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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ecutive Summary

스타트업 생태계

스타트업이 우후죽순으로 만들어지고 급격히 성장하는 ‘스타트업 붐’은 전 세계적인 

현상이다. 실리콘밸리와 같이 자생적으로 스타트업 생태계가 만들어지지 않는 한 

‘스타트업 붐’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스타트업 생태계 육성을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국내의 경우 스타트업 생태계는 정부 주도로 조성되고 있으며 스타트업 창업 자체, 

저변 확대에 주력하고 있다. 

가까운 일본의 경우는 정부 차원에서의 스타트업 선순환 생태계 육성과 함께 민간

차원에서의 자발적인 스타트업 참여로 바람직한 스타트업 생태계로의 발전이 기대된다. 

외부와의 공조를 통해 혁신을 창출하는 ‘오픈 이노베이션’이 일본 기업의 화두로 등장

하였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스타트업과의 제휴 또는 투자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일본 스타트업 발전 동향

일본 스타트업 수는 ‘종신고용제’와 ‘연공서열제’로 대표되는 고유한 기업문화로 인해 

눈에 띄게 증가하지는 않지만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금액은 대폭 늘고 있는 추세이다. 

그 결과 하나의 스타트업 당 투자 액수가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가장 큰 

요인으로 현금이 쌓이지만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일본의 대기업들이 실리콘밸리의 

스타트업 사례에 대한 동경과 현상타계의 목적으로 속속 스타트업 투자에 나서고 

있는 것을 들 수 있다.

일본의 대기업들은 직접 펀드를 만들어 투자를 집행할 기업 투자 전문 자회사

(Corporate Venture Capital, 이하 CVC)를 세워 투자하거나 펀드에 유한 책임 

투자자(Limited Partner, 이하 LP)로 출자하는 방식으로 스타트업에 투자하고 있다. 

2010년대 들어 CVC를 설립하는 일본 대기업이 늘고 있으며 펀드에 LP로 참가하는 

사례 또한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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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대기업의 스타트업 생태계 진입의 대표사례로 일본 2위의 통신기업인 KDDI의 

행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KDDI는 일본의 벤처캐피털인 글로벌 브레인이 운용하는 

‘KDDI 오픈 이노베이션 펀드(KDDI Open Innovation Fund)’를 결성해 스타트업에 

투자하고 ‘KDDI 무겐라보’라는 스타트업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스타트업을 직접 

지원하고 있다. 이외 스타트업과 대기업의 연결을 모색하는 ‘모닝 피치(Morning Pitch)’

가 대표적인 스타트업 지원 정례행사로 개최되고 있다.

시장 매력도가 높은 스타트업은 몸값이 급격히 올라가고 있으며 스타트업 당 평균 

투자금액은 2006년의 4,980만 엔에서 2014년 7,250만 엔을 기록하여 전년 대비

(2013년) 185% 증가했다. 일본 스타트업의 투자 회수 방법인 M&A, 기업공개(IPO)로 

이어지는 스타트업 성공사례 건수도 점점 증가하고 있으며 일본 벤처캐피털들의 투자 

대상도 자국 기업뿐만 아니라 실리콘밸리 소재 기업을 포함한 우리나라 스타트업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 

일본 스타트업 시장에서 각광받는 ‘뉴스 큐레이션(News Curation)’1) 분야에서는 

‘스마트뉴스(SmartNews)’, ‘구노시(Gunosy)’가 전 세계 1,000만 다운로드 돌파하여 

최대 50억 엔의 투자 유치 성과를 달성하는 등 전 세계로의 일본 스타트업의 가시

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일본 스타트업 지원책

일본 아베 정권의 경기 부양 정책인 ‘아베노믹스’의 스타트업 지원 정책인 2013년도 

‘일본재흥전략(日本再興戦略)’을 살펴보면 스타트업에 투자를 늘리는 부분에 초점을 

두었으나 2014년과 2015년 2회에 걸쳐 전략의 개정을 거듭 할수록 스타트업을 

만들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과 국제적 스타트업 거점이 되려는 스타트업 정책의 

외연이 확대되고 있다. 2015년 4월, 아베 신조 총리가 역대 일본 수상 중 최초로 

실리콘밸리를 방문한 것을 계기로 시작된 “실리콘 밸리와 일본의 가교 프로젝트” 

또한 이를 뒷받침한다. 일본은 단순히 스타트업 생태계에 자금을 투자해 스타트업을 

확대하기보다는 대기업, 중견기업이 스타트업 생태계에 참여하는 ‘오픈 이노베이션’을 

강조하고 아시아의 실리콘밸리를 꿈꾸고 있다.

1) 뉴스(News)와 큐레이션(Curation)의 합성어로, 개인에게 필요한 뉴스만 모아서 제공하는 ‘개별화된 뉴스’ 서비스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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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  아베노믹스 스타트업 관련 지원 정책

연도 주요 정책

2013년

- 벤처･신사업 창출 담당자 및 평가･지원인재 육성

- 개인에 의한 벤처 투자 촉진(엔젤 세제 운용 개선 등)

- 민간 기업 등에 의한 벤처 투자 촉진

- 자금 조달의 다양화(크라우드 펀딩 등)

- 개인 보증 제도 개선

- 기존 기업의 경영자원 활용(스핀오프 및 카브아웃(Carve out) 지원, 오픈 이노베이션 추진)

2014년

- ‘벤처 창조 협의회’ 등에 의한 대기업 참여 유도

- 벤처 기업의 정부 조달 참여 촉진 등 지원 환경 정비

- 국민 의식 개혁과 기업가 교육

2015년

- 국제적 이노베이션･벤처 창출 거점 형성을 위한 새로운 대학･대학원 제도 창설

- 실리콘 밸리와 일본의 가교 프로젝트

- 글로벌 벤처 에코시스템과의 연동

자료=일본재흥전략 2013~2015년판 발췌

시사점 및 제언

일본 스타트업 발전 동향을 통해 국내 스타트업에 적용해야 할 시사점과 제언으로 

첫째, 스타트업 생태계의 고른 발전을 위해 개별 스타트업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보다는 

스타트업 생태계의 선순환을 창출하는 부분에 보다 노력해야 한다. 스타트업 육성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줄이고 수준 높은 스타트업의 발판이 되는 기초과학 육성에 

주력해야 한다. 둘째, 민간기업의 ‘오픈 이노베이션’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스타트

업과의 접점을 지원하여 자발적인 생태계 구성원 확대를 독려해야 한다. 셋째, 일본 

대기업의 적극적인 스타트업 투자, 제휴 그리고 해외 M&A 사례를 참고해야 한다. 

