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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 신뢰받는 인공 지능 허브

주요사항

1

st

세계 지식 재산기구(WIPO)
글로벌 혁신 지수 1위

1st
인시아드(INSEAD) 글로벌
인적자원 경쟁력 지수 1위

1st
국가별 인공지능
간행물의 영향 1위

3

3rd
인구 100만 명당 상위
AI 특허 보유 3위

출처: WIPO, 2020; INSEAD, 2020; Times
Higher Education, 2018; SERI, 2019

OFFICIAL PROGRAM

소개
스위스는 두 곳의 연방 공과대학인 ETH Zurich 및 EPFL(로잔 소재), 연구 기관인
IDSIA(루가노 소재), IDIAP(마티니 소재), 그리고 여러 캔톤 대학 등 AI 분야에서 세계
적으로 유명한 대학교와 연구 기관의 중심지이다. 최첨단 연구에 대한 이와 같은 뛰어
난 근접성은 구글, IBM, 마이크로소프트 등 다국적 기술 선도 기업들이 AI 연구를 스위
스에서 실시하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이다. 생명 과학 분야에서의 전통적인 강점으로
스위스는 헬스케어 및 제약 분야에서도 AI 개발을 주도하고 있다. 또한 스위스의 지원
을 받는 협력사가 되는 기회와 높은 수준의 혁신적 결과를 제공하는 협력적인 기술 생
태계가 있다.
스위스의 매우 안정적인 정치 및 경제 환경은 글로벌 무대에서 활동하는 기업들에게 중
요한 자산인 데이터를 호스팅 하고 검증하는 안전한 장소를 제공한다. 신뢰할 수 있는
행정 및 법률적 확실성은 기업들의 위험 부담을 감소시키는 데 이는 캔톤 및 연방 정부
의 비관료적 지원으로 인한 혜택이다.

스위스의 장점

•

그 외 AI 관련 연구 기관으로 전자공학과 마이크로 공학 스위
스 센터(CSEM: Swiss Center for Electronics and Microtechnology), 스위스 공학 아카데미(SATW: Swiss Academy of Engineering Sciences), 루체른 응용과학과 예술 대학교( Lucerne
University of Applied Sciences and Arts), 보트나르(Botnar) 재
단, 폴 쉐러 연구소(PSI: Paul Scherrer Institute), 스위스 생물 정
보학 연구소 (SIB: Swiss Institute of Bioinformatics)는 물론 바
젤 대학교 (Universities of Basel), 생갈렌 대학교(Universities of
St. Gallen), 뇌샤텔 대학교 (Universities of Neuchatel), 제네바
대학교 (Universities of Geneva), 취리히 대학교(Universities of
Zurich) 등이 있다

•

로슈(Roche)와 노바티스(Novartis) 같은 세계 최고의 제약회사
가 있는 본거지로, 바젤(Basel)의 번창하는 거대 제약과 생명 과
학 생태계는 헬스케어에서 세계 AI 개발을 선도하고 있다. 또한
바젤은 의학 정상 회담 시리즈에서 2년 연속 세계를 주도하는 AI
인 “인텔리전트 헬스 AI(Intelligent Health AI)”의 주최 도시 역
할을 해오고 있다.

•

스위스에는 높은 수준의 혁신적 결과물이 있다. 스위스는 인구수
에 비례한 국제 경쟁에서 AI 특허가 세 번째로 많다고 자랑한다.
생명 과학 산업 분야에서의 전통적인 강점으로 스위스는 AI 특허
와 함께 특히 헬스케어 분야에 성적이 좋다.

•

지난 10년 동안 스위스는 세계 지식 재산기구(WIPO) 글로벌
혁신지수(Global Innovation Index)에서 선두를 차지하고 있
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혁신 투자를 결과로 바꾸는 가장 효
과적인 곳이 스위스이다. 연구와 개발에 실질적 투자뿐만 아니
라 스위스의 일관적인 막강한 위치는 높은 수준의 지역 대학교
와 광범위한 인적 재원 덕분이다. 국가별(2011년에서 2015년
사이) AI 간행물의 영향을 살펴보는 타임즈 고등교육 (Times
Higher Education)이 실시한 철저하고 면밀한 데이터 분석에
서 스위스가 최상의 자리를 차지하였다.

