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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1.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과 대기업의 오픈이노베이션 현황
인류 발전의 역사에서 경제성장과 사회변혁을 초래한 기술은 다양한데, 그 중에서
*

특히 사회 전체에 적용 가능하고, 여러 용도로 융합될 수 있는 기술을 기반범용기술 (GPT,
General Purpose Tech)라고 함
* GPT란 상당한 파급효과를 야기하며 발명과 혁신의 가능성을 확장하고, 자본투자의
수익제고를 위한 기회를 창출하는 범용적인 제품 및 공정, 조직의 형태임. 증기기관,
철도, 전기, 전자, 자동차, 인터넷 등이 대표적

● AI, 사물인터넷, 블록체인, 빅 데이터 등 상당수의 4차 산업 기술은 기반범용기술로
확장성이 매우 높고, 기술주기상 성숙기에 이르러 기존 거대기업들을 위협하는
혁신적 비즈니스 모델 혹은 와해성 기술의 모판(Seed bed)역할

기업규모 상위의 대기업일수록 스타트업과 적극적 연계활동을 전개하고 오픈
이노베이션 전담팀을 지정
● 포브스 500 상위 100社의 연계 비율은 하위 100社의 연계율에 비해 2배
(상위 100사가 68%인데 비해 하위 100사 32%)임
● Forbes 500社의 52.4%(’16 기준)가 스타트업과 다양한 형태로 연계활동
* 연계활동: 기술자문, 사업지원, 대기업의 제품/서비스를 무상제공, 코워킹 스페이스,
엑셀러레이터 & 인큐베이터, 스타트업 공모전, CVC
** R&D투자 총액 상위 10개사는 모두 스타트업과 연계하고 있음

< 글로벌 대기업의 스타트업 연계 방법 >

자료 : 500 startups (2016)

IIT, 국제무역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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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이 스타트업과 연계하는 가장 큰 목적은 ‘최신기술의 도입·활용’
● 스타트업과 연계 목적: 새로운 기술의 활용/도입(92%), 자사 비즈니스 변혁/
개선(56%), 우수인재 획득(46%), 신규고객 접근(45%), 시장 관련 최신정보 수집
(45%), 코스트 절감(34%)
- 이노베이션 전담팀을 배치한 기업의 이노베이션의 성과가 높음
* 이노베이션 담당 임원을 지정하고, 전담조직을 설치하여 인력, 자금 등의 지원 및 권한을
부여하는 기업의 성공 확률이 높음

대기업은 내부 직원들의 오픈 이노베이션 동기 유발을 위해 과감한 인센티브 제도,
전문 중개기관 활용, 유연한 인사제도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
◈ 과감한 인센티브 제도
• 미국 Mondelez (제과) : R&D 성과 평과에서 외부 아이디어를 활용하는 것을 자신이 직접 개발한 것과
동등하게 포상
- 수상식은 연 1회 R&D 최고책임자가 참석하는 공식석상에서 개최함으로써 R&D 성과평가 인식
전환의 메시지를 전사적으로 전달
• 스위스 Roche (제약) : 시니어 리더의 경우 25%의 보너스는 그들의 담당 영역의 25%에 새로운
기술을 적용했는지 여부로 결정
◈ 전문 중개 기관 활용
• 일본 TORAY (화학·섬유) : 오픈 이노베이션 전문 컨설팅 기관인 나인시그마를 통해 현장의
문제를 제시하고 외부의 솔루션을 검토
◈ 유연한 인사제도
• 일본 MORINAGA (제과) : 투자하는 스타트업에 당사 직원을 1년간 파견

2. 한국에 대한 시사점
⑴ 폐쇄형 이노베이션 구조에서 개방형 이노베이션 구조로 전환이 시급
● 한국 제조업은 제품혁신의 83%, 공정혁신의 80%가 기업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개발되는 등 폐쇄형 이노베이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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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글로벌 레벨의 상호 호혜적 오픈 이노베이션 지원체계 필요
지금까지 글로벌 진출 수단으로서 수출에 의존했으나, 이제는 현지 기업과의
전략적 제휴 및 M&A 등 글로벌 오픈 이노베이션 참여를 통한 글로벌화 방안을
적극 검토할 시점
● 신남방과 중남미 국가들이 디지털 시대 이노베이션을 추진 과정에서 자체
역량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영역이 존재하는데, 이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한국
대기업·스타트업이 수익창출의 기회를 포착
- 현재 개도국에서는 다양한 사회적 과제를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해결하려는
이른바, ｢과제해결형 비즈니스｣ 수요가 다수 존재
◈ 재태국 일본대사관은 「Embassy Pitch」를 일본 스타트업의 아세안 시장 등용문으로
활용
- ｢Embassy Pitch｣는 일본과 태국 양국 스타트업과 대기업의 매칭 활성화를 목적으로
2016년 8월 처음 개최, 금년까지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
- 일본계 대기업은 도요타, 닛산, 혼다, 미쯔비스 등 자동차 제조사 및 미쯔이 물산, NTT, 이토츠
상사, 노무라종합연구소 태국 현지법인이 참가. 태국 대기업은 SCG(사이아무시멘트), TCC(타
이비바렛지), 사하그룹, AIS, TRUE 등이 참가
- ｢Embassy Pitch｣를 계기로 양국의 스타트업, 정부, 대기업간 연계 촉진을 위한 ｢일본·태국 이
노베이션 서포트 네트워크(JTIS)｣가 발족

< ｢Embassy Pitch｣의 기본구조 >

< ｢Embassy Pitch｣의 행사 사진>

IIT, 국제무역연구원 iii

한국 중소·스타트업 및 대기업이 오픈 이노베이션 과제를 상시적으로 공유하고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오픈 이노베이션 플랫폼을 구축할 필요
* 현재 한국 중소·스타트업 및 대기업의 글로벌 오픈 이노베이션 수요는 높아지고 있으나,
이를 실현하기 위한 글로벌 연계 허브 채널이 부재

● 동 플랫폼에서 한국/해외 대기업은 자사 단독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를 공개
→ 한국/해외 스타트업이 해결책을 제시
● 한국 중소·스타트업이 자사의 기술·솔루션을 홍보 → 글로벌 대기업·스타트업 및
국내 대기업이 이노베이션 연계를 문의
< ｢글로벌 레벨의 상호 호혜적 오픈 이노베이션 플랫폼｣ 모델 >

◈ 독일은 민간 주도로 글로벌 오픈 이노베이션을 추진
- 독일의 지멘스, 티센그룹, Hanie 등 대·중견기업들이 오픈 이노베이션이 필요한 자사의 과제
를 온라인 플랫폼 (Beyond Conventions) 에 공개 → 글로벌 스타트업이 솔루션을 제시
- 2018년 기준 12개국 250개 스타트업이 신청했고, 이 중 40여개 해외 스타트업이 독
일로 초청됨

< 대·중견기업이 제시한 과제(온라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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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밋업 현장(오프라인) >

본 문

Ⅰ. 서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으로 기업의 글로벌 비즈니스 환경이 급변
● 기업의 전략, 조직, 프로세스, 비즈니스모델, 문화 등을 디지털 기반으로 변화
시키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가까운 미래 우리 경제사회에 대변혁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
● 핀테크, 패션테크 등 새로운 융복합 산업이 속속 생겨나고, 고객 니즈에
민첩하고 유연하게 대응 가능한 스타트업이 급성장하는 상황에서 이제 외부와
연대하지 않는 기업은 경쟁에서의 도태가 자명
● 특히 이러한 생태계 변화는 글로벌 차원에서 안정적 Value chain을 구축하고 있는
전통산업 분야 대기업의 경우 더 큰 위기로 작용할 우려가 높음

근래 글로벌 대기업 중에서 스타트업과 연계하여 오픈 이노베이션을 추진하는
사례가 증가
● Forbes Global 500사 중 52.4%(262개)가 이미 스타트업과 연계 중이며, 기업
순위가 높을수록 더 적극적으로 스타트업과 연계1)
● 글로벌 대기업이 스타트업과 연계하는 목적은 ｢최신기술의 도입·활용｣과 ｢자사
비즈니스 모델 혁신｣ , ｢우수 인재 획득｣ 등임
● 반대로 스타트업의 경우 대기업으로부터 자금지원 및 브랜드 활용, 기술·
경영지원 등을 받아 해외 진출 및 스케일 업을 달성할 목적으로 글로벌
대기업과 연계
* 글로벌 고객 확보에 초점을 맞춘 스타트업이 2.1배 빠르게 성장2)

1) 500 startups, How do the World's Biggest Companies Deal with the Startup Revolution?, 2016.2.
2) Startup Genome, Global Startup Ecosystem Report,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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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경제가 최근의 경기 부진을 극복하고, 미래 지속성장의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대기업 및 스타트업의 글로벌 연계가 반드시 필요
* 한국경제는 4월부터 6개월째 부진. 소매판매와 설비 및 건설투자가 모두 감소한 가운데,
수출 부진도 지속 (KDI의 2019년 9월 경제동향)

● 우리 자동차, 석유화학 등 전통적 주력산업의 수출 부진이 지속되고 있고,
IoT와 AI 등 4차 산업기술의 활용 및 공유경제 등 새로운 산업의 성장과
비즈니스 모델은 정체 상태임
● 우리 사회는 창업 자체보다 중소·스타트업이 글로벌화 등 스케일 업을 달성할
경우 비로소 실질적 혁신과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는데 중소·스타트업의
글로벌화는 여전히 부진
* Startup Genome의 2017년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글로벌 연결 지수’는 2.1, ‘외국인
고객비율’은 14%로 글로벌 평균인 6.1, 23%에 크게 못 미침3)

동 보고서에서는 글로벌 대기업과 스타트업의 오픈 이노베이션 현황 및 사례를
분석, 한국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
● 동 연구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등 새로운 사업 환경 변화에 대해 우리 사회와
기업이 어떤 전략으로 대응해야 할지를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3) KOTRA, 유럽 스타트업 생태계 현황과 협력방안, 2018.10. p. 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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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과 오픈 이노베이션 현황
1.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과 글로벌 비즈니스 환경 변화
인류 발전의 역사에서 경제성장과 사회변혁을 초래한 기술은 다양한데, 그 중에서
특히 사회 전체에 적용 가능하고, 여러 용도로 융합될 수 있는 기술을
*

기반범용기술(GPT) 이라고 함
* 기반범용기술(GPT. General Purpose Technologies)는 상당한 파급효과를 야기하며 발명
과 혁신의 가능성을 확장하고, 자본투자의 수익제고를 위한 기회를 창출하는 범용적인 제
품 및 공정, 조직의 형태임. 증기기관, 철도, 전기, 전자, 자동차 등이 대표적 4)5)

● 범용기술에는 기원전의 ｢식물 재배｣와 ｢동물 가축화｣부터 19C초반 등장한
｢증기기관｣, 19C후반의 ｢전력｣, 20C ｢컴퓨터｣와 ｢인터넷｣ 등 총 24개가 포함6)
● 범용기술은 경제사회에 큰 변혁을 초래하지만, 그 변혁이 즉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단계적으로 발생한다는 특징이 있음
- 범용기술은 ｢이노베이션 보완성｣과 ｢네트워크 외부성｣을 동시에 갖고 있는데,
이 두 가지가 상호 긴밀한 메카니즘으로 작용함에 따라 경제·사회에 미치는
파급력이 막대함
< 표 2-1 > 범용기술(GPT)의 특징
이노베이션 보완성

네트워크 효과

타임 lag 존재

GPT는 그 자체가 광범위한 용도로
사용되는 동시에, 다운스트림 등
연관된 응용분야의 연구개발을 효율화
시킴

특정 재화·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 그에 따라 공급도 증가하는
동시에 가격은 하락하여 규모의 경제
효과가 발생

GPT가 등장하고 사회경제 전체에
침투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
됨

4) Richard Lipsey & Carlaw Kenneth & Bekhar Clifford, 「Economin Transformations」, 2005.
5) GPT의 4가지 특징은 ①단일하며 인식가능한 일반기술, ②초기에는 상당 수준의 개선이 필요하나 곧 경제 전반에
널리 활용가능, ③다양한 용도를 보유, ④광범위한 파급효과를 발생. 윤기영 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위한
비즈니스 모델링, 박영사, 2019.2.
6) Economic Transformations: General Purpose Technologies and Long Term Economic Growth. Oxford
University Press, 2006. 미쯔비시종합연구소,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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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시대 핵심 요소인 사이버물리시스템(CPS)*7) 역시 여러 전통 산업
및 기술과 융합이 가능한 범용성을 갖고 있는 바, 가까운 미래에 우리 경제사회에
대변혁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
* 사이버물리시스템(CPS, Cyber-Physical Systems)은 로봇, 의료기기, 산업장비 등 현실
속의 제품을 의미하는 물리적 세계와 인터넷 가상공간을 의미하는 사이버 세계가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되고, 그 안에서 집적된 데이터를 분석·활용하여 사물의 자동 제어를 가
능하게 하는 시스템을 의미

● 사이버물리시스템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IoT, AI, 5G, AR·VR 블록체인 등
ICT 기반 디지털 기술임
● 1990년대 개발되어 오늘날 전 산업에 걸쳐 범용적으로 활용되는 정보통신기술
(ICT)의 경우 다수 연구를 통해 GPT로 인정받은 바, ICT에 기반한 디지털
기술인 CPS 역시 GPT라고 볼 수 있음8)
* 미국의 1995-2004년 GDP 성장률 향상의 원인으로 작용한 ICT는 과거의 범용기술과
동등한 기술로 인식하는 것이 마땅함9)
* Basu et al.(2004) 모형10)을 고려하여 EU 8개국과 한국, 일본 등 10개국 및 미국의 패널을
분석한 결과, ICT 자본이 단순히 산출에 긍정적인 기여를 할 뿐만 아니라, 산업전반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한다는 범용기술의 가설을 지지함11)

- 4차 산업혁명 관련 여러 기술 중 어떤 기술이 GPT 범주에 들어가는지에 대한
연구도 일부 존재
* 4차 산업혁명 기술 중 GPT 후보군에 해당하는 것이 3D프린터, 가상/증강/혼합현실
(VR/AR/MR), 블록체인, 신경망기술, 소형위성기술, 사물통신/산업용 사물통신, 빅데이터,
드론, 스마트로봇 등 10개 기술임12)

7) 4차 산업혁명이란 ｢물리적 세계와 인터넷 가상 세계가 결합한 사이버물리시스템(CPS, Cyber-Physical Systems)｣으로
정의됨 (2016년 다보스 포럼)
8) 최첨단 ICT는 기존의 ICT보다 발전 및 보급 속도가 더 빠르므로 머지않아 GPT와 동등한 위상에 이를 것임. 일본
오픈이노베이션백서2018년판.
9) Dale W. Jorgenson, Mun S. Ho, and Kevin J. Stiroh(2008), A Retrospective Look at the U.S. Productivity
Growth Resurgence,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22(1).
10) Basu, S., John G. Fernald, Nicholas Oulton and Sylaya Srinivasan(2004), “The Case of the Missing Productivity
Growth, or Does Information Technology Explain Why Productivity Accelerated in the United States But not in
the United Kingdom?” NBER Macroeconomics Annual 2003 , Vol. 18.
11) 디지털경제의 진전과 산업혁신정책의 과제: 주요국 사례를 중심으로, KIEP 정책연구 브리핑, 2016.
12) 윤기영 외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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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ICT 기반 디지털 기술의 급속한 발전이 기폭제가 되어 「크로스테크」*가
급진전하여 기존에 없던 새로운 융복합 산업이 동시다발적으로 등장
* 크로스테크 (☐☐ × Tech): 산업과 업종을 뛰어넘어 테크놀로지를 활용한 솔루션을
제공함으로써 새로운 가치와 시스템을 제공하는 움직임 (표 2-2 참조)

● 4차 산업혁명은 단일 기술이 아닌 여러 기술 간의 결합, 혹은 기술과 산업 간의
결합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13)하는 것으로 특히 기존 전통산업 영역에서
종잡을 수 없는 속도와 방향으로 진행
- 예를 들어 금융처럼 ICT가 오래전부터 도입되어 사회적 인프라로 성숙된
영역에서는 디지털화된 빅데이터 활용 및 첨단기술 연계를 통해 업무 효율화
및 신규 상품과 서비스 개발이 다각도로 진행 중임
- 의료 분야의 경우 첨단 의료기기 등장과는 별개로 현장에서는 여전히 환자
의 진료 기록이 종이로 관리되는데, 전자 진료 기록 및 인터넷 예약 시스템 도입
등의 영역부터 디지털화가 진행 중임
< 표 2-2 > 다양한 크로스테크의 사례
기존 전통산업

융복합 新산업

내용

금융 × Tech

FinTech

소매 × Tech

RetailTech

마케팅 × Tech

MarTech

광고(AdTech), 최적화, 고객 데이터 관리 등

패션 × Tech

FashTech

C2C, 패션렌탈 등

부동산 × Tech

RETech

매칭, 쉐어링, 부동산 물건관리 등

인재 × Tech

HRTech

채용, 이직지원, 적성진단, 근태관리 등

스포츠 × Tech

SportTech

교육 × Tech

EdTech

농업 × Tech

AgriTech

노하우 공유, 모니터링, 센서시스템 등

의료 × Tech

MedTech

전자 진료기록, 게놈, 로봇 등

건강 × Tech

HealthTech

결제, 송금, 투자·운용, 클라우드펀딩 등
E커머스, 결제, 물류로봇, O2O 등

스포츠스타디움, 데이터 분석, 트레이닝 등
디지털교재, 교원용 tool 등

영양관리, 건강상태 관리 등

자료 : 미즈호총연, ICT에 의한 이노베이션과 새로운 생태계 형성에 관한 조사연구, 2018.3, p. 13.

