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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스웨덴은 천만명의 적은 인구 수에도 불구하고 스포티파이(Spotify), 모장(Mojang),
킹(King) 등 글로벌 스타트업들을 배출하는 주요 스타트업 허브 중 한 곳으로 경쟁력 요인
도출을 위해 스웨덴 스타트업 투자 현황 및 비즈니스 모델 분석을 실시하였다.
스웨덴 스타트업의 투자 유치 및 엑시트 데이터 분석 결과 스웨덴은 한국보다
투자규모는 작지만 글로벌 시장에서의 엑시트가 활발해 성장 후 단계에서의 선순환
구조가 정착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드·엔젤 투자를 받은 스웨덴·한국 스타트업의
엑시트 경로 분석 결과 스웨덴의 엑시트 비중(12.6%)이 한국(7.7%)보다 높았으며
M&A의 경우 미국, 영국 등 해외기업들이 인수자로 참여하는 경우가 많았다.
스웨덴 스타트업의 주요 비즈니스 모델 분석 결과 글로벌 시장으로의 확장성이
큰(Scalable)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Solution)을 지속가능한 방식(Sustainable)으로
제시하는 3S 기반의 비즈니스 모델 구축을 통해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클린테크
(Cleantech), 소셜벤처(Social Venture), 기업용 소프트웨어(Enterprise Software)
분야에서 환경적·사회적·기술적 가치 창출을 통해 비즈니스 모델의 경쟁력을 극대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한국과 스웨덴 스타트업 생태계 간 협력이 활발해지고 있다. 아직 한국에는
보편화되지 않은 비즈니스 모델이지만 한국 스타트업계가 성숙기로 접어들면서
지속가능성, 확장성의 이슈가 점차 대두되고 있는 만큼 이와 같은 사회적·환경적·
기술적 가치 창출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스웨덴 스타트업의 주요 비즈니스모델>
구분

기업명
모빌리티

클린테크
(Cleantech)

식료품
에너지
헬스케어

소셜벤처
(Social
Venture)

농업
교육

기업용
소프트웨어
(Enterprise
Software)

경영관리
제품개발
제품관리

비즈니스 모델

환경적·사회적·기술적 가치

Elonrode
전기차 자동충전용 도로
친환경 전기차 보급 확대
Apparkingspot
잉여 주차공간 중개 연결
차량 주행거리 감소
Karma
잉여 식료품 중개 판매
음식물 쓰레기 감소
Whywaste
식료품 유통기한 추적·관리
음식물 쓰레기 감소
Enjay
건물 냉난방 에너지 재활용 시스템
열에너지 절약
Woshapp
온디맨드 친환경 세차
수자원 절약
Natural Cycles
여성용 디지털 피임기구
여성의 삶의 질 개선
Nectarine Health AI 기반 원격 노인 돌봄 서비스
노인 건강관리 개선
Grönska
실내 도시 농업
지속가능한 식량 생산
Ignitia
열대지역 일기예보 서비스
열대지역의 농업 발전
Quizrr
노동자 교육 서비스
노동자 인권 향상
Lexplore
AI 기반 아동 난독증 조기감지
아동 질병 개선
Qvalia
간편 인보이스 플랫폼
인보이스 및 회계 처리 자동화
Worldfavor
기업 CSR 관리 플랫폼
CSR 관리 효율화
Volumental
3D 신발제작 플랫폼
개인 맞춤형 제품 개발
Peltarion
AI 운영체제 개발 플랫폼
AI 기술 도입 표준화
Mavenoid
A/S 및 기술지원 플랫폼
고객 기술지원 자동화
Buildsafe
건설 안전관리 플랫폼
건설 프로젝트 관리 효율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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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문

Ⅰ. 연구 배경
한국과 유사한 경제구조를 지닌 스웨덴은 천만명의 적은 인구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스타트업들을 배출하는 주요 스타트업 허브로 부상
● 스웨덴은 한국과 유사한 수출 중심의 경제구조로 볼보(Volvo), 이케아(IKEA),
에릭슨(Ericsson) 등의 글로벌 대기업들을 보유
● 스웨덴은 한국보다 상대적으로 창업을 기회로 인식하는 비율과 전반적인 스타트업
생태계의 경쟁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스웨덴의 수도 스톡홀름의 경우 스타트업 수는 영국 대비 85% 적은 반면 십억 달러 규모의
성공을 달성할 확률은 1.5배 높은 것으로 평가(Startup Genome, 2018)

<한국과 스웨덴 비교>
구분

한국

스웨덴

인구

5,147만명

1,005만명

1인당 GDP(’19)

3만 3천달러

5만 8천 달러

수출액(GDP 대비 비중)(’17)

43.1%

45.3%

대기업(비중)(’16)

1,455개(0.4%)

279개(0.5%)

중소기업(비중)(’16)

401,004개(99.6%)

53,516개(99.5%)

R&D투자(백만달러)(GDP 대비 비중)(’17)

84,254(4.55%)

15,128(3.33%)

신규사업체 수(15-64세 인구 천명당)(’16)

96,155개(2.58개)

49,960개(8.09개)

창업 기회 인식 비율(’18)

45.7%

81.6%

실패에 대한 두려움 비율(’18)

32.8%

37.2%

스타트업 생태계 경쟁력 순위(’19)

19위

7위

개요

산업구조 및
R&D 현황

스타트업 및
혁신

주 : 스웨덴은 OECD 기준인 250인 미만과 250 이상으로 대·중소기업을 분류
자료 : StartupBlink, OECD.Stat, GEM, World Bank, IMF,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연구원(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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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웨덴은 미국 다음으로 1인당 가장 많은 유니콘1) 스타트업이 탄생하여 ‘유니콘
공장(Unicorn Factory)’이라는 별칭이 있음2)
- 특히 음악 스트리밍 시장을 개척한 스포티파이(Spotify)는 음악가들을 위한
지속가능한 비즈니스를 표방하며 약 3억 명의 고객을 보유한 독보적인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
<스웨덴 유니콘 스타트업>
기업명
스포티파이(Spotify)
스카이프(Skype)

산업
엔터

제공 서비스
음악 스트리밍

메신저 인터넷 전화

현황
상장(’18) 후 시총 250억 달러(’19.11.), 매출
60억 달러(’18) 기록
마이크로소프트(MS)에 85억 달러 인수(’11)

모장(Mojang)

게임

컴퓨터 게임
마이크로소프트(MS)에 25억 달러 인수(’14)
‘마인크래프트(Minecraft)’

킹(King)

게임

모바일 게임 ‘캔디
크러시(Candy Crush)’

클라나(Klarna)
놀스볼트(Northvolt)

아이제틀(iZettle)

핀테크 전자상거래 지불·결제
기계

전기차 배터리

액티비전 블리자드(Activision Blizzard)에
59억 달러 인수 (’16)
기업가치 55억 달러
기업가치 약 16억 달러

핀테크 중소규모 상점 지불·결제 페이팔(Paypal)에 24억 달러 인수(’18)

자료 : CB Insights 참고 저자 작성

최근 한국과 스웨덴 스타트업 생태계 간 협력이 활발해지고 있는 가운데 스웨덴
스타트업 투자 현황 및 비즈니스 모델 분석을 통해 한국 스타트업계에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함
● (데이터 분석) 미국의 전문 시장조사기관 시비인사이츠(CB Insights)의 스타트업
특화 글로벌 데이터베이스3)를 활용해 스웨덴·한국 스타트업 투자 유치 및
M&A 현황을 비교·분석

1) 기업가치 10억 달러 이상인 스타트업
2) Forbes(2015.11.11.)
3) 공신력 있는 13만개 기관과의 협력 및 인공지능(AI) 기술 활용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고 전문 애널리스트들의 검토를
거쳐 제공하는 방식으로 뉴욕타임즈, 블룸버그 등 국내외 기관의 보고서에 다수 인용되고 있어 높은 신뢰도를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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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타트업 투자는 2012년부터 2019년 11월까지의 시드·엔젤·시리즈 투자,
VC투자, 컨버터블노트(Convertible Note)4)로 한정하며 엑시트(Exit)는
VC 투자를 받은 스타트업에 한해 추출
<데이터 분석 연구내용>
구분

