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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오픈 이노베이션과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CVC)

4차 산업혁명의 시대가 도래했고 다양한 신기술이 등장하며 기업

이 직면한 경영환경의 변화가 그 어느때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COVID-19를 거치면서 이러한 변화는 더욱 가속화되었고 기업의 생

존,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혁신의 중요성은 더욱 커졌다. 혁신을 달

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오픈 이노베이션이 다시 주목받고 있으며 글

로벌 기업 및 한국 주요기업들은 오픈 이노베이션을 활용한 스타트업, 

벤처기업과의 협업을 확대하고 있는 추세이다.

오픈 이노베이션(open innovation)이란 기업이 내부적으로 국한되지 

않고 외부 조직 및 관계자와 협업하여 새로운 제품, 서비스, 비즈니스 모델

을 창출하는 것을 의미한다. 오픈 이노베이션을 처음 주창한 사람은 미국

의 하버드대학 교수인 헨리 체스브로(Henry W. Chesbrough)이다. 체

스브로 교수는 빠르게 변화하는 21세기형 시장에서는 기술우위 제품을 

선제적으로 출시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좋은 비즈니스 모델을 만드

는 것이라 강조했다. 

오픈 이노베이션과
CVC를 통한 혁신성장 전략

혁신 성장 전략의 중요한 축, '오픈 이노베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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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세기 후반에는 기술을 중심으로 혁신이 태동했기 때문에 자사에 좋은 아이디어 또는 기술이 존재하더라도 이

를 좋은 상품으로 시장에 내놓는 데에는 많은 한계에 부딪혔다. 결국 기업들은 자사 기술을 향상하고 상품화하기 

위해 내부 아이디어와 함께 외부 아이디어를 활용하고 시장을 향한 외부 경로를 이용하기 시작했다. 대표적으로 회

자되는 사례로 프록터앤갬블(Procter & Gamble, P&G)을 들 수 있다. P&G는 “내부에서 제품 개발을 가능하게 

하는 전문가가 8,600명 정도가 존재하고 외부에는 150만 명 이상의 전문가가 있는데 굳이 왜 내부에서 상품을 모

두 개발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자사의 혁신 원천의 50%를 회사 외부로부터 얻는다는 목표를 세우며 

혁신 전략을 전환시켰다.1

오픈 이노베이션의 유형과 프레임워크

체스브로 교수는 오픈 이노베이션의 유형을 내향형

(outside in)과 외향형(inside out)으로 분류했다. 내

향형 오픈 이노베이션은 기업이 연구, 개발, 상업화의 

과정에서 외부의 기업이나 연구소, 대학 등으로부터 

지식이나 아이디어 등을 얻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반

해, 외향형 오픈 이노베이션은 기업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아이디어를 외부에 내보내서 다른 비즈

니스 모델을 통해 상업화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 아직

까지는 기업들이 오픈 이노베이션을 한다고 하더라도 

자사의 지식과 기술을 방어하려는 경향을 버리지 못

하여 내향형 혁신을 추구하는 경우가 더 많다. 외향형 

오픈 이노베이션의 대표적인 전략으로는 기술 판매와 

스핀오프가 있다. 기술 판매란 자사의 기술을 판매하

여 타사로부터의 로열티 수입을 통해 수익창출을 극

대화하고 기술 표준을 정하는 것에 목적을 둔 경우가 

많다. 스핀오프(spin-off)는 벤처기업을 설립하여 새

로운 비즈니스 모델로 사업화를 추진하는 목적을 가

지고 있는데 사업다각화 모색, 신성장 동력 사업 창출 

등의 목적으로 많이 사용된다. 오픈 이노베이션의 프

레임워크를 5가지 구성 요소와 개방성(openness)의 

정도에 따라 아래와 같이 분류하여 비교해볼 수 있다

(표1 참조).