13) 크로스테크랩, 2019 ICT 트랜드: 크로스 테크놀로지의 시대가 온다, 한스미디어,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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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제품 또는 서비스를 창출하기 위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

(Digital Transfomation) 이 가속화
*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기업의 전략, 조직, 프로세스, 비즈니스모델, 문화, 커뮤니케
이션, 시스템 등을 디지털 기반으로 변화시키는 과정 또는 그 결과물 말함

< 표 2-3 >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정의
기 관

정의

World Economic
Forum

디지털 기술 및 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활용하여 조직을
변화시키는 것임

IBM

기업이 디지털과 물리적인 요소들을 통합하여 비즈니스 모델을 변화시키고
산업에 새로운 방향을 정립하는 것임

IDC

고객 및 마켓(외부환경)의 변화에 따라 디지털 능력을 기반으로 새로운 비즈
니스 모델, 제품, 서비스를 만들어 경영에 적용하고 주도하여 지속가능하게
만드는 것임

Microsoft

고객을 위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지능형 시스템을 통해 기존의 비
즈니스 모델을 새롭게 구상하고 사람과 데이터, 프로세스를 결합하는 새로
운 방안을 수용하는 것임

PWC

기업경영에서 디지털 소비자 및 에코시스템이 기대하는 것들을 비즈니스 모
델 및 운영에 적용시키는 일련의 과정임

Bain & company

디지털 엔터프라이즈 산업을 디지털 기반으로 재정의하고 게임의 법칙을 근
본적으로 뒤집음으로써 변혁을 일으키는 것임

AT Kearney

모바일, 클라우드, 빅데이터,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 디지털 신기술로 촉
발되는 경영 환경상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현재 비즈니스의 경쟁력
을 획기적으로 높이거나 새로운 비즈니스를 통한 신규 성장을 추구하는 기
업 활동임

자료 : 한국정보산업연합회(2017).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미래 건설산업의 디지털 건설기술 활용 전략,
2019.5, 재인용.

● 기업은 구체적으로 자사의 ｢고객 경험｣, ｢운영 프로세스｣, ｢비즈니스 모델｣을
디지털 방식으로 전환하는 형태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추진
* MIT와 Capgemini Consulting이 공동으로 전세계 15개국 50개 대기업의 1,560명 임원
을 대상으로 자사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추진 내용 및 성과를 조사14)

- ①고객 경험: 다양한 고객 접점을 통해 고객이 기대하는 경험이 무엇인지를
파악→고객이 원하는 서비스 및 커뮤니케이션 수행
*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고객행동, 제품 및 서비스의 활용 등에 관련한 각종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실시간으로 고객의 니즈에 대응
14) DIGITAL TRANSFORMATION: A ROADMAP FOR BILLION-DOLLAR ORGANIZATIONS, Capgemini
Consulting. 20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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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운영 프로세스: 기업내 조직, 프로세스, 커뮤니케이션 등 운영 체계의 의사결정
속도를 높이기 위해 ICT 인프라를 적극 활용
* 직원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여 유연한 방식의 사고에서 언제 어디서나
업무를 처리하고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도록 함

- ③비즈니스 모델: 현재의 비즈니스 모델을 점검, 변화하는 디지털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제품 및 서비스, 비즈니스 모델을 재설계
< 그림 2-1 >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3대 축

자료 : Capgemini Consulting (2017), p. 17.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는 기업은 이노베이션과 생산성 향상이
기대되는 반면, 그렇지 못한 기업은 시장 퇴출의 위기에 몰림
* “디지털 기술이 전통적인 선두기업들의 지위를 위협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들에게 무궁무진한
기회를 열어주기도 함”

15)

* “기업수명이 1960년대에는 60년, 지금은 15년, 2020년에는 12년에 불과할 것으로 디지
털 혁명으로 인해 포춘 500대 기업 중 52%가 사라질 것” (R “Ray” Wang)

●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추진하는 기업은 수익 및 생산성 향상, 신제품 및
서비스 매출 증가 등에서 가시적 성과를 얻음
15) 수닙 굽타, 루이비통도 넷플릭스처럼, 프리렉, 2019.5, p.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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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2 > 디지털 트렌스포메이션 수행의 성과

주1 : 아시아 15개국 기업임원 1,560명(선두기업 103개사, 후발기업 1,457개사) 조사
주2 : 응답자 업종은 금융, 헬스케어, 제조, 소매, 정부기관, 교육기관임
주3 : ‘선두기업’이란 현재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전략을 수행 중이고, 수익의 1/3 이상을 디지털 제품 또는
서비스에서 얻고 있는 기업을 의미
자료 : Five Ways Digital Transformation Initiatives Vary Around the World. IDC, 2018.8, 일본 경제산업성, 재인용.

● 디지털 대응이 성숙한 기업일수록 이노베이션을 성공적으로 추진
< 그림 2-3 > 디지털 대응의 성숙도와 이노베이션

주1 : 집계방식은 기업 임원에게 “디지털 기술과 역량을 활용하여 프로세스의 개선, 전사적 인재의 활용,
새로운 가치 창출의 비즈니스 모델을 추진하기 위한 이상적 기업의 모습”을 기준점으로 자사를 1점~10
점 척도로 평가, “전혀 그렇지 않음” 응답 기업은 1점, “매우 유사” 응답 기업은 10점을 부여.
주2 : 수치는 질문에 동의 및 매우 동의하는 응답자 비율. 디지털 대응의 ‘초기단계’ 기업은 1점~3점의 기업들로
전체 응답의 24%를 구성. ‘발전단계’ 기업은 4점~6점(44%), ‘성숙단계’ 기업은 7점~10점(32%). 응답
자 전체의 2/3가 미국 외 기업
자료 : G.C. Kane, D. Palmer, A.N. Phillips, D. Kiron, and N. Buckley, “Accelerating Digital Innovation Inside
and Out” MIT Sloan Management Review and Deloitte Insights, June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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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 이노베이션의 대상 영역이 기존 기술영역에서 제품개발 및 비즈니스 모델,
서비스 영역으로 확장됨16)에 따라 글로벌 대기업에게는 한층 더 다양하고 심화된
오픈 이노베이션 추진이 요구됨
● 오늘날 비즈니스 모델의 기반이 ‘소유경제’에서 ‘공유경제’로 전환되고, 고객
맞춤형 대량생산(mass customization)을 위한 고객 데이터 확보 등의 새로운
과제에 대기업 단독으로는 대응이 어려움
● 한편 첨단 기술이나 트랜디한 아이템 등 고객 니즈에 민첩하고 유연하게 대응하는
스타트업이 업종·업태의 경계를 넘어 급성장
- 고객 데이터 수집·분석, 공유경제 비즈모델 등 대기업이 직접 대응이 어려운
분야에서 전문성을 확보한 스타트업이 속속 등장
● 특히 스타트업은 대학과 다른 대기업에 비해 혁신적 기술개발과 이노베이션을
추진하기 쉬운 조직특성, 사업화 추진력을 갖고 있어 글로벌 대기업 입장에서
연계 파트너로서의 메리트가 높음
< 표 2-4 > 오픈 이노베이션 연계 파트너 비교
스타트업·밴처

대학·연구기관

다른 대기업

대기업 관점
연대 목적

- 자사에 없는 혁신적 기술
을 활용한 사업개발을 스
피디하게 실시

- 자사에 없는 혁신적 연구·
개발을 장기적 관점에서
실시

- 자사에 없는 기존 기술
을 획득

이노베이션
seeds

- 특정 분야에서 혁신적 기술
을 보유
-외부연대 전략이 필수

- 각 연구 분야에서 혁신적
기술을 보유
- 외부연대에 적극적

- 사업 영역별 폭넓은 기
술을 보유

- 신속한 경영판단으로 P-DC-A를 반복
- 축적된 실적이 없어 오히
려 과감한 결정 가능

- 기술/응용 연구는 Try
& Error가 전제되므로 실
패의 두려움이 없음
- 현장 연구자의 기동성은
높지만, 산학연대에 경직적
임

- 실적이 풍부하고 신뢰성
이 높음
- 자원이 풍부
- 의사결정에 장시간소요
- 지적재산의 이해조정이
어려움

- 단기간 Exit 전략 (IPO /
M&A)필요
- 확장적(scalable) 사업성
장 필요

- 논문으로 연결 또는 과학
적 발견이 주목적이라서 사
업화 의욕은 높지 않음

- 자원의 조직적 동원이 가능
- 안정적이고 위기의식이
거의 없음

조직 특성

사업화
추진력

자료 : 경제산업성, 사업회사와 연구개발형 벤처기업의 연계를 위한 첫걸음(제2판), 2018.6. p.21.
16) Henry Chesbrough, Why Companies Should Have open Business Model,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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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글로벌 대기업의 오픈 이노베이션 현황: 스타트업 연계를 중심으로
(1) 추진 비율
Forbes Global 500사17)의 52.4%(262개)가 스타트업과 다양한 형태로
연계활동* 중18)
* 연계활동: 기술자문, 사업지원, 대기업의 제품/서비스를 무상제공, 코워킹 스페이스, 엑
셀러레이터 & 인큐베이터, 스타트업 공모전, CVC

● 글로벌 기업 순위와 스타트업과의 연계에 강한 상관성이 존재
- 포브스 500의 상위 100사 연계 비율(68%)은 하위 100사 연계 비율(32%)의
2배
● 업종별로는 의약품, 전기통신서비스, 지방은행, 대형은행, 보험 순으로 스타트업과
활발하게 연계
< 표 2-5 > 기업순위별 스타트업 연계율

< 표 2-6 > 업종별 스타트업 연계율

기업 순위

연계율*

업종

연계율*

001-100

68%

의약품

94.1%

101-200

57%

전기통신 서비스

85.2%

201-300

56%

지방은행

68,8%

301-400

49%

대형은행

64.5%

401-500

32%

보험

58.8%

주 : 연계율은 기술자문, 사업지원, 대기업의 제품/서비스를 무상제공, 코워킹 스페이스, 엑셀러레이터&인큐베이터,
스타트업 공모전, CVC 중 1개 이상의 방법으로 스타트업과 연계하는 기업의 비율
자료 : 500 startups, How do the World's Biggest Companies Deal with the Startup Revolution?, 2016.2.

대기업이 스타트업과 연계할 때 CVC 활용이 62.6%로 가장 많음
* CVC는 주로 대기업이 투자 주체로 나서는 벤처캐피털 방식. 주된 업무는 인접한 산업분야
또는 신기술 관련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와 인수·합병(M&A)임

17) Forbes Global 2000 랭킹의 세계 상장 대기업 500사
18) 500 startups, How do the World's Biggest Companies Deal with the Startup Revolution?, 20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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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춘 100대 기업 중 41개사가 CVC 조직을 운영 중
- 벤처캐피탈은 일반적으로 투자수익을 추구하여 재무성과를 최우선 목표로 하는
반면, CVC는 이노베이션의 관점에서 수익 외 신기술 확보, 신시장 개척 등 기업의
혁신전략을 지원
* CVC투자금액은 110억달러(2013) →530억달러(2018)로 4.8배 확대19)
* 2011년부터 2015년 미국내 CVC 조직이 1,068개에서 1,501개로 증가20)

< 그림 2-4 > 글로벌 대기업의 스타트업 연계 방법

자료 : 500 startups (2016)

참고 : 일본 TV 방송국들은 2010년대 초부터 CVC를 운영
- 당초 CVC는 IT 및 통신관련 대기업이 주로 설립했는데, 점차 업종이 다양화
- TV방송국의 경우 디지털 사회 도래로 젊은층이 TV를 멀리하는 등 라이프스
타일이 확산되는데 위기감을 갖게 됨
- 이에 자사단독으로는 대응이 불가한 신규 사업 및 협력관계 구축을 목적으로 CVC를
운영하는 TV 방송국이 증가세
- “스마트폰과 태블랫 보급으로 동영상 송신과 못보고 놓친 방송의 시청 등 정시 방송에만 의존할
수 없는 상황임. CVC를 통해 혁신적 신규 사업을 창출하고자 함”(TV아사히 CVC 대표)
자료 : 일본총연, 개선되는 일본 스타트업의 사업 환경: 오픈 이노베이션 추진이 기여, JRI리뷰 2018 Vol.2,
No.53.

19) CB Insights
20) 하버드비지니스 리뷰 2016.11호,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털(CVC)의 말바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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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담 조직
Fortune 500의 상위 기업 중 오픈 이노베이션 전담팀을 설립하는 기업이 다수
● 오픈 이노베이션 총괄 책임자는 CEO가 가장 많으나, CTO, CSO가 총괄하거나
별도의 전문위원회에게 맡기는 경우도 있음
* 글로벌 대기업에 있어 스타트업과의 연계는 최근 새롭게 부상한 우선 과제로 프로그램의
승인 및 내부자원 배분, 사내 여러 부서간 협력 등 총괄 임원이 맡는 형태이므로 각 기업마다
총괄책임자는 제각각임

< 표 2-7 > 오픈 이노베이션의 총괄 책임자
CEO

CTO

CSO

CMO

BOD

CIO

COO

30%

12%

10%

8%

7%

7%

5%

자료 : 500Startups & 노무라연구소, 스타트업과의 연계에 의한 이노베이션 실현, 2017.12. p. 14.

< 표 2-8 > 글로벌 대기업의 오픈이노베이션 전담팀 설립 사례
- 외부 네트워크와의 연대 추진을 전담할 조직으로 오픈 이노베이션팀을 2011년
발족
electrolux
(가전)

- 이 팀을 이끄는 CIO로 동사 R&D부문의 메니져였던 Lucia Chierchia을 기용
했는데, 기술과 비즈니스 쌍방의 지식을 갖고 있는 인물로,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한 외부전문가 연계 촉진 및 사내 개혁을 추진
- 유럽 기업들의 연구개발 담당 매니저에게는 기술적 지식 뿐 아니라 마케팅과
파이낸스 관련 지식도 요구됨

Johnson&
Johnson
(제약)

- 이노베이션 담당 임원으로 Paul Stoffels 박사가 2011년 CSO (Chief Scientific
Officer)에 취임하여, 주력 사업영역의 정비, 유사 업무 프로세스 통일, 중복되는
그룹 내 조직 및 연구 프로젝트를 통합·정리
- CSO는 “신약의 씨앗이 사내와 사외 어디서 개발되는지는 중요하지 않다”고 강조,
세계 각지에서 획기적인 기술과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스타트업 등 외부조직을
탐색 및 연대 강화를 추진

자료 : 일본 오픈 이노베이션·벤처창조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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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대기업의 오픈 이노베이션 전담팀 외에도 다양한 부서가 스타트업과의
연계사업에 관여
● 500 Startups(미국 엑셀러레이터)와 日노무라종합연구소가 공동으로 글로벌
대기업의 스타트업 연계실태를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 표 2-9 > 글로벌 대기업의 스타트업 연계현황 조사 개요(美500Startups)
◈ 500 Startups와 일본 노무라종합연구소는 「스타트업과의 연계에 의한 이노베이션의 실현」
(2017.12.30.) 보고서를 통해 『글로벌 대기업의 스타트업 연계 현황』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
- 응답기업: Fortune 1000기업 중 100개사 이상이 응답. 미국기업 57%, 유럽기업 37%, 아시아
기업 5%, 남미기업 4%로 구성
- 응답자: 자사의 이노베이션에 직접 관여하는 인물로 직책은 디렉터, 매니저, 부회장 등
- 주요 질문내용: 자사 스타트업 연계 프로그램, 스타트업과의 연계 관련 경영방침, 스타트
업 연계의 성공 정도 및 과제 등

● 오픈 이노베이션 전담팀 외에도 평균 7개의 부서가 관여하는데, 제휴 영역에
서는 사업개발 부서, 기술영역의 R&D부서, 오퍼레이션 영역의 마케팅 부서가
특히 스타트업과의 연계에 많이 관여함
< 그림 2-5 > 전담팀 외에 외부 스타트업과 연계에 관여하는 부서

자료 : 500Startups & 노무라연구소(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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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계 목적
글로벌 대기업이 스타트업과 연계하는 목적은 최신기술의 활용(92%) 및 비즈니스
변혁(56%), 우수 인재 확보(46%) 등임
● (최신기술 활용) 과거 대기업들은 내부 R&D만에 적극적이었으나, 이제는 최
신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을 인수하는데 적극적임
- 예전부터 M&A와 R&D는 기술 획득을 위한 두 개의 바퀴인데, 오랜 기간 동안
글로벌 대기업들의 R&D 효율성이 매우 저조했음
* R&D는 연속적 기술이 계속되는 경우 유효하지만, 대규모 투자금이 필요하고, 성과획득에
장시간이 소요되고, 그 기간 동안 내부적으로 개발의 중요성 및 연구자의 모티베이션이
낮아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음
* 컨설팅 회사 스트레티지앤(Strategy&)의 조사에 따르면 2014년 전 세계 1000대 기업이 투자한
R&D 비용은 총 6,470억 달러인데 비해 이렇게 개발된 제품의 80%는 시판도 못 하고 폐기됨21)

- 이에 대기업들은 스타트업에 연구개발을 외주하는데, 최근 소비재와 제약업계를
중심으로 스타트업에 대한 M&A가 R&D를 빠르게 대체하는, 이른바 “M&A is
eating R&D”22) 현상이 확산
* 작년 소비재/소매업계의 M&A 합계액은 2,380억달러로 기술 업계에 비해 2배 가까운 규모.
유니레버의 R&D 투자는 매출의 1.9%에 불과한 반면, 달라세이브클럽, 세븐스 제네레이션의
M&A에 10억달러, 7억달러를 각각 투자함
* 제약업계 콩글로메리트(conglomerate)23)은 연구개발의 거의 전체를 생략하고, 신약의 권리를
엄청난 속도로 구입하고 있음

● (우수인재 확보) 대기업이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이유는 ‘어크하이어’(Acqui-hire)24)
때문
- 대기업이 스타트업과 연계하려는 이유는 비즈니스 그 자체보다도 스타트업에서
근무하는 혁신적 아이디어를 가진 창업자와 유능한 기술자들을 획득하기
위함임25)
21)
22)
23)
24)
25)

조선비즈, 저성장 시대, R&D센터 없애고 C&D 하라, 2016.02.27
We are on the verge of a consumer M&A avalanche. November 13, 2016
이업종 기업끼리 결합한 복합기업
2011년 전후로 실리콘벨리를 중심으로 ‘어크하이어’(Acqui-hire)이라는 용어가 등장
野村資本市場研究所, 米国大手金融機関のIT人材確保に向けた施*: スタートアップ買収・出資, NPOの活用等, 2018.11. p.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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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드만삭스 CIO는 월스트리트저널 인터뷰에서 “디지털 변혁에서 살아남는 기업과 그렇지
못한 기업은 우수한 IT인재를 선별하여 지킬 수 있느냐 아니냐로 판가름 남”
* PwC 컨설팅의 글로벌 경영진 대상 조사에서 디지털화에 필요한 인재 확보가 중요한 경영
이슈라는 응답이 73%, 신규 충원을 위해 채용과 육성제도를 개편했다는 응답이 71%26)

● 한편 설문 응답에는 없지만, 대외적으로 개방적이라는 긍정적 기업 이미지를
갖게 되고, 내부적으로 스타트업에 대한 전향적 인식 확산에도 기여함
< 그림 2-6 > 글로벌 대기업의 스타트업 연계 목적

자료 : 상동

참고: JP모건은 IT인재 확보를 목적으로 위페이를 매수
- 미국 최대 은행 JP모건은 “Mobile First, Digital everything” 기치 아래, 최근 2년간
디지털 관련하여 200억 달러를 투자, 금융업계에서 테크놀로지 리더 기업으로 부상
- “JP모건은 아마존이 은행이 되기 전에 서둘러 은행을 아마존으로 전환하려고 한다” (Jamie
Dimon Is Not Messing Around, institutional investor, May 21, 2018)
- 2017년 10월 핀테크 관련 스타트업인 위페이(wepay) 매수를 발표. 위페이는 2008년
실리콘벨리에서 설립되었는데, 유저 온라인 마켓과 클라우드펀딩 웹사이트 상의 온라
인 결제 서비스를 제공
- 전통적 금융업계는 IT대기업과 IT인재확보에서 경합하는데 금융업계의 보수적 이
미지가 채용에 있어 마이너스로 작용함
- 인사 컨설팅기관인 유니바섬(Univercum)의 2018년 조사에 따르면 컴퓨터공학 전공
의 미국 구직자들이 선호하는 기업 랭킹의 상위권은 구글, 아마존 등 IT대기업이 차지하
고 있고, 금융권 기업은 30위 이내에도 들지 못함
자료 : 노무라자본시장연구소, 미국 대형 금융기관의 IT인재 확보를 위한 시책: 스타트업 매수·출자·NPO
활용 등. 노무라자본시장계간지, 2019win03. p. 12.