1. 막강한 연구와 효율적 기술 이전
스위스는 관리가 가능한 지리학적 영역에 널리 퍼져 있는 많은
첨단 AI 연구 기관의 중심지이다. 이와 같이 밀접하게 연결된 네
트워크 및 핵심 연구 기관과 막강한 산업 플레이어 간의 실용적
협업이 매우 효율적인 기술 이전을 가능하게 하며 따라서 혁신적
제품을 시장에 신속하게 공급하게 된다.
왜 스위스인가?
• 취리히와 로잔에 위치한 연방 공과대학(ETH Zurich와 EPFL)
은 세계에서 가장 좋은 공과 대학교이다 이 대학교의 IT 학과들
과 설립된 AI 연구소들은 (EPFL의 LIS, ETH Zurich의 ASL,
최근 문을 연 ETH AI 센터(ETH AI Center)) 스위스와 국제
AI연구계에 명성이 높은 연구소들이다.
•

•

•

티치노 캔톤의 루가노에 기반을 둔 달레 몰레 인공지능 연구소
(Dalle Molle Institute for Artificial Intelligence, IDSIA)는
1988년에 설립되었다. 본 연구소는 1990년대에 발명되고 개발
된 장단기 메모리(LSTM: Long Short-Term Memory)와 구
글, 페이스북, 애플에서 음성 인식에 사용하는 알고리즘으로 국
제적으로 인정을 받았다. IDSIA는 또한 설립 후 단 4년 만에 구
글이 미화 5억 달러로 인수한 AI 회사인 딥마인드(DeepMind)
의 기술과 핵심 과학자가 배출된 곳이다.
발레 주의 마티니(Martigny)에 있는 독립적인 IDIAP 연구소
(ID-IAP Research Institute)는 1991년 이래로 AI 주제를 실험
해 오고 있다. 이 연구소는 주로 생체 인식 연구 스위스 센터
(Swiss Center for Biometric Research and Testing)와 함께 국
제적 명성을 일구어 냈다.
생갈렌 대학교(HSG: University of St. Gallen)는 AI 연구의 중
심이 되는 것이 목표이다.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효과적인 AI시
스템이라고 여기는 NVIDIA DGX-2 슈퍼컴퓨터를 취득하려
는 첫 스위스 대학이었다

글로벌 테크 기업이 선호하는 R&D 장소
최첨단 연구에 대한 뛰어난 접근성으로 상당히 많은 글로벌 테
크 기업들이 스위스에서 AI 연구를 진행하게 촉진한다.
• 구글은 미국이 아닌 취리히에 가장 큰 연구 운영을 두고 이
에 기반을 둔 “구글 브레인(Google Brain)”팀으로 AI 솔루
션을 개발하고 있다.

“스위스에서 편리한 운영 환경과
뛰어난 인재 자원을 찾았습니다.
사무실 부지 발견, 학교 및 R&D
기관 소개를 포함하여 모든 행정
절차에 엄청난 지원을 받았습니
다.”
ULJAN SHARKA
CEO iGenius, Martigny

• 2019년에 휴렛팩커드 기업(HPE: Hewlett Packard Enterprise)은 제네바에 고객이 장치, 기계, 자산, 앳지(edge)의 센
서에서 생성되는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활용하는 것을 돕기
위하여 새로운 사물인터넷 혁신 센터(IoT Innovation Lab)
를 열었다.
• 취리히 주에 있는 IBM 연구소(IBM Research Lab)는 AI
를 집중적으로 연구한다. 1956년에 미국 밖에 있는 IT 회사
의 첫 연구소로 설립되었고 지금은 글로벌 연구소 12개 중
의 하나이다.
• 2019년에 바젤에 기반을 둔 제약 회사 노바티스가 노바티스
AI 혁신 연구소(Novartis AI Innovation Lab)를 마이크로소
프트와 함께 전략적 파트너로 설립하였다. 이 연구소는 스위
스, 미국, 영국에 있는 노바티스 캠퍼스에 소재할 것이다.
• 스위스에서 광범위한 AI 연구를 진행하는 그 외 다국적 기
업으로 애플, 디즈니, 페이스북, 화웨이, 매직 리프(Magic
Leap), 마이크로소프트 등이 있다.