표1. 오픈 이노베이션 프레임워크

구성 요소

네트워크 특징
•  1~5개의 참여 기업
•  특정 1개 국가에 기반

• 5~20개의 참여 기업
• 1~5개 국가에 기반

• 20개 이상의 참여 기업
• 5개 이상의 국가에 기반

• 높은 전문화 수준과 혁신 
역량만을 갖춤

• 참여 인력에 대한 협소한 
수용 기준

• 보통 정도의 전문화 수준
을 기반으로 혁신역량과 
실험역량을 갖춤

• 참여 인력에 대한 유연한 
수용 기준

• 혁신역량, 실험역량, 상품
화역량 등을 고루 갖춤

• 참여 인력 대한 광범위한 
수용 기준

• 계약, 명시적 동의, 지적재
산권 보호를 위한 법률 계
약 용어, 법적 동의 없는 
지적재산 사용 방지 등을 
바탕으로 함

• 참여자간 동의내용이 잘 
정의되어 있고 지적재산권
을 잘 보호하나 다양한 조
직의 활용을 허용함

• 명백한 계약 없이 플랫폼 
내에서의 상호간 신뢰, 이
익관계에 의해 지적재산권
의 사용, 활용 등이 이뤄짐

• 중심 조직이 네트워크의 
혁신 어젠다를 결정함

• 일부 참여자가 혁신 활동
의 일부(솔루션 디자인, 
개발)에 영향력을 가질 
수 있음

• 참여자가 대다수 혹은 모
든 혁신 활동에 영향력을 
가질 수 있음

• 솔루션 개발 과정에서의 
검토와 승인 관련 규정이 
사전에 잘 정의되어 있고 
제한적임

출처: 딜로이트 컨설팅(2015), Executing an open innovation model

• 솔루션 개발 과정에서의 
검토와 승인 관련 규정이  
일부 규정되어 있음

• 검토와 승인 규정은 반드
시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만 만들어짐

인적자원

지적재산권

관리 및 계약

참여자의

영향력

거버넌스

개방성(openness) 정도

폐쇄적 보통 개방적

이미 국내외 유명 글로벌 기업들은 오픈 이노베이션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해왔다. 한국을 대표하는 글로

벌 기업 삼성전자와 자동차 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꾸

고 있는 테슬라(Tesla)의 사례를 살펴보자. 삼성전자의 

C-Lab은 ‘발굴-구현-사업화’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해 사

외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C-Lab Outside)과 사내벤

처 프로그램(C-Lab Inside) 두 가지를 동시에 운영하고 

있으며, 사업성을 갖춘 과제는 스타트업으로 스핀오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사내벤처의 경우 2012년

부터 2021년 1분기까지 1,309명의 참여임직원이 338

개의 육성과제를 진행해 52건의 스핀오프 사례를 창출

해냈다. 또한 본사와 시너지를 통해 스타트업을 선발하

여 삼성전자만의 운영 경험과 노하우를 외부로 개방하

기 시작하였는데 2018년에는 18개, 2019년에는 24개, 

2020년과 2021년에도 각각 20개 기업을 육성한 것으

로 나타났다.2

테슬라의 최고경영자인 일론 머스크(Elon Musk)는 

테슬라가 개발한 200여건의 기술 특허를 2014년 무상

으로 모두 개방했다.3  이 기술 특허에는 전기 모터 및 충

전 기술, 전원을 관리하는 소프트웨어 기술 등 핵심기술

이 모두 포함됐다. 어느 누구에게나 개방된 오픈 소스는 

경쟁사가 사용해도 무방하다고 머스크는 말했다. 특허

를 통해 얻는 수익보다는 전기차 시장의 규모를 키워 내

연기관차 시장에서 전기차 시장으로의 빠른 전환을 유

도하는 것이 테슬라에게 더 큰 이익을 확보할 수 있다는 

판단이었던 것이다. 테슬라의 기술로 시장의 판이 커진

다면 전기차 시장의 표준을 정할 수 있는 교섭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1 Henry W. Chesbrough, “Open Innovation,” Harvard Business School Publishing Corporation, 2003
2 삼성전자 C-Lab 웹사이트, (검색일: 2022년 3월 3일)
3 Forbes, “Tesla Goes Open Source: Elon Musk Releases Patents To Good Faith Use,” June 12,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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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Corporate Venture Capi- 

tal, CVC)은 기업들이 오픈 이노베이션을 실현시키는 

전략 조직의 일부로서 기능한다. CVC를 통해 기업은 

내부의 중앙연구소, 특정 부서에서 벗어나 외부로부터 

혁신 역량을 획득할 수 있다. 반대로 기업이 지닌 역량 

과 지식을 외부의 스타트업과 공유, 발전시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고 신규 시장을 개척해 나갈 수

도 있다. 

CVC의 유형은 투자 목적 및 CVC-벤처기업 간 연결

성(관계)를 기준으로 4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그림 1 

참조). 추진형(driving), 개척형(emergent), 강화형

(enabling), 수동형(passive)이다. 각 유형별로 특징

을 살펴보면, 우선 추진형은 투자기업이 보유하고 있

거나 사업 활동을 강화할 수 있는 기술 표준의 도입 또

는 확보가 가능하도록 해주는 제품/서비스를 제공하

는 벤처를 대상으로 하는 투자를 말한다. CVC와 벤

CVC 활성화는 이미 글로벌 트렌드

미국에서는 CVC의 개념이 2000년대 초반부터 대중 

화되었고 IBM벤처스(IBM Ventures), 인텔캐피탈 

(Intel Capital), 퀄컴벤처스(Qualcomm Ventures), 

 구글벤처스(Google Ventures) 등 이미 다양한 기업

들이 CVC를 통해 혁신을 일궈 왔다. 글로벌 시장으로 

봤을 때 CVC의 영향력은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다. CB

인사이트(CB Insights)에 따르면, CVC 투자집행액

은 2014년 179억 달러(약 21조 원)에서 매년 증가해 

처기업 간 긴밀한 연계를 통해 기존 사업을 강화하는 

것이 주 목적이다. 개척형은 미개발 혹은 미개척된 분

야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벤처에 대한 투자에 중

점을 둠으로써 잠재적인 사업 영역 확대를 추구한다. 

