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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독립 20년, 소프트웨어 파워 기반 빠른 경제성장
l 1991년 소비에트 연방의 붕괴와 독립으로 국가 인프라가 형성되지 않았으나,
e-government 구축 등 정부의 혁신적이며 적극적 노력으로 빠른 성장 이룸
l 1999년 5천 6백 달러 수준이던 1인당 GDP는 2012년 2만 2천 달러 수준으로 상승하며,
‘Baltic Tiger’로 불림
- 2010년 기준 유럽 국가들 중 정부 부채가 가장 낮은(6.7%) 국가로 평가
l 전체 GDP의 약 16%를 IT 산업이 차지하며, 특히 소프트웨어 산업 중심의 경쟁력
l 2005~10년 기간 동안 GERD 연평균 11.8% 성장률을 보이며, 상대적으로 강한 공공
및 대학 연구시스템 구축
n 유럽 내 최고 수준의 1인당 창업 수를 가져온 주요 배경
l 좁은 국토와 인구는 글로벌 시장 중심의 창업 전략으로 돌파구를 찾음
l 작지만 강한 창업국가로 도약할 수 있었던 주요 요인
- 초등학교부터 프로그래밍 등 소프트웨어 및 과학 교육 활성화, 특히 공공과 민간의
파트너십에 의한 Programming Tiger는 소프트웨어 개발 능력 향상을 견인함
- 효율적이고 통합적인 혁신 지원 인프라 구축, 특히 창업 등록 간편화, 유연한 세법
등은 창업 유인을 제고함
n 창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프로그램
l Tehnopol, Garage48 등 창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플랫폼 구축
- Tehnopol은 기술기반 기업의 창업 및 성장을 촉진하고 새로운 기술의 사업화 지원을
위한 최첨단 창업 인큐베이터
- Garage48은 48시간 내에 아이디어에서 시장 적용 가능한 사업화 모델(시제품
제작)로 전환을 위한 엔지니어링 센터
l SmartCap, EstVCA 등을 중심으로 한 공공 펀딩 활성화 및 글로벌 자본 유입 확대
- 창업기업의 성장 지원을 위한 공적 기능의 VC이 활성화되어 있으며, 이들은 자금
지원뿐 아니라 교육, 컨설팅 지원 등이 연계
- 미국과 유럽 투자자들이 에스토니아 창업에 적극 투자하고 있으며, 2012년 기준
벤처캐피탈 투자의 약 80% 수준이 해외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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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왜 에스토니아인가?
n 정치적, 자연적 환경을 극복한 작은 나라‘Baltic Tiger’
l 한반도의 1/5 국토 규모, 1991년 소비에트 연방의 붕괴와 독립으로 국가 기반 한계 등
성장 제약여건을 글로벌 시장 창출형 창업으로 돌파구 마련
l 2007년 발생한 세계 최초 사이버 전쟁은 소프트웨어 강국으로 도약하는 전환점
l 1인당 GDP 1999년 5천 6백 달러 → 2012년 2만 2천 달러, 지속적인 8%대 성장
n 기초교육 강화로 창업 뿌리를 가꾼 창업국가
l 초등학교 단계부터 로봇과 프로그래밍 기초교육 강화로 인력양성의 토대 구축
l 자연자원 및 물적자원의 한계를 창의인재 양성을 통해 극복하고자 노력
n 정부의 인프라 구축과 시장의 창업 문화가 조화를 이룬 국가
l 정부의 e-government 및 통합형 지원 플랫폼 구축은 비즈니스 활성화 견인
l 공공과 민간의 조화로운 협력 모델은 해외 투자자의 관심을 유도
n 공공-민간-대학이 연계된 종합 창업 허브를 구축한 국가
l Tehnopol로 대표되는 창업인큐베이터는 대학, 정부, 그리고 민간이 연계된 창업 및 비즈
니스 지원 허브
l 비즈니스 지원을 위한 패키지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하고 시장 진입 및 성장을 지원
n 유럽의 작은 나라 에스토니아가 주는 시사점
l 에스토니아가 창업국가로 도약할 수 있는 근간에는 ‘창의인재 양성’과 ‘통합 및 연계형 지원
시스템 구축’, 그리고 ‘기업가정신 함양’이 존재
l 이는 창조경제 활성화를 통한 성장을 추구하는 현 시점의 한국이 필요로 하는 주요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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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에스토니아 이해
1. 일반현황
n 국가 규모
l 한반도의 1/5 규모의 땅에 인구 1,266,375명 거주(2013년 7월 기준)
- 2008년 조사에 따르면, 인구구성은 Estonian 68.7%, Russian 25.6%, Ukrainian 2.1%,
Belarusian 1.2%, Finn 0.8%, 기타 1.6%
- 사용언어는 공식어로는 Estonian 67.3%, 그 외 Russian 29.7%, 기타 3%(2000년 조사)
그림 1 Estonia 위치

