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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하드웨어 유니콘기업,  
벤처투자의 동향과 시사점1)

요
 

약
 

하드웨어 기반의 유니콘기업이 해외에서 최근 증가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아직 나오지 못하고 있다. 전 세

계에 109개의 하드웨어 유니콘이 존재하며(2022년 6월 기준), 이들의 평균 기업가치는 38억 달러로 전체 유니

콘의 기업가치 평균 33억 달러보다 높다. 이 기업들은 비메모리(AI, 시스템) 반도체, 전기·자율주행차, 이차전지

(배터리), IT기기·부품, 로봇, 드론·항공우주, 특수·신소재 등 딥테크(Deep-Tech) 기반 신성장 산업에서 활동

하며, 주로 수요기업을 고객으로 하는 B2B 사업모형을 가진다. 하드웨어 유니콘은 미국, 중국, 일본, 영국, 이스

라엘, 프랑스, 독일 등 총 14개국에 분포한다. 

최근 4~5년간 벤처투자의 업종별 동향을 살펴보면, 하드웨어 기반 업종에 대한 투자 비중이 미국에서는 증가

했지만 국내에서는 감소했다. 특히 벤처기업의 스케일업을 위해서 후속투자가 중요하다. 미국에서는 하드웨어 

업종과 다른 업종 간에 후속투자 비중 차이가 거의 없지만, 국내에서는 다른 업종보다 후속투자의 비중이 낮은 편

이다. 이는 국내에서 하드웨어 유니콘의 출현에 필요한 대규모·장기 투자가 미흡함을 의미한다.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높은 시장가치를 인정받는 하드웨어 유니콘은 매출과 고용의 고성장을 통해 신산

업의 초기 발전과 유관 산업의 고부가치화에 기여할 수 있다. 그러므로 향후 국내에서도 하드웨어 유니콘이 출현

할 수 있도록 정책적 관심과 지원, 벤처기업의 스케일업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   1) 

1)   이 글은 김정호(2022), 「하드웨어 벤처기업의 스케일업 요인과 시사점: 국내·외 유니콘 기업의 사례를 중심으로」, 산업연구원 이슈페이퍼 

(근간 예정)의 일부 내용을 발췌하여 수정·보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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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콘(Unicorn)기업은 주식시장에 상장되지 

않았지만 10억 달러의 가치를 인정받는 기업을 

의미한다. 유니콘기업은 초기 단계부터 대규모 투

자를 유치하고 시장에서 성장잠재력을 인정받아

서 주로 창업 후 10년 내 기업가치가 고속 성장한

다. 따라서 유니콘기업의 출현은 벤처기업의 스케

일업 성과를 반영할 뿐만 아니라 벤처생태계의 질

적·양적 수준과도 관련이 있다. 

유니콘기업은 주로 서비스, IT 플랫폼 등 소프

트웨어 기반 분야에서 발생했다. 하지만 최근 미

국, 중국, 일본, 영국, 이스라엘, 프랑스 등 해외 국

가의 다양한 분야에서 하드웨어 기반의 유니콘기

업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해외에서 이런 하드웨어 

기반의 유니콘기업(이하, 하드웨어 유니콘)은 소프

트웨어 및 서비스 기반의 유니콘기업(이하, 소프트

웨어 유니콘)에 비해 평균적으로 시장가치가 더 높

고 건실한 매출 성장과 수익 기반을 갖추고 있다. 

이로 인해 최근 하드웨어 유니콘에 대한 글로벌 투

자자와 정책결정자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하드웨어 유니콘은 하드웨어(H/W) 제품 또는 

그 핵심 요소(부품, 소재 등)의 직접 제조(생산), 설

계 및 위탁 생산, H/W와 제어·내장 S/W 간 연계 

등을 하는 기업이다. 예를 들어 비메모리 반도체 

산업 내 팹리스(설계 전문) 기업, 배터리나 IT기기

의 핵심 소재·기반 기술을 보유한 기업, 로봇산업

에서 핵심 요소나 제품을 자체 설계한 후 위탁생

산하는 기업 등이 하드웨어 유니콘에 포함된다.

저자의 연구에 따르면 2022년 6월 기준으로 전 

세계에 약 110여 개의 하드웨어 유니콘이 존재한

다. 하드웨어 유니콘은 대부분 비메모리(AI, 시스템) 

반도체, 로봇, 배터리(이차전지), 항공·우주, 첨단소

재, ICT 기기·장비, 에너지 장비 등 첨단 신산업이나 

딥테크(Deep-Tech) 기반 산업에 속해 있다. 해외 

선진국과 달리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하드웨어 유니

콘이 나오지 못하고 있다. 이는 유니콘 출현과 성장

의 기반이 되는 국내 벤처·신산업생태계가 취약하

고 국내 벤처투자가 가진 문제점과 연결되어 있다.

