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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주력 산업의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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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주력산업의 위기
I. 주력산업의 위기

*The ability of countries to produce and export manufactured 
goods competitively
자료: UNIDO

자료: 산업연구원 ‘한국 주력산업의 미래비전과 발전전략’ (2017년 8월)

2011년 이후 주력 산업 수출ㆍ생산증가율 급락 주요국 Competitive Industrial 

Performance (CIP)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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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력산업 위기의 원인
I. 주력산업의 위기

자료:  현대경제연구원, 한국주력산업의 위기와 활로,  경제주평 18-14(통권 789호) 2018.04.06 을 참고하여 필자 의견을 반영하여 재구성

경제 산업 구조의 낙후성

글로벌 경제 변화

양날의 칼 중국경제

노동시장의 경직성

기업환경 악화

준가공형 산업구조, 박리다매형 생산구조

저성장 및 교역탄성치 하락으로 만성적인 수요부족

기회요인에서 위협요인으로

규제 완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규제 신설 증가 등 체감적
규제수준은 여전히 높은 수준

노동시장 이중구조, 조직화된 노동부문의 고임금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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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산업 혁명에 대응 미흡

구분 종합
순위

노동
시장
유연성

기술
수준

교육
습득
능력

인프라
적합성
(SOC)

법률적
보호

미국 5 4 6 4 14 23

일본 12 21 21 5 12 18

독일 13 28 17 6 10 19

한국 25 83 23 19 20 62

중국 28 37 68 31 57 64

83 83

78
80 81

92 91
87 88

90

70

75

80

85

90

95

디지털 전환과 국내 제조업의 혁신 수준

산업전체 선도기업

자료: 이미순, ‘4차 산업혁명 관련 벤처기업의 현황과 향후 과제’, 중소기업연구원. 
2018.7월

자료: 정은미, 디지털 전환과 한국 주력산업의 대응, Research Brief,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혁신성장연구단.2018.9월

출처: UBS, 「Extreme Automation and connectivity; The Global, regional and 
investment implications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WEF, Jan, 2016 주: 해당분야선진기업을 100점으로 할 때 국내선도기업의 상대적 대응 수준을 의미하며, 

선진기업과의 격차가 1년일 경우 5점으로 환산하여 평가
자료 : 산업연구원 기업실태조사(2017. 9)

주요국의 4차 산업혁명 비교 (순위)

I. 주력산업의 위기

노동시장 유연성, 법률적 보호 미흡 등으로
조사대상 45개국 중 25위

주력산업의 디지털 전환 수준도 선도국 대비 4~5년
뒤진 것으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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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분야 중국과 기술격차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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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미국 일본 중국 유럽

′16년 대비 ′17년 상대수준 (최고수준 100%)

16년 17년

′16년 대비 ′17년 기술격차 (최고수준 0년) 

자료: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2017년 ICT 기술수준조사보고서. 2018.2

I. 주력산업의위기

ICT 10대 기술분야 수준평가에서 한국은 미국 대비 83.5% 수준으로 1.3년 기술 격차

중국은 82.5%로 한국과의 격차를 거의 추격한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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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연구역량, 중국은 이미 미국을 추월? 

자료: Will Knight. China may overtake the US with the best AI research in just two years. MIT Technology Review. March 13, 2019

How China and the US share the top 50% of AI research papers, by citations, over time.

China will overtake the US in the most-cited 50% of research papers this year, the top 10% of 

research papers in 2020, and the top 1% by 2025.

- Allen Institute for Artificial Intelligence 

I. 주력산업의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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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 준비 미흡…벤처기업 도 어려움

11.1

52.5

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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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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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히 준비-

대응하고 있다

준비-대응하고

있다

준비-대응

못하고 있다

전혀 준비-대응

못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준비 및 대응 정도

5.2

5.9

9.8

13.8

14.8

19.7

23.6

39

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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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식 행정 지도인 그림자 규제 존재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부족

복잡한 서류 및 행정절차

기존 분류 어디에도 속하지 않아 등록할 수 없거나

애매 모호

각종 요건이 기존 산업환경 위주여서 진입장벽 및

불필요한 비용

기술/경쟁력 부족

과도한 규제 및 인증제도

기업내 (전문)인력 부재

시장 창출

4차 산업혁명 관련 애로사항

단위: %
단위: %

I. 주력산업의위기

자료: 이미순, ‘4차 산업혁명 관련 벤처기업의 현황과 향후 과제’, 중소기업연구원. 2018.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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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 디지털 전환을 통한 주력산업 경쟁력 회복

지능정보기술을 기반으로 가치사슬 재편과 융합화를 통해 주력산업의 新成長 동력 회복

제4차
산업혁명
선진국의
가치사슬

21세기
지식기반
경제

20세기
산업화
시대

ICBM+AI 
활용

4차 산업혁명을 통한 가치사슬상의 상향이동

제품 · 연구 개발

브랜드구축

디자인

제조
유통

마케팅

판매 · 서비스

부
가
가
치

가치사슬

I. 주력산업의위기

자료: 산업연구원, 제4차 산업혁명이 주력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주요과제,. 2017.12월

지능정보기술을 통한
제조업 혁신

가치사슬
변화

공정혁신

제품혁신

글로벌 가치사슬
업그레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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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제4차 산업혁명의 전개에 따른 유망제품의 변화

주요 내용

자동차 • 자율주행차, 커센티드카, 전기동력차 미 부품-시스템

조선 • 원결제어선박 (2025년), 초기자율운항선박 (2030년)

로봇 • 소셜로봇, 협업로봇, 생활지원로봇, 첨단제조로봇

기계 • 원격제어, 무인화기계

엔지니어링 • 엔지니어링 SW, 시뮬레이션 SW

철강 • 특수합금강, 3D 프린터용 금속분말, 이종접합소재

화학 • 4D프린팅용 프로그래머블 원료

섬유 • AI, 스마트 의료, 웨어러블 패션, 스마트기능 소재
• 포털 진입으로 디자인 , 패션, 상품 제작 확대

식품 • 간편식, 기능식, 개인용 맞춤제품

통신기기 • 5G 이동통신서비스
• AI기반 스마트폰, 초지능형 차세대단말기, 웨어러블 기기

가전 • AI가전, IoT가전, 무전원가전

반도체 • 초저전력반도체, AI칩

디스플레이 • OLED패널 (단기), 플렉시블 디스플레이, 투명 디스플레이, 공간 디스플레이, 
차량용 디스플레이

스마트그리드 • 에너지저장장치 (ESS), ICT 기반 에너지인프라솔루션

바이오헬스 • IoT기반-실시간 모바일 의료기기, 개인맞춤형 의약품과 의료기기

3D 프린팅 • 항공, 로켓 부품, 의료보형물

자료: 산업연구원, 제4차 산업혁명이 주력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주요과제,. 2017.12월

I. 주력산업의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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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기술 M&A – 개방형 혁신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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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계획
신기술

개발진행

신기술

사업화

준비

상품화

단계

기술 M&A의 의의 –개방형 혁신 전략

신기술 개발 M&A 신기술 사업화 M&A

II. 기술 M&A –개방형 혁신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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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M&A의 의의 –개방형 혁신전략

창업 생태계 구축 인재 확보 수단 기술 생태계 구축

II. 기술 M&A –개방형 혁신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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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기술 M&A를 통한 개방형 혁신 사례- Google

년 M&A 누적 건수
01 2
02 2
03 6 8
04 5 13
05 10 23
06 10 33
07 15 48
08 2 50
09 6 56
10 27 83
11 25 108
12 12 120
13 18 138
14 34 172
15 15 187

16.10 13 200

자료: 이은민.최근 M&A 동향과 전략. 2016..6월자료: UK Business Insider, 2016.01.12

II. 기술 M&A –개방형 혁신 전략

*구글의 M&A 건수
(2001년~2016년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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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M&A의 특징

매도자

주도 시장

전략자문의

중요성

가치산정

어려움

M&A

심사/승인

PMI

중요성

II. 기술 M&A –개방형 혁신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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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CFIUS*가 제동건 M&A 사례

“미국 기술은 판매대상이 아니다”!   - Trump 대통령

II. 기술 M&A –개방형 혁신 전략

Target Would-be Acquirer Country When 

killed

Deal Size

Xcerra Hubei Xinyan Equity Investment China Feb 2018 $580 million

MoneyGram Ant Financial Services Group China Jan 2018 $1.2 billion

Cowen China Energy Company Limited China Nov 2017 $100 million

Aleris Zhongwang USA China Nov 2017 $1.1 billion

HERE NavInfo China Sep 2017 $330 million

Lattice Semiconductor Canyon Bridge China Sep 2017 $1.3 billion

Global Eagle Entertainment HNA Group China Jul 2017 $416 million

Novatel Wireless T.C.L. Industries China Jun 2017 $50 million

Cree Infineon Technologies Germany Feb 2017 $850 million

자료: 중앙일보, “미국 테크기업 M&A 시장에선 이미 무역전쟁 불이 붙었다”, 2018.03.14 

*The Committee on Foreign Investment in the United States (CFIUS)
CFIUS is an interagency committee authorized to review certain transactions involving foreign investment in the United States (“covered transactions”), in order to determine the effect of such transactions 
on the national security of the United St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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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Cross-Border M&A 현황과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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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시장의 M&A동인

글로벌 시장 M&A의 動因

자료: 강준영, ‘4차 산업혁명 시대의 M&A 동향과 시사점’. 산업은행. 2017.12월

주 : ‘기타’는 ‘염가의 자산 취득’, ‘신시장 진출’ 등으로 구성
자료 : M&A trends 2018(딜로이트, '17.11월)

자료 : The 2017 M&A Report - The technology takeover (BCG, '17.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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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Cross-Border M&A 현황 과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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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 기술 M&A의 현황
III. Cross-Border M&A 현황 과 문제점

순위 국가 M&A 건수 연평균 증감률

1 미국 18,025 6.2

2 영국 2,888 8.1

3 일본 2,748 0.4

4 중국 2,173 17.5

5 캐나다 1,875 5.5

6 한국 1,168 1.7

7 프랑스 1,139 9.4

8 호주 1,100 11.7

9 독일 1,034 4.2

10 인도 852 10

자료: 삼정KPMG, M&A로 본 ICT 산업(2009~2017년) 2017.12월Source: Bloomberg, 삼정KPMG 경제연구원
Note: 2017년은 1~5월 기준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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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 Cross-border M&A의 현황

자국 내 및 Cross-border M&A 추이

인수국가 피인수국가

순
위

국가 M&A 
건수

연평균
증감률

순
위

국가 M&A 
건수

연평균
증감률

1 미국 3,872 9.3 1 미국 2,996 10.4

2 영국 1,310 9.6 2 영국 1,519 16.0

3 캐나다 920 6.3 3 캐나다 822 4.8

4 일본 665 9.0 4 독일 706 10.8

5 프랑스 598 9.6 5 중국 468 -6.5

6 독일 532 4.3 6 프랑스 426 13.8

7 스웨덴 397 18.7 7 호주 412 8.6

8 호주 392 19.9 8 네덜란드 380 12.5

9 홍콩 391 11.8 9 인도 326 14.7

10 중국 383 25.7 10 스웨덴 266 7.4

… … … … … … … …

17 한국 143 12.4 24 한국 138 12.4

(건, %)

2009~2017년 Cross-border M&A의 주요국 현황

자료: 삼정KPMG, M&A로 본 ICT 산업(2009~2017년) 2017.12월

Source: Bloomberg, 삼정KPMG 경제연구원
Note: 2017년은 1~5월 기준

Source: Bloomberg, 삼정KPMG 경제연구원
Note: 1) 2017년은 1~5월 기준 2) 일본은 피인수국가 중 17위(172건) 기록

III. Cross-Border M&A 현황 과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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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국내 및 Cross-Border M&A의 현황

한국의 자국 내 및 Cross-border M&A 추이

III. Cross-Border M&A 현황 과 문제점

자료: 삼정KPMG, M&A로 본 ICT 산업(2009~2017년) 2017.12월

인수국가 피인수국가

순
위

국가 M&A 건수 순
위

국가 M&A 
건수

1 미국 52 1 미국 46

2 일본 22 2 일본 31

3 캐나다 8 3 중국 13

4 중국 6 4 버진아일랜드 8 

5 영국 6 5 홍콩 6

6 베트남 6 6 싱가포르 6

7 홍콩 5 7 영국 3

8 싱가포르 5 8 스웨덴 3

9 독일 4 9 캐나다 3

10 인도네시아 3 10 베트남 2

10 케이맨제도 3 10 호주 2

2009~2017년 한국의 Cross-border M&A 현황

Source: Bloomberg, 삼정KPMG 경제연구원 Source: Bloomberg, 삼정KPMG 경제연구원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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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대기업의 Cross-Border M&A 사례

삼성전자의 하만 인수 자동차 전장 업체: 커넥티드카와 오디오 전문업체

• 커넥티드카용 인포테인먼트(1위), 

텔레메틱스(2위) 보안 등

• 전장산업부문에서 글로벌 선두기업

인수가액 80억불(9조4천억원) 

• 주당 112불

• 순이익 7억불 회사

2014년 이후 삼성전자의 주요 해외 Tech 기업 인수 사례

인수
시점

2014.

5월
2014.

8월
2014.

8월
2014.

9월
2014.

11월
2015.

1월
2015.

2월
2015.

3월
2016.

6월
2016.

6월
2016.

7월
2016.

8월
2016.

10월

업체 셀비 스마트싱
스

콰어어트
사이드

프린터온 프록시멀데
이터

심프레
스

루프페이 에스코일
렉트로닉
스

조이언트 에드기어 BYD 데이코 비브

시업분야 비디오
애프리리
케이션

사물인터
넷

공조전문
유통

솔류션일, 
클라우드

빅데이터 프린팅
솔류션

모바일결
제 솔류
션

상업용디
스플에이

클라우드
서비스

디지털
광고

자동차
전기차용
베터리

빌트인
가전

인공지능

자료: 이완, 삼성전자, 9조원 하만인수의 의미. 2016.11월

III. Cross-Border M&A 현황 과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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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대기업의 Cross-Border M&A 사례
III. Cross-Border M&A 현황 과 문제점

반도체 유관 업체, 제약 바이오 분야 10년간 147건 M&A

2018.9월 ADT캡스 인수(2조원) *국내 M&A

2018.4월 오스트리아 조명업체 ZKW 11억유로(약

1조4000억원) 인수 계약 체결

• 헤드램프 등 차량용 조명을 생산

인공지능(AI), 자율주행, 로봇 등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M&A 후보 50개 검토중

자료: 매일경제. 한우람 ,윤진호 기자. 2018.04.26 

LG 전자

SK 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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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제약x바이오 분야 대기업의 M&A 추진 동향
III. Cross-Border M&A 현황 과 문제점

자료: 조영국. 제약․바이오분야 M&A 동향과 향후 전망. 2016년 BioINpro 31호

그룹사 주요 내용

삼성 2000 년대 초기부터 바이오, 신약사업에 대한 진출로 고심. 2005 년에 프로셀에 100 억대 투자하여 경영권 확보,
경영진 파견하여 대형물질 세포내 이동 플랫폼 기술(PTD, MIIT)을 활용하여 신약개발의 플랫폼 기술로
자리매김하여 신약에 대한 리스크는 낮추고 신약 개발하는 효과를 노렸으나, 기술완성도가 확보되지 않고
포기함. 현재는 바이오시밀러와 CMO 비즈니스에 집중하고 향후 경험을 쌓은 후, 신약개발 하려고함. 2009 년
금융위 기 때 유럽을 중심으로 다양한 제약, 바이오 기업의 인수를 시도하였음

LG 1980 년대 처음으로 바이오, 신약분야의 개척자로 활약하였고, 최초의 글로벌 신약 팩티브를 개발하였음.
지속적인 신약개발을 이루어내지 못하였으나, 많은 인재들을 양성하여 대 한민국의 신약, 바이오분야 발전에
공이 큼. ㈜LG 가 ㈜LG 생명과학을 인수하여 대량의 자금으로 적극적으로 신약개발에 나서기로 함. 글로벌
소싱과 M&A 도 적극적으로 할 것임

SK 선대회장 때부터 뇌관련 신약개발 30 년 이상 해온 바이오 종가기업. ㈜SK 바이오텍 (㈜SK 바이오팜의
자회사였음)을 ㈜SK 가 인수하였으며, 이곳을 통해 향후 글로벌 제약, 바이오 기업을 적극적으로 인수하여
바이오 사업을 본격적으로 진행할 의지의 표명

SK Chemical 동신제약인수, 자체 신약개발 및 기술이전 등으로 글로벌 임상 이후 글로벌 기술이전 진행

CJ 자체 제약사업과 바이오의약품 개발, 신약개발진행. 유풍제약, 한일약품 인수

코오롱 ㈜코오롱에서 골관절염 유전자/세포치료제를 개발하는 회사에 투자하고 사업화를 ㈜코 오롱생명과학과
공동으로 진행. 향후 다양한 사내, 글로벌 차원의 M&A 가 필요함. 그룹 전략기획실에서 바이오분야에 적극적인
투자진행하며, ㈜코오롱 인베스트먼트에서도 투자함

KT&G 영진약품을 일찌감치 인수하여 KT&G 생명과학과 합병하여 매출액도 늘리고, 신약 파이프라인도 확대하여
시너지를 일으키겠다는 복안. 추가적인 신약 아이템과 매출 아이템을 찾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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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oss-border M&A 부진 원인