26) 포스코경영연구원, 글로벌 기업의 디지털 인재 확보 전략. 20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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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계 성과
글로벌 대기업은 스타트업과 실증 테스트 및 파트너십 방식을 가장 많이
활용하는데, 실증 테스트의 성공률 자체는 높지 않음
< 표 2-10 > 글로벌 대기업의 스타트업 협업 방식
스타트업과의 실증 테스트 및 파트너십

77%

스타트업에 직접 출자

60%

M&A

48%

자료 : 500Startups & 노무라연구소(2017)

● 대기업은 스타트업과의 실증테스트를 연간 1건~5건을 진행하는 경우가 37%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5건~10건이 28%임
* 연간 50건 이상 실시하는 기업도 9% 존재

● 반면 대기업이 스타트업과의 실증 테스트를 시행하여 시장에 투입 가능한
솔루션으로 발전한 것은 전체의 25% 이하인 기업이 대다수
< 그림 2-7 > 연간 실증실험 건수

< 그림 2-8 > 실증실험 중 사업화 비율

자료 : 상동

(5) 스타트업 지원제도
*

대기업의 절반 이상이 NDA 간소화 및 연락창구 일체화를 실시하는 등
스타트업과의 협업 추진 스피드를 높이기 위해 노력
* NDA(Non-disclosure agreement): 기밀유지 협약. 기업 간 사업 비밀을 공유하면서
사용을 제한할 때 체결하는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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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업의 57%가 NDA를 간소화하는 한편 연락창구 일체화(55%), 구입계약서
간소화(35%)를 실시하는 등 스타트업과의 협업을 스피디하게 진행
*

● 대기업의 40%가 스타트업과의 실증실험과 PoC 실시를 위한 조달 프로세스를
3개월 내 완료
* PoC(Proof of concept): 시장에 신기술을 도입하기 전에 성능을 검증하는 것

< 그림 2-9 > 조달 프로세스의 합리화

< 그림 2-10 > 조달 프로세스의 기간

자료 : 상동

대기업의 절반 이상이 스타트업과 협업 시, 자사를 거래처로 소개하도록 허락하는
등 스타트업의 인지도 향상을 지원하고, 대등한 파트너 관계 구축을 지향
* 스타트업은 글로벌 대기업과 연계함으로써 ｢시장인지도 제고｣, ｢대기업의 거래처 소개｣ 등을
기대하는 바, 대기업은 유능한 스타트업과의 연계를 위해 스타트업의 이러한 기대사항에 부응
하려고 노력

< 그림 2-11 > 협업하는 스타트업에 대한 지원 내용

자료 : 상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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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디지털 전략
ICT가 아닌 제조업종 대기업이 업종 횡단적인 IoT 플랫폼을 구축
● IoT 센서를 통한 데이터 수집 및 분석, 그 결과를 기계에 피드백하는 기능은
업종 구분 없이 폭넓게 활용 가능
● 특정 대기업이 ICT 플랫폼을 운영하면 다른 업종 기업들도 참여함으로써 새로운
서비스·기능이 추가되는 등 GPT 특징인 네트워크 효과가 발생하고 기존
사용자의 이탈을 막는 효과도 낳음
* GE는 ‘GE Digital’이라는 조직에서 Perdix 라는 산업용 IoT 플랫폼 사업을 시작. 자사 항공
기 엔진에 다양한 센서를 장착하고, 엔진에 대한 서비스와 안정성 보장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
는 서비스 업체로 진화. 2016∼2017년 GE 전체매출이 연속 감소했던 시기에도 ‘GE
Digital’ 매출은 2015년부터 3년 연속 증가

< 표 2-11 > 非ICT 제조업 대기업이 제공하는 IoT 플랫폼 사례
플랫폼 이름

제공 기업

개요

美 GE

- 철도와 항공기 엔진, 의료기구, 발전/송전기 등 다양한 디바이스
에서 데이터를 수집/축적/분석을 시행
- 고장예측과 가동률 최대화, 운용효율 최적화 등의 기능을 제공
- 가동/분석 관련 서비스가 63종(`16)→120종이상(‘17)

獨 Bosch

- 플랫폼 상에서 Web접속이 가능한 제품을 인식하여 데이터를
수집/거래가 가능. 또 빅데이터 분석/처리/관리도 가능
- 손상 징후가 보고된 경우 기계 수리를 위한 예방조치가 가동되
는 등 자율적 판단의 규칙성도 확보

MindSphere

獨 Siemens

- 데이터분석 및 접속기능, 개발자 및 앱, 서비스를 위한 툴을
갖춘 IoT 운영 시스템
- 데이터를 평가/활용하고 통찰력을 얻는데 유효함
- 최적화를 촉진하여 가동 시간을 최대화할 수 있음

Lumada

日 HITACH

- 히타찌는 제조업 외 전력에너지/금융/공공/헬스케어 등 다양한 업종
에서 IoT솔루션을 실현하는 플랫폼을 제공

Field system

日 FANUC

- 화낙은 공작기계와 산업용 로봇 제어가 중심인 플랫폼을 제공
- AI개발 프리어드 네트워크(Preferred Networks)와 미국 시스코와 연대

LANDLOG

日 KOMATSU

- 코마쯔는 유압쇼벨 등 건설기계 관리가 중심인 플랫폼을 제공
- 2020년부터 타사건설기계용 부착 단말기도 생산

Predix

Bosch IoT
Cloud

자료 : 미즈호총합연구소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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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적으로 사용하던 시스템을 표준 규격화하고 사양 및 접속방법을 공개하는
기업이 증가
● 대표적인 것이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로 특정 프로그램의
기능을 다른 프로그램에서도 이용 가능하도록 하는 규약을 말함
* 그 외 파이썬, R, 클라우드 기반 AI 등의 오픈소스 기반 기술도 널리 활용

● API를 외부 공개하는 목적이 과거에는 자사내 프로그램 개발 효율화였다면,
최근에는 자사에서 개발 및 운영하는 서비스에 외부로부터 연대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함임
* 공개 API 정보가 등록된 웹사이트 Programmable Web에 따르면 2005년 사이트 개설 때부터
2018년 1월까지 13년간 1억 9천 건 이상의 공개 API가 등록. 연간 추가등록 수가 2016년
2,073건, 2017년 2,294건으로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27)

● 기업은 외부 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와 자사의 서비스를 연계함으로써 자사 서비스
자체의 가치를 높이고, 그 결과 일종의 ｢API 경제권｣을 형성, 고객 유출을 막을 수
있음
- 물류, 의료, 자동차, 금융 등에서 최근 API 공개가 활발
< 표 2-12 > 기업의 API 공개 효과 예시
효과

효과가 발생하는 배경

오픈
이노베이션
촉진

- API를 공개함으로써 다양한 업종의 다양한 직종의 사람이 자사 서비스에 접
근 가능해짐
- 이로 인해 자연스럽게 새로운 이용 방법을 생각하도록 하는 것이 가능. 결과적
으로 자사 내부적으로 생각하지 못한 새로운 아이디어가 생겨날 가능성이 증
가

기존 비즈니스
확대

- API를 공개하지 않는 경우에 비해, 접근 가능한 고객층이 크게 증가
- 잠재고객으로 생각지도 못했던 계층이 자사 서비스를 이용할 가능성도 있음
- 또한 API 이용료 수취로 인해 자사 데이터와 시스템을 새로운 수익원으로 활
용할 수 있음

서비스 개발
효율화

- API를 공개하는 기업이 증가하면 직접 개발을 검토했던 기능을 타사 API
를 이용할 수 있으므로 개발비를 줄이고, 신속한 서비스 제공이 가능

자료 일본 오픈이노베이션백서 2018
27) 三菱総合研究所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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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글로벌 대기업과 스타트업의 오픈 이노베이션 사례
1. 주요 업종별 오픈 이노베이션 사례
동 연구에서는 오픈 이노베이션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는 대표 업종인 제약,
식품, 기계설비, 명품 소비재 분야에서 대기업이 오픈 이노베이션을 추진하는 배경
및 대표 기업 사례를 간략히 정리28)
1) 제약업계
(1) 오픈 이노베이션 추진 배경
글로벌 제약업계는 그 동안 막대한 투자비용이 소요되는 신약개발에 매달려왔으나,
수익률은 갈수록 저조
* 화이자 등 대형 제약 회사들이 R&D에 쓴 예산은 1995년 150억 달러에서 2009년 450억
달러로 증가했으나, 연간 신약 출시 건수는 1997년 이후부터 최근까지 44% 감소
* 올리버 와이만 통계에 따르면 신약 하나를 개발하는 데 투입되는 비용 역시 2010∼2013년
18% 증가했지만, 투자 수익률은 70% 감소29)

● 이 외 대형 신약특허 기간의 만료, 신약개발을 위한 질환의 분자표적 고갈,
사회 환경 변화(저출산·고령화로 정부의 사회보장비 억제) 역시 글로벌 제약사의
위기감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

글로벌 제약사는 디지털 진단 기술 및 바이오 제조사 등 외부와 협력하여 환자별
맞춤형 솔루션 제안으로 사업방향을 전환
● 신약 개발을 위한 임상시험 프로세스에 AI 기술 적용을 적극 추진
- 환자의 진료기록부터 정보를 추출하고 모집 중인 임상과 대조하는 등 임상
시험 과정의 효율성이 개선되면 환자별 맞춤형 솔루션 제시가 가능해짐
28) 단 사례 기업의 전략이 해당 업계 전체를 대표하는 것은 아님에 주의
29) 조선비즈, 저성장 시대, R&D센터 없애고 C&D 하라, 201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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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표 기업 사례
(Roche) 스위스에 본사를 둔 글로벌 제약사 로슈는 2010년대 들어 신약 개발
프로젝트를 신규 확충하기보다는 개발 후기 단계인 임상시험 효율화를 목적으로
오픈 이노베이션을 추진30)
● 처음부터 오픈 이노베이션 프로젝트를 바로 추진한 것이 아니라 구글, 페이스북 등
기업가정신이 뛰어나고, 이노베이션 추진에 성공한 기업들을 방문, 사전 학습과정을 거
쳤음
● 처음에는 린 스타트업(lean Startup)31) 방식으로 소규모로 시작하여 서서히
활동규모를 확대했음
● M&A를 적극 활용했는데, 2009년 3월 미국 바이오 벤처 선구자인 Genentech
(샌프란시스코 본사) 인수(468억 달러), 2018년 2월 AI를 활용한 실시간 종
양 데이터 분석 스타트업 플랫아이언(Flatiron Health)을 인수(19억 달러)
● 또한 미래 사업 분야로 DNA sequencer(염기서열분석) 솔루션 개발에 주력,
자기파괴적 혁신도 추진 중임
◈ 독일 바이엘(Bayer)의 이노베이션 사례
- 창업 150년 이상 된 제약사로, 현재 스타트업과의 연계를 통해 디지털 헬스케어 이노베이션
창출에 주력하고 있음
-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다양한 연계활동을 추진 중. 스타트업에게 오피스 공간 제공 및
자사 전문가의 멘토링·코칭을 지원하는 프로그림인 CoLaborator을 2018년 11월 현재 세
계 5개국에서 운영 중
- CoLaborator 지원을 받은 스타트업 사례를 보면, ①Eternygen: 2012년 베를린 창업. 영양
관련 대사질환 신약 연구개발에 주력. ②Feral GmbH: 센서를 통해 일상 호르몬을 분석, 여성의
성·수정(受精)력·건강관리 관련 솔루션을 제시
- 또한 G4A(Gants4Apps) 액셀러레이터 프로그램을 통해 환자 생활의 질적 향상에 기여하는
새로운 솔루션 발굴에 주력. 2018년 ‘디지털치료’, ‘블록체인’, ‘가상임상시험’, ‘심질환 예방’,
‘여성의료영역’, ‘인공지능’, ‘신경인지솔루션’, ‘환자와 의사간 인게이지먼트’의 8개 테마로
스타트업을 모집, 100개국 1800개사의 스타트업이 참가
자료 : www.bistream.de
30) JOIC(オープンイノベーション・ベンチャー創造協議会)
31) 아이디어를 단기간에 제품으로 만든 후 시장 반응을 다음 제품에 반영하는 것을 반복하여 성공 확률을 높이는
경영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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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식품업계
(1) 오픈 이노베이션 추진 배경
글로벌 투자은행(Jefferies) 발표에 따르면 미국 식품업계의 주요 카테고리 54개
중 42개에서 과거 5년간 대기업과 신생기업의 시장 점유율이 역전32)
● 캘로그, 제네럴밀, 팹시 등 전통적 가공식품 대기업 전체의 미국 시장 점유
율이 2010년 전후 하락한 반면 신생 기업들이 다수 등장33)
- 스낵바 카테고리의 경우 기존에는 캘로그, 제네럴밀이 과점했었으나,
ThinkThin(2000년 창업), KIND(2004년), Quest(2010년) 등 신생 기업
이 시장에 대거 진입, 대기업과 치열한 점유율 경쟁을 벌임

밀레니얼 세대가 주요 고객층으로 부상함에 따라 대기업들은 기존의 일방향 마케팅
전략과 오프라인 유통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전면 재검토34)
● 밀레니얼 세대는 건강지향형의 헬시(healthy)와 웰니스(wellness) 과자를 선호하는
동시에 전통적 방식의 제품 광고에는 반응하지 않는 등 기존 고객과는 다른 특성을
보임
- 디지털 기기 활용이 익숙한 밀레니얼 세대의 70% 이상은 자신의 식생활 경험을
SNS를 통해 공유35)
* 2016년 세대별 식생활 경험에 관한 소셜미디어 활용도가 18-29세는 73%, 30-49세는
59%, 50-64세는 38%, 65세 이상은 20%

- 밀레니얼 세대는 전통적인 제품 광고에 반응하지 않고 자신의 취향을 최우
선으로 개성있고 신뢰할만한 브랜드를 직접 조사하여 구매함

32)
33)
34)
35)

techcrunch. We are on the verge of a consumer M&A avalanche. 2016.11.
みずほ銀行 産業調査部 , 新興企業が活気をもたらす米国加工食品市場 ～日系メーカーが採るべき戦略とは～2017.9., p. 6,
JP techcrunch. 소비재 업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M&A 눈사태. 2016.11.
Pew Research Center HP、Food Marketing Institute, U.S. Grocery Shopper Trends 미즈호은행,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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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표 기업 사례
(Mondelez) 미국 식품 대기업 몬델리즈는 2010년 밀레니얼 세대를 타깃으로
오픈 이노베이션의 목표와 전략적 과제를 설정36)
● 오픈 이노베이션의 목표는 “단순한 제과기업에서 탈피, 건강과 웰니스를
실현하는 세계적 소비재 기업으로 성장”, 과제는 “低염·低포화지방, 천연의
색소·감미료로 대체” 등 구체적으로 설정
● 오픈 이노베이션 전담 조직을 구성하여 오픈 이노베이션의 툴을 개발하고, 활용
방법을 사내에 교육함
- 전담 조직 외 30명 규모의 오픈 이노베이션 커뮤니티를 구축하여, 매월
정기적으로 최근 가장 성공적인 오픈 이노베이션의 사례를 공유
● 대형 소매 체인점과 공동으로 ‘Shopper Futures’(쇼핑의 미래를 생각한다)라는
엑셀러레이터 프로그램을 운영
- 디지털 마케팅 영역의 스타트업과 댜앙한 실증실험을 실시
< 표 3-1 > 몬델리즈의 스타트업 연계 사례
스타트업
Sampler

매장/제과브랜드

실증실험 내용

Albertsons

랜덤 샘플링이 아니라 타게팅 및 캠페인으로 마케팅 효과를
높이는 서비스

RITZ
Meijer

Shelfbucks
Freckle IoT
Strap

OREO
7-eleven
OREO와 belVita
Kum & Go

Aislelabs
Earshot

TRIDENT
Metro
TRISCUIT
7-eleven
DENTYNE

매장 안 상품을 효과적으로 판매하기 위한 현황분석 및
개선을 지원하는 IT 서비스
모바일을 활용해 실시간 샘플 데이터를 취득하는 마케팅
지원 서비스
웨어러블 디바이스로 사용자의 헬스케어 데이터 취득 및
개선을 지원하는 서비스
실시간의 모바일 마케팅으로 고객의 구매의욕을 높일 수
있는 서비스
SNS 상의 영향력을 수치화하고 보다 유효한 소셜 마케팅을
지원하는 서비스

자료 : 오픈이노베이션협회
36) JOIC(オープンイノベーション・ベンチャー創造協議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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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계설비 업계
(1) 오픈 이노베이션 추진 배경
제조업 혁신의 필수요소로써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융합한 「서비타이제이션」
(Servitization)*이 확산
* 서비타이제이션: Wandermerwe&Rada(1988) 연구에서 처음 제시된 개념으로 제조기업
또는 제조업의 벨류 체인에 서비스를 융합함으로써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의 만족도 극대화를
추구하는 전략