본고에서는 해외 하드웨어 유니콘의 현황을 살

펴봄으로써 최근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하드웨어 

유니콘의 기본적 특성을 파악하고 국내 벤처생태

계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와 함께 

하드웨어 유니콘의 투자유치와 기업가치에 영향

을 주는 벤처캐피털 투자의 동향과 특성도 함께 

살펴본다. 해외 하드웨어 유니콘과 글로벌 벤처투

자의 동향을 분석함으로써 국내 하드웨어 유니콘 

육성을 위한 시사점을 논의하고자 한다.

1. 서론

2. 해외 하드웨어 유니콘의 현황

(1)   전 세계 유니콘기업의 국가별·업종별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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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유니콘기업을 집계하는 CB Insights의 

자료에 따르면, 2022년 6월 기준으로 1,147개의 

유니콘기업이 존재한다(<표 1> 참고). 전 세계 유

니콘기업의 가치평가액은 평균 33억 달러(약 4조 

1,250억 원, 환율 1달러 1,250원 기준)이며, 중

간값은 16억 달러(약 2조 원)이다. 유니콘기업이  

10개 이상 존재하는 국가는 미국, 중국, 인도, 영

국, 독일, 프랑스, 이스라엘, 캐나다, 브라질, 한

국, 싱가포르이다. 국가별 유니콘기업 수 기준으

로 이들 상위 11개 국가에 존재하는 유니콘기업

들은 기업 수와 기업평가액 기준으로 전 세계 유

니콘기업의 약 90%에 해당한다.

CB Insights의 자료에 따르면, 전 세계 유니콘

기업 중 3.2%가 IT Hardware 업종에 분포한다

(<표 2> 참고). 전체 유니콘 중 IT Hardware 업

종의 비중은 낮은 편이지만, 유니콘기업이 10개  

이상 존재하는 국가들(상위 11개 국가)에서 IT 

Hardware 업종 내 유니콘기업의 출현 비교우위

는 1.08로 업종 중 가장 높게 나타난다(<표 2> 참

고). 이는 다른 국가보다 유니콘기업이 많이 존재

하는 상위 11개 국가에서 IT 하드웨어 유니콘기

업이 나타날 가능성이 더 높음을 의미한다.

(2) 해외 하드웨어 유니콘의 주요 현황

CB Insights에서 발표하는 유니콘기업은 IT 

Hardware뿐만 아니라 다른 업종(AI, Auto & 

Transportation, Mobile & Telecommunica-

tion, Others 등)에서도 존재한다. 저자는 CB In-

sights에서 발표한 유니콘기업의 주요 제품과 사

<표 1> 전 세계 유니콘기업의 국가별 분포와 기업가치 현황

국가
기업 수

(개)
기업 수
비중(%)

기업 수
순위

기업가치
합계

(10억 달러)

기업가치
비중(%)

기업가치
평균값

(10억 달러)

기업가치
중간값

(10억 달러)

미국 615 53.6 1 2031.96 53.3 3.30 1.70

중국 174 15.2 2 676.56 17.8 3.89 1.45

인도 65 5.7 3 194.77 5.1 3.00 1.90

영국 43 3.7 4 193.55 5.1 4.50 2.00

독일 29 2.5 5 75.18 2.0 2.59 1.65

프랑스 24 2.1 6 56.02 1.5 2.33 1.84

이스라엘 21 1.8 7 45.72 1.2 2.18 1.50

캐나다 19 1.7 8 49.23 1.3 2.59 1.60

브라질 17 1.5 9 40.08 1.1 2.36 2.00

한국 13 1.1 10 28.59 0.8 2.20 1.33

싱가포르 13 1.1 10 20.75 0.5 1.60 1.05

기타 국가 114 9.9 - 397.97 10.4 3.49 1.60

전체 1,147 100 - 3810.4 100 3.30 1.60

자료:   CB Insights의 유니콘기업 목록(www.cbinsights.com/research-unicorn-companies, 2022년 6월 5일 집계)에 제시된 원자료

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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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분야를 해당 기업의 홈페이지, 유니콘기업의 정

보를 제공하는 웹사이트(www.cbinsights.com, 

www.crunchbase.com 등), Google(www.goo 

gle.com)에서 검색하여 해당 기업의 하드웨어 

기반 여부와 상세 업종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CB Insights에서 발표한 1,147개 유니콘기업 

(2022년 6월 기준) 중 103개가 하드웨어 유니콘

으로 나타났다. IT Hardware 내 37개 기업, 다른 

업종에 속하지만 주요 제품과 사업 분야가 하드웨

어 기반인 66개 기업이 하드웨어 유니콘에 포함

된다. 또한 저자가 국내외 자료를 통해서 파악한 

6개의 유니콘기업을 추가하여 총 109개의 하드웨

어 유니콘을 파악하였다. 

