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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2020-2021 스타트업 동향 분석 및 시사점
백상한 매니저(sh.baek@kita.or.kr)

1. 배경
□ 코로나-19 장기화 및 미·중 무역 갈등이 야기한 경기 악화로 인해 2020년
동안 크고 작은 산업체들이 경영난을 겪고 기업들의 영업 활동이
제한되었으며 스타트업을 비롯한 스몰 비즈니스들 역시 큰 타격을 입음
o Opportunity insights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2020년 말까지 약 910만 개의
중소기업이 일시적으로 또는 영구적으로 폐쇄되었으며 900만 개 이상의
직장이 사라진 것으로 추정됨
o 로이터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 침체가 미국 경제를 강타하면서 ‘20년
9월 미국 기업 파산보호신청(챕터11) 건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8%
늘어났으며 1월부터 9월까지로 비교해보면 33% 증가했다고 보도
o 미국 스타트업 분석기관 스타트업 게놈(Startup Genome)이 전 세계 50개국
1,070명의 응답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코로나19 확산 이후
위기에 빠진 스타트업은 41%로, 기존의 29%보다 12% 증가
- 4월에 전 세계적으로 조사한 1,070개의 신생 기업 중 65%가 2020년
10월까지 자금이 부족할 것이라고 답했으며 WSJ의 7월 기사에 따르면
2020년 3월 이후 운송, 금융, 여행 분양의 스타트업 일자리가 7만개가 사라짐
□ 이러한 경제적 혼란에도 불구하고 중소·신생업체를 지원하는 美 정부의
정책이 본격화되고 디지털 혁신 가속화로 인해 창업 장벽이 낮아지면서
2020년 2분기를 기점으로 신규 창업이 급증하기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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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코로나-19가 야기한 경기 침체는 이전의 경기 침체와 비교했을 때 전염병이 야기한
특수성이 있어 사회·산업 인프라 혁신과 소비습관 및 구매 패턴 변화를 초래
- 원격 의료나 화상 회의 플랫폼 산업 같이 팬데믹에 탄력적으로 반응 할 수
있는 산업 분야에 이목이 쏠리면서 해당 산업의 신생 기업들에 대한 투자와
지원도 활발해진 상황
o 2020년 1분기 美 신규 사업 신청 건수는 83만 건으로 전년 대비 4.33%
하락하였으나 2분기는 약 90만 건으로 1분기보다 8.6% 증가했으며,
3분기에는 사상 최고치인 146만 건을 기록
- IRS에 따르면 2020년 개인 고용주 식별 번호로 세금 신고를 한 케이스가
430만 건에 이르러 2019년 동 기간 대비 24% 증가했으며 스타트업 기업의
개수는 지난 해 대비 10% 증가
o 이러한 창업 붐은 2021년에도 이어져 2021년 3월에 44만 건, 1분기 동안 총
136만 건의 신규 사업이 신청됨

< 美 설립 1년 미만 사업체 수>

출처: statis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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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 Inights에 따르면 2020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 76여 개의 신규 업체가
10억 달러 규모의 스타트업을 뜻하는 유니콘 기업으로 거듭 났으며 이중
62%인 47개 기업이 美에 소재
o 신규 유니콘 기업 중 핀테크 관련 업체가 17%로 가장 많았으며 전자상거래
관련 업체가 14%, 인터넷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 업체가 12%로 그 뒤를
이었으며 가장 높은 가치를 기록한 분야는 생명 공학
□ 미국 스타트업 투자 시장도 팬데믹 초기에는 부침을 겪었으나 B2B(기업 간 거래)
클라우드, 헬스케어, 비대면 주문 플랫폼, 비대면 교육,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등을 중심으로 벤처 캐피탈의 투자가 활발해지기 시작
o Crunchbase에 따르면 2020년 3~6월 사이 벤처 캐피탈들의 시리즈 A 투자는
작년 대비 57% 감소하여 207건, 시리즈 B 투자는 작년 대비 44% 감소하여
541건 진행됨
o 그러나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스타트업 벤처 캐피탈에 유리한 바이어
마켓이 조성되었고 지난 두 번의 경기 침체와 비교했을 때 보다 빠른
페이스로 투자 패턴이 회복됨
- 하버드 경영대학원 경영학 교수인 Paul A. Gomper가 스타트업 후원자 및
사모펀드 매니저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 의하면 포트폴리오 회사의 절반이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의 피해를 입지 않았다고 답변
- 경제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벤처 캐피탈리스트의 91%는 투자가 향후 주요
주가지수보다 우수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새로운 노력에 지속적으로
자금을 지원 중
o Crunchbase의 데이터 분석에 의하면 2021년 1월 벤처 펀딩은 399억 달러를 기록,
지난 2년 월간 최고치인 385억 달러를 갱신했으며 약 69%는 시리즈 C+ 투자였음
- 1월 중 가장 많이 성장한 스타트업 산업 분야는 물류 배송, 납품, 로봇
공학, 물류, 자동차, 핀테크 및 클라우드 컴퓨팅이 꼽히는 상황