CVC와 벤처기업 간 연결성은 높지만 CVC가 적극적

으로 벤처기업의 사업 전략에 관여하지는 않는다. 다

양한 분야의 벤처기업의 신규 아이템에 재무적 투자를 

집행하여 잠재적인 성장 사업 분야를 탐색하는 유형이

라 할 수 있다. 강화형은 CVC가 기존 제품 및 서비스

에 대한 수요를 확대할 가능성이 있는 보완적 제품이

나 서비스를 개발하는 벤처기업에 투자하며, CVC의 

전략적 목적에 중점을 두고 있는 반면 CVC와 벤처기

업 간 관계는 추진형보다는 덜 긴밀한 관계를 가지는 

특징을 지닌다. 수동형은 재무적 수익 추구를 중점적

으로 하고 있어 투자기업과 벤처기업 간에 유연한 관

계가 형성된다.

2020년 731억 달러(약 85조 원), 2021년에는 1,693

억 달러(약 204조원)를 기록했다.4 특히 미국은 전체 

벤처캐피탈 시장에서 CVC가 차지하는 비중이 50%를 

넘어섰다. 2021년 상반기 글로벌 CVC의 투자 총액은 

787억 달러에 달했는데, 2016년 상반기 180억 달러

와 비교했을 때 약 4.3배 증가한 것이다. 이는 전 세계

적으로도 CVC가 지속적으로 활성화되고 있는 추세임

을 증명한다(그림2 참조).   

그림 1

그림 2

CVC 투자 유형과 주 목적

연도별 글로벌 CVC 투자액 및 투자 건수

출처: Henry W. Chesbrough(2002), ‘Making Sense of Corporate Venture Capital’, Harvard Business Review

CVC
벤처기업간

연결성

유기적

전략적(Strategic)투자

추진형(driving)
기존 사업 전략 강화

강화형(enabling)
기존 사업 전략 보완

개척형(emergent)
신규 사업 기회 발굴

수동형(passive)
투자 이익 회수

투자 목적

재무/금융적(Financial)투자

독립적

출처: CB INSIGHTS, The 2021 Mid-year Global CVC report / H1: 상반기, H2: 하반기

4 CB INSIGHTS, “State of CVC Report,”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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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2021년 상반기 유니콘 기업 투자 건수 기준 

글로벌 CVC 순위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그림3 참

조). 세일즈포스 벤처스(Salesforce ventures)가 

총 18개의 유니콘 기업에 투자하여 1위를 기록하였

고 이를 이어, 구글벤처스(Google ventures), 시티

벤처스(Citi ventures), 캐피탈G(Capital G), 넥스트

47(Next 47)등이 뒤를 이었다. 세일즈포스벤처스는  

2020년 유니콘 기업투자 건수(10건)에 비해 8건이 

증가하였고 구글의 지주회사 알파벳(Alphabet Inc)

에 의해 설립된 구글벤처스와 캐피탈G도 전년 대비 

향후 국내 CVC의 투자집행액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한다. 2022년부터 국내 대기업 일반지주회사도 

CVC의 제한적 보유를 가능케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

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국내 지주회사

는 금산분리(금융과 산업의 분리) 원칙에 따라 그동안 

금융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를 산하에 둘 수 없었다. 

이전까지 설립, 운영되었던 기존 벤처투자회사는 모두 

지주회사가 없는 기업들이 만들었거나 지주회사가 아

닌 계열사가 별도로 세운 형태였다.6 지주회사가 아닌 

계열사가 별도로 세운 벤처투자회사는 롯데벤처스(호

텔롯데), 코오롱인베스트먼트(코오롱차이나(HK) 컴퍼

니), 타임와이즈인베스트먼트(씨앤아이레저산업), 시 

그나이트파트너스(신세계인터내셔날)가 대표적이다 

(표2 참조). 

유니콘 투자 건수가 각각 7건, 2건에서 각각 11건, 7

건으로 증가했다.

본격 성장 궤도에 오르는 국내 CVC 시장

우리나라의 경우 벤처캐피탈이 등장한 것은 오래되

었지만, CVC는 상대적으로 생소한 개념이었다. 그러

나 최근 몇 년간 국내 기업들의 CVC 설립이 활성화

되고 있다. 국내 대기업 CVC 투자 집행액은 2021년 

처음으로 1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정된다(그림4 참

조).5

올해부터는 법 개정으로 부채 비율은 200%, CVC

가 조성한 펀드에 유입되는 외부자금의 상한 비율은 

40%로 제한되는 조건으로 국내 일반지주회사도 CVC

를 100% 자회사 형태로 소유할 수 있게 되었다. 해외

에서는 대기업들이 CVC를 통해 벤처기업 생태계를 활

성화하고 있는데 한국은 그렇지 못하다는 지적이 잇따

르자 일반 지주회사도 CVC를 설립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된 것이다. 법 개정 이후 시장의 반응도 뜨겁다. 