세부 사항

규모

투자유치 건수, 금액(평균값·중앙값5)), 메가투자(1억 달러 이상의 투자) 건수 및 금액 등

단계

시드·엔젤투자→초기(시리즈A)→중기(시리즈B·C)→ 후기(시리즈D·E) 비중,
금액(평균값·중앙값)

투자자

주요 투자자,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CVC : Corporate Venture Capital) 비중

엑시트

M&A·IPO 건수, 엑시트율

주1 : 투자단계, 투자자 구성 등의 구분은 CB Insights 데이터베이스상의 분류에 따름
주2 : 주요 수치들은 2019년 11월 검색 시점 기준으로 상시 업데이트되는 CB Insights 데이터베이스 특성상
수치 변동이 발생할 수 있음
주3 : 투자단계별 비중 계산시 분석을 위해 시드·엔젤 및 시리즈 투자로 분류되지 않은 컨버터블 노트 투자,
기타 VC투자 건은 제외함
주4 : 투자자의 경우 투자유치, 엑시트 건수를 합산하여 계산

● (사례분석)스웨덴 스타트업들의 주요 분야로 클린테크(Cleantech), 소셜벤처
(Social Venture), 기업용 소프트웨어(Enterprise Software)를 선정하고 이에
따른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 사례를 분석
<사례 분석 연구내용>
구분

정의

세부 사항

클린테크
(Cleantech)

온실가스 배출 감소, 자원 사용 효율성 개선 등의
환경적 가치를 제공하는 스타트업

모빌리티, 식료품, 에너지

소셜벤처
(Social Venture)

불평등, 빈곤 등의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스타트업

헬스케어, 농업, 교육

기업용 소프트웨어
(Enterprise Software)

데이터분석, AI 등의 기술 활용을 통해 디지털화된
기업용 솔루션을 제공하는 스타트업

경영관리, 제품개발, 제품관리

4) 투자 후 미래 스타트업의 가치가 정해지는 시점에 전환가격을 결정하는 오픈형 전환사채
5) 소수의 대규모 투자 건에 의해 평균값이 대폭 상향조정되는 경우를 감안하여 중앙값도 함께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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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스웨덴 스타트업 투자 동향
1. 투자규모
스웨덴과 한국 모두 메가투자6)의 영향으로 스타트업들의 투자유치 규모가
증가하는 가운데 스웨덴은 한국보다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 투자 유치 건수 및 금액의 경우 2014년에는 스웨덴과 한국이 유사한 수준이
었으나 2018년을 기점으로 한국의 스타트업 투자 유치 규모가 급격히 팽창
- 2019년 현재 스웨덴 스타트업은 326건, 18억 8천만 달러, 한국의 경우 590건,
31억 2천만 달러의 투자를 유치함
<투자유치 건수 추이>

<투자유치 금액 추이>
(단위 : 건)

(단위 : 백만달러)

자료 : CB Insights

● 양국의 메가투자 규모 확대가 유니콘 탄생을 촉진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의
메가투자 규모(14건)가 스웨덴(6건)보다 큰 것으로 나타남
- 메가투자를 유치한 무신사(2019), 야놀자(2019), 우아한 형제들(2018), 쿠팡
(2014) 등이 유니콘 스타트업으로 부상했으며 2018년의 경우 한국 스타트업의
메가 투자 유치 금액은 총 28억 달러로 전체투자 금액의 60%에 달함

6) 1억 달러 이상의 금액을 특정 스타트업에 집중 투자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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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메가투자 추이>

<메가투자 유치 주요 한국 스타트업>
기업명

일자

금액(달러)

무신사

2019.11.

1억 7천만

카플랫

2019.9.

1억 7천만

야놀자

2019.6.

1억 8천만

직방

2019.4.

1억 4천만

우아한
형제들

2018.12.

3억 2천만

쿠팡

2018.11.
2018.4.
2015.6.
2014.12.
2014.5.

20억
4억
10억
3억
1억

자료 : CB Insights

- 스웨덴에서는 전자상거래 간편 지불결제 앱 클라나(Klarna), 음악 스트리밍앱
스포티파이(Spotify) 등이 메가투자 유치를 통해 유니콘으로 성장
<스웨덴 메가투자 추이>

<메가투자 유치 주요 스웨덴 스타트업>
기업명
클라나
(Klarna)

일자
2019.6.
2019.4.

금액(달러)
4억 6천만
1억 8천만

랜디파이
(Lendify)

2019.6.

1억 6천만

넵스
(Nevs)

2018.3.

5억

스포티파이
(Spotify)

2016.3.
2015.6.

10억
5억 3천만

자료 : CB Insights

● 최근 6년 평균 투자금액의 평균값 및 중간값은 스웨덴(5.5백만달러, 1.2백만달러)이
한국(8.1백만달러, 1.8백만달러)보다 낮으며 변동폭도 작았음
<투자금액 평균값 추이>
(단위 : 백만달러)

<투자금액 중앙값 추이>
(단위 : 백만달러)

자료 : CB Insights

IIT, 국제무역통상연구원

5

2. 투자단계
스웨덴과 한국은 건수기준으로는 투자 단계별 비중이 유사하나 금액의 경우
스웨덴은 시드·엔젤 투자 단계, 한국은 후기(시리즈 D·E) 단계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투자값도 이에 상응하여 나타남
● 투자건수 기준 단계별 비중은 스웨덴과 한국 모두 시드·엔젤, 초기(시리즈 A·B),
중기(시리즈 B·C), 후기(시리즈 D·E) 순으로 높았으며 2017년을 기점으로
중기 비중이 증가하는 한편 시드 비중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스웨덴 건수 기준 단계별 비중>

<한국 건수 기준 단계별 비중>

자료 : CB Insights

● 최근 6년 평균 투자금액은 스웨덴이 한국보다 시드·엔젤 투자 단계의 비중이
높고 후기 단계 비중은 낮은 것으로 집계됨
- 2018년 스웨덴의 시드·엔젤투자와 후기투자 유치 비중은 21%, 3%인 반면
한국은 3%, 55%로 나타남
<스웨덴 금액 기준 단계별 비중>

자료 : CB Ins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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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금액 기준 단계별 비중>

● 투자 평균값 및 중앙값의 경우 초·중기 투자단계에서는 스웨덴이 한국보다
높지만 메가투자의 영향7)으로 후기에 이르러서는 한국이 급격하게 증가하며
스웨덴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
- 후기 단계(시리즈D·E)의 투자 중앙값에서는 한국(29.4백만달러)이 스웨덴
(16.8백만달러)보다 약 2배 높았음
<단계별 투자 평균값 추이>

<단계별 투자 중앙값 추이>

(단위 : 백만달러)

(단위 : 백만달러)

주 : 2014년-2019년 11월 투자 합산 기준
자료 : CB Insights

3. 투자자
스웨덴과 한국 모두 정부 지원이 스타트업 투자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음
<스웨덴·한국 스타트업 투자건수 기준 상위 투자자>
스웨덴

건수

Almi Invest

214

Chalmers Ventures

67

Propel Capital

59

Industrifonden

49

Northzone Ventures

38

Wellstreet

35

Creandum

28

한국
팁스 프로그램
(TIPS Program)
카카오 벤처스
(Kakao Ventures)
한국투자파트너스
(Korea Investment Partners)
DSC 인베스트먼트
(DSC Investment)
캡스톤파트너스
(Capstone Partners)
KB 인베스트먼트
(KB Investment)
알토스 벤처스
(Altos Ventures)

건수
105
99
77
67
64
57
55

주 : 2014년-2019년 11월 투자유치 및 엑시트 참여 합산 기준
자료 : CB Insights

7) 쿠팡의 경우 시리즈D 이후부터 총 37억 달러의 투자금액을 유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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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웨덴은 국영 벤처캐피털 기업 알미 인베스트(Almi Invest)가 가장 활발하며
한국의 주요 투자자로는 정부의 민간투자주도형 기술창업지원 프로그램인 팁스
(TIPS)가 꼽힘
- 알미 인베스트는 2009년 설립 이후 매년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50여개의
스웨덴 스타트업을 선발하여 10만 달러에서 100만 달러를 투자하고 있음
- 한국의 팁스(TIPS)는 민간투자와 정부R&D를 연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운용
* 정부 지정의 민간 투자사(운영사)가 유망 기술 스타트업을 선발하고, 운영사의 엔젤투자
(1억원 내외)와 연계해 정부가 R&D자금(최대5억 원)을 매칭 지원