자료: Google 이미지.

l 급속한 성장을 이룬 경제규모
- 1999년 5천 6백 달러 수준이던 1인당 GDP는 2012년 2만 2천 달러로 4배 가까이 상승
(이처럼 빠른 경제성장으로 인해 ‘Baltic Tiger’로 불림)
- 2008년 이후 유럽 경제침체로 인한 일시적 위축을 제외하고는 지속적인 8% 수준의
성장세를 보임
* Estonian Reform Party는 2022년까지 에스토니아의 1인당 GDP를 유럽지역에서
최상위 그룹으로 도약할 것을 목표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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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1인당 GDP 추이($) 및 실질 GDP 성장률 추이(%)

자료: https://www.cia.gov/library/publications/the-world-factbook/geos/en.html

l 2010년 기준 유럽 국가들 중 정부 부채가 가장 낮은(6.7%) 국가로 평가
- 2010년 기준,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중은 에스토니아(6.7%), 불가리아(16.3%), 룩셈부르크
(19.1%), 루마니아(31.0%), 체코(37.6%), 리투아니아(38.0%), 슬로베니아(38.8%), 스웨덴
(39.7%)
- 부채 비중이 60% 이상인 국가들은 그리스(144.9%), 이탈리아(118.4%), 벨기에(96.2%),
아일랜드(94.9%), 포르투갈(93.3%), 독일(83.2%), 프랑스(82.3%), 헝가리(81.3%), 영국
(79.9%), 오스트리아(71.8%), 몰타(69.0%), 네덜란드(62.9%), 사이프러스(61.5%), 스페인
(61.0%)(EUROSTAT, 2011)
n R&D 특성
l 전체 GDP의 16%를 차지하는 IT 산업, 특히 소프트웨어 중심의 산업 구조
- 주요 산업군 정보통신, 엔지니어링, 전자, 목재와 나무제품, 직물 등
l 공공연구의 질적수준과 효율성 제고, 공공 R&D 펀딩시스템 개혁, 민간의 R&D 투자확대,
고급인력 양성 등을 통해 장기적 성장을 추구(OECD,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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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혁신활동에 소요되는 자본으로의 접근성이 한국에 비해 수월하며, 정부에 의한 적극적인
기업 R&D 자본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
- 2005~10년 기간 동안 GERD의 연평균 11.8% 성장률을 보이며, 상대적으로 강한 공공과
대학 연구시스템을 구축
- 글로벌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GERD는 2008년 1.28%에서 2010년 1.63%로 증가
- 민간 R&D와 혁신을 견인하기 위해 정부의 노력은 직접펀딩(예, innovation vouchers)과
비금융지원(예, the innovation and Entrepreneurship Awareness and Competence
Raising Programme 2009~13)으로 이원화
- 중소기업 R&D 재원에 대한 정부의 투자 비중의 경우, 2011년 기준 OECD 국가들 중
슬로바키아, 에스토니아, 헝가리 등이 85% 이상의 높은 수준(OECD, 2013)
- 벤처캐피탈 투자의 경우, 초기단계 투자의 한계를 보이고 있는데, 초기단계 투자에
10%, 성장단계에 85%, 후기단계에 5% 등의 재원 배분(Koomagi & Sander, 2006)

그림 3 자본접근 수월성

주: 수월성의 정도를 1~7까지 측정. 1 매우 어려움~7 매우 쉬움.
자료: OECD(2013), OECD Science, Technology and Industry Scoreboard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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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BERD 펀딩 출처: 정부(좌), 타기업(우)

자료: OECD(2013), OECD Science, Technology and Industry Scoreboard 2013.

