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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크프론티어 대표

  코로나19가 세계적 유행을 가져온 현재 전 세계의 테크 기업도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 그중에는 매출

과 영업에 직접적인 타격을 입고 많은 직원을 줄여야 하는 기업도 있으며, 새로운 수요에 크게 성장하는 

기업도 있다.

  구글이나 페이스북,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큰 기업은 자사 서비스를 이에 대응하도록 조처하고 

있으며, 특히 클라우드 서비스에 몰리는 새로운 수요에 대응하고 있다. 또한 AI나 데이터 분석 기능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 연구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자원을 지원하기도 한다.

  사람들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서 늘어나는 재택근무나 원격 교육, 집에서 즐기는 엔터테인먼트 증가

는 줌이나 구글 미트, 마이크로소프트 팀스 같은 비디오 기반 협업 시스템의 수요를 폭발적으로 증가시켰

고, 게임 회사 역시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받는다. 넷플릭스나 유튜브 역시 사람들이 즐겨 찾으면서 오히

려 서비스 안정화를 위해 유럽 같은 지역에서는 화질을 낮춰 많은 사람이 지속해서 볼 수 있게 했다. 그러

나 기존의 성장 기업이나 대기업이 아닌 스타트업에 이 상황이 어떤 영향을 주는가, 특히 새로운 성장   

기회나 사업 확장의 가능성을 주는 일도 발생하고 있으므로 어떤 기업이 지금을 기회로 삼고 있는지 살펴

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본다. 

  한국을 제외한 전 세계에서 벌어진 일 중 하나가, 시민들이 불안감에 물건 사재기를 한 것이다. 특히  

화장지 품귀 사태를 겪었던 미국에서는 그동안 지금까지 아직 문화적으로 크게 확산되지 않은 비데 사용에 

관한 관심이 올라갔다. 그런 상황에서 2015년에 설립된 비데 전문 스타트업 투쉬(Tushy)가 관심을 끌고 

있다. 지금까지 290만 달러를 투자받았고 지난 2년 동안 흑자를 냈다고 한다. 한국이나 일본에서는 널리 

사용되는 비데 문화가 아직 부족한 미국에서 이번 판데믹을 겪으면서 새로운 화장실 문화에 사람들이 관심

을 두게 되었기 때문이다.1)

1) TechCrunch, “Bidet startup Tushy scales up to meet demand amid toilet paper shortage,” Apr 7, 2020

코로나19 판데믹 시대에 새롭게 주목받는 스타트업

* 본 내용은 한상기 대표(E-Mail : stevehan@techfrontier.kr)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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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줌이 크게 인기를 끌었으나, 최근에 프라이버시와 보안 이슈로 많은 지적을 받고 있다. 비디오 컨퍼런싱 

도구 분야에 보안을 강화하고 데이터 보호를 기본으로 하는 프로젝트가 무료의 오픈 소스 비디오 챗 도구

인 지치 미트 (Jitsi Meet)이다.2)

지치 미트(Jitsi Meet) 화면

  깃허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 서비스의 개발은 끝에서 끝까지 암호화 기능을 제공하며, 배경을 흐리게 

만들 수 있고, 화면 녹화와 유튜브 비디오를 공유할 수 있다. 여러 명이 동시에 얘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손을 드는 기능도 재미로 제공한다. 이를 통해 누군가 중요한 얘기를 하고자 한다는 것을 다른 사람

이 알게 한다. 

  비대면을 더 선호하는 사람들 때문에 기존 서비스에 새로운 기능을 제공하면서 접근하는 기업도 있다. 

‘마이 메뉴’는 디지털 태블릿 기반의 메뉴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었다. 지금 상황에서는 사용자들이 태블릿 

대신 자신의 폰에서 직접 주문할 수 있도록 레스토랑에 QR 코드를 생성해서 손님에게 제공하는 기능을  

무료로 배포했다.

