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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및 美 스타트업 동향
백상한 매니저(sh.baek@kita.or.kr)

1. 세계 시장 동향

☐ 코로나-19 범유행 여파로 인해 기술 기업이 주목받고 투자 벤처 창업과
스타트업 투자 열기 조성되면서 세계 스타트업 업계는 유례가 없는 전례
없는 호황을 누리고 있음
o ’21년은 스타트업 업계가 비약적으로 성장한 해로 ’20년까지만 해도 500개
정도였던 유니콘 기업이 ‘21년 말에는 940여 개로 그 수가 비약적으로
늘었고 ’22년 3월에 접어들어 유니콘 기업의 수가 1,251여 개를 돌파
o 천여 개가량의 유니콘 기업 중 중국의 바이트 댄스와 앤트 그룹은 각각
1,800억 달러와 1,500억 달러, 미국의 스페이스 X는 1,003억 달러의 기업
가치를 기록, 1,000억 달러 이상인 헥토콘(Hectocorn) 기업이 되었음
- 헥토콘 기업과 데카콘(100억 달러 이상) 기업을 통틀었을 때 미국 소재
기업이 39개로 가장 많으며 중국이 17개, 그 뒤를 이었으며 독일, 프랑스,
영국 등 유럽 등지에 10여 개가량의 데카콘 기업이 위치

<세계 10대 유니콘 기업>
순위
1
2
3
4
5
6
7
8
9
10

기업명
Bytedance
Ant Group
SpaceX
Stripe
Klarna
Canva
Checkout.com
Instacart
JUUL
Databricks

가치($10억)
$140
$150
$100.3
$95
$45.6
$40
$40
$39
$38
$38

설립일
4/7/2017
6/8/2018
12/1/2012
1/23/2014
12/12/2011
1/8/2018
5/2/2019
12/30/2014
12/21/2018
2/5/2019

소재지
중국
중국
미국
미국
스웨덴
호주
영국
미국
미국
미국

산업
AI
핀테크
우주산업
핀테크
핀테크
인터넷
핀테크
유통망
B2C
빅데이터
출처: CBIns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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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타트업 조사 기관 Crunchbase의 통계에 따르면 ‘21년 기준 초기 투자
상태 이상이며 IPO 이전 단계인 적극 운영 스타트업이 세계적으로 20만 개
이상 존재하며 이중 약 9만 개 社가 미국에 소재
o 중국이 약 만 8천 개 社, 영국이 만 3천 개 社, 인도가 9천 개 社, 캐나다가
7천 개 社로 그 뒤를 잇고 있으며 인도네시아, 독일, 호주, 이스라엘
등지에도 많은 적극 운영 스타트업이 존재함
o 세계 유니콘 기업의 약 52%가량인 621개 社가 미국에, 230개 社가 중국에,
69개 社가 인도에 자리 잡고 있으며 영국에 51개 社, 독일, 프랑스, 이스라엘,
캐나다 등에 30여 개 사가 있고 한국의 유니콘 스타트업은 15개 社
o 전체 유니콘 기업 중 21%가 핀테크 기업으로 가장 많고 인터넷 및
소프트웨어 기업이 18%, E커머스 및 소비자 서비스가 11%, 인공지능
분야가 7.8% 순으로 많음

<세계 지역별 투자액 추이 2012-2021>
단위 : %

출처: Crunchbase

☐ 스타트업 조사 기관 Crunchbase에 따르면 ‘21년 글로벌 벤처 펀딩 액수는
’20년에 비해 거의 두 배로 증가하여 세계 VC들이 세계 신생 기업에
투자한 액수가 6,430억 달러를 상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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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지난해 한 해 동안 자산가치가 10억 달러를 넘은 기술기업들 숫자가 지난
5년 동안보다 많으며 초기 스타트업의 주 투자금 모집으로 마련된 금액의
중간수치 역시 지난해 대비 30% 이상 증가
- 스타트업의 상장이나 매각으로 실현된 이익 역시 전년 대비 3배 가량 크게
증가하여 7740억 달러를 기록
☐ 동기관은 美 금리 인상, 인플레이션, 팬데믹 완화로 인한 실물 경제 변화
등의 요인들로 인해 ’22년의 투자세는‘21년만 못할 수 있으나 업계
전반의 성장세는 유지될 것이라고 전망
o 2022년 1월 세계 글로벌 펀딩 액수는 610억 달러를 상회하여 작년 12월
560억 달러 대비 19%, 작년 동기 450억 대비 35.6% 증가했으며 유니콘
기업들의 경우 1분기에만 508억 달러 가량의 투자를 유치한 상황
- 소프트 뱅크, Tiger Global, Insight Partners, Sequoia Capital India, and
Andreessen Horowitz 등이 2022년에만 벌써 도합 50건이 넘는 펀딩을
진행했으며 그 액수도 100억 달러에 이름