3

2. 美 산업별 스타트업 추이
□ 2021년 기준으로 미국에는 총 63,703여 개의 스타트업이 위치해 있으며 이는
미국 다음으로 스타트업이 많은 9개국의 스타트업 기업들을 모두 합친
것보다 많은 숫자
o Masterborn에 따르면 美는 세계 최대 규모의 테크 시장으로 2021년 기준 1조
6천 억 달러 규모로 전 세계 테크 시장의 약 33%를 차지, 10억 달러를
초과하는 유니콘 기업이 총 242 여 개 소재하고 있음
- 美 내 유니콘 기업 중 약 23%가 테크놀러지 혹은 텔레커뮤니케이션 기반
기업이며, 그 뒤를 이어 15%가 핀테크 및 보험 관련 업종, 10% 가량이
헬스케어 혹은 제약 회사
□ 로이터에 따르면 미국 벤처 캐피탈들은 2020년 4분기까지 스타트업에 총
691억 달러를 투자하여 2018년 기록을 경신 했으며 가장 많은 투자를 받은
것은 인터넷, 의료, 모바일 및 통신, 소프트웨어, 자동차 및 운송 분야였음

< 美 소재 유니콘 기업 종사 산업 추이>
(단위: 퍼센트)

출처: statis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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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인터넷 산업
□ 2020년 기준으로 가장 많은 투자를 받은 산업 분야로 B2B, 전자상거래, 소셜
네트워크 사이트, 사물 인터넷 플랫폼 등 온라인 및 디지털 환경을
플랫폼으로 활용하는 다양한 산업을 포괄
o 코로나-19로 디지털 혁신이 가속화되면서 대부분의 기존 산업이 인터넷
환경을 서비스 제공 플랫폼 혹은 서비스의 일환으로 이용하게 되면서 현대
주요 산업들과 보다 밀접해진 상황
- 핀테크와 클라우드 컴퓨팅, 헬스케어와 원격 의료, 운송 및 물류 서비스와
온라인 B2B 플랫폼 등 현재 미국에서 각광받고 있는 대다수 주요 산업들이
직간접적으로 인터넷 산업과 연관되어있음
o Pwc와 CB insight의 조사에 따르면 2019년에도 인터넷 분야는 가장 많은 벤처
케피탈 투자를 받았으며(130억 달러) 2020년에는 총 150억 달러를 투자 받음
- Crunchbase에 의하면 미국 내에는 2021년 기준 약 6,746여 개의 스타트업이
초기 투자를 받고 있으며 평균 초기 투자액은 ‘19년 15만달러, ’20년
20만 달러로 증가추세
o 가장 각광 받는 분야는 B2B 플랫폼과 전자상거래, IOT 분야로 2020년
설립된 1,492개 스타트업 중 21%인 322개 업체가 인터넷 관련 스타트업

② 헬스케어 산업
□ 2020년 기준으로 두 번째로 많은 투자를 받은 산업 분야로 건강 관리 앱,
원격 진료, 진료 기록 관리, 의료 용품 제작, 물리 치료 등 개인 혹은
집단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의료 보험 등을 제공하는 산업
o 개인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헬스케어 산업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진 가운데 코로나-19 이후 의료 혁신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헬스케어
스타트업도 빠르게 성장하는 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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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이전에도 인터넷에 이어 2번째로 많은 투자를 받고 있었으나,
코로나-19 이후 원격 의료나 인공지능 의사와 같이 의료 서비스 분야의
저변이 넓어지면서 관련 스타트업 투자도 더욱 증가
o Crunchbase의