모기업의 노하우, 기술, 경영지원이 가능한 CVC(Corporate Venture Capital)
투자의 경우 스웨덴과 한국 모두 2019년 전년 대비 비중이 크게 증가함
● 중장기적 관점에서 모기업과의 시너지 강화를 위한 전략적 투자에 중점을
두는 CVC는 스타트업의 지속적, 안정적 성장에 긍정적으로 작용
* CVC 투자유치 스타트업들은 전통적 벤처 캐피털 투자 유치 그룹 대비 기업공개 후 시장초과
수익률, 매출 증가율, 자산 수익률 증가분 등에서 모두 크게 앞섰음(HBR, 2013)

● 스웨덴은 상대적으로 건수 대비 투자금액이 큰 편이며, 스웨덴과 한국 모두
투자금액 기준 CVC 비중이 낮았으나 2018년 대비 2019년에 크게 증가함
* (스웨덴) : 9% → 47%, (한국) 21% → 63%

<총 투자건수 기준 CVC 비중>

자료 : CB Ins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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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투자액 기준 CVC 비중>

4. 엑시트
스웨덴 스타트업은 한국보다 M&A를 중심으로 엑시트가 활발하며 인수자의 경우
스웨덴은 해외기업, 한국은 국내 스타트업이 상대적으로 많았음
● 2019년 11월 기준 스웨덴 스타트업의 엑시트는 총 26건(M&A 22건, IPO 4건)이며
그 중 미국, 영국 등 해외기업이 M&A 인수자인 경우는 총 9건으로 나타남
<스웨덴 스타트업 엑시트 건수 추이>

<2019년 주요 스웨덴 스타트업 해외 M&A>
스타트업
(피인수기업)
Quixel
FitnessCollection
Loxysoft
Internet Games
Database
Wrapp
Watty
eBuilder
World's Marathons
Speximo

비즈니스

해외 인수기업

그래픽 SW
피트니스 멤버십
텔레마케팅 솔루션

Epic Games
ClassPass
Serenova

게임 정보 플랫폼

Twitch

고객리워드 플랫폼
에너지 절감 솔루션
고객관리 솔루션
마라톤 대회
등록·관리 플랫폼

Meniga
Discovergy
MobileXpense

자연원료 기반 제조기술

Ahotu Marathons
IFF Lucas Meyer
Cosmetics

자료 : CB Insights

● 2019년 11월 기준 한국 스타트업의 엑시트는 총 10건(M&A 7건, IPO 3건)으로
쏘카, 리디, 직방, 야놀자 등 한국 스타트업들이 주요 M&A 인수기업으로 참여
<한국 스타트업 엑시트 건수 추이>

<2019년 주요 한국 스타트업 M&A>
스타트업
(피인수기업)
폴라리언트
라프텔
네모
데일리호텔
스페클립스
수아랩
위드이노베이션

비즈니스

인수기업

위치측정 기술
애니메이션 스트리밍
상업용 부동산 플랫폼
호텔 예약 플랫폼
피부암 진단기술
딥러닝 머신비전8)
숙박 예약 플랫폼

쏘카
리디
직방
야놀자
셀리턴
코그넥스9)
CVC캐피털10)

자료 : CB Insights

8) 카메라로 촬영한 이미지를 분석하는 기술로 품질제어, 검사 등의 분야에 사용
9) 미국 나스닥에 상장된 머신비전 전문 기업
10) 영국계 사모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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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드·엔젤 투자를 받은 스웨덴·한국 스타트업의 엑시트 경로 분석결과 스웨덴의
엑시트 비중(12.6%)이 한국(7.7%)보다 높았음
- 특히 스웨덴 스타트업은 시리즈 A 전 단계에서의 엑시트 비율이 8.8%로 한국
(3.8%)보다 높은 반면 한국 스타트업은 시리즈 A 투자 유치(54.5%)로 이어지는
경우가 스웨덴(24.7%)과 비교하여 더 많았음
<스웨덴 스타트업 엑시트 경로>

<한국 스타트업 엑시트 경로>

주 : 2013년-2015년 시드·엔젤 투자 유치 스타트업을 2019년 11월 현재까지 추적
자료 : CB Insights 활용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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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스웨덴 스타트업 비즈니스 트렌드
1. 클린테크(Cleantech)
스웨덴은 친환경 생활방식이 일상화된 시장으로 모빌리티, 식료품, 에너지 분야에서
ICT기술을 접목하여 친환경 솔루션을 제공하는 클린테크 스타트업이 활성화
● 스웨덴 정부는 2045년 온실가스 배출 제로를 목표로 세계 최고세율의 탄소세11)
부과, 전기차 보조금 지급12) 등 다양한 친환경 정책을 실시중이며 시민들의
환경보호 의식도 높음
- 1991년 탄소세13)를 도입한 이후 2017년 기준 신재생에너지 사용비율은
54.5%로 EU에서 1위를 차지(Swedish Institute)
* 스웨덴은 1990년부터 2017년 동안 온실가스 배출을 26% 줄이면서도 78%의 경제성장을
이룬 모범사례로 평가(IMF, 2019)

- 소비자들의 철저한 재활용 및 분리수거로 오히려 에너지 발전에 필요한 쓰레기
폐기물이 부족해 영국, 이탈리아 등으로부터 쓰레기를 수입하는 상황14)
● 스웨덴 클린테크 스타트업은 자동차, 식품, 에너지 분야에서 전기차, 온디맨드15) 등
새로운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고 친환경 수요를 공략
<스웨덴의 클린테크(Cleantech) 스타트업>
구분
모빌리티
식료품
에너지

기업명
Elonrode
Apparkingspot
Karma
Whywaste
Enjay
Woshapp

비즈니스 모델
전기차 자동충전용 도로
잉여 주차공간 중개 연결
잉여 식료품 중개 판매
식료품 유통기한 추적·관리
건물 냉난방 에너지 재활용 시스템
온디맨드 친환경 세차

환경적 가치
친환경 전기차 보급 확대
차량 주행거리 감소
음식물 쓰레기 감소
음식물 쓰레기 감소
열에너지 절약
수자원 절약

자료 : 저자작성
11)
12)
13)
14)
15)

이산화탄소 배출량 1톤당 1180크로나(127달러)를 부과(Government Offices of Sweden, 2019)
최대 60g/km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친환경 차량 구입 시 6만 크로나(6,300달러)를 지원(Trasport Styrelsen,)
환경세의 일종으로,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석유나 석탄 등의 각종 화석연료 사용량에 따라 부과하는 세금
연합뉴스(2012.11.27.)
모바일 등 IT 인프라를 통해 소비자의 수요에 맞춰 즉각적으로 맞춤형 제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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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모빌리티
엘론로드(Elonroad)는 주행중에도 케이블 없이 자동으로 충전할 수 있는 전기차용
도로를 통해 전기차 수요 확대에 대응
● 친환경차로 각광받으면서 전기차 시장이 커지고 있지만 장거리 주행의 경우
무거운 대형배터리를 장착하거나 재충전시간이 자주 필요한 단점이 있음
* 전기트럭의 경우 8시간 주행을 위해서는 6톤의 배터리가 필요

● 엘론로드는 전기로 구동되는 트럭, 버스 등 모든 차량들이 긴 거리를 작은
배터리로 주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차량별 충전 전기량을 실시간 측정하고
과금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함
<스웨덴 모빌리티 스타트업① - 엘론로드(Elonroad)>
• 도로에 전기 전도성의 레일을 설치한 후 무선통신 기반으로 전기차를 식별하고 수신기가
레일에 연결되어 이동하는 차량 대상으로 전원을 공급하는 기술을 보유
• 신규 인프라 구축 없이 기존 아스팔트 도로에 레일을 부착하는 형식으로 설치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향후 이런 도로 인프라 확대를 통해 배터리의 크기를 최대 80%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룬드시, 스웨덴 교통국과 협력하여 2019년부터 룬드시의 대중교통 노선에 전기차
자동충전용 도로를 설치하는 파일럿 프로젝트를 진행중