글로벌 대기업을 제외한 대기업, 중견기업의 Cross-Border M&A는 활발하지 못함

M&A를 통한 개방형 혁신에 대한 인식 부족

M&A 등 개방형 혁신 전략을 추진할 내부 역량 부족

글로벌 M&A 시장에서 소외

• 전속거래 영향으로 자체 R&D 등 자체 혁신 유인 감소
• 대다수 중견기업이 가족x친족 중심 경영으로 미래 환경 변화 대응에 한계

* 중견기업의 57%가 R&D 조직 인력 부재. 내수중심 업체
• 상당수 중견기업들이 IPO, M&A 등을 가업 승계 측면에서 활용하려는 경향

• 기술 소싱, 가치산정, 인수합병, 제휴, 협상에 대한 경험과 전문인력 부족
전문적 서비스 고용에 대한 거부감

• 글로벌 IB들의 한국 기업 과의 deal 추진을 꺼려함
• 국내 IB 들의 역량 부족 --글로벌 Deal Sourcing, 전략자문, 기술가치 평가 열량 부족

III. Cross-Border M&A 현황 과 문제점

“우리나라 기업들은 안 될 때 팔려고 하고, 잘 되면 상속하려 한다” – 벤처협회 관계자
“기업규모는 커졌는데 경영은 중소기업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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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은행의 역량: 글로벌 M&A 역량 부족

우리나라 대형 증권사 IB부문 수익 구조 : 부동산 등 실물자산 수익 비중이 큼

BK

신용공여
자산관리

IB

S&T

[증권업 수익비중 변화]

4대 대형증권사 IB사업부문 순영업이익 및 비중

985 892 1,182 
569 

1,060 733 
1,341 

953 

1,468 
1,172 

1,426 
2,222 1,431 

1,436 

1,271 

1,096 

2,453 
2,064 

2,608 2,791 
2,491 

2,169 
2,612 

2,049 

'17 '18.3Q '17 '18.3Q '17 '18.3Q '17 '18.3Q

기금섹터 PF섹터

43% 20% 34% 46%

A사 B사 C사 D사

• 순영업이익 기준, ’18년은 3Q 기준 (억원)

[자료: 금감원 금융정보통계시스템, KB증권]

III. Cross-Border M&A 현황 과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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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은행의 역량: M&A 역량 부족

글로벌 Deal Sourcing을 위한 글로벌 네트워크 부재

2007 2008

시장점유율 순위 시장점유율 순위

맥쿼리 1.3 15 18.7 1

메릴린치 0.9 17 18.5 2

PricewaterhouseCooper
s 2.6 12 12.8 3

UBS 4.6 7 12.4 4

KPMG 0.1 28 11.9 5

모건스탠리 5.7 6 9.4 6

JP모건 6.4 5 7.3 7

III. Cross-Border M&A 현황 과 문제점

우리나라 M&A 거래의 주요 총괄자문사 현황

자료: 황문성, 강기우, ‘우리나라의 M&A 현황과 정책적 시사점’ 한국은행. 2009.3월

2003 2004 2005 2006 2007

<은행>

북미 유럽 아시아 기타

2003 2004 2005 2006 2007

<증권사>

북미 유럽 아시아

7

8

9

18

40

15 715

17

66
74

0

25

50
125

100

75

50

25

0

국내 금융업의 해외진출 추이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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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Start-up M&A의 현황과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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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캐피탈 투자재원 및 투자규모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신
규

조합수
금 액

82 108 120 164 146

26,180 26,205 36,792 46,087 46,868

운
영

조합수
금 액

447 529 605 718 807

120,458 140,954 169,473 204,416 240,078

조합결성

16393
20858 21503

23803

34249

2014 2015 2016 2017 2018

금액

1045
1191

1266

901

1399

업체수

(단위: 개사, 억원)(단위: 개, 억원)

자료: 한국벤처캐피탈협회. 2018.12

투자재원
‘18년 신규 결성된 146개 조합의 총 결성금액은
4조6,868억원이며, 운영 중인 조합은 807개, 
24조78억원

신규투자

신규투자
’18년 12월말 기준, 1,399개사에 3조4,249억원이
투자되어 투자금액 기준 전년동기(1,266개사, 
2조3,803억원) 대비 43.9% 증가

lV. 스타트업 M&A의 현황과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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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의 자금 공급 기반은 충분하다.

가계/비영리법인

금융자산

3578조원
*현금/예금: 1570조원

기업여유자금

1800조원

연기금

741조원

사모펀드 AuM

160조원

M&A인수금융

14조원

대형증권사
자본금

25조원

lV. 스타트업 M&A의 현황과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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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 회수시장으로서 스타트업 M&A 부진

*Start-up M&A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노력

- 2013년 M&A 제도개선: 기술혁신형 M&A 법인세감면 도입, 대기업의 벤처기업 계열사 편인 3년 유예 등
- 2014년 종합적인 M&A 활성화 방안 : 기술혁신형 M&A시 법인세 감면 대상 확대, PEF투자 기업상장, M&A 방식
확대(*역삼각합병 혀용)
- 2017년 대기업의 M&A 참여 활성화를 위해 피인수 벤처기업의 중소기업 지위유지 기간 연장(3년→7년)
- 2018년: M&A 및 세컨더리 시장 활성화, M&A 활성화를 위한 벤처지주회사 제도개선 등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IPO
금액 689 949 869 1080 1220 1072 1411 2784 2817 2307 2353

건수 25 20 26 30 14 27 33 60 36 40 24

M&A (금액) 238 431 300 86 72 22 163 150 329 324 405

장외매각 및
상환 (금액)

주식
2168 3590 3439

2608 2655 2363 3080 3724 3724 3853 4020

채권 1044 1165 1025 1311 1614 1045 1030 1122

Start-up M&A 활성화를 위한 장기간에 걸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벤처회수 시장으로서의 M&A는 IPO 대비 큰 비중을 차지하지 못함

벤처 투자회수 시장 현황

주: 연말기준, 2018년도는 10월 말 기준, 프로젝트 회수 및 기타 항목은 제외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한국벤처캐피탈협회

(단위 : 억 원, 건수)

lV. 스타트업 M&A의 현황과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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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rt-up M&A 제약 요인

상업적 유인부족

혁신 역량 부족

기술 M&A 자문역량 부족

중개자

단순 정보망으로서의 한계

기술 M&A 노출 기피

민간 중개기관 참여 미흡

시장인프라

공급

기술가치 평가 어려움

기술유출/탈취 문제

수요

대기업, 공정거래법 상 규제

중견기업, 혁신역량 취약

인수대상 제약

lV. 스타트업 M&A의 현황과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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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M&A 제약요인 - 가치평가 불일치

M&A 가격차이 M&A 정보부족 투자자-경영자
의견상충 계

전체 30.7% 13.6% 55.7% 100.0%

벤처기업 29.8% 11.9% 58.3% 100.0%

벤처캐피탈 36.0% 24.0% 40.0% 100.0%

lV. 스타트업 M&A의 현황과 문제점

자료. 대한상공회의소. 벤처기업 경영실태와 정책과제 조사.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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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M&A 제약요인 - 기술 유출 /탈취 우려
lV. 스타트업 M&A의 현황과 문제점

기술 유출을 경험한 회사 수 지난 6년간 기술유출 피해금액

기술유출·탈취 피해 유형 기술정보 유출 수단

자료: 중소벤처기업부x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2017 중소기업 기술보호 수준 실태조사. 2018.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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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기술보호 정부노력 현황
lV. 스타트업 M&A의 현황과 문제점

2016.1월 중소기업 기술보호 종합대책

2018.2월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대책」

- 법·제도 정비를 통한 권리 보호 및 처벌 강화
- 신고 활성화 및 기술분쟁의 신속한 처리 지원
- 해외 진출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보호 강화
- 중소기업의 자율적 기술보호 활동 여건 조성

*민주당, 중기부·산업부·공정위 및 특허청 합동

- 침해혐의 당사자가 자사의 기술이 피해 중소기업의 기술과 무관함을 입증하도록

입증책임 전환제도 도입

-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기술보호관련 법률에 모두 도입

- 배상액도 손해액의 최대 “10배 이내”로 강화

- 소송 전 신속한 구제지원을 위해, 피해기업의 신고를 받아
중기부 장관이 사실조사, 시정권고·공표 등 행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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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의 스타트업 M&A 사례와 의미

인수시기

� 삼성전자
플런티(인공지능) 2017.11

� 카카오게임즈홀딩스
셀잇(중고거래 플랫폼)
카닥(자동차수리 견적비교)
블루핀(유아 · 아동 콘텐츠)

2015.5
2015.8
2017.4

� 카카오
록앤올(네비게이션 ‘김기사‘ 운영
포드트리(애니메이션)
파킹스퀘어(주차서비스)

2015.5
2015.8
2016.2

� SK플래닛
헬로네이처(신선식품 쇼핑몰) 2016.12

� 네이버
컴패니에이아이(인공지능) 2017.7

� 네이버랩스
에피폴라(3차원 지도) 2017.3

� NHN페이코
모코플렉스(모바일광고) 2017.4

� NHN엔터테인먼트
아이엠컴퍼니(교육) 2017.8

� 라인플러스
네무스텍(소프트웨어) 2017.9

� 라인게임즈
넥스트플로어(게임) 2017.7

� NXC
코빗(가상화폐 거래소) 2017.9

lV. 스타트업 M&A의 현황과 문제점

대기업이 인수한 스타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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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Corporate Venture Capital, CVC)--상생 협력형 M&A 모형

CVC는 모기업이 창업기업에 자금을 투자하고, 기존의 잘 갖추어진 모기업 인프라를 제공해
창업기업의 성장 기반을 제공해 주고, 창업기업과의 중장기적 관계형성으로 Open Innovation을 촉진

CVC는 비금융기업이 재무적(financial) 목적 또는 전략적(strategic)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독립적 벤처기업에 대한 소수주주 지분투자(minority equity investment)하는 벤처캐피탈

모기업 CVC 벤처기업

신기술 획득, 신사업 진출, 

제품x공정x가치사슬 재편

투자수익

출자/자금지원

투자수익

출자

자금지원

경영지원

영업지원

기술개발

해외진출

자료: 김주성x홍다혜.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의 국내외 투자현황 및 운영사례
분석’. 한국정보통신연구원. 2014. 를 참고하여 필자가 재구성하여 작성함.

lV. 스타트업 M&A의 현황과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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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의 스타트업 M&A 제약요인
lV. 스타트업 M&A의 현황과 문제점

대기업 스타트업 인수규제

2018년 공정거래법 규제 완화 추진

M&A 활성화를 위한 벤처지주회사 제도개선 방안
*2018.8월 벤처지주회사 설립 규제 완화

벤처지주회사의 자산총액 요건을 5,000억원→300억원으로 대폭 축소

비계열사 주식 취득 제한을 폐지하여 자유로운 벤처 투자 보장

벤처지주회사를 자회사 단계에서 설립시 벤처지주회사의 자회사는 기존 지주회사의 손자회사에도
해당되나 벤처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보유 요건 (상장·비상장 모두 20%) 적용

대기업집단 편입 유예기간을 현행 7년→ 10년으로 확대



39

스타트업 M&A 중개 인프라 실효성 미흡
lV. 스타트업 M&A의 현황과 문제점

한국거래소(KRX)의 M&A 

정보망(2016년)

한국기술거래소
(2000년)

스타트업 M&A 

중개 인프라
구축 노력

IT M&A 지원센터
(2007년)

중소기업 M&A 지원센터
(2008년)

중개망 활용
부진원인

중개기관 참여 저조, 역량 부족

매각의사 노출 기피

스타트업 M&A 부진의 근본원인에 대한 해결 불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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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KRX M&A 중개망 부진 원인

거래소 M&A중개망 ‘있으나 마나’ 출범 3년만에 단 15건 성사. 소액거래 뿐…회원수 역성장
“보안 중요한 속성 이해 못해” 업계 “혜택 없는데 뭣하러…”

인수ㆍ합병(M&A) 시장 활성화를 위해 한국거래소가 야심차게 시작한 M&A 중개망이 개설 3년째가 되도록 실적이 저조하다.

1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2016년 7월 M&A중개망이 개설된 이후 현재까지 거래성사 건수는 단 15건이다. 지난해에는 단
2건에 불과했다. 거래규모도 미미하다. 기업들의 경영권을 수반한 거래(Buyout) 규모는 대부분 최소 30억원 미만이었다. (중략)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거래소의 M&A중개망 개설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M&A의 속성상 매수자나 매도자 모두 외부에
알려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며 “중개망에 올라온 기업은 투자 유치 혹은 M&A에 실패한 기업이란 ‘낙인’이 찍힐 수
있어, 중개망 활용을 오히려 꺼려한다”고 전했다. (중략)

업계 관계자는 “중개망을 통하면 어떤 방식으로든 혜택이 있어야 하지만 투자규모도 작은데다, 받는 이점도 없다 보니
관계자들이 매력을 느끼지 못한다”고 꼬집었다. (이하 생략)

2019-01-14 
김나래 기자/ticktock@heraldcorp.com

거래소M&A중개망, 전문기관 모집…대형사는 '시큰둥'

거래소는 이번 모집에서 대형사의 참여를 기대하고 있다.
기존 KRX M&A중개망에 대형 증권사의 참여가 미래에셋대우, KB증권, 신한금융투자 등으로 저조했던 상황이었다.
하지만 정작 주요 회사들은 별다른 관심이 없다는 입장이다.(중략)

대형사 한 고위관계자는 "거래소 M&A중개망에 올라오는 기업들은 규모가 크지 않기에 우리와 같은 기관에서는 그리 관심이
높지 않다"며 "작은 사이즈의 기업들이기에 실제로 별다른 실익이 없어 회사 차원에서 아직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2017년 05월 18일 11시 21분 | newstomato.com | 권준상

lV. 스타트업 M&A의 현황과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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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기술 M&A의 활성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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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방향
V. 기술 M&A의 활성화 방안

국내 스타트업 M&A 활성화

• 규제완화를 통해 스타트업 M&A 인수기업群 확대

• start-up 인수 세제 유인 강화

• 스타트업 M&A 전담관리감시기구 설립

• 기술 M&A 전문중개기관 설립

• 불공정 거래 차단 실행력 제고

• 대형증권사들이 모험투자와 스타트업 M&A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인체계 개선

• 증권사 기술 M&A 자문역량 확충

• 글로벌 대기업 뿐 아니라 중견기업의 혁신동기를
촉진하기 위한 유인을 강화

글로벌 M&A시장 진출 확대

• 국내 기업들이 원하는 Deal Sourcing 능력, 
valuation, 자문 역량 강화

•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한 선진시장 글로벌 IB 

자본제휴 또는 인수 추진

• Deal closing 불확실성을 축소하고 인허가 관련
불확실성을 축소하기 위하여 사전심사/허가 및
신속심사(fast track review) 도입

잠재적 인수자 확대

투자은행의 혁신역량 확충

공정한 스타트업 M&A 시장 조성과 관리

개방형 혁신에 대한 유인 강화

글로벌 투자은행의 전략적 육성

기술 M&A관련 사전/신속 인허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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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재적 인수자 기반 확대
V. 기술 M&A의 활성화 방안

기업형 벤처캐피털(CVC) 설립 허용 *벤처캐피탈을 금융업에서 제외

은행, 증권, 보험 등 개별 금융회사 또는 금융지주회사의
ICT스타트업 직접 인수 또는 손자회사 편입을 허용
(*금산법, 금융지주사법 개정)

기술혁신형 스타트업에 대한 직접 인수 허용 (*금산법 개정)

BDC*, Secondary 펀드, M&A 전용 펀드 등 지속적으로 확충

피인수 스타트업이 경영권을 유지하는 경우*

계열사 편입을 기한 없이 면제

*2018.8월 공정법 개정 입법예고: 벤처지주회사 설립 요건
완화, 계열사 편입유예 7년 ->10년 연장 예정.

