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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서 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오늘날의 국제경제는 제조엽부문에 있어서 기 

술혁신과 첨단기술산업의 중요성을 크게 부각시 

키고 있다(국토개발연구원 1987). 최근에 한편으 
로 선진경제국가들의 기술보호주의에 대한 강화 

와 다른 한편으로 저임의 풍부한 노동력을 무기 

로 한 신홍공업국들의 맹렬한 추격은 기술혁신능 

력이 취약한 우리나라의 국제경쟁력에 심각한 타 

격을 주고 있다(조창옥， 1986). 

중소기업은 약화된 국제경쟁력을 회복시켜 궁 

극적으로 한 국가의 경제재발전을 달성할 수 있 

는데 중요한 공헌을 할 수 있다(Green， 1\1. B. , 
1989). 그러나 이러한 중소기업들은 고도의 성장 
가능성을 가지고 있으나 자금조달에 있어서 어려 

운 처지에 놓여 있다(조관행 1992). 따라서 중소 
기업의 형성과 발달을 위해서는 이런 기업들에 

장기적으로 공급되논 산업자금이 필요하다. 이러 

한 맥락에서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산업자금이 

바로 모험자본이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를 배경으로 수행된 모험자 

본에 관한 연구는 1)모험기엽에 대한 모험자본의 

* 본 논문은 필자의 석사논문을 요약한 것임. 논문을 지도하여 주신 박삼옥 선생님께 감사드린다. 
**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과정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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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이나 역할에 관한 것(하승한， 1991), 2)모험자 

본기업의 투자결정에 관한 것(정순섭， 1987), 3)모 

험자본의 육성방안에 관한 것(정종우， 1985) 등으 

로 크게 나누어 진다. 그러나 모험자본활동의 공 

간적 측면과 그 활동의 함의들에 관한 학술적인 

연구는 아직까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리 

하여 한국 모험자본투자의 독특한 지역적 편향들 

은 거의 알려지지 않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모험 

자본에 관한 공간적인 연구가 수행되어야 하며 

우선 모험자본의 공간적인 투자패턴에 관한 연구 

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연구는 지역개발이 

라는 응용적 측면에서 유용한 아이디어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이론적인 측면에서도 기존의 입지결 

정에 대한 행태적인 접근에 관한 공업지려학자들 

의 연구에 도움을 준다(Iεinbach， T. & Amrhein, 

C., 1987).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논문은 1980년 

대에 등장하기 시작한 한국모험자본산업의 급속 

한 성장을 모험자본산업의 공간조직， 모험자본의 

지역적 흐름， 모험자본의 공간적 투자패턴을 중 

심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2. 연구의 자료와 방법 
본연구에서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만의 자료 

를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먼저 신기술사업금융회 

사와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자료를 분석에서 제 

외한 것은 이들이 주로 융자위주의 자금운용을 

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모험자본에 관한 정의의 

원론적인 측면을 무시하는 것으로 진정한 의미의 

모험자본으로 볼 수 없다(벤쳐금융， 1992). 다음으 
로 창엽투자조합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엽무 

집 행조합원으로 활동하기 때문에 후자의 자금운 

용과 거의 다를 바 없고 아직까지 그 투자재원의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그것의 자료는 분석대 

상에서 제외하였다. 

본연구를 위해서 필요한 창업투자회사의 투자 

실적자료들은 창업투자로부터 매월 업무운용보고 

를 받고 있는 중소기업진홍공단의 창업기금과에 

서 1992년 9월부터 10월기간동안 구득하였다. 이 

와 때를 같이 하여 상공부와 한국투자회사협회로 

부터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에 관한 기본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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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들과 이들의 총투자실적에 관한 자료를 입수 

하였다. 한편 거시적인 통계자료들이 갖는 한계 

들을 보완하고자 본사를 수도권에 두고 있는 5개 

회사와 지방에 두고 있는 4개의 중소기업창업투 

자회사들을 대상으로 면담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렇게 하여 수집된 모든 자료들은 본연구를 위하 

여 서술적인 방법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나타 

난 현상이나 패턴들은 면담조사를 통하여 밝혀진 

사실과 기존의 문헌 및 자료들을 이용하여 설명 

하려고 하였다. 

II. 기존문헌의 고찰 

1. 모험자본의 정의 

1950년대에 미국에서 시작되어 1970년대 중반 

이후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룩하여 오늘에 이르 

고 있는(OECD， 1985) 모험자본은 국가나 학자에 

따라서 뿐만 아니라 정책적인 견지에서도 다소 

상이하게 정의될 수 있으나(이진주 외， 1986) 일 

반적으로 ‘배당과 자본이득을 얻기 위하여 상당 

한 위험이 따르지만 큰 뱃가를 바라고 투자되는 

자금’으로 정의되고 있다. 그리고 이것은 다음과 

같은 아주 상이한 두가지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 

다(OECD， 1985). 첫번째의 의미는 높은 수익잠재 
성을 가지고 있으나 위험부담이 큰 투자기회를 

찾고 있는 모든 자금과 관련된다. 이러한 정의는 

자금의 기원이 무엇이든 그것들이 어떤 방법으 

로 분배되든，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든 관계없이 

위험부담이 높으나 수익잠재성이 큰 모든 종류의 

투자와 관련된 자금을 말한다. 두번째 의미는 그 

범위가 상당히 협소한데 새로운 아이디어와 새 

로운 기술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중소기업의 형 

성과 성장에 투자되는 자금과 관련되어 었다. 이 

런 의미의 모험자본은 단지 자금이 신설기업에 

투자되는 것만이 아니라 그 기업을 고무하고 기 

엽의 시장전략을 구상하고 그 기업을 조직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기술들도 함께 투입되는 것 

을 포함한다. 이렇게 정의된 모험자본은 신설된 

중소기업의 발달단계에 따라 그것에 상응하는 방 

식으로 투자된다. 



모험자본은 앞에서와 같이 연구자들에 따라 상 

이하게 정의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모험자본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조작적인 정의가 필요하다. 

본논문에서는 모험자본을 ‘중소기업창업투자회 

사가 신설중소기업에 지분관련주식을 인수하는 

형태로 제공하는 자본’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2. 모험자본의 특성: 전통적인 자본과의 

차이점 

특수한 투자의 한 유형으로서의 모험자본투자 

는 몇가지 중요한 측면에서 전통적인 자본투자와 

는 다르다(McNaughton， R. B. & Green, M. B. , 

1989). 첫째 모험자본은 보통 운영의 역사가 거의 

없는 새로운 기업에 투자되는 자금이다. 그 결과 

모험자본투자가들은 일반적인 주식시장의 경우에 

서처럼 과거의 수행자료에 근거하여 투자할 수 

없다(Tyebjee， T. T. & Bruno, A. V., 1984). 둘째 

모험자본투자는 비공개기업의 지분주식을 매각할 

수 있는 효과적인 자본시장이 없어 단기간에 현 

금화하는 것이 어렵고 대가를 얻기 위하여 적어 

도 10년 정도가 소요되는 장기투자이다(Haslett， 

B., 1984). 세째 공개기업에 투자한 투자자들이 그 

들의 투자기업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비활동적인 

데 비하여 모험자본가들은 종종 그들이 투자한 

기업의 운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하기를 기대한다 

(OECD, 1986). 네째 모험자본투자는 전통적인 은 

행자금처럼 ‘일반적으로 취급될 수 있는 것’이라 

기보다는 오히려 ‘아이디어에 기반을 두고 있는 

것’ 이다(Lungren， D., 1984). 다섯째 모험자본투자 

는 다른 기존의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할 

수 없는 위험부담이 높은 투자이고(Liles， P., 

1974), 성장지향의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로서 ‘소 

수의’ 주식을 획득하여 지주회사의 형태를 벗어 

나며 성장을 위하여 주입되는 새로운 자본이다 

(Coutarelli, S., 1977). 이 러 한 투자는 ‘ 모든 것 이 

계획대로 되어갈 때 아주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의도적인 투자’ 이다. 또한 모험자본투자는 