자료 : Elonro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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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킹스팟(Apparkingspot)은 유휴 주차공간 중개를 통해 주차 공간의
사용효율성을 높이고 주차장 탐색에 소요되는 차량 에너지 소비 및 탄소 배출을
줄이고자 함
● 시설 특성별로 주차장 수요가 높은 시간과 요일이 다르기 때문에 특정 시간에
비어있는 주차공간이 많이 있지만 주차장 수요자로서는 빈 주차공간을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도시 주차문제가 발생
● 아파킹스팟은 모바일 플랫폼을 통해 주차장 공급자와 수요자간 실시간 효율적
연결을 제공
- 주차면 수요자는 추가적인 임대수익을 얻고 주차장 이용자는 저렴한 가격,
주차를 위한 배회 감소로 시간 및 유류비 절감의 효익을 얻을 수 있음
<스웨덴 모빌리티 스타트업② - 아파킹스팟(Apparkingspot)>
• 아파킹스팟앱에서는 실시간으로 개인, 기관 등이 공유한 빈 주차공간을 자동으로
대여해주며 수수료는 거래대금의 20%로 평균 75크로나(8달러)를 부과
• 인공지능 및 센서기술 ‘ASDS(Autosence Detection System)‘ 활용을 통해 임대과정
자동화 및 미래 예약 일정 생성을 지원하며 전기차 충전을 위한 공간도 사전에 예약
할 수 있는 기능을 개발하고 있음
• (2018.1.) 크라우드펀딩 2,400만 크로나(260만 달러) 모금에 성공함

자료 : Apparkingspot, Crunchb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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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식료품
카르마(Karma)는 식료품점의 잉여음식을 저렴한 가격에 중개 판매해 식료품점 및
소비자 양측을 대상으로 새로운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음식물 쓰레기
감소에 기여
● 전세계에서 매년 30% 이상의 음식이 버려지는 가운데 2030년에는 1조 5천억
달러에 달하는 21억 톤의 음식물 쓰레기가 배출될 것으로 전망(BCG, 2018)
● 카르마는 식료품점들의 잉여음식 처분 및 음식 쓰레기 배출 감소를 통해
추가수입 창출을 지원하고 소비자들에게는 저렴한 가격에 식료품을 구입할
기회를 제공
* 식료품점 ICA Liljeholmen은 2018년 카르마 이용을 통해 매달 1톤의 음식쓰레기를 절감
함으로써 18,500 유로의 판매 수입증가 뿐 아니라 신규고객 유입 효과를 누림(ICA,2018)

<스웨덴 푸드테크 스타트업① - 카르마(Karma)>
• 레스토랑, 카페, 슈퍼마켓의 판매가치가 감소한 잉여 식료품을 중개해 50% 할인된
가격으로 소비자에게 제공하며 판매자 대상으로 중개수수료를 부과
• 앱 이용자의 현재 위치에 기반해 구매 가능 음식에 대한 알림을 전송하며 이용자는
앱 상에서 간단하게 결제를 마친 후 직접 수령하거나 배달을 요청할 수 있음
• 런던, 파리 등 150여 곳의 도시에서 6,300명의 가맹점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90만
명의 유저를 확보함

* (2018.8.) 1,200만 달러의 시리즈A 투자유치에 성공함

자료 : Karma, CB Ins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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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웨이스트(Whywaste)는 SaaS16) 기반의 기업용 식료품 유통기한 관리툴을
통해 매장의 최적화된 식료품 관리 및 음식물 쓰레기 감소를 지원
● 수천종의 신선제품들을 판매하는 ICA와 같은 대형 식료품점은 품목별로 유
통기한을 관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음
* ICA는 2025년까지 2016년 대비 스웨덴 및 발트3국의 매장·창고 등에서 배출되는 음
식쓰레기 양을 절반으로 줄이는 계획을 발표(ICA, 2019)

● 와이웨이스트는 ICA와의 협력을 통해 식료품 각각의 유통기한을 추적·관리하는
앱 세마포어(Semafor)를 개발해 음식물 쓰레기 감소, 음식물 관리비용 절감,
상한 식품 구매로 인한 고객 불만 감소 등의 성과를 거둠
- ICA는 유통기한에 가까워져 판매가치가 감소한 제품들을 버리기 전에 가격 인하,
매장 내 시식코너 마련, 기부 등의 다양한 방식들을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게 됨
<스웨덴 식료품 스타트업② - 와이웨이스트(Whywaste)>
• 품질 및 유통기한의 모니터링을 통해 유통기한에 가까워지거나 재판매가 어려운 상태가
될 경우 현재 식품 신선도 정보 및 위치를 알림으로 전송
• 데이터 기반 분석을 통해 제품 구매량 조절, 배치 방법 변경 등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효율적인 식료품 관리방법 컨설팅 서비스도 제공
• Coop, ICA 등 대형 식료품점들을 포함하여 150여개의 지점과 네트워크를 구축했으며17)
음식물 쓰레기 배출 감소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으면서 SACC New York-Deloitte
Green Award을 수상함(2017)

* (2018.8.) 100만 달러의 시리즈A 투자유치에 성공함

자료 : Whywaste, CB Insights
16) 클라우드 기반으로 제공되는 소프트웨어로 사용자는 설치 없이 웹 로그인을 통해 접속할 수 있음
17) Nordic9(201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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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에너지
엔제이(Enjay)는 레스토랑의 냉·난방 열에너지 회수 및 재활용 시스템을 최초로
개발해 에너지 효율성 제고를 촉진
● 레스토랑은 냉·난방을 위해 다량의 열에너지를 배출하지만 음식 조리 등으로
인한 기름 발생으로 환기가 쉽지 않아 에너지 재활용이 어려웠음
● 엔제이는 열 펌프와 기름입자 정화 필터 기능을 사용하여 배출되는 열에너지의
40%를 회수하는 기술을 개발함으로써 레스토랑의 에너지 절약을 지원
- 레스토랑뿐 아니라 부동산 기업의 경우에도 회수한 열에너지를 다시 냉난방,
온수, 또는 환기에 재활용할 수 있어 관리 유지비 절감의 이점이 있음
* 부동산 기업 IVasakronan은 엔제이 이용을 통해 매년 65,000 kWh을 절약함

<스웨덴 에너지 스타트업① - 엔제이(enjay)>
• 레스토랑 맞춤형 열에너지 회수 및 재활용 시스템 개발을 통해 에너지 효율성 제고
및 환경 보호에 기여
• 회수된 열에너지의 기름입자를 필터링한 후 남은 잔여물은 특허받은 자동 세척시스템으로
제거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유지·보수가 필요하지 않음
• 햄버거 기업 버거킹(Burger King)과 시범사업을 진행했으며 2019년 4월 열펌프 분야
글로벌 기업인 SWEP과 판매계약을 체결함

* (2017.7.) 스웨덴 정부기관 에너지청 등으로부터 37만 달러의 시드 투자유치에 성공함

자료 : Enjay, CB Ins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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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샵(Woshapp)은 온디맨드(On-demand) 기반 친환경 세차서비스로 고객의
세차 편의성 개선과 수자원 절약을 추구
● 기존 세차방식은 다량의 세제 사용을 통한 물세척이 대부분으로 수백리터의
물 소비가 요구되며 헹구는 과정에서 환경오염 물질이 유출
● 워샵은 나노포뮬라 기술이 적용된 생물분해성의 특수세정액 개발을 통해
200ml의 물만 사용함으로써 환경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함
- 특수세정액으로 차의 먼지들을 건조시켜 분리한 후 극세사 천으로 닦아내는
방식이며 전후 세척과정도 환경 친화적으로 진행
<스웨덴 에너지 스타트업② - 워샵(Woshapp)>
• 세차장에 가지 않고도 워샵 앱에서 차에 대한 정보 및 주차장소를 입력하면 워샵의
세차 전문 직원이 자전거를 타고 주차장소로 가서 기본 비용 299크로나(32달러)의
세차 서비스를 제공
• Drivenow, Aimo 등 글로벌 렌터카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B2B 서비스로 운영중
• 2016년 설립 이후 2018년 기준 190만 크로나(20만 달러)의 매출을 달성18)했으며
현재 10,000건의 세차를 기록