2. 신뢰할 수 있는 환경에서의 데이터 안전성
스위스는 신생 기술 허용은 물론 신뢰와 안전과 같은 전통적인
가치가 공존하는 대비가 자연스러운 조화를 이루는 곳이다. 스위
스의 안정적인 정치 및 경제 환경이 전 세계적으로 활동하는 기
업들에게 데이터를 호스팅 하고 검증하는 안전한 장소를 제공한
다. 높은 수준의 데이터 보 안과 데이터 품질, 정치적 안정성, 법
적 안정성의 조합으로 기업의 위험 부담을 감소시킨다.

3. 협력적인 기술 생태계
스위스는 기업, 스타트업, 선두적인 연구, 숙련된 인재 자원과 실
용적 규제 프레임워크로 구성되는 번성하는 테크놀로지 기술 생
태계를 지원한다. 국제적인 본사들과 NGO가 많이 있어서 AI 회
사들이 고객과 협업 파트너를 쉽게 찾도록 도와준다.
왜 스위스인가?
스위스에 있는 회사들은 새 테크놀로지를 잘 다루는 많고 다양
한 매우 우수한 인재들을 채용할 수 있다. 국가 최고 AI 연구소
가 계속 새 인재들을 소개할 뿐 아니라 높은 삶의 질과 탁월한
근로 조건이 국제적으로 우수한 인재를 채용하고 보유한다는
의미에서 매우 매력적이다.

•

왜 스위스인가?
• 스위스는 혁신이 쉽고 진보적인 규제 프레임워크를 제공한다.
정부 당국은 주 단계를 포함하여 실용적이고 접촉이 가능하다.
다른 나라와는 달리 스위스 법은 기술 중립적 방법으로 만들어
졌다. 규제는 명확하고 투명하여 AI 회사는 높은 법률적 확실성
으로 운영할 수 있다.
•

안정적이고 진보적인 스위스 법률 제도는 지적 재산을 강력하
게 보호하고 R&D 활동에 필요한 투자를 고수준으로 보장한
다.

•

스위스는 나라 자체를 중요한 데이터 저장 센터로 바꾸었다. 탁
월한 서버 인프라, 신속한 인터넷 연결, 안정되고 비용 효율이
높은 전원 공급은 물론 운영을 위한 우수한 기술사를 갖춘 다수
의 데이터 센터를 제공한다.

•

제네바는 인터넷 행정 분야에서 최고 기관으로 알려져 있고 윤
리적이고 전 세계적으로 채택된 AI 표준 프레임워크 수립에 선
두적 역할을 하고 있다. 예를 들면 인공 지능 글로벌 회담(AI
for Good Global Summit)이 개최된 장소, 세계적 도전과의 싸
움에 AI 사용을 목표로 하는 제네바에 근거를 둔 국제 전기 통
신 연합(ITU: Geneva-based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이 구성한 국제 연합(United Nations) 플랫폼이 바
로 여기이다.

국제간의 AI R&D 비교
2018년 세계 최상급 AI 특허 숫자 (인구 100만 명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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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위스에 첨단 AI 연구소가 많이 모여 있기 때문에 스위스는
AI 연구를 스위스에서 진행하기로 결정한 많은 글로벌 테크 회
사들의 관심을 끌었다. 이와 같은 회사들의 존재는 막강한 혁신
적 결과물과 경험이 풍부한 인재 자원과 함께 역동적인 AI 단지
를 육성한다.

•

스위스는 AI 생태계를 강화하는 약학, 재정, 헬스테크 분야에
막강한 산업 단지가 있다.