n 역사적 배경
l 1940년 소련에 통합 조치 후 1991년 소비에트 연방의 붕괴로 독립
- 독립당시 에스토니아 대부분의 집에 전화기조차 갖추기 못한 빈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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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1991년 독립 시점에 국가적 인프라, 과학기술 등의 자산을 형성하지 못한 상황
- 핀란드로부터 아날로그 시스템 무상지원 제안이 있었으나, 이를 거부하고 자체 디지털
시스템 구축에 총력을 기울임
- 1994년 러시아 군대의 완전한 철수 이후 서방과의 경제적, 정치적 관계 증진을 추진
- 2004년 나토와 EU 모두에 합류, 2010년 말 공식적으로 OECD 가입
- 2011년 1월 1일 유로를 공식 통화로 채택
l 2007년 4월 27일 친러 vs. 반러 간의 갈등에 의한 세계 최초 사이버 전쟁으로 최대 규모
피해를 입은 국가
- 3주간 백만 대가 넘는 컴퓨터로부터 무차별 공격을 당해, 의회와 정부, 언론사, 은행,
이동통신 등 거의 모든 국가 기간산업이 타격을 입음
n 사이버(e-government) 정부
l e-government 서비스 시스템 구축
l 전자주민증 사용으로 전자칩 하나로 개인 식별이 가능하며, 이를 위한 보안 기술은 세계적
수준에 이름
l 은행거래의 99%가 온라인으로 실행되는 등 국민의 실생활 전반이 온라인 기반 수행가능
l 투표의 25%가 온라인으로 실시
- 2005년 전자 선거를 도입한 후 세계 최초로 전국 전자 선거를 치른 나라로 기록
- 우수 기술력으로 시스템을 보강하고 신뢰 확보하여, 정치적 논란 감소
l 나토 사이버 국방안전센터가 입지하고 있으며, 대학에 사이버 보안관련 학과가 개설되어
있는 등 국가 전반에 사이버 안전을 위한 강한 R&D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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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지표별 글로벌 순위
지표

순위

비교대상 국가

Freedom House Internet Freedom 2012
Index of Economic Freedom 2010
Reporters Without Borders Press Freedom Index 2011–2012
State of World Liberty Index
Human Development Index 2011
Corruption Perceptions Index 2012
Networked Readiness Index 2009–2010
Ease of Doing Business Index 2011
State of The World's Children's Index 2012
State of The World's Women's Index 2012
Legatum Prosperity Index 20111)

1위
13위
11위
1위
34위
32위
25위
17위
10위
18위
33위

47
157
187
159
169
176
133
158
165
165
110

자료: http://en.wikipedia.org/wiki/Estonia#Economy

2. 창업 현황
n 창업 문화 형성
l 소비에트연방 점령기 동안에 창업 문화의 뿌리가 형성됨
- 소프트웨어 분야, 프로그래밍에 대한 이해 높음
l 소비에트연방 해체에 따른 독립 시점에 기간시설이나 자원 등의 부재, 협소한 국토 등은
새로운 돌파구로서 사고의 전환필요성 인식
- 소프트웨어 중심 창업을 통한 글로벌 시장 진입 전략이 절실
- 현재 미국 공군과 국가안보국, 중국, 말레이시아 정부 전산망에 공급되는 최고 수준의
보안프로그램 보유
n 제한적 자연 환경을 기회로 전환
l 좁은 국토와 인구는 창업을 통한 시장창출에 제약조건이었음
l 이를 인식하고 모든 창업은 글로벌 시장을 중심으로 이루어짐
- 경영, 인력관리 등을 글로벌 시장을 통해 활성화
- 창업 기업들 간의 네트워크 등 에스토니아의 창업을 위한 열정은 ‘estonianmafia’2)라고
불리기도 함
1) Legatum Institute에서 발표하는 글로벌 경쟁력 지수로서 wealth, economic growth, personal well-being, 그리고
quality of life 등을 포괄하는 순위(2013년 순위는 노르웨이, 스위스, 캐나다, 스웨덴 순이며, 한국은 26위).
2) 글로벌 Venture Capitalist인 Dave McClure가 런던의 한 기술 창업 seedCamp에서 처음 언급한 용어임. 이 캠프가
세계적으로 경쟁이 심한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20개의 최종팀 중 4개 팀이 에스토니아 출신인 점 등을 보고 그
특징을 이같이 언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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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창업 현황
l 1인당 창업 수 유럽 내 가장 높은 수준
l 수도 Tallinn은 베를린, 런던, 실리콘밸리 등과 같은 창업 환경 조성
l World Bank 발표에 따르면, 2011년 에스토니아에 등록된 새로운 기업의 수가 14,000개에
이르며, 이러한 수치는 2008년 대비 40% 증가 추이3)