이동통신사, ICT 기업의 스타트업 투자 실적, 다른 업종 기업과의 제휴, 실리콘밸리 

진출 등의 여러 사례를 분석해 참고로 삼아야 한다. 넷째, 대기업 내부의 작은 스타

트업인 ‘인트라프리너’를 육성해 기업 내부에서의 스타트업을 통한 혁신도 하나의 

전략으로 적용할 가치가 있다. 마지막으로, 국내 벤처캐피털은 국내의 스타트업 투

자에만 머무르지 말고 글로벌 투자에 나서야 하며 글로벌 투자를 위한 네트워크를 

쌓아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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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며

스타트업(Startup)은 새로운 아이디어나 기술을 기반으로 급격한 성장이 기대되는 사업 모델을 

가진 회사를 뜻하며 2000년대 초반의 닷컴 버블 때 등장한 벤처(Venture)와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일본에서는 스타트업(スタートアップ)과 벤처(ベンチャー)가 혼용되어 사용된다. 익숙한 용어인 

벤처에 비해 스타트업에서 강조되는 의미는 급격한 성장(Scalabilty)과 그 성장이 반복(Repeatablity) 

될 것으로 기대되는 점이다. 스타트업은 기업 성장에 따라 진행되는 투자 단계에 따라 ‘시드’, ‘시리즈 A’, 

‘시리즈 B’, ‘시리즈 C’ 등으로 나눠지고 후단의 투자는 전 단계보다 가능성이 입증되고 성장했을 

때 더 큰 금액의 투자가 이뤄지는 방식이다. 일본에서는 시드(Seed, シート), 얼리(Early, アーリー), 

미들(Middle, ミドル), 레이터(Later, レイター)로 구분하기도 한다.

스타트업이 우후죽순으로 만들어지고 급격히 성장하는 ‘스타트업 붐’은 전 세계적인 현상이다. 

스타트업이 활발해진 것은 서비스나 제품을 만들고 유통, 판매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기 때문

이다. 루비 온 레일즈(Ruby on Rails)2)와 같이 쉽게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래밍, 프레임워크, 개발자를 

구하거나 코드를 쉽게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이 생겨나는 등 인프라에 대한 장벽이 낮아졌다. 그리고 

API를 제공하는 서비스들 덕분에 독립된 제품으로 존재하지 않고 다른 서비스와 연계한 제품을 

만들 수 있게 되었다. 구글이나 네이버와 같은 지도 서비스의 API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배달의 

민족이나 카카오택시와 같은 서비스가 가능해진 것이 그 예다. 소셜 미디어를 잘만 이용하면 하루

아침에 서비스나 제품을 알릴 수 있고 애플 앱 스토어나 구글 플레이 스토어로 전 세계를 대상으로 

매출을 올릴 수도 있다.

한국에서도 스타트업 붐이 일어나고 있는데 기술보증기금에서 운영하는 벤처 관련 포털 사이트 

벤처인(VENTUREIN)에 따르면 2009년 18,893개이던 벤처 기업이 2015년 9월 기준으로 30,646개로 

늘어 7년 만에 약 60% 증가했다고 한다. 2009년 한국에 아이폰 3GS 출시를 계기로 모바일 환경에

서의 새로운 기회를 찾아 시장에 진입한 카카오와 같은 스타트업들과 현 정부의 정책 기조 중 하

2) 루비로 작성된 MVC 패턴을 이용하는 오픈 소스 웹 프레임워크로 웹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할 때 반복되는 코드를 대폭 
줄여 개발 기간을 단축해 웹 애플리케이션을 빠르게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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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인 ‘창조 경제’는 스타트업 붐이 확산되는 데에 일조했다.

그림 1  국내 연도별 벤처기업 수(개)

자료= 벤처인 벤처자료, 2015년

스타트업은 홀로 존재할 수 없으며 인큐베이터, 엑셀러레이터, 벤처캐피털, 기업, 대학 및 연구 기관, 

정부 등을 통틀어 스타트업 생태계라 한다. 스타트업 생태계의 구성원들이 유기적으로 잘 작동하는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실리콘밸리이다. 페어차일드 반도체로부터 시작된 실리콘밸리는 벤처캐피털, 

대학과 연구기관에서 배출되는 엔지니어들, 마케팅 세일즈 인력들이 몰리면서 스타트업 생태계를 

구축하며 수많은 ICT 기업으로 성장한 스타트업들을 만들어왔다. 실리콘밸리와 같이 자생적으로 

스타트업 생태계가 만들어지지 않는 이상 스타트업 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국내 스타트업 생태계는 정부 주도로 조성되어 전국 각지의 18개 창조경제혁신센터와 TIPS 프로

그램(Tech Incubator Program for startup Korea)3)과 같은 매칭 펀드를 통해 스타트업을 지원

한다. 일본의 스타트업 생태계도 국내처럼 성장하는 단계로 우리 정부만큼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는 

않지만 일본 정부 또한 스타트업 생태계 육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정부 이외, 일본 스타트업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일본 대기업이 자발적으로 스타트업 생태계 참여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외부

와의 공조를 통해 혁신을 창출하는 ‘오픈 이노베이션’이 화두로 등장하였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스타트업과의 제휴 또는 투자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보고서에서는 일본 스타트업 생태계 전반과 발전 방향, 성공 사례에 대해 소개하고 국내 스타트업 

발전을 위해 참고할만한 시사점과 제언을 살펴본다.

3) 민간투자주도형 기술창업지원(이스라엘式), 세계시장을 선도할 기술아이템을 보유한 창업팀을 민간주도로 선발하여 
미래유망 창업기업을 집중 육성하는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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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몸값이 귀해지는 스타트업

‘종신고용제’와 ‘연공서열제’로 대표되는 일본 고유의 기업문화에서 실패 확률이 80~90%에 달하는 

창업을 시도하는 것은 쉽지 않다. 글로벌 기업가 정신 모니터(Global Entrepreneurship Monitor)에 

따르면 2013년 일본의 ‘창업 실패에 대한 공포 비율(Fear of Failure Rate)’은 조사 대상 국가 

70개국 중 5위인 49%로 나타났다.

그림 2  창업 실패에 대한 공포

자료=Global Entrepreneurship Monitor

‘직업으로서 기업가가 적합한 정도(Entrepreneurship as Desirable Career Choice)’에 대한 

일본의 긍정적인 답변은 31%에 그쳐 조사 대상 국가 65개 국가 중 64위를 차지했다. 동 기간 한국은 

‘창업 실패에 대한 공포’는 42%(12위), ‘직업 선택으로 기업가가 적합한가’는 51%(53위)를 차지해 

일본보다 조금 나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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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직업으로서 기업가가 적합한 정보

자료=Global Entrepreneurship Monitor

그림 4  연도별 일본 투자 유치 스타트업 및 투자 조달액

자료=Japan Venture Research

재팬 벤처 리서치(Japan Venture Research)에 따르면 일본의 스타트업 투자금액은 2006년 1천

4백억 엔 대에 이를 정도였지만 2008년 금융위기 이후 768억 엔 대로 반 토막이 났다. 최근 몇 년의

‘스타트업 붐’을 타고 2014년에는 1천 1백억 엔 대까지 회복했으며 올해에는 2006년 수준을 회복

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투자열기에 비해 투자금을 받은 스타트업의 수는 오히려 소폭 하향세거나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는데 이는 실패하면 다시 대기업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두려움이 작용한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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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연도별 일본 스타트업 투자조달액 중앙값