•

스위스는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같은 큰 시장에 접해 있어서
회사들이 잠재적 고객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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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Asgard – Human Venture Capital for Artificial Intelligence,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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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연구
•

•

•

•

IT 회사인 아크로니스(Acronis)는 AI 기반 백업 소프트웨어
와 복구 분야에서 글로벌 리더이다. 유럽 시장 접근성, 존재하
는 글로벌 기술과 인근 비즈니스 센터, 정치 및 경제적 안정성
이라는 혜택을 받기 위하여 2008년 샤프하우젠에 본사를 설립
하였다.
보 주(Canton of Vaud)에 기반을 둔 스타트업 회사인 소피아
제네틱스(Sophia Genetics)는 EPFL 스핀-오프로 2011년에 설
립되었다. 자사의 AI 플랫폼으로 세계에서 가장 큰 데이터 기
반 의학 커뮤니티 네트워크를 구축하였으며 현재 82개 국가의
1,000 개 이상의 병원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14년에 설립된 스위스와 미국에 기반을 둔 나이센스(NNAISENSE)는 AI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선두에 있는 연구팀 중의
하나이다. 이 회사는 초인적인 통찰력과 지능 자동화를 위한 대
규모 신경망 네트워크 솔루션 구축을 위하여 25년간 입증된 실
적을 사용하였다. 지난 5년간 다양한 산업에서 주요한 플레이
어들과 파트너 관계를 성공적으로 맺었다.
IDIAP 스핀-오프인 리캡(recap)은 다중 언어 자동 음성 인식
분야에서 선두 공급사가 될 잠재력이 있다. 스위스 테크놀로지
는 AI에 기반을 두었으며 새 사투리, 언어, 화자에게 신속하게
적응하는 효율적이고 채택 가능한 음성 인식 시스템 개발을 가
능하게 한다.

•

마인드파이어(Mindfire) 재단은 복잡한 글로벌 도전을 다루기
위하여 AI의 강력한 인간 중심 형식의 개발을 목적으로 스위스
에 2017년에 설립되었다. 책임과 신뢰에 대한 국가의 가치를
반영하여 획기적인 과학, 테크놀로지, 자선 활동을 위한 중심지
로써 스위스의 입증된 실적을 바탕으로 설립되었다.

•

2017년에 스위스에 근거를 둔 ABB가 산업 AI 솔루션 개발을
위하여 IBM과 전략적 파트너쉽을 맺었다. 이 파트너쉽으로
ABB의 디지털 서비스, ABB의 능력, IBM의 슈퍼컴퓨터 왓슨
(Watson)으로 산업, 수송, 인프라, 유틸리티 분야에서의 솔루
션 개발에 함께 참여하게 되었다.

•

미국에 2016년에 창립된 4th-IR은 이제 스위스로 기반을 옮겼
고 누구나 AI를 사용할 수 있는 최신 제품을 개발한다. 이 회사
의 본사는 루체른에 있고 미국과 밴쿠버에 사무실이 있다.

연락처와 추가 정보
정부당국과 규제 기관
State Secretariat for Education,
Research and Innovation SERI
sbfi.admin.ch
Innosuisse –
Swiss Innovation Agency
innosuisse.ch
협회 및 네트워크
aiforgood.itu.int
c4dt.org
data-service-alliance.ch
digitalswitzerland.com

swissparks.ch
swissstartupfactory.com
ventures.swisscom.com
rewired.com
satw.ch
sipbb.ch
swissparks.ch
switzerland-innovation.com
venturekick.ch
venturelab.ch
Swisscom AI Startups Map
스위스 무역투자청

mindfire.global
satw.ch
sgaico.swissinformatics.org
swisscognitive.ch
trustvalley.swiss

Tech Location Switzerland
s-ge.com/tech

혁신 및 스타트업 홍보

More factsheets on
Switzerland as a business location
s-ge.com/factsheets

asl.etzh.ch
abb-accelerator.atomleap.com

Handbook for Investors
s-ge.com/handbookforinvestors

campusbiotech.ch
www.csem.ch
epfl-innovationpark.ch
fongit.ch
f10.global
idiap.ch
idsia.ch
ifj.ch
investiere.ch
ics.unisg.ch
kickstart-innovation.com
lis.epfl.ch
masschallenge.org/programsswitzerland
psi.ch

무료 상담 서비스 제공
유럽으로의 사업 확장이나 스위스에서의 비즈니스를 고려 중이십니까? 스위스
무역 투자청에서는 무료 자문을 제공하며 스위스에서의 정착을 위한 모든 단계
를 지원합니다. 비관료적 방법으로 스위스 캔톤의 사업 홍보 기관과 연결해 드리
며 세금, 부동산 분야 등의 전문가를 소개해 드립니다.

연락처 : s-ge.com/inv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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