Ⅲ 창업 강국으로 도약의 핵심요인
1. 기초교육 강화
n 환경조성
l 1991년 독립 이후 인프라 등 국가기간시설이 부족한 상황에서 1998년까지 모든 교실의
컴퓨터시설 구축과 온라인 시스템 구축
l 2000년 정부는 인터넷접근을 모든 국민의 기본 권리로 강조
l 초등학교부터 로봇 등 과학교육 활성화로 기술, 과학에 대한 이해 제고
n 프로그래밍 교육
l 초등학교 1학년부터 프로그래밍 코드 학습
-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개발도 교과목에 포함
l 공공-민간의 파트너십 형성: 사업명 ‘ProgeTiiger(Programming Tiger)’
- 프로그래밍 언어(the basics of coding) 교육을 5년간 실시하여, 소프트웨어 개발 능력
향상
n 온라인 연계
l 글로벌 연계를 통한 다양한 교육 및 네트워크 가능

3) http://www.economist.com/blogs/schumpeter/2012/01-ups-eston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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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 우수 과학자, 성공 창업가 등과 화상회의 및 화상세미나 등을 통한 만남 기회
확대로 관련 분야 관심과 이해 제고
- 고등학생들의 미래 희망 직종 1위 = 창업가

2. 기술지원을 위한 정부 인프라 구축
n 창업 행정 통합 창구
l 창업을 위한 등록절차에 소요되는 시간은 30분 이내
- 모든 절차는 온라인으로 진행
- 공무원 검토 후 1시간 내 결과 e-mail 통보
n Innovation Estonia Platform
l 에스토니아 혁신과 기업가정신 발현을 위한 효율적인 프로모터(promoter) 기능 수행
- 비즈니스 분야 혁신시스템의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유연한 특징을 갖는 조직
- 혁신 분야 대기업, 엔젤투자, 벤처캐피탈, 은행권, 대학, 국가와 지역 내 공공 행정,
인큐베이터 및 사이언스파크 등에 소속된 인력들이 유입(Lex de Lange, et al., 2004)
n 창업 촉진 환경
l (규제) 행정절차 간소화 등 창업 활성화를 저해하는 행정적 요인들 제거
l (세율) 자유무역, 최소수준의 소득세 제도를 갖고 있으며, 개인에 대해서는 23%의 소득세율
이지만 혜택 필요한 기업, 특히 기업 수익을 혁신활동에 재투자하는 경우 0% 과세 등
유연성 확대
l (네트워크) 발달된 네트워킹을 활용하여, 다양한 정보와 아이디어를 교류하며, 창업 세미나
등 정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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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창업지원 인프라
1. 창업 플랫폼
n Tehnopol: Startup Incubator
l Tallinn의 Science Park, 비즈니스 허브로서, 150여 개 이상의 기술기업 및 Tallinn 기술
대학, IT 관련 대학 등이 입지
- 혁신적 비즈니스 아이디어를 지원할 수 있는 창업 인큐베이터 기능
- 기업을 위한 국제협력 기회 제공, 효율적인 인프라 제공 등을 통해 혁신성과의 부가가치
제고를 지원
l 주요 임무는 기술기반 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고 새로운 기술의 사업화 지원
l Tehnopol 현황
- 150개 이상의 기업이 입주하여 비즈니스 수행
- 160개 이상의 비즈니스 서비스 업체 확보
- 창업인큐베이터 내 20개 이상의 창업 기업들이 가동
- 14,000명 규모의 학생과 1,300명 연구자가 주변에 연계
- 5개의 활동적인 과학 R&D 센터를 비롯해, 실험실, 레저 공간 등이 배치