자료=Japan Venture Research

일본은 스타트업 창업이 활발하지 않기 때문에 투자를 받을 수 있는 스타트업의 수는 크게 증가하지 

않는다. 하지만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가 증가하는 추세로 하나의 스타트업 당 투자받는 액수는 증가

하는 재미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 결과 소수의 시장매력도가 있는 스타트업은 몸값이 급격히 

올라가고 있으며 스타트업 당 평균 투자금액은 2006년의 4,980만 엔에서 2014년 7,250만 엔을 기

록하여 전년 대비(2013년) 18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을 한 마디로 요약하면 자금

조달 건수는 작지만 자금조달 금액은 커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2 자발적인 스타트업 생태계 진입

스타트업의 숫자가 크게 증가하지 않음에도 하나의 스타트업 당 투자 유치 금액이 증가하는 주된 

요인은 막강한 자금력을 보유한 일본 대기업들이 스타트업에 투자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투자할 곳이 마땅치 않아진 것과 2012년부터 시작된 적극적인 양적 완화 정책인 

‘아베노믹스’가 맞물려 일본 대기업의 현금 보유액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일본은행의 자금순환

통계에 따르면 민간비금융법인(民間非金融法人)의 예금과 현금 보유액이 2008년 약 190조 엔이던 

것이 2014년에는 243조 엔까지 급격히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금이 쌓이지만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일본의 대기업들이 실리콘밸리의 스타트업 사례에 대한 동경과 현상타계의 목적으로 속속 

스타트업 투자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스타트업에 투자는 하지 않더라도 스타트업과 연계해 ‘오픈 

이노베이션’을 달성하는 사례도 점차 늘어나고 있다. 스타트업과 대기업 간의 사업 제휴 등 스타트업과 

대기업의 연결을 모색하는 이벤트인 ‘모닝 피치(Morning Pitch)’는 2013년 1월부터 120여 회 동안 

꾸준히 열리며 50여 건의 사업 제휴 성과를 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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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연도별 일본 비금융민간법인 예금/현금 보유액

자료=일본은행 자금순환통계(資金循環統計)

일본의 대기업이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기업이 직접 펀드를 

만들어 투자를 집행할 기업 투자 전문 자회사(Corporate Venture Capital, 이하 CVC)를 세워 

투자하는 방식과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펀드에 유한 책임 투자자(Limited Partner, 이하 LP)로 출자

하는 방식이다.

최근의 ‘스타트업 붐’에 앞서 이미 일본에는 1970년대에 ‘벤처 붐’이 있었다. 미츠비시UFJ파이낸셜

그룹, 다이와증권 등의 금융 회사들은 투자 전문회사를 세워 벤처에 투자해 왔으며 현재도 스타트업 

투자를 하고 있다. 1990년대 이후 등장한 소프트뱅크와 같은 ICT 기업들도 벤처에 투자하기 시작해 

스타트업에 활발히 투자하고 있다. 

2010년대의 ‘스타트업 붐’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대기업의 CVC 설립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대표 사례로 야후재팬과 같은 인터넷기업이 YJ캐피탈이란 약 2천억 원 규모의 벤처캐피털을 만들어 

모바일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것을 들 수 있다. 또 하나의 주목할 부분은 CVC를 설립하는 기업의 

업종이 다양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기존 스타트업 투자 기업인 ICT, 금융 분야의 기업뿐만 아니라 

NTT도코모, KDDI 같은 이동통신회사와 니콘, 오므론 같은 제조업체, 후지TV, 도쿄방송 같은 미디어 

기업들도 CVC를 설립하여 스타트업에 투자하고 있다. 2013년 1월, 후지 미디어 홀딩스(Fuji 

Media Holdings Inc.)가 후지 스타트업 벤처스(Fuji Startup Ventures)를 설립, 15억 엔 규모의 

펀드(フジ･スタートアップ･ファンド1号投資事業有限任組合)를 결성해 IT 기술을 활용하는 미디어 관련 

스타트업에 투자하고 있고 같은 해 8월에는 도쿄방송 홀딩스(Tokyo Broadcasting System Holdings, 

Inc.)가 TBS이노베이션 파트너스(TBSイノベーション･パートナーズ)를 설립해 18억 엔 규모의 펀드

(TBSイノベーション･パートナーズ1号投資事業組合)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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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일본 CVC 설립 기업

일반 벤처캐피털은 스타트업에 투자해 수익을 거둬 펀드에 투자한 LP에게 돌려주기 위한 재무적인 

목적으로 스타트업에 투자한다. CVC 역시 스타트업 투자를 통한 재무적인 목적을 달성하기도 하지만 

기업 산하에서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를 집행하기 때문에 일반 벤처캐피털과는 다른 목적의 투자도 

가능하여 기업의 전략에 도움이 되는 스타트업에 전략적으로 투자할 수 있다. 연인을 위한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비트윈(Between)을 서비스하는 한국 스타트업 VCNC는 2014년에 일본의 DeNA로부터 

전략적 투자를 유치했다. 투자의 의미에 대해 VCNC는 "글로벌 플랫폼으로 더욱 확장하고 성공적인 

수익화 모델을 개발하기 위한 전략적 제휴의 관계" 라고 설명했다.

일본 대기업들이 펀드에 LP로 참가하는 사례 역시 적지는 않다. 벤처 엔터프라이즈 센터(Venture 

Enterprise Center)에 따르면 2009년 474억 엔이던 펀드 결성액이 2013년에는 921억 엔으로 대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2010년 525억 엔이던 결성액이 2011년에 1,197억 엔으로 두 배 이상 

상승했다.

그림 8  연도별 일본의 펀드 결성액

출처=V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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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에는 파나소닉, 소니 등 일본의 대기업 10여 곳이 총 300억 엔을 실리콘밸리 소재의 벤처

캐피털 WiL LLC이 운용하는 “WiL 1호 펀드(WiL 1号ファンド)”에 출자했다. 해당 금액은 2012년 

일본 스타트업 투자액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실리콘밸리 소재의 벤처캐피털 뿐만 아니라 

일본에서 결성된 펀드도 외국 스타트업에 활발하게 투자하고 있다. 리쿠르트 홀딩스(Recruit Holdings)의 

투자전문회사인 RGIP가 결성한 펀드는 결성 이후 첫 투자를 미국의 여행 관련 스타트업 트리핑

(Tripping)에 집행했다. 탭조이(Tapjoy)에 인수된 애널리틱스 스타트업 파이브락스(5Rocks)는 인수 

전 일본 벤처캐피털 글로벌 브레인(Global Brain)의 투자를 받았다. 파이브락스가 투자받은 펀드는 

KDDI가 글로벌 브레인에 위탁하여 운영되는 오픈 이노베이션 펀드(Open Innovaition Fund)이다. 