* 역삼각합병에 의해 피인수 스타트업이 대기업의 자회사가 되는 경우

* Start-up M&A에 한해서 금산분리 예외적용

* Start-up ->IB 인수 [bridge acquisition]->재매각(M&A) 또는 IPO

중견기업의 중소·벤처기업 인수 시 중견기업 편입 10년 유예
*중소기업기본법 개정

*민주당에서 2018.6월 CVC를 허용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발의한 바 있음

*비상장기업 투자전문회사

대기업x중견기업의 스타트업 인수 규제 완화

금융회사의 ICT 스타트업 인수 허용

초대형 IB, 스타트업 직간접 인수 허용

M&A 투자 Vehicle 지속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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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rt-up M&A 유인 강화
V. 기술 M&A의 활성화 방안

기술가치금액의 50% 이상을 세액공제

벤처기업이 매각자금으로 스타트업 인수에 재투자시 비과세

스타트업 인수 후 경영/ 고용(일정기간) 유지시 상속 개시 시점의
스타트업 인수 투자금액 전액을 과세 이연

(1) 스타트업 M&A 투자분를 비과세되는 ‘투자’에 포함하는 방안

(2) ‘상생지원’ 규모에 포함 하는 방안

*가업승계 세제지원 방안 마련 시 고려
*10년 이내 스타트업을 재매각하거나 폐업시 상속세 추징

* A 또는 B형 선택

A형 [기업소득*65% - {투자(1) + 임금증가(2~3) + 상생지원(3)}] * 20%      ※기업소득에서 배당 제외. ( )는 가중치

B형 [기업소득*15% - {임금증가(2~3) + 상생지원(3)}] * 20%              

*투자 : 국내 사업장에서 사용되는 사업용 자산에 한정 (토지투자 제외
**상생지원 상생협력재단 출연금, 협력중소기업 위한 신보 등 출연금 포함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과세방식

스타트업 인수기업에 대한 세제 유인강화

국내외 스타트업 인수기업에 대해
가업승계 상속세 과세 이연

국내외 스타트업 M&A 시 투자상생촉진세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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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은행의 혁신역량 확충
V. 기술 M&A의 활성화 방안

*혁신성 평가 지표(예시)

- 위험자본 대비 모험투자 비중, 기술 M&A 중개실적, 스타트업 투자, 인수 실적 등에 대해서는 가점(positive index)
- 부동산 투자, 지급보증, 매입약정 등은 감점(negative index)

*지원사항

- 위험자본 배분에 대한 차별적 혜택:  * 레버러지 비율 차등 규제 - 혁신성 우수 회사에 대해서는 비율 확대
- 자산운용 자회사 허용
- 스타트업 buyout 투자(PI), 사모펀드로 스타트업 인수 시 공공자금 선지원(후순위 출자 포함)

모험자본 투자 활성화 방향으로 유인체계 개선

혁신역량이 높은 초대형 IB에 대한 지원 강화

스타트업 투자에 대해 순영업자본 비율(NCR) 차감에서
제외하되, 부동산 등 실물투자, 우발채무 보유에 대해서는
NCR 차감비율을 상향 등 패널티 부과

혁신성 평가 지표(innovation performance index) 개발, 
일정 수준이상 혁신역량이 높은 IB에 대해서는 지원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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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기술 유용 방지 실효성 제고
V. 기술 M&A의 활성화 방안

개별법에서 별도 운영하고 있는 분쟁조정기구를 통합
정책수요자 혼란 방지, 종합적 분쟁조정 가능

- 대기업에 대한 자료제출 명령권
- 중소기업에게 대기업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권 부여
- 공인된 기관을 활용해 피해 금액을 명확히 산정하고 법적 증거로 활용

전문수사인력 확보
자체 인지사건 처리, 고발 사건 외에
인력 이동에 의한 기술 유출인 경우, 민사적으로 유출협의 당사자에게 입증책임을 부과(손해배상 책임)

대기업 최고경영진, 최고 재무책임자, 감사 등 통제 관련 경영진의 기술탈취/유용에 대한 내부통제 의무를
법정화 하고 위반시 제재 근거 마련(*중소기업 기술보호법 등 개정)

*3개 부처가 운영하고 있는 유사·중복적인 조정위원회
①산업기술분쟁조정위(산업부, 산업기술유출방지법), 
②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특허청, 발명진흥법), 
③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위(중기청, 중소기업보호지원법)

통합 분쟁조정기구 설립, 권한 강화

기술범죄 전담수사기관 설립- (가칭) ’기술범죄수사단’

대기업 내부통제활동(compliance) 의무 법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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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M&A 거래 관리감시 기구 신설
V. 기술 M&A의 활성화 방안

기술 유출 우려(스타트업/매도자)와 기술유용 누명 우려(대기업/매수자)로 인한 거래 부진(시장실패)을 공적
기관에 의한 공정한 사전x사후 과정관리 (공정한 거래관리, 중재, 및 감시)를 통해 해소

거래당사자

중개자문사
중재원

신청/신고
과정관리 서비스

개시 신청

신고

거래당사자에 대한 정부
지원이 없는 거래

거래당사자에 대한 정부
지원이 있는 거래

*신고대상 거래임에도 중재원 신고 없이 거래하는 경우 중재원
사후감독, 분쟁발생시 정부지원 배제

M&A 실사(Due Diligence) 지원 및 모니터링

기술가치 평가 지원

M&A 계약서 작성 관련 법률 자문

M&A 거래관련 인허가 지원

M&A 거래 사후관리

M&A 관련 실무교육, 컨설팅

*매수자, 매수자 자문사에 의한 실사과정에서의 기술정보 부당유출 감시. 
원칙적으로 data room은 중재원에 설치, 자료 열람 전과정 기록 유지.

*성사되지 못한 거래(dropped deal)에 대해
매수 추진 기업에 의한 기술유용, 인력 빼가기 등 기술유출행위 감시

*기술가치에 대한 불일치 가능성을 줄이기 위하여 별도의 fairness opinion 제공

*스타트업에 불리한 진술보장, 손해배상규정 등에 대한 감시

*거래종결을 위해 필요한 거래당사자 관련 인허가 신속지원

*스타트업이 부족한 M&A 실무역량을 강화

거래당사자 또는 중개자문사의 신고/신청에 의해 실사과정 등 과정관리 서비스 제공

가칭 ‘M&A거래 (관리)중재원’ 신설

주요 과정관리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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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M&A 거래 관리감시 기구 신설

불공정 거래 요소가 없는 한 거래당사간 의사결정을 우선
중개자문사 역할과 기능을 모니터링, 보완

제3자 공적 기관에 의한 사전 사후 과정관리를 통해 기술 유출 억제, 기술탈취 누명 우려 해소

기술가치평가에 대한 second fairness opinion 제시를 통해 가치평가에 대한 불일치 감소

M&A 거래 계약상 불공정 요소 사전방지 등

M&A 관련 실무교육, 컨설팅을 스타트업의 부족한 역량을 보완

금융위원회 산하 特殊公法人으로 설립 (*금융감독기구 설치법 개정)

M&A거래 전문 인력(기술평가사, 변호사, IB전문가, 회계사 등 민간 경력보유자)으로 구성
(*조직 구성, 규모는 스타트업 M&A 활성화 속도에 맟추어 점진적으로 확대)

기술 M&A 시장의 실패를 완화하여 거래를 촉진

중재원의 설립/구성

중재원의 개입 원칙

기대효과

V. 기술 M&A의 활성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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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스타트업 관련 금융기관, 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증권사, 벤처캐피털 등 금융/자문서비스
회사의 공동 출자로 설립

설립인가: 자본시장법에 의한 금융투자회사

니혼 M&A 센터는 1991년 도쿄에 설립된 M&A 전문중개기관으로, 일본 중소기업의 가업승계를 위한
M&A 전문중개기관으로 설립.
전국의 공인 회계사 · 세무사가 공동 출자로 설립 한 완전 독립의 M & A 중개 회사.
현재까지 4,500 건이상, 연간 성약 지원 수 649 건 성사.

성공요인은 전국 규모의 광범위한 네트워크에 있음. 2017년 9월말 기준 711개의 회계법인과 98개
지방은행(전체 지방은행의 90.5%), 204개 신용금고(전체 신용금고의 77.3%)와 제휴를 맺고 중소기업
관련 M&A 정보를 제공받고 있으며, 이 외에도 증권사 및 벤처캐피탈, 컨설팅사 등과도 제휴

<사례> 일본 M&A센터

중소기업 관련 지방금융기관, 전국의 회계/법무/세무법인이 최대한 참여하여 전국적 M&A 중개망을 구축

<1안> 순수한 민간출자자 공동 설립

<2안> 산업은행, 기업은행 +

민간출자자 공동 설립

*초기 사업성 에 대한 우려로 주도기관이 나타나기 어려워 설립 추진이 더딜 가능성

*공공금융기관이 설립 추진하므로 속도감 있는 설립이 가능하고 기존의 중소기업관련
노하우 활용 가능. 다만, 공공기관 주도시 민간참여 위축 가능성(상업성 저하 우려)

중소기업 M&A 전문중개회사 설립
V. 기술 M&A의 활성화 방안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 M&A 중개에 특화된 全國 조직의 전문중개회사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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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투자은행 전략적 육성

인수

유럽

Universal Bank

미국

Tech Sector Advisor
자본제휴

인수

자본제휴

인수

V. 기술 M&A의 활성화 방안

미국

Mid-Market Player

유럽

Universal 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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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IB시장 Overview

글로벌 IB 육성

글로벌 대형 금융사

지역 은행

글로벌 IB

Middle market IB

(중형 IB)

제공 상품/서비스의 범위

서비스 Full line-up 제공
(CIB, S&T, 투자 관리)

특화된 일부 서비스 제공
(자문, 언더라이팅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
(Full-scale 캐피털 시장, 투자 관리)

USD > 10bn

USD 2-10 bn

USD < 2bn

규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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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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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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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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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MUFG의 Morgan Stanley 지분 인수

일시 내용 지분율

‘08.1
0

-우선주 총 9백만주 취득[9십억불] (의결권 無
신주인수)

• Series B[약 7.8백만주, 7.8십억불]
→전환우선주(전환가: $25.25), 배당률 10%

• Series C[약 1.2백만주, 1.2십억불]
→비전환우선주, 배당률 10%

약 21%
(보통주
전환

가정시)

‘09.5
- 보통주 약 29백만주 취득[0.7십억불,, 시장
内매입]후, 상응하는 금액의 우선주(Series C, 6

십만주) 모건스탠리에 매각
약 20%
(보통주
전환

가정시)
‘09.6 - 보통주 약 17백만주 취득[0.5십억불, 시장

内매입]

‘11.6
-전체 우선주(Series B)를 보통주(약 385백만

주)로 전환하며 의결권 획득
→’12년(3월 결산)부터 지분법 적용 실시

약
22.4%

[’17.3 기준 MUFG의 모건스탠리 지분투자 현황: 지분율 23.3%]
√보통주 : 432백만주, 의결권 有
√ 비전환우선주[Series C]: 6십만주, 의결권 無, 배당률 10%

▷ MUFG가 모건스탠리에 약 9십억불 규모 지분투자 실시 [‘08.10월]
• ’08년 우선주 취득하였으나, 의결권 부재 등 사유 로

지분법회계처리 못하다가 ’11년 보통주 전환 후 지분법 처리 실시
→ 모건스탠리 이사회 확보: ’08년 이사회 1석 확보, ’11년부터 이사회
2석 확보
주)의결권 여부 외에 잔여 재산분배에 대한 유무도 당시 일본 회계 기준에 따른 지분법
평가 처리에 양향을 끼쳤을 것으로 추정

글로벌 IB 육성

[참고] ’11-’16년 지분법 평가 이익(Capital Gain의 先 인식 개념) : 약 5.3십억불 발생 추정

‘09‘08 ‘10 ‘11 ‘12 ‘13 ‘14 ‘15 ‘16 ‘17 ‘18
0

10

20

30

40

50

60

70
현재가 $56.6(’18.3.6)

취득가 $28.23(’09.5)

취득가 $29.49(’09.6)

취득가 $25.25
(’08.10)

I

III
II

모건스탠리 주가상승에 따른 예상 Capital Gain 

▷ 예상 Capital Gain: 약 15.6십억불 (24.5십억불[보유 보통주수 X 현재가]-8.9십억불[보통주투자액])

→총투자수익률 약 175%, 연환산 수익률 약 19%(가중평균기간 9.3년 적용)

주)    ,    은 취득일자의 증가기준으로 추정

II

IIIII

* ‘11년 일부 지분법 이익을 소급 적용한 것으로 추정(향후 세부파악 예정)
**우선주 6십만주의 Capital Gain, 기타 전체 배당으로 인한 Capital Gain은 별도 추가 파악 예정

재무성과지분투자 개요

III

II

I



3차 토론회 
생명과학 입국 실현을 위한 에코 시스템구축 

1. 한국 바이오헬스 산업의 진단과 전망 

유승준 주식회사 티피헬스케어 부사장(CSO) 

2. 지역,기업, 대학이 함께하는 바이오 산업 에코시스템 조성 
조남준 싱가포르 난양이공대 교수  



한국 바이오헬스산업의

진단과 전망

2019. 5. 15

유승준 부사장(CSO)

제,회 생명과학 입국 실현을 위한 에코시스템

㈜티피헬스케어



*1차 (-) 성장 : 1980년 -1.89%
*2차 (-) 성장 : 1998년 -5.71%

한국경제의성장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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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철
화학
기계

자동차
조선
전자

반도체
자동차
휴대폰

반도체
휴대폰
자동차
바이오7

섬유
합판
가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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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Economy by GDP
: Korea 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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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력산업의수출액비교

DE6@D%�삼정 B? �경제연구원%� )*1



4/38

주력산업세계점유율

5�,* 1년 한국 반도체산업 세계 점유율 �세계 위 6

반도체4�,*(3 � 1/% -.(-* % *�백만달러

메모리4�0.(/ 02%2--(* ,%20-�백만달러

시스템3� 2 /%,)*( *2% * �백만달러
�삼성전자와 D 하이닉스 매출 정보만 포함

한국무역협회%� )*2

5�,* 1년 한국 자동차산업 세계 점유율 �세계 .위 6

현대 기아4�1(1 �

폭스바겐 ** *위 %�토요타 *) 1 위 %�르노 닛산 *) 0 ,위 �
한국무역보험공사%� )*1

바이오헬스산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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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Bio-Health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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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B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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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arma
(Chem+Bio)

$20.5B

Med device
($5.5B)

BioTech
$5.6B

Bio-Pharma
Bio-based Chem

Bio-Food
Bio-Environment

Bio-Electronics
Bio-Process/Device

Bio-Energy/Resources
Bio-Info/Service

Korea’s Bio-Health Industry (about $31.6B, 2016)
☞ 2% Tr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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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Korean-made drugs 
gained KFDA approvals 30 pipelines are now underway

by 180 companies908

DR T 3�한국바이오경제연구센터 7MR: R RP C SRT � 호%�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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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ugs & Pipeli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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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ccess Rate of Drug Approval (Over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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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ent Highl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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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의약품시장의성장과특징(1)

자료3�한국제약바이오협회

자료3�한국바이오경제연구센터(삼정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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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의약품시장의성장과특징(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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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3�제약협회

미국 의사들 2. 가 바이오시밀러를
더 처방하겠다고 응답 ,* 0( $

,* 0( ,$

제네릭(바이오시밀러)시장의가능성(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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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anded vs. Generic

Annual Sales Lipitor ($ billion)Global Pharmaceutical Sales 
($ billion)

제네릭(바이오시밀러)시장의가능성(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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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한국 ,개사 점유율 6

)*.년3� * ) 1

)*/년3�*/ - .

)*0년3�*. / / �

BCC Research (2018)

Frost & Sullivan (2018)

한국바이오경제연구센터 (2018)

제네릭(바이오시밀러)시장의가능성(3)



*1차 (-) 성장 : 1980년 -1.89%
*2차 (-) 성장 : 1998년 -5.71%

한국경제와바이오헬스산업?

16/38

제철
화학
기계

자동차
조선
전자

반도체
자동차
휴대폰

반도체
휴대폰
자동차
바이오7

섬유
합판
가발

*2/) *2/) *2/) *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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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 Industry: Next Growth Engine! 
(Data Economy?)



맞춤의료시장의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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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의료진 137명 대상 설문조사
(대학병원 13.1%, 다병원헬스시스템 35.8% 등)

정밀의료 수행 여부? 적용 분야?

*IT혁명: PC $1,000 vs. BT혁명: Genome $1,000



Microbiome (2nd Genome) vs. Genome

19/38

99% of your DNA genes 
are in Microbe cells 

not Human cells 

Your body has 10 times as many Microbe cells as Human cells.



Microbiome (2nd Genome) based Global Market

20/38
DR T 3�788�C FT � )*0



Collaboration of 
Microbiome-based Companies

DR T 3�788�C 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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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robiome-based Drugs in Development 
for Cancer, Obesity, and Diabetes

DR T 3�788�C FT � )*0

8F T

AG M

E S � �9MFG

22/38



진단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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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증권리서치센터(2016)

국내외줄기세포치료제인수및제휴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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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시장

25/38

%,* 2년 �1-(/억달러 약 2(-조원$

,*-*년$

한국7



AI Trends

2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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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경쟁력
E �S � G I M� D �,* , D,�,* 0$� FE $

B QH U�S �:SQ G

B QH U�S �C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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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킨지글로벌연구소 )*1

87� MK � )*1



Diagnostics,
a major driver of 
Health AI deals 

28/38

Big pharma’s 
interest boosts AI drug 
discovery de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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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 Drug Development



Bio-Health Innovation? Data Innovation!
(Genome/Microbiome, Clinical data, Lifestyle data, etc.)

Precised treatment

Clinical innovation (AI aid)

Preventive management

3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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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 T 3�? T O I T

Middle-class Population  
as Game Changer

4� (2H � ,2 �,* 0$� �-(,� /. �,*,*$� �.(3� 00 �,*-*$

,)-�S �Q P IPG � S PG S � �8 G$

DR T 3�A:89( �

Business Development in Asia (with ES/EU)
[시장확대] 아시아시장진출확대



바이오산업(국내판매/수출)

바이오기술 인력 초과공급 전망%� DE:B� 2호%� DE:B

[인력] 미스매치해결해야!