해외 하드웨어 유니콘은 다양한 신산업 분야

에 존재하고 있다. 하드웨어 유니콘기업은 비메모

리(AI·시스템) 반도체(16.5%), 전기차 및 자율주

행차량(21.1%), 이차전지(10.1%), IT기기·부품

(13.8%), 로봇(9.2%), 드론 및 항공·우주(14.7%), 

특수·신소재(6.4%), 3D프린팅(3.7%), 기타(일반 

기기, 신재생·원자력 에너지 장비 등 4.6%) 등에

서 활동하고 있다. 

해외 하드웨어 유니콘의 기업가치 평가액 평

균은 38억 달러(약 4조 7,500억 원)이며, 전체 유

니콘의 기업가치 평가액 평균 33억 달러(약 4조 

<표 2> 전 세계 유니콘기업의 업종별 분포와 출현 비교우위

업종

전 세계 국가 상위 11개 국가 상위 11개 국가
유니콘 출현

비교우위(B/A)
업종별

기업 수(개)
업종별

비중 A(%)
업종별

기업 수(개)
업종별

비중 B(%)

Artificial Intelligence 85 7.4 80 7.7 1.045 

Auto & Transportation 35 3.1 31 3.0 0.983 

Consumer & Retail 26 2.3 23 2.2 0.982 

Cybersecurity 56 4.9 54 5.2 1.071 

Data management & Analytics 43 3.7 39 3.8 1.007 

E-commerce & Direct-to-Consumer 115 10.0 104 10.1 1.004 

Edtech 28 2.4 27 2.6 1.071 

Fintech 242 21.1 208 20.1 0.954 

IT Hardware 37 3.2 36 3.5 1.080 

Health 87 7.6 83 8.0 1.059 

Internet Software & Services 217 18.9 201 19.5 1.028 

Mobile & Telecommunications 39 3.4 33 3.2 0.940 

Supply Chain, Logistics & Delivery 58 5.1 48 4.6 0.919 

Travel 14 1.2 10 1.0 0.793 

Others 65 5.7 56 5.4 0.957 

합계 1,147 100 1,033 100 -

자료:   CB Insights의 유니콘기업 목록(www.cbinsights.com/research-unicorn-companies, 2022년 6월 5일 집계)에 제시된 원자료

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주:   상위 11개 국가는 <표 1>에서 제시된 국가별 유니콘기업의 수 기준으로 11위 이내 국가이며, 국가별 유니콘기업의 수가 10개가 넘는 

국가임(미국, 중국, 인도, 영국, 독일, 프랑스, 이스라엘, 캐나다, 브라질, 한국, 싱가포르). 업종 내 유니콘 출현 비교우위가 1보다 크면 

해당 업종에서 상위 11개 국가는 다른 국가에 비해 유니콘기업이 출현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더 높음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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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0억 원)보다 더 높다. 국내에서는 하드웨어 기

반 스타트업이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 기반 스타트

업보다 저평가되는 경향이 있고 그로 인해 아직까

지 하드웨어 유니콘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런 국내 

경향과 반대로 해외에서는 하드웨어 유니콘이 전

체 유니콘기업 중에서 높게 평가받고 있다.

해외 하드웨어 유니콘은 미국(42개), 중국(42

개), 일본(5개), 영국, 이스라엘, 스웨덴(이상 3개), 

프랑스, 독일, 캐나다(이상 2개) 등 총 14개 국가에 

분포한다(<표 4> 참고). <표 1>에서 제시된 국가

별 전체 유니콘 수 기준 상위 11개 국가 중에서 하

드웨어 유니콘이 존재하지 않는 국가는 한국, 브

라질, 싱가포르이다. 하드웨어 유니콘이 2개 이상 

존재하는 국가에서 국가별 전체 유니콘 중 하드웨

어 유니콘의 비중은 일본 55.6%, 중국 24.1%, 이

스라엘 14.3%, 캐나다 10.5%, 프랑스 8.3%, 영국 

7.0%, 독일 6.9%, 미국 6.8% 순이다. 

