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핀란드 스타트업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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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플라스틱 대체 솔루션을 목재에서 찾은 기업

핀란드 스타트업 동향
2021년 6월 30일

- 유럽연합이 7.3 빨대, 식기류, 포장용기 등 지속가능한 대체재로 쉽고 저렴하게
대용 가능한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 사용을 금지함에 따라 핀란드의 아래 기업들
은 새로운 도전과 비즈니스 기회 확보;

□ 핀란드 스타트업 업계 동향
1) Kotkamills : 목재소재 제품 개발사로서 아이스크림 컵, 볼, 용기에 적합하
o 핀란드 게임 산업 연간 24억 유로 가치 평가
- 2020년 25주년을 맞은 핀란드 게임 산업*의 가치는 6년 연속으로 20억 유로를
상회하고 있으며, 코로나19 팬데믹이 산업을 더욱 성장시켜 전년보다 9% 증가
* 핀란드는 처음으로 게임스튜디오(Housemarque, Remedy)가 설립된 1995년을 핀란드 게임
산업의 원년으로 삼고 매년 기념행사 개최(1995년 이전에는 대부분 개인 개발자들이 활동)

도록 수성차단코팅 처리하여 완전 재활용 및 재펄프화 가능한 플라스틱 프
리 보드지를 사용하는 Isla Ice/Isla Cream 제품군을 계속 확장 중
2) Pyroll Packaging : 포장재 제조사로 핀란드 사모펀드 MB Funds의 투자를
통해 내수 및 해외 시장으로 성장할 수 있는 동력 마련하였고 알루미늄, 카
드보드, 종이 등 지속가능한 포장재 개발 중

- 지난 10년간 게임 산업은 눈에 띄게 성장하였으며 그 중심에는 Rovio와

3) Jospak : 보드지 소재 쟁반 및 관련 기술 개발사로 재활용이 용이한 형태로

Supercell이 있었으나, Supercell이 게임 산업 총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플라스틱을 85% 적게 함유하고 보드지와 플라스틱 기능의 장점을 최대로 살

2015년 88%에서 2020년 54%로 감소하였으며, 현재 핀란드 게임스튜디오 46개사

린 식품용기 개발

가 연간 1백만 유로 이상의 매출액을 기록중
4) Quadpack : 산업 잔여 목재칩과 식물 기반 결합제로 유해 미세플라스틱이
- 팬데믹에도 불구하고 개인투자는 활발히 이뤄져 2019-2020년 핀란드 게임스튜디

없는 분해 가능한 Sulapac 소재로 만든 화장품 용기 제품군 확장 중

오들은 1억 유로 이상 투자 유치(2019.8월 이스라엘의 Playtika의 모바일게임 개발
사 Seriously Digital Entertainment 인수 건은 2억 5천만 유로 이상 규모로 예상하나

5) Woodly : 플라스틱 대체 목재 셀룰로스 기반 소재 개발을 통해 장미 베고니
아, 섬유, 생허브 등 포장재로 널리 쓰이고 있으며 최근 300만 유로 투자

공개되지 않아 제외)

- 핀란드의 게임 스튜디오 수는 지난 2-3년 간 감소, 현재는 200개사 정도로 유지
되고 있으나, 고용규모는 2018년 말 3,200명에서 증가하여 약 3,600명이며 향후

유치
o 감염 방지 및 통제 관련 기업

몇 년간 핀란드 게임 스튜디오들은 추가로 4백-1천 개의 신규 포지션을 채용할
것으로 전망 / 게임업계의 여성 종사자 비율은 2020년 2% 증가하여 22%로 집계

1) Genano : 실내 공기오염 제거의 글로벌 리더로 성장한 동 사는 강력한 전자
공기정화에 기반한 특허 냉각플라즈마 기술로 99.999%의 모든 부유 박테리

o 헬싱키 기반 스타트업 총 252억 유로 가치 추산
- 헬싱키 스타트업 가치는 2015년부터 3배 상승, 유럽에서 4번째로 빠르게 성장하는
VC 투자 지역(런던, 파리보다 빠르게 성장), 최근 NewCo Helsinki와 Dealroom에서
발표한 스타트업 보고서에서 헬싱키는 유럽에서 8번째로 가장 가치 있는 스타트업
허브로 선정, 현재 핀란드 수도권(Greater Helsinki Area) 내 유니콘* 가도를 걷
고 있는 고성장 스타트업이 8개로 2억 5천만에서 10억 달러 가치 추산
* 유니콘: 기업가치 10억달러 이상으로 창업한지 10년이하 스타트업 기업

- 2020년 팬데믹으로 주춤했으나 헬싱키의 VC 투자는 2021년 새로운 기록을 달성

아 및 바이러스를 제거하는 것으로 입증
2) Nanoksi Finland : 핀란드의 노하우와 나노기술로 세계 많은 곳에서 박테리
아와 바이러스 없는 환경을 보장하는 표면 방역 솔루션 기업으로 빛으로 활
성화하여 2시간 내 98%의 미생물을 제거하는 자가방역 스프레이 나노코팅이
대표 혁신 개발 솔루션
3) Fortum : 재생 플라스틱을 이용하여 만든 핸들을 부착해 가게의 냉장고 등
의 문을 팔로 열 수 있도록 만들어 소비자들을 세균으로부터 보호하는 솔루

할 것으로 전망되며, Wolt의 4억 8200만 유로 후반 라운드, Aiven의 9100만 유

션 개발, Fiskars Group 등과의 협업을 통해 세계 시장으로 진출하고 있으

로 시리즈 C 라운드, Virta의 3천만 유로 초기 라운드 투자 유치가 현재까지 가

며 2021년 World Changing Ideas Awards에서 수상

장 두드러진 성과로 기록

4) Kyrö Distillery Company : 호밀 위스키, 진을 만들던 증류소가 팬데믹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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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한 매출 감소 국면에서 벗어나기 위해 생산 라인을 전환, 자체 손세정제
개발
5) Vetrospace : 공기정화 및 방역 인테리어 솔루션으로 고도로 위생적인 부
스, 모듈 등의 공간을 설계하고 생산, 그룹사 Vetrohealth는 항바이러스,
항박테리아 모듈 공간을 개발하여 현재 핀란드와 영국, 벨기에, 프랑스, 미
국 등에 공급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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