GS그룹은 국내 지주회사 중 최초로 CVC 전문회사를 

설립했는데, 이는 개정 법 시행 열흘 만에 속전속결로 

이뤄졌다. 뿐만 아니라 LG, SK, 효성, 아모레퍼시픽, 

셀트리온홀딩스도 지주회사 산하 벤처투자회사 설립

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림 3

그림 4

2021년 상반기 기준 유니콘 기업 투자 건수 기준 글로벌 CVC 순위

연도별 국내 대기업 CVC 투자집행액 추이

출처: CB INSIGHTS, The 2021 Mid-year Global CVC report / H1: 상반기, H2: 하반기

출처: THE VC, 이데일리(2021.09.23) / 2021년 수치는 추정치

5 이데일리, “국내 CVC 1조원 투자 시대 연다”, September 23, 2021
6 매일일보, “대기업 벤처투자 열풍, ‘쩐의 전쟁’ 시작되나”, January 23, 2022

순위

1 18 BetterUp, Flutterwave, Forter, Melio, StarburstSalesforce Ventures

2 11 Bowery Farming, Cameo, JoyTunes, KeepTruckinGoogle Ventures

3 8 Feedzai, Honeybook, Trulioo, SocureCiti Ventures

4 7 ID.me, Orca Security, ThumbtackCapital G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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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 주요 대기업 집단의 CVC 현황

표3. 2021년 국내 주요 CVC의 전년대비 투자집행액

삼성

카카오

롯데

신세계

롯데

코오롱

CJ

IMM인베스트먼트

신세계

농협

한국투자금융

신한금융

미래에셋

KT

호반건설

다우키움

포스코

이랜드

네이버

카카오

삼성벤처투자

카카오벤처스

롯데벤처스

시그나이트파트너스

삼성

LG

GS

현대자동차

SK텔레콤

롯데 액셀러레이터

코오롱 인베스트먼트

타임와이즈 인베스트먼트

아이엠엠 인베스트먼트

시그나이트 파트너스

NH 벤처투자

한국투자 파트너스

네오플럭스

미래에셋 캐피탈

미래에셋 벤처투자

KT 인베스트먼트

코너스톤 투자파트너스

키움 캐피탈

키움 인베스트먼트

포스코 기술투자

이랜드 벤처스

스프링캠프

카카오 벤처스

334

266

91

30

삼성 벤처투자

삼성 넥스트

삼성 카탈리스트 펀드

LG 테크놀로지벤처스

GS 퓨처스

현대 크래들

SK텔레콤 벤처스

국내

국내

국내

국내

국내

국내

국내

국내

국내

국내

국내

국내

국내

국내

국내

국내

국내

국내

1,029

512

126

107

국내

해외

해외

해외

해외

해외

해외

대기업 집단

그룹 집단

CVC 명

CVC 2020년(억원)

소재지

2021년(1월~9월)(억원)

출처: 한국무역협회(2021), 기업 벤처링 트렌드와 시사점

출처: THE VC, 이데일리 (2021.09.23)

국내 CVC의 투자 확대 추세는 2021년 통계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21년에는 국내 주요 대기업 CVC

의 투자가 현저하게 증가했다. 공격적으로 투자를 늘

린 CVC는 삼성벤처투자로 1,029억 원을 집행해 전년 

투자액(334억 원)의 3배 정도 규모다. 삼성벤처투자

는 삼성그룹이 신성장동력으로 삼고 있는 디지털 헬스

케어와 바이오 등에 집중 투자하고 있다. 지난 2021

년 5월엔 2015년 시리즈B부터 투자해온 디지털 헬

스케어 기업 눔(Noom)의 시리즈F 투자에 참여하기

도 했다. 해당 시점에서 눔의 기업 가치는 약 4조 원

으로 추정된다. 카카오의 CVC인 카카오벤처스도 올

해 512억 원을 투자하며 작년 투자액(266억 원)의 두 

배 가까이 자금을 집행했다. 카카오벤처스는 지난달 

1,789억 원 규모의 당근마켓 시리즈D 투자에 참여하

는 등 카카오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투자에 적극적으

로 나서고 있다.

또한 롯데그룹의 CVC인 롯데벤처스도 같은 기간 

126억 원을 투자해 전년(91억 원)보다 40%가량 규

모를 늘렸고, 신세계그룹 CVC인 시그나이트파트너스

도 30억 원에서 107억 원으로 투자금을 3배 이상 확

대했다. LG그룹은 구광모 회장이 지난 2018년 취임 

직후 만든 해외 CVC ‘LG테크놀로지벤처스’를 직접 진

두지휘하며 미국 실리콘밸리를 중심으로 스타트업 투

자에 공을 들여왔다. LG테크놀로지벤처스는 LG 5개 

계열사가 총 4억 2,500만 달러(약 5,000억 원)를 출

자해 탄생했다. 자율주행, 인공지능(AI), 모빌리티, 가

상현실(VR), 증강현실(AR), 로봇, 바이오, 차세대 디스

플레이 등 신기술 및 혁신 역량확보에 매진해왔다(표

3 참조).7

7 이데일리, ”돈 몰리는 벤처투자, 10대 그룹까지 CVC 투자·설립 봇물”, September 23,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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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을 review 하다