32/38

<기술>
AI
Data Scientist
Microbiome
Global BD

<수요/공급 구조>

대학-[출연연]-기업을

연결하는 지속가능한

HR 연결 생태계 구축



*[창업1] 성공요인 5

DR T 3� E � M KO �GMKK �T F R � � FT S � I �G �7MOO� TR �5�E:9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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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초기(3년미만) 중기(3~7년) 후기(7년이상) 합계

전체
금액(억원) 6,472 5,828 8,558 20,858

비중(%) 31.1 27.9 41.0 100.0

바이오/의료
금액(억원) 385 1,007 1,778 3,170

비중(%) 12.3 32.1 55.6 100.0

ICT서비스
금액(억원) 1,750 1,342 927 4,019

비중(%) 43.5 33.4 23.1 100.0

2014 초기(3년미만) 중기(3~7년) 후기(7년이상) 합계

전체
금액(억원) 5,045 4,069 7,279 16,393

비중(%) 30.8 24.8 44.4 100.0

바이오/의료
금액(억원) 356 537 2,034 2,928

비중(%) 12.2 18.4 69.5 100.0

ICT서비스
금액(억원) 595 446 871 1,913

비중(%) 31.1 23.3 45.6 100.0

2013 초기(3년미만) 중기(3~7년) 후기(7년이상) 합계

전체
금액(억원) 3,699 3,259 6,887 13,845

비중(%) 26.7 23.5 49.8 100.0

바이오/의료
금액(억원) 136 431 896 1,463

비중(%) 9.3 29.5 61.2 100.0

ICT서비스
금액(억원) 632 255 665 1,553

비중(%) 40.7 16.4 42.9 100.0

34/38

[창업2] 
초기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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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Top100 Startups 71.3%,  
: difficult business in Korea

자료 : Pitchbook, 테크앤로 법률 검토 결과

[창업3]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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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혁신] 병원과기업이협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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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 U M S �IP U4�:U IGP�QG $

E GU�IP U $

, U U M S �IP U4�< G S $

◈ International Inter-region cluster

Biocluster Ecosystem Innovation
Research/Clinical Innovation 

+ Smart Regulation 
+ Collaborative Innovation

+ Global BD
+ Emerging Tech HR



Open & Collaborative Innov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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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임상펀드 조성7



*

고맙습니다!
biojun@technpeople.com

Technology & People for Connected Healthcare



Bio-Innovation:Reinvigorating
University-Industry-Government
Partnerships by Triple Helix Model

Nam-Joon Cho, Ph.D.

Nanyang Technological University
May 14th, 2019



Research & 
Innovation

“There are two types of 
research: applied, and 
not-yet-applied".

Professor Sir George Porter (1920 -2002)
President of the Royal Society



Outline

¤ Innovation is Essential

¤ The 21st Century University & Research Park Concept for 
Biotechnology

Stanford Bio-X & SPARK PROGRAM

Massachusetts: MIT

Chalmers and Science Park

Nanyang Technological University

China University Park Concept

¤ Successful Research Parks Triple Helix Concept



현재의글로벌메가-챌린지는 ?

¤ Fostering Economic Growth
¤ 혁신을통한국내성장및고용촉진

¤ Developing New Sources of Energy
¤ 석유에대한재생가능대안상용화

¤ 증가하는전세계전력수요를충족시키기위한용량증가

¤ Addressing Global Warming
¤ 녹색경제성장; 주요성장기회

¤ Delivering Global Health
¤ 연구에대한대규모투자를저렴하고개인화된치료및관리로전환

¤ Ageing Population

¤ Improving Security
© Charles W. Wessner PhD. 



글로벌과제를어떻게해결할수
있는가?

Credit: The Millennium Project is a global participatory think tank established in 1996 

under the American Council for the United Nations



Innovation is Essential

¤주요국가들은네개의기둥을제공하고있다:

¤ 높은수준의집중력

¤ R&D를위한지속적지원: 공공및개인자금활용

¤ 혁신중소기업지원

¤ 새로운제품및서비스를출시하기위한새로운혁신

파트너십

¤많은나라들이다양한분야의산업을창출, 유치및

보유하기위해매우실질적인자원을투자하고있다.



Research & Development Budget

Credit: World Economic Forum



Company R&D PCT Application



The Triple Helix Model

Beyond the double helix new approaches to model and foster innovation are 
needed, involving multi parties, as it is proposed in the triple helix model. 
Credit: Farinha & Ferreira- 2013



Stanford Bio-X

Other institutions offer interdisciplinaryresearch. What makes Stanford Bio-X 
so special is its extraordinary faculty and students, culture of collaboration, and can-do, 

entrepreneurial spirit that encourages risk-taking and delivers phenomenal results.
KATHLEEN LAVIDGE, ’74  

CHAIR, STANFORD BIO-X ADVISORY COUNCIL

These faculty are among the  

nearly 700 Bio-X affiliated  

scholars who span the  

campus and come together  

at the Clark Center,  

generating collaborations

in the biosciences.

STANFORD BIO-X

ENGINEERING

BASIC
SCIENCES

MEDICINE

James H. Clark  
Center

STANFORD
BIO-X



Stanford Bio-X

2003 20062004

Bio-X awards  
its first round of
Interdisciplinary  
Initiatives Program  
seedgrants

The James H.  
Clark Center  
becomes the  
new home of  
Bio-X

The Bio-X graduate  
fellowship program  
welcomes its first  
nine PhD students

Simbios—a  
national center  
for biomedical  
computationfirst
launched withBio-X  
funding—receives
a $20 millionNIH  
grant

Microfluidics  
Foundry opens  
at the Clark  
Center, enabling  
researchers to  
manufacture  
custom “labs on  
achip”

Bio-X Summer  
Undergraduate  
Research Program  
begins

2008

Bio-X  
NeuroVentures is  
launched to bring  
a university-wide  
approach to the  
neurosciences

1998
Stanford faculty  
launch the Bio-X  
Planning Committee  
to foster cross-
disciplinary research  
and teaching

2000

StanfordBio-X:
Pioneering	Discoveries	in	Benefit	of	Human	Health

To confront a challenge like cancer or Alzheimer’s is to stand at the intersection



SPARK PROGRAM @ Stanford Medicine

SPARK Mission

Partnership between the 
university and local 
biopharma community to:

Educate faculty, post-doctoral 
fellows, and medical and graduate 
students in drug and diagnostic 
discovery and development

Advance promising research 
discoveries to the clinic as drugs, 
biologics, or diagnostics 

Innovate efficient, and cost-
effective approaches to discovery 
and development 



SPARK PROGRAM @ Stanford Medicine

¤Low number of new drugs/biologics 
approved by FDA each year despite large 
expenditures

¤Reduction in discovery efforts by 
pharmaceutical industry

¤�Valley of Death� – gap between academic 
discovery and commercial interest

¤Faculty career advancement misaligned 
with applied research

¤Funding gap  



BusinessMedicine

Science & 
Engineerin
g

MIT-Harvard Division of 
Health Sciences and Technology

Innovation* Community & 
Culture
•People
•Programs
•Organizational structure

*Innovation = Discovery/invention of product/process in 
use that changes peoples’ lives



HST Paradigm
principled strategy to establish 
an innovation community

Engineering/

Physical Sciences

B
io

/M
ed

ic
al

Sc
ie

nc
es

Practice

Education
&

Research

Equal Footing: 
Multidisciplinary

BEDSIDE

BUSINESS

B
EN

C
H

Multicultural/
Multiprofessional: 
Bench to Bedside

Biophysics

EECS CEM

BEH

HSDM

DEAS

Neuroscience
Biology

BCS

ChE

ME

HBS

Sloan

RLE

LCS

AI Lab

Whitehead

CIMIT

CBE LEESMTL

AA

MSE

NE

Physics

Media Lab

Math
SPLOBL

Steel Lab

NEBBJI

Mol. Med.

MGHSPL

Magnet 
Lab

Extensive Root 
System: 

Capitalize on 
Environment

BusinessMedicine

Science & 
Engineering



Gothenburg – situated in the middle
of a European ”mega-region”

¤ 8 million out of Scandinavia�s 19 
million people live in the corridor 
between Oslo and Copenhagen
¤ 29 universities and university 

colleges
¤ 260 000 university students
¤ 14 000 researchers
¤ 22 science parks/incubators
¤ 44 000 new businesses annually

¤ Very high research expenditures
¤ One of the world’s most 

innovative regions

“Mega-regions are large-scale economic units of multiple large cities and their 

surrounding suburbs”

Richard Florida, ”The Rise of the Creative Class”



¤ 2007 Chalmers with U Gothenburg became on of five keyactor projects 
(professionalizing utilization and collaboration)

¤ 2008 Chalmers became responsible to start “Innovation Office West” (one of 
eight offices in Sweden)

¤ 2009 The application “Gothenburg Schools of Entrepreneurship” was 
ranked number one by government

CHALMERS University of Technology



Fastest-Growing Research-Intensive Universities 
In the World

Nanyang Technological University



Talent is Everything

Featured in Jung-Ang Il-bo in Feb. 2012



NTU – Steps to Becoming an International 
Top University

• Top international recruitment

• Partnering foreign institutions in
Singapore

• Collaborations with multi-national
industry

• International research collaborations

• Joint degrees programmes

• Student exchange programmes



Academic Structure

College of Humanities, 
Arts & Social Sciences

Lee Kong 
Chian 

School of 
Medicine College of

Science

Singapore 
Centre on 

Environmental 
Life Sciences 
Engineering
(SCELSE)

Nanyang
Business
School

• One of the world’s largest 

engineering colleges

• Research-intensive 

and interdisciplinary 

Earth
Observatory
of Singapore

(EOS)

Humanities
Art, Design 

& Media
Information 

& Communi-
cation

Nanyang
Technoprenurship

Centre (NTC)

College of 
Engineering

Institute on 
Asian Consumer 

Insight (ACI)

Interdisciplinary
Graduate
School

RSIS

World Discipline Rankings:
• Engineering & Technology: 6th

• Natural Sciences: 15th

• Electrical & Electronic Eng: 6th

• Materials Sciences: 2nd

• Education: 10th

National
Institute of
Education

Social
Sciences



Research Innovation Enterprise (RIE) 
2020: Funding

Resource Reprioritization ● Market Discipline ● Reward Best Teams

2%

17% 21%

5%

17%

10%

15%

13%

Advanced Manufacturing & 
Engineering (AME)
$3.3 billion

$19 billion
2016 - 2020

Health & Biomedical 
Sciences (HBMS)
$4 billion

Services & Digital 
Economy (SDE)
$0.4 billion

Urban Solutions & 
Sustainability (USS)
$0.9 billion

Innovation & 

Enterprise

$3.3 billion

Manpower

$1.9 billion

Academic 

Research

$2.8 billion

White Space

$2.5 billion



College of Engineering Mapped to RIE2020

Urban Solutions 
& Sustainability

Health & 
Biomedical 
Sciences

Services & 
Digital Economy

Advanced 
Manufacturing & 

Engineering

Transport (Sea, Air & Land)

Green Infrastructure

Infrastructure Construction Maintenance 

Productivity

Population Health & Wellness

Rehabilitation & Assistive Technology

Healthcare Sector Productivity

Robotics & Automation

Robotics & Automation

Sustainable Chem Tech Translational Medicine 

Pharmaceutical Engineering

Synthetic Biology /  Biotechnologies

Food Science & Technology

3D Printing

Advanced Manufacturing and 

Engineering

Internet of Things

Big Data Analytics

Photonics

Autonomous System

Power and Energy engineering

Biomedical & Healthcare

Cybersecurity

Food Technology – Sensor Technology

Wearable Electronics

Satellite

Intelligent Transportation

Energy Production

Environment

Interfacial Science

Energy Storage

Manufactur. Science & Nano Medicine

Space Creation & Utilisation Tech

Active Mobility

Construction Productivity

Cyber Security

Assistive Tech for Ageing – in-place

Software-defined Financial Tech 
Digital Social Behaviour Science

Sports Data Science

Sustainable Multimodal Freight Movements

Design & Utilisation of Space

Big Data Analytics

Cold Economy

Wearable Devices

Medical Technologies

Manufactur. Science & Nano Medicine



International Impact:
‘Use Inspired Basic Research’



NTU Innovation Performance (2015)

337
354
357
357
373
373
387
399
422
450
473
483
517

795
874

1648

University of Florida
University of Minnesota

Cornell University
Nanyang Technological University

University of Illinois Chicago Urbana
University of Washington/Wash. Res. Fdn.

UW-Madison/WARF
University of Pennsylvania

University of Michigan
Harvard University

Carnegie Mellon University
Stanford University

Johns Hopkins University
Massachusetts Institution of Technology…

University of Texas System
University of California System

Invention Disclosures



NTU Innovation Performance (2015)

32

51

51

53

56

59

63

75

82

89

90

90

112

120

139

145

University of Arkansas Fayetteville
North Dakota State University

Rockefeller University
University of Oregon

California Institute of Technology
Iowa State University

Montana State University
Washington State University…

Nanyang Technological University
Oregon State University
Arizona State University

Carnegie Mellon University
Massachusetts Institution of…

Purdue Research Fdn.
University of Georgia

North Carolina State University

Licenses / Options (w/o med school)



Pre-Planning: 
University-Company Partnerships

Discovery    ● Innovation ● Enterprise    ● Value

TRL 1 2 3 4 5 6 7 8 9

Creative
Collaboration

Unproven
Technology

Ad hoc Governance
• Unfettered basic research
• Limited private sector-market needs analysis
• Absence of IP plan

Proven
Technology

Constructive
Collaboration

• Use-inspired basic research
• Extensive needs analysis
• Pre-negotiated IP plan

Joint Governance



The Triple Helix: 
NTU – Industry - Government Innovation in Action

ACADEMIA
delivering

Knowledge & 
Innovation

INDUSTRY
delivering

Innovation & 
Strategy

GOVERNMENT
delivering

Knowledge & 
Strategy

COMPETIVENESS
INNOVATION
VIBRANCY

• Resources

• Strategy

• Context

• Foresight

• Incentives

• Workforce

• Solutions

• Impact

• Staff

• Facilities

• Insight

• Customers



Partnership & 
Collaboration

“I saw with regret, (and all 
scientific men have shared this 
feeling) that whilst the number of 
accurate instruments was daily 
increasing, we were still ignorant”.

Alexander von Humboldt (1769-1859)
Naturalist and explorer



• Interdisciplinary research institute harnessing scientific, clinical and engineering expertise 

to solve major health and medical challenges

• Coordinates PhD programme with Imperial College London and significant interactions 

with University of California-Berkeley and University of California-San Diego, Stanford 

University and Karolinska Institute in Sweden in engineering-medicine interface 

• More than 200 existing projects identified, active collaboration with Singapore General 

Hospital and Tan Tock Seng Hospital

NTU Institute for Health Technologies 

Partnership Mode 1:
Pan-University Institutes

HealthTec NTU 



Market Responsive Research Ecosystem

National Laboratory 
Partnerships

Industry-University
Consortia

Pan 
University
Institutes

University Basic 
Research

University Thematic 
Research

Company – University
Joint Laboratories

Technology
Demonstrators

Campus Living
Laboratories

Corporate University 
Laboratories



Partnership Mode 2:
Research Centres of Excellence

SCELSE
Singapore Centre on Environmental Life 
Sciences Engineering

• Established genomic infrastructure and analytical capabilities used by 
prime collaborators in Singapore (A*STAR, NUS, SERI, SGH, NEA, PUB-
EWI etc).

• SCELSE genomics is now expanding into NTU genomics, space in 
Experimental Medicine Building (EMB), to be integrated into NIMBELS.



WITH TU MUENCHEN
Wide ranging electromobility
research program including 
electrochemistry, battery storage, 
modelling & optimisation and 
testbedding

WITH ETH
Investigate critical infrastructure 
systems and explore novel 
approaches to make them more 
robust and resilient.

WITH UC BERKELEY
Two research programmes* on 
sustainable buildings, materials 
and energy systems. 
*SinBeRise, SinBErBest

WITH CAMBRIDGE UNI
Carbon reduction research program. 
Assessing and reducing the carbon 
footprint of industrial petro-chemical 
plants in Singapore and beyond

Partnership Mode 3:
Campus for Research Excellence & 
Technological Enterprise (CREATE)



Partnership Mode 4:
International Research Institutes

Approximately RMB 240m (USD 50M) in initial funding

• Next Generation EV and Intelligent Urban Transportation System

• Nutritious and Safe Food Development in South China

• Large Public Buildings and Sustainable Urban Development

• Pollution Control and Environmental Restoration

• Biomedical Materials and Medical Instruments

Sino-Singapore International Joint Research Institute

Nanyang Technological University, Singapore
Sino-Singapore Guangzhou Knowledge City Investment & Development Co
South China University of Technology, Guangzhou, China

SSIJRI



Partnership Mode 5:
Joint Industry Laboratories

First for BMW Group in Asia & within BMW’s university network of 8 
universities, including MIT, TUM, Georgia Tech among others

BMW Future Mobility

Mr Volker Bouffier, Minister President of Hesse and ex-
President of the Federal Council of the Federal Republic of 
Germany, 29 June 2015

Research on future transportation:
• battery materials for electric vehicles 
• human-machine interfaces 
• mobility patterns & concepts

Accommodates:
• 8 leading researchers 
• 10 PhD students
• 27 UG students



The Triple Helix: 
NTU – Industry - Government Innovation in Action

ACADEMIA
delivering

Knowledge & 
Innovation

INDUSTRY
delivering

Innovation & 
Strategy

GOVERNMENT
delivering

Knowledge & 
Strategy

COMPETIVENESS
INNOVATION
VIBRANCY

• Resources

• Strategy

• Context

• Foresight

• Incentives

• Workforce

• Solutions

• Impact

• Staff

• Facilities

• Insight

• Customers



Pre-Planning: 
University-Company Partnerships

Discovery    ● Innovation ● Enterprise    ● Value

TRL 1 2 3 4 5 6 7 8 9

Creative
Collaboration

Unproven
Technology

Ad hoc Governance
• Unfettered basic research
• Limited private sector-market needs analysis
• Absence of IP plan

Proven
Technology

Constructive
Collaboration

• Use-inspired basic research
• Extensive needs analysis
• Pre-negotiated IP plan

Joint Governance



Thank You

“I have been impressed with the 
urgency of doing. Knowing is not 
enough; we must apply.  Being 
willing is not enough; we must do".

