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딜로이트 고객산업본부



이스라엘 카탈리스트는

이스라엘 카탈리스트는 약 6년 전 출범한 조직으로

서 이스라엘 내 스타트업과 다국적 기업에 다양한 서비

스를 제공하고 있다. 먼저 이스라엘 스타트업을 대상으

로 회계감사나 세무업무 등 딜로이트의 기본적인 서비

스에서부터 스토리텔링, 정부 인센티브 및 지원금, 각

종 규제 관련 컨설팅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카탈리스트는 이스라엘 생태계가 

가진 강점을 활용하여 다국적기업 및 이스라엘 기업들

이 해당 생태계 내에 축적된 기술이나 노하우, 경험 등

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들이 이스라엘에서 

비즈니스를 전개하고 확장하는데 적합한 기술을 찾도

록 돕고 있다. 상당히 많은 기업들이 신제품 개발, 새로

운 비즈니스 모델 수립, 내부 절차상의 효율성 증대 등

에 도움이 되는 솔루션이나 혁신 전략의 절차 등을 문

의하고자 카탈리스트 서비스를 선택하고 있다.

스타트업 기업 서비스를 포함한 딜로이트 카탈리스

트 조직은 약 130명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

국적 기업 전담 인력은 20여명 이상이며, 센싱팀과 딜

리버리팀, 그밖의 지원 부서에는 각각 7명 정도의 인력

이 배치되어 있다. 이는 딜로이트 카탈리스트가 세 그

룹으로 나누어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첫 번째는 고투마켓(Go-to-Market) 그룹으로써 잠

재고객과 접촉하여 수임 기회를 포착하는 업무를 담당

하고 있다.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 딜로이트 카탈리스

트만의 특별한 조직인 센싱팀(Sensing team)이 있는

데, 주로 이스라엘 생태계 안에서 생명과학 및 헬스케

어나 소매업, 건설업 등 개별 산업과 관련해 다양하고 

높은 수준의 정보들을 찾는데 주력하고 있다. 각각의 

팀원들은 스타트업 생태계나 이해관계자들, 엑셀러레

이터, 인큐베이터와 개인적인 친분을 쌓고 전반적인 흐

름을 파악하는데 있어서 뛰어난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이들은 생태계 내의 기업들과 탄탄한 네트워크를 

형성할 뿐만 아니라 비즈니스 노하우를 축적하고 데이

터베이스를 만들어 언제든 찾아볼 수 있는 데이터베이

스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다. 단순히 기업명이 나열된 

엑셀 파일이 아니라 현업에 종사하고 있는 다양한 인

재들과 기술에 대한 정보를 획득함으로써 카탈리스트

만의 고유한 가치를 만들어 가고 있으며, 고객사의 니

즈에 따라 적합한 기업들을 추천해 내는 등 차별화 전

략을 구축하고 있다는 것이 핵심이다. 

마지막으로 딜리버리팀(Delivery team)은 고객사

와 직접 소통 하면서 그들의 니즈와 우려사항을 이해하 

고, 소재, 기술, 생태계에 대한 정보들을 제공한다. 이스 

라엘 생태계에 대한 소개에서부터 집중 연구실, 스카

우팅 프로젝트 지원, 솔루션 파악, 산업적 접근법, 협

조적인 POC(실증사업) 프로젝트 검색에 이르기 까지 

전체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특징이 있다. 고객사의 

R&D 혁신 센터 건립을 지원하고 인재확보, 기회 포착 

등을 포함한 서비스형 혁신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기업투자 및 인수합병의 영역에서 딜로이트의 강점을 

드러내 보이는 매칭 서비스 또한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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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는 탐색 및 스카우팅(Scouting) 서비스인데 첨단기술 센싱팀이 투입되어, 고객사가 

갖고 있는 명확한 니즈를 이해하고 스카우트 보고서를 제공한다. 다양한 기업들이 포함된 방

대한 리스트를 고객사와 함께 소통하며 보다 연관성 높은 기업들로 줄여나가고, 최종 선택

된 스타트업 기업들과 미팅을 주선해 토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는 것이 핵심이다.
스카우팅

(Scouting)

몰입
(Immersions)

프로토타입핑
(Prototyping)

세 번째로는 프로토타입핑(Prototyping)과 적합한 첨단기술을 찾고 자격을 검증(PoC)서비 

스를 제공한다. 컨셉 또는 파일럿 검증 서비스를 통해 파일럿 프로그램에 대한 고객 맞춤형 관

리 제공이 핵심인데, 기술적 측면의 지원이 아니라 실증사업 계획에 필요한 프레임워크 수립, 

핵심성과지표(KPI)나 타임라인 확정, 프로젝트 진행 절차 등을 지원하며 스타트업과 고객사 

사이의 문화적 간극을 좁히는데 주력하고 있다. 스타트업과 다국적 기업의 지리적 차이와 문

화적 차이를 극복하려는 목적하에서 이스라엘 생태계를 탐색하는데 있어서 보다 명확한 관심

사를 갖고 있는 고객사를 대상으로 산업 보고서 제공 서비스를 제공한다. 스타트업 생태계뿐 

아니라 정부가 운영하는 프로그램, 학계 활동, 다양한 엑셀러레이터, 인큐베이터, 필드를 주도

하는 획기적인 연구 결과 등을 포함한 전반적인 지원 구조를 갖추고 있다. 