혁신의 개념에 대해서는 다양한 학자들이 정의를 내

려왔다. 이 중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학자 조지프 

슘페터(Joseph Alois Schumpeter)와 피터 드러커

(Peter Drucker)의 정의를 인용하면 혁신은 ‘새로운 

결합을 통해 시장을 창조적으로 파괴하는 변화’, ‘창조

적 파괴를 통해 새로운 가치와 만족을 창조하는 행위’ 

라고 할 수 있다. 혁신 성장은 결국 혁신 역량을 쌓는 

과정을 통해 창출되고, 혁신 역량은 일반적으로 개인

이나 조직의 학습과정(learning process)을 통해 제

고된다.8 조직 학습과 관련된 다양한 이론에 따르면, 

조직이 새로운 역량을 학습하는 활동의 유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조직이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경험, 

지식, 기술, 역량, 루틴(routine)에 기반하여 변화를 

시도하는 활용(exploitation)과 조직이 경험하지 않

은 새롭고 친숙하지 않은 지식, 기술, 역량, 영역을 발

굴, 조사하려는 시도인 탐색(exploration)으로 분류

할 수 있다.9  활용은 기존 경쟁 시장과 고객을 대상으

로 지식들을 정교화, 발전시켜 효율성과 생산성을 향

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반면, 탐색은 기존에 없던 

시장과 고객을 창출하고 새로운 지식과 기술자원을 획

득하는 효과성을 목표로 한다.10

탐색과 활용의 이론적 프레임을 CVC에 대입하면, 

CVC 조직을 통해 모기업은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기술을 탐색하거나 신규사업 기

회를 모색하는 등의 탐색 유형의 학습을 할 수 있고 

이를 통해 혁신 역량을 쌓아갈 수 있다. 또한 투자 대

상 스타트업 및 모기업 내 다른 부서들과 협업 과정에

서 쌓아가는 지식과 역량을 기반으로 기존에 영위하

고 있던 사업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여 경쟁력을 높

글로벌 기업의 오픈 이노베이션 및 CVC 사례

(1) 구글(Google)

구글의 오픈 이노베이션 역할을 수행하는 대표적인 

CVC 조직은 2009년에 설립된 ‘구글벤처스’이다. 구

글벤처스는 분야를 가리지 않고 전략 여부와 관계없이 

이익 최우선의 벤처 투자를 추진한다. 엔터프라이즈, 

생명과학, 소비재, 최첨단 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다양

한 분야의 포트폴리오 기업을 지원해왔는데 여기에는 

우버(Uber), 슬랙(Slack), 블루보틀(Blue Bottle) 등

이 포함되어 있다. 현재 80억 달러에 달하는 펀드를 조

성해 투자 중이며, 포트폴리오 회사는 300개이며 160

개 이상의 기업 M&A에 성공했고 50여개 달하는 기

업에 대해 IPO를 진행했다.12 구글벤처스가 초기 투

자한 공유차량업체 ‘우버’, 숙박공유업체 ‘에어비앤비

(Airbnb)’, 커피계의 애플로 불리는 ‘블루보틀’ 등은 유

니콘을 넘어 세계적인 기업으로 발돋움했다.

구글벤처스가 설립된 2009년 이전부터 이미 구글

은 미래지향적인 과감한 투자를 집행해왔다. 대표적인 

사례 중 가장 파급력이 강했던 케이스로는 스마트폰 

운영체제인 안드로이드를 꼽을 수 있다. 구글은 2005

년에 초기 단계의 작은 소프트웨어 스타트업이었던 안

드로이드를 인수하여, 스마트폰 운영체제인 안드로이

드 OS를 개발한 다음 무료로 공개했다. 결과적으로 삼

성과 LG 등의 한국 기업들을 비롯하여 다양한 글로벌 

기업들이 안드로이드 OS를 기반으로 하는 스마트폰

을 만들게 되었고, 구글은 모바일 소프트웨어 분야에

여갈 수도 있다. 

오픈 이노베이션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특정 기

업, 조직이 외부로부터 혁신역량을 획득하거나 기업

의 기술 역량, 자원을 외부와 공유하면서 새로운 비즈

니스 모델을 만들고 자신들의 외연을 확장하는 기능

을 수행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CVC는 앞서 언급한 오

픈 이노베이션 활동의 일환이자 혁신 성장을 창출하고 

촉진시키는 역할을 수행하는 조직이라고 할 수 있다. 

과거에 오픈 이노베이션은 R&D분야에 중점을 두

어 왔다. 하지만 오픈 이노베이션의 트렌드는 진화하

고 있다. R&D 영역뿐만 아니라 제품기획/개발, 디자

인, 생산, 마케팅, 비즈니스 서비스 등 기업의 가치 창

출(value creation) 전반으로 그 영역이 확대되었다. 

