있
으며, 강한 자원적 의존이나 강한 통제가 수반되는 경우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모방의 과정은 조직환경이 불확실한 경우, 새롭게 시장에 진입하는 조직이
그들 자신이 성공적이라고 평가하는 조직을 모방하는 경향을 일컫는다. 이러한 모
방은 조직의 수단과 목표관계가 불확실한 경우, 기술이 불확실한 경우, 대안적 모
델이 적은 경우 빠르게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규범적 동형화는 사회화 과
정의 일종으로, 특정 조직으로부터 인력충원이나 전문화 과정을 통해서 형성된다.
즉 특정 조직에서 인력충원이 일어나는 경우 그들은 이전에 근무했던 배태조직의
원리를 도입하거나, 전문화 과정을 통해 학습된 원리를 적용하여 조직을 동질화시
키는 것이다.
이러한 제도적 동형화의 메커니즘을 기반하여 벤처와 정부 사이의 가설을 설
정하면 ① 정부의 벤처에 대한 지원이 기존의 조직에 대한 지원과 큰 차별성이
없고, 특정 요건에 대한 통제가 강력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벤처기업은 기존
기업조직과 유사한 강압을 받아 기존조직과 동질화 될 것이라는 가설이 가능하다.
또한 대기업과 관련해서는 강압, 모방, 규범적 동형화에 기초해서 다음과 같은 가
설을 설정할 수 있는데, ② 대기업의 벤처에 대한 지원과 통제가 강력할수록 벤처
기업은 대기업의 형태를 따라 갈 것이며(강압적 동형화), ③ 벤처의 조직환경이
불확실하고, 시장 내에서 대기업의 영향력이 크다면, 벤처기업들은 그들의 조직형
태를 모방할 것으로 볼 수 있다(모방의 과정). 또한 ④ 대기업으로부터의 인력이
벤처로 이동했다면, 대기업의 운영방식을 벤처에 도입하여 벤처기업은 대기업에
동질화될 것이다(규범적 동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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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기술 변화가 기업조직의 구조를 변화시킨다는 논의는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러나 변화의 방향은 아직까지 모호한 실정이다. 경제학에서는 이러한
기술변화가 기업의 조직화 비용을 감소시켜 기업규모를 확장시킨다고 보는데 반
해, 퍼로우(P err ow )와 같은 사회학자들은 기술 변화가 시장의 불확실성을 증가시
킴으로써, 작은 규모의 기업조직이 유리하다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한 최근의 경험
들은 후자의 논의가 타당성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31) 이러한 논의에 따르면, 정
보화 사회의 기술 변화는 기존의 시장 메커니즘과 생산 방식을 변화시키므로써
기존 조직과는 다른 형태의 조직 구조를 요구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연
구에서는 정보화 사회의 진전으로 인한 기술변화의 정도가 심할수록 벤처기업의
구조는 기존 기업 조직과 다른 소규모성과 유연화를 지향할 것이라는 가설을 설
정하고자 한다.
이러한 가설들을 종합해보면, 제도적 환경과 기술적 압력의 결과가 모순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제도적 환경의 가설을 따르자면, 벤처기업은 대규모의 다
각화된 기업형태가 될 것이고, 기술적 압력의 가설을 따르면, 소규모의 네트워크
조직이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제도적 환경과 기술적 압력은 모두
조직환경의 범주에 포함되며, 현실에 존재하는 벤처기업은 이 두 엇갈리는 압력을
동시에 받으며 그 안에서 적합한 구조화를 이루어 낼 것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이러한 가설들을 검증함으로써 현실적으로 어떠한 요인들이 벤처 구조화에 영향
을 끼치며, 그 이유는 무엇인지를 각 조직환경 사이의 관련을 통해서 살펴볼 것이
다.

2- 3- 2. 연구 방법

31) 정보산업에 진출한 대기업의 실패는 자주 언급되고 있다. 전자신문 2001년 6월 20일자
에는 제조업 성향이 강한 시장인 랜장비 생산 에서 대기업들이 사업을 축소하거나, 포기
했다는 보도를 하고 있다(전자신문, 2001.6.20). 또한 IT 관련 전문 웹저널인 아이비즈넷
(http :/ / ww w .i- biznet .com )에서는 e- business에 있어서 그 시장의 변화 폭이 커서, 대기
업의 장점인 선점효과를 전혀 이용할 수 없다는 논평을 싣고 있다(아이비즈넷, 2001.
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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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위와 같은 가설들을 검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 방법을 사용
하고자 한다.
벤처기업에 대한 지배원리의 내면화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서 본 연구는 문헌
연구를 통해 한국사회의 지배원리의 형성과 특징을 고찰하고자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지배원리의 특징이 배태된 한국 기업경영의 특성을 살펴본 후, 이러한 특
징이 벤처경영에 있어 얼마나 반영되어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가산적
기업경영의 특징은 재벌의 기업지배구조 특징 속에서 발견할 수 있다(김성철,
2000). 또한 벤처기업의 경영특성은 중소기업청에서 발간한 벤처백서(2000) 및
벤처기업 실태 조사 결과·분석(1999 ) 를 바탕으로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
로 한국 벤처기업에 대한 지배원리의 내면화 효과는 가산적 기업경영의 특징과
벤처기업의 경영특징을 비교함으로써 그 평가가 가능할 것이다.
제도적 압력이 벤처기업의 구조화에 끼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서 본 연구
에서는 우선적으로 한국사회의 국가와 시장에 대한 제도적 특성을 검토하고자 한
다. 이러한 국가와 시장의 특성은 단지 지배원리의 제도화 결과로만 설명되는 것
이 아니라 다양한 변수의 혼합으로 형성되며, 시간에 따라 그 성격이 변화해왔다.
특히 97년 경제위기는 이전의 국가와 시장에 대한 정당성을 위협하였기 때문에,
국가와 시장의 특성변화는 불가피한 것으로 볼 수 있다(유석춘·장상철, 2000; 박
병영, 1999 ). 그러므로 벤처의 제도적 압력인 97년 이후의 국가와 시장의 제도적
특성은 지배원리 와 경제위기 라는 변수의 혼합된 결과로 보고자 한다. 이러한 97
년 이후의 국가와 시장에 대한 특징을 검토한 후,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정부와
벤처, 시장환경인 대기업과 벤처 관계를 분석할 것이다. 정부와 벤처의 관계에 대
하여는 정부의 벤처지정제도 및 그에 부수되는 각종 지원제도,32) 자금지원 현황
등을 살펴봄으로써 그 특징 및 정부의 벤처구조화에 대한 영향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대기업과 벤처의 관계에 있어서는 대기업의 자금지원 현황 , 대기업
의 분사 및 벤처설립 , 벤처 인큐베이팅 등을 분석하여, 그 관계적 특징을 찾고
그로 인한 대기업의 영향을 살피고자 한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벤처와 정부,
32) 이러한 제도로서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 벤처기업 조세지원제도 등이 있
다(성소미,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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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와 대기업 사이의

관계적 속성의 차이 를 찾아내고자 하며, 이러한 결과가

벤처기업의 구조화- 다각화 구조- 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검토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기술적 압력이 벤처기업 구조를 기존 조직과 다르게 만든다는 가
설을 검증하기 위해서, 정보화 사회의 일반적인 특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기반
으로 정보화 사회의 기업 환경에 대한 설명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환경은 시
장의 불확실성 정도 , 경영방식의 차이 등을 통해 구체화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
고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특징이 벤처기업에 끼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그 결과 벤
처기업의 이질화된 모습으로 규모의 소규모성, 아웃소싱, 제휴관계 등을 실증적으
로 검토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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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벤처기업에 대한 지배원리의 영향
한국 벤처기업의 구조화 과정을 연구하기 위해서 먼저 한국사회의 지배윈리
(T h e Prin ciple of Or derin g )를 고찰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지배원리는 사회
내에 존재하는 행위자의 인식구조를 제약하면서, 정당화 과정을 거쳐 제도 형성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P ow ell, 1992). 그리고 이러한 지배원리에 영향을 받은 행위
자와 제도는 최종적으로 각 사회의 조직 특성을 형성하기 때문이다(Big g art , &
H am ilton , 1992).
그러므로 본 장에서는 한국의 지배원리의 형성과정과 그 특징을 고찰하고자
하며, 이러한 지배원리가 국가와 시장을 어떻게 제도화시켰는지를 설명하고자 한
다. 그리고 이러한 지배원리와 행위자의 배태성에 대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한
국 벤처 경영의 특성과 지배원리 사이의 관련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3 - 1. 한국사회의 지배원리 고찰
베버(W eb er )는 지배체계를 논의하면서, 지배라는 것이 그 존속의 토대로 물질
적, 정서적, 이념적 동기들에 호소하여 존재할 수 없으며, 그와 함께 정당성에 대
한 믿음을 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W eb er , 1991). 또한 그는 이러한
정당성의 종류에 따라 지배유형도 각각 다르다고 본다. 이는 조직을 구성하는 여
러 요인 중에서 지배원리가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각 사
회에 존재하는 지배원리가 그 구성원들에게 내면화되면서, 지배의 정당성을 강화
시키며, 이는 다시 특정 지배유형이 존재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을 형성하기 때문
이다(양종회, 1999 ). 그러므로 특정사회에서 조직의 형성과 그 특성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지배원리의 연구는 중요한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이유로 본 연구
에서 한국의 지배원리를 고찰하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지배원리의 형성은 이데올로기 혹은 가치 등에 기초하여 제도화되
는 것으로 볼 수 있다(송호근; 1999 ; 양종회, 1999 ). 즉 이러한 지배원리의 형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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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사회의 문화적 요인과 권력의 문제와 깊이 관련되어 있고, 역사적 경험과 사회
구조와의 상호관계를 통해서 강화·발전되는 것이다(H en der son , 1968 (2000)). 그러
므로 한 사회의 지배원리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그 사회에 대한 문화적, 역사적, 사
회구조적 고찰이 필요하다.
이와 같이 지배원리에 대한 분석은 다층적이며, 이러한 이유로 한국사회의 지
배원리에 대한 논의 역시 다양하게 이루어져 왔다. 한국의 지배원리를 논의하는
입장들을 정리하면, 녹봉에 기초한 가산적(P atrim onial) 지배구조(유석춘, 1998 ; 국
민호, 1999 ; H am ilton , 1982)의 논의 , 유교적 영향으로부터 비롯되는 유기체적 국
가주의(송호근, 1999 ; 양종회, 1999; 임현진, 1999 ) , 역사적 경험의 축적으로 형성
된 중앙집중성의 논의(H en der son , 1968 (2000)) 등을 제시할 수 있다. 이러한 한국
지배원리에 대한 논의들은 그 표현상의 개념들은 달리하지만, 한국사회가 원자화
된 경쟁을 통해 중앙으로 집중하려는 위계적 지배원리를 가지고 있다는 데에는
동의하고 있다.
가산적 지배원리 를 주장하는 논의들은 서구의 봉건제 와 동양의 가산제33) 를
비교하면서, 양 지배구조의 보상체제 차이가 동서양의 사회구조의 속성 차이를 가
져왔다고 보고 있다(유석춘, 1998). 즉 봉건제는 세습적인 봉토에 기반한 보상을
제공함으로써, 지배자에 대항할 수 있는 분권적인 사회구조를 형성한 반면, 가산제
는 관직을 유지하는 기간에 한정되는 비세습적인 녹봉을 제공함으로써, 통치자에
게 절대적 충성을 제공하는 집권적 사회구조를 형성했다는 것이다(유석춘, 1998 ;
국민호, 1999 ). 이러한 가산제 내에서 통치자는 분권화를 방지하기 위해 가산관료
들에게 그가 부과하는 의무를 수행하는 한에서만 특권을 부여하였으며, 관료들은
그들의 특권을 확보하기 위해 신임을 둘러싼 원자적 경쟁을 했던 것으로 보고 있
다. 특히 한국사회의 경우 조선 왕조의 건립과 함께 성립된 가산제적 형태는 유교
이데올로기와 과거제도를 통한 관료선출 등에 의해서 더욱 공고화된 것으로 보고
있다(Lew , 1996 ). 그 결과 관료계급은 서로 견제하게 되면서 연합이 불가능해지고
자연스럽게 통치자의 뜻에 복종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유석춘은 이러한 한국사회
33) 베버(Weber )에 의하면 가산제(P atrimonialism )는 통치자와 관료의 관계가 아버지의 권
위와 자식의 효성스런 복종에 기반한 가족관계가 확대된 모습이다(유석춘,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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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가산적 지배원리의 공고화를 한국 현대사에 있어 경제가 정치에 종속된 이유
로 설명하면서, 이러한 가산적 지배원리가 현대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주장하고
있다(Lew , 1996 ).
한국사회의 지배원리를 유교의 영향 속에서 형성된 유기체적 국가주의 에서 찾
고 있는 논의들은 한국의 지배원리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그들은
한국사회에서 유교의 영향이 제도적으로 중앙집권화된 국가권력 과 관료적 지배
체계 를 형성하였으며(임현진, 1999 ), 가치체계로서 위계서열적 권위주의 , 연고위
주의 집합주의 , 인정주의 , 의례주의적 도덕성 등을 구성원들에게 내면화한 것으
로 보고 있다(양종회, 1999). 이는 유교라는 것이 하나의 종합적인 세계관으로 종
교적 측면도 있고, 철학체계, 사회규범 등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유
교는 정치와 가족제도 뿐만 아니라 사회구조와 인간관계까지도 규정하는 기본원
리로 사회 내에서 받아들여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다(양종회, 1999 ; 김경
동, 1993). 이들은 이러한 유교적 영향이 한국의 특수한 역사적 과정을 거치면
서,34) 구조적 역학인 중심지향적인 세(勢)35)와 경쟁 을 형성한 것으로 보고 있다
(임현진, 1999 ). 결국 이러한 유기체적 국가주의 에 대한 논의도 한국사회의 지배
원리를 중앙집중적이고, 국가중심적인 위계관계로 보고 있으며, 이는 오늘날의 한
국사회에까지 이어진다고 보고 있다.
한국의 지배원리를 논의하는 또 하나의 논의는 핸더슨(H en der son )에 의해 이
루어졌는데, 그는 한국사회의 지배원리를 중심을 향해 ' 소용돌이(v ort ex )' 치는 모
습으로 보고 있다. 그는 한국사회의 문제를 경험의 동질성 , 중앙집권화 , 통일성
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면서, 이러한 요소들이 갈등요소를 희석화시키고, 보편적
34) 조선시대부터 광범위하게 발달된 관료기구와 식민통치의 관료제적 유산은 유기체적 국
가주의를 지배원리로 정착시키는 과정에서 시민적 저항의 공간을 제거하고 권위주의적
통치의 효율성을 높이는 핵심적 국가기구로 기능하였다. 이는 임현진(1999)이 제시하는
세의 개념의 유용성을 보여주는 것이다(송호근, 1999).
35) 한국에서 세(勢) 는 집단적 성격으로 혈연, 지연, 학연으로 구성되며, 인물중심적인 성
향을 가지고 있다. 즉 이해를 중심으로 결집하는 서구의 자발적 조직원리와 달리, 반(半)
귀속적이며, 반(半) 자발적인 조직원리이며, 집단을 지칭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세(勢) 의
목표는 리더의 목표로 대표된다. 또한 세(勢) 는 중앙집중의 지향성이 강함으로, 세(勢)
와 세(勢) 사이의 중앙으로의 경쟁은 강력한 충돌을 야기한다. 한국의 지배구조의 특징
이 이러한 중앙으로의 강력한 권력의 독점성만을 인정하기 때문이다(임현진,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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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구조 속에서 각 그룹이 나누어지는 데 깊이나 계속성, 선명도 등이 거의 없는
사회로 만들었다고 보고 있다(H en der son , 1968 ). 이는 결과적으로 취약한 하부구
조를 만들고, 중앙집권적 관료정치에서 수직으로 강하게 내리누르는 힘을 강화시
킨 것으로 보고 있다. 핸더슨(H en der son )에 따르면, 이러한 한국의 지배원리의 특
징은 약 1,500년간의 사회·정치적인 경험의 결과로서, 문화 속으로 녹아든 잡다하
고 이해하기 어려운 미묘한 방법들에 의해 형성되었으며, 모든 참여자들 속으로
사회화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H en der son , 1968 ). 그러므로 그에 따르면, 이러한
권력 지향적이고 위계적인 한국사회의 지배원리는 한국의 근·현대사 속에서 그
대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앞으로도 쉽게 극복되지 못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와 같이 한국의 지배원리를 분석하고 있는 연구들은 각각 이를 규정하는 용
어는 다르지만, 그 형성에 있어 유교적 영향과 이를 강화시키는 역사적 경험 등을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고, 그 결과로 나타나는 중앙집권적, 위계적, 권력중심적
특성 및 중심을 향한 원자적 경쟁 등의 논의도 일치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한국사회의 지배원리는 무엇으로 불리든지, 그 특징은 중심 지향적인 경
쟁 과 중심을 통한 강력한 통제 , 유교적 관계성을 바탕으로 한 네트워크의 동원
등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다음은 이러한 한국의 지배원리가 어떻게 한국의 근대적 국가와 시장의 제도
화에 영향을 주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3- 2. 지배원리의 합리화 과정 : 국가와 시장 형성
위에서 한국사회의 지배원리 형성과 그 특징에 대하여 고찰해 보았다. 그러나
이러한 지배원리가 직접적으로 한국 벤처기업의 구조화에 영향을 준다고 단정하
여 말할 수는 없다. 비록 지배원리가 사회구성원에게 내면화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를 측정할 수 있는 방법도 모호하며, 설사 이를 측정한다 해도 그들이 이러한
지배원리에 근거하여 행동할 것이라는 가설에 불과하기 때문이다(양종회, 19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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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본 절에서는 지배원리와 벤처의 구조화에 매개 변수로 작용하는 동시에,
직접적인 압력으로 존재하는 국가와 시장의 제도화에 대하여 논하고자 한다.
제도화란 한 사회의 지배원리가 합리화되는 과정이며, 그 결과로 지배원리는
정당성을 획득한다고 볼 수 있다(M ey er , & Row an , 1991). 그러므로 제도는 지배
원리의 구체적 표상이며, 행위자에게 기회와 규제를 동시에 제공하는 실질적 압력
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제도는 국가와 시장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형성된
다고 볼 수 있다.36) 이는 근대사회로의 이행 속에서 각국의 정치와 시장의 규칙이
다르다는 사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37) 그러므로 한국사회에 있어서 가산적 지배원
리는 한국의 근대화 과정을 통해서 국가와 시장을 특수한 형태로 제도화시켰다고
추론할 수 있다(Lew , 1996 ; H en der s on , 1968 ; 임혁백, 1999 ; 송호근, 1999). 그리고
그 가시적 결과로 본 연구에서는 발전국가 와 재벌 의 등장을 제시하고자 한다.
한국 근대국가의 일반적인 특징은 다음과 같이 제시되고 있다. 국가와 정권을
동일하게 봄 , 개인보다 우선하는 국가의식 , 국가 권력의 비대화 , 정당 및 의정
활동의 위축 , 삼권분립의 유명무실화 , 국가 기구간의 실질적인 권력의 위계화 ,
경제보다 우월하는 정치의식 , 관료주의의 강화 , 도덕적 권위와 정당성을 통한
개입주의 , 상층부터 형성되는 국가 권력 (임현진, 1999 ; 유석춘, 1997; 송호근,
1999 ). 이러한 한국 근대국가의 특징들은 중앙집권적인 속성 속에서 경제가 정치
에 복속되고, 정권과 국가가 미분리된 발전국가38) 로 볼 수 있다.39)

36) 폴라니(Polanyi)는 시장을 배분의 메커니즘일 뿐만 아니라, 제도적으로 특화되어 있는
가치의 생산과 측정을 위한 문화적 체계로 보고 있다(P olanyi, 1991). 이는 시장이 사회
적으로 배태되어 있음을 의미하는 동시에 제도적 구성물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37) 예를 들어 동아시아 삼국의 경우, 각국의 정부는 민주주의를 표방하고 있지만, 그 권위
구조는 크게 차이가 나고 있고, 기업구조 역시 차이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유석춘,
1997).
38) 한국국가의 성격을 발전국가 로 보는 입장들은 다음과 같다. 존슨(Johnson )은 한국사회
를 최고 교육을 받은 엘리트의 독립적 국가 운영, 고도의 국가 자율성, 국가에 의해 통
제되는 기업집단 등을 동아시아의 특수한 발전국가의 특징으로 설명하고 있다. 웨이드(
W ade)는 간섭적 경제가 비효율을 낳는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경제가 성장한
근거에는 국가조직과 정치구조의 영향이 관계가 있다고 보고 있다. 금융제도를 장악한
국가의 산업지도력, 중앙에 집중화된 의사결정구도, 입법부를 지도하는 권위주의적 행정
부, 약한 노동운동 등은 발전국가의 성공을 보여주는 구조였다는 점이다. 또한 산업 조
정전략에서도 한국은 국가의 통제를 편애하며, 시장의 징후를 변경 대체하는 국가주의
전략의 성공은 국가의 자율성과 능력에 있어 다른 국가들과는 다른 강한 면을 보여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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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가산적인 한국 지배원리가 이러한 발전국가의 제도화에 끼친 영향은
무엇인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는 지배원리의 합리화 과정 과 경로의존성
(P ath - dep en den cy )40) 에 입각하여 설명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지배원리의 합리화 과정에 따른 발전국가의 제도화는 다음과 같은 분석을 통
해서 보여질 수 있다. 역사적 과정을 통해 강화된 가산적 지배원리가 서구적 근대
제도인 민주주의, 자본주의, 산업화 등과 결합하는 과정에서 서구 근대화의 필수적
영역인 시민적 저항 공간을 제거하며 권위주의적 통치를 확립시킨 것이다(임혁백,
1999 ; Lew , 1996 ). 이러한 사실은 한국의 근대국가 형성이 큰 저항을 받지 않고
제도화된 것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으며, 그 결과 가산적 지배원리가 한국 근대사
회에서 정당성을 획득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Lew , 1996 ). 결국 이는 정치적 영
역에서 한국의 독특한 가산적 지배원리가 합리화 과정을 통해 발전국가 라는 중앙
집권적 정치 제도를 형성하는 데 영향을 준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렇게 성
립된 발전국가는 하부세력의 저항 없이 국가개입을 통해 경제적 성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던 것이다(송호근, 1999 ).
또한 가산적 지배원리가 발전국가의 제도화에 영향을 주었다는 논의는 경로의
존성 을 통하여 설명이 가능하다. 유석춘은 가산적 지배원리가 관료의 비대화 를
가져왔다는 주장을 한다. 그에 따르면, 유교적 이념에 기반한 조선시대부터 비대화
된 관료집단이 존재하고 있었고, 일제 식민지 시대와 미군정을 경험하는 동안 이
러한 관료집단은 민중의 통치를 위해 강화되었다는 것이다(Lew , 1996 ; 유석춘·최

것이라는 점이다. 국가와 사회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민간부문에 대한 접근의 다각적 통
로와 배타적인 군에 의거한 권위주의 정권, 그리고 이를 중심으로 한 군부, 대기업, 국가
기술관료의 삼자 연합은 국가의 경제적 개입이 성공할 수 있는 강력한 요소라고 본다.
(국민호 편, 1995) 이러한 발전국가적 특징들은 위에서 제시한 가산제적 특징에 기인하
는 것으로 볼 수 있다.
39) 한국의 국가적 성격을 정의하는 것에는 발전국가 외에 조합주의적 국가, 예외국가(김세
균 외, 1998), 유기체적 국가(임현진, 1999; 송호근, 1999) 등이 있다. 그러나 이는 위에서
제시한 발전국가의 특징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단지 이에 대한 가치평가를 달리하는 것
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가치평가를 배제한 상태에서 한국사회
의 국가적 성격을 발전국가 로 통일하여 부르고자 한다.
40) 노스의 제도 변화 이론에 따르면, 제도의 변화는 자기 강화 메카니즘 이 작용하는데,
감금효과와 경로의존성에 인해서 제도의 변화는 점진적이며 기존의 제도의 강화되는 방
향으로 이동한다고 보고 있다(North ,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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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천, 1999 ). 그리고 이러한 관료의 비대화는 이승만, 박정희 정권까지 계속적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Lew , 1996 ; 송호근, 1999 ). 이와 같이 한국의 근대사의
경로는 정권의 변화는 있었지만, 관료들이 지배세력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경로는 가산적 지배원리의 특징인 관료중심의 중앙집중성을 제도
화시켰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한국사회의 가산적 지배원리는 근대적 경험을 통해서 한국의 국가
구조를 권위적이고, 중심 지향 및 통제적인 발전국가로 제도화시켰다고 볼 수 있
다. 그런 만큼 발전국가로의 제도화 결과는 국가를 한국사회 내에서 가장 강력한
권력 집단인 동시에 제도로 만들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제도화된 국가
는 정경유착 , 재벌 , 붕당 등과 같이 사회 전반의 구조를 가산제적 지배와 유사
하게 제도화한 것으로 설명된다(송호근, 1999 ; 유석춘, 1998 ; 임현진, 1999 ).
발전국가의 제도화가 기존 지배원리인 가산제와 지배계급인 관료계급에 의해
서 형성된 것처럼, 한국사회에서 시장의 제도화 역시 강력한 제도로 작용하는 국
가, 가산적 지배원리, 그리고 서구적 자본주의가 결합하여 형성된 것으로 볼 수 있
다(Gr an ov ett er , 1994; 유석춘, 1997 ; 송호근, 1999 ). 그리고 이러한 한국사회에서
시장의 제도화는 정경유착 과 재벌 의 형성으로 구체화할 수 있다.
가산적 지배원리의 영향 하에서 한국의 경제영역은 정치에 복속된 것으로 평
가된다(Lew , 1996 ; 임현진, 1999). 그러므로 정치 영역인 중앙집권적 국가가 이러
한 시장을 제도화하는 데 영향을 준 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임현진
(1999 )에 따르면, 한국사회에서 경제적 지배계급의 형성은 자연적으로 이루어진
결과가 아니며, 근대국가의 형성 이후 국가의 중심적인 경제개입을 통해 민간자본
을 지원 보완해준 것으로 설명된다. 그로 인해 경제적 지배계급은 국가정책에 적
극적으로 호응하며, 정치적 지배엘리트들의 정책적 효율성을 제고하고, 시민사회를
통제·관리하는 제반 정보를 제공하는 데 주력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정경
유착의 지속 속에 특정 지역에 기반하여 형성된 파워엘리트그룹은 혼맥 등 내부
의 인적 연계망을 강화시키면서 거대한 지배집단으로 성장한 것이다(임현진,
1999 ). 이와 같이 임현진은 중앙집권적 국가의 강한 힘이 경제적 지배계급을 통제
했고, 그 결과 정경유착이 공고화된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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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석춘 역시 이러한 정경유착을 서구적 자본주의의 발전과 다른 형태로 성립
된 시장 제도화의 결과로 보고 있다. 그는 서구에서는 귀족과 대항하여 성장하던
부르주아 계급이 경제적, 정치적, 문화적 지배계급으로 성장하면서 자본주의 국가
를 건설하고 노동자 계급을 포섭한 반면, 동아시아에서는 국가관료가 부르주아를
경제적, 정치적, 문화적으로 지도하면서 자본주의 국가를 이룩하고 노동자집단 역
시 국가가 관리했다고 주장한다. 또한 그는 서구 개신교 자본주의에서는 부르주아
집단의 경제적 자생력이 가장 중요한 자본의 축적수단인 반면, 동아시아의 유교자
본주의 하에서는 지배세력과의 정치적 유착이 가장 중요한 자본의 축적수단이라
고 설명하고 있다. 정당성의 확보 측면에서 보았을 때, 개신교 자본주의에서는 시
민사회라는 사회적 공간이 지배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반면, 유교자본주의 사회에
서는 지식인 사회라는 사회적 공간이 지배의 정당성을 확보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이러한 차이는 재산권의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차이를 발생시키게 된다.
즉 개신교 자본주의의 궁극적 재산권 기준은 배타적 소유권의 존재여부에 의해
결정되는 반면, 동아시아에서는 국가의 개입과 보증이 모든 경제적 거래의 궁극적
기준이 되는 것이다(유석춘, 1998 ). 그리고 유석춘에 따르면, 이러한 시장의 제도
화 속에서 재벌들은 정부의 신뢰를 얻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면서, 한국사회의
경제 영역 역시 가산제적 지배구조를 닮게 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Lew , 1996 ).
이와 같이 한국의 시장은 중앙집권적 발전국가와 가산제적 지배원리의 영향 속에
서 정경유착 이라는 제도화를 성립시킨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정경유착의 제도화는 다시 재벌 이라는 특수한 기업조직을 형성하였다.
이러한 재벌은 한국의 시장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인 만큼,41) 시장 내에
존재하는 권력 조직인 동시에 제도로서 볼 수 있다. 이러한 재벌은 외적으로는 정
경유착을 통해 육성되었으며(Lew , 1996 ; 임현진, 1999 ), 내적으로는 가산적 지배구
41) < 표3- 1> 30대 기업의 경제적 독점력(단위%)
구분
매출액
자산
고용

1990
4 1.5
40 .3
4 .2

199 1
4 1.3
43 .5
4 .29

1992
43 .8
44 .4
4 .16

1993
4 1.7
43 .2
4 .14

*. 자료출처: 좌승희, 1997: p.44 의 <표2- 1> 를 재구성함.