<2020-2022년 월별 스타트업 펀딩 액 추이>
단위 : $

출처: Crunchb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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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美 주요 주(States)별 스타트업 동향
☐ 미국은 세계 스타트업 열풍을 선도하는 곳으로 8만 여 개가 넘는 스타트업이
위치해 있으며 스타트업 생태계를 지탱하는 벤처 케피탈의 수도 10,800 여
개에 이름
o 북미 스타트업 투자액은 10년 동안 계속해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21년
누적 투자액의 경우‘20년 투자액 대비 92% 증가하여 3,295억 달러로 ＇21년
세계 누적 투자액의 절반 이상인 51.2%를 차지
- 투자액의 63% 가량인 2,080억 달러가 후기 단계(시드 C 이상)의 스타트업에
투자되었고 투자액의 33% 가량인 1,085억 달러가 초기 단계(시드 B 이하)의
스타트업에 투자됨
o CB Insight에 따르면 ’20년까지 美 내에 위치한 유니콘 기업의 수는 443여
개였으나

Pitchbook의

2021년

조사에

따르면

340건의

투자를

통해

’21년에만 동안 81여 개의 美 신생 유니콘 기업이 탄생함
☐ 가장 많은 스타트업이 위치한 지역은 캘리포니아로 약 2만 5천 여 개의
스타트업이 활발히 운영되고 있으며 다음으로 스타트업이 많은 주는 뉴욕(약
8천 여 개), 메사추세츠(약 5천 여개), 텍사스(약 4천 8백 여개) 순
(1) 캘리포니아
☐ 실리콘 밸리를 비롯한 IT 스타트업의 대명사로 AI, 빅데이터, 메타버스 등
기술 기업들과 스타트업들이 집약되어 있으며 2만 5천 여 개가 넘는 다양한
기업들이 활발히 운영되고 있음
o 2만 5천 여 개의 업체 중 약 7천 여 개가 샌프란시스코에 위치하고 있으며
팔로 알토 부근에 약 4천 여 개 로스 엔젤레스 권역에 약 2천 여 개의
업체가 자리하고 있음
o 캘리포니아에는 스페이스X를 비롯한 총 278여 개의 유니콘 기업이 위치해
있으며 소프트웨어 기업이 86여 개로 가장 많고 SaaS기업이 44여 개로 그
뒤를 잇고 있으며 핀테크, 금융 기업 등이 그 뒤를 이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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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캘리포니아 대표 유니콘 기업으로는 우주항공 기업인 SpaceX, 핀테크
기업인 Stripe, 이커머스 플랫폼 Instacart, 소프트웨어 업체인 Databriks
등이 있으며 SpaceX는 데카콘, 그 외 업체는 모두 헥토콘 기업
☐ 캘리포니아는 2021년에만 총 396건의 거래에서 970억 달러 이상의 벤처
캐피탈 투자를 유치했으며 그간 가장 많은 받은 산업 분야는 소프트웨어
분야로 인터넷, 정보 기술, SaaS, 핀테크 등이 그 다음으로 많은 투자를 받음