QR 코드로 메뉴를 제공하는 마이 메뉴

2) Mashable, “How to use Jitsi Meet, an open source Zoom alternative,” Apr 9,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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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택근무는 그동안 원격 팀을 위한 소프트웨어 회사에도 큰 성장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웹 기반의 비주

얼 디자인 플랫폼 제공 회사인 루시드 소프트웨어는 3월 한 달 동안 1백만 명 이상의 새로운 고객을 유치

했는데, 이미 180국에서 2천만 명 이상이 사용하는 서비스이지만, 이 상황이 회사에는 또 다른 기회인 것

은 사실이다. 최근 이 회사는 아이코닉 캐피탈 등에서 5,200만 달러 투자를 받았는데, 이미 1억 1,1400

만 달러를 기존에 투자받았지만, 이를 통해 좀 더 공격적인 확장을 할 계획이다.3)

  사회적 거리두기는 또 다른 영역에서도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대마 관련 사업,   

알코올음료, 그리고 전자 담배 영역이다. 뉴욕의 드리즐리(Drizly) 같은 술 배송 서비스, 오클랜드의 칸

(Cann) 같은 낮은 함량의 대마 음료, 샌프란시스코의 키바 컨펙션 (Kiva Confections) 같은 먹을 수 있는 

대마 관련 제품이 급성장하고 있으며, 이 영역에서 전문 투자를 하는 바이스 벤처스도 있다.4)

  벤처 투자 분야에서도 새로운 시장 환경에 대해 관심을 두고 있다. 기본적으로는 2019년 12월에 비해 

벤처 투자 사례는 많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5) 그러나 또 다른 측면에서는 새로운 혁신 기업이 등장할 

기회로 볼 수 있어서 벤처 캐피털은 지금 상황에서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있다.

  터스크 벤처스의 경우는 이런 크게 어려운 경제 환경에서 좀 더 규제와 관련된 분야에 관심을 둔다.   

예를 들어, 에듀테크, 원격의료, 카나비스(대마초), 모바일 선거, 바이오테크 등의 분야이다.6)

  플러그앤플레이에서는 아예 ‘코로나바이러스 테크’라고 하는 분류를 만들어서 주요 기업을 제시하고    

있다.7)

코로나바이러스 테크 기업 분류 마켓 맵
  

3) VenatueBeat, “Lucid raises $52 million to grow its web-based visual workspace for remote teams,” Apr 

16, 2020

4) VentueBeat, “How coronavirus is boosting booze, weed, and other vice industries,” Mar 28, 2020

5) Startup Genome, “The impact of COVID-19 on Global Startup Ecosystems,” Apr 1, 2020

6) TechCrunch, “Bradley Tusk on starting a company and seed investing in the coronavirus era,” Apr 18, 

2020

7) Plug and Play, “COVID-19 and the Race in Startup Technology,”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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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 속하는 기업은 크게 보면 원격 환자 모니터링, 공기 중 병원체 진단, 분자 진단, 돌봄 포인트   

진단, 백신, 호흡기 보호 장비, 빅데이터 분석, 증상 체커, 3D 프린팅, 지능형 가상 비서, 인공호흡기 등의 

분야이다.

  캐나다 토론토에 있는 창조적 혁신 랩(CDL)은 유명한 과학과 기술 스타트업 액설러레이터 프로그램이

다. CDL도 지금 상황에서 공중 보건과 경제에 영향을 주는 코로나19 판데믹에 특화된 제품이나 기술에 

초점을 맞춘 ‘CDL Recovery’라는 프로그램을 추가하기로 했다.8) 특히 치료와 의료 장비 중 대학에서 시작

한 연구를 시장에 선보일 수 있도록 지원한다. 여기에는 공공 보건 분야에서 진단 검사, 백신 개발, 원격 

돌봄과 원격의료가, 경제 회복 영역에서 가상 업무, 재능 재교육, 원격 기기 작동, 자동화, 식량 생산과  

공급 등에서 혁신을 제품화하는 과정을 돕기로 했다. 특히 프로그램은 기존 방식을 유지하지만, 속도를  

두 배 빠르게 하겠다는 것이 특징이다. 

CDL 리커버리 프로그램 응모 화면 

  많은 전문가가 코로나19 이전과 이후는 완전히 다른 사회가 될 것이라 예측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런 

상황이 장기화할 것이라는 점이다. 사회적 거리 두기는 이제 우리의 업무나 일상생활에 큰 변화를 가져오

고 있으며, 정부 통제에 의한 공공의 안전과 시민의 보호는 프라이버시 개념에도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데이터 분석과 인공지능 기술은 새로운 치료나 질병 분석에 더욱 광범위하게 사용될 것이기 때문에, 과학

적 연구가 시장에 제품으로 등장하는데 가속도가 붙을 것이다.

  이런 세상은 투자자들이나 사업가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기존 사업에서의 피봇이나   

새로운 서비스 전략이 필요하다. 생존을 위한 노력도 필요하지만, 위기 상황을 새로운 기회로 삼는 것은 

어느 시대에서나 스타트업에는 새로운 도전을 하게 만드는 일이다. 