그림 9  해외스타트업 투자사례

자료=스타트업얼라이언스 임정욱 센터장 블로그

2.3 대기업의 스타트업 생태계 참여

대기업의 스타트업 생태계 참여에서 주목해야 할 기업은 일본 2위의 통신 기업인 KDDI로 2011년 

한국의 CDN 업체인 씨디네트웍스(CDNetwors)를 인수한 전력이 있다.

KDDI는 두 가지 방식으로 스타트업 생태계에 참여하는데 첫 번째 방식은 펀드를 결성해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방식이다. KDDI는 2012년도에 일본 벤처캐피털인 글로벌 브레인이 운용하는 KDDI 오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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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노베이션 펀드(KDDI Open Innovation Fund) 1호를 결성하고 2014년에 2호 펀드를 각각 50억 

엔으로 설정해 10년 기간으로 운용하고 있다. 두 번째 방식으로는‘KDDI 무겐라보’(KDDI ∞ Labo, 

무한대(無限)와 연구실(laboratory, ラボ)을 일본식으로 읽은 합성어)라는 스타트업 지원 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운영하는 방식이다.

‘KDDI 무겐라보’는 2011년 시작한 스타트업 지원 프로그램으로 3개월 동안, KDDI의 최신 단말, 

클라우드 환경, 사내외의 리소스를 동원한 사업 개발 멘토링 등을 제공하고 한 기수 당 4~5팀을 선발, 

프로그램 종료 후에는 앞서 언급한 오픈 이노베이션 펀드를 통해 투자한다. 무겐라보 프로그램의 

독특한 부분은 KDDI 뿐만 아니라 다른 대기업도 무겐라보 프로그램에 함께 참여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프로그램을 ‘졸업’한 스타트업이 반드시 KDDI 또는 KDDI 관련 기업과 제휴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올해 진행된 무겐라보 8기에는 15개의 기업이 참가해 스타트업에게 홍보･마케팅, 이벤트 

장소 등을 지원했다. 기업뿐만 아니라 도쿄 이외의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업도 하며 지방 스타트업에 

대한 지원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그리고 하드웨어 스타트업이 점차 등장함에 따라 9기부터는 

기존의 인터넷 서비스/소프트웨어 스타트업 지원 프로그램 외에 하드웨어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하드웨어 프로그램’도 실시한다고 한다.

KDDI는 무겐라보가 적자임에도 담당 임원 교체 없이 꾸준히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으며 

KDDI의 무겐라보에 자극을 받은 NTT도코모는 2013년 2월부터 “도코모 이노베이션 브릿지(ドコモ･
イノベーションブリッジ)”라는 스타트업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그림 10  스타트업을 위한 멘토링 기업와 서포터 기업

자료=KDDI 무겐라보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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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대기업과 스타트업의 접점을 만드는 이벤트 - 모닝 피치

토마츠 벤처 서포트(Tohmatsu Venture Support)와 노무라증권은 아침에 열리는 스타트업 이벤트인 

모닝 피치(Morning Pitch)라는 정례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2013년 1월부터 시작된 모닝 피치는 

스타트업과 대기업의 연결을 꾀하는 모임이다. 토마츠 벤처 서포트는 일본의 회계 그룹인 딜로이트 

토마츠(Delloite Tohmatsu)의 사내 벤처로 시작된 자회사로 영업, PR, 채용, 글로벌 진출 등 다방면

으로 스타트업을 지원한다.

매주 목요일 아침 7시에 열리는 모닝 피치의 참석자는 80%가 대기업 사업담당자, 20%가 투자자, 

나머지는 미디어와 일반인으로 구성된다. 행사 진행 곳곳에서 디테일이 느껴지는데 매주 핀테크, 

인공지능 등의 테마를 정해 관련한 스타트업 5~6곳을 섭외한다. 스타트업들에게는 상세한 프레젠

테이션 가이드뿐만 아니라 예상되는 질문까지 제공한다. 스타트업의 피칭 후에는 참석자들을 위한 

질문 시간이 있는데 질문이 나오지 않는다면 사전에 참석자의 성함과 소속을 파악해 질문을 유도

하기도 한다.

그림 11  스타트업을 위한 자세한 설명

자료=스타트업얼라이언스 임정욱 센터장 발표 자료

참석자들은 스타트업의 발표 내용을 열심히 메모해서 사내 게시판에 공유하며 운영 측에서 

스타트업과 명함을 교환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주면, 줄을 길게 서서 한참을 기다리더라도 

꼭 명함을 교환하고 간다. 오픈 이노베이션에 관심이 있는 대기업, 대기업과의 사업 제휴 기회를 

모색하는 스타트업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이벤트로 발전해 가고 있다.



제2장 일본 스타트업 생태계 

21

그림 12  모닝 피치 현장

자료=스타트업얼라이언스 임정욱 센터장 발표 자료

모닝 피치를 운영하는 토마츠 벤처 서포트는 스타트업 생태계 전반을 위해 일하는 조직이다. 

스타트업이 성장해 큰 기업이 되면 모기업인 딜로이트 토마츠의 고객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잠재적 고객을 위한 목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모닝 피치는 약 2년 동안 120여 번 꾸준히 개최되며 

50여 건의 사업 제휴를 이끌어냈다. 모닝 피치는 도쿄 신주쿠에서 열리는 것을 기본으로 하지만 

후쿠오카, 오사카 등 일본 전역과 싱가폴 등 일본 밖에서 개최되기도 한다. 2015년 7월 16일에는 

외국 스타트업을 테마로 진행해 인공지능 로보트 뮤지오(Muzio)를 만드는 아카(AKA)와 손쉽게 

동영상을 만들 수 있는 서비스 쉐이커(Shakr)가 일본 대기업 앞에서 피칭했다. 이후 쉐이커는 

야후재팬과 업무제휴를 통해 2015년 9월에 야후 비디오 크리에이터(Yahoo!Video Creator)를 

출시하는 성과를 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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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일본의 해외 스타트업 투자 및 일본 스타트업의 엑시트 현황

벤처 엔터프라이즈 센터(Venture Enterprise Center, 이하 VEC)에 따르면 일본의 벤처캐피털이 

2013년에 스타트업에 투자한 금액은 1,818억 엔으로 2012년 대비(1,026억 엔) 2013년에 약 77%가 

늘었다. 일본 내에 투자할 만한 스타트업이 부족하자 일본의 벤처캐피털들은 자국 이외의 스타트업에도 

활발히 투자하고 있는데 2013년 일본 벤처캐피털의 투자 금액 중 약 60%에 해당되는 1,083억 엔이 

외국 스타트업에 투자된 결과, 외국 스타트업에 투자된 금액은 전년(510억 엔) 대비 114%로 늘어났다.