배당보다 소유주식의 매각에서 얻은 주식양도소 

득에 주된 목적을 두고 애초부터 적절한 시기에 

적당한 방법으로 주식을 매각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투자이다(Dominguez， J R., 1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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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모험 자본의 투자과정 

모험자본과정은 1)투자신청접수， 2) 선별， 3)평 

가， 4)협상， 5)투자후 활동의 5단계로 구성된 일련 

의 과정으로 구분될 수 있다(Tyebjee， T. T. & 
Bruno, A. V. , 1984). 먼저 잠재적인 투자활동들 

을 알게 되는 투자신청접수단계에서 모험자본가 

들은 전망있는 프로젝트를 찾는데 있어 거의 무 

제한적인 환경에 직면한다. 투자를 위한 전형적 

인 유망기업들은 너무 소규모의 기엽이기 때문에 

쉽게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현금욕구를 가지 

고 있는 신생기업들과 모험자본투자가를 서로 연 

결시키기 위하여 수많은 중개자들의 역할이 요구 

된다(Thompson， c., 1989). 두번째 단계는 수많은 

투자신청서 중에서 잠재적인 프로젝트를 선별하 

는 과정이다. 이 단계에서는 경영진에 대한 배경 

조사， 시장잠재력 파악， 이전고용자·공급자·소비 

자와의 상세한 면접조사 등이 수반되기 때문에 

투자는 기술， 제품， 시장범위， 모험기업의 입지의 

측면에서 모험자본가들이 입지한 지역이나 그들 

에게 친숙한 지역과 분야에 제한될 가능성이 크 

다(Haslett， B., 1984). 높은 기각율은 이 과정의 

특징이다. 세번째 단계는 특정프로젝트의 잠재적 

인 수익과 위험에 대한 평가과정이다. 모험자본 

가들은 투자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예상수익률 

을 계산하지만 모험기업들의 경영진이 제출한 사 

업계획에 근거하여 주관적인 평가를 내려야 한 

다. 만약 평가과정의 결과가 좋다면 모험자본가 

는 프로젝트를 구성하기 위하여 잠재적인 투자기 

엽과 협상과정에 들어 간다. 이 단계에서 양자는 

모험자본을 받는 대신으로 포기해야 할 지분주식 

의 양을 규 정 하고(Tyebjee， T. T. & Bruno, A. 

V. , 1984), 자본지출과 관리수당을 제한하는 보호 

조항음 규정하고， 모험자본가뜰이 이사회자리를 

차지하고 경영진의 교체를 강요하고 기엽공개나 

인수·합병을 강요하여 투자를 현금화하도록 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한다. 이 과정에서 투자소요 

시간의 길이， 전통적인 자본이득에 대한 선호가 

무시되고 모험자본가뜰의 운영규칙들， 투자회수 

선택권 등 모험기업의 경영진의 개인적인 투자철 

학이 중요하게 영향을 미친다(Thompson， c., 

1989). 양자가 협상단계에서 모험자본투자협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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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동의하게 되면 모험자본가는 투자가이자 동 

업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4. 모험자본과 지역경제발전 

모험자본과 지역경제발전간의 논리적 매개고 

리는 첨단기술산업이다. 첨단기술산업이 지역경 

제발전에 공헌한다는 논리는 최소한 다음과 같은 

3가지 측면에서 요약될 수 있겠다(박삼옥， 1989). 
첫째 첨단기술산업은 해당지역에 물자와 서비스 

연계를 통하여 지역경제에 승수효과를 높일 수 

있다. 이는 연구개발비의 지출이 많은 제품을 대 

량생산기술이 아닌 배취규모로 생산하는 기업의 

경우에 지역내의 후방연계가 높다고 밝힌데서 이 

해될 수 있다(Glasmeier. A .. 1~영). 둘째 그것은 

새로운 기술혁신을 유도하고 분리신설기엽을 많 

이 창출하여 첨단기술산업의 집적효과를 높이고， 

새로운 고용을 창출한다. 세째 그것은 기존산업 

에 첨단기술의 확산을 유도할 수 있고 지역산업 

구조를 개선할 수 있다. 

이러한 첨단기술산업의 형성과 발전을 위해서 

는 이들 기업이 입지할 수 있는 조건 즉 기술·정 

보하부구조의 발달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 모험 

자본은 이런 하부구조를 구성하고 있는 중요한 

요소들 중의 하나이다. 그리하여 잘 발달된 모험 

자본망은 기엽가의 창업에 엄청난 인센티브를 제 

공하여 궁극적으로 지역경제발전에 ‘가속기적’ 

역 할을 할 수 있 다(Florida， R. L. & Kenney, M., 

1988c). 또한 연구·개발에 대한 필요성과 투자자 

금의 부족 사이에 존재하는 갈등은 특히 소규모 

첨단기술기업에서 심하다(Oakey， R. P., 1984). 모 
험자본은 이러한 첨단기술기업들에 장기적인 투 

자자금을 제공함으로써 그들의 조직화를 유도한 

다. 뿐만 아니라 모험자본기업들은 시장분석， 경 

영자 선정·평가·교체， 공동투자가의 입지， 기업공 

개와 인수에 있어서의 지원과 관련되어 있고 

(Kozmetsky, G. , Gill, M. & Smilor, R., 1985), 그 
들의 포트폴리오기업들간에 전략적 연대를 도모 

할 수 있다. 심지어 그들은 시장보다 낮은 가격으 

로 사무실이나 생산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인큐베 

이터의 역할을 하기도 한다(Florida， R. L. & 

Kenney, M., 1988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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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모험자본의 지원을 받은 기업들은 한 산 

업 안에서 가장 역동적인 기업들인 경우가 섬심 

찮게 있고， 이들 고성장첨단기술기업들의 성공은 

새로운 지역경제활동을 창출하게 된다. 그리하여 

이들 기업이 보다 성공하면 할수록 그들의 지역 

경제활성화에 대한 영향은 더욱 커진다. 

5. 모험자본기업의 입지와 그로 인한 자 

금의 흐름 

모험자본기업의 입지， 자금의 흐름， 공간적 투 

자패턴에 관한 연구는 아직 이렇다 할만한 모델이 

나 이론이 없이 단지 특정지역이나 국가를 사례로 

기술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대부분이 미국을 

사례로 한 연구들이다. Florida & Kènney(198&) 

는 미국 모험자본산업의 지역적 측면에 관한 고찰 

에서 모험자본기업들이 재원이 풍부한 기존의 금 

융중심지와 기술지역주변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 

다는 것을 밝혔다. 그들은 모험자본기업들의 입지 

와 공간적 집중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요인으로 물 

자 및 정보연계， 개인적인 접촉 전문노동력의 공 

급， 교통비용 등을 언급했다. Green(1989)은 모험 

자본투자의 특성에 있어서 도시간 차이를 설명하 

는 논문에서 대부분의 중심지들이 그들 자신의 지 

역에 다수를 투자하는 자기지역편향적 경향을 보 

이고 있으며 도시유형과 기업유형에 따라 위험을 

감수하는 정도와 산업을 선택하는데 있어 차이가 

있 다는 것 을 밝혔 다. Florida, Smith ]r. & Sechoka 

(1991)도 역시 미국을 대상으로 한 모험자본투자 

의 지역패턴에 관한 연구에서 모험자본투자가 지 

역과 주의 수준에서 상당히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 주였다. 그들은 이러한 모험자본투자의 분포 

가 첨단기술기업들의 분포를 근사하게 따르고 있 

다고 보고 기술지향기업들이 모험자본의 투자의 

패턴을 그려 내는 주요한 요인라고 주장한다. 