o 샌프란시스코에 위치한 자율 주행 차량 업체인 Cruise가 총 275억 달러의
투자를 받아 2021년 캘리포니아에서 가장 많은 투자액을 달성했고 전기 차
업체인 Rivian, 핀테크 업체 Robinhood가 그 다음으로 높은 투자를 유치
(2) 뉴욕
☐ 실리콘 앨리라고도 불리우는 핀테크 및 인터넷 및 뉴미디어 스타트업의
산실로 핀테크, 에드테크, 인터넷 및 미디어 회사들이 밀집해 있으며 2022년
기준 약 8천 여 개의 기업이 활발히 운영되고 있음
o 뉴욕에는 111여 개의 유니콘 기업이 위치해 있으며 피테크 업체가 26개로
가장 많고 소프트웨어 업체가 22개 사로 그 뒤를 이었으며 AI 기술,
헬스케어, E커머스 업체 등이 그 다음으로 많이 위치
- 뉴욕 최대의 유니콘 기업들로는 미디어 회사인 Vice Meida, 에듀테크
기업인 Articulate, 블록체인 기업인 NYDIG, 핀테크 업체인 Ramp 등이
있으며 해당 기업들을 포함 총 7개의 헥토콘 기업이 위치해있음
☐ Crunchbase 데이터에 따르면 ‘21년 중 뉴욕 내 스타트업의 투자 총액은 총
액수가 523억 달러에 육박했으며 이는 ‘20년의 투자 총액인 202억 달러의
약 250%에 달함
o 가장 많은 자금을 받은 뉴욕의 산업 그룹은 소프트웨어, 금융 서비스, 정보
기술 및 의료 분야 이며 2021년 가장 많은 투자를 받은 업체는 에드테크
회사 Articulate로 150억 달러로 최대 펀딩액을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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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외에 소프트회사인 Uipath는 75억 달러를 펀딩 받아 2번째로 높은 투자
액수를 달성 했으며 K Startup인 Noom은 총 54억 달러를 투자 받아 뉴욕
스타트업 중 3번째로 높은 투자액을 유치
o 2022년 1분기에만 블록체인 업체인 OpenSea가 30억 달러를, 생명공학 업체
Kallyope가 23.6억 달러를, 핀테크 업체 Ramp가 20억 달러의 투자를
유치하는 등 스타트업 열기는 지속 되는 중
☐ 뉴욕에 소재한 한인 설립된 K Startup 업체 수는 약 100여 개로 추산되며 그
중 43개 기업이 100만 달러 이상의 누적 펀딩 액수를 기록,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음
o 뉴욕 소재 K Startup 중 가장 큰 업체는 정세주 대표의 Noom으로 누적
투자액이 6억 5천만 달러로 가장 크며 누적 펀딩액 660만 달러의 Radish(
이승윤 대표), 530만 달러의 Next Jump(찰리 김 대표)가 그 뒤를 잇고 있음
- `산업 분야는 AI, 패션, 식음료, 핀테크 등으로 다방면에 분포해 있으며
패션 및 식음료, 광고를 포함한 서비스 산업의 비중이 30％ 이상으로 가장
크고 소프트웨어와 핀테크 산업이 각각 16%, 12%로 뒤를 이음
<2016-2021년 뉴욕시 소재 스타트업 투자 총액>
단위 : $