- 31 -

1994
42 .4
4 1.7
4 .2 1

1995
45 .8
44 .6
4 .4 1

조를 내재화하여 형성된 것으로 보고 있다(김성철, 2000). 이러한 재벌 형성의 외
적 요건은 위에서 제시한 정경유착을 통해서 충분히 설명을 했으므로, 여기서는
내적 요건에 대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김성철(2000)은 재벌로 대표되는 한국의 기업집단의 특성을 위계적 혹은 가산
제 로 표현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그는 가산적 한국기업조직을 혈연관계 및 소유
자 개인의 역할과 위상 등이 강조된다는 의미에서 가부장적인 유교 질서가 반영
된 기업의 형태로 설명하고 있다. 이는 부권과 가장권의 분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국의 가족제도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본다. 이러한 가부장권은 일본과 같이 생득
적으로 얻어지는 지위가 아니므로, 부당한 실력의 행사도 가능하며, 권력의 실행
역시 다른 위협 없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한국기업의 소유경영층
의 의식은 기업을 창립자가 소유한 개념으로 생각하고, 다른 일반인들도 그 기업
의 이야기가 나오면 아무런 주저 없이 창립자와 그의 가족들을 떠올리게 되는 것
이다. 이러한 현상은 서구와는 다른 기업지배구조를 정당하게 받아들이는 것으로
볼 수 있다(김성철, 2000). 또한 한국의 기업구조는 대내외적으로 인물만들기를 통
한 혈연상속과 혈연, 학연, 지연, 사연을 통한 복합적 연줄망으로 얽혀있는 구조라
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한국 기업에 대한 특징들은 이전에 논의한 가산적 지배구
조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송호근(1999 ) 역시 산업화의 첨병 역할을 담당해 온 재벌이 소유와 경영이 분
리되는 현대적 형태를 띠지 않고, 가권력(家權力)을 보전하고 강화하는 조직으로
발전하였다고 보며, 그 휘하의 경영자들이 가산관료적 신민 내지 가신의 지위를
갖게 된 것도 힌국의 지배원리에서 이해될 수 있다고 본다(송호근, 1999 ). 또한 그
는 정경유착을 통해서 재벌에게 가권력의 절대권력을 허용한 국가의 지배원리와
그 과정에서 아무런 시민적 저항도 없었다는 사실을 통해서 이러한 재벌의 제도
화가 어느 정도 사회적으로 정당성을 획득한 것으로 설명한다.
이와 같이 지배원리의 합리화 과정으로 성립된 발전국가 와 정경유착 및 재
벌 은 한국 근대화 과정 속에서 계속적으로 발전하였고, 정보화 시대로의 이행에
있는 오늘날에도 제도적 환경으로 존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국가와 시장의 제도화는 벤처기업의 구조화에 있어 중요한 제도적 압력으로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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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으며, 이러한 사실은 벤처지정제도를 비롯한 각종 정부의 지원제도, 그에
따른 벤처붐, 그리고 벤처와 대기업의 관계 속에서 발견된다고 하겠다.

3 - 3. 한국 벤처 경영과 지배원리
지배원리는 위에서 보듯이 벤처구조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국가와 시장을
제도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제도화된 국가와 시장이 벤처기업의 구조화에
영향을 준다는 가설을 증명한다면, 지배원리가 벤처의 구조화에 끼치는 간접적인
영향을 증명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지배원
리가 단지 제도화됨으로써 벤처기업의 구조화에 간접적으로만 작용하고 있는 것
은 아니다. 지배원리는 하나의 가치체계로서, 사회 구성원들의 세상을 보는 렌즈를
형성하고, 구조, 행위, 사고의 범주 그 자체를 만들어내기 때문이다(장덕진, 2001;
양종회, 1999 ). 그러므로 이러한 지배원리는 구성원들에게 완전하게 내면화되지도
않지만, 직접적인 영향을 전혀 끼치지 않는다고 볼 수도 없다.
본 절에서는 가산적 지배원리가 한국 벤처경영자들의 행위에 얼마나 배태되어
있는가를 분석함으로써, 지배원리와 행위 사이의 관련성을 밝혀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중소기업청에서 발간한 벤처백서(2000) 및 벤처기업 실태 조
사 결과·분석(1999 ) 을 바탕으로 벤처기업의 지배구조와 경영의 특성을 찾아내고,
이러한 특성이 가산적 지배원리에 기반한 경영특성과 얼마나 일치하는지를 평가
하고자 한다.
한국기업에 있어 가산적 지배원리가 반영된 경영 특성은 기업소유개념에서 찾
아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서구에서 기업의 소유개념은 그 지분에 근거하고, 경영
은 전문 경영자에게 위임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김석용, 1999 ). 그러나 한국에서
는 기업의 창립자 및 그 가족이 기업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김성
철, 2000; 핫도리, 1992).42) 이러한 특성은 강도 높은 기업지배구조의 개선 요구43)
42) 핫도리는 한국의 소유구조는 오너지배형 , 중소기업지배형 , 상호소유형 으로 나누어
질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한국의 지배유형은 1인의 소유자의 지배를 효율적으로 하는
구조라고 보고 있다. 그는 어떠한 기업체라도 개인이 50% 이상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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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도 불구하고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지 않는 기업지배구조의 특징에서 발견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사실은 한국의 지배구조가 단순하게 효율성에 근거하여 제
도화된 것이 아니라 가치구조에 뿌리를 두고 제도화되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
준다(김윤태, 1998 ).
일반적으로 한국의 벤처기업은 기존의 한국기업조직과는 다른 특징을 가지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이민화·김명수, 2000). 벤처인들은 한국 벤처기업의 특징을
기존의 재벌과 달리 왕성한 기업가 정신을 통한 운영과 관련다각화를 이룬 새로
운 조직 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이민화·김명수, 2000). 또한 벤처기업의 경영성
과 < 표3 - 2> 와 R&D 투자 비율 < 그림3 - 1> 에서 보여지듯이, 경영실태에 있어서
도 벤처기업은 일반기업과 커다란 차이를 보이고 있다.

< 표3 - 2> 벤처기업의 경영성과
구

분

·매출증가율
·경상이익율
·수출증가율
·고용증가율

벤처기업

중소기업

대기업

71.2
4.0
61.5
25.3

△2.0
0.6
△1.0
△2.3

2.0
△2.9
△4.2
8.7

*. (98년. %)
*. 단, 중소기업 및 대기업의 고용증가율은 97년 기준
*. 자료출처: 중소기업청 공보담당관실 보도자료(99.11.26)

않지만, 1인의 소유자는 수십 개의 계열사를 지배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핫도리,
1992) 또한 이러한 1인 소유자는 대부분이 창업자나 그의 가족들이라고 밝히고 있다.
43) 이러한 지배구조 개선 방안으로 정부는 1998년 2월 모든 상장법인에 대해 일정한 수의
사외이사 선임을 의무화하였다. 그리고 같은 해 12월에는 상법이 개정돼 소수주주권을
대폭 강화함과 동시에 집중투표제도를 도입하여 소수주주도 자신들의 이익을 대변할 사
외이사를 선출할 수 있도록 하였다. 1999년 12월에도 상법이 개정되었는데, 이 개정상법
은 주식회사의 경영감독체제와 관련, 이사회 내에 각종 위원회를 둘 수 있는 근거규정을
두면서 감사에 갈음하여 사외이사를 중심으로 하는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미국회사법의 사외이사제도와 감사위원회제도를 도입해 이사회의
기능을 활성화하고 경영감독을 실질적으로 강화하여 기업경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
보하고 효율성을 높이자는 취지인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한국 기업
의 지배구조는 변화하지 않고 있다(양동석, 2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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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3- 1> 벤처기업의 R&D 투자비율

*. 자료출처: 과학기술부 과학기술연구활동조사보고서,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중소기업실
태조사
*. 중소기업청 공보담당관실 보도자료(99.11.26) 에서 재인용
벤처기업은 이와 같이 기업가 정신 , 경영성과 , 기술투자활동 등에 있어서 기
존의 한국 기업과 다르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사실로 인해, 한국 벤처기업은 기
존의 기업조직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기업조직으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표면적인 경영성과의 차이는 한국 기업조직의 고질적 문제로 지적되어온 지배구
조의 문제를 극복한데서 기인하는 것이 아니다. 상대적으로 신선한 이미지를 가지
고 있고, 미국 신경제의 성공 원인으로 주목받은 벤처기업도 한국적 토양에서는
가산적 기업지배구조 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 그림3- 2> 는 99
년 조사된 한국 벤처기업의 기업형태 와 지배구조 를 나타낸 것이다. 이를 통해
본다면, 한국 벤처기업의 84%가 주식회사이고, 지배구조를 보면 창업자 중심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83%에 이른다. 이는 벤처기업의 대부분이 주식회사의 형태를 가
지고 있지만, 그 운영에 있어서는 창업자 중심의 개인기업처럼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다(중소기업청,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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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3- 2> 벤처기업의 기업형태와 지배구조

*. 자료출처: 중소기업청, 2000. 벤처백서:p.30

< 그림3- 3> 은 벤처기업의 평균적인 지분구조를 보여주고 있다. 여기서 보여지
듯이 창업자는 평균적으로 49%의 주식을 소유하고, 30%는 창업멤버가 소유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중소기업청, 2000). 이는 벤처기업의 의사결정에 있어 창업
자 혹은 최고 경영자 의 의지가 가장 중요함을 보여주는 것이며, 한국의 지배원리
의 특징과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

< 그림3- 3>

99년 벤처기업의 평균적인 지분구조 (n =2,531)

*. 자료출처: 중소기업청, 2000. 벤처백서:p.30

이러한 결과들은 한국의 벤처기업의 지배구조가 기존의 기업조직과 동일함을
보여주는 것이며, 한국의 지배구조의 직접적인 반영의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이
러한 사실은 벤처기업의 창업팀 구성 과 창업팀의 역할구분 을 통해서 또 다시 확
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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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3- 3> 은 창업팀의 특성별 구성인원수를 보여준다. 창업팀은 평균 6.4명44)이
었다. 창업팀 구성인원을 보면, 창업자의 가족, 친인척이 평균 0.62명, 친구, 선후
배, 동창이 0.62명인데 반해 전직장 동료와 동종산업 전문가의 숫자는 이 숫자의
두 배가 넘는 1.34명과 1.39명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친구나 가족 등 밀접한
인간적인 관계를 가진 사람들과 창업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생각하는데, 실
제로는 창업아이템에 따라서 전 직장동료나 산업 내 전문가와 창업팀을 이루는
경우가 더 빈번한 것으로 나타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중소기업청, 2000).

< 표3- 3> 창업팀의 구성인원: 창업자의 관계를 기준으로 구분

*. 자료출처: 중소기업청, 2000. 벤처백서:p.38

그러나 창업팀 내에서 각 구성원들의 역할분담을 조사한 결과인 < 표3- 4> 를
보면, 창업자 중심의 경영 방식이나 가족 중심의 경영방식은 여전히 벤처기업에서
도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표3- 4> 에서 표본수는 각 유형의 창업팀원이 각
각의 역할을 담당했다고 응답한 경우의 수를 나타내고, 기업 수는 각 유형의 창업
팀이 존재한 기업의 수이다. 비율은 표본수를 기업수로 나누어서 계산한 것으로
각 유형의 창업팀이 존재한 경우에 각 역할을 담당한 비율을 의미한다(중소기업
청, 2000). < 표3- 4> 를 보면, 전체 벤처기업의 71.2%인 2,558개의 업체에서 창업자
가 경영을 담당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가족 및 친인척 창업팀은 거의 모든
역할에서 유사한 비율을 보이지만, 이 유형의 창업팀원이 존재하는 벤처기업 중
44) 평균적인 창업팀이 구성이 6.4명인 이유는 가족 또는 친인적 0.62, 친구, 선후배, 동창
0.62, 전직장동료 1.34, 전 거래처 협력인 0.22, 동종산업 전문가 1.39, 기타 인력 1.24를
합산하고, 거기에 창업차 1명을 추가한 숫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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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9%인 427개 업체에서 가족 및 친인척이 재무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친구의 경우 59.7%가, 전직장 동료 출신 창업팀원
은 72.7%가, 동종산업의 전문가 출신 창업팀원은 75.1%가 각각 연구개발을 담당
하는 것으로, 전 거래처 협력인 출신 창업팀원은 61.8%가 판매를 담당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경영이라는 핵심업무에 있어서는 창업자 자신이, 상대적으로 신뢰가 필요
하고 중요한 업무인 재무는 가족이나 친척이 담당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
리고 벤처 창업에 있어 특수하게 필요로 되는 기술력과 영업력은 전문성을 갖춘
나머지 창업멤버들을 통해서 수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벤처 경영에 있어
핵심적인 직무는 창업자와 그의 가족 및 친인척이 맡고 있으며, 동료, 친구, 거래
처 협력인, 외부 전문가 등은 벤처산업의 특성으로 인해 창업팀 구성에 높은 비율
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 표3- 4> 창업팀의 역할구분: 창업자의 관계를 기준으로 구분

*. 주) 역할에 대한 응답은 복수응답임.
*. 자료출처: 중소기업청, 2000. 벤처백서:p.38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하면, 벤처의 지배구조는 기존의 기업조직과 동일한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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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볼 수 있으며, 벤처경영에 있어 창업팀 구성 및 그 역할분담은 고도의 기술력
과 영업력을 요구하는 벤처산업의 고유한 특징으로 인해 약간의 변이가 발생했지
만, 여전히 창업자와 그의 가족 및 친인척에 의해 핵심업무가 집중되는 가산적 경
영방식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는 한국사회에 존재하는 가
산적 지배원리 가 사회 구성원에게 내면화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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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도적 압력과 한국 벤처의 구조화
위에서 한국의 지배원리와 한국벤처기업의 구조화 사이의 관련에 대하여 살펴
보았다. 그러나 이러한 지배원리만이 벤처기업의 구조화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
며, 오히려 벤처가 놓여있는 제도적 환경이 더 중요한 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 특
히 이러한 제도적 압력으로서 국가와 시장의 존재는 97년 이후 급격하게 형성되
고 있는 벤처기업의 구조화에 강력한 영향을 준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장에서는 벤처기업의 실질적 압력으로 작용하는 정부와 시장의 특징을 고찰하고,
이들과 벤처와의 관련성을 분석하여 벤처기업의 구조화 과정에 이들이 끼친 영향
을 찾아내고자 한다.

4 - 1 . 97년 경 제 위 기 이 후 의 국 가 , 시 장 의 제 도 적 특 성
위에서 보듯이 근대 한국사회의 국가와 시장의 제도화는 가산적 지배원리의
합리화 과정 속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었다. 그 결과 한국사회에는 특수한
제도화인 발전국가 , 재벌 , 정경유착 이 성립되었다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국가와 시장의 제도적 특성45)은 계속적으로 유지되지는 못했다(장상철, 1999; 박병
영, 1999). 특히 국가와 시장의 제도화는 상호간에 연계되어 있는 특성으로 인해
이들의 권력관계는 계속적으로 변화하고 있었다. 특히 70년대 이후 중화학공업의
육성으로 인한 시장규모의 확장과 이에 대응하는 국가의 정책변화는 이러한 변화
의 동력으로 작용하였다.
본 연구는 벤처활성화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와 관련되는 97년 경제위
기 이후 국가와 시장의 제도적 특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그러나 이러한 97년 이후
45) 발전국가는 국가의 힘이 시장의 힘보다 우월함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국가의 지도를 통
해 이에 협력하는 시장관계를 기반으로 하는 것이다. 그러나 70년대 중화학공업육성을
통한 재벌의 성장과 80년대 시장의 기능을 민간으로 이양하려는 정부의 정책들로 인해
이러한 권력관계는 국가의 힘의 하락과 재벌의 상승이라는 질적인 변화가 일어났다. 이
를 장상철은 개발국가 에서 규제국가 로 변화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장상철,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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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국가, 시장의 제도적 특성을 그 이전의 변화과정에 대한 고찰없이 설명하는 것
은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본 절에서는 97년 이전의 국가와 시장의 특징을 그동안
의 시장변화와 정책변화를 통해 설명하고자 하며, 그 결과로 인한 경제위기가 국
가와 시장에 끼친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4 - 1 - 1 . 80년 대 이 후 국 가 , 시 장 의 성 격

변 화 (80년 - 97년 )

가산적 지배원리에 기반을 둔 한국 발전국가의 성격은 강한 국가 , 엘리트의
독립적 국가운영 , 고도의 국가 자율성 , 국가통제 등의 정부 주도적인 특징을 가
지고 있었다(국민호 편, 1995; 박병영, 1999). 그러나 이러한 발전국가의 성격은
1980년대 초에 들어서 점차 약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장상철, 1999; 박병영,
1999). 이와 같은 발전국가의 특성 약화는 시장의 변화와 그로 인한 정책변화를
통해서 설명이 가능하다.
한국이 발전국가로서 정부우위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국가가 금융을 통
제46)하고 있었기 때문이다(장상철, 1999; 박병영, 1999. Lew , 1996). 특히 이는 정
부가 이른바 정책금융47) 을 통해 시장의 자본축적 과정에 개입할 수 있었다는 사
실에서 볼 수 있다. 이러한 금융권의 통제는 정부가 시장을 지원하고 제약할 수
있는 수단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1980년대 초 정부는 이러한 금융권의 통제를
스스로 약화시키는 금융자율화 방침을 발표하게 된다.
1980년대 들어 정부가 정부주도 산업화의 핵심제도이자 정책수단인 금융부문
에 대한 통제를 약화시킨 원인은 1970년대까지의 집중적인 산업 육성이 가져온
문제48)들을 해결하는 것이 급선무였기 때문이다(박병영, 1999). 이는 시장의 규모
46) 이는 1961년 재벌소유의 시중은행의 주식이 정부로 귀속되면서 정부가 일반상업은행을
통제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박병영, 1999).
47) 정책금융이란 정부가 특정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한정된 자금을 특정부문에 금리,
상환기간 등의 융자조건이나 자금의 가용성 면에서 일반상업금융보다 우대하여 공급하
는 신용을 의미한다(박병영, 1999: 40). 이러한 정책금융의 수혜를 받는 것은 특혜였고,
이러한 수혜를 받기 위해 기업은 정부의 요구에 부흥해야 했다.
48) 금융부문의 통제에 기반한 정부 주도적 성장전략은 급속한 경제성장을 가져왔으나, 동
시에 산업간 불균형이나 만성적인 인플레이션 등의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했다. 아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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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확대되며 그와 함께 성장한 대기업집단이 국가자율성 및 능력을 약화시켰다는
점에서 불가피한 조치였다(장상철, 1999; 박병영, 1999).49) 시장의 확대 속에서 더
이상 정부는 산업에 주도적으로 개입할 수 없었으며, 정부 자신이 성장시킨 시장
을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역설에 빠지게 된 것이다(장상철, 1999).
이와 같은 성장의 역설 속에서 정부는 금융자율화 조치를 발표하게 되는데,
이는 시장에 대한 정부의존도를 약화시키고, 시장영역에서 재벌의 영향을 확대하
는 계기가 되었다. 그 결과 1980년대 이후 일반은행을 비롯하여, 투자금융회사 및
생명보험회사 등의 금융기관 설립이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며, 은행금리 또한 정부
규제에서 벗어나 점차 자유화되었다. 또한 정책금융은 존재했지만 1982년 우대금
리가 폐지됨으로써 이전과 같은 중요성을 가지지 못했다(박병영, 1999). 이와 함께
기업들의 자금조달 과정에서도 이러한 정부의존성이 감소되는 것을 발견할 수 있
는데, 이는 결국 금융능력의 확대가 기업 즉, 기업집단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
음을 보여준다. < 표4- 1> 은 기업의 직접금융 비중을 보여주는데, 1980년대 이후
회사채, 주식 등 유가증권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직접금융)이 꾸준히 확대되어 기
업금융부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980년 말의 21.3%에서 1989년에는 34.9%로,
1995년 9월말에는 40.1%로 크게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기업의 금융능력 확
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경제 규모가 확대되고 복잡화되면서, 정부의 직접적인 금융통제가 국민 경제적 효율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점이 인식되기 시작했다(박병영, 1999).
49) 장상철(1999)은 개발년대에 재벌을 규율하는 가장 주요한 도구였던 금융을 매개로 한
방식이 한편으로 재무구조가 취약한 재벌의 과도한 성장과 그로 인한 은행 부실채권의
문제를 발생시켰으며, 다른 한편으로 이러한 국가의 지원에 의해 거대하게 성장한 재벌
은 이제 국가의 통제에서 벗어나려 하고 있었다 고 보고 있다. 또한 박병영(1999)은
1970년대의 중화학공업화는 대기업부문의 성장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중화학공업
은 경공업에 비해 자본집약도가 높고 규모의 경제가 작동하는 산업이기 때문에 대기업
구조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이는 대기업집단의 확대와 더불어 국가 자율성 및 능력의
약화를 초래했다 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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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4- 1> 기업의 직접금융 비중(잔액기준)
-----------------------------------------------------------------1980
1985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9
-----------------------------------------------------------------직접금융
21.3
27.2 34.9 35.9
35.8
37.0 39.0 38.8 40.1
(회사채) (3.5) (7.2)
(주 식) (10.4) (8.7)

(8.5) (11.0) (13.2) (13.1) (13.4) (13.6) (13.6)
(13.8) (13.0) (12.4) (12.3) (12.3) (12.5) (12.1)

간접금융
32.2 35.8 35.9 36.5
37.8
37.6 36.8 38.2 37.9
-----------------------------------------------------------------*. 단위: %
*. 단, 직접금융 비중은 전체 자금조달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 자료출처: 한국은행, 조사 제2부 금융통계과 보도자료(1997/ 11/ 27) 에서 인용.