영국을 사례로 한 연구에는 Martin (1989)의 연 

구가 있다. 그는 영국 모험자본산업의 성장을 고 

찰하면서 모험자본산업이 런던지역에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고， 남동부지역과 그 인접지역들에 모 

험자본투자가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밝혔다. 그는 

모험자본투자활동의 지역적 구성을 형성하는데 

수요의 측면 뿐만 아니라 공급측면의 요인들도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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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한다. Mason & Hanison 산업자금으로서의 모험자본의 등장을 야기한 주 

(1991)도 1980년대의 영국 모험자본산업을 고찰하 요한 배경은 다음과 같다. 첫째는 전통적인 금융 

면서 투자활동의 공간적 패턴이 아주 불균등하게 기관의 한계이다. 전통적인 금융기관들이 제공하 

남동지역에만 집중되어 있는 것은 수요측면에서 

적절한 투자기회들이 남동부지역에 집중해 있고， 

공급측면에서 모험자본기업들의 다수가 런던에 

근거하고 있으며 그들이 투자된 자금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풀이했다. 

캐나다를 사례로 한 연구에는 McNaughton & 

Green(1989)의 캐나다 모험자본투자의 공간패턴 

에 관한 연구가 있다. 이 연구에서 그들은 모험 

자본기업들이 그들의 포트폴리오선택에 있어서 

지역적으로 편향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그 

들은 캐나다 모험자본투자의 공간패턴을 모험자 

본기업가들이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위험을 감 

소시키려는 노력들의 종합적인 결과로 해석하고 

있다. McNaughton (1991)은 캐나다 모험자본산 

업의 발달에 관한 연구에서 강한 자기지역편향이 

모험자본시장의 특정을 나타내고 있으며， 주로 

공간적으로 제한된 정보연계의 결과 때문에 

(McNaughton, R. B. & Green, M. B., 1앉영) 투자 

활동은 투자가와 투자기업간의 거리가 증가할 때 

급격하게 감소한다고 주장한다. 

요약하건대 공간패턴에 관한 기존연구들의 결 

과는 모험자본기업의 입지와 모험자본투자의 분 

는 자금은 대개 단기자금이다. 이러한 자금은 장 

기의 확장자금과 창업자금을 찾고 있는 중소기업 

들에게는 적합하지 않다. 둘째는 새롭게 등장하 

고 있는 중소기엽들의 특별한 욕구이다. 신생첨 

단기술기업의 담보는 공장이나 기계와 같은 고정 

자산이라기 보다 노하우 진취적 의지와 같은 요 

소들이다. 주요고급인력은 생산보다는 오히려 연 

구개발과 더 관련이 있다. 따라서 신생첨단기술 

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은 현재의 수익이라기보다 

미래의 잠재적인 소득이다. 이러한 복합적인 욕 

구 때문에 지분， 융자， 사채， 경영전문기술 등으로 

구성된 종합적인 패키지로서 자본이 제공되는 것 

이 일반적인 것이 되었다. 세째는 기술집약형 중 

소기업의 창업을 지원해야 할 정책적인 필요성에 

서 대두되었다. 혁신적인 중소기업의 창업은 고 

용의 증대는 물론 생산성의 향상과 국제경쟁력의 

강화를 가져 오기 때문에 여러 나라에서 경제활 

성화의 수단으로 주목을 받아 왔다. 이러한 산업 

자금의 수요변화에 대한 반응과 창엽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기관’의 형태로 나타난 결과들 중 

의 하나가 바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이다. 

포 모두에 있어서 초기에 특정지역에 대한 극도 2. 모험자본기업의 기원과 성장 
의 집중이 존재한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다음 중소기업의 창업을 지원하는 중소기업창업투자 
에서는 우리나라 모험자본기엽의 입지와 모험자 회사는 1986년이후 창업지원의 필요성에 대한 현 
본의 공간적 투자패턴에서는 어떤 결과들이 나타 실적인 인식과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의 제정에 따 
나는지에 대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라 설립되기 시작하였다<표 1>. 1986년에 l17H 의 

111. 한국모험자본산업의 역사 

1. 산업자금에 대한 수요변화와 모험자본 

의 등장 

모험자본은 한 국가의 산업구조에 중요성을 가 

지고 있는 기업들에게 전통적인 자금과 다른 종 

류의 산업자금을 제공하려는 욕구에서 발달하였 

다. 산업자금에 대한 수요변화와 새로운 유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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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등장하였고 이들의 총자본금은 500억원이 

었으나 1991년에 엽체수는 53개로 늘어 났고， 자 

본금은 4662억원으로 증가하였다. 이와같이 짧은 

기간동안에 모험자본산업이 급속하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첫째 정부가 장업투자회사 설립의 

근거를 제공하고 이를 지원하는 중소기업창업지 

원법을 제정하였기 때문이다. 이 법은 창업투자회 

사에게 세금을 면제해 주고 창업지원기금을 투융 

자할 수 있도록 하고 사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두번째 요인은 1980년대 후반 주식시 

장의 발달과 호황이다. 1987년에 도입된 장외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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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는 모험자본가들이 그들의 이익을 조기에 실 

현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을 제공해 주었다. 게다 

가 1980년대 후반에 장기간 지속된 주식시장의 

활황(고성수， 1991)과 3저현상으로 인한 경제닥관 

주의가 장기투자를 보다 매력적인 것으로 만들었 

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수요측면에서 첨단기술기 

업들을 포함한 중소기업들의 점증하는 창업으로 

인한 자금수요의 증대도 모험자본기업의 설립을 

자극하는 하나의 요인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표 1.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설립과 자본금 변화 

연 도 1986 1987 1988 1989 1900 1991 

순 증 11 5 6 8 21 2 
업 체 수 11 16 22 30 51 53 

자본금(억 500 960 1571 장41 뼈3 뼈낀 

증가율(%) 62.7 63.6 55.4 65.2 15.6 
자료:한국투자회사협회， 1992, 중소기업창업투자회 

사현황， Vencom, 4호. 
한국기술금융주식회사， 1991, 벤쳐금융데이터 
뱅크， 벤쳐금융， 가을호 

특히 1900년에 창업투자회사가 압도적으로 많 

이 설립된 것은 1)투자회사와 투자조합에 출자된 

자금에 대하여는 조세포탈의 혐의가 있다고 판단 

되는 경우외에는 자금출처조사가 면제되었고(남 

상우 외， 1991)， 2)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로 둥록한 

후 신기술사업금융회사로 전환할 수 있는 가능성 

이 제시되었기 때문이다. 

3. 모험자본기업의 투자활동과 증대 
1앉%년부터 중소기업의 창업자에 대한 자금지 

원업무를 시작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들은 그 

해에 64개의 신설중소기업에 91억원을 지원한 것 

을 시작으로 1991년까지 총 1116개의 신설중소기 

업들에 3595억원을 제공했다(표 2). 한편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의 업체당 평균지원금액의 규모는 

1986년에 1.4억원 정도이던 것이 매년 점진적으로 

증가하여 1991년에 4.7억원으로 증대되었다. 이러 

한 투자규모의 대형화는 경영환경의 어려움을 타 

개하고자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들이 증자를 통하 

여 자본금의 규모를 늘려 왔고 그것이 실제 투자 

행동으로 나타났고 또한 부동산가격의 상승으로 

공장부지의 구입이나 사무실의 임차료 등 고정자산 

의 투자비용이 늘어났기 때문이다(고성수，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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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투자실적 

연 도 1986 1987 1988 1989 1900 1991 

업 체 수 64 211 . 443 661 없4 1116 

순증가 64 147 232 218 263 192 

금 액(억 )91 346 008 1없5 2698 3595 

증가율(%) 280.2 162.4 80.1 65.0 잃.2 
순증가 91 255 562 727 1003 æ7 

자료: 한국투자회사협회， 1992, 중소기업창업투자 
회사현황， vencom, 4호 

주: 순증가와 증가율은 전년대비 증가(율)임. 

그러나 1991년의 저조한 투자실적은 1991년에 

있었던 기업공개요건의 강화로 중소기업창업투 

자회사들이 신규투자를 자제해 왔기 때문이다. 

기업공개요건의 강화는 현금화에 대한 일반적인 

통로를 보다 어렵게 만든다. 그 결과 모험자본기 

업들은 그들 자신의 자금흐름에 신경을 쏟게 되 

고， 지분투자 대신에 융자위주로 그들의 투자철 

학을 바꾼다. 이것은 모험자본기업이 총경비를 

충족시키고 새로운 투자에 투입할 자금을 유통 

하고자 할 때 현금화에 대한 압력을 낮추기 때 

문이다. 