전 세계에서 하드웨어 유니콘이 가장 많은 미

국과 중국을 비교하면, 미국은 항공 우주, 드론 및 

저고도 무인기, IT기기/부품, 3D프린팅, 특수·신

소재 분야에서 더 많은 유니콘을 갖고 있고, 중국

은 상대적으로 전기차 및 자율주행 차량, 비메모

리(AI, 시스템) 반도체, IT기기/부품, 로봇 분야에

서 더 많은 유니콘을 갖고 있다. 이는 국가 내 하

드웨어 유니콘기업의 수는 그 국가가 강점을 가

진 신산업의 발전 수준, 신산업 내 벤처투자와 산

업생태계 수준 등과 관련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하드웨어 유니콘이 존재하는 14개 국가 중

에서 상대적으로 유니콘이 많은 미국과 중국, 이

외 국가(12개 국가) 간에 업종별 분포를 비교하면, 

<표 3> 해외 하드웨어 유니콘의 세부 업종 분포와 기업가치 현황

세부 업종
기업 수

(개)
기업 수
비중(%)

기업가치 평균값
(10억 달러)

기업가치 중간값
(10억 달러)

AI반도체 10 9.2 2.05 1.28

시스템반도체 8 7.3 3.35 1.94

전기차 14 12.8 2.48 2.00

자율주행차 9 8.3 5.35 4.40

이차전지(배터리) 11 10.1 2.79 1.28

IT기기/부품 15 13.8 2.81 1.60

로봇 10 9.2 1.65 1.05

드론/저고도무인기 6 5.5 4.29 2.08

항공/우주 10 9.2 14.16 1.64

3D프린팅 4 3.7 1.39 1.29

특수·신소재 7 6.4 1.59 1.50

기타(일반기기, 에너지 장비 등) 5 4.6 2.06 1.00

합계 109 100 3.80 1.60

자료:   CB Insights의 유니콘기업 목록(www.cbinsights.com/research-unicorn-companies, 2022년 6월 5일 집계)에 포함된 하드웨어 

유니콘 103개, 저자가 추가로 찾은 하드웨어 유니콘 6개 등 총 109개 기업의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주:   유니콘기업의 세부 업종은 해당 기업의 홈페이지, 유니콘기업에 관한 전문 정보를 제공하는 웹사이트(www.cbinsights.com, www.

crunchbase.com), Google 검색 등을 통해서 기업의 주요 제품과 사업 분야의 정보를 파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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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중국이 비교우위를 갖는 업종과 이외 국

가가 비교우위를 갖는 업종으로 구분된다(<표 5>  

참고). <표 5>에서 어느 업종의 비교우위가 1보다 

크면, 특정 국가 집단에서 다른 국가 집단에 비해 

그 업종에서 하드웨어 유니콘이 출현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더 높음(즉, 비교우위를 가짐)을 의미

한다. 미국과 중국은 전기차 및 자율주행차, 드론 

및 항공·우주, 3D 프린팅, 기타(에너지 장비 등) 

분야에서 하드웨어 유니콘 출현 비교우위를 갖고, 

다른 국가들은 비메모리 반도체, 이차전지(배터

리), IT기기·부품, 로봇, 특수·신소재 분야에서 하

드웨어 유니콘 출현 비교우위를 가진다.

해외 하드웨어 유니콘은 주로 수요기업을 고객

으로 하여 매출이 발생하는 사업모형(B2B busi-

ness model)을 갖는다. 이는 국내 제조업 내 중

소·벤처기업 중 약 70~80%가 B2B 매출구조의 사

업모형을 갖는 것과 유사하다.2) 반면 서비스나 IT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는 국내 유니콘이 주로 일반 

소비자를 고객으로 하여 매출이 발생하는 사업모

형(B2C business model)을 갖는 것과 대비된다. 

B2B 매출구조의 사업모형을 갖는 하드웨어 벤처

기업의 스케일업 과정에서 수요기업과의 긴밀하

고 장기적 협력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3), 해외 하드

웨어 유니콘도 스타트업일 때부터 여러 수요기업

과 협력하면서 성장해 왔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해

외 하드웨어 유니콘들은 기존 대기업이 주력사업

2)   중소벤처기업부·벤처기업협회(2021), 「2021년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 

보고서」.

3)   이영주 외(2021),「넥스트 노멀 하 중소벤처기업의 스케일업 구조 분석 및 

정책체계 구축 연구」, 산업연구원 보고서.