● 전통적 제조업의 가치사슬에서 제조 공정의 부가가치가 하락하는 반면, 4차
산업혁명으로 생산과 소비의 과정이 서로 긴밀하게 연계되어 소비자 만족도
향상을 위한 전략이 가능해짐37)
- 기술발전으로 제품 간의 성능 차이가 감소하여 성능이나 원가 이외의 요인,
즉 새로운 서비스 추가를 통한 제품 차별화가 필요
● 이를 위해서는 고객에 대한 보다 면밀한 이해를 바탕으로 고객들이 기꺼이 비용을
들여가면서까지 요청할만한 서비스를 파악하는 것이 우선38)
- 고객이 만족할만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제품이 기능하는 다양한
상황에서의 고객 관련 빅데이터를 최대한 확보할 필요가 있음

기계설비 업계에서는 다양한 기기가 작동하는 오피스 공간에서 사람이 보다
효율적이고 창조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이른바, 「가치 있는 공간
서비스」 창출이 화두로 등장
●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동시에 근년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노동인구 감소로
기업에게 ‘근로 방식의 개혁’, ‘근로자 건강을 배려한 경영’ 등의 대응이 요구됨
● 오피스 환경과 근로자의 생산성 및 건강 간의 인과관계에 대한 연구는 아직 초기 단
계로 개별 기업 차원의 연구에 한계가 있음
37)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융합, Servitization, 2018.12.28.
38) 하나금융경영연구소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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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표 기업 사례
(DAIKIN) 에어컨 등 공조(空氣調節)설비를 생산하는 일본 다이킨공업은 공조 이외
분야에서 IoT, AI 등을 활용한 신사업 창출을 목표로 오픈 이노베이션을 추진39)
● 공조·화학 등 연구자와 사업부문 상품개발기술자를 모아서 기계와 화학, 전기/
전자가 일체화된 기술개발을 목표로 사내/외 공동창조를 추진하는 ｢TIC: Technology
Innovation Center｣ 설립
● ｢공간과 관련된 새로운 가치와 서비스 창출｣을 목표로 데이터를 다른 기업들
과 데이터 및 노하우를 공유·활용하기 위한 IoT 플랫폼을 구축
- 2018년 2월 ‘미래의 오피스 공간’을 첫 프로젝트로 다이킨공업 외 일본
소프트뱅크, 미쯔이물산, 도쿄해상보험, 라이온 등 이업종 분야 대기업 6개사가
공동 실증실험 실시에 합의40)
< 표 3-2 > 다이킨공업의 IoT 플랫폼인 크레스넥트(CRESNECT) 참가기업별 목적
기업명

참가 목적

다이킨공업
(공조설비)

이업종 기업과 연대하여 ‘공조 설비를 허브로 한 새로운 비즈니스 솔루션
창출’을 추진

오카무라
(가구/사무용설비)

센서를 탑재한 오피스가구의 개발 실증. 취득한 빅데이터를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 개발

소프트뱅크
(IT)

실내 IoT 데이터의 수집/가시화/AI분석 등 최신 기술 제공을 통한 디지털
트렌스포메이션 추진

미쯔이물산
(부동산개발)
도쿄해상일동
화재보험 (보험)
라이온
(소비재)

임대·관리하는 약 500개사 오피스에 토탈 솔루션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
오피스 사용자의 다양한 데이터를 축적, 스트레스의 정도와 집중도를 분석,
휴식시간 공지 등 새로운 솔루션을 개발
오피스 이용자의 헬스케어 관련 새로운 서비스 개발

자료 : 日마이니찌신문, 공간 데이터의 협창 플랫폼 『CRESNECT』을 활용한 ｢미래 오피스 공간｣ 조성을 시작,
2018.7.30.

39) JOIC(オープンイノベーション・ベンチャー創造協議会)
40) 毎日新聞, 2018/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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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명품 소비재 업계
(1) 오픈 이노베이션 추진 배경
명품 비즈니스의 경우 「글로벌화」와 「희소성」이라는 두 개의 상반된 요소 간
밸런스를 유지하는 것이 관건임
● 명품 브랜드는 ‘장인(匠人)의 고품질 생산’이라는 ｢희소성｣이 판매 전략인데,
글로벌화를 추진할 경우 생산량 확대가 불가피하여 희소성을 상실할 우려가 있음
* 일부 명품 브랜드는 자금 확보를 목적으로 무분별하게 글로벌 라이센싱을 추진한 결과
저가 화장실 매트까지 브랜드 로고가 사용되는 등 브랜드 이미지가 훼손

명품 소비재도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면 고객 데이터를 기반으로 개인의
퍼스널리티(personality)에 맞춘 제품을 생산하여 전자상거래를 통해 글로벌
판매가 가능
● 럭셔리 브랜드의 주요 고객층으로 부상한 밀레니얼 세대는 개성이 뚜렷한 반면
고가 명품에 대한 소비 여력이 충분하지 않아 기성세대에서 사랑받는 전통적
명품 브랜드에 대한 관심이 크지 않음
- 반면 디지털 네이티브41)로 모바일 및 소셜 미디어를 적극 활용하여 커뮤니
케이션과 구매를 진행한다는 특징이 있음
● 내수시장이 폭발하는 중국 시장의 전자상거래의 경우 진출이 불가피하지만,
갈수록 증가하는 반품 요청과 위조품 대응 등이 해결과제임

(2) 대표 기업 사례
(LVMH) 프랑스에 본사를 둔 명품 소비재 대표기업 루이비통은 럭셔리 브랜드를
계속 매수해서 6개 섹터의 콩글로메리트(복합기업) 체제로 발전
41) 어린 시절부터 디지털 환경에서 성장한 세대를 뜻하는 말로 스마트폰과 컴퓨터 등 디지털 기기를 원어민
(Native speaker)처럼 자유자재로 활용하는 세대. 네이버 지식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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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젊은 층이 LMVH 브랜드에 친숙하도록 하기 위해 2009년 디지털 매거진
｢NOWNESS.com｣를 시작했는데, 단순한 온라인 판매 사이트가 아니라 ‘럭셔리
관련 무료 학습 공간’으로 기능
● LVMH Innovation Award는 아직 시장에 입성하지 못한 스타트업들을 발굴하여
창의적 아이디어를 지원함
< 표 3-3 > LVMH Innovation Award 스타트업 사례
스타트업

과제

개발 기술

위조품 피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여 생산부터 발송, 구매까지 수정이 불가한
형태로 기록을 보관함. 상품 구입시 전자증명서가 발생되고, 2차
유통된 경우에도 다음 소유자에게 소유권이 양도되어 기록이 이어짐

3DLOOK

전자상거래 반품
증가

스마트폰으로 정면/측면 사진을 2장 찍어서 바디라인을 스캔함으로써
바스트-웨스트-히프의 3개 사이즈를 측정함 → 3D아바타로 의상이나
구두 등 시착 시뮬레이션 후에 구입. 다양한 인종의 신체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Daumet

백금의 높은
오염도

텅스텐과의 합금을 통해 새로운 백금을 만들었음. 새로 발견한 백금의
경우 시간에 관계없이 광택을 유지함

ConsenSys

자료 : LVMH launches accelerator program for 50 international startups annually at Station F to
reinvent the future of luxury

◈ 프랑스 로레알(L'Oréal)의 이노베이션 사례
- 일찍부터 디지털 전략을 추진, 2018년 역대 최고의 매출을 기록. 매출 중 E커머스 매출이
전체의 11%이고, 미디어 투자의 45%가 디지털 관련임. AR관련 스타트업 ModiFace(2018년
인수)의 고객 체험형 신규 비즈니스가 매출증가에 기여
- 2018년 12월 CVC 펀드(BOLD Business Opportunities)도 설립, 유망 스타트업에 투자하고
있음
- CVC가 투자한 스타트업 「Sillages Paris」은 밀레니얼 세대를 겨냥하여 자신만의 향수를
만드는 서비스를 제공. 고객이 6개 자연성분을 고르고, 간단한 온라인 질문에 응답하면 완료.
향수 용량의 크기를 줄여서 합리적 가격으로 판매
◈ 영국 버버리(Burberry)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사례
-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단순한 마케팅 수단이 아닌 기업정신으로 삼아 버버리를 ‘디지털
미디어 컴퍼니’로 재정의. 디지털과 고객경험을 접목해 생산, 조직, 프로세스, 마케팅, 커뮤니
케이션 등 경영전반에 걸쳐 변혁을 일으키는 ‘Fully Digital BURBERRY’ 전략을 추진
- 디지털 기술 및 문화에 익숙한 밀레니엄 세대의 인지도 강화 및 참여 유도를 목표로 전체
마케팅 비용 중 60%를 디지털 미디어에 투자
자료 : 로레알의 디지털라이제이션은 「무한」의 미래로(2019/06/04), 그룹버버리는 디지털트랜스포메이션으로
어떻게 턴어라운드 했나?(2017/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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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글로벌 대기업의 오픈 이노베이션 전략
< 표 3-4 > 글로벌 대기업의 오픈 이노베이션 Best Practice

자료 : 저자 정리

(1) 이노베이션의 추진 체제
① 오픈 이노베이션 전담팀 발족
● 미국 Johnson&Johnson (제약)
- 외부와 공동연구개발은 오랜 기간 해왔으나, 250여개의 그룹사가 독자적으로
연구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체제로 프로젝트 중복 등 비효율이 많았음
- 이에 외부연대 총괄 조직으로 Johnson&Johnson Innovation 설립. 각 기능을
횡적으로 연결, 사내 연대체제를 강화, 사외 창구를 일원화
● 덴마크 LEGO (완구)
- 오픈 이노베이션 부서를 설립하여 3가지 일을 수행했는데, ①오픈 이노베이션을
추진한 선두기업 12개사를 인터뷰 조사. ②그룹 내 30개부서의 업무를 분석.
③실증 프로젝트 4건을 진행함으로써 이노베이션 추진을 위한 자사의 능력과
문화를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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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증 프로젝트에서는 거의 일어날 가능성이 없는 경우의 수까지 일부러 가정하고,
해결책에서 인사·조직구조 상의 개선점을 확인
● 프랑스 LVMH (명품 소비재)
- 글로벌 대기업들은 디지털 영역 강화를 위해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등 글로벌
IT기업 출신 임원을 채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LVMH는 2015년 애플뮤직 인터넷
라디오 비츠원의 CEO(이안 로저스)를 CDO(최고디지털책임자)로 스카웃
- 럭셔리 브랜드의 경우 희소성 가치를 헤치지 않으면서 디지털 분야의 성장을
이끌 리더가 필요한데, 이 부분에서 LVMH와 애플뮤직이 추구하는 바가
유사하다고 판단했기 때문
● 일본 DAIKIN (공조설비)
- 2000년 소규모 조직화로 스피드 제고와 부서간 경쟁의식 도입을 목적으로
연구부문을 분사했는데, 연구부서에서는 새로운 기술 seeds를 탐색하는 모
티베이션이 낮고, 사업부 담당자의 경우 스타트업에 대한 이해도가 낮아서
기대했던 성과를 얻지 못했음
- 이에 2010년 공조·화학 등 연구자와 사업부문 상품개발기술자를 모아 기계와
화학, 전기/전자가 일체화된 기술개발을 위한 사내/외 공창 추진을 목표로
TIC를 설립
참고: 이노베이션 전담팀 설치 기업이 이노베이션의 성과도 높음
- 일본 대기업 대상 이노베이션 성과를 조사한 결과, 대기업 경영진이 오픈 이노베이션 추진에
적극 공감하고, 담당 임원을 지정하고, 전담조직을 설치하여 인력, 자금 등의 지원 및 권한을
부여하는 기업이 성공하는 경우가 많았음

< 그림 3-1 > 전담팀의 유무별 성과가 있다고 응답한 기업의 비율

자료 : 21세기정책연구소, 일본형 오픈이노베이션의 연구, 2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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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전담팀은 다양한 인력으로 구성하고 주기적으로 순환
● 독일 BASF (화학)
- 오픈 이노베이션 팀에는 기획과 기술 전문가만이 아니라 비즈니스 영역(재무,
법무, 지재 등)에 강한 인재도 멤버로 포함
- 새로운 분야에 과감하게 도전하는 동시에 신사업의 리스크 관리 역시 중요하기
때문으로 초기단계부터 비즈니스 측면의 관리가 가능한 인재를 오픈 이노베이션
팀에 배치하는 것이 중요
● 일본 MORINAGA (제과)
- 투자하는 스타트업에 당사 직원을 1년간 파견을 보내는데, 인재 육성과
스타트업의 성장 관점에서 사내공모로 선발
- 대기업과 스타트업의 장점을 모두 학습하도록 하여, 복귀 시 자사 이노베이션
문화 확산에 기여하도록 함
참고: 대기업은 “IT스타트업과 인터페이스”가 될 인재가 필요
- 이노베이션은 기술적 문제가 아니라 사람간의 협동이 관건
- 대기업이 스타트업과의 연계에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사내에 스타트업을 이해하는 인재가
부족하기 때문임. 대기업이 스타트업과 연계 시 애로사항의 2번째가 ｢스타트업 프랜들리한
마인드를 갖는 사내 인재의 부족｣임
- 따라서 대기업은 스타트업을 이해하고, 같은 언어로 소통할 수 있는 사내 인재를 육성, 스타트업과의
연계를 주도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함
- 대기업 대표 및 임직원도 스타트업 대표 및 직원과 자주 접촉하도록 하여 스타트업 조
직문화에 노출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함

< 그림 3-2 > 일본 대기업이 스타트업과 연계 시 애로사항

자료 : 토머츠벤처서포트, 실천하는 오픈 이노베이션, 닛케이BP사,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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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Top-down & Bottom-up 방식을 병행
● 일본 Teijin (화학)
- 탑다운 방식으로 중장기 방향을 결정 → 어떤 분야에 주력할지 결정 →
사업전략 수립 → 전사적인 추진체제를 정비
- 동시에 바텀업 방식으로 세부적인 연구 테마와 사업 아이디어를 흡수할 시스템
구축 → 탑다운으로 내려오는 사업전략과 융합
- 조직 구조상 Middle 위치에 중간관리자급 인재를 배치, 사내 타부서와 원만한
관계를 구축
● 일본 SONY (전자·컨텐츠)
- 사내에 ｢신사업은 사장 직관으로 결정｣이라는 의식이 존재. 사업 부문간 충돌
및 세대간 격차 등 조직적 문제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의사결정 프로세스를
간소화하여 스피디한 추진이 가능
- 신규 사업 추진 시 ‘권한과 책임의 이양’을 통한 간결한 추진 체제를 구성
● 일본 Konica Minolta (사무기기·전자소재)
- 오픈 이노베이션 추진 전략으로 ‘10명의 담당자가 20개 프로젝트를 수행’이
탑다운 방식으로 내려오자 차세대 신사업을 추진할 인재를 사외에서 10명
채용하기로 결정
- 인재소개회사의 도움 없이 직접 탐색했는데, 예를 들어 실리콘벨리에서는
기술 외에 소비시장에 정통한 인재를, 유럽에서는 유럽 특유의 사회 인프라
정비 및 표준화에 정통한 인재를 채용
- 사외 인재 선발 시 기준은 기술기반이 아닌 고객기반에서 문제의식을 갖고
아이디어를 사업화까지 끌고 갈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지 판단함

(2) 오픈 이노베이션의 동기 유발
④ 유연하고 과감한 인센티브 제도
● 미국 Mondelez (제과)
- R&D 성과 평과에서 외부 아이디어를 활용하는 것이 자신이 직접 개발한 것과
동등하게 포상

IIT, 국제무역연구원 31

- 수상식은 연 1회 R&D 최고책임자가 참석하는 공식석상에서 개최함으로써
R&D 성과평가에 대한 인식 전환의 메시지를 전사적으로 발신
● 스위스 Roche (제약)
- 시니어 리더의 경우 25%의 보너스는 그들의 담당 영역의 25%에 새로운 기술을
적용했는지 여부로 결정
● 독일 BASF (화학)
- 오픈 이노베이션 활동의 성과는 기본적으로 최적의 외부 파트너를 탐색하여 실
제 제휴 및 계약까지 성사되었는지로 판단함
- 그러나 외부 파트너를 탐색했으나, 자사와의 연계성 부족 등의 이유로 계약
체결까지 가지 못한 경우에도 성공으로 판단함
- 왜냐하면 그 과정을 통해 현 시점에서 해당 사업 분야가 자사의 오픈 이노베이션
추진 영역이 아니라고 판단할 수 있는 성과를 얻었기 때문임
● 일본 TORAY (화학·섬유)
- 사외 기술을 활용한 공동연구와 라이센스도 인사고과에 기재하도록 하여 연구자의
인센티브를 제고함
- 오픈 이노베이션 관리자는 연구자의 관심이 저하된 경우 직접 연구현장을
방문하여 연구자와 직접 면담하는 등 마인드를 고취
● 일본 MITUBISHI (화학)
- 이전까지 자기평가 80점 이상이 아니면 고객에게 선보이지 않았던 것을 50점
정도에도 공개하도록 하여, 고객의 반응과 의견을 받도록 전환함으로써 고
객과 함께 창조 및 개발한다는 의식을 갖도록 함

⑤ 사내 커뮤니티 활동 및 교육 강화
● 네덜란드 Philips (헬스케어·가전)
- 오픈 이노베이션이 사내 문화로써 뿌리내리도록하기 위해서는 사원 한명 한명이
‘왜 오픈 이노베이션을 하는가?’ 그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
- 따라서 오픈 이노베이션의 우수 사례 및 실패 사례에 대한 사내 정보 공유를
추진하는 동시에 사내 오픈 이노베이션 확산을 위한 교육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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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Mondelez (제과)
- R&D부서, 부품협력사를 관리하는 조달부서, 지적재산을 관리하는 법무부서
등의 경우 외부와의 오픈 이노베이션 추진과 관련하여 공통적이고 일관된
마음가짐과 자세를 갖는 것이 중요하므로 평소 긴밀하게 교류
- 전 직원이 외부 자원 활용을 항상 의식하고, 그 탐색 및 연계방법의 노하우를
몸에 익히도록 교육
- 전담부서는 오픈 이노베이션 툴 활용 방법을 교육하고 오픈 이노베이션
커뮤니티를 운영하는데, 2~3년 주기로 커뮤니티 멤버를 교체함으로써 전체
사업부로 오픈 이노베이션의 경험 및 지혜가 확산되도록 함
- 또한 매니저 및 팀리더 후보자를 대상으로는 초기 단계부터 오픈 이노베이
션을 위한 별도의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