l 연혁
- 1998년 Tallinn University of Technology Innovation Centre foundation이 설립
되었으며, 재단의 주요 목적인 창업 및 비즈니스 네트워크 지원을 위해 Tehnopol 설립
- 2001년 Enterprise Estonia foundation, Tallinn University of Technology, Estonian Ministry
of Economic Affairs & Communications 그리고 Tallinn市는 Tallinn Technology Park 조성
- 2002년 Tallinn University of Technology Innovation Centre foundation 및 Tallinn市 는
창업기업 및 비즈니스 아이디어 지원을 위한 비즈니스 인큐베이터 설립
- 2003년 Estonia 정부, Tallinn University of Technology, Tallinn市는 Tallinn
Technology Park 개발 재단을 발촉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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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년 Tallinn University of Technology Innovation Centre foundation이 Tallinn
Technology Park 개발 재단으로 통합되면서, 유무형의 자산 확보를 위한 노력을 추진
하며, Tehnopol이 재단의 중심체가 됨
- 2012년 Tehnopol은 관계 기관들과의 협력을 통해 최첨단 창업인큐베이터 허브로 위상 강화
l 조직
- Tehnopol 조직은 세 개 본부로 구분되는데, ① 비즈니스 개발 및 마케팅 본부는 비즈니스
안정화 및 창업 지원 및 마케팅, PR 활동 등을 위한 서비스 제공, ② 자산 및 인프라
본부는 시설 등의 관리, ③ 행정본부는 재무 회계 등을 전담
- 입주 기업 선정 등의 모든 운영과 관련된 의사결정은 집행위원회(Executive Board)를
통해 진행
- 재단 활동의 기획, 조직, 전략 수립, 예산 및 실적 보고 등은 감독위원회(Supervisory
Board)를 통해 진행되며, 8인으로 구성
l 창업인큐베이터
- 비즈니스 전문가, 국제적 멘토, 투자자, 시설 등과 연계할 수 있는 허브 기능
- 입주업체들은 비즈니스 모델, 마케팅 전략, 투자유치 등의 지원서비스를 수혜
- 특히 ICT, clean-tech, mechatronics, life-science 등의 분야에 특화
- 비즈니스 지원을 위한 ‘Soft landing Packages Service’ 시행: 시장 진입 컨설팅, 비즈니스
절차 및 법률 문제 지원, 멘토링 및 컨설팅 등 지원
n “Garage48”
l Garage48 Foundation은 2010년 봄 수도 Tallinn에 설립
- Garage48 HUB는 창업을 위한 공간적 지원(Startup House)을 통해 활발한 교류 촉진
- Garage48 Event는 2010년 에스토니아에서 시작해서, 이후 유럽 및 아프리카 지역 등으로
빠르게 확산된 시리즈형태의 창업이벤트
l 에스토니아 Startup Leaders Club에서 활동하는 6명의 활동적 기업가들에 의해 시작
l 48시간 내에 아이디어에서 시장 적용 가능한 사업화 모델(시제품)로 전환
- ‘hackathons’: turn your idea into a working service in 48h
- 금요일 오후 5시에 시작해서 일요일 오후 6시에 최종 결과 실증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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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목표는 실질적인 창업 지원을 만드는 것으로, 시제품 제작, 네트워킹, 효율적인 예산으로
창업, 기업가정신 및 창업 문화 함양 등
l 참가자는 프로젝트 매니저, 마케팅 전문가, 디자이너, 개발자 등을 선택 가능