* (2019.11.) 스포티파이 전 CFO 등으로부터 320만 달러의 투자유치에 성공함

자료 : Woshapp, CB Insights

18) Digital(2018.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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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셜벤처(Social Venture)
스웨덴에서는 전 세계가 직면한 사회 문제를 혁신적 기술이나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 해결하려는 소셜 벤처가 활발
● 스웨덴의 민·관 스타트업 유관기관에서는 UN의 지속가능개발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19) 달성을 스타트업 선발 및 지원과정에서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음
- 스웨덴의 대표적인 엑셀러레이터 노르휀 하우스(Norrsken House)는 유럽
최대 소셜 벤처 허브로 평가받고 있으며 다양한 소셜 벤처들을 지원하고 있음
<노르휀 하우스(Norrsken House) 개요>
• 스웨덴의 유니콘 스타트업 클라나(Klarna)의 창업자인 니클라스 아달버스(Niklas
Adalberth)가 2016년 스톡홀름에 설립한 인큐베이터이자 코워킹스페이스로
300여개의 스타트업이 활용중
• 멤버십 비용은 월 기준 부가세 제외 6,000 크로나이며 (약 630달러) 소셜 벤처인
경우에는 50% 할인을 제공
• Bayer Leaps, Nordic Capital, PWS, 스톡홀름시, McKinsey&Company 등과
파트너십을 맺고 노르휀 하우스의 스타트업 대상 자문 및 지원 서비스를 제공
자료 : 노르휀 하우스 인터뷰를 기반으로 저자 작성

● 스웨덴 소셜 벤처는 헬스케어, 농업, 교육 분야에서 사회적 약자, 개도국 등을
대상으로 하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구축을 통해 신시장 개척뿐 아니라 불평등
개선, 삶의 질 향상 등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
<스웨덴의 소셜벤처(Social Venture)>
구분
헬스케어

기업명

비즈니스 모델

사회적 가치

Natural Cycles

여성용 디지털 피임기구

여성의 삶의 질 개선

Nectarine Health

AI 기반 원격 노인 돌봄 서비스

노인 건강관리 개선

Grönska

실내 도시 농업

지속가능한 식량 생산

Ignitia

열대지역 일기예보 서비스

열대지역의 농업 발전

Quizrr

노동자 교육 서비스

노동자 인권 향상

lexplore

AI 기반 아동 난독증 조기감지

아동 질병 개선

농업
교육
자료 : 저자 작성

19) 2015년 UN 총회에서 2030년을 기한으로 합의된 17가지 글로벌 공동 목표로 경제적 불평등 개선, 빈곤 종식,
성평등, 평화 등이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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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헬스케어
펨테크20)(Female Technology; Femtech) 스타트업 네츄럴 사이클스(Natural
Cycles)는 가임 가능성 예측을 예측하는 디지털 피임기구를 통해 여성 생활의
개선을 도모
● 경구피임약 복용은 대표적인 여성 피임법이지만 매일 같은 시간에 복용해야하는
번거로움과 호르몬 조절로 인한 부작용의 위험이 있었음
● 네츄럴 사이클스는 가임기 여성의 체온이 0.3-0.6°C 상승한다는 사실에
착안하여 체온 데이터를 기반으로 임신확률을 계산하는 알고리즘 개발을 통해
자연주기 피임법의 안정성을 높임
- 디지털 피임기구로서는 최초로 유럽연합(EU)의 판매허가(2017.2.)와 미국
연방식품의약청(FDA) 승인(2018.8.)을 받아 피임 보완수단으로서의 가능성을
제시함
<스웨덴 헬스케어 스타트업① - 네츄럴 사이클스(Natural Cycles)>
•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 에리나 벌그런드 박사는 스스로의 피임에 대해 고민하다 매일
아침의 기초체온, 생리주기, 신체리듬 등의 데이터를 입력하면 자체 알고리즘으로
분석해 일자별로 임신확률을 표시해주는 앱을 개발
• 체온기 포함 연 79.99달러로 구독할 수 있으며 체온기를 별도 구입할 경우 체온기
가격 28.90 달러 및 월 구독료 9.99달러를 부과
• 현재 영국, 미국, 북유럽 등 160여개국에서 80만 명이 이용중

* (2017.11.) 3천만 달러의 시리즈B 투자유치에 성공함

자료 : Natural Cycles, CB Insights, Business Insider(2017)

20) 임신, 출산, 수유 등 여성의 건강관리와 관련된 분야의 기술기반 비즈니스를 의미. 2025년 기준 펨테크 시장은
약 5백억 달러 크기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Frost&Sullivan, 2018)

IIT, 국제무역통상연구원 19

넥타린 헬스(Nectarine Health)는 돌봄이 필요한 고령인구가 가정에서도
효율적인 건강 관리를 받을 수 있는 AI 기반 원격 돌봄 솔루션을 제공
● 인구 고령화로 인해 거동이 불편한 노인 인구 건강관리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지만 간병인과 같은 돌봄 전문 인력은 부족한 상황
* 미국의 경우 2030년 기준 15만 명의 돌봄인력이 부족하고 2040년에는 35만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D'Aunno, Thomas, 2018)

● 넥타린 헬스는 돌봄대상이 IoT 기반의 스마트 팔찌를 착용할 경우 실시간으로
수집되는 행동 데이터를 분석해 간병인의 효율적인 원격 관리를 지원
- 간병인은 수면 패턴 및 식습관 추이 모니터링을 통해 사전 건강관리를 돕고
낙상과 같은 갑작스런 움직임이 발생할 경우 빠르게 대처할 수 있어 고령인구에게도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할 수 있음
<스웨덴 헬스케어 스타트업② - 넥타린 헬스(Nectarine Health)>
• IoT 기반으로 착용자의 행동 데이터를 수집하는 스마트 팔찌를 통해 간병인의 실시간
원격 모니터링을 지원하고 AI 기반 데이터 분석을 통해 효과적인 건강관리 방안을
제안
• 대부분의 기능을 클라우드로 연동되는 AI 기반 시스템으로 구동하기 때문에 스마트
팔찌는 충전 없이 12개월 동안 지속가능해 편의성이 높음
• 스웨덴 의료 기업 알러리스(Aleris)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시범사업을 실시했으며
(2016) AI 분석 기능 고도화 및 노인 요양 시설 관리 솔루션을 구축 중

* (2017.9.) 6백만 달러의 시리즈A 투자유치에 성공함

자료 : Nectarine Health, CB Ins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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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농업
그론스카(Grönska)는 도시의 실내에서 연중 식물재배가 가능한 수직 농법(Vertical
Farming)21)을 통해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식량 생산 방안을 제시
● 세계 인구 수가 증가하고 있으나 기후변화, 경작지 부족 등으로 전통적인
농법으로는 식량수요를 충족시키기가 어려움
* 2050년 세계 인구는 97억 명으로 예상(UN, 2019)됨에 따라 식량 생산량은 2010년 대비
50% 증가해야하지만 현재 생산성으로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Farm Europe, 2017)

● 그론스는 햇빛을 모방한 LED 조명과 수경재배 기술을 통해 수자원의 사용을
줄이고 기후와 관계없는 연중재배로 면적대비 작물생산량을 극대화
- 스톡홀름 지역에 연간 최대 130만 개의 식물을 재배할 수 있는 유럽 최대의
수직농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케일, 허브 등의 식물을 Coop, ICA 등 대형
스웨덴 매장에 판매하고 있음
<스웨덴 농업 스타트업① - 그론스카(Grönska)>
• 도시근교에서의 LED 조명과 수경재배를 통한 연중 생산 자동화로 비용을 절감하고
지속가능한 친환경 농업 모델을 구축
• 대규모 농업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식료품점, 식당, 사무실, 학교에도 배치할 수
있는 소규모 수직 농장도 조성 중
• 2017/18 회계연도에 13만 유로의 매출(1만 5천 유로의 영업이익)을 달성했으며
2020년부터 북유럽 SAS 항공사 기내식의 샐러드를 제공할 예정

* (2019) 스웨덴 정부기관 기술혁신청(Vinnova)의 5만 달러 지원을 통해 AI를 기반으로
수직농법 시스템을 최적화중

자료 : Grönska, CB Insights

21) LED와 같은 인조조명을 활용해 건물 내부에서 농작물을 재배하는 실내농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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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그니시아(Ignitia)는 열대지역에 특화된 정확도 높은 일기예보를 통해 소규모
농가의 생산성 및 수익 증가에 기여
● 서남아프리카와 같은 열대지역 거주민들의 대부분은 농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기습 폭우와 같이 예측하기 어려운 열대기후로 수확량이 손실되는 경우가
많아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이그니시아는 강우량, 강우확률 등을 예측하는 열대지역 맞춤형의 정밀한 모델
개발을 통해 농민들이 날씨를 예측하고 이에 맞는 농사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생산량 및 수익 향상을 지원함
- 이그니시아에 따르면 모델의 정확도는 84%로 세계 기상예보보다 2배 이상
정확하며 GPS를 통해 농민별 위치에 맞는 일기정보를 일반 핸드폰도 수신
가능한 문자메세지로 제공하고 있음
* 이그니시아를 사용한 가나 농부들은 평균 연 480달러 소득 증가를 실현(Securing
water for food, 2018)

