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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i

｜요 약｜
1. 서론

□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과거 글로벌 기업들이 수십 년의 성장을 통해 실현한 가치를 혁신 기업들은 10년
안에 실현
- 미국의 GAFAM(Google, Amazone, Facebook, Apple, Microsoft)은 개별
시가 총액이 1조 달러를 돌파했으며, 중국의 BATH(Baidu, Alibaba, Tencent,
Huawei) 역시 거대한 내수수요와 정부의 지원을 기반으로 빠르게 성장(다나카
미치아키, 2019).
- 기업가치가 1조원 이상 하는 비상장 스타트업을 의미하는 유니콘은 이제 매우
흔해졌으며, 가젤, 카피 타이거 등 다양한 형태의 혁신 기업을 지칭하는 신조어가
생겨남
- 이러한 과정에서 기업가치가 10조원 이상인 비상장 기업인 데카콘과 기업가치가
100조원 이상인 비상장 기업인 헥토콘이 탄생

○ 진정한 가치를 창출하는 혁신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양적 증가와
질적 성장을 동시에 구현하고, 그 과정에서 기존 사업자들이 제시하지 못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야 함

○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미국과 중국의 대표 데카콘 기업의 사례분석을 통해 정책
시자점을 도출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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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행 연구 및 현황 분석

□ 데카콘 개념 및 국내외 현황
○ (데카콘의 개념) 기업가치 100억 달러 이상의 비상장 벤처기업을 이르는 말로,
2013년 미국 카우보이벤처스의 에일린 리(Aileen Lee)가 기업가치 10억 달러가
넘고 창업 10년 이하인 비상장 벤처기업을 ‘유니콘’으로 명명한 것에서 발전함

○ (주요 특징) 데카콘은 혁신적 기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보유하고 있으며,
거품과 수익성 논란도 존재
- 유니콘/데카콘 기업은 혁신적 기술과 이전에 없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기반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
- 데카콘은 투자 유치를 통해 자본금을 확보하고, 기업공개(IPO), 인수합병
(M&A) 등 방식으로 이익을 실현
- 데카콘 기업에 대한 가치평가는 통상 가장 최근 투자라운드의 금액을 기반으로
이루어지며(Gornall, W., & Strebulaev, I. A., 2020), 가치를 책정하는 기관에
따라 상이한 결과가 나타나기도 함
- 일부 데카콘 기업들은 기업공개 이후 부실한 수익구조가 노출되고, 이익이 감소

○ (글로벌 데카콘 현황) 세계 데카콘 기업은 미국과 중국이 양강구도를 형성하고
있으며, 최근 신흥국의 데카콘 기업들도 탄생
- 미·중 데카콘 기업의 평가액 합은 전체 글로벌 데카콘 평가액의 85%를 상회
- 2020년 하반기 중국의 바이트댄스가 평가액 1위를 차지하며, 2015년 이래로
줄곧 미국기업이 1위를 차지하던 지형에 변화가 생김
- 신흥국 데카콘: 인도(3개), 영국(1개), 싱가포르(1개), 인도네시아(1개), 브라질(1개)
- 데카콘 기업은 ① 공유 경제·플랫폼, ② 핀테크·블록체인·빅 데이터, ③ 제조,
④ 첨단 기술형으로 유형화 됨

요 약 iii

□ 미‧중 스타트업 혁신생태계 현황
○ 미국은 시리즈D 이상의 후기 단계의 스타트업 투자 비중(건수 기준)이 7% 수준
으로 한국의 1%보다 크게 높으며, 1억 달러 이상의 메가 투자 건수도 177건,
385억 달러 규모(2018년 기준)에 달함

○ 투자 단계별로 살펴보면 중국이 미국에 비해 초기(시리즈 A) 단계의 투자가 매우
활성화되었고, 금액 기준으로는 중기 시리즈(B·C) 투자도 매우 활발함

○ 미‧중 모두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으로 인해 신기술 기반의 서비스와 신산업으로의
진출이 용이함