N. 모험자본기업의 입지패턴과 

모험자본의 지역적 흐름 

1. 모험자본기업의 입지패턴과 그 특성 

한국 모험자본기엽의 입지패턴은 ‘자유롭게 

입지할 수 있었던 시기’와 ‘입지가 규제를 받았 

던 시기’로 구분하여 살펴 보아야 한다. 전자와 

후자의 분기점은 1989년이다. 전자의 입지패턴은 

초기의 극심한 공간집중이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 

점차 완화되어 왔지만 여전히 상당한 공간적 집 

중을 보여 주고 있다(표 3). 대부분의 중소기업창 
업투자회사들이 서울에 집중한 것은 대도시의 입 

지적 이점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창업투자회사 등록 및 업무운용준칙」 

에 관한 상공부고시가 모험자본기업의 수도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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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연도별 지역별 설립 

연 
지 여， 

도 수도권 강원 걷 jir1 닙r 충대남전 전북 각 전:13l「 남끼 ;ζ- 대 ~ τ구 1=1찍「 부 경산남 
계 

1986 10 1 11 
(90.9) ( 9.1) (100) 

1987 11 1 1 1 2 16 
(68.8) (6.3 (6.3 (6.3 (12.5) (100) 

198ß 13 1 2 1 1 4 22 
(59.1) (4.5) (9.1) (4.5) (4.5) (18.2) (100) 

1989 13 3 1 4 1 1 2 5 30 
(43.3) (10.0) (3.3) (13.3) (3.3) (3.3) (6.7) (16.7) (100) 

1990 13 5 1 9 4 3 5 11 51 
(25.5) (9.8) (2.0) (17.6) (7.8) (5.9) (9.8) (21.6) (100) 

1991 13 5 2 9 4 4 5 11 53 
(24.5) (9.8) (3.8) (17.0) (7.5) (7.5) (9.4) (20.8) (100) 

자료: 한국투자회사협회， 1992,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현황， vencom, 4호 

지를 제한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소기업창업투자 

회사들은 1~굉년 이후부터 지방에 설립될 수 밖 

에 없었고， 그 결과 수도권의 비중은 극도로 완 

화되었다(표 3). 이러한 수도권비중의 감소는 서 
울에 대한 입지가 제한되어 있는 상황에서 서해 

안 개발， 첨단기술산업단지 개발， 제2의 수요지역 

으로서 남동지역의 매력， 대주주의 연고지 등 다 

양한 입지요인들이 작용했기 때문이며 무엇보다 

도 수도권지역에 1개에 한하여 지점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r지점의 등록」에 관한 상 

표 4. 모험자본의 지역적 흐름， 1986-1992. 6. 
단위 : 십억원 

모본업험기자 지업 신설중소기업의 입지 

수도권 강원 충북 충대남전 전북 광 전남주 경대북구 부 경산남 계 

수도권 *61.3 4.2 7.0 10.9 3.2 2.5 5.3 5.6 잃4 

**79.8 75.0 45.5 55.4 56.3 36.8 44.1 26.7 61.3 

강원 28.6 + 28.6 14.3 7.1 + 21.4 14 
1.8 + 9.1 3.6 6.3 + 5.0 3.0 

충북 ?:l.3 + 54.5 + 18.2 11 
1.4 + 13.6 + 10.5 2.4 

충대남전 14.3 3.6 25.0 35.7 3.6 7.1 7.1 3.6 a 
1.8 + 9.1 3.6 6.3 + 5.0 3.0 

전북 57.1 + 7.1 7.1 7.1 7.1 7.1 7.1 14 
3.7 + 2.3 1.8 6.3 5.3 2.9 1.7 3.0 

전남 36.4 + 18.2 + 45.5 11 
1.8 + 3.6 + 26.3 2.4 

대7â~구 ~ ?:l.8 5.6 8.3 16.7 5.6 + 33.3 2.8 36 
4.6 12.5 6.8 10.7 12.5 + 35.3 1.7 7.8 

경부산남 16.9 1.5 4.6 6.2 3.1 3.1 6.2 58.5 65 
5.0 6.3 6.8 7.1 12.5 10.5 11.8 63.3 14.0 

계 218 16 44 56 16 19 34 60 뼈3 
47.1 3.5 9.5 12.1 3.5 4.1 7.3 13.0 뼈3 

자료: 중소기업진흥공단， 1992, 출판되지 않은 자료 
주+은 10억원미만을 투자한 경우. 는 자금의 흐름이 전혀 없었던 경우. 

*는 가로합계에 대한 퍼센트**는 세로합계에 대한 퍼센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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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고시의 조항이 본사의 입지에 대한 부담감을 

완화시켜 주었기 때문이다. 한편 충남지역의 비 

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경제 

의 중심지인 서울과의 지리적인 근접성과 첨단기 

술산업단지로의 성장가능성이 가장 크게 작용했 

기 때문인 것으로 면담조사결과 드러났다. 

그러나 단순히 모험자본기업들이 어디에 본사 

를 두고 있는지만을 고찰하는 것은 기업규모나 

지점의 문제를 간과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Florida, R. L. & Kenney, M., 1988b). 수도권지역 

은 1991년에 총자본금의 약 39%를 차지하고 있 

는데 이 수치는 업체수를 기준으로 본 수도권지 

역의 비중보다 대략 15%가 높다. 또한 지점의 입 

지를 보면 서울 이외에 본사를 두고 있는 42개 

모험자본기업들 중 서울에 지점을 두고 있지 

않는 기업은 단지 5개의 기업에 불과하다. 이것은 

서울입지에 대한 정부의 규제를 벗어나면서 서울 

에서 모험자본활동을 하고자 하는 모험자본기업 

들의 입지전략이다. 

2. 모험자본의 지역적 닝등? ε프 .. -..=. J:그 

1986년부터 1992년 6월까지 있었던 모험자본의 

지 역 적 흐름은 <표 4>와 같다. 강원과 전북지 역 

을 제외한 모든 지역들은 자기지역에 가장 많은 

양의 자금을 투자했다. 그 중에서도 수도권， 경남， 

충북지역들은 자기지역에게 절반 이상을 투자했 

다. 한편 수도권과 경남지역만이 그들이 필요로 

하는 모험자본 중에서 가장 많은 양을 자기지역 

안에서 창출된 자금으로 충당했고， 나머지 지역 

들은 한결같이 수도권지역으로부터 지원을 받았 

다. 이들 지역들 중에서도 특히 강원， 전북， 충남 

지역들은 과반수 이상을 수도권지역으로부터 지 

원받았다. 그리고 충북지역은 자기지역을 포함해 

서 다른 지역들에 투자한 금액보다 330억원(75%) 

이 더 많은 양을 자기지역을 포함한 다른 지역들 

로부터 지원을 받은 최고의 자본수입지역이고， 

반대로 600억원(약 23%)을 수출하는 수도권지역 

은 선도적인 자본잉여지역이다. 한편 지역간 흐 

름이 가장 두드러진 경우는 수도권지역에서 충남 

지역으로의 흐름이다. 

다음에서는 모험자본투자의 지역적 편향을 살 

펴 보고자 지역편향계수를 산출하였다. 지역편향 

계수는 다음의 (1)과 같은 공식으로 구할 수 있 

다. 1의 값은 i지역이 국가의 총투자액에서 차지 

하는 그 지역의 몫에 정확하게 비례하여 j지역에 

투자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표 5>에서 가 

장 두드러진 특정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들이 

자기지역에 대한 강한 투자편향을 보여 주고 있 

다는 것이다. 전남지역은 자기지역으로부터 자금 

을 지원받기 가장 쉬운 것 같고， 반대로 강원지역 

은 가장 어려운 것 같다. 경남지역은 강원지역을 

제외하고 다른 모든 지역들로부터 가장 적은 관 

심을 끄는 지역이다. 