<표 4> 해외 하드웨어 유니콘의 세부 업종별 국가 분포

단위: 개, %

세부 업종 미국 중국 일본 영국 이스라엘 스웨덴 프랑스 독일 캐나다 기타 국가 합계

AI반도체 2 5 1 1 1 0 0 0 0 0 10

시스템반도체 2 4 0 0 1 0 0 0 1 0 8

전기차 1 11 0 0 0 0 0 0 0 2 14

자율주행차 3 5 0 0 0 1 0 0 0 0 9

이차전지(배터리) 4 3 0 1 1 2 0 0 0 0 11

IT기기/부품 5 6 0 1 0 0 1 0 0 2 15

로봇 2 5 1 0 0 0 1 1 0 0 10

드론/저고도무인기 5 1 0 0 0 0 0 0 0 0 6

항공/우주 8 1 0 0 0 0 0 1 0 0 10

3D프린팅 4 0 0 0 0 0 0 0 0 0 4

특수·신소재 3 0 2 0 0 0 0 0 1 1 7

기타(일반기기, 에너지 장비 등) 3 1 1 0 0 0 0 0 0 0 3

하드웨어 유니콘 합계(A) 42 42 5 3 3 3 2 2 2 5 109

국가별 전체 유니콘 수(B) 618 174 9 43 21 8 24 29 19 208 1,153

국가별 하드웨어 유니콘 비중(A/B) 6.8 24.1 55.6 7.0 14.3 37.5 8.3 6.9 10.5 2.4 9.5

자료:   CB Insights의 유니콘기업 목록(www.cbinsights.com/research-unicorn-companies, 2022년 6월 5일 집계)에 포함된 하드웨어 유니콘 

103개, 저자가 추가로 찾은 하드웨어 유니콘 6개 등 총 109개 기업의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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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배치되어 본격적으로 진출하지 않았지만 성장 

가능성이 높은 신산업 분야에 선제적으로 진출하

고, 이들의 주요 수요기업은 동종 산업 또는 가치사

슬이 연계된 대기업이다. 이는 해외 하드웨어 유니

콘과 기존 대기업이 전략적 제휴나 협력 관계를 형

성하여 신산업의 발전을 이끌고 있음을 시사한다.

<표 5> 해외 하드웨어 유니콘의 주요 국가, 업종별 분포와 출현 비교 우위

업종

전체 국가(14개국) 미국과 중국 기타 국가(12개국)

기업 수
(개)

비중 A
(%)

기업 수
(개)

비중 B
(%)

비교우위
(B/A)

기업 수
(개)

비중 C
(%)

비교우위
(C/A)

비메모리(AI, 시스템) 반도체 18 16.5 13 15.5 0.937 5 20.0 1.211 

전기차/자율주행차 23 21.1 20 23.8 1.128 3 12.0 0.569 

이차전지(배터리) 11 10.1 7 8.3 0.826 4 16.0 1.585 

IT기기/부품 15 13.8 11 13.1 0.952 4 16.0 1.163 

로봇 10 9.2 7 8.3 0.908 3 12.0 1.308 

드론/항공/우주 16 14.7 15 17.9 1.217 1 4.0 0.273 

3D프린팅 4 3.7 4 4.8 1.298 0 0.0 0.000 

특수·신소재 7 6.4 3 3.6 0.556 4 16.0 2.491 

기타(일반, 에너지 장비 등) 5 4.6 4 4.8 1.038 1 4.0 0.872 

합계 107 100 84 100 25 100

자료 :   CB Insights의 유니콘기업 목록(www.cbinsights.com/research-unicorn-companies, 2022년 6월 5일 집계)에 포함된 하드웨어 유

니콘 103개, 저자가 추가로 찾은 하드웨어 유니콘 6개 등 총 109개 기업의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주:   업종 내 유니콘 출현 비교우위가 1보다 크면 해당 업종에서 상기 국가는 다른 국가에 비해 유니콘기업이 출현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더 높

음을 의미함.

기본적으로 유니콘기업의 출현과 기업가치 평

가는 벤처캐피털로부터 받은 투자(이하, 벤처투

자)의 규모와 특성에 영향을 받는다. 본고에서는 

전 세계 벤처투자를 주도하고 전 세계에서 벤처생

태계가 가장 발달된 미국을 중심으로 하드웨어 유

니콘이 속하는 업종에 대한 글로벌 벤처투자의 현

황과 특이성을 파악한다. 그리고 이를 국내 벤처

투자 현황과 비교함으로써 현재 국내에서 하드웨

어 유니콘이 나오지 못한 원인을 국내 벤처투자의 

미흡한 점을 고려하여 파악하고자 한다.