그림 13  연도별 일본 벤처캐피털 투자액

국내투자금액 해외투자금액 국내외불명투자금액 투자처기업수(投融資先社数)

자료=VEC

일본의 스타트업 투자는 후기 단계 스타트업에 집중되고 투자 규모도 증가하고 있는데 한국의 

스타트업도 일본 벤처캐피털들의 매력적인 투자 대상이다. 2015년 6월. 한국의 소셜 커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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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쿠팡은 소프트뱅크가 1조 1,000억 원 투자를 유치했다. 소프트뱅크의 경우, 일본 내의 

자국 스타트업 기업에 쿠팡의 규모로 투자한 전례가 없었다. 한국에 지사를 설립하는 CVC도 

생겨났는데, 일본의 모바일 광고, 콘텐츠 기업인 사이버에이전트의 CVC인 사이버에이전트벤처스는 

사이버에이전트벤처스 코리아를 설립해 카카오, 우아한형제들(배달의 민족), 록앤올(김기사) 등에 

투자했다. KDDI의 펀드를 운용하는 벤처캐피털인 글로벌 브레인도 한국에 지사를 세워 활동

하고 있다.

그림 14  연도별 엑시트(Exit) 건수 추이

주식공개 상환/정산 회사경영자에 의한 환매매각 기타

자료=VEC

벤처캐피털의 투자 회수를 엑시트(Exit)라 하며 주식상장과 M&A 등을 방법으로 들 수 있다. 

엑시트 방법 중에 M&A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대기업에서의 혁신을 통한 자생력 강구,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기업공개(IPO) 건수도 증가하고 있는데 벤처 

기업들을 위한 도쿄증권거래소의 마더즈(マザーズ, Market of the high-growth and emerging 

stocks의 약자)를 중심으로 활발한 상장이 이뤄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중견기업을 위한 도쿄증권

거래소 2부, 대기업을 위한 도쿄증권거래소 1부에 상장하는 기업도 등장하고 있다.

스타트업의 엑시트 건수가 많을수록 스타트업 생태계는 활발해진다. 스타트업으로 성공하는 사례가 

생기므로 스타트업에 뛰어드는 사람이 많아지고 투자하는 벤처캐피털이 큰 수익을 거둘 수 있으므로 

시장이 활발해진다. 또한 엑시트를 통해 큰돈을 만진 창업자가 엔젤투자자로 변신하는 경우도 많아

지는 선순환 고리를 만들 수도 있다. 이러한 경우, 단순히 투자 목적뿐만 아니라 후배 기업가를 성장

시킨다는 사명감과 기업을 성공시킨 경험으로 후배 스타트업들에게 좋은 귀감이 된다. 사례로서 

라쿠텐에 비키를 인수시킨 호창성/문지원 대표는 엑시트 이후 초기 전문 투자회사인 더벤처스를 

설립해 활발한 투자활동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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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뜨거운 일본 스타트업 분야 - 뉴스 큐레이션4)

현재 일본에서는 뉴스 큐레이션 분야에서 치열한 경쟁이 일어나고 있다. 뉴스는 일반인들이 매일 

접하는 매체로 참여율(Engatement Rate)이 높다. 모바일 환경의 뉴스를 보는 창구는 구글이나 

네이버와 같은 검색엔진처럼 인터넷 접속의 창구가 되기 때문에 뉴스 큐레이션에 대한 관심은 한층 

높아지고 있다. 뉴스 큐레이션 앱의 대표주자라고 할 수 있는 스마트뉴스(SmartNews)와 구노시

(Gunosy)의 참여율5)은 50%를 상회하는데 이는 상당히 높은 수치이다.

그림 15  스타트업 거액 자금 조달 사례

자료=스타트업얼라이언스 임정욱 센터장 발표 자료

스마트뉴스, 구노시 등의 스타트업은 수십억 엔 규모의 거액의 자금조달 성공 사례를 만들었다. 

스마트뉴스는 전 세계 1,000만 다운로드를 돌파했으며 투자 유치 총액은 약 50억 엔에 이른다. 구노시 

역시 전 세계 1,000만 다운로드를 돌파했으며 투자 유치 규모는 스마트뉴스 보다 작지만 2015년 4월, 

도쿄증권거래소의 신흥 기업 주식시장인 도쿄 마더스(マザーズ, Market of the high-growth and 

emerging stocsk)에 상장했다. 

4) 뉴스(News)와 큐레이션(Curation)의 합성어로, 개인에게 필요한 뉴스만 모아서 제공하는 ‘개별화된 뉴스’ 서비스
5) 유저가 앱을 얼마나 활발하게 사용하는지를 의미하는 참여율은 월 사용자 수를 일 사용자 수로 나눠서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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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뉴스와 구노시는 머신러닝을 핵심 기술로 이용한다. 제휴를 통해 얻은 수많은 기사들, 소셜

에서의 반응들 그리고 유저의 읽기 경험을 바탕으로 개개인에게 최적화된 뉴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유저의 몰입도가 높아 광고 플랫폼으로서 각광받고 있다. 최근에는 기사나 콘텐츠의 형식을 띈 

네이티브 광고(Native Ad)가 각광받고 있는데 스마트뉴스와 구노시 같은 뉴스 큐레이션 앱들이 

네이티브 광고를 위한 좋은 플랫폼이 되고 있다. 실제로 구노시는 자체 애드 네트워크를 설립하기도 

했다.

스마트뉴스와 구노시가 전반적인 뉴스를 큐레이션 해준다면 뉴스픽스(NewsPicks)와 안테나

(Antenna)와 같이 특정 영역의 뉴스를 큐레이션 하는 서비스도 있다. 이외 야후! 재팬, 라인과 같은 

사업자가 기존의 플랫폼의 확장판과 같은 야후 뉴스, 라인 뉴스 등을 서비스 하고 있다.

그림 16  뉴스 큐레이션 분야 진출 기업

자료=Tech In A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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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일본 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 사례 – 미탭스, 겡고

전 세계로 성공적으로 진출하고 있는 대표적인 일본 스타트업으로 모바일 비즈니스 솔루션 기업인 

미탭스(Metaps)를 들 수 있다. 2007년 설립된 미탭스는 2억 명 이상의 모바일 사용자 데이터를 

기반으로 게임업체를 포함한 다양한 ICT 기업에 글로벌 비즈니스 솔루션을 제공한다. 총 투자액은 

57억 5천 엔으로 일본에서 가장 많이 투자 받은 스타트업 중 하나로 2015년 8월에 도쿄증권 거래소 

마더스에 상장하여 시가 총액은 400억 엔(11월 2일 기준)에 이른다. 미탭스는 2011년부터 해외 

진출을 시작해 서울을 포함한 7개국에 지사를 설립하며 아시아 지역에서 괄목할 수준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전체 매출의 70%가 일본 이외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다. 특히 미탭스는 2015년 10월, 

리워드 광고 플랫폼 ‘앱팡’을 서비스하는 넥스트앱스(Nextapps)의 지분 51%를 약 200억 원에 인수

하며 자회사로 편입시켰다. 