표 5. 모험자본투자의 지역적 편향 

모험자본 
중소기업의 입지 

기업입지 수권도 강원 걷 iir1 닙T 충대남전 전북 각 전151π남~ /대 7ð-5구 tjF 

수도권 1.30 1.15 0.74 0.88 0.93 α65 α74 

강 원 0.00 O.CD 2.75 1.30 2.46 α28 

충 북 o.æ 0.76 5.45 0.22 4.31 

충남/대전 0.34 1.47 2.64 3.02 0.64 1.43 0.78 

전 북 1.29 α52 0.73 0.48 1.87 1.68 1.13 

전남/광주 0.73 0.:Jl 1.41 0.58 11.39 

경북/대구 0.61 1.39 0.82 1.40 1.31 0.10 4.52 

경남/부산 0.35 0.43 0.54 o.æ O.π O.ffi 0.79 

자료: 중소기업진흥공단， 1932， 출판되지 않은 자료 
주는 자금의 흐름이 전혀 없었던 경우임. 

aij / l: a낀 
지 역편향계수(bij) = _ --(1) 

E 희 / í: 1:핵 

부 경산남 

0.44 

1.46 

0.24 

0.29 

0.28 

4.59 

bij: i지역(창업투자회사)의 j지역(중소기업)에 대한 

편향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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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j: 지역에서 j지역에 투자된 자금 
i: 창업투자회사가 입지한 지역(기원지역) 
j: 중소기업이 입지한 지역(목적지역) 



V. 모험자본의 투자분포와 변화 

1. 업종벌 투자분포와 변화 

1) 업종전체 

업종전체를 대상으로 한 모험자본의 업종별 

투자분포에서 나타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극 

심한 불균등 분포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표 

6>. 여기서 조립금속업종은 모험자본이 가장 많 

표 6. 중소기업의 업종별 분포 

업 종 1987 1988 1989 1990 1991 199:t 계 

음식료품 1.1 2.3 3.3 3.6 3.4 2.7 3.0 
1.4 2.3 5.8 3.8 3.5 5.3 3.8 
8.0 7.1 6.5 6.2 

7.9 5.3 2.7 5.6 3.2 4.0 4.5 
섬유 의복 7.0 4.9 2.8 7.0 3.3 5.4 4.9 

24.1 23.9 23.4 22.2 

0.8 0.3 0.6 0.9 1.3 0.7 
목재 가구 1.7 0.4 0.9 1.4 1.3 1.0 

5.2 5.4 5.4 5.3 

1.7 4.1 1.2 2.8 4.1 2.7 2.9 
종이 출판 4.2 4.4 1.1 3.5 3.5 2.2 3.2 

6.8 6.7 6.8 6.7 

화합물 
18.0 13.2 13.6 14.4 13.5 12.6 14.0 

고무 16.1 13.3 10.2 13.0 11.5 9.2 11.9 
10.1 10.0 10.4 10.5 
6.2 5.6 7.6 5.2 7.8 13.0 7.3 

비금속광물 6.6 6.4 6.8 9.9 6.7 13.7 8.4 
5.3 5.0 4.9 4.9 

2.8 6.4 6.6 4.9 5.9 6.3 5.6 
제 1차금속 2.5 7.5 8.6 4.8 6.7 6.7 6.3 

2.0 2.2 2.1 2.2 
57.9 57.5 61.3 58.8 58.0 53.8 58.2 

~~그 p~추커「 57.0 53.8 63.1 54.4 59.0 52.6 56.9 
27.0 잃.3 30.1 31.5 

1.7 2.3 0.9 0.9 0.5 0.9 
기타 제조 1.6 2.3 0.7 0.7 0.1 0.6 

7.0 7.0 6.4 6.5 
2.8 2.6 2.4 3.2 2.7 3.6 2.9 

사업서비스 3.7 3.4 0.6 2.0 4.2 3.7 2.9 
7.0 7.0 6.4 6.5 
178 266 331 466 438 223 1002 

계 잃앓24짧3 62783 1껑487 14뼈3 57476 뼈194 

닷J888 6:정31 앉?ó18 7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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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투자된 업종이고 그 다음은 화합물 고무제품 

업종이다. 조립금속업종에 대한 이러한 투자편중 

현상은 중소기업전체의 업종별 분포와 비교될 

때 상대적으로 훨씬 두드러진다. 또한 중소기업 

전체에서보다 모험자본의 투자분포에서 화합물 

고무제품업종의 비중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고， 

반대로 섬유 의복 업종의 비중은 아주 낮게 나 

타나고 있다. 이것들은 모험자본의 업종별 투자 

분포에서 나타나는 불균등한 분포가 투자기회의 

단순한 반영만이 아니라 모험자본이 적어도 중 

분류의 수준에서 보다 고부가가치를 산출하는 

업종들에 투자되어 나타난 복합적인 결과임을 

뜻한다. 그리고 이들 업종에 대한 극심한 편중현 

상의 원인은 1980년대 이후 산업구조가 고도화 

되어 가는 과정에서 이들 부문에서 창업이 활발 

하여 투자기회가 많았고， 무엇보다도 이들 두 업 

종들이 고부가치를 창출하는 업종으로서 이들 

업종에 대한 투자수익률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면담 조사결과 밝혀 졌다. 

2) 첨단기술업종 
첨단기술업종들에 대한 모험자본의 투자는 제 

조업전체에서 첨단기술산업들이 차지하는 비중에 

비하면 상당히 많이 이루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표 7>. 이것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들이 명시 
적으로 투자대상업종을 선정해 놓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투자심사과정에서 첨단기술업종에 대한 

고려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첨 

단기술업종들에 투자되는 산업자금으로서 모험자 

본이 갖는 전형적인 이미지와는 달리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들이 첨단기술의 투자에 적 

극적인 자세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는데， 

이것은 대부분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들이 기술 

성보다는 사엽성을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고， 첨 

단기술에 대한 투자를 위험성만이 높은 투자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전반적인 경향에 

있어서 제조업전체에서 첨단기술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계속 증가하여 왔으나 첨단기술엽종들에 

투자된 모험자본의 비중은 일관된 경향을 보이고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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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첨단기술업종에 있어서 모험자본투자의 분포a와 

제조업전체에 대한 첨단기술산업의 비중b 

업 크。으 1987 1~용 1앉혔 1앉x) 1001 1앉g 계 

첨단 a 
*21.9 16.5 17.8 23.6 22.4 16.6 20.3 

산업계 a **20.1 13.5 23.1 21.4 24.4 17.5 21.1 
b 1**해.0 6.6 6.8 7.0 

1.7 1.1 0.6 0.9 0.9 1.3 1.0 
SIC 3522 1.9 1.3 0.6 0.9 0.7 0.3 0.8 

0.5 0.5 0.5 0.5 
1.1 1.9 1.8 3.4 3.2 2.2 2.5 

쪼εE 0.9 1.9 3.2 3.0 3.0 1.8 2.6 
0.4 0.4 0.5 0.5 
3.9 2.6 3.6 6.7 6.6 4.0 5.0 

않표낌 2.6 1.5 3.2 7.3 6.9 8.6 5.9 
3.1 3.3 3.4 3.5 

10.1 8.6 τ9 8.8 8.4 6.7 8.4 
않경4 12.1 7.2 11.4 7.7 11.2 5.2 9.2 

1.6 1.8 1.9 2.0 
5.1 2.3 3.9 3.9 3.2 2.2 3.4 

3854 2.6 1.7 4.7 2.4 2.6 1.6 2.6 
0.4 0.5 0.5 0.6 

78.1 &3.5 82.2 76.4 π.6 &3.4 79.7 
기타업종계 79.9 &3.5 76.9 78.6 75.6 82.5 78.9 

94.0 잃.4 93.2 93.0 
178 æ> 331 4ffi 438 223 1002 

전업종계 용322 482l컸 없783 122487 14앓 57476 뼈1194 
않않했 됐28 앉꿨회 앉용n 

자료: 중소기업진흥공단， 1앉12， 출판되지 않은 자료 
경제기획원， 1987, 1쨌1， 1~， 광공업통계조사보고서 
경제기획원， 1웠 산업센서스보고서 

주: 수치는 전업종계에 대한 비율 c는 1앓년 6월말까지의 실 
적임. 
SIC 3522:의 약품 제조업， SIC 않짧:사무 계산 및 회계용기 
계 제조업， SIC 2Æ짧:음향 영상 및 통신장비 제조업， SIC 
짧4전자관 및 기타 전자부품 제조업， SIC 쪼없:전문 과학 
측정 및 제어장비 제조업 
*는 건수기준**는 금액(백만)기준***는 업체수기준임. 