8) Tech Crunch, “Creative Destruction Lab launches a new startup program dedicated to COVID-19 

response,” Apr 7,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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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ISA 주요 활동 안내 >

2020년 상반기 민간분야 사이버 위기대응 모의훈련

□ 개요

o KISA는 국가 사이버 위기상황 발생 시 신속대응 및 협조체계 점검을 위해 매년 상반기

(5월), 하반기(11월) 민간분야 사이버 위기대응 모의훈련 추진

   - 훈련용 해킹메일 유포, 실제 디도스 트래픽 발송, 모의침투 실전 대응 훈련

□ 주요내용

o (목적) 사이버 공격 예방 및 피해 최소화, 민간기업의 보안수준 강화 및 임직원 보안 

인식 제고

   - (신청기간) 2020년 3월 25일 ~ 4월 24일

     ※ 4월 모집 ‣ 5월 본 훈련 ‣ 6월 훈련 참여기관 대상 결과 공유

   - (훈련일시) 상반기 실전훈련 5월 中 기업별 진행, 본 훈련 5월 27일

   - (모집) 보호나라 홈페이지(www.boho.or.kr) 상단 안내를 통해 접속 후 신청

o 금번 훈련은 최초로 모의훈련 참여사를 공개모집*하여, 민간기업의 보안수준 강화 및 임직원 

보안인식 제고를 위한 훈련 참여기회 확대를 도모

    * 공모형 훈련으로 KISA 보호나라 등 관련 홈페이지에 모의훈련 신청페이지 개설 및 언론보도 등을 통한  

훈련 참여 희망기업을 공개적으로 모집

   - (기존) 통신사, 백신사 등 유관기업 및 보안 취약분야 대상 테마형 훈련→ (확대) 모든 

민간기업 대상, 참여 희망기업 공개모집+테마형 훈련

□ 향후계획

o 금번 훈련은 상반기 모의훈련이며 금년도 11월 하반기 훈련 추진 예정

   ‣ D-3개월(계획수립) → D-2개월(참여기업 모집 및 안내) → D-1개월 ~ D-0

(사전, 본 훈련) → D+2주(결과공유, 설문조사, 우수기업 시상 등)

□ 훈련 문의

o 한국인터넷진흥원 침해대응단 종합대응팀 지순정 책임 연구원 (☎ 02-405-5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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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 이미지

참여 신청 안내 (보호나라 ‣ 상단 배너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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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Vol.1 

이슈&트렌드 

CES 2020 – 인공지능과 로봇의 만남: 더 많은 시간이 필요 

CES 2020 행사에서 가장 핫(hot)했던 제품

CES 2020 서비스화 되는 모빌리티

CES 2020 뷰티테크(Beauty Tech) 화두는 인공지능과 개인화 

CES 2020에서 PC의 변화 

CES 2020에서 살펴보는 슬립테크 동향 

온라인 데이터에서 나타난 “CES 2020” 관심도와 그 내용들

CES 2020 스케치: 모든 것에 테크를 붙인 CES의 뒷담화 

미국의 의료분야 데이터사이언스 및 인공지능 정책 동향 

개인정보 유출 통지·신고 제도의 개선 검토

2020 Vol.2

이슈&트렌드 

인공지능과 데이터 분석으로 질병 확산을 예측할 수 있는가?

코로나 바이러스와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소고

데이터와 헬스케어의 진화 

EU의 5G 네트워크의 위험 완화를 위한 조치 방안  

데이터 3법 개정의 주요 내용과 전망 

국내외 중소기업 정보보호 지원 정책 분석 및 개선 검토

일본 IoT 보안정책 동향 분석 및 시사점 

2020 Vol.3

이슈&트렌드 

사회적/물리적 거리두기가 IT산업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주요 이슈

감염병예방법의 정보공개 규정 살펴보기 – 공공의 건강 및 안전, 
그리고 프라이버시의 균형

원격근무, 회사를 떠나 일한다는 것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비대면 원격수업에 대한 단상

비대면 협업툴의 미디어적 필수 요건에 대하여

코로나19가 앞당긴 원격 사회 이후 사이버 대피 공간을 위한 
가상현실의 역할

RSAC 2020 – 보안 트렌드 살펴보기

연합학습으로 AI 빅브라더 문제 해소

미국과 영국의 드론 대응(Ant-drone) 정책 및 전략 추진동향

중국“네트워크 안전등급 보호 제도” 개요 및 관련 국가표준 제정 동향

광주의 미래 – 인공지능 기반 산업융합 집적단지 조성사업

미래인터넷 기술 성공의 핵심 포인트, 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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