⑥ CEO가 오픈 이노베이션을 수차례 강조
● 일본 DENSO (자동차 부품)
- 임원이 오픈 이노베이션 활동에 관심을 갖고 공개적으로 지지 → 실무자의
모티베이션 고취 → 새로운 도전 증가 → 이노베이션 창출이 증가하는 선순환
구조를 확립
● 일본 DAIKIN (공조설비)
- CEO가 사원의 인식 변화를 위해 오픈 이노베이션의 중요성을 수차례 강조

(3) 고객·사회적 과제 해결을 위한 이노베이션
⑦ 내부적 과제를 공개
● 프랑스 LVMH (명품 소비재)
- 이노베이션의 테마는 내부 경영 과제이면서 동시에 사회적 니즈도 존재하
고 자사 단독 해결이 불가능한 것으로 선정
- 2018년 비바테크놀로지에서는 ‘위조품’이라는 심각한 경영과제 및 관련 범죄
방지라는 사회적 과제 해결을 이노베이션의 테마로 선정한 결과 블록체인 기
술을 활용하여 위조품 구별이 가능한 스타트업에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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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Konica Minolta (사무기기·전자재료)
- 지금까지 연구개발은 품질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어 중장기의 연속 프로젝트
의 경우 중지/폐지에 대한 판단 기준이 없어 복수의 프로젝트가 중복 및 정
체되는 경우가 다수
- 중장기 전략 ｢TRANSFORM 2016｣을 통해 제조업에서 솔루션 서비스업으로의
전환을 발표. 막연한 품질향상이 아니라 고객 니즈에 초점을 맞춘 솔루션
모델 개발을 추진
● 스위스 Roche (제약)
- 오픈 이노베이션 추진을 위해 외부 자문위원단(IABS. Innovation Advisory
Boards)을 설치
- 전략 및 실험설계 등 각 프로그램별 온·오프라인 쌍방의 토론을 통해 외부
전문가 조언을 청취
● 일본 Teijin (화학)
- 경영과제의 외부 공개시 오픈 가능한 영역과 오픈 불가한 부분을 명확히
구분하여 오픈 이노베이션 추진 관련 리스크를 낮춤
- 특허를 포함한 경쟁우위의 코어 기술과 제조 노하우, 제조 프로세스 등은
공개
- 반면, 그 외 사용되는 부자재 및 협력을 위한 인터페이스 등의 정보는 공개

⑧ 고객 빅데이터를 확보
● 일본 LOWSON (편의점)
- 로손에 납품하는 1,2차 식품가공 기업과 전자상거래 서비스 분야 스타트업
과 연계함
- 로손 및 식품제조사의 기술력과 스타트업의 고객 빅데이터를 결합하여 고객
수요에 맞춘 신상품을 개발
● 스위스 Roche (제약)
- 의약품 및 라이프 사이언스 분야 경쟁사들은 주로 유망한 R&D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동종 스타트업을 매수하는데 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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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면 로슈는 의료 데이터 확보의 중요성을 일찍이 깨닫고, 환자 빅데이터
확보를 목표로 기술 스타트업을 매수

⑨ 오픈 이노베이션 플랫폼을 활용
● 일본 TORAY (화학·섬유)
- 사외 이노베이션 안건 모집은 나인시그마를 활용하는데, 당사와 공동으로
이노베이션 테마를 간략하게 정리해서 국내외 연구자 및 기술자 등에 발신하
거나 또는 홈페이지에 게시함
- 나인시그마가 모집된 내용을 정리하는데, 축적된 기술조사 경험 및 트랜드
정보를 활용하여 사업화 가능성까지 포함하여 당사에 제공함
● 일본 Fuji Xerox (사무기기)
- 최종 소비자로부터 다양한 아이디어를 공모하는 공창(共創) 플랫폼, 위메이
크(Wemake)를 활용
- 공모한 아이디어 내용과 심사결과를 공개하고 우수 아이디어에 대해 표창 및 응
모자와 함께 사업화를 검토

참고: 이노베이션 중개 기업 나인시그마(ninesigma) 사례
-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한 문제 해결을 원하는 ‘수요자’와 혁신적인 솔루션을 제
공하는 ‘공급자’를 중개해주는 플랫폼 서비스 기업
- 나이키, P&G, 시스코 등 글로벌 대기업을 고객사로 보유하고 있고 2011년까지 2천개
이상의 프로젝트를 완료했음
- 사업 진행은 먼저 나인시그마가 컨설팅을 원하는 고객사의 기술적 문제를 검토 →
오픈 이노베이션 중개모델을 적용 가능한지를 판단 →

고객사의 ‘기술 제안요구서

(REP)’ 작성 보조 → 나인시그마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해 기술 공급자 후보의 ‘해결대
안’을 접수 → 고객사에게 최적의 해결방안을 연결
자료 : http://www.dailypop.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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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한국에 대한 시사점

한국은 폐쇄형 이노베이션 구조에서 개방형 이노베이션 구조로 전환이 시급
● 한국 제조업과 서비스업,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 폐쇄형 이노베이션 구조에
가까움
- 한국 제조업은 제품혁신의 83%, 공정혁신의 80%가 기업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개발되고 있으며, 서비스업의 상황 역시 유사함
<그림 4-1> 한국 제조업의 이노베이션 주체 <그림 4-2> 한국 서비스업의 이노베이션 주체

자료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18년 한국기업혁신조사, 2018.12.

● 대기업은 파괴적 아이디어가 나오기 어려운 기업 체질과 의사결정 프로세스의
복잡성, 내부에서 직접 개발한 기술만 인정하는 NIH (Not Invented Here)
신드롬이 여전함
* 이노베이션은 0에서 1로 나아가는 것인데, 대기업에서 10을 50으로, 80을 95로 키우는
업무를 해왔던 인재는 0이 1이 되는 가치를 제대로 이해·평가하기 어려움42)

- 중소벤처기업 역시 외부와 연계하지 않는 “나 홀로 R&D” 성향이 강해서 연간
1조원 규모의 중소기업 R&D 지원에도 불구하고 괄목할만한 성과가 없
음43)
* 중소기업의 외부연구 비중: (13년)8.62%→ (14년)9.17%→ (15년)5.44%→ (16년)5.42%
42) FUJITSU総研, 大企業におけるオープンイノベーション／ハッカソン.
43) 중소벤처기업부, 산학연 성과창출 극대화를 위한 오픈이노베이션 네트워크 구축방안, 2019.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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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내 오픈 이노베이션 환경 조성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추진하되

제품·기술

중심이

아니라

서비스·비즈니스 모델 중심으로 사고
* 전 세계적으로 2025년까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의한 경제·사회적 부가가치 창출
규모가 100조 달러에 달할 전망 (World Economic Forum)

● 데이터 등 지식·정보가 자유롭게 유통 및 연계되도록 조직구조, 성과평가,
조직문화 등 사회 전반을 전환해 나가야 함
● 일례로 제품 판매가 아니라 일정 기간 해당제품과 서비스를 이용할 권리를
제공하는 구독모델 등 선진적 비즈니스 모델이 확산되는 사회로 나아가야 함
* 또한 디지털 기술 발전으로 고객의 이용 상황에 맞춰 개별 커스터마이즈를 시행, 유연한
upgrade·downgrade를 가능하게 하는 쌍방향의 서비스 모델 확산도 중요

대기업은 “왜 오픈 이노베이션을 추진하는가?”에 대해 조직 내부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노베이션이 일어나기 쉬운 풍토를 조성
● 경영진은 오픈 이노베이션 추진의 필요성 및 구체적으로 무엇을 언제까지 추진할
것인가에 대해 명확하게 제시해야 함
* 한국 대기업은 지금까지 후발 추격자로서 성장해 온 탓에 외부 환경 변화를 직시하여
장기 비전을 제시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거나 혹은 장기 비전 제시의 필요성 자체를 느끼지
못했을 수가 있음
* 「오픈 이노베이션 추진」 그 자체가 기업의 경영 목표가 되어서는 안되고, 오픈 이노베이
션을 통해 무엇을 이룰 것인지가 명확하게 전달되어야 함44)

● 동질성이 강한 조직에서 다양성을 함양한 조직으로 변화
* 한국 대기업들은 아직 연공서열식 호봉제 및 대졸자 정기공채 등 동질성이 강한 조직문화를
갖고 있어 다양한 외부 연계 활동에 위화감이 적지 않음

● 직원 개개인이 기업의 오픈 이노베이션 비전과 목적을 이해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스스로 행동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을 강화하는 한편 대규모 정기공채
외 중간 경력직 채용 및 직능·기능별 인재 채용을 확대
44) 일본 오픈 이노베이션백서 2018년. p.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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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21세기정책연구소(21世紀政*研究所)｣는 오픈 이노베이션 성공을 위
한 참고사항으로 다음의 4개를 제시45)
< 표 4-1 > 대기업의 오픈 이노베이션을 위한 4대 제언(일본 21세기정책연구소)
(1)오픈 이노베이션의 방침을 대외에 명확하게 표명
- 일본 토레이(東レ)의 경우 2002년 창업 이래 최초로 적자를 기록, 4~5년 주기로 NIH
신드롬 탈피, 사외연계 강화를 핵심으로 한 중장기 계획을 발표
(2)오픈 이노베이션 대상은 자사에 강점이 있는 영역
- 스타트업과 연계 프로젝트는 자사가 강점을 갖고 있으면서 어느 정도 기술력도 확보한 영역
이어야지 외부에서 제안된 기술 및 아이디어를 평가/활용 가능하고, 교섭력 관점에서도 유리함
(3)개발자 의식개혁과 모티베이션 유지를 위한 조직적 대응
- 연구자와 기술자의 의식을 지속적으로 고취하기 위해 인센티브, 이노베이션 리더의 현장 방문
및 면담 등이 팔요
(4)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서비스업과의 연계 추진
- 제조사와 서비스업 기업의 관계가 거래관계에서 공동연구개발 파트너로 변화
- 고객 데이터를 갖고 있는 서비스업과 연계하는 것은 제조업의 상품 기획·개발자로 하
여금 보다 시장 가까이로 근접할 수 있도록 함

- 미국 엑셀러레이터 ｢500 Startups｣는 대기업의 스타트업 연계 전략으로 다음의
5개를 제시(부록3 참조)46)
< 표 4-2 > 대기업의 스타트업 연계를 위한 5대 제언(미국 500Startups)
(1)기업 내부의 당면과제 해결부터 시작할 것
- 기업 내부과제에 집중하는 것은 외부 스타트업과의 연계가 필요한 사내 과제를 명확
히 할 뿐 아니라 스타트업과의 연계에 대해 사내 지지를 이끌어내는데 효과적임
(2)실증실험을 다양하게 할 것
- 다양한 실증실험을 추진함으로써 혁신적 성과를 축적하는 동시에 리스크를 낮춤
(3)이노베이션의 구체적 목표를 설정할 것
- 구체적 목표를 지침으로 삼아 어떤 스타트업을 발굴할 것이고, 그들과 어떻게 연계
할 것인가를 검토
(4)스피디하게 진행할 것
- 관료주의적 문화에서 탈피하고, 스타트업과 연계하기 위한 스피디한 프로세스로 대응
(5)스타트업과 win-win 관계를 구축할 것
- 파트너쉽은 본래 win-win 관계임을 명심하고, 스타트업이 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
45) 21世紀政*研究所, 日本型オープンイノベーションの研究, 2015 年 4月
46) 500 Startups / 野村総合研究所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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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글로벌 레벨의 상호 호혜적 오픈 이노베이션 지원체계 필요
지금까지 글로벌 진출 수단으로써 수출에 의존했으나, 이제는 현지 기업과의
전략적 제휴 및 M&A 등 글로벌 오픈 이노베이션 참여를 통한 글로벌화 방안을
적극 검토할 시점
● 내수가 성장하는 해외 시장의 경우 한국 대기업들은 현지 스타트업에 투자
또는 M&A를 수행함으로써 시장 진출의 발판으로 활용할 필요
- 일례로 글로벌 대기업들이 인도 스타트업에 대해 투자를 늘리는데, 인도
스타트업의 우수 기술력 활용 외에도 고성장이 예상되는 인도 내수시장으
로의 본격 진출에 앞서 발판을 다지기 위함임47)
* 2017년 글로벌 VC의 투자국 순위에서 인도는 미국, 중국에 이어 3위임. 투자 안건에서 차
지하는 대인도 비율은 건수기준으로 7.2%, 금액기준으로 5.7%
* 미국 Walmart가 인도 전자상거래 기업 플립카드(Flipkart)를 인수한 것은 인도 E커머스 시
장 진출이 목적임
* 중국 Alibaba와 Tencent 역시 인도 스타트업 매수에 적극적인데, 온라인 쇼핑부터 게임,
채팅, 배달, 보험가입 등 인도 생활편의 서비스를 자사 완결형 플랫폼으로 제공함으로써
인도시장 진출 발판을 구축하기 위함임

● 신남방과 중남미 국가들이 디지털 시대 이노베이션을 추진 과정에서 자체 역량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영역이 존재하는데, 이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한국 대기업·
스타트업의 현지 진출 기회를 포착
- 현재 개도국에서는 다양한 사회적 과제를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해결하려는
이른바, ｢과제해결형 비즈니스｣ 수요가 다수 존재하고, 실제 사업화된 사례도 적지
않음
* 태국과 말레이시아 등 아세안 대도시의 경우 인터넷 환경이 정비되고 스마트폰 보급이
확대됨에 따라 디지털 기반의 라이프 스타일과 비즈니스 모델이 급속하게 확산 중
* 필리핀의 GRAB(택시호출 서비스), 인니의 GO-JEK(오토바이택시 배차 서비스), 아세안시장
전자상거래(EC) 규모가 2015년 250억달러. 인니 릿뽀그룹의 전자화폐 도입, 태국의 모바일
송금 서비스 프롬페이 등
47) デジタル時代の東南アジアビジネスの新潮流. JRIレビュー 2017 Vol.8, No.47 p.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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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일본은 정부 주도로 자국 기업의 아세안 오픈 이노베이션 연계를 지원
◈ 재태국 일본대사관은 「Embassy Pitch」를 일본 스타트업의 아세안 시장 등용문
으로 활용
- ｢Embassy Pitch｣는 일본과 태국 양국 스타트업과 대기업의 매칭 촉진을 목적으로
2016년 8월 처음 개최된 이후 금년까지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 스타트업의 ‘대기업과
연계’ 니즈와 대기업의 ‘새로운 비즈모델 구축’, ‘기존 사업의 확대’ 니즈 충족이 목적임
- 일본계 대기업은 도요타, 닛산, 혼다, 미쯔비스 등 자동차 제조사 및 미쯔이 물산,
NTT, 이토츠상사, 노무라종합연구소 태국 현지법인이 참가. 태국 대기업은 SCG(사
이아무시멘트), TCC(타이비바렛지), 사하그룹, AIS, TRUE 등이 참가
- 스타트업은 양국에서 독자 앱 또는 온라인 서비스, 클라우드, 플랫폼 관련 사업을 전
개하는 8개사가 참가
- ｢Embassy Pitch｣를 계기로 양국의 스타트업, 정부, 대기업간 연계 촉진을 위한 ｢일본·태국
이노베이션 서포트 네트워크(JTIS)｣가 발족. 태국 최대 스타트업협회 TTSA（Thailand Tech
Startup Association）와 MOU를 체결
◈ 일본 정부는 아세안 국가들의 디지털 추진 정책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일본 기업의
새로운 수익창출 기회가 생길 것으로 보고, ｢Embassy Pitch｣를 베트남 등 다른 아세안
지역에서도 개최 중
- 태국, 일본 양국 정부는 「Embassy Pitch」를 통해 양국 스타트업의 생태계 조성 및 교류를
지원하고 있음
- 아세안 국가들이 자국의 이노베이션 추진 관련하여 일본 정부 및 기업에 기대하는 역할이
2개 있는데, 일본이 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경우 일본 기업의 아세안 진출이 보다 수월
할 것으로 예상 (Japan Research Institute, 2017)
- ①아세안 국가의 디지털 정책은 현실적으로 자국의 대기업 중심으로 추진될 것이며, 아
세안의 유망 스타트업에 대해서는 일본 정부가 지원
- ②동 협력 관계를 향후 경제연대협정(EPA)의 ｢비즈니스 포럼｣으로 발전시켜, 현지 정부
와 일본 기업간 우호적 관계를 구축하는 장으로 활용

<그림4-3> ｢Embassy Pitch｣ 기본구조

<그림4-4> ｢Embassy Pitch｣ 행사사진

자료 : 재태국 일본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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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중소·스타트업 및 대기업이 오픈 이노베이션 과제를 상시적으로 공개하고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오픈 이노베이션 플랫폼을 구축할 필요
* 현재 한국 중소·스타트업 및 대기업의 글로벌 오픈 이노베이션 수요는 높아지고 있으나,
이를 실현하기 위한 글로벌 연계 허브 채널이 부재

● 동 플랫폼에서 한국 대기업은 자사 단독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를 공개
→ 국내외 스타트업 및 해외 대기업이 해결책을 제시
● 한국 중소·스타트업이 자사의 기술·솔루션을 홍보 → 글로벌 대기업·스타트업
및 국내 대기업이 이노베이션 연계를 문의
* 이노베이션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디지털 방식의 플랫폼 상에서 다양한 기업들이 새로운
제품 및 솔루션을 상상·설계·개발 및 배치할 수 있어야 함48)

< 그림 4-5 > ｢상호 호혜적 오픈 이노베이션 플랫폼｣ 모델

● 또한 공공 및 민간의 인프라를 스타트업의 테스트베드로 제공함으로써 스타트업이
실적확보 및 고객 피드백 등을 활용하여 스케일 업할 수 있도록 지원
- 스타트업이 초기 시장형성과 판로개척이 어려워 사업화가 진전되지 못하는
경우나 사업화에는 성공했더라도 실제 판매‧납품 실적 없이는 기존 시장의
진입장벽을 뚫기 어려운 경우가 많음
* 서울시가 지하철·도로시설 등을 개방49)한대 이어, 코엑스 등 대규모 민간 시설이 AI,
AR/VR 등 다양한 분야에서 스타트업의 테스트베드 사업을 실시50)

48) Accenture, Harnessing the Power of Entrepreneurs to Open Innovation, 2015.
49) 소셜타임스, 서울시 '테스트베드'선언...1500억 투입 혁신기업 1000개 지원, 2019.05.28.
50) 연합뉴스, 코엑스, 민간 첫 스타트업 테스트베드로 활용, 2019.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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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독일은 민간 주도로 글로벌 오픈 이노베이션을 추진
◈ 오픈 이노베이션 온라인 플랫폼으로 『Beyond Conventions』 상시 운영
- 독일의 지멘스, 티센그룹, Hanie 등 대·중견기업들이 오픈 이노베이션이 필요한 자사의
과제를 온라인 플랫폼 (Beyond Conventions) 에 공개 → 글로벌 스타트업이 솔루션을 제시
- 2019년 기준 12개국 250개 스타트업이 신청했고, 이 중 40여개 스타트업이 독일로 초청됨
- 온라인포탈(홈페이지)과 오프라인밋업(CTO 평가) 등 2가지 포맷으로 진행
◈ 또한 상공회의소가 해외 경쟁력 있는 스타트업을 발굴하여 독일로 초청, 자국내 기업들과의
이노베이션 연계를 지원
- 독일연방 상공회의소(DIHK), 독일 지역상공회의소(IHK), 해외 독일 상공회의소(AHK)가 공동
주최. 2018년에는 Insure Tech, Smart City, Logistics & Mobility 산업군의 스타트업을 모집

<그림4-6>대·중견기업 제시과제(온라인)

<그림4-7> 2019 밋업 현장(오프라인)

자료 : https://www.beyondconventions.de/

<그림4-8> 한국스타트업 초청(한독상공회의소)

<그림4-9> 참가한 글로벌 스타트업

자료 : https://startupgermanytou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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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1: GPT (General Purpose Technic)
(GPT 개념) 인류발전 역사에서 경제성장과 사회변혁을 초래한 기술은 다양한데,
범용기술(GPT)는 그 중에서도 특히 사회 전체에 적용 가능하고, 여러 용도로
융합될 수 있는 기간(基幹)기술을 의미
● GPT(General Purpose Technic)의 개념은 인류가 특정 기술을 발전시키려는
경제적 인센티브와 경제성장 간 관계 규명을 목적으로 처음 도입51)
● GPT에는 기원전 약 1만년 전에 시작된 ‘식물 재배’와 ‘동물 가축화’부터 21세기의
‘나노테크놀로지’까지 총 24개가 해당
● 특히 18세기말 ~ 19세기초 등장한 ‘증기기관’, 19세기후반 ~ 19세기말의 ‘철도’,
‘내연기관’, ‘전력’, 20세기 등장한 ‘컴퓨터’, ‘인터넷’이 대표적인 범용기술로
언급되고 있음
< 24개 범용기술 목록 >
No.