2. 지역별 투자분포와 변화 
1 ) 업종전체 

업종전체를 대상으로 한 모험자본의 지역별 투 

자분포에서 나타나고 있는 가장 뚜렷한 특정은 

모험자본의 절반가량이 수도권지역에 투자되었다 

<표 8>. 그러나 이러한 공간집중의 정도도 제조 
업의 지역별 분포와 비교될 때 아주 낮게 나타나 

고 있는 것이 주목된다. 또한 전반적인 경향에 있 

어서도 중소기업의 지역별 분포는 최근에 산업이 

수도권지역으로 집중하고 있는 경향을 보여 주고 

있으나， 모험자본의 지역별 투자분포는 투자가 

지방으로 확산되어 가는 경향을 보여 주고 있어 

양자간에 주목할 만한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이처럼 모험자본투자의 지방분산경향이 나타 

나고 있는 것은 첨단기술이나 신기술에 대한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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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a 모험자본투자a와 중소기업b으| 지역별 분포 

지역 1987 1없 1쨌 1~ 1OO11~ 계 

a *67.4 52.3 3).8 46.1 42.7 43.5 48.7 
수도권 a “”‘65.5 52.6 6.5 45.7 44.8 44.3 47.3 

b ‘’‘”‘'57.5 !:B.6 59.3 !:B.6 

3.4 1.9 3.3 3.0 3.7 4.0 3.2 
강원 4.2 2.4 3.7 4.7 3.0 3.0 3.6 

1.7 1.6 1.5 1.5 

7.3 6.0 6.0 10.5 11.9 10.8 9.1 
충북 5.3 4.8 5.7 10.7 12.0 11.2 9.5 

1.4 1.4 1.4 1.5 

충남/ 9.0 11.3 14.8 13.5 14.4 10.3 12.8 

대전 9.7 13.0 때1.5 10.5 12.5 7.6 12.3 
3.8 3.7 3.7 3.8 
1.1 1.1 1.2 3.6 2.5 1.8 2.2 

전북 3.3 1.0 0.8 5.8 2.8 4.4 3.3 
2.8 2.8 2.9 2.8 

전남/ 
2.2 2.3 2.7 2.4 3.9 6.7 3.3 

τ1511;ζ- 3.1 1.3 3.7 3.5 4.3 5.8 3.8 
4.2 4.0 3.8 3.9 

경북/ 
4.5 9.8 7.6 6.9 8.9 8.1 7.8 

대구 4.0 12.2 6.9 4.5 7.7 9.6 7.2 
12.0 11.6 11.2 11.6 

경남/ 5.1 15.4 13.6 13.9 12.1 14.8 12.9 

부산 4.9 12.7 12.1 14.7 12.9 14.2 12.9 
16.5 16.4 16.1 16.2 

계 178 æ> 331 4ffi 438 223 1002 

자료: 중소기업진흥공단， 1ffi2 출판되지 않은 자료 
경제기획원，각년도，광공업통계조사보고서 
경제기획원， 1앉혔， 산업센서스보고서 

주: 수치는 세로합계에 대한 퍼센트임는 6월말까지의 
실적엄. 

자가 아니라 ‘신설기업’에 대한 투자로서 ‘국지 

적’ 규모의 패턴을 보이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의 투자특성과 지방에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설립을 유도해 온 정부정책의 복합적인 상호작용 

의 결과 때문이다. 

또한 중소기엽의 지역별 분포에서보다 모험자 

본의 지역별 투자분포에서 충남북의 비중이 높 

게 나타나고 있는 것도 양자간의 비교에서 나타 

나고 있는 두드러진 특정 중의 하나이다. 이와같 

이 후자에서 충남북지역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무엇보다도 수도권에 

입지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들이 수도권과의 

심리적 지리적 근접성으로 이 지역의 투자기회 

에 관한 정보를 획득하는데 용이했고 이것이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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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투자로 많이 이어졌으며， 두번째로 이곳의 중 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도 후자 

소기업창업투자회사들이 자기지역에 대한 강한 와 비교할 때 전자에서 발견되는 특정 중의 하나 

투자편향을 보였기 때문이다. 또한 최근 이곳에 

서 신설기업이 많이 생겨나고 있는 것도 이유 중 

의 하나임이 면담조사결과 밝혀 졌다. 

2) 첨단기술업종 
업종전체를 대상으로 한 투자분포와 비교할 

때 첨단기술업종을 대상으로 한 투자분포에서 

나타나는 두드러진 특정은 수도권의 비중이 훨 

씬 더 높게 나타나고 있고 지역간 불균등이 심 

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표 9>. 이것은 첨 

단기술산업이 흔히 이야기 되는 것처럼 입지자 

유기업이 아니라 오히려 기술 및 정보하부구조 

가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에 공간상에서 일반제 

조업보다 훨씬 불균등한 분포를 픽고 나타난다 

(박삼옥， 1989)는 점을 감안한다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공간집중도 첨단기술산업의 지 

역별 분포에서 수도권이 갖는 비중과 비교할 때 

다소 완화되어 나타나고 있는 것은 주목할 만하 

다(박삼옥， 1989, 7). 또한 충남과 충북지 역 의 비 

표 9. 첨단기술업종에 있어서 모험자본의 지역별 
투자분포 

지역 1~ 1~용 1~ 1앉x) 1ffi1 1앉'ff1 계 

수도권 
*74.4 63.6 63.6 63.6 66.3 70.3 66.4 

**77.2 66.7 64.6 64.5 78.6 82.8 72.3 

강원 
5.1 2.3 3.4 3.6 4.1 2.7 3.6 
4.7 1.2 0.8 3.7 1.7 0.6 2.1 

충북 
4.5 10.2 7.3 5.1 5.4 5.9 
2.1 6.4 11.0 2.8 4.0 5.4 

충남/ 10.3 11.4 15.3 12.7 13.3 5.4 12.1 
대전 8.6 11.9 22.5 7.3 9.9 4.4 10.5 

전북 
2.6 2.3 2.7 1.3 
2.6 1.5 4.9 1.6 

전남/ 1.7 0.9 0.5 
광주 0.7 0.4 0.2 
경북/ 

2.6 6.8 2.7 6.1 5.4 3.9 대구 

경남/ 5.1 9.1 3.4 6.4 5.1 10.8 6.2 
부산 6.0 8.9 5.0 5.6 5.0 5.8 5.5 

계 
39 44 59 110 æ ~ ?K1 

5792 6513 14517 33174 34203 10071 97270 

이다. 이것은 대부분의 중소기엽창업투자회사들 

이 투자를 할 때 첨단기술업종들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지 않았던 점으로 보아 단순히 이들 지역 

에 상대적으로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생겨난 결과인 것 같다. 

3. 지역벌 업종벌 투자분포와 변화: 종합 
1) 건수 기준 

건수를 기준으로 한 모험자본의 지역별 엽종별 

투자분포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대부분의 지 

역들에 있어서 조립금속과 화합물 고무의 2개 업 

종에 상당한 투자가 이루어 졌다는 것이다. 특히 

수도권， 경남， 강원의 3개 지역들은 그들 지역에 

이루어진 총투자건수 중에서 조립금속업종에 절 

반 이상이 투자된 지역들이다. 전북지역은 조립 

금속업종과 화합물 고무제품업종이 아닌 다른 업 

종이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유일한 지역이 

다. 종이 출판엽은 이 지역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업종이다. 

한편 수도권지역은 음식료품 및 담배 제조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서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조립금 

속제품 기계 및 장비 제조업， 기타 제조업， 사엽 

서비스엽은 수도권의 비중이 절반이상을 넘는 업 

종들이다. 그러나 음식료품 및 담배 제조업에서 

충남과 충북지역이 수도권지역의 비중을 능가하 

고 있는 것은 예외적이다. 