이와 같이 1980년대 이후의 국가와 시장의 관계는 대기업부문의 정부의존성
약화, 금융자율화 등에서 알 수 있듯이 국가의 힘이 하강하고 시장의 힘이 상승하
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제한적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금
융자율화에도 불구하고, 은행 경영의 자율화가 명목상의 민영화로 이루어지지 못
했기 때문이다. 민영화 이후에도 은행의 임원인사, 자산운용, 조직 등에 대한 정부
입김은 강약의 변화가 있었을 뿐 계속적으로 작용해 왔다. 이와 더불어 자본조달
과정에서 기업부문의 정부의존성이 약화되는 추세이기는 하나, 여전히 기업들은
부채비율이 높고, 은행에 대한 정부의 영향력이 지속되는 상태였기 때문에, 기업부
문에 대한 정부의 개입 가능성은 상존하고 있었다(박병영, 1999).
또한 이러한 금융자율화를 시행하였다고 하지만, 정부는 시장에 대한 통제를
포기하지는 않았다. 이는 1980년 정부에 의해 만들어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대한 법률- 이하 공정거래법 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 여기서 정부는 처음으로
기업집단의 개념을 도입하여 재벌에 대한 규제를 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공정거래
법은 공정한 시장경쟁을 촉진하겠다는 취지를 가지고 있었으며, 이러한 취지는 발
전국가 시절 자원의 배분을 소수에게 집중하던 방식과는 대립되는 것이었다(장상
철, 1999). 이와 같이 공정거래법은 금융통제의 힘이 약화된 정부에게 재벌을 통제
할 수 있는 새로운 수단이 되었다(장상철, 1999; 박병영,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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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금융자율화와 공정거래법의 실시는 국가와 시장 사이의 관계를 변화시
킨 제도변화로 볼 수 있다. 즉 1980년대 이후 국가와 시장의 구조는 발전국가 에
서 규제국가 로 변화한 것으로 평가되는 것이다(장상철, 1999). 그리고 이러한 규
제국가로의 변화는 국가의 힘을 지속적으로 약화시키고 시장 영역에서 재벌의 영
향력을 증가하도록 만들었다. 이는 공정거래법이 시행된 지 2년 반 동안 487건의
기업합병 사례가 보고되었으나, 이 중 53%에 해당하는 258건의 사례가 재벌기업
이 새로운 분야로 다각화를 위해 노력한 결과였다는 점에서 확인할 수 있다(장상
철, 1999). 장상철(1999)은 이를 재벌이 국가정책을 무시한 명백한 사례이며, 국가
와 재벌 관계가 변화하고 있는 지표로 설명한다. 엠스덴(Am sden , 1990) 역시 중
화학공업화 시기 이후 이미 정부는 재벌에 대해 일방적인 주도권을 가지고 있지
못한 상태였으며, 따라서 재벌의 인허가 요구를 뿌리칠 수 없었고, 여신분배의 규
칙을 지키지 못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박병영(1999)도 1990년 2차 개정을 통하여
공정거래조직의 위상이 강화되었고 규제범위도 확대되었지만, 공정거래법의 실제
성과에 대하여는 많은 의문이 제기되었으며, 1990년대 들어 출자총액제한 예외인
정 등 그 제정의도가 퇴색된 측면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평가한다.
1980년대 국가와 시장의 관계는 1990년에 들어서도 그 관성을 유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국가는 시장을 통제하려 하였으나 통제할 수 없었고, 재벌로 불리는
기업집단은 계속적인 확장을 하고 있었다.50) 1990년대 들어 정부는 이러한 시장을
통제할 방법으로 금융실명제(1993.8) 라는 또 하나의 제도를 만들어냈다. 이 제도
는 모든 금융거래를 실지명의(實地名義)로 할 것을 요구하는 지극히 평범한 제도
이다. 그러나 이는 음성적인 거래를 양성화하겠다는 의도가 강한 만큼, 기업들의
거래를 정확히 감시하고 통제하겠다는 정부의 시도로 설명되고 있다(김한응,
1997). 이러한 금융실명제의 실시는 사채 의존도가 높던 재벌에게 있어 목을 쥐는
사건으로 보여졌으나, 초기의 강권적인 조치와 다르게 죽어버린 정책으로 평가되
고 있다(박성호, 1999). 오히려 이러한 금융실명제는 이를 운영할 수 있는 국가능
력의 부족으로 국내 자금이 해외로 유출되는 것을 촉진51)하였고, 97년 경제위기의
50) 이는 3장의 <표3- 1>에서 보여지듯이 90년에서 95년까지 국민경제에 재벌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출액 , 자산 , 고용 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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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된 원인으로 평가받기도 하였다(김한응, 1997).
이와 같이 1990년대 국가의 제도적 조치들은 1980년대와 동일한 맥락에서 분
석이 가능하고, 그 결과 한국의 국가와 시장의 제도화는 발전국가 시절과는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즉 1990년대 중반의 국가와 시장은
발전국가 시절과 같이 충분하게 연계되어 있었지만, 재벌의 영향력 증대로 국가자
율성 이 제약되었고, 국가능력도 상대적으로 감소했기 때문이다(조수연, 2000; 최명
용, 2000). 이러한 것은 국가의 제도적 성격을 규제국가 로 변화시켰고, 시장에서
유력한 권력집단인 재벌을 국가에 대응할 정도로 강화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가와 시장의 관계는 가까웠으며,52) 정경유착은 유지되
고 있었다(이주현, 1999). 결국 이러한 국가와 시장의 관계는 발전국가 시절의 관
계적 틀- 정경유착- 을 유지한 채 시장의 힘이 지속적으로 강해지고 있다는 것으로
보여준다. 그리고 이러한 성장의 역설은 결국 97년 경제위기로 이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53)

4 - 1 - 2 . 97년 경 제 위 기 와 국 가 , 시 장 의 제 도 적 특 징

51) 김한응(1997)은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설명을 하고 있다. 1993년 이후 수출이 비
교적 잘 되고 있는 상태에서 무역수지가 적자를 보인 것은 이것이 자금유출의 길로 이
용되었음을 의미할 수도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수출업자가 1달러 짜리를 90센트 받았다
고 신고하고, 나머지를 외국은행에 예치하는 방법, 또는 수입을 할 때 90센트 짜리를 1
달러 주었다고 신고하고 나머지를 외국은행에 예치하는 것은 아주 고전적인 자금유출
방법이기 때문이다 .
52) 이주현에 따르면, 김영삼 정권은 사적 부문의 경쟁력 활성화 등의 목표가 바람직한 것
이었다고 하더라도, 초기의 의도와 달리 많은 문제점으로 인하여 시장의 자율성이나 재
벌과의 관계 속에 이를 지켜나가지 못한 것으로 보고 있다(이주현, 1999). 그 예로 김영
삼 정부는 자동차 산업의 과도한 중복투자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음에도, 삼성의
자동차 진출을 시장의 자율 이란 명목으로 피하려 하였다. 그러나 동일 시기 현대의 제
철사업 진출의도에는 강하게 거부함으로 이질적인 면을 보이고 있었다. 이는 여전히 정
경유착의 관계가 유지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53) 97년 한국경제의 위기에 대하여는 신자유주의적 입장(이호철, 1998; 좌승희, 1999) , 발
전국가론적 입장(이병천·김균, 1998) , 사민주의적 입장(김성구 외, 1998) 등 다양하지
만, 대체적으로 국가의 성격이 발전국가에서 신자유주의 국가로 변동해 가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는 점은 일치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것은 국가와 시장의 관계 변화에
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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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 이후 국가와 시장의 관계 변화는 누적되면서 정부주도의 관치금융
유지와 재벌의 금융시장 독점을 가속화하였다(삼성경제연구소, 2000). 그리고 그
결과 1997년 11월 한국은 갑작스런 경제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1997년 중반까지
전혀 문제가 없어 보이던 한국 경제는 짧은 기간 안에 모든 경제 지표가 급강하
하는 당황스런 경험을 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 표4- 2> 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며, 당시의 경제위기의 충격은 국가적 위기로 인식되어졌다.

< 표4- 2> 경제위기 이후 거시지표
1997

1998

1999

경제성장률

5.0

- 6.7

10.7

민간소비

3.5

- 11.4

10.2

고정투자

- 2.2

- 21.2

4.1

설비투자

- 8.7

- 38.2

38.0

건설투자

2.3

- 10.1

- 10.3

2.6

6.8

6.3

실업률

*. (단위, %)
*. 자료출처: 삼성경제연구소, 2000.

97년 경제위기의 책임은 그동안 한국 경제발전의 핵심 축이던 국가와 재벌들
에게 돌아갔다(성소미, 2001; 류동민, 2000). 이는 곧 이들에 대한 불신을 증폭시켰
다. 이러한 국가와 재벌에 대한 불신은 위기 극복을 위한 기업구조개혁 의 논리를
통해서 명확하게 보여진다. 장덕진(2001a )은 금감위 자료를 통해서 이러한 프로그
램의 추진 방식이 런던 어프로치54) 를 따르고 있다고 설명한다.

금감위의 분류에 의하면 기업구조조정을 추진하는 방식에는 크게 정부개입에
의한

추진방식(centralized

approach) ,

민간자율

추진방식(decentralized

54) 런던 어프로치 방식은 70년대 중반 영국의 영란은행이 중심이 되어 고안한 기업구조조
정 전략으로, 중앙은행의 적극적인 중재역할에 의해 채권금융기관의 상호신뢰가 가능한
환경을 조정함으로써 일시적 유동성 위기에 처한 채무기업의 과도한 퇴출을 방지하는
방법이다. 이러한 방법은 한국에 적용되면서 중재자로의 정부를 위치시킨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이러한 논리는 노사정 위원회 를 통한 노동시장의 구조조정에서도 이용된 것
으로 보인다(장덕진, 200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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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roach) , 그리고 런던식 추진방식(London approach) 의 세 가지가 있다. 이 중
정부개입에 의한 추진방식이 채택되지 못한 것은 정부의 과도한 개입과 그로 인
한 연고주의, 부패, 도덕적 해이 등이 집중적인 성토의 대상이 되었던 위기 직후의
논의구도와 사회분위기를 감안할 때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일이다. 실제로 금감위
는 같은 문건에서 과거 8.3 조치나 산업합리화 조치시와 같이 정부가 개입할 경
우 비효율성과 특혜시비 등 부작용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는 것을 정부 스스로도
잘 알고 있었으며, 이는 또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발전이라는 정부의 기본
정책에도 배치 되는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하지만 시장기능에 의존하
는 민간자율 추진방식이 왜 채택되지 않았는지에 대한 설명은 이처럼 분명하게
제시되어 있지 못하다. 금감위에 의하면 민간자율 추진방식은 이해당사자가 관련
제도 하에서 스스로 이해 관계를 해결해 나가는 구조조정 추진방식으로 대상 기
업의 규모가 큰 경우에 적합 한 것이다. 그렇다면 원천적으로 이 방식은 시장원리
에 순응할 뿐만 아니라 경제규모에 비해 기업규모가 큰 한국의 경우 잘 들어맞는
방식이어야 한다. 그럼에도 이 방식이 채택되지 않았는지에 대한 직접적인 설명은
어디에도 없다.(장덕진, 2001a : 37)

이러한 금감위의 입장은 경제위기 이후 정부도 시장도 모두 정당성과 신뢰를
잃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므로 정부의 경제위기 극복은 과거와는 다른 모습일
필요가 있었다. 정부는 IMF와 협의를 거쳐 신자유주의 성향이 강한 4대 구조 정
책 을 실시하였으며, 재벌 역시 이에 상응하는 자구적 구조조정을 실시하기 시작하
였다(강민정, 2001; 삼성경제연구소, 2000). 그럼에도 불구하고 97년 이후 국가와
시장의 제도적 특성은 경제위기 이전과 전혀 다르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제도적
관성이라는 것은 쉽게 사라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97년 경제위기
이후 국가와 시장의 제도적 특성은 정부의 4대 구조 정책의 실시와 운영과정을
검토하여 구체적으로 알아볼 필요가 있다.
외환위기 이후 정부는 IMF 의 요구에 의해 경제위기 극복, 경제체질 개선 이라
는 목표를 가지고 구조개혁에 착수하였다. 이는 경제위기가 과거 한국형 발전 모
델의 구조적 한계에서 비롯되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가
와 시장을 분리하고, 시장의 제도화를 자유경쟁시스템으로 뿌리내리려는 의도를
강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구조조정 정책은 신자유주의적 정책으
로 평가되고 있으며(삼성경제연구소, 2000; 강민정, 2001), 정부는 신자유주의적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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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제도화를 뿌리내리기 위해 기업, 금융, 노동, 공공 4개 부문으로 나누어 대대적
인 개혁 작업(1998. 2)에 들어갔다.
각 부문의 구조개혁작업을 살펴보면, 기업구조조정은 위기의 주범인 재벌의 경
영 투명성을 강화함으로써 기업부실이 금융부실로 연결되는 것을 차단하려는 목
표를 가지고 진행되었다. 기업구조개혁은 지배주주의 책임경영 강화, 재무구조 개
선, 계열사간 상호지급 보증 해소, 기업경영 투명성 제고, 핵심사업 설정의 5개 원
칙 하에서 실시되었고, 정부는 이러한 개혁이 미흡하다는 판단 하에 99년 8월 순
환출자 및 부당내부거래 억제, 금융지배 차단, 변칙상여 방지라는 3대 보완 과제를
추가하였다(김선빈 외, 2001). 그 결과 재벌들은 상당정도의 재무구조 건실화라는
성과를 보여주었지만, 지배구조에 있어서는 전반적인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
으로 평가되고 있다(공정거래위원회, 2000).
금융구조조정은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회복하고, 금융기관의 건전성과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부실 종금사, 보험사, 은행 등을 퇴출 또는 합병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그 결과 2000년 8월에는 전체 금융기관의 23.1%에 해
당하는 485개의 업체가 정리되었고, 2000년 9월까지 109.6조원이라는 공적자금이
투입되었다(김선빈 외, 2001).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기관의 부실은 획기적으로
개선되지 못했다는 평가이다(김선빈 외, 2001). 이는 금융구조조정이 기업구조조정
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며, 기업체의 부실을 계속적으로 금융기관이 부담해야 했
기 때문이다.
노동구조조정은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구조조정에 따라 발생
하는 대량실업의 문제를 완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었다. 이는 노사정위원회 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는데, 한국사회에서 상대적으로 약한 노동층의 문제로 인해 노
동시장의 유연화는 빠른 속도로 제도구축을 이룬 것으로 평가된다.
공공구조조정은 행정조직의 간소화, 공기업의 민영화 및 경영혁신에 초점을 두
면서, 공무원 인원감축, 정부운영시스템의 개선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개혁과정의 주체가 정부라는 내재적 한계로 인해 규모의 감량화는 사실상 어려웠
으며, 공기업의 민영화에 있어서도 관련 주체간의 이해관계로 인해 그 성과는 부
진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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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반적으로 4대 부문 구조개혁은 신자유주의적 시장시스템을 정착을 위한 정
책으로 볼 수 있고, 그 성과는 노동부문을 제외하고 미약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
다(김선빈 외, 2001). 이는 시장경쟁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정부가 과다하게 개입
하고 있는 역설에서 비롯된 것이다(삼성경제연구소, 2000). 그러므로 97년 이후 국
가와 시장의 제도적 특성은 단순하게 정부의 4대 부문 구조개혁의 의지를 통해서
밝혀지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표출되는 현상을 분석함으로써 찾아내야 한다.
특히 이는 정부와 재벌관계를 대변해주는 기업과 금융 구조조정 과정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다.
기업구조조정과정을 보았을 때 발견되는 사실은 국가가 재벌을 강도 높게 규
제하고 있다는 것이다(삼성경제연구소, 2000). 이러한 모습은 1980년대 이후 정부
가 재벌에 대하여 자율성을 잃고 통제하지 못하던 모습과는 다른 양상을 보여주
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 표4- 3> 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다. < 표4- 3> 은 공정거
래위원회가 기업집단에 대하여 연도별로 과징금 부과 실적을 나타낸 것이다. 이를
통해 보았을 때, 88년부터 97년까지의 규제건수는 총 186건인 데 반해, 98년부터
2000년 사이의 규제건수는 이를 초과하는 219건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97년 경제위기 이후, 기업구조조정을 실시하면서 국가가 재벌기업을 강력
하게 통제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 표4- 3> 공정위의 년도별 과징금 부과실적
년

구

도
88
91
92
93
94
95
96
97
98
99
2000
계

분

건수(건)

사업자수(개사)

1
1
9
24
68
51
22
10
69
101
49

6
7
15
64
104
64
65
33
261
238
113

405

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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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징 금 액
2,097
270
3,375
1,070
2,574
4,919
16,275
1,191
136,057
146,794
223,384
538,006

*. 과징금액 단위: 백만원
*.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2000. 2000년 공정거래정책 운영 개관

또한 기업구조조정의 결과를 분석해 보았을 때에도 국가의 재벌 통제는 가시
적인 부분에서 성과를 올리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대규모기업집단인 재
벌의 재무구조 변화 및 계열사 수의 변화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다. < 표4- 4> 는
30대 기업집단의 부채비율 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이를 통해 보았을 때, 30대 기업
집단 부채비율은 98년 말 363.2%에서 99년 말 164.5%로 전년 대비 199.1%가 감
소한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30대 기업집단의 재무구조가 대폭 개선됐다
는 것을 보여준다.

< 표4- 4> 30대 기업집단 부채비율 현황
분류
전체
(23개 집단)

4대

5～30대
(19개 집단)

구분

자산총액(a)

자본총액(b)

부채총액(c)

부채비율(c/b)

98년말

366.5

79.2

287.3

363.2

99년말
증감

374.8

141.9

232.9

164.1

8.3

62.7

△54.4

△199.1p

98년말

227.7

53.1

174.6

328.8

99년말
증감

237.7

96.5

141.2

146.3

10.0

43.4

△33.4

△182.5p

98년말

138.8

26.1

112.7

433.4

99년말
증감

137.1

45.4

91.7

201.9

△1.7

19.3

△21.0

△231.5p

*. 금융·보험업 영위회사 제외
*. 단위 : 조원, %
*. 자료출처: 공정거래위원회, 2000. 2000년 공정거래정책 운영 개관

또한 계열사 변동을 보았을 때에도 정부의 규제가 어느 정도 성공하고 있는 것
을 알 수 있다. < 표4- 5> 를 보면, 99년 4월 30대 기업집단의 계열사는 686개에서
2000년 4월 544개로 142개로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2000)는 이
를 재벌들이 핵심역랑 위주의 사업구조 개편이 일어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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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4- 5> 30대 기업집단 계열사 변동현황

686

신규지정·제외집단

기존 23개집단 증감

99.4.1
(A)

편입

제외

증감(B)

1～4대

28

66

△38

5～30대

43

71

△28

전체

71

137

△66

지정

제외

증감(C)

2000.4.15
(A+B+C)

48

124

△76

544

*. 단위 : 개
*. 자료출처: 공정거래위원회, 2000. 공정거래정책 운영 개관

이와 같은 모습은 기업구조조정과정에서 이전과 달리 정부가 강력하게 재벌을
통제하고 있으며, 가시적인 부분에서 어느 정도 성과를 끌어내고 있는 것을 보여
준다. 특히 정부는 30개 기업집단 중에서 비중이 높은 4개 기업집단55)을 집중적으
로 규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56) 그 결과 구조조정에 가장 소극적이었던 대
우그룹은 99년 7월 사실상 파산상태에 들어갔고, 외환위기 이후 사업확장에 무게
를 두던 현대그룹은 2000년 상반기에 현대건설의 유동성 문제가 제기되면서 건설,
중공업, 자동차 등의 3개 소그룹으로 분리되어 시장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유용주 외, 2000).
이는 97년 이후 정부의 모습이 선별적 규제 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
다. 정부는 재벌 규제 외에 나머지 시장영역에서 호의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실은 정부가 97년 벤처지원특별법을 제정함으로써 벤처 창업
에 있어 문제가 되는 규제를 제거하고, 시장장벽도 낮추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하
고 있다는 것에서도 알 수 있다(성소미, 2001). 이는 정부의 구조조정 목표가 시장
경쟁시스템의 회복이라는 신자유주의적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근본적인 금융시장의 자율화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이러한 이
유는 경제위기 이후 자금 유동성의 위험이 높아졌기 때문이며, 109조원이라는 천
55) 4대 집단(현대, 삼성, 엘지, SK)이 99년 말 30대 기업집단 자산총액의 57.6%, 매출액총액의 68.2%를
차지하여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공정거래위원회, 2000). 여기서 5대
집단이던 대우는 부도처리 되었다.
56) 정부는 개혁의 확산을 위해 5대 그룹의 구조조정에 정책의 초점을 맞추고 각 그룹의
구조조정 상황을 수시 점검하고 있다(유용주 외,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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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학적 자금을 공적자금으로 투입했다는 점에서 확인할 수 있다.57)
그러므로 97년 이후 국가의 제도적 특성은 재벌에 대한 규제, 나머지 시장 영
역에 대한 시장 장벽 완화와 간접지원, 금융통제의 유지로 정리할 수 있다. 이러한
특성은 신자유주의적 시장경쟁시스템 회복이라는 개입목표를 가지고 있음으로, 국
가는 시장에 꾸준하게 개입하고 있지만, 그 방법에 있어서 직접적인 통제와 개입
은 불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1997년 이후 시장의 제도적 특징은 국가의 제도적 특징과 관련이 깊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국가와 시장의 관계가 단지 상대적 자율성에 기반하는 것은 아니
기 때문에 국가의 규제 강화가 시장을 완벽하게 규율하는 것은 아니다(Evan s,
1995).58) 국가의 재벌 규제가 어느 정도 가시적인 부분에서 성과를 보여주고 있지
만, 지배구조 및 내부지분과 관련된 근본적인 개혁목표는 전혀 개선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것은 상당수의 제도들이 도입되었지만, 내적 저항들로 인해 경
기규칙(the rule of gam e) 으로 정착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다(삼성경제연구소,
2000).
지배구조와 관련된 제도인 사외이사제 의 경우, 기존 이사진과의 마찰59) 또는
소유주에 호의적인 사외이사의 지정으로 인해 제대로 운영되지 못한 것으로 보고
되고 있다(삼성경제연구소, 2000). 또한 재벌의 소유- 경영 구조를 직접적으로 위협
할 수 있는 출자총액제한제도 의 폐지(98.2.24)에도 불구하고, 적대적 M&A는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이러한 사실들은 제도적인 측면에서 정부의 규제가 강하게
57) 외환은행은 지난 17일 현대상선 대출한도를 500억원 늘려준 데 이어, 23일에는 현대건
설 당좌대출 한도를 350억원에서 850억원으로 증액했다고 발표했다(매일경제
2000.5.27). "한국정부 경제개혁 일관성 없이 흔들린다"...W SJ紙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
은 지난 6일 현대투신의 경영정상화 방안과 산업은행의 대우증권 인수는 증시안정에는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정부의 개혁정책에 일관성이 없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보도했다
(한국경제, 2000,5.8). 이와 같이 금융을 통제함으로써 시장에 개입하고 있는 모습은 과거
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58) 에반스(Ev ans )는 그의 저서 『Embedded Autonomy』에서 국가와 시장관계가 상대적
자율성을 넘어 네트워크의 장착을 통해 국가와 시장이 동시에 자율성을 가질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Ev ans , 1995).
59) "일부 기업들은 사외이사를 적절하게 활용하지 못하고 서면결의를 통보하거나, 필요한
정보제공 의무를 다하지 못해 사외이사들과 마찰을 빚고 있다. 이로 인해 1998년 6월에
서 1999년 2월 사이에 전체 사외이사의 12.8%에 이르는 85명의 사외이사가 중도 사퇴했
다(삼성경제연구소, 2000: 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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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되고 있지만, 지배구조에 있어서 재벌의 저항 역시 강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내부지분에 관련해서도 이러한 재벌의 저항은 발견된다. < 표4- 6> 은 30개 기업
집단의 내부지분율 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이를 보면 소유- 경영자를 지칭하는 동
일인 지분은 98년 4월 3.1%에서 2000년 4월 1.5%로 눈에 띄게 줄었으나, 전체 내
부지분율은 98년 4월 44.5%에서 2000년 4월 43.4%로 거의 변화가 없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오히려 99년 4월에는 전체 내부지분율이 50.5%로 증가한 것이 발견되
기도 한다. 이는 내부지분 개선이라는 정부의 요구에 재벌들이 외형적으로 동조하
면서, 내부적으로 또 다른 통제의 방법을 만들어 내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강민
정, 2001).60)

< 표4- 6> 30대 기업집단의 출자 및 내부지분율 현황
내부지분율(%)

구분

출자총액
(조원)

동일인

특수관계인

계열사

자기주식

98.4

17.7

3.1

4.8

35.7

0.9

44.5

99.4

29.9

2.0

3.4

44.1

1.0

50.5

2000.4

45.9

1.5

3.0

36.6

2.3

43.4

합계

*. 자료출처: 공정거래위원회, 2000. 공정거래정책 운영 개관
이와 같은 모습은 정부가 재벌에 대하여 강도 높은 기업구조조정을 요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벌들의 지배구조나 내부관행 등은 전혀 변화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는 재벌들이 정부의 요구에 외형적으로 따르면서, 내부적으로
는 정부정책에 저항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즉 정부의 구조조정 압력에 대하
여 재벌은 자신이 필요로 하는 부분만 적극적으로 동조하고, 자신의 이해에 반하
는 지배구조 및 내부지분율 등의 개선에는 외형적인 요건만 갖추는 소극적인 모
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61) 또한 흥미로운 사실은 정부가 주력산업을 정하라는
60) 강민정(2001)은 1997년 경제위기 이후의 재벌의 모습을 소유주 통제에서 계열사 통제로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설명한다.
61) 이는 아직까지 정부가 금융을 통제하기 때문으로 재벌은 완벽하게 정부의 지도에 반할
수 없음을 보여준다. 아직도 금융부채비율이 높은 재벌에게 있어서 이러한 정부의 금융
통제는 강력한 규제수단이기 때문이다(김선빈 외,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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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명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계열사 정리 과정에서 재벌들은 신규 시장으로
꾸준하게 진출했다는 점이다.62) 이는 향후 시장에서 재벌의 영향력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예상을 가능하게 해준다. 이러한 것을 종합한다면, 97년 이후의
시장의 제도적 특징은 역설적으로 재벌의 영향력을 강화시켜준 것으로 볼 수 있
으며, 시장영역에 있어서 재벌이 정부보다 강력한 제도적 환경으로 작용할 수 있
는 가능성을 열어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4 - 2. 정부와 벤처와의 관계
97년 이후 국가와 시장의 제도적 특성을 종합한다면, 한국의 자본축적 방법이
었던 정경유착 의 성격도 변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과거의 정경유착이 강력한
국가의 선별적 지원에 의해 자본축적을 가능하게 만든 것에 반해, 97년 이후의 정
경유착은 재벌을 규제하고 나머지 시장 영역을 지원함으로써 그 수혜의 대상을
확대하였으며, 고로 과거와 같은 자본축적의 수단으로 강력하게 작용하지 못한다
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는 관성적으로 발전국가의 속성을 유
지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최소한의 시장보증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 그
리고 이러한 맥락에서 97년 이후 벤처의 급성장은 이해될 수 있다.

4 - 2 - 1. 벤처인증제도와 벤처기업
정부가 벤처의 급성장을 이끌었다는 것에 대하여 이견을 제기하는 사람은 없
62) 이는 <표4- 5>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 표4- 5> 의 계열사 변동을 보면, 99년 4월과
2000년 4월 사이에 23개 기업집단은 66개의 개열사를 정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
러나 실제적으로 137개사가 제외되고, 71개사가 신규로 편입된 것을 알 수 있는데, 이
71개 신규편입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기존 23개 집단의 신규편입 71개사 중 신
규설립(43개사, 60%), 지분취득(27개사, 38%)이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특히 정보통신,
인터넷, S/ W개발 관련회사, 엔터테인먼트 관련회사 및 창업관련 투자회사 등의 편입이
활발히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공정거래위원회, 2000: 82).
이러한 사실은 재벌들이 구조조정과정에서 이를 기회로 삼아 새로운 시장으로 확장하
였다는 것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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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것이다(성소미, 2001; 중소기업청, 2000). 이는 1997년 8월 28일 제정된 벤처기
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에서 찾을 수 있다. 이 법은 2007년까지 10년 간 한시법
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기존 기업의 벤처기업으로의 전환과 벤처기업의 창업을 촉
진하여 우리 산업의 구조조정을 원활히 하고 경쟁력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히고 있다(중소기업청, 2000). 이 법에 의거하여, 기업은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벤처기업으로 지정, 등록할 수 있으며, 고로 한국의 벤처기업이란 이러한
인증받은 기업들을 의미하는 것이 되었다(성소미, 2001). 기업이 이러한 벤처기업
으로 인증받으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이 정하는 자금 , 인력 , 세금 ,
코스닥 등록요건 완화 등의 각종 수혜를 입을 수 있게 되었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에 의하면 벤처기업이란 ① 창업투자회사(조
합)·신기술사업금융업자(조합) 또는 한국벤처투자조합 등으로부터 자본금의 20%
(주식에 한할 경우 10% 이상) 투자받은 기업 ② 직전 사업연도의 연구개발비가
직전사업연도의 총매출액의 5% 이상인 기업 ③ 특허권·실용신안권 및 기술개발
사업에 의한 매출액(수출액)이 총매출액의 50% (25%) 이상인 기업 ④ 벤처기업평
가기관에서 기술성 또는 사업화 능력이 우수하다고 평가받은 기업을 의미한다(중
소기업청, 2000). 이러한 요건을 갖추고,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사업영역에 관계없
이 벤처기업으로 인증받을 수 있으며, 이렇게 인증받은 벤처기업은 인증사유와 상
관없이 벤처기업이 받을 수 있는 특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다.
다양한 혜택과 벤처기업 지정제도로 인해 한국의 벤처기업의 수는 벤처기업
확인제도가 시행된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해 오고 있다. < 그림4- 1> 은 벤처기업 확
인제도가 시행된 1998년 5월 이후 2000년 9월까지의 월별 확인기업수와 누적기업
수를 보여주고 있다. 월별 확인기업수면에서는 다소의 증감이 나타나지만 누적기
업수 면에서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오고 있는 추세를 확인할 수 있다. 그 결과 벤
처기업 확인제도가 실시된 1998년 5월에 304개에 불과하던 벤처기업 수는 2001년
4월에는 1만개를 넘어섰으며, 2001년 9월 현재 11,022개의 벤처기업이 존재하는 것
으로 알려져 있다(벤처넷, http:/ / venture.smba.go.kr ). 이와 같은 벤처기업의 급속
한 증가는 정부의 벤처육성정책이 벤처기업 활성화에 있어 어느 정도 성공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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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4- 1> 한국 벤처기업의 증가추세

*. 자료출처: 중소기업청, 2000a. 2000년도 벤처기업 정밀실태조사.