출처: Crunchb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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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메사추세츠
☐ 보스턴, 케임브릿지를 중심으로 하버드, MIT, 보스턴 칼리지 등의 명문대를
위시한 테크허브가 조성되어 캘리포니아를 이어 미국 기술 산업을 주도할
테크 생태계를 조성하고 있는 주로 5천 여 개의 스타트업이 위치
o 보스턴을 중심으로 AI, 사이버 시큐리티, 빅데이터 등 소프트웨어 및 IT 기술
기업들이 번성하고 있고 총 27개의 유니콘 기업들이 자리잡고 있음
- 메사추세츠에서 가장 큰 스타트업 업체로는 이커머스 업체인 Thrasio, 앱
개발 업체인 OutSystems, AI 마케팅 플랫폼 업체 Klaviyo 등이 있으며 세
기업 모두 헥토콘에 준하는 규모의 거대 유니콘 기업
☐ 보스턴 글로브에 따르면 메사추세츠는 2021년 동안 133건의 거래에서
280억의

투자액을

달성하였고

클린테크

기업인

Commonwealth

Fusion

System은 180억 달러 규모의 거래를 유치, 최대 규모 투자액을 달성함
o 연간 6,441개(’18년, US Census Bureau 기준) 기업이 설립 중이며, 누적 약
64억달러의 초기자금 (Early stage funding) 조성
☐ (메사추세츠) 메사추세츠에서 운영 중인 초기 투자 단계 이상이며 한인
설립자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K Startup은 약 30 여개로 안팍으로 추산되며
절반 가량이 시드 혹은 시리즈 A 스타트업
o AI 및 소프트웨어 업체가 5개로 가장 많고 미디어, 금융, 교육 및 컨설팅,
모바일 앱 등 다양한 분야의 한인 스타트업들이 운영중
o 가장 많은 펀딩을 누적을 기록하고 있는 업체는 피터 김의 Activ Surgical로
누적 펀딩액 10억 달러
(4) 텍사스
☐ 텍사스는 낮은 기업 세율과 휴렛 팩커드와 같은 기술 기업을 중심으로한
기술 클러스터 조성을 통해 스타트업 창업의 핫플레이스로 떠오르고 있으며
테슬라, 오라클 등이 자리잡은 오스틴은 “실리콘 힐즈”라는 별명을 얻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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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텍사스에는 오스틴과 휴스턴 등지에 총 20 여개의 유니콘 스타트업 기업들이
위치해 있으며 산업 분야도 특정 분야에 국한되어있는 것이 아니라 핀테크,
패션, 식산업, 데이터 분석 등 다양한 분야에 분포되어있음
- 텍사스를 대표하는 유니콘 스타트업 기업으로는 생명 공학 기업인 Caris
Life Sciences, AI 기업 HighRadius, 구인구직 플랫폼 기업 Workrise, 핀테크
기업 ISN 등이 있음
☐ 2021년 동안 텍사스는 총 105억 5천만 달러의 투자액을 달성하여 작년 대비
투자액 대비 123% 증가세를 보였으며 오스틴의 경우 387건의 거래를 통해
총 투자액의 절반 가량인 49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유치
o ‘21년 텍사스에서 가장 많은 투자를 받은 업체는 생명공학 업체 Vaxxinity로
14억 달러 규모의 거래를 유치했으며 핀테크 기업 Integrity Marketing
Group이 12억 달러를 투자 받아 두 번째로 많은 투자액을 달성
(5) 뉴저지
☐ 뉴저지는 코넬, 프린스턴, 스티븐슨 공과 대학과 같은 우수 대학을 중심으로
스타트업 생태계를 구축해나가고 있으며 특히 스티븐슨 공과 대학이 위치한
호보켄을 중심으로 테크 스타트업들이 빠르게 성장해나가는 중
o 뉴저지 내에는 초기 투자 단계 이상인 스타트업 약 1,350 여개 와 5개의
유니콘 기업이 위치해 있으며 호보켄, 저지시티, 프린스턴, 뉴어크 등에 많은
업체들이 분포되어있음
- 핀테크 업체인 Blockfi, Drive Wealth, Cross River와 소프트웨어 업체인
Own

Backup,

식료품

이커머스

업체인

Misfits

Market

등의

유니콘

기업들이 저지시티와 포트 리 등지에 소재하고 있음
o 뉴저지 스타트업 씬에서 가장 많은 산업 분야는 헬스케어 분야로 약 210여
개의 업체가 소재해 있으며며 생명공학 업체도 140여 개가 넘어 두 번째로
많은 비중을 보이고 있고 핀테크, 컴퓨터 등이 그 뒤를 이음
o 뉴저지는 ’21년 동안 8번의 거래를 통해 40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유치했으며 가장 많은 투자액을 기록한 업체는 핀테크 기업인 Celsius
Network로 7억 5천만 달러의 투자를 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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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펜실베니아
☐ 펜실베니아는 필리콘 밸리라고 불리는 필라델피아 스타트업 씬을 중심으로
자체 스타트업 생태계를 확장해나가고 있으며 총 2,258 여개의 스타트업들이
위치해있음
o 펜실베니아 스타트업들의 주요 산업 분야는 생명 공학, AI, 헬스케어,
에듀테크 등이 있으며 생명공학과 헬스케어 업체 수가 다소 많은 편이나 그
외 산업 분야의 경우 고루게 분포해 있는 편
- 펜실베니아에는 AI 업체인 Argo Ai, Phenom과 데이터 분석 소프트업체인
dbt Labs, 식음료 배달 업체인 Gopuff 네 개 유니콘 기업이 소재
o 2021년 기준 펜실베니아는 14건의 투자를 유치하여 총 50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유치했으며 가장 많은 투자를 유치한 기업은 유니콘 기업이자
식음료 배달 기업인 Gopuff로 총 15억 달러의 벤처 투자를 받음

<2021년 뉴욕시 소재 스타트업 투자 총액>
단위 : $

출처: Crunchb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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