2. 창업지원 펀딩
l SmartCap, EstVCA, StartSmart, Startipwiseguys(엑셀레이터) 등의 공적기능이 강한
VC들이 창업기업들이 성장하는 것을 돕고 있음
l 다른 국가들도 정부가 지원하는 VC 업체들을 가지고 있으나 에스토니아의 SmartCap의
경우 자금공급처일 뿐 아니라 투자자들을 교육하고 창업기업들에게 법 관련 자문을 제공
하는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음
l 이외로 Estonian Development Fund(에스토니아 VC시장 형성을 발전시키고 국가의 미래와
가능성 기회를 높이기 위해 조성된 자금)와 Enterprise Estonia(에스토니아 국내외에 있는
기업들을 지원하고 네트워크 형성을 도움)가 정부차원에서 창업 및 혁신을 지원함
n SmartCap
l 자금지원뿐 아니라 투자자 및 예비창업자 교육, 창업기업의 법률 문제 및 기타 애로사항
컨설팅 등을 종합 지원하는 창구
l 향후 직접적으로 기업에게 투자하지 않고, VC 펀드로 투자하는 간접방식 선택을 추진
n“Startup Wise Guys”
l 창업 스쿨 등에 소속된 accelerator
l 창업기업이 성장하는 과정을 지원
n EstVCA
l 2005년 25개의 VC 업체들이 VC 연합회인 EstVCA를 구성함
l 이 연합회의 주요 목표는 에스토니아 지역 벤처캐피탈 산업과 주식시장 발전을 도모하고
에스토니아에 활발한 기업 문화를 촉진하기 위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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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또한 체계적인 기업 엔젤투자를 활성화하고 공공과 산업체 간의 관계를 연결하는 역할을
하고자 함
- 국제적 협력과 정보 교환, 엔젤들과 기업들 간의 연결 및 협력을 지원함
l EstVCA의 규모는 총 7,461명의 고용(이중 32%인 2,360명이 에스토니아인), 192백만 유로의
펀드자금, 총 82개 포트폴리오 기업(시드단계 14, 창업 23, 초기성장단계 7, 성장단계 20,
확장단계 8, 매각 10개)을 보유하고 있음
l 관련 분야는 IT 분야 20개, Business & Industrial Services 10개, Comsumer Services
분야 13개, Computer & Consumer electronics 8개, Business & Industrial Products 7개,
Life Sciences 7개, Communications 6개, Energy & Environment 5개 분야 등 임
n 벤처캐피탈의 활성화
l 2013년 발표에 따르면 창업지원을 위한 새로운 펀드로 60백만 유로(약 81백만 달러)를 조성
하며, 이 중 20백만 유로는 개인 투자자로부터 모집
- 벤처캐피탈 인프라와 창업생태계 구축을 위해 투자될 예정
l 미국과 유럽 투자자들이 에스토니아의 창업에 대한 적극적 투자
- 2012년 기준 벤처캐피탈 투자 €21.6m($28.6m) 규모가 조성되었으며, 이 중 약 €18m이
해외투자로 이루어짐
l 런던의 창업보육기관(Seedcamp Ltd.)은 투자액의 약 19%를 에스토니아 창업기업들에
투자한 것으로 조사됨(Aregufond)
n The Estonian Business Angels Network
l 25 투자자(VC)들로 구성
- 2015년까지 현재 수준의 5배 이상의 엔젤투자 활성화 주도
- 매년 25개 새로운 창업기업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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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에스토니아 창업 사례
1. Skype