이러한 정부의 벤처육성정책이 벤처기업을 활성화시킨 것은 사실이지만, 건실
한 벤처를 양성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는 부정적이다(성소미, 2001; 이민화, 김명
수, 2000). 사실상 벤처의 원조라고 불리는 미국에서는 이러한 벤처기업을 정부가
특별하게 지정하지 않고, 단지 고위험, 고수익, 벤처캐피탈로부터 지원을 받는 기
업들을 대체적으로 지칭하고 있다. 이에 관련하여 성소미(2001)는 2000년 12월을
기준으로 미국식의 벤처캐피탈이 투자한 기업을 벤처기업으로 본다면, 전체 벤처
기업의 15%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63) 이와 같은 사실은 < 표4- 7>
를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 표4- 7> 는 1999년부터 2001년 3월까지의 벤처기업
63) 이는 벤처지정사유 중 하나인 벤처캐피탈투자기업의 비율을 통해 알아본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성소미(2001)는 1999년 코스닥 벤처기업의 57.2%가 벤처캐피탈투자형으로 분
류되었는데, 2000년 12월에는 27.0%로 크게 감소하였다고 보고 있다. 또한 코스닥에 등
록된 벤처기업들 중 평가기관 우수평가형- 기술평가기업- 은 1999년 6.4%에서 2000년
30.3%로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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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 년도별 확인유형의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이를 통해 보았을 때, 기술평가기
업의 비율은 1999년 11.6%, 2000년 38.2%, 2001년 54.1%로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
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그에 비해 R&D투자기업과 특허신기술기업의 비율은
1999년 각각 30.0%, 42.7%에서 2001년 9.7%, 19.9%로 감소한 것을 발견할 수 있
다. 이와 같은 사실은 비교적 벤처인증을 받기 쉬운 기술평가기업으로 기업들이
몰리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기술평가기업으로 인증받는 과정은 중소기업진흥공
단 등 10개 기관64)에 평가신청서를 제출하고, 평가기관으로부터 기술성 또는 사업
화 능력이 우수하다고 평가받으면 된다. 그리고 해당 기업은 그 확인서를 중소기
업청에 제출하면 벤처기업으로 인증받게 된다. 이러한 과정은 평가기관이 10개로
분산되어 있고, 평가기준 역시 명확하지 않음으로 인해 부실 벤처를 양산할 가능
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한국의 벤처가 일반적인 벤처기업의 특성
을 가지지 못하고, 한국의 기존 기업과 차별성이 없는 무늬만 벤처 를 만들고 있
는 것으로 설명된다(성소미, 2001; ZDINet Korea, http:/ / w w w .zdinet .co.kr ).

< 표4- 7> 벤처기업 확인년도별 확인유형의 분포

벤처캐피탈투자기업
R&D투자기업
특허신기술기업
기술평가기업
(벤처평가기업)
합계

1999년 조사
(비율)

2000년 조사
(비율)

2001년 조사
(비율)

2001년 3월말
벤처기업 현황

508
(15.7 %)
970
(30.0 %)
1,380
(42.7 %)
374
(11.6 %)
3,232
(100 %)

839
(15.7 %)
800
(15.0 %)
1,663
(31.1 %)
2,045
(38.2 %)
5,347
(100 %)

882
(12.6 %)
871
(12.4 %)
1,467
(20.9 %)
3,798
(54.1 %)
7,018
(100 %)

1,514
(15.2 %)
965
(9.7 %)
1,985
(19.9 %)
5,514
(55.3 %)
9,978
(100 %)

*. 자료출처: 중소기업청 벤처기업 정밀실태조사(1999년, 2000년, 2001년)

또한 벤처인증기업들의 업력을 보면, < 표4- 8> 에서 보듯이 2001년 10월 현재
64) 이러한 10여개 기관은 중소기업진흥공단 , 기술신용보증기금 , 기술표준원 , 한국과학기
술원 , 한국과학기술평가원 , 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정보통신진
흥원 , 한국벤처연구소 등이다(중소기업청,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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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력이 3년 이내인 기업의 비율이 48.79%로 비교적 높은 편이나, 상당수의 기업들
이 이미 기반이 안정된 중소기업들임을 볼 수 있다. 1991년 이전에 창업한 기업의
수가 1,593개로 14.7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모습은 벤처기업의 본
래적 속성인 고위험, 고성장 잠재력의 신생기업 이라는 특징을 갖추기 어려운 것
으로 평가되고 있다(중소기업청a, 2000).

< 표4- 8> 벤처인증기업의 설립연도 현황(2001.10 n =10,770)
1991
년

1999

2000

2001 함계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244

305

405

471

570

818

1,217 2,299 2,599

249

2.27

2.83

3.76

4.37

5.29

7.60

11.30 21.25 24.13

2.31 100

이전
기업수 1,593
비율
(%)

14.79

10,770

*. 주) 2001년 설립기업수는 2001년 1월부터 2001년 10월 사이에 설립된 기업수임.
*. 자료출처: 벤처넷(http :/ / v enture.smba .go.kr )

벤처인증기업의 특성을 배태조직별로 보면 < 표4- 9> 와 같다. 2001년 10월 현재
벤처기업으로 등록된 업체들의 대표자는 기존의 중소기업 및 대기업 근무경험이
있는 경우가 68.82%를 차지하고 있으며, 대학 및 연구원 출신은 17.91%를 차지하
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벤처인증기업의 배태조직이 기존 기업들임을
보여주고 있다.

< 표4- 9> 벤처기업 대표자 출신현황(2001.10 n =10770)
연구원

대학교수

중소기업

대기업

기타

계

대표자수

1072

672

3948

3464

1614

10770

베율(%)

9.95

6.24

36.66

32.16

14.99

100

*. 자료출처: 벤처넷(http :/ / v enture.smba .go.kr )

벤처인증기업의 업력별, 배태조직별 특성을 살펴보았을 때, 한국의 벤처기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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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기업과 확연하게 구분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는 벤처인증
이 형식요건만 갖추면 자동적으로 벤처확인을 하게 되어 있고, 거의 전 업종에 걸
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 때문이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 보았을 때, 정부의 벤처육성정책은 벤처기업의 활성화에
중요한 기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질적인 측면에서 건실한 벤처를 양성하지 못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벤처육성정책의 내재적 한계로 볼 수 있다. 97년 이
후 국가의 제도적 특성이 발전국가적 속성과 신자유주의적 표출이라는 점이었기
때문에, 정부는 벤처육성에 있어 창업의 인센티브만을 과다하게 부여했고 그 이상
의 통제는 불가능했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의 벤처기업을 기존 기업과 확연히 구
분하게 하지 만들지 못했으며, 2001년 초부터 계속되고 있는 한국 벤처의 위기는
이와 연관되어 있다. 벤처의 위기 원인은 벤처의 질적인 성장이 뒷받침되지 않았
기 때문이다(전자신문, http :/ / w w w .etinew s.co.kr ).65) 결국 정부의 벤처인증제도는
한국의 벤처기업들을 이전의 일반적인 기업조직과 유사하게 동질화시키는데 일조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4 - 2 - 2. 정부지원의 특징과 벤처기업
이러한 벤처인증제도 외에 정부의 벤처지원과정을 살펴보면, 정부가 벤처에 끼
치는 동질화의 압력은 더 명확해진다. 벤처에 있어 정부의 지원과 혜택은 실질적
인 구조화의 압력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벤처에 대한 지원체계는 정부의 한 부서가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중기
청, 정통부, 과기부, 재경부, 산자부, 문광부, 지자체 등 각 부처가 독자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각 부처의 의견조율은 차관급으로 구성된
65) 지난 3년간 국내 벤처 산업은 양적인 성장을 거듭해왔다. 하지만 이제부터 질적인 성
장이 뒷받침되지 못하는 한 사상누각 에 그칠 공산이 크다는 것이 전문가의 견해다. 무
늬만 벤처 인 기업은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 지난해부터 벤처 옥석 가리기 는 갈수
록 강도를 더해 가고 있다. 이 같은 현실을 반영하듯 국내 벤처정책을 총괄지휘하고 있
는 실무기관인 중기청에서도 벤처 내실 다기지기를 위한 정책 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자
금융자 등 직접적인 지원은 가급적 줄이되 벤처성장에 필요한 기본인프라구축과 판로
확보 등의 간접적인 지원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전자신문, 200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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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활성화위원회 를 통하여 조정하도록 되어 있다. 다음의 < 표4- 10> 은 정부
각 부처별 벤처기업 지원관련 시책을 정리한 것이다.

< 표4- 10> 부처별 벤처기업지원 관련 시책
시책

정책

금융

기술

창업 등

중단기계획 및
집행

창업자금 ,
기술자금 , 엔젤 ,
투자조합

기술지도

실험실창업,
경영지원

정통부

투자조합

기술개발 지원

정보통신 창업
해외진출 지원

과기부

투자조합
기술담보

과학기술 지원
신기술창업지원단
기술경쟁력 평가

병역특례
벤처기업상

재경부

금융조세 , KOSDAQ
시설운전자금
융자,
산업기술자금

산업기술 지원
신기술창업보육

전력벤처창업지
원

문광부

투자조합

기술지원

지원센터

지자체

창업자금

부처
중기청

산자부

대책반 운영

보육 , 창업교육

*. 자료출처: 중소기업청, 2000. 벤처백서

이와 같이 벤처지원체계의 특징은 각 부처별로 산만하게 나누어져 있고, 과거
발전국가 시절 경제기획원 을 중심으로 모든 경제정책의 수립과 실행이 이루어지
던 모습과는 다르다. 그 결과 정부의 벤처지원정책은 벤처기업에 대한 사후관리는
물론 부처간 의견조정도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성소미, 2001; 중
소기업청, 2000). 이는 국가정책을 실시하는 데 있어 신자유주의를 표방하는 정부
의 내재적 한계로 이해될 수 있다.
실제적인 정부의 벤처지원은 크게 자금지원 , 세금지원 , 인력지원 , 입지지원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지원 모두가 벤처에게 효율적으로 도움
을 주는 것은 아니다. < 표4- 11> 은 벤처기업인증 후 벤처기업들이 느끼는 효과를
응답수 순서로 나타낸 것이다. < 표4- 11> 을 보면 2000년, 2001년 모두 기업홍보,
세제지원, 자금확보용이 순을 나타내고 있다. 이 중 기업홍보는 벤처기업으로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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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음으로 인한 평판효과로 볼 수 있다. 이는 기업홍보효과에 대한 응답의 경우, 벤
처활성화가 최고조인 2000년 50.1%에서 벤처위기가 확산된 2001년 40.1%로 급격
하게 감소한 것에서 확인할 수 있다.66) 그러므로 기업홍보효과는 벤처지원효과로
볼 수 없다. 또한 입지지원의 경우 각 해에 2.8%, 3.0%라는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고, 인력지원 역시 기타에 포함될 만큼 미약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벤처지원정책 중, 세제지원정책과 자금지원정책을 중심으로 정부의 벤처
지원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 표4- 11> 벤처기업 인증후 효과
2000년 조사
응답 수
비율

2001년 조사
응답 수
비율

기업홍보

2,946

50.1 %

4,087

40.1 %

세제지원

1,318

22.4 %

2,000

19.6 %

자금확보용이

677

11.5 %

1,517

14.9 %

종업원의 사기진작

388

6.6 %

1,224

12.0 %

입지지원

124

2.1 %

303

3.0 %

매출확대

125

2.1 %

395

3.9 %

정보획득의 원할

166

2.8 %

347

3.4 %

코스닥시장 등록

-

-

308

3.0 %

136

2.3 %

-

-

5,880

100 %

10,181

100 %

기타
응답 수(복수응답)

*. 자료출처: 중소기업청, 2001. 2001년도 벤처기업 정밀실태조사

벤처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은 벤처기업에 대한 활성화를 목표로 두고 실시되었
고, 짧은 기간동안 지원범주나 내용적인 측면에서 빠르게 발전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중소기업청, 2000). 이는 발전국가 시절의 기업지원방식에서 기인한다고 볼

66) 이러한 사실은 99년 중소·벤처기업 창업실태 보고서에서도 확인된다. 이 보고서는 창
업실태와 관련하여, 일반창업기업과 벤처기업을 나누어 비교하고 있는데, 벤처캐피탈 이
용시 애로사항을 보면, 벤처기업의 경우, 심사요건 복잡 이 22.8%로 가장 높고, 일반창
업기업은 기업가치 저평가 가 22.0%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중소기업협동조
합중앙회,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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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 있다. 현행 한국의 벤처산업에 대한 조세지원제도는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
되어 있으며, 이외 법인세법, 소득세법 및 지방세법 등에도 광범위하게 마련되어
있다(중소기업청, 2000). 또한 이는 중소기업일반에 대한 조세지원, 벤처기업에 대
한 조세지원, 벤처캐피탈에 대한 조세지원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각 조세지원
의 세부 내용은 < 표4- 12> 에서 살펴볼 수 있다.

< 표4- 12> 벤처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제도
조세지원 구분

세부지원 항목 및 내용
- . 중소기업 경영안정지원
- . 중소기업 투자촉진을 위한 지원

중소기업일반에 대한
조세지원

- . 기술, 인력 개발지원
- . 재무구조개선 및 구조조정을 위한 지원
- . 기타지원(대기업- 중소기업 교류촉진, 수입기계에 대
한 관세 혜택 등)
- . 법인세, 소득세, 인지세, 농어촌특별세, 등록세, 취득

벤처기업에 대한 조세지원 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의 감면 또는 면세
- . 스톡옵션제도에 대한 과세 특혜
- . 벤처캐피탈회사에 대한 조세지원

벤처캐피탈에 대한
조세지원

- . 벤처케피탈회사 투자자에 대한 조세지원
- . 투자조합 투자자에 대한 조세지원
- . 기타(엔젤 투자조합의 출자자에 대한 조세감면, 코스
닥 등록법인에 대한 조세지원)

*. 자료출처: 중소기업청, 2000. 벤처백서 에서 내용정리.

< 표4- 12> 를 보았을 때, 벤처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은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
원과 구분되지 않는 상황에서 벤처기업에게 추가적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동시
에 벤처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시장인 벤처캐피탈과 엔젤에게도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벤처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은 직·간접적으로 혜
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최종적으로 벤처 활성화에 도움을 준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위에서 보듯이 벤처에 대한 세제지원은 그 수혜의 폭이 넓고, 세부적 요건
을 규정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부실벤처를 양산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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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 2000).
자금지원제도 역시 벤처기업에게 수혜효과를 발휘하고 있는 지원 방안이다. 이
러한 자금지원은 금융 및 보증지원정책으로 구체화되어 실시되고 있다. 금융과 보
증지원정책을 통해 정부는 벤처에 직접적으로 정책자금을 지원하거나, 보증 및 보
험을 위해 상당 금액을 제공하고 있으며, 간접적으로 창업투자회사에 별도의 자금
지원 및 은행을 통한 벤처투자를 지원하게 하고 있다. 이러한 자금지원 가운데 중
소기업정책자금의 경우 1998년 4조 8,300억원, 1999년 5조 3,940억원, 2000년 5조
1,520억원으로 최근 3년 동안 15조 3,760억원이 지원되고 있다. 이 가운데 벤처기
업에 대한 직접지원금은 < 표4- 13> 에서 볼 수 있듯이, 1998년 전체 지원자금의
0.4%에서 1999년에 2.2%, 2000년에 6.1%로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중소기업청, 2000).

< 표4- 13> 중소기업정책자금의 용도별 지원내역
1998 년

1999 년

2000 년

시설

3 ,780 (78 .3 )

3 ,366 (62 .4 )

2 ,947 (57 .2 )

운전자금

3 17 (6 .6 )

1,262 (23 .4 )

957 ( 18 .6 )

기술개발

7 13 ( 14 .8 )

648 ( 12 .0 )

933 ( 18 . 1)

벤처투자

20 (0 .4 )

118 (2 .2 )

3 15 (6 . 1)

합계

4 ,830 ( 100 .0 )

5 ,394 ( 100 .0 )

5 , 152 ( 100 .0 )

*. 단위: 10억원, %
*. 자료출처: 중소기업특별위원회(2000.1.31).

또한 1998- 99년 사이 기술신용보증기금에 의해 벤처기업에 지원된 보증내역을
보면, 1998년에 법상 벤처기업에 대한 보증지원 7,857억원, 벤처형기업에 대한 보
증이 2조 1,787억원으로 총 2조 9,644억원이 지원되고 있다. 이처럼 벤처기업에 대
한 보증지원은 1998년 총보증지원액 10조 8,818억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7.76%
에 이르고 있다. 1999년의 경우 총 11조 4,558억원의 보증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데, 이 중 34.55%에 해당하는 3조 9,584억원이 벤처기업의 보증에 지원되고 있다
(중소기업청, 2000). 이 밖에 정부의 각 부처들은 벤처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실

- 63 -

시하고 있는데, 1999년 그 내역을 보면 다음과 같다. 중소기업청이 7,500억원, 정통
부가 2,613억원, 과기부가 2,005억원, 산업은행이 1000억원의 자금을 조성해서 벤처
기업에 투, 융자 형태로 자금지원을 하고 있다(중소기업청, 2000).
이와 같은 벤처에 대한 정부의 자금지원을 살펴보면, 기존의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에서 벤처지원을 특화시키지 않고, 그 운용과정에서 특혜를 주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그 지원 방식도 과거의 기업지원 방식과 같은 융자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중소기업청, 2000). 그 결과 벤처에 대한 자금지원은 정
부- > 신용기관- > 은행 이라는 과거 발전국가시절의 방식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중소기업청, 2000). 이러한 정부의 금융 및 보증지원제도는 한국의 벤처기업을 여
타의 벤처기업과 달리 부채비율을 높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중소기업
청, 2000; 성소미, 2001).67)
또한 벤처에 대한 자금지원의 부수적 효과로 코스닥시장의 활황 도 빼놓을 수
없다. 정부는 중소·벤처기업의 자금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코스닥시장을
1996년 7월 설립하였다. 그러므로 이러한 코스닥시장은 중소·벤처기업에게 장기
적이고, 안정적 자금을 제공하고, 투자자에게는 고위험, 고수익의 투자기회를 제공
하기 위한 자본 조달 및 투자의 장인 것이다(중소기업청, 2000). 기업이 코스닥시
장에 등록하기 위해서는 등록 요건이 필요한데, 벤처기업의 경우 설립경과연수 ,
자본금 , 자산총계 , 부채비율 , 이익 및 자본상태 와 관련하여 특별한 요건이 필
요하지 않으나, 일반기업은 3가지 조건68) 중 하나를 선택하여 요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이는 코스닥시장에서 벤처기업에게 특혜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
다.
코스닥시장과 관련하여, 정부의 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은 등록요건을 완화시켰
다는 점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1999년 5월 발표된 코스닥시장 활성화 방안 에
67)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1998년 한국 벤처기업의 부채비율은 270%로 동시기 대기업의
295%나 중소기업의 334%보다 낮으나, 다른 국가의 벤처기업보다 높은 것으로 설명된다
(중소기업청, 2000). 또한 97년 벤처실태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벤처기업의 자기자본비율
은 18.8%로 미국 벤처기업 495사의 90%와 현격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통산사업부,
1997).
68) 일반기업이 신규등록을 위해 필요로 되는 심사요건은 다음과 같다.
<표4- 14> 협회등록대상기업의 신규등록 심사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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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이는 공모제도완화 , 세제지원 , 코스닥 펀드 설립 등을 골자로 하고 있어
파격적인 조치로 평가되고 있다(성소미, 2001). 이와 같은 코스닥 활성화 방안은
실제로 코스닥시장의 활황에 얼마나 영향을 끼쳤는지는 < 그림4- 2> 를 통해 알 수
있다. < 그림4- 2> 는 1997년 8월부터 2000년 7월까지의 벤처지수와 코스닥지수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이를 통해 보면, 정부의 활성화 대책이 발표된 1999년 5월
을 기점으로 장세의 전환이 발견되고 있다. 또한 1999년부터 2001년까지의 벤처지
수와 코스닥지수의 변동폭을 보았을 때 벤처지수의 상승폭은 코스닥지수의 상승
폭의 2.5배에 해당함을 알 수 있다. 이는 코스닥시장의 활황 속에서도 벤처기업의
자금조달이 훨씬 더 용이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일
선 택 1
설립경과
년수
자 본 금

자기자본 100억원
이상
500 억원 이상

자산총계
부채비
재
동업종평균 미만
율
무
이익
내
자본
자본잠식 없을 것
용
상태

반
기
선 택2

업
선 택3

3 년 이상
자본금 5 억원 이상
동업종평균 1.5 배
미만
경상이익 시현
자본잠식 없을 것

*. 자료출처: 중소기업청, 2000. 벤처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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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자본

1,000 억

원 이상
400% 미만
잠식비율 50% 미만

< 그림4- 2> 코스닥지수와 벤처지수의 변동추세

*. 자료출처: 중소기업청, 2000a. 2000년도 벤처기업 정밀실태조사 최종보고서.

코스닥 활황에서 벤처기업이 엄청난 자금조달을 했다는 사실은 성소미(2001)에
의해 제시되고 있는데, 그에 따르면 1999년 코스닥시장 등록기업의 공모금액이 전
년 대비 8.0배, 유상증자 규모는 13.4배로 증가하였다고 설명한다. 한편 벤처기업들
의 공모금액은 액면가의 평균 11배에 이르렀고, 1999년 한국 벤처캐피털의 신규투
자도 9,502억원으로 전년 대비 4.4배로 증가하였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벤처기업
의 공모금액 증가는 일반기업의 전년대비 3배와 비교하면 300%이상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성소미, 2001). 이러한 코스닥시장의 활황으로 벤처기업들은 풍부한 유
휴자금을 확보하게 되었고, 상당수의 벤처기업들은 이를 통해 공격적인 다각화를
추구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성소미, 2001).
이와 같이 정부의 벤처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은 과거와 같이 정부의 특혜라는
성격을 지니며, 그 방식도 금융통제를 통해서 이루어짐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는
발전국가의 전략과 같이 특혜의 집중과 통제를 수반하고 있지는 않으며, 코스닥시
장의 활성화에서 보듯이 직접적인 자금지원보다는 시장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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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으로써 민간자본을 유인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벤처에 대한 정부
의 정책은 발전국가의 속성과 표면적 운영에 있어 신자유주의적 특성이 혼합된
결과로 볼 수 있다.

결국 이러한 정부와 벤처기업의 관계를 종합해보면, 벤처기업의 지정제도 및
그 지원정책 등에서 97년 이후 국가의 제도적 특징이 반영됨을 알 수 있다. 이러
한 국가의 제도적 특징은 과거 발전국가 시절과 달리 일반화된 특혜69) 를 다수에
게 제공하고, 그에 따른 통제를 잃어버린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 결과 한국의
벤처기업은 벤처기업으로 인증받는 것 외에 특별한 노력을 할 필요가 없었고, 그
로 인해 기존 조직과 다른 독특한 구조로 변화하지 못했으며, 오히려 정부의 일반
화된 수혜를 바탕으로 배태조직, 재무구조(고부채) 등의 측면에서 기존 기업조직
과 유사하게 동질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동시에 코스닥시장을 통한 자금의 과다
공급은 일부 벤처들에게 다각화를 진행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것을 보았을 때, 벤처는 정부로부터 기존 기업과 유사한 강압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그로 인해 벤처기업의 구조가 기존 기업의 구조와 유
사해 진다는 본 연구의 가설을 받아들일 수 있다.