2) 금액 기준 

금액을 기준으로 한 투자분포는 건수를 기준 

으로 한 투자분포와 전반적으로 매우 유사한 패 

턴을 보인다. 그러나 금액을 기준으로 한 투자분 

포에서 나타나는 두드러진 차이는 첫째， 전남지 

역에서 화합물 고무제품업종의 비중이 건수를 

기준으로 한 투자분포에서 동율을 이루고 있던 

조립금속업종을 따돌리고 대폭 증가하였다는 것 

이다. 이것으로 보아 전남지역의 화합물 고무제 

자료: 중소기업진흥공단， 1m2， 출판되지 않은 자료 품업종에 대한 투자규모가 조립금속업종에 비하 
주:수치는세로합계에대한퍼센트임는 6월말까지의실적임· 여 상대적으로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는 건수기준**는 금액(백만)기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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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에 이 업종에 대한 투자규모가 조립금속 

업종의 경우에 비하여 월등히 컸기 때문인 것으 

로 생각된다. 둘째로 음식료품 및 담배 제조업 

에서는 충북지역이 충남지역을， 종이 및 종이제 

품 제조업에서는 전북지역이 수도권지역을 밀쳐 

내고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지역들이 되었 

다는 것이다. 

4. 모험자본의 공간적 투자패턴 
본논문에서 밝혀진 공간적 투자패턴의 주요한 

특징은 수도권지역에 모험자본의 절반가량이 투자 

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수도권지역에 대한 모험 

자본투자의 집중을 설명하기 위하여 수요관련요인 

과 공급관련요인을 구분하는 것이 개념적으로 도 

움이 된다(Harrison， R. T. & Mason, C. M. , 1986). 
가장 중요한 수요관련요인은 적절한 투자기회 

가 대개 수도권지역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이다. 

신생중소기업의 창엽은 수도권지역에서 가장 활 

발한 것 같다. 수도권지역에 입지해 있는 중소기 

업들의 어음부도율은 지방 중소기업의 것보다 낮 

게 나타나고 있고 금융기관도 수도권지역에 절 

반가량이 집중해 있다. 이것은 수도권지역의 중 

소기업들이 지방의 중소기업보다 유리한 경쟁적 

환경에서 활동하고 있고 성공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의미한다. 

두번째는 모험자본투자가 수도권지역에 집중 

하게 하는데 기여한 주요한 공급측면의 요인은 

규모가 큰 모험자본기업들의 대부분이 서울에 기 

반을 두고 있고， 그들이 투자된 자금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에서 다수를 자기지역에 

투자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서울은 다양한 금융 

및 판련기관들과 다양한 범주의 투자전문지식과 

사업상담서비스를 제공하여 왔다. 따라서 대부분 

의 모험자본기업들은 이런 이유로 서울을 중심으 

로 활동하여 왔다. 

이러한 모험자본활동의 서울집중이 지방에 모 

험자본의 공급을 감소시킬 수 있는 많은 방식들 

이 존재한다. 첫째는 대부분의 모험자본기업들이 

채택하는 투자활동의 ‘적극적’ 스타일 때문에 투 

자가와 투자기업 사이의 지리적 근접성이 요구되 

는데， 이것은 통근거리가 짧은 지역들에 그들의 

88 

투자를 더 많이 하도록 암묵적으로 작용해 왔는 

지 모른다. 둘째로 서울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모 

험자본기업들은 지방의 투자기회에 대하여 잘 알 

지 못한다. 셋째 서울에 입지한 모험자본기업들 

이 지방에 투자를 적게 하는 것은 그들의 편견 

때문일지 모른다. 

5. 지역경제발전에 대한 모험자본의 함의 

본논문은 수도권지역이 모험자본투자의 절반가 

량을 차지하지만 이러한 공간집중도 기존산업의 

공간분포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완화되어 나타 

나고 있음을 밝혔다. 그러면 모험자본의 투자패턴 

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러한 공간적 특성은 지방 

신설중소기업의 육성과 경제발전의 공헌에 어떤 

함의를 갖는가? 모험자본은 특히 기존첨단기술지 

역들의 특정인 잘 발달된 기술하부구조에서 빠뜨 

릴 수 없는 긴요한 요소이다. 대기업， 대학， 중소기 

업 사이에 존재하는 ‘역동적인 상호보완성’은 이 

러한 기술적 환경의 특징을 잘 나타내고 있다. 여 

러가지 경영서비스와 함께 비수도권지역에 투자 

된 모험자본은 지방의 유망한 중소기업의 창업과 

확장， 분리신설기업의 촉진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지방의 기술하부구조를 향상하고 개선한다. 또한 

모험자본기업들은 금융가， 창업가， 대기업의 중역， 

경영상담자들을 서로 연결하는 넓은 네트워크망 

의 중심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지방에서 

중소기업이 형성되도록 하는데 추진력있는 영향 

을 미칠 수 있다. 게다가 지방에서 모험자본의 획 

득가능성과 그러한 네트워크의 존재는 자기강화 

적인 혁신주기와 경제발전을 창출하고 이들 지역 

으로 기업가들을 끌어 들일 수도 있다. 

성장이란 그 자체로 스스로 일어나지 않는 의 

식적이고 통제가능한 요인이다. 기업가정신은 한 

지역의 경제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모험자본 

은 이러한 기업가정신의 발현과정에 촉매제를 제 

공한다. 지방의 경제발전을 위한 기업가 정신의 

발현과정이 성공하고자 한다면 계속해서 지방에 

서 모험자본의 형성을 지원하고 모험자본의 투자 

를 지방으로 분산되도록 유도하여 그것이 지방에 

서 새로운 중소기엽의 형성과 발달에 혁신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모험자 



본은 그 자체로서 비수도권지역에 입지한 중소기 

업이나 기술지향적인 기업들의 발달을 보장하지 

는 못한다. 하지만 그것은 그들 지역의 지역경제 

활동의 개선에 있어서 소규모이고 특수하지만 상 

당히 중요한 금융의 한 구성요소이다. 

VI. 요약 및 결론 

1980년대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 

한 한국의 모험자본산업은 그 동안 급속하게 성 

장해 왔다. 본논문은 이러한 성장을 모험자본산 

업의 공간조직， 모험자본의 지역적 흐름， 모험자 

본의 공간적 투자패턴을 중심으로 고찰하고자 했 

다. 본연구의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의 모험자본산업은 초기에 수도권지 

역을 중심으로 불균등하게 발달되어 왔으나 최 

근에 정부의 수도권지역에 대한 입지제한으로 

이 러 한 공간적 불균등은 극도로 완화되 었다. 초 

기 모험자본기업들의 서울집중은 대도시에서 사 

업서비스와 각종 정보에 대한 접근이 가장 용이 

했기 때문이며 1989년 이후 공간집중의 완화는 

수도권지역에 대한 입지가 제한되어 있는 상황 

에서 서해안 개발， 첨단기술단지 개발， 제2수요 

지역， 대주주의 연고지 둥 다양한 입지요인들이 

작용했기 때문이다. 

둘째， 한국 모험자본의 지역적 흐름에서 나타 

난 중요한 특정은 모험자본의 자기지역편향적 투 

자경향이다. 모험자본의 지역간 흐름에서 가장 

두드러진 경우는 수도권지역에서 충남지역으로의 

흐름이다. 전남지역은 자기지역에 투자하려는 경 

향이 가장 높은 지역이고 반대로 강원지역은 가 

장 낮은 지역이다. 경남지역은 다른 어떤 지역들 

보다도 더 많은 지역들로부터 가장 관심을 끌지 

못하는 지역이다. 