(1)   최근 하드웨어 기업에 대한 미국(글로벌) 

벤처투자의 현황과 특이성

2021년 기준으로 미국의 전체 벤처투자 중 

하드웨어(H/W) 기반 업종에 대한 투자 비중은 

13.3%이며4), 헬스케어·의료 장비(HealthCare 

Device) 분야를 제외하더라도 그 비중은 10.7%

3. 하드웨어 기반 업종에 대한 글로벌 벤처투자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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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표 6> 참고). 그리고 2018년부터 2021년 

까지 미국의 전체 벤처투자 중 하드웨어 기반 

업종에 대한 투자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4) 

2021년 기준으로 미국의 신규 벤처투자 중 

하드웨어(H/W) 기반 업종에 대한 투자 비중은 

13.7%이며, 헬스케어·의료 장비(HealthCare 

Device) 분야를 제외하면 그 비중은 11.2%이다

4)   하드웨어 기반 업종은 IT Hardware(반도체, 컴퓨터 하드웨어, 통신·네트

워크 하드웨어 포함), Commercial Products(기계, 전기, 항공·우주 제

품, 관련 장비·부품, 산업 중간재 포함), Consumer Durables(사무용 기

기, 전자제품 포함), Energy Equipment(에너지 장비, 기기, 부품 포함), 

HealthCare Device(헬스케어 및 의료 장비 포함)을 의미한다.

(<표 7> 참고). 2018년부터 2021년까지 미국의 

신규 벤처투자 중 하드웨어 기반 업종에 대한 투

자 비중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최근 하드웨어 기반 업종에 대한 투자 비중이 증

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투자액도 크게 증가하였다. 

2021년에 미국 내 신규 벤처투자 평균액은 441만  

달러(약 55억 1,250만 원)이며, 하드웨어 기반 업

종에 대한 신규투자 평균액은 이보다 높은 483만 

달러(약 60억 3,750만 원)이다(<표 8> 참고). 또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하드웨어 기반 업종에 대

한 신규투자 평균액은 연평균 20.7% 성장하였으

며, 이는 같은 기간 동안 전체 업종의 신규투자  

<표 6> 2018~2021년 미국의 전체 벤처투자 동향

단위: 10억 달러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전체 업종 투자
130.92 133.42 164.01 332.80

(100) (100) (100) (100)

H/W 업종(HealthCare Device 포함) 투자
11.49 16.83 17.84 44.39

(8.7) (12.6) (10.9) (13.3)

H/W 업종(HealthCare Device 제외) 투자
5.54 11.14 10.09 35.64

(4.2) (8.3) (6.2) (10.7)

자료:   National Venture Capital Association Yearbook(2019, 2020, 2021, 2022)에 제시된 원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주:   (   ) 안의 값은 연도 내 업종 내 투자액의 상대적 비중(%)을 의미함. 하드웨어(H/W) 기반 업종은 IT Hardware, Consumer Products, 

Consumer Durables, Energy Equipment, HealthCare (H/C) Devices을 의미함.

<표 7> 2018~2021년 미국의 신규 벤처투자 전체액 동향

단위: 100만 달러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전체 업종 투자
10,103.15 11,300.67 12,920.91 23,604.42

(100) (100) (100) (100)

H/W 업종(HealthCare Device 포함) 투자
553.64 1,314.65 1,321.55 3,237.67

(5.5) (11.6) (10.2) (13.7)

H/W 업종(HealthCare Device 제외) 투자
264.77 763.53 902.89 2,646.60

(2.6) (6.8) (7.0) (11.2)

자료:   National Venture Capital Association Yearbook(2019, 2020, 2021, 2022)에 제시된 원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주:   (   ) 안의 값은 연도 내 업종 내 투자액의 상대적 비중(%)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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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액 성장률 14.5%를 상회한다. 따라서 <표 6>~ 

<표 8>은 최근 미국에서 하드웨어 기반 업종에 대

한 투자 비중과 투자 규모가 다른 업종에 비해 더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로부터 미국

에서 전통적인 IT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전기·자율

주행차, 항공·우주, 로봇, 배터리 등 주요 신산업과 

Deep-Tech 기반의 기기, 장비, 소재 등 여러 하드

웨어 업종 내 기업에 대해 최근 대규모 벤처투자가 

이루어졌음을 유추할 수 있다. 또한 이처럼 하드웨

어 업종 내 기업에 대한 대규모 벤처투자 확대는 

미국을 포함하여 전 세계적으로 하드웨어 유니콘

의 증가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높다.5)

(2)   국내 하드웨어 기업에 대한 벤처투자 

현황과 비교

최근 다른 업종에 비해 하드웨어 업종에 대한 

글로벌(미국) 벤처투자가 증가하고 있는 경향과 

반대로 국내에서는 하드웨어 업종에 대한 벤처투

5)   <표 4>에 제시된 바와 같이 전 세계 유니콘 중 하드웨어 유니콘의 비중(약 

9.5%)은 <표 6>에 제시된 미국 벤처투자 중 하드웨어 기반 업종에 대한 투

자 비중(약 10.7%)에 근접한다.