GPT

시기
BC90008000년
BC85007500년

분류

No.

프로세스

13

프로세스

GPT

시기

분류

철도

19세기중반

프로덕트

14

강제기선
(鋼製汽船)

19세기중반

프로덕트

1

식물의 재배

2

동물의 가축화

3

광석의 제련

BC80007000년

프로세스

15

내연기관

19세기말

프로덕트

4

바퀴

BC40003000년

프로덕트

16

전기

19세기말

프로덕트

5

필기

BC34003200년

프로세스

17

자동차

20세기

프로덕트

6

청동

BC2800년

프로덕트

18

비행기

20세기

프로덕트

7

철

BC1200년

프로덕트

19

대량생산

20세기

조직

8

물레방아

중세 초기

프로덕트

20

컴퓨터

20세기

프로덕트

9

3본 마스터 범선

15세기

프로덕트

21

린 생산방식

20세기

조직

10

인쇄

16세기

프로세스

22

인터넷

20세기

프로덕트

11

증기기관

18세기말.
19세기초

프로덕트

23

바이오테크놀로지

20세기

프로세스

12

공장

18세기말.
19세기초

조직

24

나노테크놀로지

21세기

프로세스

자료 : Richard G. Lipsey, Kenneth I. Carlaw, and Clifford T. Bekar,（ 2005）. Economic Transformations:
General Purpose Technologies and Long Term Economic Growth., Oxford University Press. 일본
총무성(2018) 재인용.
51) Bresnahan, Timothy and Manuel Trajtenberg (1995), “General Purpose Technologies ‘Engines of Growth?”, Journal
of Econometrics, 65, 일본은행금융연구소 1999.2.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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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PT는 ‘이노베이션 보완성52)’과 ‘네트워크 외부성53)’을 동시에 갖고 있는데,
이 두 가지가 상호 긴밀한 메커니즘으로 작용함으로써 이 기술이 경제·사회에
미치는 파급력이 엄청남
참고)범용기술인 ‘전력’이 갖는 이노베이션 보완성과 네트워크 외부성(다비드
(1990)과 크래프트(1996))
- 미국에서 최초 대규모 발전소가 건설된 19세기말 20세기까지는 아래의 ‘이노베이션 보
완성’과 ‘네트워크 외부성’이 아직 나타나기 이전으로, 전력이 공장의 동력원과 가정내
조명 등으로 도입되는 속도가 매우 완만했음
- 1)이노베이션 보완성: ①전동기 발명으로 ‘회전력’이라는 응용 가능성이 높은 힘을 확
인함. 이에 선반, 벨트컨베이어, 송풍기 등 산업기계가 탄생하고, 기계의 전동화가 진행됨
으로써 전력의 용도가 크게 확대. ②화학공업 등 신규 산업에서 전력이 사용되고, 라디
오 등 가전 전기제품의 등장, 공장건설 및 건물내 전력 사용에 적합한 형태로의 변경
등 응용분야로 혁신이 확대
- 2)네트워크 외부성: 전력이 점차 보급되기 시작하여 발전/송전 시스템 개량과 규모의
경제성 발휘 등을 통해 전력 가격이 실질적으로 하락
-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러한 이노베이션의 보완성과 네트워크 외부성의 종합적
효과에 따라 전력 보급률이 급속하게 상승, 광범위한 영역에서 생산 활동이 효율화

4차 산업혁명시대 ICT에 기반한 디지털 기술인 CPS54) 역시 우리 경제·사회에
미치는 막대한 파급력을 고려할 때 GPT와 동등한 기술로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임
● 오늘날 전 산업에 걸쳐 활용되는 정보통신기술(ICT)은 생산성 향상을 위해
활용되는 도구(tool)로써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바, GPT에 해당됨
- ICT는 모든 분야에서 사용되고, ICT가 실현하는 가상공간 속에 무수한
아이디어의 조합이 시행됨
52) 이때 응용분야의 이노베이션은 물질적 기술에 한정되지 않고 산업기계를 조작하는 스킬이나 경영조직 등까지도
포함되는데, 이런 점에서 GPT는 기술혁신의 종착점이 아니라, 발전적 미래를 위해 기회를 제공함: Bresnahan,
Timothy and Manuel Trajtenberg (1995)
53) 예를 들면 ①전화처럼 구입자 수가 증가하면 효용이 증가(직접적 효용 증가). ②가정용 VTR처럼 시장에서 지배
적 위치를 확보하고 있는 가정용 비디오테이프 재생기를 선택함으로써 고객은 테이프를 싸게 구입가능하고, 많
은 고객과 테이프를 교환 가능(간접적 효용 증가). ③자동차 등 내구소비재 등에서 구입자가 점유율 높은 특정
상품을 구매할 경우 충실한 A/S를 얻을 수 있음 (Katz, Michael and Carl Shapiro (1985), “Network Externalities,
Competition and Compatibility”, American Economic Review, 75 (3). 일본은행금융연구소 1999.2. 재인용.
54) 4차 산업혁명이란 ｢물리적 세계와 인터넷 가상 세계가 결합한 사이버물리시스템(CPS, Cyber-Physical Systems)｣으로
정의됨 (2016년 다보스 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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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 산업혁명 시기는 증기기관 등장에 따른 기계화, 2차는 전력에 따른 대량
생산화, 3차는 컴퓨터와 인터넷 발전에 따른 자동화가 진행되었고, 4차 산업혁명은
CPS가 도입될 것으로 예상
● CPS(Cyber Physical System)는 디지털 트윈 개념을 제조시스템에 적용하기
위한 방안55)
- CPS는 물리적 공간에 존재하는 생산 시스템을 사이버 공간의 디지털 트윈
(Digital Twin)과 연동해 시뮬레이션으로 제어할 수 있도록 하는 디지털 제조의
기술
* 이를 통해 제품의 설계 시, 설계의 구현 가능성, 성능, 품질 등을 사전에 검증하고 제품의
기획, 설계 과정을 최적화함

● 향후 IoT, AI가 본격 확산될 경우 모빌리티 영역(자율주행차 등장, 도로교통
체계 변화), 스마트시티·스마트하우스(HEMS56), IoT 가전 등 라이프스타일 변
화), 스마트헬스케어(체온·혈압 측정용 웨어러블 단말기 등장) 등에서 엄청난 파급
력이 예상57)
< 산업혁명의 역사 >

자료 : 동아 비즈니스 리뷰 166호, 4차 산업혁명이 시작됐다. 기계가 소통하는 사이버물리시스템 주목하라,
2014.12.
55) 테크월드, 제조업의 미래 바꿔 나가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2019.01.08
56) Home Energy Management System
57) 일본 정보통신백서 20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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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2: 글로벌 대기업의 오픈 이노베이션 사례

1

로슈(Roche)

기업 개요
● 스위스 바젤에 본사를 두고 있는 로슈(Roche) 그룹은 1896년 설립된 이후
120여 년 동안 의약품 및 진단 서비스를 개발하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 지난 1898년 감기 시럽 ‘시 롤링’과 1930년대 합성 비타민 ‘레더 손’의 성공으로
사업을 확장한 뒤 항암 화학요법제 등 합성의약품(난치병치료제) 연구개발에
주력
● 2017년 574억 달러(한화 약 64조6400억원)의 매출을 올리며 존슨앤드존
슨, 화이자와 함께 매출 기준 상위 3대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임
● 현재 23개의 FDA 선정 ‘혁신 치료제’와 30개의 ‘세계보건기구 필수의약품’을
보유하며 인류의 공중보건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58)

1) 추진 배경
글로벌 제약업계는 원래 폐쇄적 연구개발을 고수해왔으나, 아래의 4개 요인을
배경으로 점차 개방적 연구개발 시스템을 도입

58) ‘글로벌 제약서 뭘먹고 컸나?’, 헬스코리아뉴스, 2018.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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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대형 신약특허 기간만료, ②신약 개발을 위한 질환의 분자표적 고갈, ③투입
연구비 대비 신약 개발성과 저조, ④사회 환경 변화(저출산·고령화로 정부의
사회보장비 억제) 등

신약 개발을 위한 임상시험 프로세스에 AI 기술을 적용할 경우 효율성이 크게
개선되어 환자별 맞춤형 솔루션 제시가 가능해 짐
● 최근 진단기술과 바이오 제조사들의 성장 등에 따라 환자의 상태별 맞춤형
솔루션 제안이 제약업계의 새로운 과제로 부상
● 이를 위해서는 실제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임상시험이 중요한데, 현재 임상
시험의 프로세스가 매우 비효율적임
- 신약 개발부터 FDA 승인까지 총 3단계의 임상을 거치는데, 1단계를 시작
한 신약 중 최종 FDA 승인을 얻는 경우는 10% 미만
- 임상이 도중에 중단되는 이유 중 하나는 환자 모집의 어려움 때문
* 모집 기한 내 충분한 수의 환자를 모집하지 못한 임상이 전체의 약 80%. 3단계에서
중단된 임상의 경우 환자 부족 이유가 1/3을 차지59)
* 주치의가 환자에게 임상시험의 정보를 제공하며 참가를 권유하기도 하는데, 이는 극히
일부임. 절대 다수의 경우 환자가 현재 진행 중인 임상시험의 정보를 제공하는 공공
데이터베이스 ｢ClinicalTrials.Gov｣을 일일이 직접 검색해야 함60)

● AI 기술을 적용하면 환자의 진료기록부터 정보를 추출하고, 모집 중인 임상과
대조하여 최적의 안건을 환자에게 제안할 수 있음
- 실제로 의료분야 AI에서 가장 수요가 높은 것 중 하나가 전자 건강기록과 검
사 화상자료 등 진료 기록으로부터 정보를 추출하는 것임

59) 현재 미국에서 환자 모집하는 임상시험은 1만 8천건 이상. 유방암만으로도 약 1천건 이상.
60) 임상시험개혁의 특효약, AI에 집중되는 기대. 일본경제신문. 2019.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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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약업계의 비효율적 임상시험 진행 과정 >

자료 : CBINSIGHTS

로슈는 2012년경 R&D 프로젝트의 대다수가 개발 후기단계로 접어들자, 신규
개발 프로젝트를 확충하기보다 개발 후기 임상시험 효율화를 목적으로 오픈
이노베이션을 적극 추진
* 화이자 등 대형 제약회사들의 R&D 예산은 1995년 150억달러에서 2009년 450억달러
로 증가했지만, 연간 신약 출시 건수는 1997년 이후부터 최근까지 44% 감소
* 글로벌 제약사가 신약 하나를 개발하는데 투입되는 비용은 2010~2013년 18% 증가했지
만, 투자 수익률은 70% 감소(올리버 와이만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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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추진 내용
(1) 철저한 준비과정
로슈는 처음부터 오픈 이노베이션 프로젝트를 바로 추진한 것이 아니라 구글,
페이스북 등 기업가정신이 뛰어난 기업들을 방문, 사전 학습과정을 거쳤음
● 특히 사내에서 새로운 변화에 대한 거부감이 강한 관리부서 담당자와 함께
방문하여 기존의 폐쇄적 이노베이션 방식을 탈피, 오픈 이노베이션 추진의 필
요성을 인식시킴
● 또한 오픈 이노베이션의 선진 사례인 P&G 등을 방문하고, 나인시그마 등
이노베이션 서비스 기업 5개사로부터 자문을 받는 등 자사에 어떤 오픈
이노베이션 추진 방식이 적합할지를 세밀하게 검토

(2) 소규모로 시작
처음에는 린 스타트업 방식으로 소규모로 시작하여 서서히 활동규모를 확대했음
● 참가 부서들은 ‘고객에 대한 접근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나?’, ‘고객에게 무엇을
제공할 수 있나?’, ‘변혁이 필요한 것은 기술인가? 시스템인가?’ 등의 질문부터
검토
● 처음에는 참가의사가 있는 부서를 자유롭게 동 활동에 참가시켰는데 관심이
저조했음
● 이에 사내의 각 사업부를 대상으로 이노베이션 과제를 조사 → 각각의 과제별
외부 기술을 매칭하는 형태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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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오픈 이노베이션 Tool
로슈는 M&A를 적극 활용했는데, 2009년 3월 미국 바이오 벤처 선구자인
Genentech(샌프란시스코 본사)를 매수(468억달러)하여 자회사함
● 제넨텍(Genentech)은 벤처투자자 밥 스완슨과 캘리포니아주립대 샌프란시스코
분교(UCSF)에서 유전자 재조합 기술을 연구하던 허버트 보이어 교수가 공
동 창업한 회사61)
- 제넨텍은 항체바이오 신약의 신 시장을 개척했고, 세계 최초 유방암 치료용
바이오 신약 허셉틴을 비롯해 리툭산·아바스틴 등 매년 8조~10조원씩 팔리는
블록버스터 신약 개발을 성공
● 로슈의 제넨텍 매수 당시에는 보수적인 유럽 제약 대기업과 기업가정신이 충만한
미국 벤처기업은 기업 문화가 서로 너무 상이하여서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는
시각이 많았음
● 그러나 결과적으로 제넨텍의 린 스타트업 방식 등이 후에 로슈의 오픈 이노베이션
활동 추진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가 지배적
● 또한 이후 거대 바이오 기업들과 R&D센터, 제약 관련 전공자들이 제넨텍과 같
은 혁신 바이오 벤처를 꿈꾸며 남샌프란시스코로 집중되면서 동 지역 주
변이 바이오 클러스터로 발전
* 스탠퍼드대·UCSF·UC버클리 등 명문 대학의 우수한 연구 인력들이 창업에 나섰고,
실리콘밸리의 벤처캐피털(VC)들도 넘어왔음. 40년 만에 인구 10만 명의 작은 도시가
세계 최고의 바이오 클러스터(집적단지)로 부상. 현재 축구장 283개 크기의 남샌프란시스코
바이오밸리에는 200여 개의 글로벌 제약사·벤처가 집적하여 2만여 명이 일하고 있음

또한 2018년 2월 AI를 활용한 실시간 종양 데이터 분석 스타트업인 플랫아이언
(Flatiron Health)을 19억 달러에 인수62)
61) 바이오 1위 제넨텍 20조 신화, 시작은 40년전 맥주잡담. 중앙일보. 2016.7.1.
62) techcrunch, Swiss pharma company Roche is buying Flatiron Health for $1.9 billion, 2018.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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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랫아이언은 2014년 암 전용 전자진료기록(EMR) 사업을 영위하는 미국 알토스
(Altos Solution)를 매수한 스타트업으로, 로슈는 플랫아이언 인수를 통해 환자
데이터에 직접 접속할 수 있게 됨63)
- 플랏아이언의 ｢OncoEMR｣은 200만명 이상의 암 환자 전자기록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고, 이를 연구목적으로 사용하는 임상의가 2500명 이상임
● 로슈는 이 외에도 Foundation Medicine(美)64), Viewics(美)65) 등 인공지
능 및 딥러닝 등 데이터 기반 스타트업과의 오픈 이노베이션을 적극 추진66)
< 로슈의 오픈 이노베이션 활동 >
구분

기업/기관명

세부

라이프사이언스
분야

Uppsala BIO
(NPO)

Uppsala의 BIO-X 프로그램을 통해 학술성과로부터 사업화
가능성을 검토 전략적 제휴. (2011년 9월)

혈액 검사

Constitution
Medical, Inc.