또 하나의 일본의 글로벌 스타트업으로 온라인 번역서비스 기업인 Gengo를 들 수 있다. Gengo는 

프리랜서 번역가와 사용자를 이어주는 번역 플랫폼으로 스타트업 이름인 Gengo는 일본어로 언어를 

뜻하는 げんご를 로마자로 표기한 것이다. 2008년에 창업해 지금까지 약 250억 원의 투자를 유치했다. 

Gengo가 독특한 점은 일본에서 시작해 전 세계로 진출했지만 일본인이 아닌 두 명의 공동창업자가 

만든 스타트업이라는 것이다.

Gengo의 CEO인 매튜스 로메인(Matthew Romaine)은 2014년 12월, 이노베이션 위켄드

(Innovation Weekend)에서 실리콘밸리와 도쿄를 비교하여 두 지역의 스타트업 환경 차이를 언급

했다. 도쿄의 스타트업 환경은 실리콘밸리만큼 스타트업 생태계가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초기 

단계의 투자 유치가 어려우며 스타트업 간의 직장 이동성이 낮고 스타트업 이벤트, 네트워킹이 활발

하지 못하다고 말했다. 더불어 외국인에게는 복잡한 부동산 계약, 리스크를 지나치게 꺼리는 직원들이 

단점이라고 덧붙였다. 그 반면 일본 스타트업 환경의 장점으로 소니, 도시바와 같은 기술 기반의 

기업에 좋은 인재들이 많고 실리콘밸리에 비해 도쿄는 다양성이 적기 때문에 외국인이라는 점이 

눈에 띄기 쉽다는 부분과 인구 밀도가 높아서 실리콘밸리에 비해 2~3배의 미팅을 소화할 수 있다는 

점을 꼽았다. 도쿄 스타트업 환경의 단점으로 가장 먼저 언급된 초기 단계에 투자받기 어렵다는 

부분은 실리콘밸리에 비해 도쿄의 엔젤투자자 풀(pool)이 상당히 작고 투자 규모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 차이에 기인한다. 매튜스 로메인은 일화로써 Gengo에 초기 투자를 받을 당시, 일본의 엔젤 

투자자는 갑자기 본인이 투자하려던 금액의 50%만 투자하겠다고 했는데 실리콘밸리의 엔젤 투자자는 

이메일 한 통으로 5만 달러의 투자를 결정했던 사례를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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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아베노믹스와 스타트업 지원 정책

2012년부터 시작된 아베노믹스는 ‘디플레이션으로부터의 탈피’, ‘부의 확대’ 를 목적으로 하는 경제 

정책으로 3개의 화살[3本の矢] 이라는 3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 화살은 ‘대담한 금융 정책

(大胆な金融政策)’, 두 번째 화살은 ‘기동적 재정정책(機動的な財政政策)’이다. 두 개의 정책은 통화량을 

늘리고 약 10조 엔의 예산을 투입해 수요를 창출하는 것으로 아베 내각에서는 어느 정도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아베노믹스의 마지막 세 번째 화살은‘일본재흥전략(日本再興戦略)’으로 앞선 두 개의 정책으로 되

살아난 기업과 국민의 기대를 행동으로 바꾸는 데에 목적이 있으며 2013년에 전략을 내놓은 후, 

2014년과 2015년 2회에 걸쳐 전략의 개정판을 내고 있다. 2013년의 전략 중 스타트업과 관련된 

부분은 스타트업에의 투자를 늘리는 수준이었으나 2014년과 2015년 2회에 걸쳐 전략의 개정을 거듭

할수록 스타트업을 만들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와 국제적 스타트업 거점이 되려는 등 점차 스타트업 

정책의 외연이 확대되고 있다. 

주목할 만한 부분은 단순히 스타트업 생태계에 자금을 투자해 스타트업을 만들기보다는 대기업, 

중견기업이 스타트업 생태계에 참여하는 ‘오픈 이노베이션’을 강조한다는 점이다. 또한 2015년 

개정판에서는 2020년 도쿄올림픽을 의식한듯한 국제적인 움직임이 보인다. 2015년 4월, 아베 신조 

총리가 역대 일본 수상 중 최초로 실리콘밸리에 방문한 것을 계기로 시작된 “실리콘 밸리와 일본의 

가교 프로젝트”도 2015년도 개정판에 포함되어 있는데 프로젝트의 내용은 기업과 인재를 실리콘

밸리에 파견하는 것과 실리콘밸리의 대학과 일본 국립대 사이의 제휴를 통한 공동 연구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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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  아베노믹스 스타트업 관련 지원 정책

연도 주요 정책

2013년

- 벤처･신사업 창출 담당자 및 평가･지원인재 육성

- 개인에 의한 벤처 투자 촉진(엔젤 세제 운용 개선 등)

- 민간 기업 등에 의한 벤처 투자 촉진

- 자금 조달의 다양화(크라우드 펀딩 등)

- 개인 보증 제도 개선

- 기존 기업의 경영자원 활용(스핀오프 및 카브아웃(Carve out) 지원, 오픈 이노베이션 추진)

2014년
-‘벤처 창조 협의회’ 등에 의한 대기업 참여 유도

- 벤처 기업의 정부 조달 참여 촉진 등 지원 환경 정비

- 국민 의식 개혁과 기업가 교육

2015년

- 국제적 이노베이션･벤처 창출 거점 형성을 위한 새로운 대학･대학원 제도 창설

- 실리콘 밸리와 일본의 가교 프로젝트

- 글로벌 벤처 에코시스템과의 연동

자료=일본재흥전략 2013~2015년판 발췌

 표 2  일본재흥전략에 따른 경제산업성의 스타트업 지원 관련 주요 시책

일본 경제산업성(経済産業省) 주요 시책 시책 내용

기업의 벤처 투자 촉진 세제
기업이 벤처 펀드에 투자한 금액의 80%를 손금산입6)

(損金算入)

신사업 창출을 위한 평가･지원 인재 육성 

등의 정책

기업 내외의 유망한 비즈니스 모델에 VC나 컨설턴트들을 

연결, 벤처 기업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지원

엔젤 투자 세제

(2014년, 기존 세제의 요건 완화)

개인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에 엔젤 투자를 할 

경우, 엔젤 투자액의 일부를 소득공제하거나 투자액의 

전부를 주식양도소득에서 공제

여성, 청년, 노년층 기업가 지원 자금

사업을 시작했거나, 사업 시작 후 7년 이내의 여성, 30세 

미만의 청년, 55세 이상의 노년층에게 저금리로 사업 

자금을 대출

기업가 교육 추진 사업 대학, 대학원에서의 기업가 교육 활성화 프로그램

벤처 창조 협의회
벤처 기업, 대기업, 금융 기관, 대학, 연구 기관, 벤처 

지원 단체들을 묶은 협의체

자료=일본 경제산업성 홈페이지

6) 당해년도에 기업회계에서는 재무상 비용으로 처리되지 않았으나 세법상으로는 비용으로 인정되는 회계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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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스타트업 지원책 비교

현 정부의 경제 정책 기조인 ‘창조경제’는 창업 생태계를 육성하여 성공하는 창업이 일어나도록 

독려하는 내용을 뿌리로 한다.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중소

기업청의 2015년 정부 업무보고인 “경제혁신 3개년 계획 II”의 스타트업 관련 지원 정책은 창조경제 

구현 부분에서 찾아볼 수 있다. 창조경제 구현은 ‘혁신적 창조경제 생태계 확충’, ‘역동적 기업생태계 

구현’, ‘창조적 금융생태계 활성화’ 등의 3가지 전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중 스타트업과 관련된 

것은 앞의 두 가지 전략이다.