<스웨덴 농업 스타트업② - 이그니시아(Ignitia)>
• 기상전문가들이 창업한 이그니시아는 월별 및 계절별 예측뿐만 아니라 GPS에 따라
농장의 위치에 맞는 48시간 예측을 일일 문자메세지로 전달하며 이해력이 낮은
농민들을 위하여 키워드 중심으로 간략히 구성
• 메시지당 3센트의 비용을 지불하는 구독 모델로서 통신사와 협력하여 농민들이
핸드폰 크레딧으로 지불하도록 지원
• 가나, 말리 등지에서 4백만 명이 가입했으며 2018년 매출은 230만 달러로 추정됨

* (2018.8.) 노르휀 재단, 미국VC 등으로부터 109만 달러의 시리즈 A 투자유치에 성공함

자료 : Ignitia, CB Ins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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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교육
퀴잘(QUIZRR)은 공장 근로자 맞춤형 교육 솔루션을 통해 노동자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 실천을
효율화
● 글로벌 가치사슬(GVC)22)에 참여하는 개도국 협력업체의 노동인권 문제가
이슈화되면서 최근 주요국들은 기업의 CSR 관리범위를 국외 1·2차 협력사까지
확대하고 있지만 기업 자체적으로 현지에 맞는 솔루션을 구축하기 어려움
* 핀란드, 프랑스, 미국 등은 기업이 국외 협력업체 및 관련 공급업체에 대해서도 노동권 침해
소지를 사전에 점검하고 문제가 발생할 경우 시정 조치 및 지속적인 모니터링 수행 의무를
법제화

● 퀴잘은 노동자들이 안전수칙, 노동권리 등을 다양한 언어와 환경에 맞게 학습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퀴즈형식으로 제작해 교육 근로자들의 기본 권리를
보호하고 기업들은 CSR 준수 현황 관리를 지원함
<스웨덴 교육 스타트업① - 퀴잘(Quizrr)>
•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 다국적 기업을 위한 OECD 지침, 현지 법률 등을
기반으로 국가별 노동자의 상황에 맞는 안전 및 노동자 권리 교육 솔루션을 제공
• 터치스크린 태블릿을 기반으로 1시간 이내 학습이 가능한 퀴즈형식의 동영상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어 접근성 및 편의성이 높으며 모든 교육 결과는 퀴잘 웹 포털에 공개되어
기업 본사와 협력업체간 공유가 가능함
• 현재 중국, 방글라데시, 모리셔스 등 400여개의 공장에서 160만 명의 근로자 교육이
진행되었으며 Clas Ohlson, MQ, Axfood 등의 40개 글로벌 기업이 참여중

* (2019.7.) 노르휀 재단 등으로부터 74만 달러 투자유치에 성공함

자료 : Quizrr, CB Insights
22) 국제적으로 분업화된 제품 생산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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렉스플로어(Lexplore)은 AI 기반 안구운동 분석을 통해 어린이의 난독증을 적시에
식별하여 빠른 치료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함
● 일상생활에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어린이 난독증23)은 조기 진단이 매우
중요하지만 현재 진단 방법은 자필 작성 검사지를 기본으로 한 종합 평가로
이루어지고 있어 효율적이고 객관적인 수단이 아직 부족함
● 렉스플로어는 읽기 능력과 눈 움직임 사이의 상관관계24)에 착안하여 95%의
높은 정확도로 어린이 난독증 가능성을 5분내 빠르게 진단할 수 있는 AI 기반
알고리즘을 구축함
- 어린이가 컴퓨터 화면의 짧은 구절을 읽을 때 안구 추적 장치를 사용하여
시선 움직임을 기록함으로써 전반적인 독해수준을 파악
* 난독증 독자의 경우 독해시 비규칙적인 시선 정지와 회귀적인 움직임의 경향성이 높음

<스웨덴 교육 스타트업② - 렉스플로어(Lexplore) >
• 2~5세 어린이를 대상으로 2분 정도 소요되는 짧은 구절을 읽게 한 후 안구추적장치를
통해 클라우드에 수집된 어린이의 안구 움직임 데이터를 기반으로 어린이의 독해수준을
5개 카테고리로 나누어서 진단함
• 최대 100명의 소규모 학교 및 민간 기업의 경우 1년 구독료는 안구추적장치, 모니터
등을 포함하여 1,975달러이며 1년 후에는 995달러를 부과
• 스톡홀름시 교육청과 같이 스웨덴 뿐 아니라 미국 5개주의 사립, 공립학교에서 사용
되고 있음

* (2017.12.) EIT Digital Challenge의 베스트 디지털 웰빙 스타트업으로 선정되어 5만
유로의 상금과 5만 유로에 상당하는 EIT Digital 엑셀러레이터의 지원을 받게 됨

자료 : Lexplore, CB Insights, EITdigital(2017)
23) 정확한 읽기와 쓰기에 어려움을 겪는 학습 장애의 일종으로 낮은 자존감, 우울증 등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완치는
어려우나 치료를 조기에 받는다면 개선될 수 있음(서울대학교병원)
24) Nilsson Benfatto(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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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업용 소프트웨어(Enterprise Software)
스웨덴은 선도적인 ICT 기술력25)을 바탕으로 개방형 혁신(Open Innovation)26)
생태계를 조성하여 기업용 소프트웨어 분야의 스타트업이 활발함
● 기업용 소프트웨어 스타트업은 기술개발에서 상용화에 이르는 전 과정을 산·
학·연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용이하게 추진할 수 있으며 대표적으로 스웨덴의
ICT 선도 기업 에릭슨(Ericsson)을 중심으로 구축된 시스타 사이언스 시티가
있음
* 에릭슨은 2018년 글로벌 통신장비 시장에서 점유율 1위(29%)를 차지(Nikkei, 2019)

<시스타 사이언스 시티(Kista Science City)>
• 1975년 에릭슨이 시스타 지역을 매입하여 무선통신 사업본부와 연구소를 세운 후
IBM, 노키아, 마이크로소프트 등 현재 약 1,000여개의 기업들이 입주하면서 유럽
최대 ICT 클러스터로 자리매김함
• 컴퓨터공학연구소(SICS), 에크레오 연구소(Acreo AB), IT연구소(SIITTI) 등 다수의
국책연구소들이 있으며 스웨덴왕립공대(KTH)와 스톡홀름대학 등에서도 산학협동
연구개발을 활발히 진행해 기술 스타트업의 산실이 되고 있음
• 시스타 사이언스 시티 운영재단의 산하기관으로 스웨덴 대표 인큐베이터 스팅
(Stockholm Innovation & Growth; Sting)이 있으며 매년 10~15개 스타트업을
선발하여 지원하고 있음
자료 : Kista.com,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 스웨덴 기업용 소프트웨어 스타트업들은 경영관리, 제품개발 및 관리 등의
비즈니스 프로세스상에서 기업들이 겪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 데이터 분석을
통해 자동화·표준화를 구현한 디지털 솔루션을 제시
<스웨덴의 기업용 소프트웨어(Enterprise Software) 스타트업>
B2B구분
경영관리
제품개발
제품관리

기업명
Qvalia
Worldfavor
Volumental
Peltarion
Mavenoid
Buildsafe

비즈니스
간편 인보이스 플랫폼
기업 CSR 관리 플랫폼
3D 신발제작 플랫폼
AI 운영체제 개발 플랫폼
A/S 및 기술지원 플랫폼
건설 안전관리 플랫폼

기술적 가치
인보이스 및 회계 처리 자동화
CSR 관리 효율화
개인 맞춤형 제품 개발
AI 기술 도입 표준화
고객 기술지원 자동화
건설 프로젝트 관리 효율화

