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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경제정보

벤처기업의 지역간 불균형 심각
요약
○ 우리나라 벤처기업은 수도권에 밀집되어 있고 벤처기업 발전을 위한 각종
인프라도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어, 지방의 혁신 역량이 발현되지 못할 우
려가 있음.

○ 2002년 3월말 현재 벤처기업의 73.2%가 수도권에 소재하고 있는데, 이를
전체 중소사업체(수도권 45.1%) 혹은 제조업 부문 중소사업체(수도권
57.1%)의 지역별 분포와 비교하면 벤처기업이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되
어 있다고 볼 수 있음.

○ 벤처캐피털의 투·융자도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어서 2001년말 현재 창업
투자회사 및 조합의 투·융자 잔액 약 3조원 가운데 수도권 지역의 비중
은 88%에 달하는 것으로 추계되는 등 지방의 벤처기업은 벤처캐피털의
지원을 받기가 대단히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 벤처기업의 지역적 편중 현상은 지방의 벤처기업 경영여건 개선(창업 기
반 확대, 벤처캐피털에의 접근성 제고, 지역혁신체제의 구축 등)을 통해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므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여건 개
선을 위한 체계적인 노력을 경주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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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벤처기업의 발전이 중요
○ 우리 경제가 국가 경쟁력을 충분히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특정 산업,
특정 지역의 경제적 역량에만 의존하기보다는 전 산업, 전 지역의 역
량을 발현시킬 수 있어야 할 것임.
○ 그러나, 현재 벤처기업은 수도권에 밀집되어 있고 벤처기업 발전을 위
한 각종 인프라도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어, 지방의 혁신 역량이 발현
되지 못할 우려가 있음.

벤처기업의 73.2%가 수도권에 밀집
○ 2002년 3월말 현재 벤처기업 확인업체 수는 총 1만 1,058개에 이르고
있는데, 이 중 서울에 46.3%(5,115개사)가 집중되어 있는 등 수도권에
73.2%(8,095개사)가 밀집되어 있음.
○ 이러한 벤처기업의 지역별 분포를 전체 중소사업체 혹은 제조업 부문
중소사업체의 지역별 분포와 비교하면 벤처기업은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음.
- 2000년말 현재 전체 중소사업체에서 수도권에 소재한 사업체의 비중
은 45.1%이며 제조업 부문 중소사업체에서 수도권에 소재한 사업체
의 비율은 57.1%인 점을 고려할 때, 벤처기업의 수도권 집중도인
73.2%는 대단히 높은 수준임.
○ 수도권 중에서도 서울 지역 벤처기업 비중이 높은 것은 서울 지역에 비
제조업 부문의 정보산업 영위 벤처기업이 집중된 데 기인하는 바가 큼.
- 서울 지역 벤처기업의 제조업 비중은 35.1%인 반면 서울 이외 지역
벤처기업의 제조업 비중은 84.0%에 달하여 지역별로 벤처기업의 업
종 구성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
○ 벤처기업의 수도권 집중 현상은 추세적으로 심화되는 경향을 보여 왔음.
- 수도권의 벤처기업 비중은 1999년 6월에 66.6%이었는데 2000년 6월
에는 70%를 넘어섰고 2001년 8월 이후에는 73%를 넘어선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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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의 권역별 분포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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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통계청,「2000 사업체기초통계조사보고서」
, 2001.
자료：통계청,「2000 광공업통계조사보고서」
, 전국편, 2001.
자료：중소기업청,“벤처기업 현황(2002. 3월말 현재)”
, 2002.
자주：벤처기업 확인업체는 2002년 3월말 기준, 중소제조업체 및 전 산업 중소사업체는 2000년말 기준임.

벤처캐피털의 지원도 수도권에 집중
○ 벤처캐피털의 투·융자도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음.
- 2000년말 현재 창업투자회사 및 조합의 투·융자 잔액은 총 2조
8,691억원에 달하였는데, 이 중 서울 지역에 64.3% 등 수도권에
84.4%(2조 4,219억원)가 지원되었으며, 수도권 이외 지역에의 지원은
15.6%(4,472억원)에 불과하였음.
- 2001년에는 벤처캐피털의 지역 편중 현상이 더욱 심화되어 2001년말
현재 총 투·융자 잔액 약 3조원 가운데 수도권 지역의 비중은 88%
에 달하는 것으로 추계되고 있음.
○ 그 결과 벤처기업이 벤처캐피털의 지원을 받는 수혜 비율도 지역 간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
- 2000년말 현재 서울의 벤처기업 확인업체는 4,068개사인 반면 창업
투자회사 및 조합의 지원업체는 1,366개사로서, 서울의 경우 벤처기
업 확인업체의 33.6%에 해당하는 기업이 투자를 유치하였음. 동 비
율은 수도권 전체로는 26.8%인 반면 수도권 이외 지역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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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에 불과함.

○ 벤처캐피털회사도 서울에 집중되어 있음.
- 2001년말 현재 등록된 창업투자회사 145개사 중에서 10.3%에 해당하
는 15개사만이 서울 이외 지역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데, 이들 회사
들의 경우도 주된 활동은 서울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음.
- 서울 이외 지역에 사무실을 둔 15개 창업투자회사 중에서 11개사는
서울에도 사무실을 두고 있으므로, 결국 서울에 사무실을 두고 있지
않은 회사는 4개사에 불과함.

벤처기업 발전을 위한 지방의 여건 개선이 필요
○ 벤처기업의 지역적 편중 현상은 지방의 벤처기업 경영여건 개선(창업
기반 확대, 벤처캐피털에의 접근성 제고, 지역혁신체제의 구축 등)을
통해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므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여건 개선을 위한 체계적인 노력을 경주할 필요가 있음.
○ 예컨대, 지방 벤처기업이 벤처캐피털에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
방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결성하는 벤처펀드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
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2001년말 현재 9개 광역자치단체 및 1개 기초자치단체가 주도한 16
개의 벤처펀드가 결성되어 있는데, 중앙정부는 자치단체의 이러한
자구적 노력을 적극 지원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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