조사에

따르면

2020년

헬스케어

스타트업에

대한

벤처

캐피탈의 투자 액수는 총 85억 달러였으며 향후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와
정신 건강 분야의 스타트업 대한 투자가 두드러질 것으로 전망됨
o 2020년 설립된 1,492개 스타트업 중 103개 업체가 헬스케어 관련 업체였으며
지난해 가장 많은 투자를 받은 업체는 Grail社로 총 17억 달러를 투자 받음
o 2021년 가장 주목 받는 분야는 원격 진료와 원격 건강 모니터링 등을
포괄하는 E-health 분야와 의료기록을 안전하고 확실하게 보관, 전달하는
의료 클라우드, 의료 사물 인터넷과 AI 닥터 등이 있음

<2021년 헬스케어 트랜드와 혁신 전망 인포그래픽>

출처: StartUs ins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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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모바일 통신 산업
□ 모바일 통신 산업은 2020년 기준 벤처 케피탈에게 39억 달러를 투자
받았으며 모바일 앱 및 소프트웨어, 모바일 통신, 스트리밍 미디어, 무선
사업 인프라, 모바일 통신 기기 등을 포괄
o Crunchbase에 따르면 2021년 1분기 기준 세계적으로 총 1,003여 개의 모바일
통신 산업 관련 스타트업이 활동하고 있으며 2020년 미국 내에 새로 설립된
모바일 통신 산업 스타트업은 총 87여 개
o 2021년 기준 미국의 스마트폰 보급률이 86%에 육박하는 가운데 코로나-19로
인해 원격 근무 도입이 가속화되고 5G 및 광섬유 네트워크 인프라가 확산
되는 등 모바일 통신 산업의 저변이 빠르게 확대되어가고 있음
- 가장 주목 받고 있는 분야에는 사물 인터넷(IOT)와 5G 네트워크 및 인프라,
엣지 컴퓨팅(Edge Computing) 고속 미디어 스트리밍 등이 있으며 개별
분야는 인터넷, 헬스케어, 핀테크 산업 등과 밀접한 연관성을 지니고 있음
o 가장 주목 받는 스타트업 업체로는 Nazara Technologies, Squire, Tile, Plex,
Genies 등이 있음
④ 자동차 산업
□ 자동차 산업 스타트업은 2020년 기준 4번째로 많은 투자를 받았으며 자율
주행, 자동차 주변 기기 및 전기 자동차 인프라, 자동차 소프트웨어 등의
분야를 포괄함
o 전 세계적인 친환경 트렌드로 인해 전기자동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사물
인터넷에 주행 환경을 접목, 자율주행과 운전 환경을 개선하려는 시도 등이
확대되면서 자동차 산업에 혁신을 불어넣을 스타트업들이 늘어나고 있음
- 도시 내 완전 자율 주행 차량을 구축을 위한 인공지능 개발 및 차량 간
인프라, 전기 자동차를 위한 소프트웨어와 충전 솔루션, 공유 모빌리티
솔루션 등이 가장 주목 받고 있는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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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2021년 기준 가장 많은 벤처 케피탈의 투자를 받은 자동차 및 운송 산업
스타트업은 2013년 샌프란시스코에서 설립된 Cruise로 시내 자율 주행 기술
업체로 총 80억 달러 상당의 투자를 받음