자료 : 저자 작성
25) 지식 및 기술수준 등을 종합하여 산출한 디지털 경쟁력 순위에서 세계 3위를 차지(IMD, 2019)
26) 연구, 개발, 상업화에 이르는 기업의 가치사슬 전반에서 발생하는 외부와의 혁신적 지식 교류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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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경영관리
큐발리아(Qvalia)는 전자 인보이스 및 회계 관리 자동화를 통해 재무 프로세스의
효율을 높임
● 2020년 EU 가입국들의 정부조달사업(B2G) 추진시 전자 인보이스 사용이
의무화되면서 전자인보이스는 비즈니스의 기본 인프라로 확산될 전망
* 현재 EU 회원국 28개국뿐 아니라 미국, 싱가포르,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등 정부도
EU의 전자인보이스 표준인 PEPPOL(Pan European Public Procurement Online)을 이용중

● 큐발리아는 유럽표준이 적용된 전자 인보이스 발송 및 수신 기능을 무료로
제공해 주문·결제 단계에서의 수작업을 줄이고 회계 처리 자동화를 구현
- AI 기술을 기반으로 거래 상대방의 신용위험을 검증하고 구매대금 및 거래
형태 분석을 통해 이중결제, 누락 등의 잘못된 인보이스 식별 및 미수대금,
VAT 공제미달 등 회계상의 오류를 추적
<스웨덴 경영관리 스타트업① - 큐발리아(Qvalia)>
• 전자인보이스 발송, 수신 지원 뿐 아니라 회계 관리 등 재무프로세스 전반을 자동화하며
코딩이 필요없는 클라우드 기반 SaaS 제품으로 실시간 지출 분석을 통해 구매 의사
결정을 지원함
• 전자인보이스 발송 및 수신 기능은 무료로 지원하며 전자인보이스 관리 및 회계
프로세스 자동화와 같은 추가적인 기능의 경우에는 유료로 제공하는 프리미엄
(Free-miun) 가격 모델을 운용중
• 볼보(Volvo) 등 650개 기업을 고객사로 보유하고 있으며 2018년 기준 720만 달러의
수익을 달성

* (2019.8.) 124만 달러의 투자유치에 성공함

자료 : Qvalia, CB Ins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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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페이버(Worldfavor)는 CSR 성과 관리 플랫폼으로 데이터 수집 및 분석을
자동화함으로써 지속가능경영활동의 효율적인 관리를 지원
● 기업의 사회적 가치 창출이 브랜드 경쟁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는 가운데 주요국들은 CSR 관련 지침을 법적으로 의무화하면서 CSR이
기업의 필수경영요소로 자리잡고 있음
* EU, 싱가포르, 대만, 홍콩, 인도네시아 등의 주요국은 일정규모의 기업을 대상으로 CSR
관련 보고서 공시를 의무화(IBK 경제연구소, 2017)

● 월드페이버는 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27) 가이드라인과 같은 글로벌
CSR 표준과 연동하여 CSR 관련 데이터 수집 및 분석을 자동화한 솔루션을
구축
- 기업 규모별로 글로벌 공급망 관리와 같은 다양한 맞춤형 관리 옵션을 제공하고
있으며 다른 기업들과 지속가능경영 성과에 대한 비교분석도 가능
<스웨덴 경영관리 스타트업② - 월드페이버(Worldfavor)>
• 기업 CSR 활동 관련 데이터 수집을 자동화하고 GRI, SDGs, ISO 표준 등 CSR 관련
영역에 대한 다양한 가이드라인과 연동하여 CSR 수준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을 제공함
• 다국적 협력기업을 통해 제품을 생산하는 글로벌 기업의 경우 환경에 미치는 영향,
노동환경 등 참여하는 협력기업의 CSR 관련 모든 정보를 수집하고 공유함으로써
CSR 이행여부 관리, CSR 성과 보고서 작성 등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음
• Hemfird, Svenska Spel, Marginalen Bank 등 3만여개의 기업에서 사용중

* (2017.6.) 74만 달러의 시리즈A 투자 유치에 성공함

자료 : Worldfavor, CB Insights

27) UN의 협력기관으로 경제성, 사회성, 환경성 등 3개 범주를 바탕으로 하는 CSR 성과보고 기준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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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품개발
볼루멘탈(Volumental)은 빠르고 정확한 3D 발 스캐닝 기술을 기반으로
신발기업들의 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
● 온라인 의류 구매가 보편화되었으나 제품 수령 후 맞지 않는 사이즈로 인해
반품하는 경우가 많음
* 미국과 영국 소비자의 60%가 1년내 반품한 적이 있으며 52%가 사이즈 문제를 주요
원인으로 꼽음(GlobalWebindex, 2018)

● 볼루멘탈은 약 5초내 발을 정확하게 스캔할 수 있는 3D 기술을 통해 고객이
온라인상에서도 해당 정보를 바탕으로 사이즈에 맞는 제품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움
- 신발기업은 개인별로 최적화된 제품을 추천함으로써 고객 반품률을 낮추고
해당 데이터를 기반으로 향후 고객 맞춤형 제품개발 과정에도 활용할 수 있음
<스웨덴 제품개발 스타트업① - 볼루멘탈(Volumental)>
• 고객 발의 아치높이, 뒤꿈치 둘레 등 다양한 세부수치를 3D 스캐닝으로 빠르게 수집한
후 매장의 실시간 재고현황과 연동하여 측정값과 맞는 신발을 알려주거나 유사한
사이즈의 다른 고객들의 구매 데이터를 기반으로 제품 추천 기능도 제공함
• 맞춤형 안경, 헬멧, 이어폰 제작을 위한 얼굴 스캔과 같이 다양한 체형 측정 비즈니스로
확장중
• 미국 백화점 기업 노드스톰(Nordstrom), 글로벌 신발기업 뉴발란스(New Balance)
등 총 38개국의 약 1,000여개의 매장에서 판매되고 있으며 약 3백만명의 발 스캔
데이터를 보유

* (2018.8.) 131만 달러의 시리즈 B 투자유치에 성공함

자료 : Volumental, CB Ins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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펠타리온(Peltarion)은 AI(Artificial Intelligence) 운영체제 개발 플랫폼으로
기업들의 손쉬운 AI 기술 도입을 촉진
● 산업을 불문하고 많은 기업들이 자사 비즈니스에 AI 도입을 추진하고 있지만
전문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
* 가트너(Gartner)의 ‘2019 CIO(최고기술경영자) 설문조사’에 따르면 인공지능(AI)을 도입한
기업수는 지난 4년 간 270% 증가한 가운데 응답자들 중 54%는 AI 구현의 가장 큰 어려움으로
전문인력 부족을 꼽음28)

● 펠타리온은 데이터 전처리에서 모델 구축 및 적용에 이르기까지 모든 작업을
손쉽게 수행할 수 있는 통합 AI 운영 플랫폼을 개발하고 미디어, 금융, 헬스케어
등 다양한 산업에서 적용 가능한 AI 솔루션을 제공
- 기업은 고도로 숙련된 개발 기술이나 대규모의 인프라 투자 없이도 신속히
AI 시스템을 구축하고 실용화할 수 있음
* 미디어 기업 에피데믹 사운드(Epidemic Sound)는 AI 전문가 없이 펠타리온의 AI 플랫폼을
활용하여 음악을 분위기에 따라 AI 기반으로 자동분류하는 시스템 구축에 성공함

<스웨덴 제품개발 스타트업② - 펠타리온(Peltarion)>
• KTH 왕립 기술연구소 출신의 창업자들이 공동설립했으며 코딩 없이 드래그 앤 드롭
(Drag and drop)만으로 손쉽게 딥러닝 모델을 구축할 수 있음
• 모델별 실험결과를 실시간으로 비교분석하고 이를 API로 배포함으로써 빠른 적용이
가능함
• 테슬라, GE, NASA. BMW, MIT, University of Harvard 등 300 여개 기업 및 기관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함

* (2019.1.) 2천만 달러의 시리즈 A 투자유치에 성공함

자료 : Peltarion, CB Insights
28) Bizworld(2019.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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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품관리
메이베노이드(Mavenoid)는 AI 기반 가상 전문가를 통해 제품의 기술적 문제를
고객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자동화하여 제시
● 오늘날 제품 기능이 고도화되면서 기업은 제품 설치, 이용, 수리 등 다양한
고객 문의를 처리해야하지만 문제를 제기하는 고객별로 기술 이해도가 다르며
이에 따라 기술지원29) 전문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용하기 어려움
* 기술 지원 담당자의 73%가 고객의 기술적 이해도가 높아지면서 기술 지원 요청의 난이도가
증가한 것으로 평가(ICMI, 2015)