○ 미‧중 양국 모두 대학발 창업, 유경력 창업, 연쇄 창업 등 다양한 형태의 창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

□ 혁신기업의 성장요인 및 경로
○ (자원에 대한 접근) 창업자의 자원(인력, 기술, 금융, 지식 등 기타 유·무형 자원)에
대한 접근 및 확보

○ (자원의 배치 및 이동) 수익 창출 및 초기 성장 기회 포착을 준비하기 위한 기업
내 자원의 배치/이동

○ (자원의 발전) 학습과 경험(시행착오 포함)을 통해 기업의 자원과 역량의 양적·질적
개선 및 확대

○ (성장 강화) 경영 활동의 변화(도전적인 기회 탐색, 옵션(선택사항의 활용과 적절한
선택), 자본 조달의 성격 변화, 내부에서 사용되지 않았던 자원을 최대한 활용함
으로써 성공적이고 지속적인 성장기반 마련

○ (성장 전환) 성장 제약요인 제거, 수요의 부족 및 정체 문제 해결과 같은 성장
정체에서 벗어나기 위한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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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미‧중 데카콘 사례 분석

□ 메이투안
○ (내부 성장요인) 기술과 비즈니스 혁신과 단계별 거액의 투자유치를 통한 성장
- 기술/비즈니스 혁신: ➀ 데이터 수집 및 데이터 기반의 시장 진출 전략 구사(광고
시장 1위인 바이두 위협), ➁ Baas 통합 수직 시스템 구축 및 개발, 스마트 공급망
체계 구축(무인택배함, 배달 오픈플랫폼), ➂ 앱 접속 빈도가 높은 서비스의
연결과 확보에 집중

○ (외부 성장요인) ➀ 경쟁사 대부분 1선 도시를 중심으로 경쟁하여, 2,3,4선 도시
초기 선점 가능, ➁ 중국 ‘인터넷 플러스 전략’에 따른 전통산업의 인터넷화,
➂ 중국 소비자들의 배달앱 활용률 증가 등

□ 우버
○ (내부 성장요인) 기술 및 비즈니스 모델 혁신, 대형투자 유치를 통한 성장
- 기술: 공유플랫폼, 자율주행, AI기술, 폭넓은 사용자 경험, 빅데이터 기반 수요 예측
- 기술/비즈니스 모델 혁신: ➀ 모빌리티 통합화를 통한 플랫폼 비즈니스, 주문형
서비스(On-demand) 활성화, ➁ 초기 수요 대규모 확보, 최신기술(모바일결제,
GPS) 적용하여 플랫폼 발전기반 구축, 해외시장 개척, ➂ 모빌리티 및 플랫폼
서비스로 사업 확장
- 투자: T기업 초기투자 경험 많은 대형VC, 성장기업투자 경험 많은 CVC로부터
대형투자 유치

○ (외부 성장요인) 대형 VC투자가 가능한 벤처 생태계, 공유·플랫폼 기반 서비스에
대한 정부의 규제 완화(先허용, 後규제), 플랫폼 기업 간 경쟁을 촉진시키는 정책
지원, 자동차 산업의 트렌드 변화(커넥티드카로의 이동) 등

요 약 v

□ 드롭박스
○ (내부 성장요인) 기술 및 비즈니스 모델 혁신, 대형투자 유치를 통한 성장
- 비즈니스 모델 혁신: ➀ 사용자 가치 극대화-직관적인 UI 및 효율적인 UX 제공,
호환성과 파일 동기화 속도 경쟁력, ➁ 핵심 사업에 대한 기술개발 강화, 연구개발
인력의 지속적 충원, 대규모 고객 확보 지속, ➂ 초기 무료화로 단기 내 대규모
고객 확보, ➃ 린스타트업 전략-서비스 개발/보완 전 과정을 공개하는 개방형
혁신 실현, 시제품 형태의 제품 출시
- 투자: 글로벌 엑셀러레이터, 대형 VC, 대형사모펀드 등 성장 단계별로 특화된
지속적 투자 유치