‘혁신적 창조경제 생태계 확충’을 위한 정부의 계획은 각 지역에 개설된 창조경제혁신센터를 구심점

으로 혁신경제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생태계의 구성원이 되어야 할 기업의 역할은 

창조경제혁신센터 개소 이후에는 딱히 명시되어 있지 않다. 또한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운영하여 스타

트업을 만들기는 하지만 스타트업과 대기업 사이의 연계를 위한 기회에 대한 언급은 없다. ‘역동적 

기업생태계 구현’전략 역시 스타트업 성장을 위한 지원에 집중되어 있는데 중소기업청의 창업･벤처 

지원 정책을 살펴보면 개별 기업 지원 위주의 정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일본의 스타트업 관련 정책은 스타트업 창업 자체, 개별 기업 지원에 주력하기 보다는 기업의 투자, 

기업과 스타트업의 제휴, 오픈 이노베이션 촉진, 스타트업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 변화에 주력하며 

스타트업 생태계를 육성하기 위한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

 표 3  중소기업청 창업･벤처 지원정책

1. 2015년 창조경제박람회

2. 중소기업 창업지원계획

3. 중소기업 회생컨설팅사업

4. 중소기업 진로제시 컨설팅 사업

5.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스톡옵션) 제도

6. 재창업 전용 기술개발사업

7. 창업맞춤형사업화 지원사업

8. 글로벌 청년 창업 활성화 사업

9. 창업투자조합결성승인 및 관리

10. 농공상 융합형 중소기업 육성

11. 창업투자회사등록 관리

12. 중소벤처기업 인수합병(M&A)

지원

13. 유휴설비･공장거래 알선사업

14. 중소기업 방송광고 지원제도

안내

15. 개인투자조합결성

16. 대한민국 실전창업리그

17. 모태펀드투자관리

18. 중소기업상담회사 등록 및

변경

19. 신기술창업집적지역 지정제도

20. 창업사업계획 승인 제도

21. 벤처기업확인제도

22. 협동화사업지원제도

23. BI 경쟁력 강화 사업

24. 창업아카데미

25. 벤처기업집적시설 지원 제도

26. 창업대학원 운영지원

27. 벤처기업육성 촉진지구

지정･지원제도

28. 청소년 비즈쿨 지원사업

29. 창업보육센터 지원

30. 사업전환 지원사업

31. 제조업 창업중소기업의

부담금 면제

32. 실패 기업인 재창업자금

지원

33. 창업선도대학 육성

34. 시니어 기술창업 지원 사업

자료=중소기업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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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스타트업 생태계의 고른 발전

실리콘밸리와 같이 자생적으로 형성되는 스타트업 생태계가 아니라면 생태계 조성을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우리나라는 스타트업을 통한 혁신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스타트업 수를 늘리고 성공사례를 

만드는 것에 집중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창업에 대해 특별한 지원이 없는 자국 정부에 대해 아쉬워

하며 적극적인 우리 정부의 창업지원을 부러워하기도 한다.

일본 정부의 스타트업 관련 정책은 스타트업을 하나 더 만들기보다는 스타트업 생태계 육성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줄이는 간접 지원을 지향한다. 한 예로 외국의 인재 채용에 대한 규제를 들 

수 있다. 한국의 경우, 외국인 고용 비율이 20%로 제한되어 창업 초기 기업에게는 제약으로 작용

하고 있다. 일본에는 이와 관련된 규정이 없으며 일본 총무성 산하 입국관리국은 2015년 4월, 외국의 

고급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체류자격[在留資格] 신설하는 개정을 하기도 했다. 기존에는 고급 인재 

유치를 위해 체류 자격 중 특정활동(特定活動) 자격을 운영 중이었으나, 고도전문직(高度専門職) 

자격을 신설해 특정활동 자격보다 체류 관련 규제를 완화했다. 더불어 수준 높은 스타트업의 발판이 

되는 기초과학 육성 정책도 포함한다. 일본재흥전략 2013년판의 액션 플랜 중에는 “과학 기술 

이노베이션 추진(科学技術イノベーションの推進)”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계획은 세계경제포럼의 

이노베이션 랭킹에서 5위였던 일본이 5년 이내에 1위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우리 정부도 

창업자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보다는 전체 스타트업 생태계의 선순환을 창출하는 부분에 보다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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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오픈 이노베이션의 확산

국내의 경우, 스타트업 생태계의 구성원이 되어 함께 혁신을 만들어야 할 기업들이 스타트업 자체에 

대해 잘 모르고 있으므로 스타트업 생태계의 일원이라고 하기 힘든 상황이다. 일본의 스타트업 생태계

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자발적인 기업들의 참여가 아쉬운 상황이다. 일본의 대기업들은 ‘오픈 

이노베이션’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스타트업과의 접점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ICT 기업이 

아니더라도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펀드를 만들어 운영하고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혁신을 함께 만들어갈 파트너를 찾고 있다. 비록 스타트업의 규모가 작지만 스타트업과 함께 하면 

혁신을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기업이 스스로 깨달아야 한다.

실리콘밸리에서 활동하는 벤처캐피털 WiL의 대표 이사야마 겐(伊佐山 元)씨는 2014년 1월 27에 

열린 제2회 벤처 전문가 회의(ベンチャー有識者会議)에서 기업이 혁신을 만들기 위해 R&D에 투자

하는 것보다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것이 효율적임을 설명했다. 

일본의 대기업들은 연간 천억 엔을 투자하며 혁신을 만들어 왔는데 2013년 기준, 연구개발비에 

1천억 엔 이상을 계획한 기업은 25개사였고 상위 10개 기업의 연구개발비 계획은 4조 6,960억 엔에 

달했다. 연구개발 비용의 규모뿐만 아니라 혁신의 주기가 짧아지고 있고 혁신을 위해서 상이한 요소

들이 연계해야 할 필요성도 있다. 그래서 이사야마 대표는 상위 10개 기업의 투자 금액의 1%인 약 

500억 엔만 스타트업에 투자해도 상당한 임팩트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실제로 2013년 스타트업에 

투자된 금액은 729억 엔이므로 R&D 상위 투자 기업 10개만 스타트업에 투자되어도 1년 스타트업 투자의 

68%를 차지하게 된다.