두 번째로는 몰입(Immersions) 서비스로서 이스라엘 카탈리스트의 하이라이트라고도볼 수 

있다. 이는 이스라엘 생태계에 대한 지식 습득과 컨셉 클라이밍(Concept Climbing)을 경험

하게 해준다. 이스라엘에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기업들은 캐털리스트가 제공하는 집중 연구

실을 통해 이스라엘 생태계를 체험해 볼 수 있다. COVID-19 발생 전에는 고객사들이 이스라

엘에 있는 이 집중 연구실에 직접 방문해 생태계나 이해 관계자들에 대해 알아가고 현지 스타

트업, 정부 관계자, 다국적 기업 및 현지 기업, 벤처 캐피탈(VC)과 대면 미팅을 진행해 왔다. 이

를 통해 법적 절차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추후 시장 기회를 만들어갈 강점이 어디 있는지 

이해하게 만들어주는 서비스이다. 

이스라엘에서 기업 운영을 바로 시작할 필요가 없다는 장점이 있어 집중 연구실 서비스를 이

용하는 기업들이 지난 몇 년간 점차 늘어났다. 고객들은 2시간이나 반나절 정도의 세션을 열

어 관련 기업들이 함께 모여 친분을 쌓고 사업 기회를 탐색하는 기회를 갖게 한다. 고객들(보

통은 기업의 임원진들)은 다국적 기업을 포함해 다양한 기업들을 만날 수 있을 뿐 아니라 이

스라엘이라는 국가, 비즈니스 문화에 대한 정보도 얻을 수 있어서 이스라엘 생태계 안에서 기

업을 운영 하기 위한 기초 작업을 시작할 수 있게 된다. 이스라엘 생태계에 대해 익숙해진 고

객사가 지역 시스템에 참여를 원할 경우 컨셉클라이밍 서비스를 통해 사업 개시에 활용 가능

한 방안과 적합한 프레임워크 종류 탐색, 스카우팅 프로그램 진행 빈도, 서비스형 혁신 도입 

등을 구체화하게 된다.  

카탈리스트가 제공하는 5가지 핵심 서비스

이스라엘 카탈리스트는 총 5가지 부문에서 서비스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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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 랜딩
(Soft Landing)

스타트업 서비스
(Startup Services)

네 번째로는 '소프트 랜딩(Soft Landing)' 서비스로 고객사가 이스라엘 생태계안에서 비즈

니스를 확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 단계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크게 두 가지로 나

뉘는데, 먼저 이스라엘에서 비즈니스를 시작하기로 결정한 기업들을 지원하는 그야말로 '연

착륙' 서비스가 있다. 사무실 입지 선정 등 사업의 초기 단계에서부터 이스라엘 생태계로부터 

인재 채용 지원, 세금, 자금 유치, 법적 규제사항 전반에 대한 조언, R&D 센터 구축 전략, 핵

심성과지표(KPI)와 타임라인 간의 연계, 이스라엘 생태계 진출을 목표로 하는 사업 계획 수립 

및 실행에 이르기까지 사업 운영에 필요한 총체적인 과정을 지원을 한다. 외국 기업들이 이스

라엘에 진출하여 사무실을 개소하고 생태계 안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과정 속에서 협업할 수 

있는 파트너사를 물색하거나 활용 가능한 자원에 접근할 수 있도록 돕는다. 따라서 전담팀이 

고객사의 혁신센터로써 활동하는 서비스형 혁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

니다. 고객사의 구체적인 니즈를 바탕으로 긴밀히 소통하여 사업 기회를 포착하고, 고객사를 

소개하며 이스라엘 생태계와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힘쓰고 있다. 이 전담

팀은 이스라엘 기업 탐방 및 다양한 미팅 주선, 아젠다 논의 등을 포함해 각종 이벤트를 기획

하고, 보고서를 제공하며 사업상 필요 요소의 스카우팅 과정에도 관여한다. 이로써 고객사들

은 직접적으로 사무실을 마련하지 않고서도 이스라엘 생태계의 가치를 파악할 수 있게 된다. 

마지막은 스타트업 서비스(Startup Services)로 기업주도형벤처캐피탈(CVC), 인수합병의 

기회, 연관 분야에서의 인허가 취득 업무, 합작법인 파트너십 등 협업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

항을 지원하고 있다.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회계감사나 세무업무 등 딜로이트의 기본적인 서

비스에서부터 스토리텔링, 정부 인센티브 및 지원금, 각종 규제 관련 컨설팅에 이르기까지 각

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스라엘에서 활동중인 다국적 기업들

산업

북미

유럽

아시아

첨단기술 통신 소비재 금융에너지,
자원산업재

생활과학,
헬스케어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Energy, Resources & 

Industrials Telecom Consumer
Financial 
Services

Life Sciences 
& Healthcare

Media & 
Entertainment 

North
America

Industry 
& Origin

Europe

Technology

Note: Not exhaustive

Asia

Israel is home to innovation and R&D centers for 350+ multinational 
companies that benefit from the unique high-tech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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