n 설립배경
l 에스토니아 출신 Ahti Heinla, Priit Kasesalu, Jaan Tallinn에 의해 처음 Skype 소프트웨어가
개발되었으며 2003년 8월 공공 베타버전이 출시
- 스카이프사는 이들 프로그래머와 소프트웨어를 기반으로 2003년 덴마크 출신 Janus
Friis, 스웨덴의 Nilklas Zennstrom에 의해 룩셈브르크에 설립됨
- 이들 모두는 기존 Kazaa의 창립멤버들로써 Kazaa의 경험과 기술을 바탕으로 새롭게
Skype 소프트웨어의 운영을 시작함
l 스카이프 프로그램은 P2P 기술을 이용해 양방향 실시간 무료 메시지 전송, 음성 통화, 화상
통화, 컨퍼런스 콜(1회 최대 25명까지)을 가능하게 하고 통화 기록 등을 확인할 수 있게 함
n 성장
l 2003년 인터넷을 통한 무료 음성통화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기업을 설립
l 2005년 eBay Inc. $2.6b에 매입
- 2005년 6월 폴란드 웹 포털인 Onet.pl에 메신저 프로그램을 제공하기로 하였으며 12월
eBay사가 약 25억 미국 달러를 현금으로 지불하고 잠재가치부분을 eBay 주식으로 지불
하기로 하며 인수함
l 2010년 기준 가입자 수가 663백만 명을 기록하며 세계 최대 국제 통신 서비스 공급자로 성장함
l 2011년 Microsoft Corp. $8.5b에 매입
- 2011년 5월 MS사에 85억 미달러에 재매각되었으며 10월까지 모든 기술을 포함한 매각
절차가 종료됨
- 이후 MS사는 스카이프 프로그램을 Windows Live Messenger를 확장시키는 데 활용하고
있으며 인터넷 음성통화시장 지분을 2005년 2.9%에서 2012년 34%까지 확보하는 성과를
거둠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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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S사의 인수는 기술확보, 온라인 시장 확대, 스카이프를 통한 수익성 기대 등으로 평가
되고 있음
l 2011년 이후에는 아이폰용 스카이프 영상통화 시스템을 통해 29백만 동시 온라인 이용자를
기록하고 2012년에는 36백만, 2013년 50백만 명을 기록함
n Business Model
l 스카이프는 다른 경쟁 통신업체들과는 크게 다른 비용구조로 출발함
- 무료통화는 peer-to-peer 기술 베이스로 인터넷을 통해 공급함으로써 기업이 직접
네트워크를 관리할 필요가 없음
- 즉 소비자용 소프트웨어와 계정개설을 위한 최소의 비용만이 발생하는 구조로 부담이
없음
- 이용료를 부과하는 SkypeOut 이용자의 경우도 Skype 통신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것보다
아주 조금 더 부과하는 수준으로 운영하고 있음
l 그 외 주요 수입원에는 기술이전을 통한 라이선싱 수익이 있는데 영국 핸드폰 통신업체인
3(Three.co.uk) 등과 같은 파트너 업체, 기기업체인 Logitech, 다수의 플러그인 서비스
업체 등과 같은 기업들로부터 수익을 거둬들이게 됨
l 따라서 Skype의 수익원은 크게 다음의 세 가지로 정의할 수 있음5):
- 1) 이용자 서비스를 통한 수익: a) 무료서비스와 연계해 제공하는 프리미엄 서비스 수익
(그룹비디오, 그룹 스크린 쉐어링, 일부 국가들을 대상으로 한 무제한 통화서비스 비용
등) b) 부가서비스(Accessory service: TV, 핸드폰기기 및 Tablet PC이용) c) 어플리
케이션 판매(비즈니스, 게임, 번역서비스 등)
- 2) 기술이전을 통한 수익: a) Skype-Nokia, Skype-MySpace relationship b) 하드웨어
로열티 c) 영국 3사와의 Skypephone 연계 관련 사업 등
- 3) 광고수익