자가 상대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국내 

벤처투자 중 하드웨어 업종의 비중은 2017년에 

22.0%에서 2021년에 14.3%로 감소하였다(<표 

9> 참고). 2017년부터 2021년까지 하드웨어 업

종에 대한 전체 벤처투자액은 증가하였지만 투자 

비중이 감소한 것은 ICT서비스, 유통·전자상거래

서비스, 바이오 분야 등 다른 업종에 대한 벤처투

자가 상대적으로 더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아직까지 국내에서 하드웨어 유니콘이 나오

지 못한 것은 선진국에 비해 국내 하드웨어 업종 

내 기업에 대한 벤처투자 규모가 작은 것과 관련  

있다. 2021년에 미국 하드웨어 업종 내 기업에 

대한 신규투자 평균액은 479만 달러(약 59억  

8,750만 원, Healthcare Device 분야 제외)인 반

면, 국내 하드웨어 업종에 대한 벤처투자 평균액

은 14억 3,000만 원이다.6) 미국에 비해 국내 하

드웨어 업종에 대한 벤처투자 평균액이 낮은 것은 

투자유치 건수당(투자라운드당) 투자액의 절대 규

모가 작은 것뿐만 아니라 신규투자 이후 후속투

자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는 것과도 관련 있다. 

6)   중소벤처기업부(2022), “작년 벤처투자, ’20년보다 3.4조 원 증가한 역대 

최대 수준인 7.7조 원 달성”, 2022년 1월 27일 보도자료.

<표 8> 2018~2021년 미국의 신규 벤처투자 평균액 동향

단위: 100만 달러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전체 업종 평균
3.07 2.47 2.74 4.41

(1.00) (1.00) (1.00) (1.00)

H/W 업종(HealthCare Device 포함) 평균
2.98 3.81 3.49 4.83

(0.97) (1.54) (1.27) (1.09)

H/W 업종(HealthCare Device 제외) 평균
1.13 1.84 3.76 4.79

(0.37) (0.75) (1.37) (1.09)

자료:   National Venture Capital Association Yearbook(2019, 2020, 2021, 2022)에 제시된 원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주:   (   ) 안의 값은 연도 내 전체 업종의 투자 평균액 대비 비율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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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하드웨어(H/W) 기반 업종 내 벤처투자 

중 후속투자의 비중(66.6%)이 전체 업종 내 후속

투자의 비중(71.2%)보다 낮은 편이다(<표 10> 참

고). 반면, 미국에서는 하드웨어 기반 업종 내 후

속투자 비중(92.6%)과 전체 업종 내 후속투자의 

비중(92.9%)이 비슷하다.

일반적으로 하드웨어 기반 업종은 다른 업종에 

비해 스케일업 과정과 투자 이후 회수까지의 기간

이 오래 걸려서 장기 투자가 필요하고 단기 투자수

익률이 낮은 편이다. 이로 인해 국내에 하드웨어 기

반 업종에 대한 신규투자가 이루어지더라도 다른 

업종에 비해 후속투자가 이루어지는 비중이 낮다고 

볼 수 있다. 이는 국내 하드웨어 기반 업종 내 벤처

기업은 스케일업을 위해서 장기·대규모 벤처투자 

유치가 필요하지만 실제 투자가 부족하고 그에 비

례하여 기업의 가치평가액도 낮아지는 경향으로 이

어진다. 이는 아직까지 국내에서 하드웨어 유니콘

이 출현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점의 주요원인이다.

<표 10> 한국과 미국의 신규·후속 벤처투자 비중

한국 미국

전체 업종 하드웨어 기반 업종 전체 업종 하드웨어 기반 업종

신규투자 비중(%) 28.8 33.4 7.1 7.4

후속투자 비중(%) 71.2 66.6 92.9 92.6

합계(%) 100 100 100 100

자료:   한국 벤처투자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 보도자료(2022. 1. 27), 미국 벤처투자 자료는 National Venture Capital Association Year-

Book(2022)를 이용함.

   주:   미국의 하드웨어 기반 업종은 HealthCare Device 분야를 제외한 IT Hardware, Commercial Products, Consumer Durables, 

Energy Equipment 분야 등을 포함함, 한국의 하드웨어 기반 업종은 ICT제조, 전기/기계/장비, 화학/소재 업종임.