□ 바이트댄스
○ (내부 성장요인) 인공지능 기술 기반의 콘텐츠, 글로벌화 전략, 대규모 투자 유치
- 기술: 인공지능 기반의 ‘큐레이션(curation)’ 기술로 사용자 기호 파악 및 맞춤형
콘텐츠 제공, R&D 중심의 인력구조를 기반으로 사업 초창기부터 모바일에 특화된
인공지능 기술 개발/활용에 매진
- 비즈니스 모델: 인공지능 기반의 차별적 서비스 개발, 현지화 기반의 글로벌화
- 콘텐츠: 터우탸오(뉴스제공 서비스), 더우인/틱톡(쇼트 비디오 플랫폼)
- 투자 유치: 세콰이어캐피탈, 소프트뱅크 등으로 부터 누적투자 56억 달러 유치

○ (외부 성장요인) 미디어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른 이익 효과, 벤처투자 생태계
활성화 등의 외부 성장요인이 존재한 반면, 국내외 경쟁기업 출현, 글로벌 이슈
등의 위협요인도 함께 발생
- 미디어 패러다임의 변화: 중국의 디지털 전환, 급속한 모바일화로 SNS 이용률
및 모바일 광고액 급증
- 벤처 투자 생태계: 미국, 중국, 일본 자본의 중국 투자 활성화
- 국내외 경쟁기업 출현: 페이스북(라쏘), 인스타그램(릴), 구글(파이어워크), 콰이셔우

vi 글로벌 데카콘 기업의 성장경로 분석 - 미국과 중국 사례를 중심으로 -

- 중국내 위협: 콘텐츠 선정성 이슈로 인한 중국 내부의 검열 및 제재
- 글로벌 이슈: 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이슈로 인한 미국의 제재, 국제관계 악화로
인한 인도의 제재

□ 디디 추싱
○ (내부 성장요인) 핵심기술(Big & Thick 데이터, 인공지능), 공격적 시장선점 및
M&A, 공격적 해외 진출, 투자 유치 및 인수 합병 등을 통해 성장
- Big & Thick 데이터: 하루 100TB 이상의 주행경로/하루 100만 시간 이상
분량의 영상 데이터 축적, 인공지능(췬옌 플랫폼, 자율주행 카세어링 서비스)
- 공격적 시장선점 및 M&A: 콰이디다처, 우버차이나 등 주요 경쟁사 인수
- 공격적 해외 진출: 전 세계 70%이상의 시장에 진출(2015~2017)
- 투자 유치 및 인수 합병: 초기 투자 유치(텐센트), 경쟁사 합병 및 인수, 대규모
투자 유치(소프트뱅크)

○ (외부 성장요인) 중국의 경제성장 잠재력 및 모빌리티 수요 성장 잠재력, 강력한
정부 지원, 벤처투자 생태계, 중국 내 치열한 경쟁
- 중국의 잠재력: 2024년 중국은 세계 최대 규모의 경제규모를 이룰 것으로 예측
(WB/ IMF, 2020), 중국 모빌리티 서비스 시장 수요 급증: 440억 달러(2013)
⟶ 730억 달러(2017)
- 정부지원: 중앙정부(국무원, 교통운수부 등)와 지방정부(베이징, 상하이, 광둥성
등)의 정책지원
- 벤처 투자 생태계: 미국, 중국, 일본 자본의 중국 투자 활성화
- 중국내 치열한 경쟁: 알리바바, 텐센트 등 거대기업의 지원을 받는 경쟁자들의 출현

□ 스트라이프
○ (내부 성장요인) 단순하고 높은 호환성을 가진 모바일 결제시스템을 핵심기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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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비즈니스 모델의 혁신을 이루고, 대형 투자를 장기간 유치
- (비즈니스 모델 혁신) ➀ 서비스 편의 향상-모바일 결제 과정 최소화, 낮은
수수료율, 다양한 통화(비트코인 포함) 지원, ➁ 기존 IT기업과의 제휴 및 협력
- 애플페이/트위터와 협력, 알리페이/위챗페이와 제휴, ➂ 기술 융합을 통한
신규서비스 창출: 기존 기술(결제서비스) + 최신 기술(AI, 빅데이터) = Radar,
Stripe Capital
- (대형 투자 장기간 유치) (창업~유니콘) 4억 4천만 달러 유치, (유니콘~데카콘)
투자액 10배 증가