Leonardo da Vinci (1452 -1519)
Artist and intellectual



4차 토론회 
농·수·축산업을 ‘그린바이오 미래전략산업’으로 

1. 글로벌 시장개척과 종자개발 연구방향 

임용표 충남대 원예학과 교수 

2. 해양자원 기능성 소재 개발과 산업적 활용방안 
조승목 부경대 식품공학과 교수  



글로벌 종자 산업과
종자 개발의 발전 방향

2019.05.28

충남대학교

임용표



목차

1

2

종자산업 활성화를 위한 글로벌 수출전략

2

3

글로벌 및 우리나라의 종자산업 동향

농업환경 및 종자산업 여건변화



목차

1

2

종자산업 활성화를 위한 글로벌 수출전략

2

3

글로벌 및 우리나라의 종자산업 동향

농업환경 및 종자산업 여건변화



인구증가와고령화로인한세계곡물수요의지속증가

글로벌화로농산물시장개방과신무역질서형성

생명공학기술발달과제2의녹색혁명

지구온난화와자원한계로인한농업생산성의변화

기술의융복합화으로신성장동력원창출

푸드시스템구조변화와식품의안전, 건강에관심증가

환경규제증가, 생태환경보전등환경농업의중요성증가

농업환경의 여건변화
v 농업을 둘러싼 메가트렌드



식품

농산물

기능성
식품

바이오
에너지

지식
재산

천연
물질

미생물
제재

관상
식물

분자
식품

문화
서비스

치유
휴양

유전
자원

농자재

바이오
신약

자연
자원

애완용
동 물

신소재

바이오
장기

천적
농약 생분해

농자재

과 거

• 국내
• 1차 산업
• 생산중심 기술
• 가격·수량 중심
• 소비 소규모 다 품목 복합영농

현 재
• 글로벌
• 2·3차 및 6차 산업, 융복합산업
• 4차 산업혁명
• 생산·가공·유통·마케팅
• 패키징 기술
• 고품질(맛, 기능성, 안전성)
• 규모화·자동화·전문화·계열화

v 농업의 과거와 현재

농업환경의 여건변화



종자는 농산물 생산을 좌우하는 결정적 요소

• 최고의 농업소득을 얻기 위해서는 우수한 종자 확보가 기본

종자산업은 기술·자본집약적 고부가가치 산업

종자는 국민들의 먹거리와 직결되는 원천소재

• 식량부족 해결, 양질의 농산물 확보를 위해 종자주권 확보 필요

산업의 외연이 크게 확대되어 있어 성장산업으로 유망

• 우리나라 수출산업으로 육성 적합

• 생명공학 기술 접목으로 바이오 에너지, 의약품, 신소재, 건강기능식품 등의 산업과

융복합 되는 추세

농업환경의 여건변화
v 종자산업의 중요성



배추1포기: 
300~500원

시장 배추1포기: 
1,500~2,000원

김치: 5,000원

1,000배 이상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

배추종자 1알
: 3~5원

농업환경의 여건변화

v 종자산업의 가치



종자개발 종자생산 종자 가공 종자 판매 및 유통

• 신품종 종자개발
• 종자생산 및 처리 기술개발 등

• 종자 포장 보관 기술개발
• 수출시장개척 연구 등

(농식품부 자료 인용)

종자산업

씨앗, 종묘 등

농산물 생산업

채소, 곡식, 과일 등
2,3차 융복합 산업

식품, 농자재 등(2차), 유통(3차) 
도시농업, 바이오매스등(융복합)

종자산업 가치사슬

농업환경의 여건변화

v 종자는 부가가치를 높이는 핵심요소



자료 : 아그리젠토 코리아, Datamonitor

4700조

2020

농산물 2000조

식품 6800조

종자 : 부가가치 증대

농업환경의 여건변화

자동차 1700조

IT 3700조

농산물 1500조

식품 4700조

6200조

v 글로벌 종자 산업 성장 전망



구분 주요내용 기회요인 위협요인

사회적환경

(Social)

세계인구증가에따른식량부족문제심화

GMO 종자에대한지속적인논란

개도국의소득증대로인한육류와채소수요증가

개도국소득증대

건강과웰빙관심증대

GMO 논란지속

국내식량자급률문제

기술적환경

(Technological)

생명공학기술과육종기술접목가능

녹색기술발전에따른생산성향상

RPS 제도에따른신재생에너지수요증가

생명공학기술의

육종적용가능으로

우수형질결합가능

유전자변형종자에대한

논란지속

경제적환경

(Economical)

FTA 확대로인한시장확대와국내시장개방상존

글로벌종자의독과점심화

시장확대에따른

시장다변화

글로벌종자기업의

시장지배력심화

생태학적환경

(Ecological)

기후환경변화에따른국내신규품종국산화필요

사막화와황폐화에따른산림종자필요

기후변화에따른

신규품목발굴가능

아열대종자의

국산화미흡

정책적환경

(Political)

나고야의정서발효에따른이익공유근거확보

UPOV 전면시행에따른로열티지출증가
국내종자보호 로열티지출증가

농업환경의 여건변화

v 종자산업의 여건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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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537억$

(단위 : 억불)세계 종자 교역량의 변화

(출처 : International Seed Federation) 

세계 종자 시장규모

ISF 2015

4.9억$(약 1%)

곡물 채소/화훼 목초 및 사료

79% 17% 4%

작물별 종자시장 점유율

세계 종자시장의 품목별 교역기준 : 채소(32.7%), 화훼(2.9%), 식량(64.4%)

식량 수요 증가로 세계 종자시장 지속성장 : 연평균 7.8% 성장률

글로벌 종자 시장 동향



기업명 종자부문 매출액 총 매출액 임직원수 설립/국가

Monsanto 100 147 21,000 1907/미국

Dupont 98 250 52,000 1802/미국

Syngenta 29 129 28,000 1758/스위스

Limagrain 20 26 9,600 1900/프랑스

Bayer 14 515 117,000 1863/독일

주: 2015년 기준
자료 :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2016), “중앙아시아 종자산업 및 시장현황조사”재구성

세계 종자시장은 글로벌 기업의 대형화로 과점체계를 형성
글로벌 10대 기업이 세계시장의 75%이상을 점유

‘ 96년 10% >>> ‘ 04년 49% >>> ‘ 07년 67% >>> ‘ 16년 73%

글로벌 종자 시장 동향
v 주요 글로벌 기업종자 현황



신젠타

몬산토
바이엘

글로벌 종자 시장 동향



글로벌 종자 시장 동향
v 대기업 인수를 통한 종자업계판도 변화



� 종자 생산 관련 산업의 접목 : 비료, 농약, 재배기술, 생명공학기술 등

� 종자산업 + [식품산업, 요식산업, 제약산업, 의약산업, 건강산업] 등과 연계

종자산업
Seed

농자재
농기계,토양,비

료, 농약

농민, 생산유통

제약산업

식품산업

건강산업

IT, BT, NT 산업

요식산업

글로벌 종자 시장 동향
v 종자산업의 융복합 산업화를 통한 가치창출



* 자료 : 2017년도 종자업실태조사

채소 버섯 과수 화훼 식량 산림 기타

판매액 3,371 605 571 404 58 177 221

0

1,000

2,000

3,000

4,000
62%

11% 11% 8% 1% 3% 4%

(단위 : 억원)

국내 종자 시장 동향

채소종자 연도별매출액

0

500

1,000

1,500

2,000

2,500

3,000

90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870

1,578

2,019

2,536 2,855
(단위 : 억원)

* 자료 : 한국종자협회

v 민간부분종자시장 규모 5,408억원 (`16년기준)

v 매출액 : `17년도 매출액은 `90년대비 3.3배 성장



• 총 종사자 수는 10,472명, 업체당 평균 7.8명 근무

• 상용근로자는 6,402명(61.1%), 자영업 및 일용근로자 등이 4,073명(39.9%)

• 수출 655억원(세계 수출액의 0.6%), 수입 561억원* (세계 수입액의 1%)

* 자료 : 2017년도 종자업실태조사 / 수입은 국내에서 품종 육종하여 해외채종한 경우는 제외

국내 종자 시장 동향
v 종사자 : 종자업 등록업체는 1,490개 (`16년기준)

v 수출입규모 : 종자 교역규모는 1,216 억원



컬러파프리카종자 1g(250립)에 9만2천원(금값의 1.6배)

골든 시드 프로젝트



※ 출처 : Golden Seed 프로젝트 홍보동영상 中

골든 시드 프로젝트



수출목표 달성
2021년 이후

11,415 만 달러

유용유전자원

기초소재 탐색 및 창출

유용소재 발굴 및
특성평가

기반구축
병검정 체계 및 분자마커

육종기반기술 개발
및 검정서비스

품종육성
우수품종 개발

수출대상 맞춤형
우수품종개발

유통/판매
전시포, 마케팅

시범포, 전시포 등
마케팅 전략 수립

글로벌 종자시장 선점을 통한 종자강국 실현

골든 시드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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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종자 기업 육성의 필요성 대두

기후변화, 식량안보, 품종보호제도 전면시행 등 농업을 둘러싼
급격한 환경변화로 인해 글로벌 종자기업 육성 기회 및 필요성 대두

종자산업
발전도

~1980년 이전 1980년~2000년 2010년 이후

글로벌 종자시장 진입 기회

녹색혁명

민간육종
기업 발전

글로벌 종자산업
Golden Seed

종자산업
환경변화

식량 안보
기후변화

다국적 기업독점

품종 보호
제도

시장개방
질병

발생
구제역, AI 

등

(농식품부 자료 인용)



첨단과학과의 융합

국내 종자업계 활성화방안

시장창출과 글로벌화 전략

정부의 투자와 인력양성

종자산업

친인간농업과같은새로운패러다임 창출

수출지역특성에 따른 시장지향형 및맞춤형

품종개발

R&D, 생산 및 유통 등 부문별현지화 전략 수립

현지 식품회사/농산물 유통회사와 협업

글로벌 M&A팀/신시장 발굴,개척팀조직

기술집약형 고부가가치 산업

유전체, 분자육종 연구

유전자편집등 NBT지원

IT, NT 등 융복합 연구

국내기반품종 및 개발 시스템 필수

다국적 거대기업에 대한 대응

국내 종묘업계의 글로벌 전략 (M&A 등)

육종전문 강소기업화(민간육종가)

농식품산업과의 연계 통한 고부가가치 창출

시장지향형 / 소비자맞춤형 품종개발

농업을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육성

골든시드프로젝트 및 시드밸리 지속적

투자

해외곡물회사설립

삶의 질 향상 정부 차원 지원 및진행

글로벌 인력양성 필요

우리나라의 종자산업 발전 방안



영양, 맛

건강기능,
예술

양

소득증대에 따른 식품 소비단계

농업환경의 여건변화

v 식품 시장의 패러다임 변화



1. 시장창출과 글로벌화 전략

Ⅱ. 맛과 영양 n 품질지향

n 시장가치

Ⅲ. 안전과 환경 n 식품 안전성

n 친환경 농업

Ⅳ. 인간 중심
n 친인간 농업

n 개인 맞춤형 능동적 먹거리

제 1 세대 제 2 세대 제 3 세대 제 4 세대

생산성 품질 안전성 맞춤성+ + +

Ⅰ. 생명과 생존 n 인류의 생존

n 모든 가치의 기준

v 새로운패러다임의 과감한 도입



v 친인간농업이란?

“인간을 위한 농업”

유전체 정보 기반의 “맞춤형 농업”

친환경을 넘어선 “차세대 농업＂

인간의 행복을 위한 “행복 농업＂

수요자 중심의 “고부가가치 농업”

1. 시장창출과 글로벌화 전략



자

개인 기호맞춤형 종자 개발

< 식품 안전 분야 유망기술 포트폴리오 > 
- 식품 안전분야 총 7개 기술 중 3대 유망기술인 개인 기호 맞춤형

종자개발이 선정
- 개인기호 맞춤형 기능성 종자개발 실현은 2024년 예상되며, 

사회적 보급시기는 2028년 예상

번호 기술명 기술적
실현시기

사회적
보급시기

61 농식품 부패억제 미생물 유전체 기술 2022 2025

66 개인기호 맞춤형 기능성 종자개발 2024 2028

69 곤충활용 친환경 살충제 살포기술 2023 2027

식품 안전분야 3대 유망기술 (2040)

농림식품미래기술분석보고서, 2016

v 종자개발과 유망기술

1. 시장창출과 글로벌화 전략



개별인간정보 기반
맞춤품종의 육성

식물공장을 이용한
유효성분이 규격화된농산물 생산

개인맞춤형 식단을 위한
기능성 식품의 제조 및 공급

및 Medi Food

병력, 유전정보, 체질에맞춘
영양정보

품종에 따른 재배조건
최적화

수확 농산물의 영양 및
효능성분분석

및 표준화

1

2

3

v 친인간농업의흐름

ㅡㅁㅡㅁ

1. 시장창출과 글로벌화 전략



약물 A
약물 B

약물 C

약물 D

약물 E

정밀의학 (Precision medicine)

질병발생
환자군분류

환자맞춤형
약물 처방정밀예방 (Precision prevention)

1. ‘개인별잠재적 위험’
유전자 유무에 따른 질병
발생 가능성

2. ‘인종 및 성별’
질병발생 가능성

3. ‘개인별노출환경특성’
에 따른 질병발생가능성

차후 질병예방

정상인분류

병력, 유전정보, 체질에 맞춘 영양정보
v 질병발생 이전에맞춤형 식습관을 통한 건강관리



병력, 유전정보, 체질에 맞춘 영양정보
v 개인 질병예측가능

“23 and me”의 기술력으로
“특정 질병의 Risk”를 알 수 있다.

‘질병리스크 관련식품’을선별해서
“개인별건강 인프라”를 도움받을 수 있다.

심장질환

당뇨병

파킨슨병



개별인간정보 기반
맞춤품종의 육성

식물공장을 이용한
유효성분이 규격화된농산물 생산

개인맞춤형 식단을 위한
기능성 식품의 제조 및 공급

및 Medi Food

병력, 유전정보, 체질에맞춘
영양정보

품종에 따른 재배조건
최적화

1

2

3

수확 농산물의 영양 및
효능성분분석

및 표준화

1. 시장창출과 글로벌화 전략
v 친인간농업의흐름



유전자원 수집

재배 특성 연구

성분 분석 연구 내혼계 작성

우수 계통 선발

성분 확인 및 선발

1. 시장창출과 글로벌화 전략
v 배추 유전자원 품종 개발사례



개별 인간 정보 기반 맞춤 품종의 육성

v 기능성 성분분석



0

20

40

60

80

100

120

140

160

2
7
2
6
4

2
7
3
0
6

2
7
2
5
6

2
7
2
6
5

2
7
2
9
4

2
7
1
6
1

2
7
2
5
7

2
7
1
4
0

2
7
1
3
6

2
7
1
4
2

2
7
1
5
7

휘
파

람

2
7
1
4
4

2
7
2
6
8

2
7
2
6
3

2
7
2
6
1

2
7
2
6
6

불
암

플
러

스

불
암

3
호

2
7
1
4
5

2
7
1
4
3

2
7
1
4
1

2
7
1
6
0

2
7
2
6
7

2
7
1
5
9

2
7
1
3
9

2
7
3
0
1

2
7
1
4
6

2
7
1
3
8

2
7
1
5
8

2
7
1
5
6

2
7
2
6
0

2
7
2
6
2

2
7
2
5
4

2
7
2
5
9

황
성

골
드

2
7
1
3
7

2
7
2
7
0

2
7
2
9
5

2
7
2
6
9

µ
g
/g

 d
ry

 w
e
ig

h
t

lutein

v 기능성 종자 – 배추 기능성 성분의 다양성

개별 인간 정보 기반 맞춤 품종의 육성



Accession No. Nutrition trait 
(Leaf/dry weight)

Gluconasturtiin (30X)

CNU_11571 2.02umol/g

CNU_11494 2.03umol/g

CNU_11496 2.09umol/g

CNU_11542 2.14umol/g

CNU_11509 2.24umol/g

Glucobrassicin (30X)

CNU_11622 1.82umol/g

CNU_11628 2.15umol/g

Glucoraphanin (14X)

CNU_11495 0.85umol/g

CNU_11712 0.93umol/g

Accession No.
Nutrition trait 

(Leaf/dry weight)

Vitamin C (4X)

CNU_11644 5.25mg/g

CNU_11655 5.06mg/g

CNU_11664 5.18mg/g

Sugar/high 
Sweetness (3X)

CNU_11696 336.6mg/g

CNU_11698 330.3mg/g

Calcium (5X)

CNU_11640 35150ppm

개별 인간 정보 기반 맞춤 품종의 육성
v 기능성 고함유 배추의특허출원의예



쌈

물김치

백김치

샐러드

개별 인간 정보 기반 맞춤 품종의 육성

빨간배추섭취량에 따른
염증반응감소 확인과
동맥경화예방효과



개별인간정보 기반
맞춤품종의 육성

식물공장을 이용한
유효성분이 규격화된농산물 생산

개인맞춤형 식단을 위한
기능성 식품의 제조 및 공급

및 Medi Food

병력, 유전정보, 체질에맞춘
영양정보

품종에 따른 재배조건
최적화

1

2

3

수확 농산물의 영양 및
효능성분분석

및 표준화

1. 시장창출과 글로벌화 전략
v 친인간농업의흐름



식물공장을 이용한 유효성분이 규격화된 농산물 생산
v 4차 산업혁명과 농업 – 차세대 기술 [식물공장]

스마트팜 온실 센서 ICT 사물 인터넷



식물공장을 이용한 유효성분이 규격화된 농산물 생산
v 식물공장을 활용한 차별화된원료생산 사례



개별인간정보 기반
맞춤품종의 육성

식물공장을 이용한
유효성분이 규격화된농산물 생산

개인맞춤형 식단을 위한
기능성 식품의 제조 및 공급

및 Medi Food

병력, 유전정보, 체질에맞춘
영양정보

품종에 따른 재배조건
최적화

1

2

3

친인간 농업

수확 농산물의 영양 및
효능성분분석

및 표준화

v 친인간농업의흐름



개인 맞춤형 식단을 위한 기능성 식품의 제조 및 공급

FOOD IS HEALTH CARE
MEDICINE IS DIEASE CARE

v 맞춤의학개념의 변화와친인간농업의 접목



당신은 이 유전자에
문제가 있습니다. 
**질병에 걸릴

위험이 있으므로, 
**약으로 **의

양으로 복용하세요

현재의 처방전

당신은 이 유전자에
문제가 있습니다. 
**질병에 걸릴

위험이 있으므로, 
**식품으로 **의

양을 드시면 예방이
가능합니다.