● 메이베노이드는 제품과 관련된 다양한 고객의 문의 내용과 난이도를 구조화된
객관식 설문을 통해 파악하고 적시에 적용할 수 있는 솔루션과 연결하는
알고리즘을 구축
- 고객은 대기 없이 스스로 제품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기업은 현장 기술
지원에 소모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음
<스웨덴 제품관리 스타트업① - 메이베노이드(Mavenoid)>
• 스웨덴 컴퓨터 과학연구소(SICS)에서 개발된 기술로 제품설치, 이용, 수리 등과 관련된
기술적 문제들에 대한 진단과 해결법을 자동으로 매칭하여 제시함
• 매뉴얼, 웹사이트, FAQ 등 다양한 플랫폼에 확대·적용할 수 있으며 기업의 CRM
시스템과 연동함으로써 제품과 관련하여 고객들이 겪는 기술적인 이슈들을 데이터
기반으로 관리할 수 있음
• 프린터기기 기업 HP, 크레인 장비 기업 콘크레인즈(Konecranes), 트럭제조기업
스카니아(Scania) 등 다양한 산업의 대기업을 회원사로 보유하고 있음

* (2018.10.) 스포티파이의 투자사인 크렌덤(Creandum)이 참여하는 190만 달러의 시드투자
유치에 성공함

자료 : Mavenoid, CB Insights
29)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기업이 제품 구매 고객에게 제품 사용법 교육, 수리, 정기점검 등을 지원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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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드세이프(BuildSafe)는 건설 현장 리스크 관리 플랫폼으로 건설 프로젝트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높임
● 건설은 디지털화가 가장 더디고 1990년 이후 생산성이 정체되었으며30)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은 산업으로 혁신이 요구되고 있음
* 2018년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의 20%가 건설산업에서 발생(U.S. Department of
Labor, 2018)

● 빌드세이프는 현장에서 작업자들이 공동으로 안전상의 위험을 검토하고 대응할
수 있는 디지털 솔루션을 개발해 건설산업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 안전 검사 및 규정 준수 여부들을 통합 플랫폼에서 일련의 프로세스로서 관
리하고 건설 프로젝트 참여자들간의 협업을 통해 수집된 다양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안전사고 발생 위치를 예상함으로써 사전 대응이 가능함
<스웨덴 제품관리 스타트업② - 빌드세이프(BuildSafe) >
• 건설기업, 협력기업, 부동산 개발자, 현장 작업자 등 건설사업의 다양한 참여자들은
하나의 플랫폼에서 표준화된 건설 프로세스에 기반하여 커뮤니케이션함으로써 현장
안전 위험에 대한 보고, 리스크 분석, 후속조치 등의 과정을 공유할 수 있음
• 관리자는 건설현장의 위험도를 상시 관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실시간으로 작업성과
진단 및 평가가 가능함
• 세계 5위의 부동산기업 스칸스카(Skanska), 스톡홀름시를 고객사로 두고 있으며
영국, 러시아로의 사업 확장을 추진중

* (2017.12.) 83만 달러의 시드투자 유치에 성공함

자료 : Buildsafe, CB Insights

30) McKinsey&Company(2016.6.) Imagining construction’s digital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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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결론 및 시사점
스웨덴 스타트업의 투자 유치 및 엑시트 데이터 분석 결과 한국보다 투자규모는
작았지만 글로벌 시장에서의 엑시트가 활발해 성장 후 단계에서의 선순환 구조가
정착되어 있는 것으로 평가
● 시드·엔젤 투자를 받은 스웨덴·한국 스타트업의 엑시트 경로 분석 결과
스웨덴의 엑시트 비중(12.6%)이 한국(7.7%)보다 높았으며 M&A의 경우 미국,
영국 등 해외기업들이 인수자로 참여하는 경우가 많았음

스웨덴 스타트업은 글로벌 시장으로의 확장성이 큰(Scalable)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
(Solution)을 지속가능한 방식(Sustainable)으로 제시하는 3S(Scalable·Sustainable
Solution) 기반의 비즈니스 모델 구축을 통해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
◦ 주요 스웨덴 스타트업 사례 분석 결과 클린테크(Cleantech), 소셜벤처(Social
Venture), 기업용 소프트웨어(Enterprise Software) 분야에서 환경적·사회적·기술적
가치 구현을 통해 비즈니스 모델의 경쟁력을 극대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스웨덴 스타트업의 주요 비즈니스모델>
구분
모빌리티
클린테크
(Cleantech)

식료품
에너지
헬스케어

소셜벤처
(Social
Venture)

농업
교육

기업용
소프트웨어
(Enterprise
Software)

경영관리
제품개발
제품관리

기업명
비즈니스 모델
Elonrode
전기차 자동충전용 도로
Apparkingspot
잉여 주차공간 중개 연결
Karma
잉여 식료품 중개 판매
Whywaste
식료품 유통기한 추적·관리
Enjay
건물 냉난방 에너지 재활용 시스템
Woshapp
온디맨드 친환경 세차
Natural Cycles
여성용 디지털 피임기구
Nectarine Health AI 기반 원격 노인 돌봄 서비스
Grönska
실내 도시 농업
Ignitia
열대지역 일기예보 서비스
Quizrr
노동자 교육 서비스
Lexplore
AI 기반 아동 난독증 조기감지
Qvalia
간편 인보이스 플랫폼
Worldfavor
기업 CSR 관리 플랫폼
Volumental
3D 신발제작 플랫폼
Peltarion
AI 운영체제 개발 플랫폼
Mavenoid
A/S 및 기술지원 플랫폼
Buildsafe
건설 안전관리 플랫폼

자료 :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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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적·사회적·기술적 가치
친환경 전기차 보급 확대
차량 주행거리 감소
음식물 쓰레기 감소
음식물 쓰레기 감소
열에너지 절약
수자원 절약
여성의 삶의 질 개선
노인 건강관리 개선
지속가능한 식량 생산
열대지역의 농업 발전
노동자 인권 향상
아동 질병 개선
인보이스 및 회계 처리 자동화
CSR 관리 효율화
개인 맞춤형 제품 개발
AI 기술 도입 표준화
고객 기술지원 자동화
건설 프로젝트 관리 효율화

● 스웨덴은 평균 영어능력이 높고31) 인구 1천만 명의 작은 내수시장으로 인해
스타트업 초기단계에서부터 글로벌 관점에서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기 때문에
북유럽, 독일, 미국 등 글로벌 시장으로의 확장성(Scalability)이 높음
- 초기단계를 지원하는 스타트업 인큐베이터의 심사요건에도 글로벌화 가능성을
판단하는 항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음
● 글로벌 관점에서 기업, 국가 등이 겪는 문제를 파악하고 AI, 3D 프린팅 등의
ICT 기술 기반 혁신을 통해 전에 없던 새로운 문제 해결법(Solution)을 제시하는 데
주력함
- 탄소 절감, 기아 감축 등 미래 인류가 직면한 문제를 신시장 기회로 인식하고
해당 문제해결에 초점을 맞춘 솔루션을 고안하기 때문에 혁신적인 비즈니스
창출이 가능함
* 포브스(2016)는 스웨덴 스타트업을 글로벌 게임 체인저(Glboal game changer)라고 소개

● 환경보호에 기여하고 인권과 삶의 질을 제고하는 비즈니스 모델이 지속가능
(Sustainable)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으며 스타트업 성장의 필수 요건이자
촉매제로 고려하는 경향이 큼
- 스웨덴 정부 기술혁신청(Vinnova)을 비롯하여 많은 엑셀러레이터, 투자사 등은
투자 유치 대상 스타트업이 UN의 지속가능개발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중 하나에 해당할 것을 요구함

아직 한국 스타트업계에는 보편화되지 않은 비즈니스 모델이지만 지속가능성,
확장성의 이슈가 점차 커지고 있는 만큼 향후 글로벌 시장진출 시 이와 같은
사회적·환경적·기술적 가치 창출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31) 2019년 100개국 대상 영어 능력 평가 지수(EPI, English Proficiency Index) 조사에서 스웨덴은 2위를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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