고난위도의 혈액검사 시스템 개발을 수행. 2.2억달러에 매수
(2013년 7월)

미생물 진단

GeneWAVE

선진적 임상용 미생물 진단 솔루션 개발. 1.9억달러에 매수
(2015년 8월)

게놈 툴 개발

Kapa Biosystems

라이프사이언스 분야에서 게놈 툴 제공 (2015년 8월)

자료 : JOIC(Japan Open Innovation Council)

(4) 자기파괴적 혁신기술 개발
미래 사업 분야로 DNA sequencer(염기서열분석) 솔루션 개발에 주력, 자기파괴적
혁신을 추진
● 로슈는 그룹내에 DNA 서열분석기술개발을 목적으로 Roche sequencer
solution을 설립

63) 플랫아이언은 당시 의료기관과 라이프사이언스 기업용 클라우드 해석 플랫폼을 판매했는데, 암전문병원들이
Altos의 EMR를 사용하고 있었음
64) 유전자 검사 사업
65) 의료데이터 분석 사업
66) 임상시험개혁의 특효약, AI에 집중되는 기대. 일본경제신문. 2019.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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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NA 서열분석과 같은 신기술은 기존 기술을 대체할 가능성이 높은데, 로슈는
타사에게 이 시장을 뺏기는 것보다 스스로 개발해야 한다고 판단
- 동 영역에서도 관련 분야 임상연구를 수행하는 기업 및 데이터플랫폼 기업과
협력하여 전략적 투자 및 공동연구 등을 추진 중임

3) 성과 요인
(1) 외부 자문위원과 온/오프라인 대화
외부 이노베이션 자문위원(IABS. Innovation Advisory Boards)을 구성
● 로슈는 오픈 이노베이션 추진을 위해 외부 유식자로부터 조언을 얻을 목적으로
IABS를 설치하여, 전략 및 시험 설계 등 각 프로그램별 온/오프라인 쌍방의
대화를 추진했는데, 실제 오프라인 토론에서 깊이 있는 조언을 얻었음

(2) 인센티브 설계
로슈는 사내 오픈 이노베이션 활동을 확산시키기 위해 인센티브에도 변혁을 실시
● 시니어 리더의 경우 25%의 보너스는 그들이 담당하는 업무의 25%에 새로
운 기술을 적용했는지 여부로 결정

(3) 데이터 보유·분석 스타트업 인수
의료 데이터 확보의 중요성을 일찍이 깨닫고, 장기적 관점에서 AI 등 기술
스타트업에 과감한 투자
● 의약품 및 라이프 사이언스 분야는 제품 및 서비스 개발에 10년, 투자 회수에
10년, 합이 20년이 소요되는 장기 투자가 대부분임
● 동종 경쟁사는 거액을 투자한 신약 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기업을 매수하
는데 반해, 로슈는 환자 데이터 확보를 위한 IT 분야 스타트업을 전략적으로
매수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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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몬델리즈 (Mondelez)

기업 개요
● 오레오나 리츠 등 제과 브랜드를 갖고 있는 미국 식품 대기업
● 몬델리즈 인터내셔널사(Mondelēz International)는 1903년 모기업인 크래프트에서
시작해 2012년 크래프트푸드에서 글로벌 제과사업을 위해 분사된 기업
- 초콜렛과 비스켓, 사탕, 분말음료에서는 세계 1위, 껌과 커피는 세계 2위
기업임
- 현재 50개 이상의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는데, 대표적 브랜드로 ‘호올스
(Halls)’, ‘토블론(Toblerone)’, ‘밀카(Milka)’, ‘캐드베리(Cadbury)’, ‘필라델피아
(Philadelphia)’ 등임

1) 추진 배경
식품업계에서 몬델리즈는 최다 특허 보유 기업인데 대부분의 특허가 기간 만료가
다가오는 상황에서 업계 경쟁은 한층 더 치열
● 이는 몬델리즈만의 문제라기보다 캘로그, 제네럴밀, 팹시 등 가공식품 대기업
전체의 점유율이 2010년 전후로 하락. 반면 신생 기업들이 다수 등장
* 일례로 스낵바 카테고리의 경우 기존에는 캘로그, 제네럴밀이 과점했었으나, ThinkThin(2000년
창업), KIND(2004년), Quest(2010년) 등 신생 기업이 시장에 진입, 대기업과 치열한 점
유율 경쟁을 벌임

67)薬事日報, スイス・ロシュ 癌解析ソフトウェア企業を傘下に‐総額19億ドル、個別医療を推進, 20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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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efferies(글로벌 투자은행)에 따르면 식품업계에서 중요시되는 상위 54개 부문중 42
개 부문에서 과거 5년간 소기업이 대기업의 시장점유율을 앞섰음68)

미국 시장에서 밀레니얼 세대가 주 고객층으로 부상했는데, 건강지향형의 헬시와
웰니스 과자를 선호하고, 자신의 식생활 경험을 SNS 등을 통해 공유하는 등 기존
고객과는 다른 특성을 보유
● 헬시와 웰니스 시장은 당초 대기업의 주류 가공식품에 대항하는 대체시장으로
출발하여 점차 영역을 확대했음
● 디지털 기기 활용이 익숙한 밀레니얼 세대의 70% 이상은 자신의 식생활 경험의
계획·구입 등을 SNS를 통해 공유
● 밀레니얼 소비자는 일방적 광고에 반응하지 않고, 자신의 취향에 맞춰 독
창적이고 신뢰할만한 브랜드를 리서치하여 탐색하게 된 결과, 식품업계는 마케
팅과 유통에 투자하는 금액을 대폭 축소69)

2) 추진 내용
(1) 오픈 이노베이션의 목표와 과제
몬델리즈는 이전에도 혁신적 기술과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외부에서 적극적으로
탐색했으나, 실패한 경험이 있음70)
● 당시는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해 달성해야 할 목표와 해결해야 할 전략적 과제가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 성과를 얻는데 실패했음

이에 2010년 밀레니얼 세대 타깃의 헬시·웰니스 신제품을 경쟁사보다 빨리
개발하기 위해서는 외부와의 협업이 필수라고 인식, 먼저 오픈 이노베이션의
목표와 전략적 과제부터 설정
68) techcrunch. We are on the verge of a consumer M&A avalanche. 2016.11.
69) JP techcrunch. 소비재 업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M&A 눈사태. 2016.11.
70) JOIC(Japan Open Innovation Council), 해외기업 오픈이노베이션 사례 9.Mondele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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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진은 우선 무엇을 실현할 것인가(=what)를 명확히 하고, 각각의 전략
적 과제를 어떤 방법으로 연계할 것인가를 모색하는 방식으로 전환
- 오픈 이노베이션의 목표는 “단순한 제과기업에서 탈피, 건강과 웰니스를
실현하는 세계적 소비재 기업으로 성장”, 과제는 “低염·低포화지방, 천연의
색소·감미료로 대체” 등 구체적 설정
● 먼저 자사 상황에 적합하게 오픈 이노베이션을 정의, 이를 전사적으로 공유하는
동시에, 외부에도 적극적으로 홍보
- 몬델리즈에게 있어 오픈 이노베이션은 “자사단독으로는 상업화가 불가한
아이디어를 win-win 관계에 기초하여, 상호 이익을 수혜하는 파트너십” 인
동시에,
- “기존 거래처와 지금까지의 조달관계가 아니라 협업을 통한 새로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려는 노력”으로 정의

(2) 오픈 이노베이션의 전담부서 조직
오픈 이노베이션 활동을 사내에 넓게 확산시키는 활동을 추진할 전담부서를 조직
● 린스타트업 방식으로 전담부서는 4~5명으로 구성, 오픈 이노베이션의 툴을
개발하고, 활용 방법을 사내에 교육하는 역할을 부여
- 그 중 싱가포르와 미국 거점에서 활동하는 2명에게 ‘얼라이언스 메니저’라는
직책을 부여
- 전 세계 외부 조직과의 폭넓은 협업관계를 구축하고, 기술 활용 및 협업 프
로세스를 관리하는 등의 역할을 맡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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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오픈 이노베이션의 커뮤니티 구축
전담부서 외 30명 규모의 오픈 이노베이션 커뮤니티를 구축하여, 매월 정기적으로
근래의 가장 성공적인 오픈 이노베이션의 사례를 공유하고, 논의
● 이 커뮤니티에 소속된 인재는 신규 프로젝트를 이끄는 리더에게 각 단계별로 오픈
이노베이션을 제대로 추진하고 있는지를 체크하는 핵심질문(big Question)을
던지는 역할을 수행
● 만약 이 핵심질문에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프로젝트는 다음 단계로
진행되지 못하기 때문에 프로젝트 리더는 처음부터 항상 외부 리소스의 적극적
활용을 습관화하고 있음

(4) 오픈 이노베이션 tool
오픈 이노베이션의 과제별로 다양한 툴을 활용
① 온라인 공모
● 예를 들어 보안성이 낮고, 세계적으로 폭넓은 아이디어를 공모해야 하는 경우는
나인시그마(NineSigma) 등을 활용하는데 공개된 주요 테마는 다음과 같음
< 몬델리즈의 외부 협업기관 및 아이디어 공모 테마 >
구분

테마

내용

전략적 니즈

몸에 좋은 재료를 활용한
제품 생산

제품 성분에서 나트륨과 포화지방산 함유량을 2020년까지
10% 감소를 목표로 공동연구 파트너를 공모.

절도방지 시스템

절도가 빈번해서 대형 소매체인점에서는 Tindent 껌을
아예 매대에 진열할 수 없을 정도로 피해가 큼. 문제해결을
위한 절도방지 시스템의 아이디어를 공모

공동개발한 재사용 가능한
패키지의 아웃 라이센싱

제조공정에서 기존 제품보다 고객 만족도가 높고, 여러
번 열고 닫고가 가능한 패키지의 라이센싱 제조사를
모집

업무 관리

아웃 라이센싱

자료 : NineSigma

② 엑셀러레이터 프로그램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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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몬델리즈는 대형 소매체인점과 공동으로 ‘Shopper Futures’(쇼핑의 미래를
생각한다)라는 엑셀러레이터 프로그램을 운영, 디지털 마케팅 영역의 스타트업과
연계
- 동사는 2012년부터 ‘Mobile Futures’(모바일 마케팅에 특화)를 시작으로
2015년 미국, 캐나다에서 ‘Shopper Futures’를 운영했는데, 2016년에는 이를
독일 및 스위스 등 유럽으로 확대 운영
● 엑셀러레이터 프로그램 운영의 목표는 “소매체인점에서 기술을 활용한 마케팅
및 세일즈 프로모션 관련 매출 확대 및 비용 절감”
- 3대 과제는 ‘타케팅 비용 절감’, ‘정교한 타겟팅으로 상품 제공’, ‘상품 판매
확대’
- 방식은 “마케팅 및 쇼핑체험 솔루션 관련 스타트업과 공동으로 몬델리즈의
제과 브랜드를 이용하여 소매점에서 실증실험”
- 실증실험은 90일간. 프로그램 참여 스타트업은 설립 4년 이내 기업으로 제한
- 특정 프로그램의 경우 이전 대비 21%의 마케팅 비용 절감효과를 올림

3) 성과 요인
(1) 전담부서와 커뮤니티 활동을 통한 철저한 사내교육
몬델리즈는 다양한 방법으로 전 직원이 외부 리소스 활용을 항상 의식하고 그
탐색 및 연계방법의 노하우를 몸에 익히도록 하는 활동을 추진
● 전담조직이 오픈 이노베이션 툴의 활용 방법을 전사에 교육시키고, 커뮤니티
인재가 이노베이션 리더에게 핵심 질문을 하고, 2~3년 주기로 커뮤니티 인재를
교체함으로써 오픈 이노베이션 경험을 전사로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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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메니저 및 유망한 리더 후보자를 대상으로 조기 단계부터 오픈 이노베
이션을 철저히 교육하기 위해 별도의 연수 프로그램도 운영

(2) 인센티브 제도 정비
R&D 성과 평과에서 외부 아이디어를 활용하는 것이 자신이 직접 개발한 것과
동등하게 포상
●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해 외부 기술과 특허 라이센싱을 추진한 담당자 및
부서에게는 내부에서 특허기술을 직접 개발했을 때와 동등하게 포상
- 수상식은 연 1회 R&D 최고책임자가 참석하는 공식석상에서 개최함으로써
R&D 성과에 대한 내부 평가가 유연하게 바뀌고 있음을 확실한 메시지로 발신

(3) 사내 각 사업부와의 연계
각 사업부내에서의 긴밀한 커뮤니케이션
● 예를 들어 R&D부서, 부품협력사를 관리하는 조달부서, 지적재산을 관리하는
법무부서 등의 경우 외부와의 오픈 이노베이션 추진에 관한 기본적 자세를
통일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평소 긴밀한 교류가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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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이킨 공업

기업 개요
● 다이킨 공업 주식회사는 1933년 불소화학 연구개발 및 생산에서 시작하여 현재
냉매부터 기계개발, 제조/판매, A/S까지 직접 수행하는 종합 공조(공기조절)
제조사로 90년 전통을 가짐
- 히트펌프(공기 중에서 열을 모아서 이동시킴), 냉매 제어기술(열을 효율적으로
운반), 인버터(절전성과 쾌적성 제고) 3개의 공조 코어기술을 보유

1) 추진 배경
근년 저출산·고령화로 노동인구 감소로 기업의 ‘근로 방식의 개혁’ 및 ‘건강
경영’이 중요해짐에 따라 사람이 보다 효율적이고, 창조적으로 일할 수 있는
오피스 공간 실현이 필요
● 오피스 환경과 근로자의 생산성 및 건강 간의 인과관계는 현재 밝혀진 바가 없어
개별 기업 차원의 연구로는 대응이 불가
● 다이킨이 새로운 가치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IoT와 AI, 인더스트리4.0, 등 공조
영역 외 신기술 트랜드와 개념을 적극적으로 도입, 오픈 이노베이션이 필수
불가결함
● 또한 기존의 공조 사업에서 자사의 코어기술(히트펌프 인버터 불소화학 등) 개발을
큰 폭으로 효율화하고, 속도를 개선할 목적으로 오픈 이노베이션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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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추진 내용
(1) TIC 설립
동사는 공조·화학 등 연구자와 사업부문 상품개발기술자를 모아 기계와 화학,
전기/전자가 일체화된 기술개발을 위한 사내/외 공창 추진을 목표로 「TIC:
테크놀로지 이노베이션 센터」 설립
● TIC는 오픈 이노베이션에 의한 협창(協創)을 목표로 기술개발의 거점으로서
이노베이션 창출을 추진했는데, R&D 분야에서 글로벌 마더(mother)71)를 지향
● 신흥국 중심으로 공조 및 불소화학 시장이 급속히 확대되는 상황에서 각
현지시장에 적시의 상품 투입과 다양한 연구개발 테마 간의 상호연계 및 우
선순위를 결정, 성과 창출의 스피드를 제고함
● 2004년 당시 CEO로부터 TIC 설립 구상이 발표되었고, 탑다운 방식으로
2015년 11월 설립까지 10년 소요되었음72)

일본내 3개 지역에 흩어져 있던 연구소의 기술자를 집약, 약 600명 인력을
집중시킴
● 기존 연구부문은 통째로 TIC로 이전했고, 사업부문으로부터도 선행연구 담
당자가 집결
● 사업부문 기술자를 TIC 겸임으로 임명하여 TIC에는 다양한 경력을 갖는 인력
이 근무하도록 함
● TIC에는 연구부문과 사업부문의 기술자가 모여 있는데, 단순 교류의 장을 넘어
이노베이션의 허브역할을 수행하고, 다이킨 전체의 조직문화 개선에도 기여
하도록 함
71) 마더 공장(Mother Factory)이란 다른 공장에서는 수행하기 어려운 첨단 제품을 기획하거나, 신규설비를 도입
하여 생산혁신을 주도하는 기능을 수행.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일본지식정보센터
72) 10년 이라는 장기간이 소요된 것은 그 동안 2009년 리먼쇼크 등 사업환경 급변과 기타 다른 중요 안건에 대한
우선 대응이 필요했기 때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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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조 관련 IoT 플랫폼 ‘CRESNECT’(크레스넥트)
공조 기계에서 얻은 다양한 데이터와 다른 기업이 보유한 데이터 및 노하우를
공동으로 활용하여 공간과 관련된 새로운 가치와 서비스를 창출을 목표로
‘CRESNECT’를 시작
● 이업종 기업이 협력하여 각사가 보유한 기술 및 데이터, 노하우 등을 상호활
용, 다양한 공간 컨텐츠와 관련한 실증실험을 실시, 이상적인 오피스 공간 조
성을 추진

소프트뱅크, 미쯔미물산 등 일본 대기업 6개사*는 다이킨 공업이 2018년 2월
발표한 크레스넥트의 첫 번째 프로젝트 「미래 오피스 공간」의 공동기획 및
실증실험에 합의73)
* 주식회사 오카무라, 소프트뱅크주식회사, 다이킨공업주식회사, 도쿄해상일동화재보험
주식회사, 미쯔이물산주식회사, 라이온주식회사.