4 - 3. 대기업과 벤처와의 관계
97년 이후의 국가와 시장의 제도적 특징은 역설적으로 시장에서 재벌의 영향
력을 강화시켰다. 이는 정부가 재벌을 통제하며 동시에 자유경쟁시스템을 지향하
는 신자유주의 정책을 실시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재벌 역시 97년 경제위기의 주
범으로 낙인되었기 때문에, 자체적인 변화가 불가피하였다. 재벌은 시장의 신뢰 확
보를 위한 자구적 노력을 하는 동시에 막대한 자금력, 기술, 마케팅, 경영 노하우

69) 벤처에 대한 지원을 일반화된 특혜라고 표현한 것은 벤처기업이 되면 어느 기업이나
받을 수 있을 만큼 수혜의 대상이 넓고, 그 운영에서 보듯이 기존기업체에 대한 지원에
추가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특혜는 과거 발전국가 시절 소수의 재
벌에게 엄청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과는 그 성격이 다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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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통해 정부가 가지고 있던 시장영역의 통제력을 점차 이양받게 되었고, 그 결과
시장영역에서 가장 중요한 제도적 환경으로 부각되었다. 또한 정보사회로의 산업
구조 개편은 재벌에게 적합한 기업조직과 산업개편의 압력을 가중시켰으며, 이러
한 압력에 대한 대응으로 재벌은 정보산업(IT )으로의 진출과 분사를 실시하게 되
었다. 이러한 변화는 98년 이후 급격하게 확장된 벤처붐 속에서 자연스럽게 융합
되었고, 벤처와 대기업과의 관계를 밀접하게 하였다. 결국 97년 이후 국가와 시장
의 제도적 특징 및 산업구조 변화는 대기업을 벤처기업의 가장 중요한 제도적 환
경으로 자리잡게 하였다.70)
벤처에 대한 제도적 환경으로서 대기업의 영향은 정부의 벤처지원정책처럼 눈
에 띄게 나타나지 않지만, 시장논리에 혼합되어 나타나므로 통제력이 수반되지 않
는 정부정책보다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대기업의 벤처에 대한
영향은 벤처투자 , 사내벤처와 분사를 통한 배태 , 벤처회사의 직접설립 등을 통
하여 구체적인 모습을 띠고 있다.
대기업과 벤처의 관계에 있어 우선적으로 살펴볼 사항은 대기업의 벤처 투자
에 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조직과 조직 사이의 관계에 있어 자원을 지원받는 조
직은 자원을 공급하는 조직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DiMaggio, &
Pow ell, 1992). 그러므로 대기업이 벤처기업에 대량의 자금을 투자한다면, 벤처에
대한 대기업의 영향력이 증가될 것이라는 가정은 가능하다. 이러한 점에서 대기업
에 대한 벤처투자를 검토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대기업의 벤처투자 유형은 대체적으로 각 기업별 벤처펀드의 조성, 벤처캐피탈
회사 설립, 종합상사를 통한 벤처투자 등으로 나눌 수 있다(매일경제, 2000.2.29).
이는 대기업이 유망한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순수한 목적 외에 사내조직을 분사하
거나, 인터넷사업 분야로 진출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러
70) 이러한 사실은 벤처기업과 대기업의 관계에 대한 설명에서도 보여진다. 이민화와 김명
수(2000)는 한국의 벤처기업과 대기업이 서로 적대적인 관계일 것이라는 일반적인 믿음
과 달리 벤처와 대기업은 공생관계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성소미(2001) 역시 대기업
과 벤처의 관계를 노동시장과 자본시장에서만 경쟁적인 관계일 뿐, 생산관계에 있어서
서로 협력관계로 보고 있다. 이와 같이 대기업과 벤처는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재벌
로 대표되는 대기업의 설명 없이 한국 벤처의 구조화에 대한 설명은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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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목적은 97년 이후 시장의 변화에 대한 재벌들의 대응으로 볼 수 있으며, 그 결
과 재벌 산하의 대기업들은 1999년 이후 벤처투자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이다(매
일경제, 2000.2.29). 이러한 대기업들의 벤처투자 현황은 다음과 같다.
2000년 2월 삼성, 현대, LG, SK 등 4대 그룹의 주요 계열사 및 그룹의 벤처
투자를 살펴보면, 삼성그룹이 벤처전담 펀드인 삼성벤처투자를 통해 3000억원을
투자하고, 삼성물산과 삼성전기가 각각 300억원과 200억원을 투자할 것을 계획하
고 있다. 현대는 벤처 펀드인 현대기술투자가 280억원을, 현대종합상사가 100억원
을 투자 중이며, 현대전자는 분사를 통해 벤처창업을 지원할 것임을 밝혔다. LG는
LG창투(500억원)와 LG상사를 앞세워 벤처투자를 하고 있고, SK는 SK텔레콤(180
억원)과 SK상사(100억원), SK (주)(100억원), SK옥시케미컬(50억원) 등에서 벤처투
자에 나서고 있다(매일경제, 2000.2.29).
또한 벤처지주회사로 변신을 시도하고 있는 국내 주요 종합상사의 벤처투자
현황을 살펴보면(2000년 5월), 향후 3년간 종합상사들의 벤처투자가 줄을 이을 것
으로 전망할 수 있다. 현대상사가 2003년까지 벤처투자에만 3000억원을 쏟아 붓기
로 결정했으며, 삼성물산도 2003년까지 2000억원을 분사 및 벤처투자에 투입할 예
정이다. LG상사는 2005년까지 2500억원을 투자할 예정이며, SK상사도 이미 48억
을 출자하는 등 내년까지 신규사업과 벤처투자에 3800억원을 투자하기로 하고, 이
중 2000억원 이상을 벤처투자에 집중할 계획이다. 이 밖에 코오롱상사는 2000년에
1000억원의 벤처펀드를 조성해 벤처투자에 나선 것으로 알려져 있다(IT biz,
http:/ / w w w .itbiz.co.kr ).
이러한 대기업의 벤처투자 현황을 보았을 때, 이들이 정부기관의 벤처자금지원
에 못지 않은 자금을 투자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운영실태를
살펴보면, 현대상사가 5개 사에 30억원을 투자하고, 27개 업체를 심의 중이다. 삼
성물산은 2005년까지 국내외 20여개 회사와 100여개의 자회사를 소유한 지주회사
로 변신할 예정이며, 2000년 5월 현재 30개 업체에 305억을 투자한 것으로 알려지
고 있다. LG상사의 경우, 5년간 2500억원을 유망벤처기업 및 자체 분사에 투자할
것이며, SK상사는 국내외 유망 벤처 발굴, 투자하는 데 전력을 다하기로 하였다.
이와 같이 대기업의 벤처투자는 정부의 무차별적 자금지원과 달리 지주회사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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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을 통해 벤처에 대한 선별을 철저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모습
은 자금에 목말라하는 벤처기업이 대기업자금을 이용함에 있어, 어느 정도의 대기
업 통제 및 필요요건을 승인받는 것이 불가피함을 암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대기업의 벤처투자와 그에 따른 벤처에 대한 통제는 2001년 벤처위기
가 가시화된 이후 여러 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벤처기업의 수익성 문제가 제기된
이후, 많은 수의 벤처기업이 대기업의 수익성 요구에 시달리고 있으며, 벤처기업은
대기업이 투자한 벤처기업을 계열사로 바라보며 종속시키려 한다고 주장하고 있
다(아이뉴스24, http:/ / w w w .inew s24.com ). 반면에 대기업은 벤처기업들이 경영지
도와 간섭을 구분하지 못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이러한 모습은 벤처에 투자한
대기업들이 벤처기업에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다.
이러한 대기업에 의한 벤처통제는 단지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로만 이루어지지
않는다. 98년 이후 변화된 시장상황 속에서 재벌들은 자구책을 내놓기 시작하였고,
그 일환으로 기업분사와 사내벤처의 육성은 재벌의 몸집줄이기와 신규산업으로의
진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목적으로 시작되었다. 이러한 대기업의 분사
와 사내벤처 육성은 벤처 영역에 재벌이 직접 뛰어든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
러한 대기업의 모습은 벤처 영역에서 대기업의 통제를 강화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30대 기업집단의 분사 실태를 살펴보면, 98년·99년 30대 그룹 전체의
분사기업 수는 512개이며, 이 중 4대 그룹의 분사가 활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구체적 내용을 보면, 삼성이 273개로 가장 많고, 이어 LG(83개), 현대(69개),
SK (29개) 순으로, 이들 4대 그룹이 전체 30대 그룹 분사의 88.7%를 차지하고 있
다(공정거래위원회, 2000. 2). 이와 같이 재벌의 분사는 특히 4대 그룹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외형적으로는 재벌의 구조조정과정으로 이해될 수 있다. 분사
라는 것이 그 의미상 모기업 집단과 분리되어 독립적인 사업체로 활동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공정거래위원회, http :/ / w w w .ftc.go.kr ).71)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러한 분사기업은 모기업으로부터 부당지원을 받거나, 내부거래에 이용되는 등
71)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분사는 모기업 지분이 30% 미만으로 사실상 독립법인임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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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계열사의 성격이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문화일보, 2000.7.17). 또한 2000년
3월 중소기업특별위원회에서 분사기업을 창업으로 인증하는 안건이 통과되었고,
이를 계기로 대기업에서 분사한 360여 개의 기업이 중소기업 창업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한국일보, 2000. 3.9) 그 결과 대기업에서 분사한 일부회사
들은 벤처기업으로 성공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현대전자에서 분사한 현대 멀티
캡, 현대 디지털테크, 삼성SDS에서 분리한 네이버컴, 에스원에서 독립한 에시테
크, 한라중공업에서 분리된 스페이스 테크놀로지 등은 대표적인 분사 벤처로 손꼽
힌다. 이를 종합해 보았을 때, 대기업으로부터 분사한 기업은 대기업의 통제를 받
으면서 한편으로 중소벤처기업의 영역에 침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대기업들은 이러한 분사 외에 사내벤처를 직접 설립함으로써 벤처영역에 침투
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사실상 대기업은 조직구조상 의사결정이 느린 조직이
다. 그러므로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는 동시에 미래에 유망산업 진출을 위해 이러
한 사내벤처를 육성하는 움직임이 많아지고 있다. 삼성 SDS의 경우 사내벤처 1기
로 선정한 네이버컴과 디자인스톰이 있고, 2001년 10월까지 총 9개 사내벤처를 분
사시켰다. 그리고 2001년 내로 5- 6개의 사내벤처를 분사시킬 계획인 것으로 알려
지고 있다(전자신문, http:/ / w w w .etnew s.co.kr ). 한국통신도 99년 17개의 사내벤처
를 육성하여, 그 해 12개를 분사시켰고, SK는 99년 총 100억원의 예산으로 사내벤
처를 육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경제신문, 1999.12.9). 이러한 대기업들의
사내벤처 육성은 발전가능성이 높은 중소·벤처영역에 대한 침투작업으로 이해될
수 있다. 그리고 그 방법은 사내벤처가 어느 정도 성공적 위치에 놓이면 분사시키
고, 다시 사내벤처를 모집해 인큐베이팅(incubating )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벤처에 대한 인큐베이팅 제도가 일천한 한국에서 재벌이 새로운 벤처의 인
큐베이팅 제도로 자리잡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사내벤처 육성이나 분사를 통해 벤처기업의 육성에 합류한 대기업들은 최근들
어 더욱 공격적인 방법으로 벤처영역에 침투하고 있다. 대기업들은 스스로 벤처기
업을 만들어 e- 비지니스 산업에 뛰어들고 있기 때문이다(중앙이코노미스트, 제
539호). 이러한 사실은 2000년 8월 공정거래위원회의 보고를 통해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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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2000년 4월부터 2000년 7월말까지 30대 기업집단에서 54개 사가 새로 계열
사로 편입됐다고 보고하고 있다.72) 이러한 신규편입된 회사는 인터넷과 전자상거래
등 IT 업종이 27개로 50%를 차지했고, 창업투자업 5개·유선방송 및 관련 프로그램
제작업 4개·생명공학관련 연구개발업 2개·기타 16개였으며, 자본금이 대부분 10억
원 안팎의 벤처회사로 나타났다. 1~4대 그룹에서 25개, 5~30대 그룹에서 29개가 새로
편입됐다(서울경제신문, 2000. 8.5).

이와 같은 재벌의 벤처운영은 2000년 이후 가속화되었고, 4대 기업집단이 소유
한 신규계열사는 2001년 4월말 47개로 계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디지털타임즈, 2001.5.28). 이에 대한 세부적 사항을 보면 삼성이 2000년 e삼성, e
삼성인터내셔널 등을 선봉장으로 가치네트, 뱅크풀, 애프앤가이드, 엔포에버, 엠포
스 등 20개 온라인계열사를 그룹에 편입시켰고, 2001년 아이마켓코리아, 엠포스 등
2개사를 새로 편입시켰다. 이는 8개 금융·보험계열사를 제외하면 현재 삼성그룹
사 가운데 40% 가량이 온라인계열사로 채워진 것이다. SK의 경우도 2000년 넷츠
고, 아이윙즈, 와이더덴닷컴, 빌플러스, 엠알오코리아 등 10개 계열사를 확보하고,
2001년 들어서만 모두 8개 e비즈니스 계열사를 추가, 삼성을 바짝 추격하고 있
다.73) 현대의 경우는 친족분리에 따른 계열분리가 한창인 중에서도 현대네트웍스
(이하 현대), 엔지비, 오토에버닷컴, 이에이치닷컴(이하 현대자동차) 등 4개 IT 계열
사를 추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LG의 경우만 유독 계열사 확장에 보수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디지탈타임즈, 2001.5.28). 이를 통해 보았을 때, 대기업들이
2000년 이후에 직접적으로 벤처기업을 계열사로 편입시키고 벤처의 사업영역에
침투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대기업들의 움직임에 대하여 문어발식
선단경영 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는 비난도 만만치 않다(디지탈타임즈, 2001.5.28;
한국경제, 2001. 5.14; 중앙이코노미스트, 제539호).
이와 같이 대기업은 벤처에 대한 투자부터, 사내벤처 및 분사를 통한 인큐베이

72) 이 기간중 계열사에서 제외된 회사수는 18개이며, 총 36개사가 증가한 것으로 보고 되
고 있다(서울경제신문, 2000.8.5).
73) S K그룹이 벤처를 중심으로 계열사를 크게 늘리고 있어 화제다. S K그룹의 계열사는
이달초 현재 63개로 지난 해말보다 무려 15개나 늘어났다. 국내 최대그룹인 삼성의 64개
에 한 개 뒤지는 숫자다.(한국경제, 2001. 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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팅, 직접경영에 이르기까지 벤처영역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다. 그 결과 대기업
들은 벤처에 대하여 강력한 통제를 발휘하고 있다. 이는 대기업 소유의 벤처기업,
분사 또는 투자한 벤처기업을 통하여 위계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이러한 벤처기업
들은

대기업

출신

벤처군단74) 이라고

불리고

있다(아이뉴스24,

http:/ / w w w .inew s24.com ). 이는 모기업의 관문기업 역할을 하면서 일부 벤처기업
들을 통제하고, 모기업의 지원을 받음으로써 동일분야의 벤처기업보다 경쟁에 우
위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대기업 출신 벤처군단으로는 SK 텔레
콤(이하 SKT )이 이끄는 벤처군단이 대표적인데, SKT 는 이노에이스 - SKT 지분
14%, 2001년 3월 기준- 라는 벤처기업을 분사하여 관문기업으로 이용하고 있다(아
이뉴스24, http:/ / w w w .inew s24.com ). 이노에이스는 원래 SKT 의 통신 기술을 상품
화하기 위한 연구업체인데, 이보다는 수익성이 좋은 납품 제품을 기술적으로 검증
하고 컨설팅하는 일에 주력하고 있다. 그러므로 SKT 와 거래하기 위해서는 이노에
이스의 검증 결과가 중요하고, 이노에이스는 그 사이에서 마진을 챙기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 SKT 의 관문기업으로는 SK관련 시스템통합(SI)회사인 SK
C&C가 있고, SKT 가 투자 및 계열사로 편입시킨 20 여개 이상의 업체들75)이 있
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외의 다른 대기업들도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와 분사를
실시함으로써 각각의 벤처군단을 운영 중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러한 벤처군
단으로 인해 일반 벤처기업들의 입지가 크게 약화되었고, 일부 벤처기업들은 기술
개발을 하기보다는 대기업으로부터 투자를 받는 데 사력을 다하는 이상한 풍조도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아이뉴스24, http:/ / w w w .inew s24.com ).
이러한 모습을 종합한다면, 97년 이후 정부의 시장에 대한 통제가 한계를 가지
74) 벤처군단이란 대기업이 분사 혹은 투자한 벤처기업을 의미한다. 이들은 다른 벤처기업
이 모기업과 거래하기 위해서 먼저 만나봐야 하는 관문기업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
졌다(아이뉴스24, http :// ww w .inew s24.com ).
75) SKT 의 벤처군단으로 계열사로 편입된 이노에이스, 엔씨테크놀러지, 에이치에프알, 이
오넷스(S KT 지분 39.56%), 엔카네드워크 등이 있고, 지분을 투자한 회사로는 넷뛰드
(2.66%), 배움닷컴(10%), 엑스씨이(5%), 에듀이북(9.78%), 메트로넥스(11.27%), 로우씨콤
(0.91%), 거윈시스템(8%), 인피니티텔레콤(7.24%), 콘델라(9.74%), KNIX (6.67%), 사이버
알닷컴(10.53%)가 있다. 또한 SKT 로부터 투자를 받은 업체는 비즈네테크(5.34%). 텔레
메어닷컴(19.48%), 엔텔스(19%), 코모넷(9.96%), 모빌콤(4.11%), GCT (10%), 바이텍시스
템(5.26%), 빌플러스(60%) 등이 있다(아이뉴스24, http :/ / w ww .inew 24.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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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상황에서 대기업은 벤처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면서, 점차적으로 벤처 영역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벤처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대기업의 방법이 초기 사내벤처 육성과 분사 및 벤처투자 등의 간접적 통제 방식
에서 2000년 이후 벤처를 계열사로 편입하는 등의 직접 통제 방법으로 변화한 것
을 통해 알 수 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이러한 대기업의 모습은 일반벤처에게
시장영역의 위협과 보증의 역할을 동시에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발전국가가 재벌을 통제하던 방식과 유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는 결국 과거 정부가 대기업을 동형화시킨 상황과 비교할 수 있으며, 그 메커니즘
으로

강압적

동형화(coerciv e

isom orphism ) ,

규범적

동형화(norm ative

pres sures ) , 모방의 과정(mim etic processes ) 등을 고려할 수 있다(DiMaggio, &
Pow ell, 1992; Biggart , & Hamilt on, 1992).
결국 벤처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영향은 97년 이후 시장의 제도적 특성의 변화
결과로 볼 수 있다. 즉 국가의 시장개입의 한계, 산업구조의 변화, 재벌변화의 사
회적 요구 등의 종합적 결과가 대기업으로 하여금 벤처와의 관계를 강하게 만들
어 놓았고, 이는 다시 대기업을 벤처기업에게 있어서 강력한 제도적 압력으로 작
용하도록 만들었다. 그 결과 최근에 성장한 벤처기업들은 지주회사를 가장한 비관
련 다각화와 금융기관을 소유하는 등의 대기업과 동질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중앙이코노미스트, 제526호; Dot 21, 제22호).

4 - 4 . 제도적 압력과 한국 벤처의 구조화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정부와 벤처, 대기업과 벤처의 관계는 97년 이후
국가와 시장의 제도적 특징이 반영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제도적 특징의
반영 결과, 정부는 과거 발전국가 시절과 달리 특혜의 대상을 광범위하게 하고, 벤
처기업에 대한 통제를 가급적 피하고 있으며, 이러한 시장의 통제 공백에 대기업
이 급속하게 벤처 영역으로 침투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는
한국의 벤처기업을 배태조직, 재무구조 등에서 기존 기업조직과 유사한 모습을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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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시켰으며, 코스닥시장을 통한 과다한 자금공급은 일부 벤처기업에게 다각화의
가능성을 제공해주었다. 그리고 이러한 다각화의 가능성은 강력한 시장 환경인 재
벌의 존재에 의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최근에 나타나는 벤처기업의 구조화된 형태는 지주회사를 통한 비관련 다각화
이다(성소미,

2001;

매일경제,

2000.8.2;

한계레,

2000.1.12;

매경이코노미,

2000.12.21). 이러한 벤처기업들의 다각화 현상은 벤처산업이 가장 발전한 것으로
알려진 미국의 벤처기업이 극도로 전문화되고 있다는 사실과 비교해 볼 때 특이
한 현상으로 설명되고 있다(성소미, 2001). 또한 단순한 조직형태에서 발전하여 거
대화된 조직은 사업별 전개형태에 근거하여 중앙집권식 기능조직 , 비관련 다각화
에 의한 지주회사 , 관련다각화에 의한 다중부서조직 으로 나누어진다는 일반적인
상식에도 불구하고, 왜 유독 한국의 벤처기업만이 비관련 다각화에 의한 지주회사
로 변화되는가는 의문으로 남아 있다(매일경제, 2000.8.2). 일부에서는 이러한 벤처
기업을 벤처재벌 이라 부르고 있으며, 이러한 벤처재벌 로는 메디슨, 다음, 골드뱅
크, 인터파크, 메디다스, 세원텔레콤, 터보테크, 비트컴퓨터, 이지바이어시스템, 바
른손, 한글과 컴퓨터, 로커스, 핸디소프트, 인성정보, 새롬기술 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매경이코노미, 2000.12.21).76)
이러한 벤처재벌들은 그들의 다각화에 대하여 기업규모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벤처기업의 유연성을 유지하며, 급변하는 기술에 적응하기 위한 방법이며, 핵심역
량을 강화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매일경제, 1999.11.22). 그러므로 그들의 다각
화는 기존 재벌들의 비관련 다각화와 다른 수평적 관계의 연방체 형성77)이라고
주장한다(이민화·김명수, 2000; 한겨레, 2000.1.12). 그리고 그 방식에 있어서도 기
존의 재벌들이 남의 돈을 끌어다가 덩치를 키운 데 반해 벤처의 다각화는 증자
중심의 직접금융으로 움직이고 있으므로 부실의 가능성이 적다고 주장하고 있다

76) 이상의 벤처기업에 대한 출자 및 계열사 현황은 < 별첨- 1> 을 참조할 것.
77) 한국벤처의 대부로 알려진 메디슨의 이민화 회장에 따르면, 벤처연방체 모델은 벤처끼
리의 출자관계를 통하여 노하우를 주고받아 건전한 생태계를 이루는 것을 의미한다. 또
한, 이는 과거 재벌의 수직적 통제와 달리 수평적이고 약한 연결망이며, 1세대 벤처들의
노하우를 전수해주는 역할을 하므로 한국 경제의 새로운 기업체제로 소개되어 왔다
(DOT 21, 제2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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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이코노미스트, 제526호). 즉 벤처재벌들이 보는 그들의 다각화는 기존 재벌의
다각화와는 질적으로 다른 새로운 기업체계의 대안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벤처재벌들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다각화가 벤처들 사이의 시너
지를 향상시키고 있다 라는 주장은 입증하기 어려워 보인다. 대표적인 벤처지주회
사의 성격을 가지는 골드뱅크의 경우, 그들이 인수한 기업은 상호신용금고, 여행
사, 농구단, 인터넷 업체 등(2000년 3월까지) 수평적, 수직적으로 밀접하게 연관된
회사가 없으며, 다음커뮤니케이션과 새롬기술의 경우 수직적 계열화 차원에서 SW
업체 및 유사회사들을 인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중앙이코노미스트, 526호). 또한
반도체장비업체인 미래산업도 라이코스코리아에 지분 50%를 출자하면서 인터넷
사업에 진출했고, 그 밖에 많은 벤처들의 출자도 관련 다각화라고 보기 어렵다는
평가다(한겨레, 2000.1.12). 또한 골드뱅크, 스탠더드텔레콤, 제이씨현시스템, 새롬기
술, 자네트시스템 등의 일부 벤처는 직접 벤처캐피탈을 설립하였고, 골드뱅크, 펜
택, 텔슨전자 등은 신용금고를 인수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러한 벤처들의
방만한 다각화와 금융사 설립은 2000년 10월 자본금 2000억원의 벤처 지주회사
디지털홀팅스를 세우겠다던 정현주 게이트사건 이 터지면서 벤처 지주회사가 일으
킨 것은 시너지가 아니라 스캔들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왔다(DOT 21, 제22호). 또한
벤처 연방제를 주장하며 벤처다각화에 앞장섰던 메디슨의 이민화 회장 역시 23개
의 계열사와 40 여개의 투자사에 대한 자금부담을 이기지 못한 채, 2001년 10월
11일 경영권에서 물러났다(매일경제, 2000.10.12). 이러한 모습들로 인해 벤처의 다
각화는 연방체를 가장한 재벌따라하기 로 평가를 되고있는 것이다(성소미, 2001;
한계레, 2000.1.12; 중앙이코노미스트, 제526호).
이와 같은 벤처들의 비관련 다각화의 원인은 일차적으로 코스닥의 활황을 통
해 많은 자금이 벤처들의 규모와 능력을 초과하여 들어온 것에 있다(성소미, 2001;
중앙이코노미스트, 제526호). 벤처기업들은 이러한 유휴자금을 공급받은 상황에서
추가적인 사업대안이 어려워지자 여러 기업에 포트폴리오 투자를 통한 성장을 추
구한 것이다.78) 또한 벤처 다각화는 IT 시장에 대한 집중적 투자라는 특징이 발견
78) 코스닥 증권시장에 따르면 99년의 코스닥 등록기업이 99년 3419억원, 2000년 1월부터
2000년 3월까지 6800억원, 총 1조 219억원을 다른기업에 출자했다고 밝혔다(중앙이코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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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데, 첨단제조업을 주력으로 하던 벤처기업의 경우 인터넷 사업 분야에 선점을
노리고 집중적 투자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기존의 인터넷 벤처의 경우 주력사
업의 수익이 거의 나지 않는 상태에서 새로운 수익성 창출을 위해 다각화를 실시
한 것으로 평가된다(중앙이코노미스트, 제526호; 매경이코노미, 2000.11.17; 매경이
코노미, 2000.12.21).79) 그러나 이러한 벤처의 다각화가 벤처기업의 수익성 향상에
도움을 주었는지에 대한 평가는 회의적이다. 메디슨의 경우 이러한 다각화에 몰두
하면서 99년 초음파진단기 신제품을 출시하지 못했으며, 2000년 6월 한국기업평가
는 메디슨의 신용등급을 투기등급으로 하향 조정했다(매일경제, 2001.10.12). 또한
바른손, 인터파크 등의 많은 벤처재벌들 역시 자신의 사업채는 물론 인수한 사업
체의 수익성도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매일경제, 2001.10.12). 이러한 근거
에 의해, 이들 벤처기업의 다각화는 현재의 수익성 창출과는 무관한 것으로 이해
될 수 있다.80)
따라서 이러한 벤처 다각화의 원인은 경제적인 이유보다 위에서 설명한 제도
적 환경 속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정부가 벤처기업에 대한 육성정책을 시행하
고 코스닥시장의 활황을 이끈 것은 벤처기업에게 다각화를 시킬 수 있는 기반을
제공했고, 정부의 시장 통제가 약화된 상황에서 재벌의 존재는 이러한 벤처 다각
화를 일으키는 제도적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위에서 제시한 벤처재벌들의 주주구성을 보면, 새롬기술81)을 제외하고 거의 모
든 기업에서 대기업의 자본을 확인할 수 없었다.82) 오히려 이러한 벤처재벌의 주