국내외 글로벌 기업들은 내부적으로 혁신 역량을 획

득하는 것에 한계를 느낀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 직면

한 국내외 글로벌 기업들은 직접 벤처캐피탈의 기능

을 수행하는 CVC를 직간접적으로 설립했고 이를 통

해 스타트업, 벤처기업과의 협업을 통한 혁신 성장 전

략을 도모해왔다.

CVC는 주로 국내외 글로벌 기업이 신생 벤처기업, 

스타트업에 자금을 투자하고 자신들이 가진 자원과 인

프라를 통해 파트너쉽을 맺은 창업 기업의 성장 기반

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CVC와 그 모기업은 크게 2가

지의 역량을 제고할 수 있다. 첫 번째는 대체적 기능 측

면에서의 역량이고 두 번째는 보완적 기능 측면에서의 

역량이다. 대체적 역량은 크게 기술개발 및 지식이전, 

신시장 개척 및 확대, 인수합병 대상 탐색 등 세 가지로 

나뉘고, 보완적 역량은 파트너십 강화, 기존 제품 수요 

확대, 해외시장 진출 등의 3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이를 정리한 표는 아래와 같다(표4 참조).11

국내외 글로벌 기업들은 위와 같은 다양한 경영 목표 달성을 위해 CVC를 통한 혁신 역량 제고에 힘쓰고 있다. 우

리가 현재 대중적으로 알고 있는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한 기업 중, CVC 투자를 통해 탄생한 기업은 매우 많다. 다

음 챕터에서 이러한 사례에 대해 구체적으로 소개하고자 한다.

8 김귀원, “학습, 혁신역량과 혁신성과 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 기술혁신학회지, 2014
9 March, J. G., “Exploration and exploitation in organizational learning,” Organization Science, 1991
10 김도윤, “기업벤처캐피탈의 모험적 투자”, 벤처창업연구, 2021 
11 김주성,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의 국내외 투자현황 및 운영사례 분석”, 한국전자통신연구원, 2014 12 구글벤처스 홈페이지 (검색일: 2022년 2월 24일)

표4. CVC를 통한 혁신 역량 제고 유형

대체적 역량

보완적 역량

기술 개발 및 지식 이전 • 공급자 기능을 하는 벤처기업에 대한 지분투자 및 네트워크 강화
• 잠재적인 수요자 위치에 있는 벤처기업에 대한 전략적 투자 및 수요 확대

기술 및 공급망 관련 파트너쉽 강화

기존 제품 수요 확대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한 역량 제고

신시장 개척 및 확대 신제품/서비스 제공 벤처기업 대상 전략적 투자 단행 및 이를 통한 신규 사업
기회 창출

인수합병 대상 탐색
벤처기업 투자를 통한 경쟁/시장환경에 대한 정보 탐색 및 인수합병 타당성 
분석

구분 세부유형

출처: 한국전자통신연구원(2014),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의 국내외 투자현황 및 운영사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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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 이노베이션과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CVC)

서도 선두 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세계인의 ‘personalized TV’이자 쌍방

향 소통 창구 역할을 하는 유튜브(YouTube)를 2006

년에 인수한 것도 구글의 ‘신의 한수’ 라고 할 수 있다. 

2006년에 구글은 유튜브를 16억 달러에 인수했다. 인

수 초기에 많은 비판을 받기도 했다. 투자액에 비해 저

조한 실적을 냈을 뿐만 아니라 확고한 수익모델이 없

었기 때문이다. 약 15년이 지난 지금 구글의 지주회사

인 알파벳의 유튜브 매출 비중은 2020년 기준 10.8%

를 차지한다. 구글의 핵심 본업이라 할 수 있는 검색 및 

기타 광고의 비중이 50.7%인 것을 감안하면 비약적인 

성장을 거둔 것이라 할 수 있다. 

(2) 머크(Merck)

제약 산업 분야에서 두드러진 오픈 이노베이션 활동

을 보이는 기업으로 독일의 머크를 꼽을 수 있다. 제약 

산업은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한 혁신 성장이 효과가 

높은 산업이다. 주된 이유는 신약 개발에 드는 막대한 

시간과 비용 때문이다. 신약을 개발하는 데 보통 10년

이 넘는 기간이 걸리는 데다가 보통 개발 비용이 1조 

원 정도가 드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후보물질 탐색에

서부터 신약 승인까지 성공 가능성은 평균적으로 불과 

0.01%일 정도이다.