미래의 처방전

개인 맞춤형 식단을 위한 기능성 식품의 제조 및 공급
v 맞춤형 식습관을 통한 건강관리

ü 하루권장안토시아닌함량: 25 mg

ü 1병당안토시아닌함량: 2500 mg

ü 하루1/40 포기섭취

ü 빨간배추2포기:1 병건강기능식품



� 종자 수출관련 패키지 지원사업 필요

→ 수출시장 조사, 수출 전용 품종

개발, 신규 해외 시장 발굴 및 개척

� 마케팅, 종자생산관련 교육, 현지화

전략, 컨설팅 등의 지원

� 유통시장 선진화 방안 수립

1. 시장창출과 글로벌화 전략

� 수출지역 특성 고려한 시장지향형 및 맞춤형

품종개발

� 현지 종자 생산, 가공 또는 판매 전문

기업과의 전략적 제휴

à 개별기업 접근법보다는 통합적 접근법을

통한 시너지(가격협상력 등) 효과 극대화

� 현지 중소 종자 기업의 M&A를통한진출

à Global Market M&A 전담팀 구성

� 현지 식품업체 또는 농산물 유통 업체와의

전략적 제휴를 통한 판로 확보 및 진출

à Global 신시장 발굴/개척팀구성

� 글로벌 종자회사와의 협력

v 마케팅 전략의 강화

v 정책적 지원



첨단과학과의 융합

국내 종자업계 활성화방안

시장창출과 글로벌화 전략

정부의 투자와 인력양성

종자산업

친인간농업과같은새로운패러다임 창출

수출지역특성에 따른 시장지향형 및맞춤형

품종개발

R&D, 생산 및 유통 등 부문별현지화 전략 수립

현지 식품회사/농산물 유통회사와 협업

글로벌 M&A팀/신시장 발굴,개척팀조직

기술집약형 고부가가치 산업

유전체, 분자육종 연구

유전자편집등 NBT지원

IT, NT 등 융복합 연구

국내기반품종 및 개발 시스템 필수

다국적 거대기업에 대한 대응

국내 종묘업계의 글로벌 전략 (M&A 등)

육종전문 강소기업화(민간육종가)

농식품산업과의 연계 통한 고부가가치 창출

시장지향형 / 소비자맞춤형 품종개발

농업을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육성

골든시드프로젝트 및 시드밸리 지속적

투자

해외곡물회사설립

삶의 질 향상 정부 차원 지원 및진행

글로벌 인력양성 필요

우리나라의 종자산업 발전 방안



https://www.mpg.de/9943316/gene-editing-plants

전통 육종 형질전환 유전자편집

2. 첨단과학과의 융합

v 육종 방법



2. 첨단과학과의 융합

v 전통 육종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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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첨단과학과의 융합

v 전통 육종 기술의 성과

Spring or Fall cropping Alpine cropping Winter cropping



2. 첨단과학과의 융합



https://www.mpg.de/9943316/gene-editing-plants

전통 육종 형질전환 유전자편집

2. 첨단과학과의 융합

v 육종 방법



2. 첨단과학과의 융합
v 작물 형질전환 기술의 개요



Flavr SavrTM

제초제저항성콩

2. 첨단과학과의 융합

v 형질전환작물의예



제초제 살포 전

제초제 살포 7일 후

2. 첨단과학과의 융합

(색소조절 대사공학)
white

yellow

유전자 2개

β- carotene

비타민 A 생성쌀

red

유전자 4개

Astaxanthin

노화방지
쌀

orange

유전자 3개

Zeaxanthin

시력증강쌀

“기능성컬러쌀개발”



❍ 분자농업(Molecular farming, Plant factory): 식물 형질전환 등 생명공학 기술을
기반으로 유용 단백질 또는 화합물을 식물체에서 생산하는 기술

❍ Spider fibroin 유전자 최근 보고: MaSP1(9,390bp) & MaSP2(11,340bp) 
두 유전자에 의해 거미섬유 생산하는 전장 전사체

§ 거미천연섬유: 나이론또는금속섬유보다 6배 강한 강도, 본길이의 40% 이상 인장력
§ 거미유전정보+식물생명공학기술의실용적 융합으로 나노섬유와 농생명산업의 혁신적 발전을

선도 가능

Chung 등(2012)

Ko & Wan(2018)

거미줄섬유-Natural Fiber

2. 첨단과학과의 융합
v 분자농업 (거미섬유의 개발)



https://www.mpg.de/9943316/gene-editing-plants

전통 육종 형질전환 유전자편집

2. 첨단과학과의 융합

v 육종 방법



2016.4.18 옥수수 CRISPR/Cas9 waxy 유전자 knock-out 찰옥수수 DuPont Pioneer Non GMO

2016.4.13 양송이 CRISPR/Cas9 Polyphenol oxidase  유전자삭제 갈색화 Penn State Univ Non GMO

2016.2.11 밀 TALEN MLO 단백질 knockout 흰가루병 Calyxt, Inc. Non GMO

2015.11.12 옥수수 Meganuclease 내재성유전자 삭제 高 전분 Agrivida, Inc. Non GMO

2015.5.29 벼 TALEN 2개 유전자의 promoter 삭제 병 저항성 Iowa State Univ Non GMO

2015.5.21 대두 TALEN 2개 유전자 knock-out 올레산 Cellectis Non GMO

2015.5.8 대두 TALEN 2개 유전자 knock-out 올레산 oil 증가 Cellectis Plant Sciences Non GMO

의뢰인 회신내용*미농부무 회신일자 작 물 기 술 내 용 개선형질

Wild Type flc2-flc3 flc2-flc3

2. 첨단과학과의 융합
v 유전자 교정작물 개발 동향



년도 회사 작물 기술 유전자 Modification
2010 Dow Maize ZFN IPK1KO/PATKI 토양오염원 저하, 제초제저항성

도입

2011 CPS Algae Meganuclease Undisclosed Undisclosed

2013 Calyxt (CPS) Potato TALEN Vacuole invertase (Vinv) 저온저장성 향상, 
고온 가열조리시 발암물질생성
저해

2014 Iowa State Univ. Rice TALEN OsSWEET14 (Os11N3),
OsSWEET11 (Os8N3)

박테리아 브라이트병 저항성

2014 Calyxt (CPS) Soybean TALEN FAD2 Oilcomposition개선

2015 Benson Hill Maize Meganuclease Undisclosed 광합성 효율 증가로 수확량 증가

2015 Agrivida Maize Meganuclease Undisclosed 녹말 축적량 증가

2015 Calyxt (CPS) Soybean TALEN FAD3 Oilcomposition개선

2016 Penn State Univ. Mushroom CRISPR-Cas9 Polyphenol oxidase 갈변방지 양송이

2016 Calyxt (CPS) Wheat TALEN Mildew Resistance 
Locus

흰가루병 저항성 획득

2016 Dupont Pioneer Maize CRISPR-Cas9 waxy gene (Wx1) amylopectin 성분강화

2016 Calyxt (CPS) Potato TALEN Polyphenol oxidase
(PPO)

갈변방지 감자

2016 Simplot Plant 
Science

Potato TALEN Polyphenol oxidase 
(PPO5)

갈변방지 감자

한림원 연구보고서 113 (글로벌 유전자교정 기술동향보고서)

v Genome-edited Crops that are deregulated by USDA

2. 첨단과학과의 융합



첨단과학과의 융합

국내 종자업계 활성화방안

시장창출과 글로벌화 전략

정부의 투자와 인력양성

종자산업

친인간농업과같은새로운패러다임 창출

수출지역특성에 따른 시장지향형 및맞춤형

품종개발

R&D, 생산 및 유통 등 부문별현지화 전략 수립

현지 식품회사/농산물 유통회사와 협업

글로벌 M&A팀/신시장 발굴,개척팀조직

기술집약형 고부가가치 산업

유전체, 분자육종 연구

유전자편집등 NBT지원

IT, NT 등 융복합 연구

국내기반품종 및 개발 시스템 필수

다국적 거대기업에 대한 대응

국내 종묘업계의 글로벌 전략 (M&A 등)

육종전문 강소기업화(민간육종가)

농식품산업과의 연계 통한 고부가가치 창출

시장지향형 / 소비자맞춤형 품종개발

농업을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육성

골든시드프로젝트 및 시드밸리 지속적

투자

해외곡물회사설립

삶의 질 향상 정부 차원 지원 및진행

글로벌 인력양성 필요

우리나라의 종자산업 발전 방안



우리나라 종자산업 기업규모

� 채소종자업계는 대규모와 소규모의 이중적 구조

→ 규모별로 상생과 선의의 경쟁을 통한 발전 필요

l 채소종자 세계 10대기업으로 육성
l 해외시장 점유율 확대(해외법인 설치)
l 기업 규모화 (M&A) 등 글로벌 성장

l 중견기업→대기업 잇는종합품목기업으로육성
l 소기업 : 수출시장다변화로중견기업으로의도약
→단일품목강소기업,미래성장기업으로육성
→외국기업과의파트너쉽을통한시장확보

l집단화를통한역량강화, 기능성있는기업선별육성
l 전략작물또는품종의집중화로집단화(공동체등)

3. 국내 종자업계 활성화 방안

v 차상위 기업으로의 도약



Ø Farmers 중심의
Co-operative 협력체 구성

Ø 전문경영인제 도입
Ø Global 지향적 전략
Ø M&A를 통한 종자영역에서

해외 영업/R&D/생산거점
확보

Ø R&D 역량 강화: 핵심작물
의 지속적인 R&D 투자

성
공
요
인

Lima-grain(프랑스)

Cooperation 전문성
(R&D 역량 및 전문성)

Global 시장지향성
(유통채널구축)

핵
심
가
치

Ø Farmers 중심의
Co-operative 협력체 구성

Ø 전문경영인제 도입
Ø Global 지향적 전략
Ø 영업.마케팅과 생산 영역의
분리를 통한 기능 전문화

Ø 수출 중심의 마케팅 전략
Ø 생산의 현지화 전략
Ø 핵심작물(키위)에 대한 지속

적인 R&D 투자와 역량강화

Zespri (뉴질랜드)

Ø Co-operative 협력체 구성
Ø 전문경영인제 도입
Ø Global 지향적 전략
Ø 국내 유통채널 확보

à프랑스 223개 지역협동
조합 참여

Ø 핵심작물에 대한 지속적인
R&D 투자

In Vivo Group(프랑스)

3. 국내 종자업계 활성화 방안

v Roles Models 성공요인과 핵심가치



첨단과학과의 융합

국내 종자업계 활성화방안

시장창출과 글로벌화 전략

정부의 투자와 인력양성

종자산업

친인간농업과같은새로운패러다임 창출

수출지역특성에 따른 시장지향형 및맞춤형

품종개발

R&D, 생산 및 유통 등 부문별현지화 전략 수립

현지 식품회사/농산물 유통회사와 협업

글로벌 M&A팀/신시장 발굴,개척팀조직

기술집약형 고부가가치 산업

유전체, 분자육종 연구

유전자편집등 NBT지원

IT, NT 등 융복합 연구

국내기반품종 및 개발 시스템 필수

다국적 거대기업에 대한 대응

국내 종묘업계의 글로벌 전략 (M&A 등)

육종전문 강소기업화(민간육종가)

농식품산업과의 연계 통한 고부가가치 창출

시장지향형 / 소비자맞춤형 품종개발

농업을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육성

골든시드프로젝트 및 시드밸리 지속적

투자

해외곡물회사설립

삶의 질 향상 정부 차원 지원 및진행

글로벌 인력양성 필요

우리나라의 종자산업 발전 방안



ü 종자기업 구조개선

ü 해외품종보호 지원

ü 해외거점 확보지원

ü 육묘산업 총괄관리

ü 유전자원 관리/공급

ü 첨단 육종기술 지원

ü 해외연구기지 지원

官 / 民 / 硏 합동의 개방형 플래그십 구축

官 民 硏

ü 종자산업의 실 주체

ü 품종개발 역량 배양

ü 해외시장 진출확대

ü 경영개선 투자확대

ü 민간육종단지구성

ü 기업 통합지원

ü 기반/특화R&D지원

ü 해외동향 정보제공

ü R&D산업화

ü 채종단지 및

가공처리시설

4. 정부의 투자와 인력 양성



Global 
market

Human 
power

Time

Money 
(On time, on place)

4. 정부의 투자와 인력 양성



-The End-

종자산업 한국 농업의미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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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토론회 
스마트시티가 미래상품  

1. 불평등이 야기한 산업혁명, 그리고 스마트시티 

손지우 SK증권 리서치센터 연구위원 

2. 한국의 스마트시티 추진성과와 향후과제  

정재승 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장 



SMART 
City intro. 

불평등이 야기한 산업혁명, 
그리고 스마트시티 

SK증권 리서치센터 손지우 
SMART City Project Leader 



Contents 

z 불평등, 저생산성, 그리고 새로운 산업혁명 
 

z Why SMART CITY, now? 
 

z What is SMART CITY? 
 

z Brownfield & Greenfield SMART CITY 



불평등, 저생산성, 
그리고 새로운 산업혁명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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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평등, 저생산성, 그리고 새로운 산업혁명 

Luddite Movement Modern Times Artificial Intelligence 

숙련 직물수공업자들의 방직기 파괴운동 실업, 자동화, 소외에 대한 블랙코미디 인간노동력 대체에 대한 새로운 두려움 

! ! ? 



불평등, 저생산성, 그리고 새로운 산업혁명 

Is Unemployment Amazon's Fault? 
 
But I blame Amazon.(중략) Amazon. The Internet giant has already 
killed thousands of jobs previously at brick and mortar chains that 
could not keep up with the trend towards online sales. But that’s only 
the beginning. The company wants to use drones to replace its drivers 
both internally and at its shipping partners. More dramatically, Amazon 
is undergoing a transformation of its warehouse management systems, 
deploying 15,000 robots at ten of its fulfillment centers which are 
designed to pick-up and deliver entire warehouse racks and unpack 
inventory.   

- Forbes (2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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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st Industrial Revolution 2nd Industrial Rev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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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iverless Cars, Are You Ready? 

V2D 
(Vehicle To Device) 

V2P (Vehicle To 
Pedestrian) 

V2I 
(Vehicle To  
Infrastructure) 

V2M (Vehicle To  
Motorcycle) 

V2C 
(Vehicle To  
Cloud) 

V2G  
(Vehicle To Grid) 

V2V 
(Vehicle To 
Veh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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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is SMART CITY? 