<2021년 자동차 및 운송 산업 스타트업 분포도>

출처: StartUs insights

⑤ 핀테크 산업
□ 스타트업 지원 업체 Youteam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지난 54년 동안 투자
액수가 가장 빠르게 증가한 세 산업 중 하나가 핀테크 산업이며, 미국
핀테크 상장 기업 중 10개 기업은 시가 총액 1천억 달러를 돌파함
o 코로나-19 이후 기존의 금융 서비스 체계의 디지털 혁신이 가속화되면서
2021년 기준 모바일 사용자의 90%가 스마트폰을 사용해 결제를 하고 있으며
2022년까지 모바일을 통한 자금 거래는 121% 증가할 것으로 예상
o 2021년 핀테크 산업 주요 트랜드로는 블록체인, 생체 인식 보안 시스템,
디지털 전용 은행, 자율 금융, 오픈 뱅킹, 금융 보조 솔루션, 금융 규제 기술
등이 있으며 많은 스타트업들이 해당 트랜드를 선도하는 중
o CB Insights에 따르면 2021년 1분기에만 벤처 케피탈의 핀테크 산업 분야에
대한 투자금이 228억 달러를 넘겼으며 이는 2020년 4분기에 모금된 금액의
두배 이상으로 美 소재 기업의 경우 134억 달러의 투자를 받은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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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분기 동안 핀테크 산업 내에서 가장 많은 투자를 받은 분야는 크게 디지털
지불, 디지털 대출, 자산 관리, 디지털 전용 은행 등이 있으며 평균 거래
규모는 1,930만-3,700만 달러 수준
o 미국 내에서 2020년 중 가장 많은 투자를 받은 핀테크 스타트업 업체는 개인
대출 및 투자 업체인 SoFi, 주식 거래 중개업체인 Robinhood, 디지털 지불
업체인 Stripe, 개인 대출 업체인 Avant 등이 있음
⑥ 기타 유망 산업
□ 위의 다섯 사업들 외에도 교육, 운송 및 배달, 생명공학, 운송 및 배달업,
인터넷 혹은 모바일과 연관되지 않은 소프트웨어, 사이버 보안, 부동산 임대
산업 등이 주목 받고 있음
o 2020년 美 내에서 가장 많은 투자를 받은 We Company(현재 WeWork) 사무
공간 리노베이션 스타트업이며, 2번째로 많은 투자를 받은 JUUL은 금연 보조
및 전자담배, 3번째로 많은 투자를 받은 Airbnb는 숙박 시설 임대 스타트업

<2020년 美 최대 펀딩 기업 TOP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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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사점
□ CEOWorld 매거진의 2021년 조사에 따르면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스타트업에 친화적인 나라로 특히 과학 기술 및 지식 경제 구축, 스타트업
생태계와 인프라 측면에서 다른 나라보다 월등히 뛰어남
o 미국 내에 설립된 스타트업 수는 6만 3천 여개에 육박하며 미국 내에서
능동적으로 투자에 나서고 있는 벤처 캐피탈의 수는 천 여개가 넘고 엔젤
투자나 은행 등 스타트업에 투자를 아끼지 않는 투자자 풀을 위치
□ 불확실한 경제와 펜데믹에도 불구하고 스타트업 열풍은 전 세계적인
추세이며, 특히 미국 내에서는 스타트업 창업과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가
새로운 중흥기를 맞이하고 있음
o 2021년 1분기 Pitchbook의 NVCA 벤처 모니터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내 벤처
캐피탈의 스타트업 투자는 거래 수와 금액 모든 면에서 2010년 이후로
최고치를 갱신
- 1분기 동안 미국에서 총 3,987 건의 투자가 이뤄졌으며 총 투자액은 690억
달러로 작년 1분기 대비 약 93% 급증, 2021년 동안 총 2,800억 달러에
달하는 투자가 이뤄질 전망
o 벤처 캐피탈이나 은행 외에도 비전통적인 투자자들의 참여율이 사상
최대였으며 이러한 투자자의 자본은 기업이 민간 시장에서 성장을 계속함에
따라 후반 단계의 확장을 촉진
□ 이런 열풍은 스타트업에 대한 美 정부의 지원 확대, 투자자들의 적극적인
투자와 함께 소비자 구매 패턴 변화, 산업체들의 디지털 혁신 등 시장
급격한 변화와 그 틈새를 노리는 신흥 기업의 역량 증가도 주요 요인
o 코로나-19 이후 시장 및 산업체들의 운영 방식이 급변하고 기술 혁신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면서 주목 받는 스타트업 산업의 분야도 점차 확대되어 가고 있음
o 세계 스타트업 시장을 주도하는 美 스타트업 시장 및 투자 흐름을 잘
파악함으로써 산업변화에 기민하게 대처할 필요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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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2020년 美 산업별 벤처 캐피탈 투자 금액

(단위: $1000)

출처: statis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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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국가별 스타트업 가치 비교 인포그래픽
(단위: $)

출처: statis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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