세째， 모험자본의 업종별 투자분포는 아주 극 

심한 불균등을 보여 주고 있다. 조립금속업종은 

이 투자분포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업 

종이다. 모험자본의 지역별 분포에서 수도권지역 

은 거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나 중소기업 

의 지역별 분포에서 그것의 비중에 비하면 상대 

89 

地理學論護 22號(1993. 8) 

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다. 전반적인 경향에 있 

어서 수도권지역의 비중은 꾸준히 감소하여 왔 

다. 이것은 수도권지역입지를 제한해 온 정부정 

책의 영향과 자기지역편향적인 패턴을 보이는 중 

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투자특성의 복합적인 상호 

작용의 결과 때문이다. 한편 첨단기술업종에 대 

한 투자는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며 

첨단기술업종에 대한 투자의 공간적 패턴은 엽종 

전체를 대상으로 한 패턴에서보다 더 심한 공간 

적 불균등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대부분의 지역 

에서 조립금속업종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엽종이고， 대부분의 업종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지역은 수도권지역이다. 

본논문에서 밝혀진 결과들은 신설첨단기술기 

업의 창업과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서의 모험자 

본의 전형적인 모델은 우리나라에서는 적합하지 

않으며 지방의 경제발전과 관련하여 우려의 정 

도는 크지 않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 훌考文顧 > 

고성수， 1991, 벤처캐피틀의 이해， 한국경제신문 

사， EM문고. 

국토개발연구원， 1987, 첨단산업과 지역발전방향， 

연구논문 86-3. 
박삼옥， 1989, “첨단기술산업입지와 지역경제발 

전 지역연구， 제5권 제2호， 1-19. 
벤쳐금융， 1992, “벤쳐캐피럴의 투자제고 방안 모 

색 한국기술금융주식회사， 봄호， 28-34. 
이진주 외， 1986, 한국기술개발주식회사 지원사업 

의 효과분석에 관한 연구， 한국과학기술원， 한 

국기술개발주식회사. 

정순섭， 1987, “한국의 모험자본회사의 투자결정 

에 관한 연구 한국과학기술원 경영학과， 석 

사학위논문. 

정종우， 1985, “우리나라 벤쳐캐피탈의 육성방안 

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석사학위논문. 

조관행， 1992, 중소기업이야기， 한국경제신문사， 

EM문고. 



한국 모험자본회사의 공간적 투자패턴과 그 특성에 관한 연구 

조창옥， 1986, “기술혁신과 벤쳐캐피틀 금융경 

제 10(2) ， 97-101. 

하숭한， 1991, “기업공개시 벤쳐캐피탈의 역할에 

관한 실증적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경영학 

과， 석사학위논문. 

Dominguez, ]. R., 1974, Venture Capital, 
Lexington Book. 

Florida, R. and Kenney, M., 1988a, "Venture 

capital-financed innovation and techological 

change in the USA," Research Policy 17, 

119-137. 

, 19æb, ’'v없tureC짧떠1’ s Geogr빼lY: 

a comment on leinbach & arrπhein，" p，τfessiα1l1i 

Geogr때her 40(2), 214-217. 

, 198&, "Venture capital, high 

technology and regional development," 

Regional Studies 22(1), 33-48. 

Folrida, R., Smith, D. F. Jr & Sechoka, E., 1991, 
"Regional pattems of v，하lture capital 

investrnent," in Green, M. B., ed., Venture 
Capi，뼈: lnternatiα1l1i corr따까isiαlS， Routl어ge， 

102-133. 

Glasmeier, A., 1988, "Factors governing the 

development of high tech industry 

agglomerations: a tale of three ci디es，" 

Regional Studies 22, 287-301. 

Green, M. B., 1989, "Patterns of preference for 

venture capital investment i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1970-85," Environment & 
P따nning (C) 7, 205-222. 

Haslett, B., 1984, "Venture capi떠1 and regional 

high technoloy development," in OT A, 

Technology, lnnovation and Regional 

Economic Develop，ηzent， Office of 

Technology Assessment Report, No. OT A

STI-238, Washington DC., USGPO, 41-50. 

Kozmetsky, G., Gi1l, M. & Smilor, R., 1985, 
Finandng and Mαlaging Fast-Gr，αvth 

Companies: The Venture Capital Process, 

Lexington, MA: Lexington Books. 

Leinbach, T. R. & Amrhein, c., 1987, "A 

90 

geography of the venture capital industry in 

the US," Professional Geographer 39(2) , 

146-158. 

Lungren, D., 1984, Foreword, Venture Capital 

& lnnovation, A Study prepared for the use 

of the Joint Economic Committee, Congress 

of the US(98th Congress, 2d sesion) S, Pπ 

98-잃8， 28 December, Washington DC: 

USGPO. 

M따tin， R., 1989, "The growth and geographical 

anatomy of venture capita1ism in the United 

Kingdom," Reginal Studies 23(5) , 389-403. 

Mason, C. M. & Harrison, R. T., 1991, "Venture 

capital, the eq띠ty gap and the ’North-South 

Divide' in the Dnited Kingdom," in Green, M. 

B., ed., Venture Capital: lnternational 

Comparisions, Routledge, 202-247 

McNaughton, M. B., 1991, "Venture capital 

in Canada," in Green, M. B., ed., Venture 

Capital: lnternational Comparisions, 
Routledge, 183-201. 

McNaughton, M. B., & Green, M. B., 1989, 
"Spatial patterns of canadian venture capital 

investment," Regional Studies 23(1), 9-18. 

0 ’hUallachain, B., 1984, "Linkages and foreign 
investment in the US ," Economic Geography 
60, 238-253. 

OECD, 1985, Venture Capi따 in lriforrnation 

Technology, Paris. 
OECD, 1986, Venture Capiα21: Context, 

Development & Polides, Paris. 

O없ey， R. P., 1984, "Innovation and regional 

growth in small high technology firms: 

evidence from Britain and the USA," 

Regional Studies 13(3), 237-251. 

Thompson, C., 1989, "The geography of venture 

capital," Progress in H띠nan Geography, 

13(1), 62-98. 

Tyebjee, T. T. & Bruno, A. V., 1984, "A model 

of venture capitalist investment activity," 

Management Sdence 30(9), 1051-1야)6. 



Journal of Geography 22(1993. 8) 

Spatial Investment Pattems of Venture Capital Finns in Korea: 

focusing on small business start-up investment company' s investment 

Myeong Pyo Hong 
Gaduate Student, Seoul National University 

Summary 
The venture capital industry is one of recently emerging financial industries. Recently, 

prominent attention has been paid to the venture capital by related industries and goverments of 
the developed and developing countries, because it can support and promote the formation and 
development of new small firms, especially ones which introduce new products and processes. 

Korean venture capital industry has begun to arise significantly since the middle 1980s. The 
purposes of this paper are to examine l)spatial organization of the venture capital industry, 
2)regional flows of venture capita1 funds and 3)spatial pattems of venture capita1 investments. The 
findings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in the beginning, Korean venture capital industry has developed unevenly with many of 
venture capita1 firms in the Capita1 region, but recently this conspicuous spatial uneveness has 
reduced considerably due to the restriction of the establishment of venture capital firms in the 
Capi떼 region by the government pol순y. Since 1989 the establishment of venture capital firms in 
the non-Capital regions has been affectded a variety of loction factors, including the development 
of Westem Coast, the construction of technopolis, the attraction of the Namdong region as the 
Second demand region, and the owner’s office. 

Second, major characteristic that appear in the regional flow of venture capital is a high level 
of regional parochialism in investments. Arnong inter-regional flows of venture funds, the flow of 
funds from the Capita1 region to the Chungnam region is most eminent. Companies in the 
Jeonnam region are most likely to invest at home region. The Kyeongnam region attracts the 
least interest from every other region except the Kangwon region. 

Third, the sectoral distribution of venture capital shows very evident uneveness. Manufcature of 
fabricated matal products, machinery and equipment accounts for the largest amount of 
percentage. 

In the regional distribution of venture capita1, the Capita1 region accounts for almost half of the 
national tota1, but the share of the Capita1 region is relatively low compared with that in regional 
distribution of small firms, and has reduced continuously. This is owing to complicated interaction 
of the resπiction of the establishment of venture capital firms in the Capital region by the 
goverment policy with local scale of Korean venture capital 

Keywords: venture capital, regional flow of venture fund, spatial pattens of venture capita1 
investments, new small firm, regional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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