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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넥티드 디바이스(Connected Device) 

- PC, 스마트폰, 태블릿PC, e-book, 휴대용 게임기나 콘솔과 같은                 

    유무선 인터넷 접속이 가능하고, 디바이스간 통신이 가능한 기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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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부분 발췌 - 

안드로이드는 “오픈 소스” OS로, 원칙적으로 누구나 공짜로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구글 검색이나 구글맵스와 같이 대중적인 구글서비스

를 사용하려면, 제조업체는 반드시 구글의 요구사항을 맞춰야만 한다. 

 

알리윤 공급사 알리바바는 “에이서는 구글로부터 알리윤 OS 탑재 제

품을 출시한다면 안드로이드 OS와 관련된 협력과 기술 라이센스를 파

기하겠다는 통지를 받았다”면서, “매우 유감스럽다”라는 입장을 밝

혔다. 

2014.03.1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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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CT산업의 새로운 강자  IPO 성공적으로 달성한 기업 

- 그루폰 (주당 20달러 / 6억9천만달러) 

- 페이스북 (주당 38달러 / 184억달러) 

- 징가 (주당 10달러 / 10억달러) 

IPO   
-  (Initial Public Offering) 주식공개나 
기업공개를 의미한다. 개인이나 소주주로 
구성돼 소유구조가 폐쇄적인 기업이 일반에 
주식을 공개하고 재무내용을 공시하는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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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분야 벤처 기업의 수 

- 전체 벤처기업의 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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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하드웨어 ICT서비스 

소프트웨어 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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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벤처캐피탈 투자규모 

- 08년 기준 GDP대비 0.07% 

- OECD국가들 가운데 17위(23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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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과 미국의 초기기업 투자 비중 비교 

2001년 2010년 

72.4% 29.3% 

22.7% 32.0% 

벤처캐피탈 조합의 운용기간이 투자기

업의 IPO를 위한 평균 소요기간보다 

짧아 초기 투자 비중이 낮음 

- 조합 운용기간은 6년 이하가 대부분 

- IPO 평균소요 기간은 12.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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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26.9% 

한국 

13.7% 

투자액 중 소프트웨어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  

미국 

9.3% 

한국 

16% 

투자액 중 콘텐츠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  

우리나라의 경우 IPO와 M&A의 비중이 2010년 19.1% 불과 

미국의 경우 IPO와 M&A를 통해 회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

업가치에 대한 평가를 제대로 받을 가능성이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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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벤처 인력 현황 

 벤처기업 선호하지 않는 이유 
1) 불확실한 사업성 
2) 수익성 악화 
3) 열악한 근무환경 
4) 대기업과의 불공정 거래 관행 

- 많은 구직자들이 벤처기업을 선호하지 않음 

 
성공하는 벤
처의 양산 

인력 수요에 
따른 양질의 
일자리 창출 

창의적 전문 
인력의 혁신

활동 

벤처의 발전 

벤처생태계의 선순환 구조 

- 초급 SW인력은 충분하나 중 
고급 인력이 부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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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벤처 생태계 현황 

미국 
① ICT들이 많은 창업자를  
② 벤처기업을 적극적으로 인수  
③ 벤처 성장을 위한 선순환 구

조가 구축되어있음 

한국 
① 벤처인수 활발하지 않음 
② 창업자가 대우받는 사회분위

기 조성되어 있지 않음 

미국 EX) 
① 앱젯,리메일 등 구글출신이설

립 후 다시 구글에 인수됨 
② 구글은 06년부터 11년 8월까

지 69개 , MS는 53개 인수 

한국 EX) 
① 기업인수보다는 내부 자원을 

활용하려는 경향이 강함 
② 삼성은 06년부터 11년8월까

지 17개 기업만을 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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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벤처생태계의 
구조적 문제점 

IDEA 창 업 

성 장 

퇴 출 

창업 초기 자금 지원의 부족 
창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 부족 

실패가 허용되지 않는  
사회분위기 

대기업 위주의 산업구조 
내수시장 규모 

민간투자 부족 
재창업 비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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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벤처캐피탈 시장 활성화 

① 투자자원을 늘려 전체 투자액을 증대 
② 벤처캐피탈리스트의 포트폴리오     

다양화 
③ 모태펀드 출자액 증대 및 투자자들의 

투자참여 촉진 

- 회수 시장 구조를 개선 
- 창업 초기 단계 투자 확대를 

위한 엔젤 투자 활성화 
- 제도 개선 
- 벤처 인력 수급구조 개선 



2014-07-04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