대기업이 스타트업을 잘 활용한다면 연구개발 효율과 속도를 높이는 것 이상의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 기존 사업 영역과 다른 스타트업과 제휴함으로써 새로운 기술이나 영역에 접근하는 것이 가능해

지며 이러한 과정의 학습을 통해 외부의 스타트업만이 아니라 기업 내부의 기업가 정신을 가진 

직원을 양성하여 소위 인트라프리너(Intrapreneur, Intra-와 Entrepreneur의 합성어)를 육성

하여 기업의 또 다른 혁신을 모색하는 것도 가능하다.

5.3 적극적인 스타트업 투자, 제휴, M&A 사례 주목

일본 대기업들의 적극적인 스타트업 투자, 제휴 그리고 해외 M&A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소프트뱅크의 야후, 알리바바 등의 투자 성공에 자극받은 일본의 NTT도코모, KDDI 등의 이동

통신사들은 적극적으로 벤처 펀드를 만들어 스타트업에 투자하고 있다. 특히 소프트뱅크는 감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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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능로봇 ‘페퍼’를 올해 출시했는데 이 로봇은 이전에 투자한 프랑스의 로봇회사 알데바란

(Aldebaran)을 통해서 만들어낸 것이다. 

일찍이 2차 대전 후, 미군 군정을 통해 재벌이 해체된 일본은 대기업의 선단식 경영이 없고 이업종 

교류가 활발해 왔다. 지난 2009년 산업경제연구원 조사결과에 따르면 일본의 이업종 교류 그룹수가 

한국의 9.3배에 달하고 교류기업수는 25.6배에 달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문화 덕분에 일본의 기업들은 

서로 다른 업종에 있는 회사와 적극적으로 교류하고 협력한다. KDDI가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무겐라보 

프로그램에 이업종 대기업 18개사를 끌어들인 것이나 스타트업이 발표하는 모닝 피치에 다양한 기업 

관계자들이 적극적으로 모이는 것도 이런 문화에 힘입은 것으로 볼 수 있다. 한국의 대기업, 중견

기업들도 그룹계열사나 하청관계회사를 넘어 적극적으로 평등하게 교류하고 스타트업과 제휴하고 

투자하는데 있어서도 협력하고 때로는 선의의 경쟁을 펼쳐가는 것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일본기업들이 혁신 지대인 실리콘밸리에 적극적으로 진출해 현지사무소를 내고 현지에서 

연구개발 센터를 운영하거나 현지 스타트업에 제휴와 투자를 꾀하는 것도 참고해야 한다. 도요타는 

최근 10억 달러를 투자해 스탠포드 인근 팔로알토에 인공지능리서치센터를 설립하기로 했다. 일본

기업들은 수 십년 전부터 꾸준히 실리콘밸리지역에 주재원들을 내보내 현지 정보를 습득하고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5.4 인트라프리너 육성

실적 악화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소니는 인트라프리너를 육성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 중에 

있다. 워크맨으로 대표되던 혁신 기업의 이미지를 되찾고 사내의 혁신을 장려하기 위해 소니는 2014년, 

사장 직할로 진행되는‘시드 액셀러레이션 프로그램(Seed Accerlation Program, 이하 SAP)’을 실시

했다.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된다. 우선 오디션을 통해 사업화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모집한다. 프로젝트 팀은 기본적으로 사내의 인원으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사전에 상사의 

허가를 받을 것, 기존 사업과 겹치지 않을 것을 원칙으로 한다. 오디션을 통과한 프로젝트를 실제로 

사업화하기까지는 업무 외 시간을 이용하도록 한다. 사업화가 결정되면 3개월 동안의 프로젝트 팀으로 

이동해 사업을 진행한다. 이는 기존의 업무와 신규 사업을 병행하는 것이 힘들어지는 것을 막는 것과 

동시에 신규 사업에 속도를 붙이기 위해 인사 이동은 3개월로 제한한다. 시나가와의 소니 본사 1층에 

‘크리에이티브 라운지’라는 공간을 만들어 3D 프린터 등을 배치해 프로그램에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이미 3번의 오디션을 거친 SAP는 어느 정도의 성과를 내고 있다. 문자판 뿐만 아니라 시계줄까지 

모두 e잉크로 만들어져 시계판 뿐만 아니라 시계줄에까지 변화를 줄 수 있는 FES 와치는 소니라는 

브랜드를 숨기고 일본의 크라우드펀딩 사이트에서 모금을 실시, 약 278만 엔을 모금해 펀딩 목표액을 

성공적으로 달성했다. 소니는 SAP 프로젝트로 출시한 제품을 판매하는 자체 크라우드펀딩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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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first-flight.sony.com)도 운영하고 있는데, 당 사이트에서 FES 와치는 이미 완판되었다. 

소니의 프로그램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작은 기업처럼 움직여 사업화를 위해 속도를 내게 한다는 

점과 프로젝트의 시장성을 외부에서 시험한다는 것이다. 사업화 이후 3개월 동안 신규 프로젝트에 

전념하여 큰 기업 안에서 빠른 속도를 갖게 하는 점, 크라우드펀딩은 작은 기업만 한다는 통념 대신 

대중의 반응을 미리 살필 수 있다는 점만을 취해 시장의 반응을 살핀다는 점은 내부에서 혁신을 꾀

하는 우리 기업에게 큰 참고가 될 수 있다.

그림 17  소니의 프로젝트라는 사실을 숨기고 크라우드펀딩을 진행한 FES 와치

무늬가 바뀐다! ? 문자판벨트 일체형의 전자 종이 워치 FES Watch

무늬가 바뀌는 시계

자료=Makuake 홈페이지

그림 18  소니의 자체 크라우드펀딩 홈페이지 First Flight

출처=First Flight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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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벤처캐피털의 적극적인 해외 스타트업 진출

국내 벤처캐피털 대부분이 우리나라 스타트업 투자에만 집중하고 있는 반면, 일본의 벤처캐피털들은 

해외로 눈을 돌리고 있다. 사이버 에이전트 벤처스는 동남아시아와 중국, 그리고 우리나라 스타트업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고 KDDI의 펀드를 운영하는 글로벌 브레인은 특히 우리나라 스타트업 투자에 

적극적이다. 디지털 거라지(Digital Garage)라는 벤처투자사는 샌프란시스코의 빌딩까지 매입해서 

직접 현지에 스타트업 인큐베이터를 운영하며 해외 스타트업 투자에 나서고 있다. 우리나라의 벤처

캐피털도 국내 투자에만 머무르지 말고 글로벌 투자에 나서야 하며 글로벌 투자를 위한 네트워크를 

쌓아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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