● 공조/조명/음향/향기/가구 등의 설비 환경 뿐 아니라 다양한 오피스 상황에
맞추어 디자인된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쾌적함, 생산성,
건강 등에 관계된 데이터를 수집함
< 공간 컨텐츠 관련 실증실험 계획의 테마 >
컨텐츠 테마

내용

효율적 업무를 위한
오피스 공간

입/퇴실 관리와 오피스가구 이용 등에서 생체인증을 식별수단으로 활용.
고도의 보안성과 인증작업의 간소화를 목표. AI활용으로 잡무처리 및 자료
작성을 효율화하고, 본업에 집중 가능한 오피스 공간 서비스를 개발. 향기,
조명, IoT 오피스 가구 활용을 통해 집중력 강화 및 생산성 향상을 목표

창조적 업무를 위한
오피스 공간

창조성을 높이기 위해 소리, 빛, 향기, 색감, 온도 등 오감적 요소를 컨트롤하고, 업
무 종류에 적합한 오피스공간을 창출하는 서비스를 개발. 활발한 커뮤니케이
션과 오감을 자극하여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르기 쉬운 공간 조성을 목표

건강한 공간

공간 사용자의 행동을 가시화하여 오피스 근무자의 업무를 건강 측면에서
지원. 착석시간 및 이동거리, 스트레스 정도, 집중도 등을 계측/분석하여
적절한 때에 휴식 시간을 추천하거나, 심리상태에 맞춘 업무를 제안하는
등 건강하게 계속 일할 수 있는 오피스공간 서비스 개발을 수행

자료 : 마이니찌신문, 2018.7.30.
73) 毎日新聞, 空間データの協創プラットフォーム『CRESNECT』を活用した「未来のオフィス空間」づくりをスタート
（共同通信PRワイヤー）, 2018.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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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2년간 각사가 보유한 최신 기술 및 데이터, 노하우를 융합하고 AI와 IoT를
활용하여 도심 오피스 빌딩에 ‘보다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오피스 공간’ 제공을
목표
● 동시에 콘텐츠의 효과 검증 및 새로운 컨텐츠를 창조하고 실제 사무 공간
이용자들의 피드백을 활용하여 공간 콘텐츠를 고도화할 계획

(3) 도쿄대학 출신 벤처기업에 10년간 100억엔 투자
도쿄대학 학생 및 졸업생, 연구자가 설립한 벤처기업 약 330개 사 중 다이킨의
공조 비즈니스와 관련성이 있는 벤처기업에 지원하는 것으로 일본 산·학 연대
금액으로는 최대 규모임
● 다이킨공업은 벤처기업에게 경영 노하우 제공 및 인맥활용, 사업자금 등을
지원하여 단순한 공조설비 사업이 아니라 “공기의 새로운 가치 창출”을 목표하는
이노베이션에 활용
* “우리 회사에는 이노베이션을 추진할 기술자가 부족하므로, 벤처기업을 활용하는 것이
지름길이다”, 다이킨공업 회장의 인터뷰74)

4) 성공요인
(1) TIC 설립으로 연구 효율성 개선
● 다이킨은 2000년 소규모 조직화로 스피드를 높이고, 부서간 경쟁체제를 목
적으로 연구소를 분사했는데, 이로 인해 연구부문과 사업부문간 벽이 높아지게 되
자75) TIC를 설립했음

(2) CEO가 오픈 이노베이션을 지속적으로 강조
● CEO가 사원의 인식 변화를 위해 오픈 이노베이션의 중요성을 수차례 강조
74) 産経新聞, 東大に１００億円提供 ダイキンが仕掛けるサバイバル産学連携, 2019.1.21.
75) 연구부서는 신기술에 대한 탐색동기가 낮고, 사업부에서는 스타트업에 대한 이해도가 낮았기 때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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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LVMH (Louis Vuitton Moët Hennessy)

기업개요
● 루이비통은 1987년 루이비통과 모에헤네시 2사가 합병하여 탄생한 글로벌 럭셔리
부분 리더 기업임
- LVMH는 패션, 가죽상품, 향수, 화장품, 시계, 주얼리, 와인 등 다양한 카
테고리에서 80여 개에 달하는 브랜드를 보유

1) 추진 배경
럭셔리 비즈니스의 경우 ‘글로벌화’와 ‘희소성’이라는 두 개의 상반된 가치를
양립시켜야 함
● 럭셔리 브랜드는 고품질의 장인이 생산하는 ‘희소상품’의 가치를 무기로
판매되는데, 글로벌화를 추진할 경우 생산량 확대가 불가결하므로 희소성이
사라지고, 대중화됨
- 1980년대 소규모 메종(maison)들이 자금 확보를 목적으로 라이센싱 방식으
로 글로벌화를 추진한 결과, 저가 화장실 매트까지 브랜드 로고가 사용되는
등 브랜드 이미지와 고품질 유지가 어려워짐
● 희소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가상의 이미지인 ‘정보에 의한 희소성’ 전략이
필요
- 예를 들면 브랜드가 갖는 일화(숨겨진 이야기)나 글로벌 유명인사
(Celebrity 등)가 애용한다는 등의 정보에 의한 희소성으로 LMVH도 각
각의 메종이 갖는 역사와 일화를 마케팅으로 활용할 필요성이 높아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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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럭셔리 브랜드의 4대 희소성 요인 >

동시에 최근 디지털 네이티브인 밀레니얼 세대가 명품 소비재의 주요 고객층으로
부상함에 따라 이들에 대한 접근과 급성장하는 중국시장에 대한 디지털 대응이 필요

2) 추진 내용
(1)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2009년 제품 판매가 아니라 ‘럭셔리 관련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디지털 매거진
「NOWNESS.com」를 시작
● ｢NOWNESS.com｣는 아트, 디자인, 라이프 스타일 관련 컨텐츠를 무료로 제
공함으로써 ‘정보에 의한 희소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젊은층으로 하여금 명
품 브랜드에 친숙해지도록 하기 위함임76)
● 한편 ｢NOWNESS.com｣에는 LVMH 브랜드 로고를 넣지 않는 전략으로
LVMH 브랜드에 흥미가 없는 독자도 유인하는 효과를 노림
- 각 컨텐츠에 ‘좋아요’버튼을 붙여서 독자들의 기호를 데이터화하고, 이를 통해
럭셔리 브랜드에 대한 친화성 높은 독자의 데이터를 축적하는 동시에 독자
들에게 기호에 맞는 컨텐츠도 자동적으로 추천
76) Luxury Education Kanye University Lacks
(https://www.fastcompany.com/1561672/lvmh-and-nownesscom-offer-luxury-education-kanye-universi
ty-lac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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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6월 LVMH 산하의 고급백화점 르본마르시에의 EC사이트 「24Sèvres」를
설립하여 LVMH의 모든 브랜드를 인터넷으로 구입 가능하도록 함77)
● 특징적인 것이 LVMH 산하 브랜드 뿐 아니라 다른 브랜드까지 전체 150여개
브랜드를 함께 판매

(2) LVMH Innovation Award 개최
LVMH Innovation Award는 아직 시장에 본격적으로 입성하지 못한 스타트업들이
가지고 있는 신선하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지원함
● LVMH Innovation Award는 2017년 처음 개최했는데, 패션에 대한 고객
만족과 제품 수명 주기에 대한 혁신적인 프로젝트를 선정·후원함으로써 다수의
패션 스타트업에게 성장의 기회를 제공
● 2018년에는 원자재, 지속가능한 소싱 과정 및 방법, AR/VR 혹은 이를 혼합한
리얼리티 기술, 디자인, 온/오프라인 리테일 기술, 블록체인, 빅데이터 분석,
마케팅 솔루션 관련 아이디어 등을 모집했음
● 지원기업 중 총 30개의 기업은 파리에서 열리는 비바테크에 초대되어 LVMH
럭셔리 랩(LVMH Luxury Lab)에서 공개되는데, 이 중 최종 우승 기업은 LVMH와
협업의 기회를 가짐

(3) 창조 과정과 생산 과정을 분리
이노베이션의 원천이 되는 아트 디렉터의 창조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동시에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

77) LVMHは「デジタルで遅れをとった」は本当か。ラグジュアリー王者の戦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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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리에이티브 프로세스에서는 아트 디렉터의 자유성을 보장, 창조성을 손상
시키지 않도록 하고, 제조 프로세스는 정밀하게 설계하는 동시에 장인의 기
술 계승·훈련을 철저히 하는 등으로 아뜰리에를 관리함
- 제작과정부터는 각 부문을 어떻게 만들고, 어디서 조달하고,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를 엄격하게 관리함. 루이비통 내 구매, 유통, 광고, 인력 등의 경영자
원은 공유하여 규모의 경제를 실현

(4) 콩글로메리트 (conglomerates)78)
LVMH는 럭셔리 브랜드 매수를 계속해서, 6개 섹터의 콩글로메리트(복합기업)
체제로 발전
● 브랜드 포트폴리오 메니지먼트를 통한 시너지 창출과 제조, 유통, 마케팅을
글로벌 차원에서 관리
● 이를 통해서 단일 럭셔리 브랜드 기업으로는 불가능한 규모의 이익을 실현할
수 있었음
- 리스크가 비교적 낮고, 이익이 큰 양주/향수/화장품 등의 카테고리를 재건하고
신규 투자가 필요한 패션/가죽제품 등은 포토폴리오로 운영함으로써 리스크를
분산

3) 성공 요인
(1) 2015년 4월 애플뮤직 CDO를 스카웃
● 애플뮤직 인터넷 라디오 비츠원의 CEO(이안 로저스)를 이노베이션 담당 임원으로
스카웃
78) 콩글로메리트란 서로 기능적 관련이 없는 복수의 상품 또는 서비스를 생산·판매하는 기업, 혹은 시장조건이 달
라 상호 경쟁관계가 없는 복수의 지역시장에서 사업 활동을 영위하는 기업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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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 기업의 경우 디지털 영역 강화를 위해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등 글로벌
IT기업 출신 임원을 채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임
- 그러나 애플의 기업 브랜드 및 조직 문화 등을 감안할 때 애플 출신 인재가
럭셔리 브랜드의 희소성 가치를 헤치지 않으면서 디지털 분야의 성장을 이끌
적임자라고 판단했기 때문

(2) 내부 경영과제를 과감하게 공개
● 이노베이션 테마로 내부 경영과제이면서 동시에 자사 단독 해결은 불가능하면서
사회적 니즈도 존재하는, ｢위조품 대응｣으로 선정
- 기업의 이노베이션 추진에 있어 첫 번째 장애물이 이노베이션의 니즈와 테마를
결정하는 것임. 스타트업과의 연계 자체가 목표가 되고, 정작 연계 테마 선정은
제자리 걸음인 기업이 적지 않음
● LVMH는 2018년 비바테크놀로지에서 ‘위조품’이라는 심각한 경영과제인 동
시에 관련 범죄 방지라는 사회적 과제 해결을 이노베이션의 테마로 선정
- 그 결과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여 생산부터 발송, 구매까지 수정이 불가한
형태로 기록을 보관함으로써 위조품 구별이 가능한 스타트업인 ConsenSys에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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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3: 글로벌 대기업의 스타트업 연계 시 5대 전략
500 Startups은 글로벌 대기업의 이노베이션 담당 임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대기업이 스타트업과 연계 시 5가지 전략을 제언79)
(1) 기업 내부의 당면과제 해결부터 시작할 것
● 대기업 이노베이션 전담팀은 이해당사자(stakeholder)의 단기적 문제 해결부터
지원함으로써 내부 신뢰를 먼저 형성하는 것이 중요
● 기업 내부의 당면과제에 집중하는 것은 외부 스타트업과의 연계가 필요한 사내
과제영역을 명확히 할 뿐 아니라 스타트업과의 연계에 대해 사내 지지를
이끌어내는데 효과적임
- 당면 과제 해결에 성공할 경우 이후 대규모 이노베이션 과제를 제안했을 때
사업기회 평가 및 관리, 투자 등 기업 전사적 차원에서 지원체제를 구축하기가
수월하기 때문임
- 또한 이는 스타트업 발굴할 때에도 유효한데, 만약 이노베이션 팀이 스타트업
선정에 명확한 기준이 없을 경우, 광범위하게 스타트업을 탐색해야 하고,
결국 성과 없이 탐색만으로 종료될 수 있음

(2) 실증실험을 다양하게 할 것
● 포트폴리오식 접근법, 즉 많은 수의 실증실험을 추진함으로써 혁신적 성과를
축적하는 동시에 리스크를 낮춤
● 대기업의 다양한 실증실험의 성과는 성공률 제고 외 프로젝트를 통해 축적된
가치 있는 데이터와 리소스를 사내에 공유함으로써 여러 부서에서 활용하도록
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것임

79) 500 Startups & 野村総合研究所, スタートアップとの連携による イノベーションの実現, 2017.12.

70

글로벌 대기업과 스타트업의 오픈 이노베이션 현황 및 시사점

참고사례) EMBRAER (브라질 항공기 제조사)
• 당사 이노베이션 프로그램의 성공요인은 고객의 니즈별로 다양한 실증실험을 수행한 것으
로, 이때 Design Thinking 접근법으로 추진했음
- 당사에는 제품개발 및 A/S 등 5개의 ‘가치창출 원천’이 있는데, 이노베이션 전담팀의
멤버를 각 원천별로 배치→이 멤버가 사외 컨설턴트와 협력하여 각 원천별 고객니즈
를 과제로 연계하는 작업을 수행 →스타트업과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과제를 해결
• 다수의 실증실험을 추진 중인데, 대다수가 ‘항공기’와 직접적 관계가 없음
- 당사 이노베이션의 2개 기둥은 ①현재 사업에 변화를 줄 성숙한 테크놀로지를 제공할 스
타트업 선정, ②회사에 대변혁을 초래할 도전적 프로젝트(Moonshot80)) 추진임
- 스타트업과 협업은 리스크가 있으므로, 첫 실증실험을 신중하게 선정
• 이노베이션 프로그램을 시작한 초기단계에는 기술에 대한 이해에 주력했고, 이후 축적된 지식과
고객 니즈를 종합하여 이노베이션의 우선순위를 결정함
- 예를 들어 급속히 발전하는 AI기술의 활용방안을 검토 → 마케팅 AI분야 기술이 성숙
했음을 학습 → 당사 마케팅팀과 실증실험을 시작
- 현재 AR / VR 기술 활용도 검토 중인데, 항공기 제조 및 기내 엔터테이먼트 등 다양한 실증
실험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
• 실증실험의 가시적 성과가 확인됨에 따라 대규모 도전적 과제추진의 발판을 확보
- Uber와 공동으로 ｢Uber Elevate Network｣ 프로젝트를 추진 중인데 On-demand형
항공기 등 복잡한 도시의 교통 환경에 적합한 혁신적 솔루션 제공을 목표로 도시내 단
거리 교통망에 이용 가능한 소형전기비행기를 공동개발 중

(3) 이노베이션의 구체적 목표를 설정할 것
● 이노베이션의 구체적 목표를 지침으로 삼아 어떤 스타트업을 발굴할 것인가,
그들과 어떻게 연계할 것인가를 검토
- 명확한 목표가 없으면 수많은 스타트업 중에서 최적의 파트너를 선별하는 것
이 불가능함
80) “달 탐사선의 발사”를 뜻하지만 종종 혁신적인 프로젝트를 의미함. 1962년 존 F. 케네디 대통령은 달을 조금
더 잘 보기 위해 망원경의 성능을 높이는 대신 아예 달에 갈 수 있는 탐사선을 만들겠다는 창의적인 생각을 했다는
데서 유래. 미국 실리콘밸리에서는 단순히 생각하는 단계에 머무르지 않고 이를 곧바로 실행하는 능력, 즉 불가
능해 보이는 혁신적 사고를 실제로 만들어 나가는 것을 ‘문샷 싱킹moonshot thinking)이라 함. 한경 경제용어사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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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례) SIMON (부동산 개발·판매)
• 당사의 이노베이션 목표는 ①다이렉트 이노베이션, ②인다이렉트 이노베이션, ③파괴적
이노베이션의 3개로 구분
- ①Direct: 단기적 안건 또는 사내 부문/부서의 수요 안건에 대응. 특정 제품·서비
스를 위해 파트너십을 체결하거나, 이노베이션 주도권 선점이 목표
- ②Indirect: 업계 전체적으로 장기적 관점에서 파트너십 구축 및 투자가 목표. 예를
들어 생태계의 특정 멤버를 지원함으로써 전체 업계의 토대를 강화함
- ③파괴적: 완전히 새로운 조직으로의 변화가 목표.. 전사적으로 5~10년 주기의 대변혁을 추진
• 스타트업 투자 포트폴리오는 투자의 2/3는 직접적 메리트가 있는 스타트업에게, 1/3은
간접적 메리트가 있는 스타트업에게 분산하여 투자
- 지금 또는 향후 실제 점포를 낼만한 소매 브랜드, 즉 당사 사업에 직접적 이점을 줄 수 있는
스타트업에 전체 투자의 1/3을 할당
- IoT 및 스마트시티·스마트빌딩 영역을 대상으로, 당사 사업에 직접적 이점을 줄 수 있
는 스타트업에 1/3을 할당함. IoT와 스마트시티는 부동산 개발·자산 가치를 제고하여
고객 및 소매점에게 유익하기 때문
- 간접적 이점을 얻기 위해 소매점 수익확대 및 비용절감을 지원할 기술개발 스타트업, 예를 들면
소매업계용 기술개발(RetailTech)에 1/3을 할당. 당사에 입점한 소매점이 옴니채널
전략을 추진하면 당사 비즈니스에도 긍정적이기 때문

(4) 스피디하게 진행할 것
● 관료주의적 문화에서 탈피, 스타트업과 연계하기 위한 스피디한 프로세스로
대응
- 스타트업과의 연계에 성공적인 대기업들은 공통적으로 심플한 선발심사, 신
속한 평가, 간소한 계약서 등을 제공함으로써 내부 업무량을 줄이고, 스타트업
커뮤니티에서 바람직한 파트너로서 인지도를 쌓음
참고사례) GM (자동차 제조·판매)
• 신규 제품전략에 최첨단 기술을 어떻게 반영할지를 판단할 때는 당사 모든 부사가 참가하여
신속하게 결정
- 처음 스타트업과 연계했을 때는 조달팀·법무팀 등이 기존 중견협력사에게 요구하는 보증 및
채무 요건을 그대로 스타트업에게 요구했었는데, 이는 스타트업에게 있어 매우 큰 부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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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업계는 제품개발부터 시장 투입까지의 사이클이 매우 길어서, 적절한 스타트업의
선별이 늦어질 경우 신기술 제품의 시장투입까지 7~10년의 긴 시간이 소요됨
- 당사 이노베이션팀의 경우 제품화되지 않는 프로젝트도 다수 진행하고 있고, 프로토타입,
PoC(개념검증. proof of concept)가 중요하므로 테크놀로지 상용화팀에서 스타트업
협력을 위한 별도의 프로세스를 구축했음

(5) 스타트업과 win-win 관계를 구축할 것
● 파트너쉽은 본래 win-win 관계임을 명심하고, 스타트업이 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는 것이 중요
* 500 Startups 엑셀러레이터 프로그램에 참가한 스타트업들은 대기업과의 협업 이유에
대해 수익성 향상 외 ｢시장인지도 제고｣, ｢대기업의 고객을 소개받음｣을 꼽았음

참고사례) Visa (금융)
• 대기업은 스타트업과 달리 규제 장벽에 대한 오랜 경험을 갖고 있어 스타트업에 대한
조언이 가능함
- 스타트업은 금융업계 고유의 복잡한 규제로 인해 시장 참가를 주저하는 경향이 있음
• Visa는 금융분야 비즈니스의 과제 해결을 지원하는 플랫폼인 ｢Everywhere initiative
｣81)를 운영함으로써 스타트업의 금융 서비스 시장 참가를 유도
- 스타트업이 Visa 고객사인 은행 및 상사, 기술기업 등에게 그들의 제품 및 서비스,
상업적 솔루션 등을 개발하여 판매할 수 있도록 Visa의 API를 제공
- 스타트업이 규제 장벽을 극복할 수 있도록 예를 들면 웹세미나를 통해 업계관련 규제
및 금융 서비스 지식에 대해 설명하거나, Visa 개발자 플랫폼 관련 Q&A 운영

81) Visa Everywhere Initiative는 핀테크 스타트업들과 지불 및 커머스업의 직면 문제를 함께 해결하며, 더 나아가
그들의 자체 상품력을 강화시켜 Visa의 파트너 네트워크를 활용한 실현가능성 있는 솔루션으로 발굴해내는 프로
그램임. Visa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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