<표 9> 2017~2021년 국내 벤처투자 동향

단위: 10억 달러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전체 업종
23,803 34,249 42,777 43,045 76,802

(100) (100) (100) (100) (100)

H/W 기반 업종
5,243 5,830 4,740 6,373 10,992

(22.0) (17.0) (11.1) (14.8) (14.3)

자료:   한국벤처캐피탈협회(2022), “2021년 Venture Capital Market Brief”에 제시된 원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주:   (   ) 안의 값은 연도 내 업종 내 투자액의 상대적 비중(%)을 의미함,하드웨어(H/W) 기반 업종은 ICT제조, 전기/기계/장비, 화학/소

재 업종을 의미함.

하드웨어 유니콘은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높은 시장가치를 인정받은 기업들로써 매출과 고

4.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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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중소벤처기업연구본부 부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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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스트 노멀 하 중소·벤처기업의 스케일업 구조 분석 및 

정책체계 구축 연구」(공저, 2021)
「새「시니어 기술창업 실태와 활성화 방안」(공저, 2022)

신산업 및 관련 스타트업에 대한 대형 벤처투자

는 활발하지 못한 것과 관련 있다.10) 또한 하드

웨어 기반 스타트업은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 기

반 스타트업에 비해 기술개발 후 사업화까지 소요 

기간이 길고 장기·대형 투자가 필요하여 단기 수

익률이 낮아서 민간 벤처투자자들이 투자를 기피

하고 그 결과 사회 최적 수준만큼 투자가 이루어

지지 않는 시장실패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국내

에서 하드웨어 유니콘기업이 나오려면 기반이 되

는 신산업의 발전, 벤처투자 생태계의 질적·양적 

수준 제고, 기술사업화 과정에서 단계 간 연계와 

수요-공급기업 간 협력 등 여러 측면에서 정부의 

스케일업 지원 정책과 민간 부문(기업, 벤처캐피

털, 민간투자자)의 노력이 동시에 필요하다. 하드

웨어 유니콘에 대한 정책적 관심과 지원, 관련 제

도의 개선이 신성장 산업 내 가치사슬의 균형 발

전과 산업의 스케일업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장기

적으로 우리나라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로 이

어질 것이다. 

10)   Crunchbase(2021), Tech Scaleup Silicon Valley - 2021 Report.

용의 고성장을 통해서 신산업의 초기 발전과 국민

경제에 기여할 수 있다. 특히 해외의 하드웨어 유

니콘이 주로 신성장 제조업에서 주요 제품의 핵심

기술 및 설계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거나 하드웨

어와 소프트웨어를 연계하는 기술력을 갖고 있어

서 관련 산업의 고부가치화에 기여하고 있다. 또

한 하드웨어 유니콘은 기본적으로 대규모 민간투

자 유치를 기반으로 스케일업(투자, 기업가치, 매

출의 연계 성장 또는 상호 선순환)하는 기업성장 

경로를 따른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기술력과 성장잠재력을 가

진 하드웨어 벤처기업의 시장가치가 저평가되고 

있고, 이는 향후 우리나라 산업의 고부가치화와 

민간주도 성장 과정에서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

이 크다. 최근 국내에서도 기업가치가 1,000억 원 

이상 되는 하드웨어 예비 유니콘기업이 출현하고 

있지만, 이런 기업 중 상당수가 대규모 투자유치

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해외 하드웨어 유니콘에 

비해 매출 성장도 더딘 편이다.7)

국내 제조업은 유엔산업개발기구(UNIDO)가 

발표하는 글로벌 산업경쟁력 지수(Competi-

tive Industry Performance Index: CIP)에서 

2010~2018년 동안 세계 3~4위에 해당하였다.8) 

그런데도 국내에서 하드웨어 유니콘이 출현하지 

못한 점은 국내 전체 산업 내8)제조업의 비중이 크

고 제조업의 생산경쟁력이 높지만9) 상대적으로 

7)   국내 하드웨어 예비 유니콘기업과 관련된 상세 내용은 김정호(2022), 「하

드웨어 벤처기업의 스케일업 요인과 시사점: 국내·외 유니콘 기업의 사례

를 중심으로」, 산업연구원 이슈페이퍼를 참고.

8)   황경인(2021), “한국 제조업 경쟁력, 코로나19 경제위기의 버팀목”, 「i-

KIET 산업경제이슈」, 제108호, 산업연구원.

9)   UNIDO(2019), Competitive Industrial Performance Report 2018. 

UNIDO(2021), Competitive Industrial Performance Report 20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