4) http://en.wikipedia.org/wiki/Skype
5) http://www.ecommerce-digest.com/skype-case-study.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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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Skype 비즈니스 모델

자료: http://www.ecommerce-digest.com/skype-case-study.html

l 이러한 Skype사의 Business Model은 이용자 입장에서, 기존 인프라를 활용하고, 원활한
서비스공급 체계를 갖추며, 상품의 가치를 쉽고 분명하게 전달하고자 했던 노력의 결실로
평가되고 있음6)

2. Kazaa
n 개요
l Kazaa Media Desktop은 FastTrack 프로토콜을 이용해 MP3, 동영상, 대용량 파일, 문서
등을 공유할 수 있는 peer-to-peer 어플리케이션임
l 최종 운영자는 호주 Sharman Networks로 저작권 관련 소송 등으로 이용자가 급락하고
운영에 어려움을 겪다가 2012년 8월부터 사실상 운영을 중단하고 있음(비공식적으로 이전
사이트나 Kazaa Lite 등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으나 공식 웹사이트는 중단된 상태임)

6) http://www.marsdd.com/articles/case-study-skypes-rapid-market-leader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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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창업배경
l 1990년대 후반에서 2000년 초반 닷컴 버블시기의 중심에 있었던 스웨덴 출신의 Niklas
Zennstrom와 덴마크 Janus Friis가 당시 인터넷 산업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았으나 인터넷을
활용한 사업 가능성에 관심을 가짐
l 이들은 사업을 위한 많은 아이디어와 인터넷관련 경험을 토대로 창업을 결심하고 직장을
퇴사한 후 암스테르담의 한 아파트에서 사업을 시작하게 됨
- P2P를 활용한 자기구성네크워크(self-organizing network)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
이들의 가장 큰 계획이었는데 이 원리는 일단 로그인을 하면 자체적으로 가장 빠르고
최고의 네트워크 연결을 찾아내는 시스템임
- 궁극적으로 이러한 원리를 이용해 다양한 디지털 미디어를 통해 예술가나 기업가들이
자신들의 작품 및 상품을 전통적인 판매방식 없이도 빠른 시간에 좀 더 직접적인 방법으로
나눌(판매할) 수 있는 인터넷 베이스 커뮤니티를 만들어내고자 함
l 그러나 두 사람 모두 프로그래머가 아니었기 때문에 전 직장을 통해 알게 된 에스토니아
출신 프로그래머를 영입하게 됨
- 당시 32세였던 Jaan Tallinn을 중심으로 한 세 사람의 에스토니아 엔지니어들이 Kazaa의
peer-to-peer 프로그램을 만들어냄으로써 창업 가능성이 열리게 됨(솔루션 프로그램에
뛰어난 것이 이들의 영입배경임)
l 창업초기 이들은 기업명을 FastTrack이라 짓고 2000년 9월부터 Kazaa 파일 공유 서비스를
시작한 것이 Kazaa사업의 출발점이 됨
n Kazaa의 성장 및 연혁, 사업모델
l Kazaa 서비스의 가장 큰 장점이자 특징은 이용이 너무나 간단하고 쉽다는 점임
- 단지 개인소비자가 자신의 컴퓨터를 가지고 FastTrack에 로그인을 하면 필요한 자료나
파일, 음악 등을 최적의 상태로 검색하고 연결시키도록 고안되었기 때문임
l 사업모델에 있어서는 마케팅 및 홍보를 위한 비용을 인터넷 활용을 통해 제로화시킴7)
- 단지 웹서버에 프로그램을 업로드 하고 필요한 링크, 예를 들면 http://download.com
이나 다른 공유 사이트들을 올려놓고 이용자들이 접속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
7) http://www.ebbemunk.dk/kazaa_skype/kazaa_skypep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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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접속자 수가 늘어나기만 하면 스노우볼 효과가 발생하는 원리로 단지 프로그램을
이용자들이 빠르고, 쉽고,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게 하는 데 사업을 집중함
l 이러한 편리성으로 인해 Kazaa 이용자 수가 점점 확대되었고 2001년 여름기간에만 총
350만 이용자가 새롭게 가입함
- 또한 같은 해 8월 970백만 개의 파일 다운로드 수를 기록하며 주요 파일공유 사이트
시장의 32%를 점유하면서 FastTrack 프로그램이 가장 많은 파일공유 기록을 세움
n 한계
l 저작권, 음원 등의 지식재산권 침해 문제가 점차 이슈화되며 운영에 어려움을 겪게 됨8)
l Kazaa사 역시 저작권 문제를 염두에 두고 있었으나 당시 인터넷을 통한 파일 공유는 전례
없는 새로운 풍토였고 음악 등을 광범위하고 쉽게 전파시키는 데 더 큰 목적을 두고 이
문제를 경시한 것이 이후 수많은 법적 공방에 시달리는 계기가 됨
- 특히 미국 음원산업협회(RIAA)의 소송과 그 외 여러 국가에서 소송이 시작되면서 운영에
어려움을 겪음
l 2002년 1월 호주기업 Sharman Networks Ltd가 Kazaa 웹사이트, 로고, 명칭, 기술 등의
전 자산을 인수하게 됨
- 이후 네덜란드, 미국, 호주 등에서의 재판에서 파일 공유 툴은 합법적이나 다른 사람들의
음악, 비디오, 파일 등을 불법적으로 판매하고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결되는
등 지재권 관련 소송에서 패소하게 됨에 따라 이용자들로부터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고
이용자 수가 급감하며 운영을 중단하기에 이름
n 이 외 GrabCad, Erply & TransferWise 등 에스토니아의 창업기업들은 2012년 이후 약
€20m 이상 자본창출

❙필자❙ 손수정(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연구위원)

8) http://en.wikipedia.org/wiki/Kazaa

20

동향과 이슈╻제2호

참고문헌
Koomagi, Margus & Priit Sander(2006), Venture Capital Investments and Financing in

Estonia: A case study approach, University of Tartu.
Lex de Lange, et al.(2004), “Access of Entreprises to Venture Financing in Estonia”,

Innovation studies, Ministry of Economic Affairs and Communications of the
Republic of Estonia.
OECD(2012), OECD Science, Technology and Industry Outlook 2012.
OECD(2013), OECD Science, Technology and Industry Scoreboard 2013.

CENTRAL INTELLIGENCE AGENCY(https://www.cia.gov/library/publications/the-world
- factbook/geos/en.html)
Ebbemunk(http://www.ebbemunk.dk/kazaa_skype/kazaa_skypep3.html)
Eurostat(http://epp.eurostat.ec.europa.eu/portal/page/portal/statistics/search_database)
MaRS(http://www.marsdd.com/articles/case-study-skypes-rapid-market-leadership)
Skype Case Study Analysis(http://www.ecommerce-digest.com/skype-case-study.html)
Statistics estonia(http://www.stat.ee/science-technology-innovation)
WIKIPEDIA_Estonia(http://en.wikipedia.org/wiki/Estonia)
WIKIPEDIA_Kazaa(http://en.wikipedia.org/wiki/Kazaa)
WIKIPEDIA_Skype(http://en.wikipedia.org/wiki/Skype)

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