Brownfield & Greenfield 
SMART CITY 04 



Brownfield & Greenfield SMART CITY 
스마트 시티의 두 종류: 브라운필드, 그린필드 



브라운필드 스마트 시티의 성공 모델 세 도시: 바르셀로나, 암스테르담, 헬싱키 

Brownfield & Greenfield SMART CITY 



멋있는 기술이 도시에 적용될 뿐이 아니라, 비용의 절감 등 경제적 효익을 수반하는 형태로 적용 

Brownfield & Greenfield SMART 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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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ownfield & Greenfield SMART CITY 



Brownfield & Greenfield SMART CITY 



Brownfield & Greenfield SMART CITY 



Brownfield & Greenfield SMART CITY 



Thank you! 
End of document! 



















































6차 토론회 
경제성장을 위한 스마트 국방전략 : 소비국방에서 투자국방으로 

1. 소프트 파워가 강한 국방 

윤종록 가천대 석좌교수(전 미래창조과학부 차관) 

2. 4차산업혁명에 대응한 국방산업 주요쟁점과 정책과제 

장원준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소프트파워가 강한 국방

소비국방에서 투자국방으로 (GDP10% 목표)

전장을 스크린 안으로 (사이버군 창설)

의무복무를 Gap Year로(기업가정신의 도장)

1

2

3

가천대학교 석좌교수 윤종록

Email: jonglok.yoon@gmail.com



소프트파워로 움직이는 세상

혁신 실험실, 군대의 역할

혁신의 가장 역동적인 현장이 전장

국경 없는 사이버 국방의 중요성 점증

디지털 지구의 방위 문제 대두

디지털 지구와 디지털 영토의 개념 대두

GDP의 55% 이상이 디지털 세상에서 발생

상상을 혁신으로 만드는 교육의 도장이 필요

경제적 부가가치의 80%, 디지털경제가 차지



3/4차 중동전쟁, 그리고 탈피오트

1967년
200만의 인구가 6개국
2억 명의 인구를 6일만에 제압

1973년 10월
(욤키푸르전쟁)

무적의 이스라엘 IDF에 치명타

불과 6년 만에 천당에서
지옥으로 추락한
이스라엘의 반성
하드파워에서 소프트파워로

3차 중동전쟁 (6일 전쟁) 4차 중동전쟁



반성과 성찰, 실패를 디딤돌로 만들다

처절함을

▪ ‘6일 전쟁’이 가져다 준 자존감 상실

▪ 낙관적 생각이 사라짐

▪ 적에 둘러싸인 공포감

▪ ‘생각의 회복’

▪ 자원이 없는 나라의 선택 소프트파워의 힘

▪ 근육의 힘에서 두뇌의 창의력으로

디딤돌로



소프트파워의 주역, 탈피오트의 탄생

새로운 도전

창의력이 최고조에 달한
젊은이들(군대)의 두뇌를 활용

최고의 엘리트 부대, 탈피오트 육성

생각의 회복(상자 밖의 생각)

혁신의 주도(후츠파 정신)

샤울 야치프
(Shaul Yatziv)

펠릭스 도싼
(Felix Dothan)

히브리대학 물리학과 교수 히브리대학 핵물리학 교수



이스라엘 엘리트부대, 

‘탈피오트’ 성공의 Key Words

부족 (Handicaps) 배움 (Learning)

상상 (Imaginations)
도전 (Challenges) 



1. 프로세스가 아닌 패러다임을 바꾼다

더 나은(Better)이 아닌 최고(Best)를 지향한다

개선(Improvement)이 아닌 혁신(Innovation)을 지향한다

응급조치가 아닌, 뇌를 이식하고 막힌 심장을 뚫어라

뒤집힌 상식을 찾아라

Paradigm shift
최고는 5감의 너머에 있다



2. 관성을 극복해야 변화가 시작된다

변화가 시작된다

관
성
을
극
복
해
야

평준화의 군대에 슈퍼솔져를 섞는다

평등주의, 과다한 예산의 저항을 극복하여 만든 엘리트부대

지능지수, 창의력, 소통능력, 집중력을 갖춘 애국학생

군화 발자국이 찍히기를 저항하는 대학

‘인간에겐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믿는 20대 초반의 엘리트

상하관계만이 군대의 생명이 아니라고 믿는 자유분방한 엘리트

‘후츠파정신’의 제1덕목, ‘형식타파’에서 출발Chutzpah

20 대

자유



3. 과거의 ‘기억’이 아닌 미래로의 ‘상상’

▪ 규격을 따라야 하는 교본을 없앤다

▪ 기억의 ‘레드오션’에서 상상의 ‘블루오션’으로

하드파워 소프트파워 규율 자율

표준화 개방화 복종 도전

임무 협력

▪ 과거와 미래의 대결



4. 무한의 자유, 실패의 용인

사고

호기심

동기부여

교육단순 입출력관계가 아니라
피드백 체계를 만든다

모든 교육은 3요소로

호기심과 동기부여는 답을
알려주는 동시에 사라진다

<위험감수>의 자유도가 없이는
창의적 상상력 극대화 불가

교사들은 질문만, 
답은 알려주지 않는다

IQ가 아니라 겁없이 방아쇠를
당기게 하는 힘, 실패의 용인

?

?



5. 현장에 답이 있다

현장에
답이
있다

학습은 ‘척추’, 현장 경험은 ‘중추신경’ 실패없이 성공하면, 지금껏 뭐하고
있었느냐고 따져 묻는다

전장이야 말로 위험하지만
생생한 혁신의 현장이다

이스라엘 무기 혁신은 레바논과의
두 차례 전쟁의 공이었다

국방기술이 산업에 피드백 되어
경제발전에 기여한다

- GDP의 6%를 떠받치는 이스라엘 국방은
소비가 아니라 투자다

현장의 문제는 군대의 문제를 넘어
경제를 살린다

- 창업을 통해 경제의 반지름을
늘리고 면적을 넓힌다

- 나스닥 상장사의 80%를
탈피오트 출신들이 장악하고 있다



6. 또 다른 지구, 사이버세상의 지배

두개의 지구를 경영한다 키보드 하나로 정보를 낚아채는 사이버 보안부대는 세계1위

소프트파워, ICBM으로 앞서간다

척박한 지구
세계에서 가장 작은 나라

(산업경제)

비옥한 디지털 지구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나라

(과학기술 창업경제)

근육의 힘이 아닌
두뇌의 전장으로 무대를 유도

보안이 골치덩어리에서 경제를 살
리는 산업으로 변신

모든 산업은 ICBM으로 혁신한다

IOT Cloud BigData Mobile Infra

적국 이란의 원자핵 원심분리기를
마비시킨다

피 흘리는 처참한 공간이 아니라
은밀하게 지휘하는 키보드 공간 선점

전쟁을 가장 효율적인 사이버 공간으로 끄집어 낸 이스라엘



7. 2차원의 면적을 3차원의 공간으로

Y

Z

X

지구의 한계를 벗어나는 2가지 힘 눈의 높이를 올려라 3차원 공간의 3축으로 사색의
깊이를 더하라(깊고, 높고, 심오한)

초속 8Km의 강력한 원심력
(하드파워)

10Km상공, 

20만 제곱Km

(한반도 전체)

풍부한 상상력 (소프트파워)2

1

축: <깊은> 바다

축: <높은> 우주

축: <심오한> 생명

인간의 키가 허용하는
가시면적, 20제곱Km의
(수평성, 지평선)

100Km상공, 200만 제곱Km

(대륙 전체)



8. 두뇌, 국제사회로 나가는 여권

FTA: 국가간 자유무역 협정(Free 

Trade Agreements)

여권: 75억 명의 서로 다른 얼굴ID상상력을 혁신으로

FTA 대 FSA개방형 혁신(Open Innovation) 새로운 세상, 새로운 여권

근육의 경제에서 두뇌의 경제로

FSA: 국가간 자유창업 협정
(Free Start-up Agreements)

국경 없는 창업혁신
(두뇌가 여권이다)

두뇌 여권: 75억 명의
서로 다른 역량 ID



9. 스칼라가 아니라 벡터를 지향하라

스칼라와 벡터 생각의 방향성이 시너지를 낳는다 페레스 대통령의 3대 축

스칼라: 규모

벡터: 규모+방향성

1970년대: 물 관리 기술
(연간 강우량
400mm에서 역삼투압)

1980년대: 원자력 안전기술
(원유가 없는 가운데
원자력 발전소)

1990년대: 인터넷 보안
(미래를 선점하는
인터넷 방화벽)

2000년대: 생명과학
(인간의 획기적 수명확대를
대비한 인공장기)

젊은이들의 생각에 벡터적 방향을 제
시하여 에너지 결집

정부가 바뀌어도 3대 축은 유지 발전

1
2

깊은 바다
높은 우주

심오한 생명3

Shimon Peres



10. 탱크, 미사일 그리고 생명!

올림픽과패럴림픽 하드파워에서소프트파워로 ICT라는비타민을통해
모든산업이새로이거듭난다

전장을 바꾼다

이스라엘
전세계에서 패럴림픽을
중계하는 유일한 나라

올림픽: 힘, 속도, 스킬의 대결

패럴림픽: 생명공학의 대결

메달이 아니라 장애인의
보조기구, 인조장기에 더 관심

필드에서스크린으로

폭탄에서마우스로

유전자 정보기술로
맞춤형정밀예방의학을

인간이 희생당하지 않는스크린국방

나노기술을 앞세운
신물질개발 확장



위기의 이스라엘, 그 안에서 ‘탈피오트’는?

풍족함이 아닌 <부족함>을 먹고 산다

프로세스가 아닌 <패러다임>을 바꾼다

스칼라가 아닌 방향성을 가진<벡터>다

면적이 아니라 <3차원공간>이다

좋은 총이 아니라 겁없이 방아쇠를 당기는 힘, <후츠파>다.

세상을 더 좋게 바꾸는<티쿤올람>, 홍익인간이다

하드파워가 아닌 <소프트파워>를 추구한다



정책 1: 소비가 아닌 투자국방
국방의 투자가 경제적 부가가치로 연결

25개 출연(연)을 관통하는 국방연구

민간연구소와 개방형 혁신 강화



1. 이스라엘 군대, 국가 혁신에 기여

교육

고3학생의 관심은
좋은 대학이 아니라 엘리트부대

경제

사회

외교

문화

정치

해수담수화, 네타핌, 센디스크, 

모빌아이 등 혁신의 주체

창업의 글로벌 경쟁을 위해
사회주의를 자본주의로 전환

<핵 모호성>으로 주변국가에
보이지 않는 위협

<후츠파 정신>의 정착으로
창업도전 문화의 보편화

젊은이들을 간섭하지 않고
격려하는 정치(자율성 존중)



2. 군대의 개방형 혁신

예비군 제도의 개편 특수 전문성을 중심으로
직업군인제 대폭 확대

국방은 더 이상
군대만의 전유물이 아님

초연결 사회의 각계각층과
Shared Defence

제대 후 사회의 전문성을 중심으로
직능별 재편성

업무의 연계성과 전문성 보호

25개 출연연, 민간연과
Shared Research

새로운 네트워크 형성의 발판 지속적인 역량의 축적으로
기술발전 도모



3. 극한 실험 R&D의 터전 제공, 공동활용 (2030까지 GDP10% 기여 목표)

민군 공동과제 수행단계로 활용
보안의 울타리 안에서 창의적
도전적 실험적 연구환경 제공

극한적 실험환경 구축 제공

온도, 압력, 진공, 무균, 

무 전자파, 무 노이즈, 무 중력 등

25개 출연연과 국방 연계과제 수행

향후 산업화 성공시 국방기여
부분은 국방 투자로 간주

국방비의 정부예산 비중을
GDP비중으로

산업화로 인한 GDP기여도에
국방분야 비율 반영

정부 예산의 10%(현재)

203년까지 GDP의 10% 목표



정책 2: 전장을 스크린으로
사이버 국방의 개념을 명확화

이기고 시작하는 전쟁의 개념 도입

사이버국방 Alliance주도



1. 사이버 국방을 천명

헌법 제3조(영토조항)의 확대 재해석 육해공 3군 체계와
동등한 ‘사이버군’ 체계를 추가

사이버군은 필요시
민간영역과 겸직 허용

현재: ‘한반도’와 ‘부속도서’로 한정

향후: ‘사이버영토’ 추가

4성급 사이버사령부 유지

사이버사령부는 ICT전문가 그룹에서
선발, 직업군인제 중심으로 운영

계급체계를 현행 군체계와 달리
기술전문성 중심으로 개편

파트타임 군복무제도 도입



2. 이기고 시작하는 전쟁개념 도입

전쟁 종류별 사이버 선행 작전 마련

전면전: 사이버 마비작전

국지전: 사이버 침투작전

우발전: 국부적 사이버
기능 마비작전

위치 추적 위성의 다원
화

전쟁 양상별로 보이지 않는
전쟁 시뮬레이션 개발

물리적 전쟁
을지훈련 등 다양한 시
뮬레이션

사이버 전쟁
가칭, ‘Hauk Eye’와 같은
새로운 시뮬레이션 마련

현행 외국의존 체계 외에
제2의 독자위성 확보



3. NATO처럼 ‘사이버 방위조약’ 주도(CWTO: Cyber World Treaty Org)

ICT인프라 강국의 우위를 앞세워 주도

사이버 국방은 지리적 위치에 무관

ICT 강국(미국, NATO국 등)과 가칭, 

21세기 ‘CWTO’군 주도

각국의 전략을 Share & Research 

방식으로 공동연구

국경 없는 글로벌 노드를 통해 전파되는 사이버 전쟁

전세계 인터넷 주소를 주관하는 ICCAN의 역할 제고

글로벌 위치추적 위성의 다원화 논의

CWTO가맹국은
원천적으로
적대적 관계에서
탈피하는 효과

*CWTO(Cyber World Treaty Org. : 사이버세계조약기구)

CWTO



정책 3: 국방, 창의 도전의 도장으로
인생의 빈 공간이 아니라 작전타임

기업가정신의 도장



1. 인생의 작전타임, 국방

20대 초반의 젊은이에게 필요한
2년간의 커리큘럼 제공

100세 시대에서 꼭 필요한
인생의 작전타임

평생 경쟁에 노출된 청년들에게 한
템포 쉬어가는 순기능 마련

봉급을 복무기간 저축하여 제대 후 해
외여행으로 제공(이스라엘 사례)

군대 네트워크 활성화

업무 외의 자유시간을 방임하지
않고 체계적으로 관리

대학 전공과 대척점에 놓여있는
영역을 간접경험(Mook 등 활용)

최강의 전우애를 평생 이어주는
네트워크 구축

이스라엘의 사례(가장 역동적인
정보교류의 수단으로 활용)



2. 기업가 정신의 도장

국방의무가 Handicap이 아니라
Advantage로 승화

무에서 유를 만드는 군대의 강점을
창업정신으로 승화

이스라엘의 경우
“젊은이의 두뇌가 곧 경제다”

엘리트 부대를 만든 이유도 여기에 있음

최고의 창의력이 발휘되는
20대 초반의 창업경연대회 마련

80년대 장학퀴즈 신드롬처럼
전군 대상의 경연대회로 관심 고양

좋은 사례는 전국민 대상
Crowd Funding으로 공개

다양한 성공사례 전파로 기업가정신 파급

나의 일방적 희생이 아니라

긴 인생의 짧은 작전타임으로 승화



소프트파워가 강한 대한민국!

'소비국방'을 '투자국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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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주요 주 정부(State Gov.)를 중심으로 클러스터 육성을 위한 조례(legislature)를 제정, 발전전

략과 기업 유치, 지원제도를 마련

- (국내) 창원, 대전, 논산 등을 중심으로 국방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를 제정, 국방산업 육성계획

수립, 사업 발굴, 통계 구축, 보조금 지원, 협의회 설치 및 운영 등을 지원

* 2018년 8월 충남논산 국가 국방산업단지는 국가 산단 후보지로 지정, 예타 준비 중

자료: 충남도청, 논산시 공동 국가 국방산업단지 소개자료, 2019.

주명 신설연도 조례명

아리조나주 2004
Exec. Order 4(2004) (amended by 2014 HB 
2135 and 2014Exec. Order 2)

캘리포니아주 2006 Exec. Order S-16-06 (2006)

플로리다주 2011
Fla. Stat. §288.987 (Created by 2011 HB 143; 
Amended by 2012 HB 7041 and 2012 SB 
922/HB 7075)

오클라호마주 2003
Okla. Stat. tit 74, §5401 (Created by 2003 HB 
1396; Amended by 2010 HB 2290, 2011 HB 
1556 and 2014 HB 3193)

텍사스주

2003
Tex. Government Code Ann. §§436.001 et seq. (Creat

ed by 2003 SB 652; Amended by 2009 HB 2546)

2009
Tex. Local Government Code Ann. §§397A.051 et seq.

(Created by 2009 HB 2919; Amended by 2015 HB 2232)

자료: 산업연구원, 주요국 방위 및 관련산업 클러스터 육성제도 분석과 시사점, 2018



* 국방산업과 연관성이 높은 항공우주(항공 MRO 포함), 사이버보안, 공공산업(해경,경찰 등)을 포함

- (미국) 지자체를 중심으로 방위 및 관련산업 클러스터를 조성, 일자리 창출에 주력(KIET, 출장결과,18.6) 

7 (과제 6) 국방관련산업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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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좌동자료: KIET, 방위 및 관련산업 클러스터 실태조사, 2018.8. 

* 중앙정부(국방부, 방사청)와 주요지자체(창원, 대전, 논산 등)간 ‘국방산업 클러스터 협의회(가칭)’신설 필요

* 아울러, 국방 R&D 지재권의 공동소유권 인정(업체 포함) 제도개선과 연계, 국방기술의 사업화 확대(방위사업혁신종합계획, 18.8)



* (감시시스템] 방사청 내 감독관실 70명, 감사관실 40명(총 11명) 운영으로 전체 7%가 감시 인력

* [공무원 징계] 2017년 감사원의 대 방사청 직원 징계요구는 31명으로 전체의 25.4% 차지

* [부정당 제재] 방사청의 부정당 업체 제재 건수는 530건이며, 계약 불이행이 67.2% 차지
- 징수결쟁액은 '18년 7,929억원으로 '16년 대비 2.5배, 정부-기업간 소송은 '17년 78건으로 '14년 대비 111% 증가

8 (과제 7) 혁신지향형 감사 시스템 구축

43

자료: 감사원, 2012~17 회계연도 국가결산감사보고, 각년도
주: 2012년은 2012.5~2013.4월 기간임. 이하 동일

자료: KIET,2020년대를 향한 방위산업 발전 핵심이슈, 2018. 