350년의 역사를 자랑하며 제약 산업에서 혁신을 주

도하고 있는 머크는 자사의 임무를 ‘제약으로 인간의 

생명을 구하는 것’에서 ‘제약에 국한하지 말고 모든 측

면에서 인간의 생명을 구하는 것’으로 바꾸면서, 2015

년에 본사 내에 자사 직원은 물론 스타트업, 외부 혁

신가 등이 이용할 수 있는 머크 이노베이션 센터(The 

Merck Innovation Center)를 설립했다. 다양한 분

야의 인력, 기술, 기량 등을 한 곳에 모아 놓고, 현재의 

사업 범위를 넘어 완전히 새로운 비즈니스와 기술을 

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통합 이노베이션 전략

(2020)’을 발표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최근 

일본에서 오픈 이노베이션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는

데, 그 중에서 성공 사례로 평가받고 있는 대표적인 기

업으로 미쓰이화학을 들 수 있다.14

미쓰이화학이 영위하는 전통적인 화학 산업은 가격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제품 차별화가 어려워졌다. 이에 

따라 미쓰이화학은 기초소재 중심의 사업을 탈피하여 

급변하는 고객 수요를 반영하는 고객중심형 비즈니스 

모델로 전환을 시도했다. 스타트업, 중소기업 등과 기

술과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더 나아가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양방향(내향형 및 외향형) 이노베이

션 체제를 구축했다. 내향형 오픈 이노베이션은 자사

의 가치사슬 보유 분야에서 타기업의 기술을 활용하여 

사업을 창출하는 방식인 반면, 외향형 오픈 이노베이

션은 자사의 기술과 자원을 스타트업 등 외부기업에 

지원함으로써 혁신을 달성하는 방식이다. 최근에는 혁

신 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 기관 등을 활용하는 내향

형 방식에서 자사 기술을 스타트업 등에 제공하여 혁

신 창출의 가능성을 모색하도록 하는 외향형 방식으로 

전략을 조금씩 변화시키고 있다.

미쓰이화학은 이러한 오픈 이노베이션 전략을 기반

으로 태양광, 바이오, 정보통신기술(ICT), 사물인터넷

(IoT), 헬스케어 등의 신사업을 창출하여 사업 포트폴

리오 다각화를 이룰 수 있었다. 과거 2006년 수익 구

조를 보면 기초소재의 비중이 66%에 달했는데, 2019

년에는 모빌리티(49.1%), 푸드&패키징(22.7%), 헬

스케어(17.3%), 기초소재(10.9%) 순으로 수익구조

가 크게 바뀐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자사의 사업

구조가 고객 중심으로 변화한 산업 환경에 적합하지 

않음을 정확히 진단하고, 이를 탈피하기 위한 방법으

로 오픈 이노베이션을 진행해 자사의 장점인 기술, 네

개발하는 것이 이 센터의 목표이다. 이노베이션 센터

는 머크의 ‘인큐베이터’인 셈이다. 이 곳에서는 머크의 

전 세계 임직원이나 액셀러레이터 프로그램 등을 통해 

선발된 스타트업 등의 혁신 주체들이 참신한 발상과 

아이디어를 내고 개발하여 이를 신사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공간이 제공된다.13

머크는 액셀러레이터 프로그램을 통해 전 세계에서 

스타트업을 선발하여 스타트업과 머크 모두에게 이익

이 되는 지속가능하고 견고한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있

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초기 단계의 스타트업과 연계

하여 혁신 프로젝트를 진행하거나 기존 사업 부문을 

공동 개발하기도 한다. 머크는 지난 2019년 우리나

라에서도 액셀러레이터 프로그램에 참여할 스타트업

을 모집한 바 있는데, 한국 머크의 글렌 영 대표는 당시  

“스타트업은 머크의 풍부한 파트너십 경험을 활용

해 시장에 적용가능한 사업 개발을 앞당기고 머크는 현

재의 사업 활동을 넘는 혁신을 견인하는 새로운 자극제

를 확보하게 된다. 이에 따라 스타트업과 머크가 동반

성장하는 기회가 되며 서로의 강점을 활용해 인류가 직

면한 도전과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고 언급했다. 이 말을 통해 머크가 추구하는 오픈 이노

베이션의 핵심을 알 수 있다. 

(3) 미쓰이화학(Mitsui Chemical)

일본 기업들은 문제 해결에 있어 자사 중심주의의 

폐쇄적인 경영 방식과 안정 지향적인 기업가 정신, 현

저히 적은 벤처캐피탈 투자 금액, 과거 성공 경험에 안

주하는 경향 등을 이유로 산업 경쟁력이 감소하고 있

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일본 기업이 이러한 특성에서 

벗어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 변화할 수 있도록 만

드는 원동력으로 오픈 이노베이션이 주목받고 있으며, 

일본 정부는 글로벌 시장에서 약화되고 있는 일본 기

트워크, 인력 등을 외부와 적극적으로 공유하며 협업

함으로써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여 신성장 동력을 일

궈낸 사례이다. 

‘퍼스트 무버(first mover)’로의 전환을 위한 해결 과제

앞으로 국내에서도 오픈 이노베이션과 CVC는 기업

들에게 지속적인 관심사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고도 

성장기가 끝나면서 몇몇 글로벌 대기업이 한국 경제

를 이끌어 갔던 과거 방식이 효과가 제한적이라고 정

부가 판단하면서 경제 성장 정책의 중요한 한 축으로 

창업 활성화, 벤처투자 규모 확대 등을 지속적으로 추

구할 것이기 때문이다. 대기업들도 글로벌 기업의 전

략을 벤치마킹하고 그들의 행보를 유사하게 따라가는 

기존의 ‘패스트 팔로워(fast follower)’ 전략의 한계

를 느끼고 있다고 판단된다. 급변하는 글로벌 경쟁 시

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끊임없는 혁신이 필요한데 기

업 내부 역량만을 가지고 이에 민첩하게 대응할 수 없

기 때문이다. 의사결정이 빠르고 획기적인 아이디어와 

기술을 가진 스타트업, 벤처기업들과 협업하고 더 나

아가 그들을 인수, 합병하는 것을 혁신 성장 전략으로 

활용할 수 있다. 