미스트, 제526호).
79) 새롬기술, 다음커뮤니케이션, 골드뱅크 등은 고유사업에서 수익 모델이 미진한 대표적
인 회사이다(매경이코노미, 2000.12.21).
80) 신영증권의 노근창 애널리스트는 이와 같은 벤처의 계열사 늘리기는 모기업의 수익성
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투자회사의 수익모델을 확보할 수 없을 것이며, 계열사가 많
다는 것은 내부거래, 관계회사간의 상호 거래를 통해 매출이 중복으로 잡힐 수 있으며,
외형은 커지고 수익성은 낮아지는 현상을 초래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매일경제,
2000.12.21).
81) 새롬기술의 경우 주요주주의 지분이 16.54%인 가운데, 삼성전자 2.21%, 삼성전기
1.10%, 삼성중공업 1.10%의 지분을 가지고 있었다(새롬기술, http :/ / w ww .serome.co.kr ).
82) 이는 매경이코노미(2001.12.21)에 올라와 있는 벤처재벌을 중심으로 확인한 결과를 바탕
으로 하고 있다. 각 벤처기업의 홈페이지는 투자홍보를 위해 주요주주구성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주)코스닥증권시장(http :/ / ww w .kosdaq .or .kr )의 기업정보센터 검색자료를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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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구성은 창업자 지분 및 계열사 지분, 외국인, 개인투자자 지분으로 구성되어 있
었다.83) 이는 코스닥 활성화와 함께 초고가 벤처기업의 시가총액이 웬만한 재벌그
룹의 상장사 전체 시가총액을 능가하기도 했기 때문이며, 재벌은 이미 거대화된
벤처기업에 개입하기 어려웠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벤처 다각화에 있
어 실재로 재벌의 강압적 동형화 압력 이 강하게 작용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므
로 대기업의 벤처에 대한 지원과 통제가 강력할수록 벤처기업은 대기업의 형태를
따라 갈 것이라는 가설은 실재적으로 검증되지 못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98년 벤처붐 이후 대기업 인력이 벤처로 이동했다는 점은 이러한 벤처기업의 다
각화가 대기업의 규범적 동형화 의 결과라는 점을 암시해주고 있다. 벤처붐을 통
해 규모와 자금 면에서 급격하게 성장한 벤처기업은 기업관리에 필요한 고급인력
을 필요로 했고, 코스닥시장을 통해 유입된 자금력을 바탕으로 대기업의 인력들을
유치했기 때문이다(중앙이코노미스트, 제537호). 위에서 제시한 벤처재벌들의 경우
에서도 대기업 근무 경력이 있는 임원들이 발견되고 있다.84) 이러한 대기업 출신
전문관리인력들의 대규모 벤처진출은 대기업의 경영 방식을 벤처에 자연스럽게
전파시키는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대기업으로부터의 인력이
벤처로 이동했다면, 대기업의 운영방식을 벤처에 도입하여 동형화 시킬 것이라는
규범적 동형화와 관련된 가설이 실재적으로 발생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벤처 다각화에 있어서 다른 무엇보다도 모방의 과정 이 가장 중요한 요
인으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벤처의 다각화를 바라보는 입
장은 벤처가 대기업을 흉내내고 있다는 평가다(매일경제, 2001.10.12; 매일경제,
2000.7.20; 국민일보, 2000.10.26). 모방적 과정은 조직환경이 불확실한 경우와 조직
목표가 모호한 경우 발생하며, 대안적 모델의 수가 적고, 기술이 불확실할수록 빠
르게 일어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DiMaggio, & P ow ell, 1992). 벤처재벌의 상황
은 이러한 모방적 과정의 조건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주력산업에서 수익모델
이 미진하고, 코스닥의 활황을 통해 보유자금이 풍부한 상태는 벤처기업의 수단과
해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
83) 이러한 지분구성은 재벌이 창업자 지분이 높은 것을 제외하면 재벌의 지분구조와 유사
해 보인다.
84) 각 기업체의 공시자료를 참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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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가 불안정적임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IT 산업의 거품 등은 조직환경의 불확실
성을 보여준다. 동시에 이러한 상황에서 벤처들이 모델화할 수 있는 기업체계는
사실상 재벌 외에 존재하지 않을 만큼 대안모델은 적었다. 이러한 조건들을 고려
한다면, 벤처 다각화의 제도적 근원은 모방의 과정에 있다고 볼 수 있고, 고로 벤
처기업이 대기업을 모방하고 있다는 가설은 강력하게 지지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논의들을 종합해 본다면, 벤처에 대한 제도적 환경으로의 정부는 발
전국가적 속성과 신자유주의적 표출이라는 내적 한계로 인하여, 벤처에 독특한 지
원과 통제를 제공하지 못했고, 오히려 기존 조직의 지원에 추가적인 혜택을 줌으
로써 벤처기업을 재무구조, 배태조직, 그리고 기업체계 등에서 기존의 기업조직과
동일하게 만드는 작용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벤처의 또 다른
제도적 환경으로서 대기업은 벤처와 밀착하면서 강력한 모방의 기제와 규범적 동
형화의 기제로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는 벤처에 대한 대기업의 독
립적인 영향으로 볼 수 없으며, 정부와 대기업의 영향이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나
타난 결과이다. 한국 벤처기업에 대한 제도적 압력은 유기적으로 연관된 국가와
시장의 제도적 특징의 반영된 결과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와 시장
의 제도적 영향만을 가지고 한국 벤처기업의 구조화를 설명하는 것은 부족하며,
90년 이후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는 정보사회의 기술적 특성에 대한 연구도 동시
에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는 벤처기업이 산업적 특성상 정보기술과 관련이 깊
고, 기술적 압력 역시 또 하나의 제도적 환경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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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술적 압력과 한국 벤처의 구조화
한국 벤처기업의 구조화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지배원리, 제도적 환경 등도 중
요하지만 기술적 요인에 대한 영향도 무시할 수 없다. 정보기술의 급속한 발전은
정보화 사회의 도래를 야기했으며, 시장과 조직의 속성을 변화시켰기 때문이다
(Scott , & Michael, 2000). 특히 정보기술의 발전은 기업들에게 새로운 시장의 가
능성을 제공해 주었고, 이러한 시장의 적합한 기업조직으로 벤처의 육성은 불가피
한 것이었다(성소미, 2001). 이러한 것을 보았을 때, 정보기술의 발전과 정보화 사
회의 등장은 벤처기업과 깊은 관련성이 있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장에서는
벤처기업의 구조화 과정을 살펴보기 위해서 정보사회의 속성과 기업조직에 대한
논의를 검토하고, 실질적으로 정보화 사회의 기술압력이 벤처기업에 끼치는 영향
을 분석하고자 한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러한 압력들이 한국 벤처기업의 구조화
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설명하고자 한다.

5 - 1. 정보화 사회와 기업조직
정보화란 정보를 생산, 관리, 전달, 활용하는 인간활동을 의미하며, 정보화 사회
는 정보화가 사회 전체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상태로 정의된다. 산업 및 경제
활동 중심의 고전적 시각에서 이야기하자면, 정보화 사회란 첨단정보 기술을 이용
한 정보의 창조나 개발이 일반기계나 자연 에너지를 이용한 상품이나 서비스의
산출보다 부가가치나 인력분포의 면에서 큰 비중을 차지함으로써 전체 사회가 정
보가치의 창출에 주력하는 상태로 규정된다(김문조, 1998).
이러한 정보화 사회는 기존의 산업사회와 다른 사회적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
으로 평가되고 있다. 토플러(T offler )는 산업사회의 역동적 성격을 '표준화' , '획일
화 ' , '집중화' , '대중화 ' 등으로 규정한 반면, 후속되는 정보화 사회란 다양화 , 유
연화 , 분산화 , 개별화 를 지향한다고 지적함으로써 전통적 산업사회와 구별되는
정보화 사회의 주요 측면들을 개념적으로 대비한 바 있다(T offler , 1981).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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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에 기초하여 정보화 사회의 특징을 대략적으로 정리하면 첫째, 정보사회에서
는 인간의 지적 능력 또는 지적 활동에 대한 사회 각 분야의 의존도가 대단히 높
아진다는 점이다. 둘째, 시공간의 응축(tim e- space compression )이다. 이는 정보통
신 기술을 이용하여 개인이나 집단들의 상호교류가 높아짐을 의미한다. 셋째, 경계
의 이완이다. 근대산업사회는 기업간, 사회 각 부분간, 국가간 경계가 비교적 완고
한 사회인데 반해, 정보사회에서는 모든 분야의 경계가 희미해진다. 기업들간에도
가장 적은 비용과 가장 높은 효율을 찾아 전략적 제휴가 단행된다. 그리고 분리된
실체들은 분리된 채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네트워크체제 하에 서로 연결되어
있다(김문조, 1998). 이러한 정보화 사회의 특징들은 사회 전반의 운영과 구조를
변화시키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고, 이러한 변화의 압력은 당연히 기업조직의 구
조를 변화시키는 요인이 되는 것이다(김성언·이승아, 1997)
정보화 사회와 기업조직에 대한 논의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정보기술의 발전과
기업조직의 관계를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보화 사회에서 정보기술의 발전은
기업의 업무구조나 생산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어주기 때문에, 산업사회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따라 정보기술과 이를 도입
한 조직구조 사이의 상관관계는 상당히 밀접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김성언·이승
아, 1997). 기업은 정보기술을 활용함으로 조직 내·외간의 시간적, 공간적 제약을
축소시키고, 정보교류를 빠르게 증가시킬 수 있으며, 그로 인해 업무 효율을 증대
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기업조직이 정보기술을 이용하는 것은 필수적이
며, 이러한 정보기술의 이용은 기업구조를 과거 산업사회의 수직적 계층화와는 다
른 모습으로 변모시키는 것이다(김성언·이승아, 1997)
그러나 이러한 정보기술의 발전이 기업조직 구조를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불분명하다. 정보기술이 조직에 도입된 이후 기술결정론적 관점에서
정보기술과 조직구조의 관계에 관한 실증연구들이 계속되어 왔지만, 그 결과들은
경제학 중심의 집권화 논의와 사회학 중심의 분권화의 논의가 대립하고 있기 때
문이다(정종태·김인수, 1998). 정보기술이 조직의 집권화를 가져온다는 주장에 따
르면, 정보기술은 조직 내 기능 및 사업 단위간의 통합을 통해 수평적 연대나 통
제를 증가시키고, 조직의 집권화를 유도한다고 본다. 즉 정보기술은 조직 내 중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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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의 수를 감소시켜 집권화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이에 반해 정보기술이
분권화를 가져온다는 주장은 자동화 운영시스템을 도입한 부서의 일선 관리자의
통제범위가 그렇지 않은 부서의 일선관리자의 통제범위보다 넓다는 것을85) 보여
주면서, 자동화가 의사결정권한을 하부로 위임시킨다고 설명한다(정종태·김인수,
1998). 이러한 두 주장 모두 장기간동안 관찰된 결과이며, 다양한 산업 및 다양한
기능분야에서 얻어진 결론이기 때문에 강력한 경험적 증거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
하지만, 정보기술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으며, 사례연구에 기초하고 있어 일반화
하기에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정종태·김인수, 1998). 또한 이러한 기술
결정론적 시각의 한계는 기술과 조직의 직접적인 관계를 가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조직에서 기술수준의 향상은 의식적, 무의식적 수준에서 사람이 개발, 관
리, 변경하는 과정을 가리키며, 동시에 기술발전의 결과는 조직 내부적 변화뿐만
아니라 조직 외부의 변화도 가져오는 것이다(정종태·김인수, 1998; 하재룡·김영
대, 1997; 한준; 2000).
이러한 기술결정론적 조직이론의 한계를 넘는 정보화 사회와 기업조직에 대한
최근 이론은 네트워크 이론이라고 볼 수 있다(하재룡·김영대, 1997; 김성언·이승
아. 1997; Perrow , 1992). 산업사회에서 수직적 계층화된 기업구조가 지배적이었다
면, 정보화 사회의 조직구조는 수평적이고 분권화된 자율적 형태이며, 회사 내의
모든 세부조직 간 혹은 회사 외의 다른 조직들과 공식적 또는 비공식적인 네트워
크로 연결되는 조직이 지배적일 것이라는 주장이다(김성언·이승아, 1997; 하재
룡·김영태, 1997). 이러한 네트워크 조직의 등장은 두 가지 요인에 의해 지지된
다. 하나는 위에서 보듯이 정보기술의 발전에 의해 기업의 효율성이 높아졌으며,
거래비용(transaction cost )이 감소86)되어 기업의 수직 통합이 가지고 있는 이익을
85) 이는 May er가 1968년 미국 주정부의 254개 재무관련 부서를 대상으로 한 연구를 의미
한다(Mayer , 1968).
86) 개방된 시장을 통한 거래에서 가장 큰 문제는 거래비용이 높다는 것이다. 외주계약에
의한 거래는 거래조정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높은 조정비용을 초래한다. 외
주계약에 의해 원료나 부품을 공급받는 경우, 기업은 적절한 공급자를 물색해야 하고 계
약을 구체화하며 이를 강제하고 재정적 장치를 다루는데 드는 추가비용을 지불해야만
한다. 이러한 이유로 산업사회의 기업은 계층제를 도입하였다. 그러나 현대 정보기술이
통신과 정보처리비용 및 조정비용을 감소시킴으로써 조직내 생산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는 외주생산을 장려하게 될 것이라는 가정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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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소시켰기 때문이다(변지석, 1996: 하재룡·김영대, 1997).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이
제까지 비교적 안정적이던 시장 형태가 점점 동적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Internet
이나 Intranet의 구축에 따라 기업의 정보획득 방법도 다양해지고, 요구되는 정보
간의 상호관계도 점점 복잡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즉 정보화 사회가 되면서 기업
환경이 불확실해진 것이다(김성언·이승아. 1997: 하재룡·김영대, 1997). 불확실하
고 역동적인 환경은 조직구조가 좀 더 유기적인 것으로 변화할 것을 요구하며, 이
에 대한 대응으로 조직은 분권화와 소규모성을 추구하게 된다(하재룡·김영대,
1997). 이러한 정보화 사회의 환경 변화는 기업조직의 모습을 자유롭게 다수의 네
트워크 조직에 참여시킬 수 있고 동시에 자신의 이해를 보존할 수 있는 형태 87)인
네트워크 조직으로 변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네트워크의 조직이 정보화 사회의 기업조직으로 급부상한 것은 미국
실리콘 밸리의 성공에서 기인한다(박용찬, 2000; 이장우·김세영, 1999). 실리콘 밸
리에 존재하는 기업조직의 성공 이면에는 이러한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경쟁과
협력의 역설 이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이다(Sax enian , 1994). 이는 기업조직의 자유
로운 네트워크 참여와 이러한 참여 내에서 자신의 이해 보존이라는 논리를 반영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네트워크 조직이 정보화 사회의 이상적인 기업조
직으로 떠오르고 있지만, 여기에는 역설의 극복이라는 현실의 문제가 존재한다. 실
리콘 밸리의 성공을 제시한 섹소니언(Sax enian ) 역시 이러한 경쟁과 협력이라는
역설이 실리콘 밸리에서 가능했던 이유를 미국 서부의 독특한 문화적인 요인88)으
로 설명하고 있다(Sax enian, 1994). 또한 많은 나라들이 실리콘 밸리의 네트워크
조직을 모방하고 있지만, 이스라엘과 대만의 사례를 제외하면 대부분 실패한 것으
로 평가되고 있다(박용찬, 2000). 이와 같이 네트워크 조직이라는 것은 정보화 사
회의 주도적인 기업조직구조로 인정되고 있지만, 이는 신뢰(tru st ) 를 기반으로 한

(하재룡·김영대, 1997).
87) 하재룡·김영대(1997)는 이를 네트워크 조직이 기존의 산업조직과 다른 결정적인 요인
이라고 본다.
88) 섹소니언(Sax enian , 1994)은 실리콘 밸리의 성공에 대하여 중앙 정보와의 거리로 인해
정부지원사업의 수혜를 입을 수 없었고, 1900년대 이전까지 산업의 불모지였다는 점이
이 지역의 상호연계의 전통을 자생적으로 만들 수밖에 없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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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적 요인에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정보화 사회의 성공적 기업조직 중 하나
로 볼 수밖에 없다.
이러한 정보화 사회와 기업조직의 관련을 살펴보았을 때, 분명히 이 둘 사이에
는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그 관계는 결정적이지 않으며 산업
속성, 사회적 제도 등의 다변인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또한 기술적
압력에 관심을 두는 정보화 사회와 기업조직에 대한 분석은 그 분석범위를 줄이
고, 정보기술이 가져다주는 조직 내부와 조직 외부의 여건을 분석하는 작업이 필
요하다.

5 - 2. 정보화 사회의 기술적 압력과 벤처기업 : 생산과 시장을
중심으로

기술적 압력이 한국 벤처기업의 구조화 과정에서 어떠한 작용을 했는가를 알
아보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일반 벤처기업이 처한 기술적 상황을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위에서 알아본 것처럼 정보화 사회와 기업조직에 대한 일반이론을 한국
벤처기업의 현실에 적용하는 것은 검증되지 않은 일반이론을 무분별하게 도입하
는 잘못을 저지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산업을 벤처기업으로 제안하고, 기
술적 압력을 조직 내·외부로 나누어 검토하는 것은 한국 벤처기업의 구조화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정보화 사회의 일반 조직이론을 적용하는 것 보다 유용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벤처기업은 정보산업89)에 집중하면서, 고위험, 고수익의 니치
(niche)를 공략하는 기업이다(중소기업청, 1999; 성소미, 2001). 그러므로 벤처기업
이 처한 기술적 상황은 정보산업을 이용하는 동시에 이를 판매해야 하는 것이다.
즉 벤처기업은 조직 내부적으로 효율적 생산활동을 위해 이러한 정보기술을 이용
89) 이러한 정보산업에는 정보통신산업, 우주산업, 첨단기기 산업, 영화, 텔리비전, 교육, 의
약품, 의료 등도 포함된다. 특히 의약품이나 반도체와 같은 산업은 제조업처럼 보이지만,
이들의 실질적인 제품이 지식이라는 점에서 정보산업이라 부를 수 있는 것이다(변지석,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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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조직구조를 변화시키고, 동시에 정보기술을 만들어 시장에서 경쟁해야 하는
생산과 시장의 압력을 동시에 받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벤처기업이 처한 기술
적 압력은 이 두 부분을 검토해야 한다.
생산의 측면에서 벤처기업은 전산화(comput erization ) , 연계(net w orking ) , 분
권화(flexibility ) 의 3단계 차원에서 정보기술을 이용할 수 있다(김문조, 1998). 첫
째, 전산화의 차원에서 벤처기업은 컴퓨터와 같은 전산기기를 이용하여 단순화된
업무를 자동화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기업은 인력과 시간을 절감할 수 있다. 둘
째, 연계화의 단계에서 벤처기업은 인터넷, 인트라넷, ERP 시스템, 모발통신기기
등의 정보통신을 이용하여 기업 내·외부적으로 의사소통을 확산시키고, 합리화시
킬 수 있다. 그 결과 통제력의 범위는 확산되며 과거와 같이 수직적 계층화 의 필
요성은 감소하게 된다. 유연화의 단계에서 벤처기업은 전산화와 연계화 과정을 종
합하여 다양한 기술을 시간과 공간의 한 시점에서 모을 수 있다. 그 결과 벤처기
업은 분권화 및 아웃소싱 등의 유연생산방식을 통해 소규모 조직임에도 불구하고
낮은 원가로 제품을 생산할 수 있다(Scott , & Michael, 2000). 이는 벤처기업에게
있어서 과거와 같은 규모의 경제 를 확립할 필요를 감소시킨다. 이와 같이 생산에
있어 정보기술의 도입은 벤처기업으로 하여금 소규모성(down - sizing ) 을 유지하면
서 과거 산업조직이 요구받던 규모의 경제와 수직적 계층화의 필요성을 감소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 결국 정보기술의 활용은 상대적으로 벤처기업에게 기업구조의
소규모성과 분권화의 필요성을 강화시켜주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생산에 있어 정보기술의 영향력은 비단 벤처기업만이 받고 있는
것은 아니다. 기업의 정보기술 이용은 모든 산업에 걸쳐 일어나고 있다(Scott , &
Michael, 2000). 그러나 기존의 거대기업들은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는 관성90)으로
인해 이러한 정보기술을 기업조직 변화에 적절하게 이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생
산에 있어 정보기술의 영향은 기존의 기업체보다 상대적으로 신생기업인 벤처기
업에 더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이다.

90) 한국의 첨단기술산업을 담당하는 대기업의 경우 이러한 정보기술을 도입했음에도 불구
하고, 조직적 관행은 여전히 관료적이었으며, 실험적으로 실행된 팀제의 경우 75%가 실
패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김현옥,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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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의 처한 기술적 압력에 있어 더 중요한 요인은 정보기술이 이들의 경
쟁 상품이라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상품으로서 정보기술은 과거 산업사회의 제조
품과는 상당히 다른 시장의 규칙(rule of m arket ) 속에 놓여있는 것으로 설명된
다(Scott , & Michael, 2000; 변지석, 1996; 성소미, 2001). 이러한 정보기술 시장의
특징은 크게 표준화를 위한 과경쟁, 시장사이클의 모호성 증가, 산업 영역의 모호
성 증가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표준화와 관련하여 보면, 표준은 오래 전부터 존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
나 과거의 표준은 국가나 공인된 기관이 결정하고 기업은 그것에 기초해서 제품
을 개발하면 됐다(변지섭, 1996). 그러나 정보기술이 중요한 정보화 사회에서는 이
러한 표준화에 대한 시장 규칙이 변화하고 있다. 이는 국가나 공인된 기관이 표준
화를 정하는 것이 아니고, 주도적 기업이나 시장이 표준화를 정하는 사실상의 표
준(de facto st andard) 91)이 자연스럽게 적용되고 있기 때문이다(Scott , & Michael,
2000; 변지섭, 1996; Gibson et c, 1996). 이러한 것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하나
는 기술혁신의 스피드이다. 정보기술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급격하게 진보하고
있다. 정부와 공공기관이 정하는 표준은 이 속도를 따라갈 수 없다. 그러므로 정
부나 공공기관이 표준을 정하기보다는 어떤 한 회사가 제품의 표준을 실질적으로
정해버리는 편이 훨씬 빠르기 때문이다. 또 하나의 요인은 국제화의 물결이다. 국
가가 표준을 정하고 이에 준하여 제품을 개발하는 방식은 시장이 국내에 한정된
경우에만 가능하다. 그러나 이미 정보기술 시장은 범세계적 경쟁이 불가피하며, 국
가가 정한 표준이나 국가간의 타협으로 정해진 국제표준을 따르기보다는 자사의
규격을 구체화시키는 것92)이 훨씬 빠르고 효과적이기 때문이다(변지석, 1996).
이와 같이 기업이 자사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시장에서 사실상의 표준으로 만
들어 놓으면, 그 시장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차지하게 된다(성소미, 2001; 변지석,
1996; Scott , & Michael, 2000). 이는 네트워크의 효과를 통해 얻어질 수 있는데,
정보기술 상품은 이용하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소비자의 혜택이 증가하기 때문이

91) 1980년대 이후 VT R, P C의 OS와 마이크로프로세서 등은 기업에 의해서 사실상의 표준
이 확립된 대표적인 사례이다(변지석, 1996).
92) 이러한 예는 마이크로소프트사나 인텔의 전략에서 확인할 수 있다(변지석,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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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또한 한 제품의 표준화에 익숙해지면 잠김효과(Lock - in ) 가 발생하는데, 이를
통해 기업은 또 다른 진입장벽을 만들 수 있다(성소미, 2001).
이러한 표준화는 기업에게 커다란 이윤을 약속하는 것이다. 그런 만큼 이에 대
한 기업간의 경쟁은 치열하다. 그러므로 정보기술시장은 과경쟁과 진입과 퇴출이
활발하게 일어나며, 그 결과 시장은 불확실성이 증가되는 것이다(성소미, 2001;
Scott , & Michael, 2000). 이와 더불어 이러한 표준화가 시장의 불확실성을 증가시
키는 이유는 시기적인 모호성에 근거한다. 아무리 시장에서 최고의 기술을 성취했
고, 이를 바탕으로 제품을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언제 이 제품을 출시해야 하는지
는 정확하게 알 수 없다. 정보기술 상품은 다른 상품과의 연계 속에 그 가치가 증
가하는데, 연관된 시장의 성숙 없이 급하게 상품을 출시하는 경우 그 상품은 시장
에서 외면 당하기 때문이다.93) 그러므로 MIT 의 기술경영연구소에서도 정보산업에
있어 중요한 것은 시기적으로 언제 표준화를 지원해야 하며 실제 표준화를 독점
하여 경쟁자들 보다 선도적 입지를 차지해야하는 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
다(Scott , & Michael, 2000). 이와 같이 정보기술산업에서 표준화와 관련된 문제들
은 시장의 불확실성을 크게 증가시키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정보기술 산업의 또 다른 시장적 특징은 시장사이클이 모호하다는 것이다. 이
역시 정보기술의 스피드와 관련되는데, 정보기술의 빠른 진보는 대체 상품을 빠르
게 내보냄으로써 시장의 성숙과 쇠퇴를 빠르게 하고 있다. 이러한 예는 호출기 산
업에서 볼 수 있는데, 이 산업은 뒤이은 휴대폰 시장의 급속한 성장으로 인해 10
년 안에 시장의 성장과 성숙, 쇠퇴를 겪어야 했다. 그와 반대로 인터넷 산업의 경
우 빠른 기술적 성장으로 인해 시장의 수익성이 곧 나타날 것이라는 일반적인 전
망과 달리 시장의 성숙도는 끝이 보이지 않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매경이코노
미, 2000.12.21).94) 이와 같이 정보산업 시장은 그 시장의 사이클이 모호하며, 그로
93) 이러한 예는 최근 개발되고 있는 휴대폰 화상 콘덴츠 사업에서 발견된다. 애초에 이 사
업은 IMT - 2000 사업과 함께 시장이 넓어질 것으로 예상했으나, 2000년 하반기 시험 예
정이던 IMT - 2000 사업이 기술적인 문제로 그 시행시기를 알 수 없게 되자 이미 개발을
마친 콘덴츠 회사들은 도산의 위기에 직면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아이뉴스24,
http :// ww w .inew s24.com ).
94) 인터넷 포탈 사이트나 인터넷 상점의 경우 예상과 달리 수익이 저조한 것으로 보고되
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첨단 제조업을 주력으로 하는 벤처기업들이 인터넷 사업에 속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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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해 전반적인 시장 예측이 어렵다(Gibson et c, 1996). 이러한 특징 역시 시장의
불확실성을 증가시키는 요인인 것이다.
정보기술 산업의 주요한 특징 중 하나는 산업영역이 모호하다는 것이다. 사실
상 정보기술에 의한 이윤은 그 자체의 판매 이윤보다 잠재적으로 가져다 줄 수
있는 이윤 측면이 더 크다(Scott , & Michael, 2000). 이는 정보기술 자체가 산업과
조직 내 상호관련성 정도와 그 본질을 변화시키기 때문이며, 일반적으로 독립된
정보기술 자체로는 어떠한 지속적인 경쟁 이윤도 제공해주지 못한다(Scott , &
Michael, 2000). 많은 경험적 사례들을 보았을 때, 정보를 적극적으로 만들고 이용
하며, 판매하는 정보 및 지식관련기업들이 축적된 정보를 바탕으로 다른 산업에도
쉽게 진출하여 경쟁우위를 차지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변지석, 1996). 그 예로
미국의 AT &T 는 정보나 통신사업말고도 이미 대부, 보험 등의 금융업에도 진출해
있고(변지석, 1996), 한국통신 역시 기업들을 상대로 휴대폰 수금서비스를 제공하
고 있다. 또한 한국사회에서 열풍처럼 일어나고 있는 전략적 제휴 역시 이러한 정
보기술의

시장적

특징을

바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싸이버저널,

http:/ / w w w .s syber .com ).95) 이러한 산업영역이 모호하다는 정보기술 산업의 특징
은 기업으로 하여금 다른 기업과 제휴를 촉진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이
다. 이러한 정보기술의 시장적 특징은 벤처기업으로 하여금 시장의 불확실성을 증
가시키고, 끝임없이 제휴를 추구하게 만드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정보화 사회의 기술적 압력과 벤처기업과의 관계를 생산적 측면과 시장적 측
면에서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생산적 측면에서 정보기술의 도
입은 수직적 계층화와 규모의 경제가 가지는 장점을 보완함으로써 신생 벤처기업
은 기업규모를 증가시킬 요인이 없는 것이다. 또한 시장의 측면에서 벤처기업은
시장의 불확실성(고위험, 고수익)에 직면에 있으므로 불확실한 시장에 대한 과대
투자를 할 요인이 없다. 이는 곧 기업의 규모를 키울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
진입하는 것은 이러한 인터넷을 중심으로 한 시장의 잠재적 수익성이 높다고 판단하게
때문이다(매경이코노미, 2000.12.21).
95) 그러나 이러한 한국사회의 제휴 열풍은 질적인 측면에서 서구의 제휴에 미치지 못하며,
실질적인
시너지
효과도
일어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된다(싸이버저널,
http :// ww w .ssayber .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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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동시에 산업경계가 모호함으로 인해 벤처기업은 각종 제휴의 필요성을 느끼게
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것을 종합해보면, 이상적인 벤처기업의 형태는 네트워
크 조직인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압력에 대한 실제 기업의 반응은 다양할 수 있
다. 조직구조의 변화는 정보기술의 도입 효과 외에도 기업고유의 특성과 여러 가
지 다른 영향요인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다(김성언·이승아. 1997). 그러므로 다
음 절에서는 한국 벤처기업의 구조화 모습을 검토함으로써 이러한 기술적 압력이
어떻게 영향을 주었는지를 검토하고자 한다.