* 국가안보를 위한 방위산업 발전과 혁신성장을 위한 예방 감사시스템 구축



9 [과제 8] 산학연 주도 국방 R&D 사업 신설, 창업/일자리 확대

- [미국/이스라엘 등] 대학내 국방연구소(Lincoln Lab, Technion공대 등)가 첨단기술 개발을 주도

* 개발기술의 군 적용, 매칭투자 확대, 투자비중에 따른 소유권 허여(CRADA 등), 개발기술의 사업화로 경제성장을 견인

* (현재) ADD 국방기술개발과제에 산학연 참여방식, 제한된 분야 기술개발, 개발기술의 국가소유 등으로 성과창출에 한계

- (예시) 기존 대학내 군사학과 외 항공드론융합학과, 국방인공지능(AI) 학과 등 신설, 단계별 확대

- [이스라엘] 전역 이후 45세까지 직업과 예비군 교육을 병행, 첨단기술의 민군간 개발/사업화가 보편화

* (소요군) 군 첨단기술관련 학과신설 지원, 우수자원 확보, 우수예비역 활용 (대학) 첨단기술 개발/사업화, 인재양성

구분 미국 이스라엘 한국

국방R&D 
개발기관

DARPA 외 대학, 기업, 연구소 등 다수 좌동 정부(ADD) 위주

개발방식 연구주관, 공동개발(CRADA), 참여 등 다양, 
투자비중에 따라 소유권/실시권 허여

좌동 정부(ADD) 주도, 산학연 일부 참여 방식

소유권
원칙적으로 연구주관기관이 소유
(Bay Dole Act, 1980; NDAA 외)
단, 기술수출시 정부승인 필요

좌동
단, 일부 핵심기술
(Golden Key) 제외

정부 소유
(현재 비영리기관과의 공동소유권

인정토록 법 개정중)

대학의 국방R&D 
사업 주도 수준

높음
(MIT 링컨 랩, 드레이퍼 랩/UT Austin 등)

높음
(테크니온 공대, 와이
즈만연구소 등)

낮음

자료: 대학, 업체, 전문가 인터뷰 결과, 2018; KIET, 00시 국방산업발전전략, 2018 등을 기초로 KIET 작성



7차 토론회 
미래산업인재, 어떻게 키울 것인가 

도전과 혁신을 이끌 인재 만들기 

윤종록 가천대 석좌교수(전 미래창조과학부 차관) 



도전과 혁신을 이끌 인재 만들기
- 소프트 파워가 핵심

상상을 혁신으로, 도전!

경계를 넘나드는, 통섭!

이 세상을 더 좋게, 글로벌!

1

2

3

가천대학교 석좌교수 윤종록

Email: jonglok.yoon@gmail.com



이것이 기적일까요?

지난100년, 23%의 노벨상 수상자가 유대인 (IQ는 96에 불과)

답은 좋은 총이 아니라 겁없이 방아쇠를 당기는 힘, 소프트파워!

단위 인구당 창업밀도 1위, 에스토니아 (인구는 130만명에 불과)

아시아 최고의 대학이 싱가포르에 (인구는 530만명에 불과)

경상도 면적의 네덜란드가 세계 2위의 농업수출 (한국의 15배)

취리히 공대에서 노벨상 24명 배출 (세계 1위)



창업국가 이스라엘의 국민성, 후츠파!

형식타파(Informality)

열린질문(Questioning Authority)

융합통섭(Mash-up)

위험감수(Risk Taking)

목표지향(Purpose Driven)

끈질김(Tenacity)

실패용인(Learning from Failure)

주저함 없이 방아쇠를 당기게 하는 힘, Chutzpah!

창업국가(Startup Nation)를 이끌어 낸 7가지 요소



Q 기억의 반대는?

망각?

상상!



수직적 진보
(Innovator)

수평적 확장
(Copy)

Zero to One by Peter Thiel

“복제가 아닌

無에서 有를 창조하라!”



페이팔 마피아

피터 틸
(공동창업자)

일론 머스크
(CEO)

맥스 레브친
(CEO)

제레미 스토플맨
(부사장)

리드 호프만
(부사장)

스티브 첸 채드 헐리 로엘로프 보사
(CFO)

창업
투자



• 근면-자조-협동
• 효율성

• 표준화

• 능률

• 내구성

혁신경제/소프트파워

• 상상-도전-혁신
• 차별화

• 다양화

• 통섭

• 융통성

4차산업혁명은 어떤 인재를 원하는가?

산업경제/하드파워



소프트파워로 움직이는 세상

혁신 실험실, 대학의 역할

혁신의 가장 역동적인 현장이 교육

국경 없는 사이버 세상의 중요성 점증

디지털 지구의 헤게모니 대두

디지털 지구와 디지털 영토의 개념 대두

GDP의 55% 이상이 디지털 세상에서 발생

상상을 혁신으로 만드는 교육의 도장이 필요

경제적 부가가치의 80%, 디지털경제가 차지



이스라엘 엘리트부대, 
‘탈피오트’ 성공의 Key Words

부족 (Handicaps) 배움 (Learning)

상상 (Imaginations)
도전 (Challenges) 



1. 프로세스가 아닌 패러다임을 바꾼다

더 나은(Better)이 아닌
최고(Best)를 지향한다

개선(Improvement)이 아닌
혁신(Innovation)을 지향한다

응급조치가 아닌, 

뇌를 이식하고 막힌 심장을 뚫어라

뒤집힌 상식을 찾아라

Paradigm shift
최고는 5감의 너머에 있다



2. 무한의 자유, 실패의 용인

사고

호기심

동기부여

교육단순 입출력관계가 아니라
피드백 체계를 만든다

모든 교육은 3요소로

호기심과 동기부여는 답을
알려주는 동시에 사라진다

<위험감수>의 자유도가 없이는
창의적 상상력 극대화 불가

교사들은 질문만, 

답은 알려주지 않는다

IQ가 아니라 겁없이 방아쇠를
당기게 하는 힘, 실패의 용인

?

?



3. 현장에 답이 있다

현장에
답이
있다

학습은 ‘척추’, 현장 경험은 ‘중추신경’ 실패없이 성공하면, 지금껏 뭐하고
있었느냐고 따져 묻는다

전장이야 말로 위험하지만
생생한 혁신의 현장이다

이스라엘 무기 혁신은 레바논과의
두 차례 전쟁의 공이었다

국방기술이 산업에 피드백 되어
경제발전에 기여한다

- GDP의 6%를 떠받치는 이스라엘 국방은
소비가 아니라 투자다

현장의 문제는 군대의 문제를 넘어
경제를 살린다

- 창업을 통해 경제의 반지름을
늘리고 면적을 넓힌다

- 나스닥 상장사의 80%를
탈피오트 출신들이 장악하고 있다



4. 또 다른 지구, 사이버세상의 지배
두개의 지구를 경영한다 키보드 하나로 정보를 낚아채는 사이버 보안부대는 세계1위

소프트파워, ICBM으로 앞서간다

척박한 지구
세계에서 가장 작은 나라

(산업경제)

비옥한 디지털 지구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나라

(과학기술 창업경제)

근육의 힘이 아닌
두뇌의 전장으로 무대를 유도

보안이 골치덩어리에서 경제를 살
리는 산업으로 변신

모든 산업은 ICBM으로 혁신한다

IOT Cloud BigData Mobile Infra

적국 이란의 원자핵 원심분리기를
마비시킨다

피 흘리는 처참한 공간이 아니라
은밀하게 지휘하는 키보드 공간 선점

전쟁을 가장 효율적인 사이버 공간으로 끄집어 낸 이스라엘



5. 두뇌, 국제사회로 나가는 여권

FTA: 국가간 자유무역 협정
(Free Trade Agreements)

여권: 75억 명의 서로 다른 얼굴ID상상력을 혁신으로

FTA 대 FSA개방형 혁신(Open Innovation) 새로운 세상, 새로운 여권

근육의 경제에서 두뇌의 경제로

FSA: 국가간 자유창업 협정
(Free Start-up Agreements)

국경 없는 창업혁신
(두뇌가 여권이다)

두뇌 여권: 75억 명의
서로 다른 역량 ID



6. 스칼라가 아니라 벡터를 지향하라

스칼라와 벡터 생각의 방향성이 시너지를 낳는다 페레스 대통령의 3대 축

스칼라: 규모

벡터: 규모+방향성

1970년대: 물 관리 기술
(연간 강우량
400mm에서 역삼투압)

1980년대: 원자력 안전기술
(원유가 없는 가운데
원자력 발전소)

1990년대: 인터넷 보안
(미래를 선점하는
인터넷 방화벽)

2000년대: 생명과학
(인간의 획기적 수명확대를
대비한 인공장기)

젊은이들의 생각에 벡터적 방향을
제시하여 에너지 결집

정부가 바뀌어도 3대 축은 유지 발전

1
2

깊은 바다
높은 우주

심오한 생명3

Shimon Peres



7. 탱크, 미사일에서 이제는 생명과학의 시대로!

올림픽과 패럴림픽 하드파워에서 소프트파워로 ICT라는 비타민을 통해
모든 산업이 새로이 거듭난다

전장을 바꾼다

이스라엘
전세계에서 패럴림픽을
중계하는 유일한 나라

올림픽: 힘, 속도, 스킬의 대결

패럴림픽: 생명공학의 대결

메달이 아니라 장애인의
보조기구, 인조장기에 더 관심

필드에서 스크린으로

폭탄에서 마우스로

유전자 정보기술로
맞춤형 정밀 예방의학을

인간이 희생당하지 않는 스크린 국방

나노기술을 앞세운
신물질 개발 확장



싱가포르의 교육혁신
두뇌의 힘, 소프트파워!



유학하고 싶은 나라, 싱가포르

• 아시아 최고의 대학: 싱가포르 국립대학

• 포스텍을 모방했던 난양공대: 세계 10위권 도약

• 외국인 비중

• 대학: 20%

• 석사: 50%

• 박사: 70%

• 엘리트 교육 지향

• 국방의 의무

• 영어 공용



경쟁력의 원천

차원 높은 재정지원 대학의 자율성

소프트웨어 의무교육
글로벌 대학 지향



세계 최초의 ‘Food Valley’
세계 최고의 생명과학대학
Wageningen University & Research

(Netherlands)



경상도 면적의 나라, 세계 2위 농업수출

• 생명과학 입국 (21세기 신경제의
축, Biological Century선언)

• Food Valley 구축 (소도시
Wageningen에 식품산업의
메카 조성)

농업은 과학이다
U&R을 통해
농업을 혁신산업으로 승화생명과학과 Food Valley 

세계 최고의 생명과학대학, 
Wageningen U&R

• 4개 농업대학을 통합하고(U)

• 농업진흥/연구기관을 이전하여(R)

• 세계 최초의 U&R대학을 실험

(University & Research)

• 미국 다음으로 세계 2위의 농업
수출국(한국의 15배)

• 국가 슬로건: 농업은 과학이다!



자원/인구 빈국
에스토니아의 선택

나무밖에 없는 나라, 디지털 세상으로 나가자
130만 인구를 2030까지 1300만으로…



두뇌의 힘이 발휘되는 소프트파워 강국

소프트웨어 역량을 갖춘 리더십
(일베스 대통령의 SW경험)

14살 여름방학에 미국에서
소프트웨어 교육을 접함

핸디캡을 강점으로
(작은 몸집, 큰 두뇌)

과학기술 종사자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

창업국가 지향
(생각의 힘을 키우는 조기 수학교육)

단위 인구당 창업밀도가
가장 높은 나라

글로벌 경쟁력 (최고의 인프라구축/
디지털 시민권 부여)

디지털 시민권은
투표권만 없는 주민등록증

세계 최초의 인터넷 투표
(사이버 세상의 신뢰 구축)

소프트웨어 의무교육



자율성의 천국, 미국대학
대학은 각각 하나의 독립세상

100양 100색의 대학



자율성, 독창성, 개방성 & 융합

산학연 크로스 연결
(산업인력의 교수 겸직)

자유도 극대화
(학사/교무/입시/협력)

Open Innovation 

(정부/기업/연구소의 역할 대행)

소프트웨어 역량의 보편화
(학생/직장인/지역사회 교육 확대)

R&D 가 아닌 I&D 

(Imagination & Development)

기술전수회사(OTT)를 통한
창업지원의 의무화



혁신의 또 다른 혈액
관대한 금융

부력이 없는 융자의 풀장에서
부력이 강한 투자의 풀장으로



투자로 가득한 금융환경

� 자유창업협정(FSA)에 준
하는 국가간 최혜국 대우

국가간 크로스창업의
장벽 제거(FSA)

� 개방형 혁신정책
(Open Innovation)

연쇄창업자들의
지원과 역할 제고

요즈마 펀드가
성공한 이유

� 정부는 최초 3억달러

투자 후 지원 중단

� 그후 창업성공자로 하여금

연쇄창업지원

� 위험을 안고 VC에 도전함에 따른

대폭적인 세제 지원

� 과실금에 대한 자유도 제고



소프트파워가 강한
인재육성을 위한 우리의 선택

취업 잘하는 대학이 아니라 창업하는 대학
21세기 연료, 소프트웨어 평생교육

상상을 혁신으로 만드는 도전하는 문화



대학, 지주회사로 탈바꿈

칭화대학교 (칭화지주회사): 380여 창업회사 지분 참여

히브리대학교 (Yissum: 기술전수회사): 6300개 특허로 1조원 매출

스텐포드대학교: G-7, 케나다 GDP와 맞먹는 동문기업 매출규모

KAIST: 27/50억원
(기술 이전수익/특허비용)

서울대: 48/36억원

포스텍: 51/26억원

연세대: 18/36억원

좋은 일자리를 차지하게 하는 대학이 아니라 만드는….



시산학 연계, 세계최고 학과를 육성

삼성전자: 수원시: 성균관대학교 (반도체)

현대중공업: 울산시: 울산대 (구조역학)

미국방부: 피츠버그: 카네기멜론대 (AI)

미국방부: 오스틴시: 오스틴대 (미래사령부)

세계 1등 대학은 없다

� 세계 1등 학과는 가능하다

(우리의 대기업이 함께 주목해야)

글로벌 인재가 모이는 <1대학 1학과>부터 출발

� 아시아 최고의 인재 확보에서부터 단계적 세계화



소프트웨어가 강한 교육

� 초중고 SW의무화: 현재의 시수로
는 형식에 그쳐 (4배 이상 확장)

� 모든 대학을 SW개방대학으로
(SW기초과정의 필수화)

� 퇴역하는 산업역군의 재무장 (SW
교육으로 기존 산업의 혁신 주축)

� AI, ICBM(IoT, Cloud, BigData, 
Mobile)응용 역량 배양

� 인문학적 상상력을 데이터과학
으로 연결하는 역량배양

� 문/이과 구분 없이 초중고 필수
역량 제고

� 퇴직자 대상의 SW교육 접근권 보장
(가장 뜨거운 평생교육 장르)

� SW는 모든 기존 산업의 비타민 (사
양산업을 재도약으로)

세상에서 SW를 가장
잘 다루는 나라 구현 Data Science과목의 신설 에스토니아/네덜란드의 사례



SW everywhere!

모든 산업의 지능화

전통적 산업인력의 지능화

SW를 통한 기존 산업의 역동성 제고

축적된 경험과 SW의 결합으로 제2의 도전

사이버 교육을 통한 개방적 교육체계 도입



네덜란드 정부가 생각하는 Data Science

… are able to think in a structured way

… like to solve big data related questions

… are inquisitive, creative and an out-of-the-box thinker

… are good at mathematics

… have some knowledge of programming

“You………….”



WEF가 선언한 Bio-Century, 생명과학 입국!

� ICT: 4조 달러의 8.5%차지

� Bio/Health: 16조 달러의 0.8%에 불과

� <생명과학 입국!> 선언 시급

0.8%에 불과한 세계시장
점유율을 2030까지 8%로 제고

� 전세계 벤처 창업의 주제는

이미 생명과학으로 선회

� 우리 의료서비스의 강점을 앞세워

전방위 지원 필요

전세계 시장 16조 달러
(ICT시장의 4배)

� 의약대 정원 30%를 늘려

의약학 연구원으로 육성

� 관련 의/약/식품 연구소를

신설/대폭 확장 수용

WEF는 2018 다보스포럼에서
Bio-Century선언



‘알파공대’ 마련(공학+기초의학)

� 제약의 경우 긴 실험기간이 소요되어 진입장벽

� 그리드 컴퓨팅, 영상처리 기술을 통해
획기적 단축(7년-7일로)

� 노벨 생리의학상이 초고속 정보처리기술에 주목

� ICT, 재료, 신물질, 생화학, SW공학
이수자에게 생명과학 연장학습 기회

� 4+2년 선택 이수를 통해 석사과정 부여

� 의료장비/산업/실험 관련 혁신의 주체로 육성

공학적 역량과 의학의 융합통섭 ICT를 통한 획기적인 실험 기간 단축



인재 육성의 새로운 방향

‘문제해결형 인재’에서 ‘문제창조형 인재’로

‘전문지식형 인재’에서 ‘융합형 인재’로

‘개인성과형 인재’에서 ‘관계성과형 인재’로



소프트파워가 강한 인재!

상상을 혁신으로 만드는
겁없이 방아쇠를 당기는 인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