한편 스타트업과 벤처기업들은 자금과 각종 인프라 

부족으로 획기적인 아이디어와 기술을 가지고 있더라

도 단기간에 유니콘 기업이나 중소, 중견기업으로 성

장하기 어렵다. 이러한 측면에서 CVC의 수가 늘어나

고 투자 영역이 다양화되는 것은 스타트업, 벤처기업

에게 큰 기회이다. 결국 오픈 이노베이션 및 CVC의 활

성화가 대기업, 정부, 스타트업 및 벤처기업 모두가 윈

윈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결해야 할 선결과제들이 많다. 

대기업과 스타트업의 협업 과정에서 서로의 환경이 다

르고 시장 진출 경로 또한 다르기 때문에 다른 문화적 

13 Merck Innovation Center 홈페이지, (검색일: 2022년 2월15일) 14 KOTRA , “일본기업의 오픈 이노베이션 활용전략과 성공사례 분석”,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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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를 느낄 수밖에 없다. 더 나아가 예산 관리 또는 재

무적 예산 편성 방식도 완전히 다르다. 대기업은 회계

연도에 따라 필요 자원 총액을 추산하는 방식이라면 

스타트업은 펀딩 라운드에 따라 다르기도 하고 대부

분은 자원을 적게 배분하다가 제품과 서비스가 검증

되면서 자원이 추가 배분된다. 계획대로 진행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피봇팅(pivoting)을 유연하게 할 수 있

어야 하는데, 이는 대기업이 쉽게 수용할 수 있는 프로

세스는 아니다. 

또한 협업 초기 단계에 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에 따라 많은 의견 충돌이 발생할 수 있

다. 대기업의 브랜드를 내세운 상품과 서비스가 시장

에서 성공하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그동안

의 쌓아온 대기업의 브랜드 이미지를 실추시킬 수 있

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자금

을 회수(exit)하는 경우, 기업공개(IPO)를 하거나 전략

적 투자자(CVC 등)와 금융기관(사모펀드 등)이 인수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스타트업은 회

계, 재무 정보가 공시되지 않아 투명성이 많이 떨어지

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에 수반되는 많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중재자(open innovation 

intermediary)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

이처럼 오픈 이노베이션과 CVC가 대기업과 스타트

업의 혁신 성장, 동반 성장 전략으로 기능하기 위해서

는 각 주체별로 선행해야 할 과제가 많다. 우선 정부는 

CVC가 스타트업의 기술과 아이디어만 탈취하는 형식

적인 투자 행태를 보이지 못하도록 명확한 법과 규제

를 정립해야 할 것이다. 만일 이러한 행위가 만연하게 

된다면 CVC가 대기업의 합법적 ‘갑질’ 수단으로 변질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스타트업 또한 CVC 및 특정 대기

업과의 협업을 통해 자본과 인프라만 활용하고 자신들

이 가진 역량을 투명하게 공유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러

한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와 관련 기관들은 중재자

로서 기능할 수 있는 명확한 업무 프레임워크를 설계

하고 인력을 배치해야 할 것이다. 

대기업, CVC는 업무 프로세스 및 문화 등이 판이

하게 다른 스타트업 및 벤처기업과의 이질성을 줄여 

나가려는 구체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무조건 대

기업의 방식을 고집해서는 안된다. 반대로 대기업의 

조건 없는 양보도 옳지 못하다. ‘린 스타트업(Lean 

Startup)’의 저자 에릭 리스(Eric Ries)가 “대기업을 

스타트업의 큰 버전처럼 행동하도록 하는 것은 잘못

이다”라고 말한 것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15 스타업과 

대기업 및 CVC는 혁신 성장, 동반 성장이라는 대의를 

바탕으로 명확한 목표를 협의하고 구체적인 협업 전략 

로드맵을 공유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스타트업은 협업하는 대기업, CVC를 단

순 재무적 투자자가 아닌 전략적 동반자로 인식하고 

인정해야 한다. 단순히 자금을 대는 조직이라고 생각

한다면 이상적인 오픈 이노베이션이 성립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대기업의 투자와 지원에 의존하고 안주

하여 단물만 빼먹으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자신들

이 가진 혁신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아이디어와 기술을 

통해, 상대적으로 경직된 협업 대기업 및 CVC 파트너

에게 혁신적인 성장 방안과 액션 플랜을 끊임없이 제

안하려는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이다.

15 Eric Ries , “the Lean Startup”, New York: Crown Business, 20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