5 - 3. 기술적 압력과 한국 벤처기업의 변이
한국 벤처기업의 논의에 일반 벤처기업의 기술적 압력에 대한 논의를 적용하
기 위해서는 한국 벤처기업의 업종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벤처인증제도에 따르
면, 한국 벤처기업은 업종에 관계없이 벤처기업으로 인증받으면 벤처기업이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한국 벤처기업 중에는 첨단정보기술과 무관한 기업들이
존재하고 있다. 그러므로 한국의 벤처기업 중 첨단정보산업을 업종으로 하는 업체
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검토는 위에서 살펴본 벤처기업에 대한 일반논의의 적
용 가능성을 알아보는 데 필요하다.
한국 벤처산업의 업종별 분포를 보면 다음과 같다. < 표5- 1> 은 2001년 한국 벤
처기업의 업종분포를 나타낸 것인데, 이를 통해 보면 첨단정보기술과 관련된 산업
은 2000년 첨단제조업 27.8%, 소프트웨어·정보통신서비스업 30.3% 총 58.1%에서
2001년 첨단제조업 40.6%, 소프트웨어·정보통신서비스업 26.4%로 총 67.0%로 증가
한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을 보았을 때, 한국의 벤처기업은 벤처인증제도에
도 불구하고 첨단정보산업에 상당히 집중해 있고, 그 추세에 있어서도 일반제조업
들이 점차 감소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므로 위에서 제시한 일반 벤
처기업에 대한 기술적 압력의 논의는 한국 벤처기업에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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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5- 1> 한국 벤처기업의 업종별 분포
2000년 조사 (비율)

2001년 조사 (비율)

첨단제조업

1,647 (27.9 %)

3,193 (40.6 %)

일반제조업

2,166 (36.6 %)

2,002 (25.5 %)

소프트웨어·정보통신서비스

1,791 (30.3%)

2,074 (26.4 %)

기 타

307 (5.2 %)

596 (7.5 %)

합 계

5,911 (100 %)

7,865 (100 %)

*. 자료출처: 중소기업청, 2001. 2001년도 벤처기업 정밀실태조사 결과.

위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벤처기업에 대한 기술적 압력은 기업으로 하여금 소
규모화, 유연화 등을 지향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종합적 결과는 네트워크 조직으
로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기술적 압력이 한국 벤처기업의 구조
화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한국 벤처기업의 구조화된
모습이 얼마나 네트워크 조직의 구조와 일치하고 있는지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는 한국 벤처기업의 인력규모 및 인력구성, 그리고 아웃소싱 및 제휴 현
황을 검토해 봄으로써 알 수 있다.
한국 벤처기업의 인력규모 및 인력구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표5- 2> 는
1999년부터 2001년까지 한국 벤처기업의 종업원수 변화추세를 나타낸 것이다. 한
국 벤처기업의 종업원수 변화추세를 살펴보면, 1999년의 경우 업체당 평균 36.82명,
2000년에는 39.11명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며, 2001년에는 평균 46.51명으로 증
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를 통해 보았을 때, 비록 2000년에서 2001년 사이
에 평균 종업원수는 7.40명이 늘어났지만, 비교적 소규모성을 유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표5- 2> 한국 벤처기업의 종업원수 변화추세

평균 종업원수
(단위: 명)

1999년

2000년

2001년 예상

36.82
(n=5989)

39.11
(n=7677)

46.51
(n=7507)

*. 자료출처: 중소기업청, 2001. 2001년도 벤처기업 정밀실태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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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사실은 국내 벤처기업의 종업원 규모별 변화추세를 통해 다시 확인할 수
있다. < 표5- 3> 은 국내 벤처기업의 종업원 규모별 변화추세를 보여주는데, 전반적으
로 그 비율은 크게 변화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중소기업청, 2001). 또한 규
모별 분포를 보았을 때, 5- 30명 이 각 연도에서 60% 이상을 차지함으로써 평균적
인 한국 벤처의 규모를 반영하고 있다.
< 표5- 3> 한국 벤처기업의 종업원 규모별 변화추세
1999년 조사

2000년 조사

2001년 조사

4명 이하

179 (6.7 %)

377 (7.3 %)

442 (5.8 %)

5명-30명

1,627 (61.2 %)

3,304 (64.1 %)

4,852 (63.2 %)

31-50명

352 (13.2 %)

664 (12.9 %)

1,084 (14.1 %)

51- 100명

300 (11.3 %)

479 (9.3 %)

775 (10.1 %)

101명 이상

200 (7.5 %)

334 (6.5 %)

522 (6.8 %)

2,658 (100 %)

5,158 (100%)

7,675 (100 %)

합계

*. 자료출처: 중소기업청, 2001. 2001년도 벤처기업 정밀실태조사 결과.

또한 인력구성의 측면에서 보았을 때, 한국의 벤처기업은 기존 조직과 달리 기
술인력 비중이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표5- 4> 는 2001년 국내 벤처기업의
인력구성을 나타낸 것인데, 기능직 20.2%, 사무관리직 19.8%, 전문가 16.9%, 기술
직 및 준전문가 17.0% 순으로 구성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를 통해 보았을 때 기
술관련 인력구성은 전문가, 기술직 및 준전문가를 합쳐 전체인력의 31.9%를 차지
하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사실은 98년 국내 벤처기업의 기술인력 비율
51.00%에서 크게 감소한 것이지만, 동시기 중소기업이 2.70%이며, 대기업이 0.30%
라는 사실에 미루어 보면 아직도 높은 수준이다(중소기업청, 1999). 또한 < 표5- 4>
를 살펴보았을 때, 이러한 기술인력은 각 업체마다 평균 2명 정도가 부족한 것으
로 나타나고 있음으로, 벤처기업의 조직구조는 기술개발 중심이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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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5- 4> 한국 벤처기업의 인력구성

전체
(n=7492)
석/박사
(n=7492)
부족인원
(n=7492)

사무
관리직
7.32
(19.8%)

기술직 및
기능직
준전문가
6.25
6.31
7.47
(16.9%) (17.0%) (20.2%)
전문가

단순
노무직
5.49
(14.8%)

서비스
종사자
0.96
(2.6%)

판매
관리직
3.23
(8.7%)

37.03(100 %)

합계 (비율)

0.64

1.86

0.60

0.17

0.12

0.02

0.17

3.59(9.7 %)

0.51

1.01

0.85

0.56

0.38

0.07

0.50

3.88(10.5 %)

*. 단위: 명
*. 주) 전체인원에 응답한 경우에만 석·박사 인력과 부족인원을 계산했음.
*. 자료출처: 중소기업청, 2001. 2001년도 벤처기업 정밀실태조사 결과.

이와 같은 것을 보았을 때 한국의 벤처기업은 인력규모에서 소규모성을 유지
하고 있으며, 인력구성의 측면에서 볼 때 기술인력 위주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
을 볼 수 있다. 이러한 모습은 네트워크 조직의 특징과 동일하며, 그 동력은 벤처
를 둘러싼 기술적 압력의 영향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즉 기업 내의 정보기술의
확산은 벤처기업에게 높은 생산성을 제공함으로써 규모의 경제가 가진 인센티브
를 제거해주며, 동시에 기술인력 중심의 인력구성을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정보기술시장에 있어 불확실성의 증가는 규모확장에 따른 위험성을 증
가시키며, 벤처기업으로 하여금 기술경쟁을 위한 연구에 전력하게 만들고 있기 때
문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압력에 처한 벤처기업은 규모확장의 매력을 느낄 수 없
으며, 기술인력 비중을 높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한국 벤처기업의 현실에
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있다.
한국 벤처기업의 유연화에 정도는 아웃소싱과 제휴 현황을 통해 알아볼 수 있
다. 한국의 경우 기업체들의 아웃소싱(out sourcing )96) 추진은 경제위기 이후에 뚜렷하게
발견되는 현상인데, 이는 정보기술의 발달과 유연화된 기업구조를 갖기 위한 기업구조조정
의 과정 속에서 일어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현대경제연구원, 1998). 이러한 것을 미루어
본다면, 현재 한국에 불고 있는 아웃소싱의 바람은 단지 벤처기업에만 해당하는 것은 아니
96) 아웃소싱 개념이란, 기업 등이 ① 핵심 업무에 경영 자원의 집중, ② 전문성의 확보, ③ 비용의
삭감 등의 명확한 전략적 목적을 가지고, 조직 기능과 업무 일체(설계에서 운영까지)를 자회사 이
외의 전문 공급 업자에게 장기적으로 위탁하는 것으로 정의된다(현대경제연구원, 1998). 그러므로
시장의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기업이 핵심역량에 몰두하면서, 다른 업무에 대하여는 유연하게
대처할 수 아웃소싱을 이용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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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일반기업과 벤처기업 사이의 아웃소싱 실태를 비교하면, 그 차이
를 발견할 수 있다.
<그림5- 1>는 일반기업과 벤처기업의 아웃소싱 활용분야를 비교한 것인데, 인사교육
및 정보시스템 분야를 제외한 생산, 연구개발, 재무경리, 총무홍보의 전분야에서 벤처기업
의 아웃소싱 활용이 일반기업보다 월등히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벤처기업이 일반기업
보다 정보시스템의 아웃소싱 활용이 낮은 것은 벤처기업이 정보통신산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자체 해결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중소기업청, 2000). 또한
벤처기업의 인사교육훈련 비중이 낮은 것은 대부분의 벤처기업이 소규모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아웃소싱의 필요성을 덜 느끼는 것으로 설명되고 있다(중소기업청, 2000). 이러한 것
을 종합해보면, 아웃소싱에 있어서 일반기업보다 벤처기업의 활용도가 더 높다고 주장할
수 있다. 이러한 원인은 일반기업들이 아웃소싱을 하는 데 내부적 저항이 높다는 사실을
인지한다면(안희탁, 1999),97) 비교적 소규모성을 유지하는 벤처기업의 경우 내부저항이 적
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벤처기업 대부분이 기술적 압력이 큰 정보기술산업에 집중
에 있음으로, 아웃소싱의 필요성을 더 절실하게 느끼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98)

97) 일반기업의 아웃소싱 현황을 분석한 안희탁(1999)의 연구 결과를 보면, 아웃소싱을 실
행하는 데 발생하는 문제점으로, ① 노동조합 등 근로자측의 이해를 얻기 어렵
다 (18.4%), ② 잉여인원의 재배치가 어렵다 (14.3%), ③ 위탁회사의 업무처리 내용이
체크하기 어렵다 (11.2%), ④ 위탁회사의 전문성이 부족하였다 , 업무의 분리가 어렵
다 (7.1%), ⑤ 업무의 매뉴얼화·표준화가 어렵다 (6.1%) 등의 순을 나타내었다.
98) 2001년 실시된 벤처기업 아웃소싱 활용 실태조사에 대한 설문결과 (대덕밸리벤처연합
회, 2001)를 보면, 아웃소싱 도입 필요에 대한 질문에 '매우 필요' 52%, '필요' 48%, '없
음' 0%의 응답률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사실은 거의 모든 벤처기업이 아웃소싱의 필요
성을 느끼고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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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5- 1> 일반기업과 벤처기업의 아웃소싱 활용분야

*. 자료출처: 현대경제연구소, 1998./ 중소기업청, 2000.
*. 주) 일반벤처기업의 자료는 현대경제연구소의 1998년 조사자료를 기반으로 했으며, 벤처
기업의 자료는 중소기업청 2000년 벤처백서를 기반으로 하였다. 두 자료 모두 조사기간은
1998년에 기초해있다.

아웃소싱 외에 기업조직의 유연성을 나타내주는 것으로 제휴 현황을 들 수 있
다. 특히 벤처기업의 제휴관계는 거래의 외부화를 넘어 제휴기업간의 시너지를 추
구하기 때문에 네트워크 조직의 핵심 요소라고 볼 수 있다(하재룡·김영대, 1997).
한국 벤처기업의 제휴 현황 및 계획(2001년 현재)을 살펴보면, < 그림5- 1> 에서 확
인할 수 있듯이 현재 제휴를 추진 중인 업체99)는 21.9%, 1년 이내 계획 중인 업체
는 17.2%, 2년 이내는 20.9%로 나타났으며, 계획 자체가 없는 업체도 38.3%에 이
르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것을 미루어 보았을 때, 한국 벤처기업의 제휴 현황
은 초보적 수준이며, 제휴 자체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도 많은 것으
로 볼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시장의 불확실성이 높고, 산업 영역이 모호한 벤처
기업의 환경조건을 미루어 본다면 이례적인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즉 한국 벤처
기업이 동일한 기술적 압력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트워크 조직의 특성을
따르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현상은 한국 벤처기업의 제휴
관계를 성립하는 데 기술적 압력 외의 다른 장애요인이 개입되어 있음을 보여주
는 것이다.
99) 현재 정보통신업계의 제휴 특징은 대기업과 벤처기업의 제휴가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
이다. 이는 벤처의 제휴 목적이 기술협동보다는 대기업의 명성을 빌려 기업홍보 효과를
증대하는 데 있기 때문이다(사이버저널, http :/ / w ww .ssayber .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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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5- 2> 한국 벤처기업의 전략적 제휴 현황 및 계획

*. 자료출처: 중소기업청, 2001. 2001년도 벤처기업 정밀실태조사 결과.

< 표5- 5> 는 한국 벤처기업이 전략적 제휴를 할 때 어려운 점들을 항목별로 나
타낸 것이다. 이를 통해 보면, 50.7%가 제휴 상대기업과 합의도출이 가장 어렵다
고 응답했으며, 28.9%는 제휴 상대기업을 찾는 것이 어려운 점으로 나타나고 있
다. 이러한 응답은 한국 벤처기업의 현실에 있어서 전략적 제휴가 필요함에도 불
구하고 기술적 압력을 능가하는 장애요인이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상대기업
과 합의도출이 어렵다는 점은 한국 벤처산업 내의 신뢰가 낮다는 것을 보여주며
이는 실리콘 밸리의 문화적 특성과 다르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시사해준다. 또한
제휴할 상대기업을 찾는 것이 어렵다는 점은 한국 벤처기업이 양적인 팽창에도
불구하고 제휴할만한 매력적인 벤처기업의 수는 많지 않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
다. 이러한 문제들은 다시 한국 벤처기업의 제도적 환경을 고려해야 함을 보여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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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5- 5> 전략적 제휴시 어려운 점
2001년 조사
응답 수
(복수응답)

비율

제휴 상대기업 찾기

1,596

28.9 %

제휴 상대기업과 합의도출
제휴관련 서류 작성 등 추진방법에 대한
정보부족
전문인력 부족

2,803

50.7 %

453

8.2 %

544

9.8 %

130

2.4 %

5,526

100.0%

기 타
합계

*.자료출처: 중소기업청, 2001. 2001년도 벤처기업 정밀실태조사 결과.

이러한 한국 벤처기업의 기술적 압력 결과를 종합해 보면, 규모의 측면에서 소
규모성을 유지하고 있고, 이에 따른 아웃소싱 현황 역시 일반기업보다 높은 수치
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네트워크 조직의 핵심인 제휴 현황에 있어서는 전반적
으로 취약한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러한 사실은 정보화 사회와 관련된 기술적
압력이 한국 벤처기업의 모든 부분의 변이를 발생시키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
여준다. 그러므로 한국 벤처기업의 구조화는 기술적 압력 속에서 소규모성을 유지
하고 있으며, 유연화 부분에서는 네트워크 조직과는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으로 평가할 수 있다.100) 그리고 이러한 제휴 부분의 취약성은 다시 제도적 환경
과의 관련을 통해서 설명해야 함을 보여준다. 즉 벤처기업이 산업 특성상 제휴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그 현상이 미약한 것은 그에 대한 대체할 무엇이 존
재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벤처기업의 다각화 전략과 관련이 있다고 생
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100) 이러한 사실은 기술적 압력과 벤처의 관계에 대한 가설을 고려해 보았을 때, 한국의
현실에서는 소규모성이 강하게 지지되는 반해, 유연화 부분은 기각되는 것으로 볼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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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한국 벤처기업의 제도적 동형화
이상의 연구결과들을 종합해 보면, 한국의 벤처기업들은 가산적 지배원리 , 정
부 및 시장의 제도적 특성 , 정보기술의 압력의 영향 속에서 창업자 위주의 지배
구조 , 다각화 구조 , 소규모성 이라는 특징을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장에
서는 이러한 한국 벤처기업의 구조화 결과를 성숙한 벤처기업을 통해서 다시 한
번 확인하고, 그 근거가 되는 제도적 환경을 통합적으로 인식하고자 한다. 또한 이
러한 인식을 통해 한국 벤처기업의 현실을 검토하고, 이에 대한 평가 및 연구에
대한 함의를 제공하고자 한다.

6 - 1. 한국 벤처기업의 제도적 동형화 과정 : 제도적 동질화와
기술적 이질화

본 연구는 한국의 일반 벤처기업의 구조화 과정을 벤처기업을 둘러싼 제도적
환경을 중심으로 설명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설명은 각각의 제도적 환경을 중심으
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한국 벤처기업의 구조화된 모습을 종합적으로 묘사할 수
없었다. 그러므로 본 절에서는 성숙한 벤처기업으로 볼 수 있는 코스닥 자산 순위
상위 10개 벤처업체를 대상으로 구조화 특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다시
벤처를 둘러싼 제도적 환경- 제도 및 기술적 압력- 의 통합적 인식 속에서 설명하
고자 한다.

6 - 1 - 1 . 코 스 닥 자 산 순 위 10개 업 체 에 대 한 구 조 화 검 토
코스닥에 등록된 벤처기업은 한국 벤처기업의 구조화된 모습을 살펴볼 수 있
는 대상으로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벤처기업의 성공은 기업공개(IPO) 또는 인
수합병(M&A ) 을 통하여 투자한 자본금을 극대화된 기업가치로 회수하는 것을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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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한다(배광선 외, 2000). 그러므로 성공한 벤처의 창업자나 그 투자자들은 20- 30
배의 투자이익을 얻게 되며, 실패한 경우 투자금액을 모두 날릴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것이다. 결국 벤처기업의 고위험, 고수익의 특성은 이러한 것에서
연유한다. 그렇게 때문에 코스닥에 등록된 벤처기업은 성공한 벤처기업으로 볼 수
있으며, 비교적 안정된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코스닥
시장의 자산 순위 상위 10개 업체에 대한 분석은 한국 벤처기업의 성숙된 모습을
살펴보는 데 유용하다.
< 표6- 1> 은 코스닥 자산 순위 10개 업체에 대한 관계사 및 투자사, 종업원수
및 지배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이를 통해 보았을 때, 자산 순위 7위에 기록되어 있
는 휴맥스 101)를 제외하고 모든 기업이 다각화를 하고 있고, 상당량의 자금을 타법
인에 투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정보기술 시장이 모호한 가운데
코스닥 공모자금을 다량으로 확보한 벤처기업들이 나름의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투자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기업규모를 보여주는 종업원수를 보면, 자산규모와 업력이 증가함에 따라서 그
규모는 일반벤처기업의 2001년 평균 종업원수인 46.54명보다 높은 200- 600명 수준
을 나타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코스닥에 일반부에 등록된 다른
기업과의 비교한다면 이러한 규모는 큰 것이 아니다.102) 또한 코스닥 일반부에 등
록된 다른 정보통신 업체들의 경우 일반벤처와 유사한 종업원수를 유지하고 있음
으로, 이러한 소규모성은 벤처기업 자체의 특성이 아니라 기술적 압력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103)
101) 휴맥스는 한국 벤처기업 중에서 가장 매출이 높은 기업이다. 2001년 11월 휴맥스는 벤
처기업 최초로 한 해 수출 2억 달러를 기록하였고, 현재 유럽과 중동 지역 세트톱박스
일반유통시장(horizontal market )에서 필립스·노키아 등 글로벌 기업을 뒤로하고 시장
점유율 1위를 고수하고 있다(전자신문, 2001.11.20). 그런 만큼 휴맥스는 안정적인 시장이
있고, 그로 인해 다각화의 필요성을 강하게 느끼지 못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102) 벤처자산순위 1위인 새롬의 자산이 4,320억원이고, 10위인 쎄라택은 1,557억이다. 그
사이에 위치하는 코스닥 일반부에 등록된 매일유업(자산 2769억원)과 하림(자산 2048억
원)의 종업원수 2,588명, 2,231명임으로(코스닥증권거래소, http :/ / w ww .kosdag .or .kr ), 이
와 비교한다면 코스닥 등록 벤처기업의 규모는 작은 것으로 볼 수 있다.
103) 코스닥 일반부에 등록된 드림라인(자산 5,859억원)의 경우 종업원수가 265명, 쌍용정보
통신(자산 1,916억원)의 겨우 899명, 텔슨전자(2,661억원)의 경우 718명이다(코스닥증권거
래소, http :// ww w .kosdaq .or .kr ). 이러한 사실은 종업원 규모는 업종차이에 기인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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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지배구조의 측면에서 보면, 10개 기업 모두 최대주주는 창업자이며,
그들 모두 대표이사직을 맡고 있고,104) 제 2 최대주주는 그들의 친족 및 배우자인
것을 다수 확인할 수 있다. 또한 10개 기업 모두 노조가 없으며, 서구식 지배구조
의 특징으로 나타나는 사외이사제를 실시하는 업체는 새롬기술105)과 로커스 단 두
곳뿐이다.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보았을 때, 성숙한 벤처기업에서도 가산적 경영방
식인 소유지배의 미분리가 그대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성숙한 벤처기업의 구조를 살펴보았을 때, 본 연구에서 보여준 한국 벤
처의 구조적 특징들은 그대로 반영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는 한국 벤처의 구
조화 결과가 가산적 기업지배구조, 다각화 구조, 소규모성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
을 다시 확인해주고 있다. 그리고 그 원인은 제도적 환경을 통합적으로 인식하는
것을 통해 설명할 필요가 있다.

으로 설명할 수 있다.
104) 새롬기술의 오상수 대표는 2001년 11월 21일 다이얼 패드의 경영악화의 책임을 지고
자진해서 사임했다. 그러나 오상수 전대표는 8.61%의 자신의 지분을 전혀 매도하지 않
았다(전자신문, 2001. 11.21).
105) 새롬기술의 경우, 자회사인 다이얼패드(Dialpad)의 경영악화로 10월 한달 간 새롬커뮤
니케이션, 새롬아이티, 새롬아이씨티 등 3개 회사를 관계사에서 해산시켰다(새롬기술공
시자료, http :// ww w .serome.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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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6- 1> 코스닥 자산 순위 10위 벤처기업의 특징
자산
순위

1

회사명

관계사

투자사

새롬벤처스 , 새롬아이
티, 새롬커뮤니케이션 , 무 한 기 술 투 자 ,
새 롬 기 새롬전자,
타운넷 , 드림라인, 네이
Dialpad
.c
omm
,
ST I, 버 등 8개사
술
Dialpad Japan Inc . 등 (306억 )

종업원

최대주주 (직책/

수 (명 )

지분율 )

기타

248

오상수 (대표이사
노조없음, 사
/ 8.61% ), 친족지
회이사 1명
분 (2.67%)

567

홍성범 (대표이사
노조없음, 사
/ 12.25% ), 배우
외이사없음
자 (8.15% )

9개사 (915억 )

2

브래인즈스퀘어, 씨어 서울T RS , 무한
텍정보통신 , 맥슨전자 , 기술투자, 프리
세 원 텔 모바일미디어텍, 베이 첼커뮤니티 등
직기술투자 , 바이오인 2 1개 사 (관 계 사
레콤
포메트릭스 , 펴시픽텔 투자사
합처
레콤 , S SI 등 8개사

3

4

5

6

531억투자 )
뉴영엠테크 , 뉴
에스티엘, 엔타임닷컴 ,
파워프라즈마,
주 성 엔
주성아메리카, 주성퍼
황철주 (대표이사
에피밸리, 이지
지 니 어
263
시픽 , 주성유럽 등 5개
/ 30.72% )
엠닷컴 등 10
링
사
개 업체 (79억 )
KMW USA Inc . 닛시, 하나로통신 , 한
445(임 김덕용 (대표이사
텔폰 , KMW Japan , 빛레이저, 사이
시직 / 32.75% ), 배우
KMW
BM S 코리아, KMW , 버마트, 프레티
포함 ) 자 (5.89% )
KMW Chin a 등 7개사 늄창 등 9개사
워드라인, 서치
Handy S oft Corp .(미/
캐스트,
엔다
일 ), 젠터닷컴 , 파트너
인, 한국기술거
핸 디 소
안영경 (대표이사
스벤처케피탈, 에이블
266
래소 , 한세텔레
프트
/ 32.7% )
릭, 이넥션, 사이버카
콤 등 18개사
이스트 7개사 (230억 )
(93억 )
로커스홀딩스,
엠맥 ,
로커스네트웍스, LT I,
GT , 인츠닷컴,
싸이더스, 시네마서비
인포허브
등
김형순 (대표이사
279
로커스 스, 예전미디어 , 동보
11개사 (111억원
/ 30.0% )
전자유하공사, 아이케
)
스팅 , 포스닥 등 11개

노조없음, 사
회이사없음

노조없음, 사
외이사없음

노조없음, 사
외이사없음

노조없음, 사
외이사 2인

사

7

휴맥스

소프트링스 , 한
성시스코, 동양
Hum ax
Electr onics 3호 베 처 투 자 조
합, 아르시스,
Co. Ltd . 1개사
크로스텍
등
15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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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7

변대규 (대표이사 노조없음, 사
/ 12.31% )

외이사없음

자산
순위

8

회사명

관계사

투자사

터보델레콤 , 마이미디 ,
디비엔드소프트, 마이
엔진 , 사이버카이스트 ,
엔젠테크놀로지, 씨에
터 보 테 스켐 ,매트릭스 , 기술
케이컨설팅 ,
과가치,
크
테크로드, 델코정보통
신, 터보앤컴퍼니, 테
크빌닷컴 등 15개사

종업원

최대주주 (직책/

수 (명 )

지분율 )

308

기타

장흥순 (대표이사
/ 16.66% ),배우자 노 조 없 음/ 사
(2.53% ),장모 (3.1 외이사없음
3% )

(126억 )

9

심텍

10

쎄라텍

청방 , 세일신용정보 (청 스키온, 플라즈
방이 모회사 )

미온 (7.8억 )

쎄라텍,
대화제지 ,
Ceratech Japan Corp . 온세통신

669

389

3개사 .

전세호 (대표이사
/ 39.93% ), 전영 노 조 없 음/ 사
호 (청방대표이사 외이사없음
/ 9.0%)
오세중 (대표회장
/ 11.62% ), 오승
영 (대 표이 사/ 8 .9 노 조 없 음/ 사
5% ), 오상훈 (대 외이사없음 ,
화 제지대 표/ 6 .56
%)

*. 자료출처: 코스닥증권거래소(http ;/ / w ww .kosdaq.or .kr )- 자산순위는 2000년 12월 결산보고
서를 기준으로 작성된 순위임, 각 항목의 내용은 각 기업체의 2001년 8월에 금융감독위원
회에 제출한 반기보고서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임,

6 - 1- 2. 한국 벤처기업의 제도적 동형화
한국 벤처기업의 구조화 결과는 소유경영 미분리의 가산적 기업지배구조, 다각
화 구조, 소규모성으로 정리할 수 있으며, 이는 성숙한 벤처기업을 통해 다시 확인
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는 벤처를 둘러싼 제도적 환경인 제도적 동질화와 기술적
이질화의 결과로 볼 수 있다. 즉 한국 벤처기업의 지배구조는 한국사회에 뿌리깊
게 존재해 온 가산적 지배원리의 내면화 결과와 그에 영향을 받은 정부·시장의
제도적 특성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벤처기업의 소규모성은 또
하나의 제도적 환경인 정보기술의 압력에 의한 것으로 설명이 가능하다. 이와 같
이 벤처를 둘러싼 제도적 환경들은 벤처기업에 대한 압력으로 작용하면서, 지배구
조의 측면에서는 기존 제도를 따르게 한 것으로, 규모의 측면에서는 기존제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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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모습을 가지게 한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 벤처기업의 다각화에 대한 설명은 단순하게 제도적 동질화와 기
술적 이질화의 독립적 영향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일반적으로 벤처기업이 받는 기
술적 압력은 정보기술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을 높임으로써 벤처기업으로 하여금
고도의 전문화를 요구하며, 다양한 제휴관계를 맺게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배
광선 외, 2000; Sax enian , 1994). 이러한 벤처기업을 둘러싼 기술적 압력은 한국사
회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압력에 놓여있는 한국 벤처기업
의 제휴 현황은 미약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기술적 압력 외에 다른
요인이 한국 벤처기업의 제휴관계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벤처
를 둘러싼 제도적 환경을 통합하여 설명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강한 기술적 압력에도 불구하고 한국 벤처의 제휴 현황이 낮다는 것은 그에
대응하는 어떤 것을 벤처기업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 답은 다
각화에서 찾을 수 있다. 벤처기업이 제휴가 필요한 이유는 표준화 경쟁심화, 시장
사이클의 모호성, 산업영역의 모호성 등으로 인한 시장 불확실성 때문이다. 벤처기
업은 이러한 불확실한 정보시장의 환경에서 상호 협력하여 표준화 경쟁에서 공동
으로 승리하고(Win - Win ), 타법인에 투자하는 포트폴리오 전략으로 자신의 주력
산업의 위험성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것이 벤처기업이 제휴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인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제휴의 효과는 다각화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즉 다수의 계열사를 운영함으로써 계열사간 협력을 통해서 표준화 시장
을 선점하고, 모회사의 지분을 계열사에 투자함으로서 적절한 위험분산의 효과도
누릴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한국의 벤처기업은 그들을 둘러싼 기술적 압력에
제휴보다는 다각화 전략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왜 다각화를 선택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 원인은 가산적 지
배구조와 정부와 시장의 제도적 특성에서 찾을 수 있다. 제휴 관계는 신뢰를 기반
하여 이루어진다. 미국의 실리콘 밸리에서 제휴 관계가 만연하게 된 배경에는 산
학연계의 제도화를 비롯하여, 벤처들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는 벤처캐피탈 등의
다양한 제도화가 이루어졌기 때문이다(Saxenian, 1994; 이장우·김세영, 1999). 이
러한 제도화는 결과적으로 그 지역의 신뢰관계 및 이를 유지할 수 있는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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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장치들을 만들어 냈고, 이에 기반하여 제휴 관계를 맺는 것은 저렴한 비용으
로 기술적 압력에 대처하는 방법이 된 것이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벤처의 역사가
일천하여 이에 부수되는 제도적 안전장치가 미비하였고(조명현·오대혁, 1998), 정
부에 의한 벤처기업의 압축성장 이후 벤처의 수는 증가하였지만, 제휴를 맺을 만
큼 매력적인 벤처의 수는 증가하지 않았다(성소미, 2001). 그러므로 이러한 상황에
서 다른 벤처기업과 제휴를 맺는다는 것은 위험부담이 큰 것으로 볼 수 있고, 그
결과 제휴에 대한 활성화가 미약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또한 한국사회의 가산적
지배구조의 영향은 상호간의 협력 및 신뢰 구축보다는 원자화된 경쟁을 심화시켰
다(Hender son, 1968). 이러한 영향은 벤처기업으로 하여금 상대 기업과의 합의106)
를 어렵게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결국 이러한 제도적 영향들은 한국의 벤처기업
이 제휴관계를 맺는데 있어 제약조건으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제휴관계의 제도적 제약은 한국 벤처기업에게 직접적으로 다각화를 이루도록
직접적인 영향을 준 것은 아니다. 실질적으로 벤처기업이 다각화를 이룬 것은 정
부와 대기업의 영향 속에서 검토되어야 한다. 한국의 벤처기업이 다각화 전략을
선택하게 된 것은 벤처의 시장환경이 불확실했고, 그들이 모방할 수 있는 대안적
모델은 소위 재벌이리고 하는 대기업의 발전 모델뿐이 없었다는 점이다. 이는 디
마지오와 포웰이 제시한 제도적 동형화(institutional isorm orphism ) 중에서 '모방
의 과정(mimetic Processes )' 에 해당한다(DiMaggio, & Pow ell, 1992). 그리고 그
들이 실제적으로 다각화를 실현할 수 있었던 것은 정부의 코스닥시장 활성화 방
안에 기인한다. 정부의 코스닥시장의 활성화 방안은 코스닥지수 특히 벤처지수의
급격한 상승을 초래했고, 그 결과 많은 벤처기업들이 엄청난 공모금액을 확보할
수 있었다(성소미, 2001). 상당수의 벤처기업은 이러한 공모금액을 유휴자금으로
이용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공격적인 다각화를 현실화할 수 있었던 것이다.
결국 한국 벤처기업의 다각화 구조는 기술적 압력에 대한 제도적 제약과 기회
의 영향으로 설명할 수 있다. 즉 한국 벤처기업은 이러한 다양한 압력에 직면해
있었고, 그에 대한 합리적 선택의 결과는 한국 벤처기업 구조를 다각화로 구조화
106) 2001년 벤처기업 정밀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제휴시 어려운 점으로 상대기업과 합의
도출 이 50.7%로 가장 높게 응답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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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것을 종합한다면, 가산적 기업지배구조, 다각화 구조, 소규모성이라는
한국 벤처기업의 구조화는 각 벤처기업이 처한 제도적 환경 속에서 벤처 스스로
대응한 결과이며, 한국 벤처기업들은 유사한 제도적 환경에 처해 있었기 때문에,
이를 제도적 동형화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다.

6 - 2. 결론 및 시사점
한국 벤처기업의 구조적 특징은 한국사회 내에 존재하는 제도적 제약과 기회
를 적절하게 이용한 결과로 이해할 수 있고, 그러한 이유로 서구와 다른 형태의
기업 구조화가 일어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한국 벤처기업의 구조화는 한국사회
의 제도적 동형화 결과이며, 이러한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은 함의를 가지고 있다.
한국 벤처기업의 제도적 동형화는 한국 벤처 산업이 서구의 벤처 산업과 다를
수밖에 없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일반적으로 미국의 벤처기업은 낮은 부채비율에
도 불구하고, 생존 확률은 3년 내 10% 미만으로 보고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고
위험에도 불구하고, 벤처기업이 기술 혁신에 성공하여 시장에서 1위를 차지할 경
우, 그 시장을 지배하는 경향이 있다(이민화·이광형, 2000). 그와 반대로, 한국의
벤처기업은 높은 부채비율에도 불구하고, 보통 3년간 생존율이 70%가 넘는다. 또
한 1위가 독주하는 미국의 벤처 산업과 달리 한국사회는 4등까지 살아남는 현상
이 일어나고 있다(이민화·이광형, 2000). 이러한 차이는 미국의 벤처기업과 비교
했을 때 한국의 벤처기업이 상대적으로 저위험, 저수익 구조에 기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는 다시 한국 벤처의 제도적 동형화 결과를 통해 이해가 가능하
다. 즉 한국 벤처의 다각화 구조는 계열사 간의 강한 결속으로 인해 어느 정도의
위기는 흔들리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다각화 구조는 위기가 장기화되는
경우 모회사의 위기를 동반함으로 계열사 전체의 위기를 가지고 올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한국 벤처와 서구 벤처와의 차이는 쉽게 극복될 수 없다. 이는
위에서 본 것처럼, 그 원인이 제도적 차이에서 비롯되며, 제도 변화라는 것은 급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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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일어나지 않으며, 점진적이고 경로의존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이다(North,
1991). 그러므로 단기적인 시각에서 한국 벤처 산업의 특성 및 벤처기업의 구조적
특징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한국 벤처에 대한 신제도주의적 연구가 가지는 또 하나의 함의하는 한
사회 내에서 제도화된 기업 구조는 수익성과는 무관하다는 사실이다. 경제학에서
는 기업구조 및 규모를 논의할 때, 합리적 선택(rational choice)의 결과로 설명하
나, 신제도주의에서는 기업의 구조는 제도적 환경 내에서 제한적 합리성(boundary
rationality )을 발휘한 결과로 설명한다(DiMaggio, & Pow ell, 1992). 그러므로 한
사회의 기업조직은 경제적 효율과 무관한 것으로 이해될 수 있으며, 이러한 사실
은 한국 벤처기업의 현실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중앙이코노미스트가 조사한 결과
에 따르면, 99년 한국의 대표적 벤처기업의 1인당 매출액이 1.04억원인데 비해, 미
국의 경우는 2.98억원을 나타내고 있다(중앙이코노미스트, 제537호). 이러한 사실
을 미루어 보았을 때, 한국 벤처기업의 구조가 가산적 기업지배구조, 다각화 구조,
소규모성이라는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이러한 것이 효율적인 구조
라는 근거는 없는 것이다.
이러한 함의들을 종합해 보았을 때, 한국 벤처기업의 본질은 제도적 동형화의
결과로 이해할 수 있고, 그러한 이유로 전반적인 구조 변화가 어렵다는 점을 발견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벤처기업의 구조가 효율적인 것은 아니라
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한국 벤처 산업이 성공적인 발전전략이 되기 위해서는
제도적 환경 내에서 그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한국 벤처에 대한 통제 없는 국가의 지원제도는 검토될 필요가 있다. 수
익성에 대한 검증없이 무분별하게 벤처를 지원하는 국가제도는 벤처에 대한 도덕
적 해이를 증가시키고 최종적으로는 그 부실을 다시 국민이 부담해야하는 악순환
이 반복하게 만들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 점점 밀접해지는 대기업과 벤처의 협력
적 공생을 촉진시켜야 한다. 대기업은 벤처기업이 부족한 마케팅 등의 수익성을
이끌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벤처기업은 대기업이 보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기술혁
신을 가능하게 하고 있기 때문이다. 동시에 이들 모두 정보기술 산업에 관심을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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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음으로, 이러한 공생의 관계는 촉진될 필요가 있으며, 그 관계는 종속적 관계
가 아닌 대등한 관계로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한국 벤처기업은 가산적 지배기업
지배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이 점은 서구의 기업구조의 시각에서 후진적으로 볼
수 있으나, 기업가치를 부풀리고 자신의 지분을 모두 팔아치워 개인의 치부를 얻
는 벤처기업의 투기적 속성과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가산적
기업지배구조는 기업을 어떻게든 성공시키겠다는 왕성한 기업가 정신과 연결된다.
그러나 이러한 기업가 정신이 그 자체만으로 옳은 것은 아니며 여기에 자신에게
투자해준 주주의 이해를 대변하겠다는 책임의식을 고양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
로 한국 벤처의 다각화 구조는 중복투자의 문제로 인해 사회적 낭비를 초래하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것은 97년 경제위기에서 대기업의 빅딜의 불가피성을 통해
확인한 바 있다. 그러므로 벤처 산업의 M&A를 촉진하므로써 다각화를 합리적으
로 변화시키고, 핵심분야를 찾아내는 것이 필요하다.
한국 벤처기업은 현재의 제도적 한계 내에서 그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해 나
갈 때, 실리콘 밸리의 성공과 같이 새로운 정보기술 산업의 발전모델로 위치를 차
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현실의 개선이 없다면, 변화된 환경에 적응하
지 못해 실패한 발전국가적 전략을 21세기에 다시 경험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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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첨- 1> 벤처재벌의 계열사 및 투자회사 현황
회사명

출자 및 계열사 현황
총 출자금
소망테크놀러지,DBS코리아, 트론에이지 , 엑스온시스템, 사이버 네이션,
마인본드 등 . 비즈니스 솔루션에 해당되는 계열사는 마이크로 컴 , 유니
컴네트 ,리눅스인터내셔널,고려정보통신, 파트랜드 , 아이펜텍, 비즈투비즈,

리타워택

인터피아, 에이원컴닷컴, 디킴스커뮤니케이션즈, 네띠모아 , 와바자바,유
네트, 3W 투어 , 이지클럽, 인터넷트레이딩, 네오컴 , 플레슨 트컨셉, 오길

총출자금
573억원

비아시아넷, 리퍼블릭텔레컴, 헬스케어, 차이나페이퍼익스 체인지, 차이
나모션 , KIS 등 총 30여개 계열사 소유 .
제네시스멀티미디어 (홈네트워킹 ), 테크노빌리지 (사이버아파트 ),

e&T el

(무료광고전화 ), 포스닥 (정치인 주식투자사이트 ), 온게임넷 (게임 CAT V ),
로 커 스/ 로 커 스 보다텔 (무선인터넷용콘텐츠제공서비스 ), 보익스 (차세대단말기 ),D&D (위
홀딩스

성수신카드 단말기 ), 디날리 (정보중개 ), 웹시네마 (인터넷영화서비 스 ),
사이더스 (엔터테인먼트 ), 7웨이브 (무선데 이터정보통신 ) 등 12개 계열사
소유 .
빈즈닷컴코리아 (온라인정보제공 ), 벤처뱅크 (위성방송 컨소시엄 조인트

골드뱅크

벤처 ), 아이엠스테이션 (뮤직포털 ), 오토플랜 (자동차판매사이트 ), 엔데버
(경영 및 재무관련 컨설팅 ), 퍼시픽드림 (미국 현지법인 ), 골드상호신용금

467억원

고, 보험합리주의 (온라인보험영업 ) 등 9개 계열사 소유, 총 21개사 출자
한솔월드폰과 아이틱스 , 새롬소프트 , 새롬커뮤니케이션, 새 롬IT 새롬전
자와 새롬ICT 등 13개사 계열사 소유 .
코리아인터넷홀딩스 (벤처지주회사 ), 새롬벤처스 (벤처 투자 ), 새롬전자 (통
새롬기술

신기기 제조 ), 새롬ICT (모뎀 생산 ), 네이버컴 (포털서비스 ), 타운넷 (위치
정보서비스 ),

F oreCom (CT I

1300억원

솔루션 ),새롬테크놀로지인베스트먼트 (벤처

투자 및 컨설팅 ), 다이얼패드 (무료인 터넷전화 ), 다이얼패드재팬, 테크노
빌리지 (사이버아파트 ), 엑시오커뮤니케이션 (무선통신서비스 ) 등에 출자 .
투어엑스프레스 (사이버 여행사 ), 인포뱅크 음성데이터 전송 ), 오이뮤직
(음반 전자상거래 ), 한국스포츠포털 (스포츠사이트 ), 저스트커뮤니케이션
다음커뮤니케
이션

(영화관 통합 전산망 ), 씨네디비넷 (영화정보서비스 ), 머니오케이 (금융포
털 ), 메시지베이 (음성메시지서비스 ), 유아이엔닷컴 (실시간 메시징 서비
스 ),다음소프트 (인공지능형

검색엔진개발 ), 테크퍼시픽코리아 (인큐베이

팅 ), 다음재팬 (일본 현지법인 ), 24/ 7미디어코리아 (인터넷광고 대행업 ) 등
13개회사에 출자 (이중 계열사는 9개 )
바른손 *

와와, 유비즈시스템 , 마인소프트, 센터럴에스티, 이바른손 등 5개 계열사
인터파크패션 (패션 B2B ), 인터아카데미 (학원간 B2B), 빌더스넷 (건자재
B2B), 라이스엠닷컴 (쌀 전자상거래 ), 구스닥 (주식거래방식 전자상거래 )
동아T V,아이뉴스24 (인터넷신문 ), 저스트커뮤니케이션 (극장 전산망 ), 폴

인터파크

리미디어 (공연기획 ), 신씨네 (영화기획 ), 라이브엔터테인먼트 (라이브공연
기획 ), 스폰지 (문화웹진 )
비즈웨이 (벤처인큐베이팅 )

,베스트바이어 (가격검색사이트 ),

(마케팅 포털사이트 ), IMM창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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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탈랭크

349억원

회사명

총 출자금

출자사 및 계열사 명
6개 계열사, 출자법인까지 포함하면 모두 20여개
하늘사랑 (인터넷

채팅사이트 ), 네띠앙 (커뮤니티사이트 ), 한소프트네트

(P C방 업체 ), 한컴리눅스 (소프트웨어 업체 ), 예카투어 (온라인 여행사 ),
한글과컴퓨터

VIP 스톡컴 (증권정보 사이트 ) 등 6개 계열사
한컴교육나라 (인터넷교육 ),예카뱅크 (금융정보

321억원
ASP ), 예스월드 (역경매 ),

보라테크, 블루칩인터넷, 조이아이T V, 세이월드, 아셈웹스테이션, 쌀맛
나는 세상 , 경향닷컴, 조이네트, 이게임 네트 등에 20여개 투자
터보테크#

터보앤컴퍼니 , 테크빌닷컴, 텔코정보통신 , 터보텔레콤 등 4개 계열사 , 마
이미디 , 디비앤드소프트, 엔젠테크놀로지 등 15개 기업에 투자

126억원

Handy Sofy Corp. 미일법인 , 애이블클릭 , 파트너스벤처캐피탈, 이넥션
핸디소프트#

등 5개 계열사 및 젠터닷콤, 아이비젠 , 피멕스 , 워드라인, 써치케스트 등

323억원

19개사에 투자
비트컴퓨터#
인성정보#

메디다스#

세원텔레콤#

이지바이오시
스템#

테라

삼보컴퓨터##
메디슨##

네어비트, 서준시스템 등 3개 계열사, 워드팜 , 협신메디컬, 넥스콤닷콤 .
92억원

비트캠프 등 12개사에 투자
코어밸리, 씨앤엠테크 , 엘바이오, 아담스미스 등 4개 계열사, 및 이성디
지탈, 한국소프트중심, 디지털컨덴츠북스, 와우북 등 7개사에 투자

77억원

Medidas Greater Chin a, Healthj apan .com . Vet - friend .com , 미디어 M ,
케어몰 , 한일생명, 디지털의료경영연구소, 엠디엔뉴스, 디라인 등 17개사
맥슨전자에 600억 투자인수, P acific T elecom , Si, IT Chin a .c om 11개 업
체에 투자

35억원
700억원
이상

아트만바이오사이언스, 아비코아생명과학 연구소 등 2개 계열사 및 단
바이오텍, 이지바이오헬스, 엘피스바이오텍, 바이오홀딩스 , 유렉셀테크놀

61억원

로지, 아미코젠 등 14개업체에 투자 ,
테라포레스뱅크, 휴먼피아 (헤드헌팅 포털사이트 ), 테라소프트 (SI 사업 ),
테라텍 (MP3 플레이어 개발 ) 등을 계열사
나래이동통신 , 소프트뱅크코리아, T G벤처 , 두루넷 등 20개의 관계사 소
유
크레츠테크닉 , 바이오시스 , 메리디안 , 메디켐스, 코메드 등 30여개 계열
사

*.자료출처: 매경 economy 2000.12.21/ #. 각 기업체 홈페이지(2001. 10)/ ##. 중앙이코노미스
트 제 526호(20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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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S T R A CT

A S tu dy on th e S t ru c t ure of K ore an V e ntu re
F irm s
- N e w In s tit u tion ali s t A ppro ac h -

Lim , T ae- Hyung
Dept . of Sociology
T he Graduate School
Yon sei Univer sity

T his study explains the organizational charact eristic of Korean Venture
Firm s focussing m ainly on the relation s bet w een Korean Venture F irm s and
the in stitutional environm ent s , which becom e the basis of their structures . T he
in stitutional environment s of Korean Venture Firm s include Patrim onialism and
the influence of the Government and m ajor corporations in the social aspect of
Korean society and the influences of inform ation t echnology in relation with
the industrial characteristic of Venture Firm s. Korean Venture Firm s undergo
limit ations and get hold of opportunities within the institutional environm ent ,
and then form a unique structural charact eristic of it s own .
T he principle of ordering is institutionalized by ideology , pow er , and values.
It ju stifies and reinforces the legitim acy of a specific dominance, and offers a
basis that render s the exist ence of a specific type of dominance. In particular ,
the principle of ordering in Korea is patrim onial.
government

and

corporat e organizations

And a s a result , Korean

t ake the form

of

authority

and

hierarchy . T he influence of such a principle of ordering is equally applied t o
the Korean Venture Firm s. Generally , Venture Firm s are exposed t o high ri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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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ich result s in the division of owner ship and m anagem ent and also the quick
disper sion of st ock s. Being under the influence of the patrim onial principle of
ordering

Korean

Venture F irm s

have the external form

of joint - stock

companies. How ever , the firm s are managed by the founder s and their families .
A s the in stitutional environm ent s for Korean Venture Firm s, the influences
of

Governm ent

and m ajor

corporation s

offer

the grounds for

explaining

diver sified m anagem ent of Korean Venture Firm s . T he Government ha s m ade
rem arkable contribution in creating a boon in Venture F irm s by ex ercising
certification of venture project s and variou s supportive program s . How ever , in
the operation of this sy stem , the absence of reinforced regulation and specific
support led the Venture F irm s to be m anaged in a m anner similar t o that of a
corporat e organization . At the sam e tim e, the Government ' s support through
the KOSDA Q Market enable some Venture Firm s to acquire ex ces siv e idle
capit al,

which

surpas ses

their

capabilities.

Meanwhile,

through

venture

investm ent of Venture Firm s , developm ent of int ernal Venture Firm s , spin - off,
direct est ablishm ent of Venture Firm s, the major corporations actively penetrate
int o the realm of the Venture m arket . T herefore, the m ajor corporations have
becom e the es sential institutional environm ent of Venture Firm s . T his show s
that m ajor corporations have played a role as a pow erful m eans of imit ation
and norm ativ e isom orphism . Finally , with the Governm ent ' s influence, Venture
Firm s have become no different from other firm s, and by acquiring ample
funds their m eans and ends have becom e un st able. And such inst ability led the
Korean Venture F irm s t o imit at e the m ajor

corporations a s a pow erful

organizational environment . A s a result , the venture business ha s become m ore
diver sified.
F or Venture Firm s, Inform ation T echnology is an important productive tool
and an extrem ely competitive m erchandise in t oday ' s market . T herefore, with
inform ation technology , Venture Firm s are able t o ov ercom e the economy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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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ale and scope.
of

the

Inform ation T echnology mu st also cope with the uncert ainty

inform ation

and

communication

market .

T he

out com e

can

be

dem on strated as the net w ork - organization based on strat egic alliances with
minor firm s. Such t echnological pres sure act s upon Korean Venture F irm s in a
similar w ay , but it s result s are different . A s a result of the t echnological
pres sure, the Venture Firm s are m aint ained at a sm all scale in size. How ever ,
they have exhibit ed their w eaknes s in strat egic alliances . T his fact show s that ,
in spit e of a pow erful technological pres sure, Korean Venture Firm s prefer
form s of relation s other than strategic alliances .
In

conclu sion ,

the

Korean

Venture

Firm s

can

be

charact erized

as

governances centered on the founder , div er sifications, and small- sized scale.
T his is the result of the existing institutional pres sure on the one hand, and
the result of adapting to the changes in the t echnological environm ent on the
other. Particularly , the fact

that

although

Venture F irm s are under

the

influence of a pow erful t echnological pressure, their strat egic alliances are
feeble can be explained by the is sue of diver sification. T his is becau se it s
effect s have replaced the influence of strategic alliances t o a certain ext end.
Finally , the organizational characteristics of Korean Venture Firm s are the
result of an institutional isom orphism by m aking good use of in stitutional
limit ations and opportunities in the Korean society . T hu s, an organizational
structure different from that of the Ventures in the w estern society has t aken
form .

Key W ords : Venture Firm s , the institutional environm ent , principle of ordering ,
government ,

m ajor

corporation ,

inform ation

isom orphism , new in stitutional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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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echnology ,

in stitutiona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