○ (외부 성장요인) 글로벌 모바일 결제 시장의 빠른 성장, 금융 산업 내 진입장벽
및 신사업 규제 완화, 대형 VC투자가 가능한 벤처 생태계
- 핀테크 기업과 비금융 빅테크 기업 간 제휴 활발
- 미국, 유럽, 중국 내 금융서비스 규제 완화
- 대규모 VC투자펀드 다수 존재, CVC활성화

□ 스페이스 X
○ (내부 성장요인) 저비용/고효율의 우주서비스 개발 전략, 핵심 개발인력 적극
유치, 사업영역 확장 및 사업간 연계성 등의 기술 및 비즈니스 모델 혁신
- 저비용/고효율의 우주서비스 개발 전략: 발사체 재활용을 통해 로켓 개발비용
대폭 절감

․공공 R&D의 비효율적 요소 제거, 제품의 핵심 기능에 집중하여 설계 및 제작
․로켓 순 개발 비용: 스페이스 X-팰컨9(3천억 원), 우리나라-나로호(1조원),
누리호(2조원)

- 핵심 개발인력 적극유치: NASA, 보잉, TRW(유명 항공우주업체) 등에서 전문
인력 스카우트
- 사업영역 확장 및 사업간 연계성: 스페이스 X ’스타링크’ – 테슬라 ‘오토파일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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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퍼루프의 시너지

○

(외부 성장요인) 민간 중심 뉴 스페이스 시대 개막, 대기업의 전략적 투자

- (90년대) 정부주도 ⟶ (2000년대) 정부투자 민간개발 ⟶ NASA와의 ISS 민간
화물수송 계약
- ｢상업적우주발사경쟁력법(2015)｣ 제정
- 구글, 피델리티 등 대기업이 ‘스타링크＇프로젝트에 10달러 투자

□ DJI
○ (내부 성장요인) 기술중심주의 문화 구축, 소비자 니즈에 부합하는 통합솔루션
제품 제작, 혁신클러스터 형성을 통한 비용절감 및 제품 가성비 확대, 교육용 로봇,
자율주행 시장 등 연관분야로의 진출 확대 등의 비즈니스 모델 혁신을 통한 성장

○ (외부 성장요인) 글로벌 드론 수요 증가, 중국정부의 지원 정책, 정부의 기업표준
제정 허용 등
- SNS사용 증가로 일반인의 드론 수요 높아짐
- 드론 관련 글로벌 표준이 구축되지 않아, 자국 표준 정책을 기반으로 사업 가능

4. 결론 및 시사점

□ 미‧중 데카콘의 탄생과 성장의 시사점
○ (성장 요인) 인재, 시장⸳수요, 투자, 규제, 기술 측면에서 데카콘 기업의 성장요인
특성을 도출함
- 인재: 본 연구의 분석 대상 기업들은 활발한 대학발/유경력 창업과 연쇄 창업을
통해 탄생하고 성장했으며, 그 과정에서 창업가의 다양한 네트워크(대학 네트워크,
기업 네트워크)가 기여
- 시장/수요: 풍부한 내수 시장 및 성장 잠재력과 국가의 시장 조성을 통해 성장

요 약 ix

- 투자: 국가와 민간, 글로벌 벤처캐피탈의 대규모 투자 유치를 통해 성공적인
스케일 업을 실현
- 규제: 창업과 신산업 진출이 용이한 개방적 규제 환경 속에서 혁신 창업 지원
정책을 통해 성장을 실현
- 기술: 창업 초기부터 핵심 기술 역량을 확보하는데 주력했으며, 기업의 성장과
함께 지속적으로 기술개발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여 서비스 차별성을 확보

○ (성장 경로) 국가별(미국, 중국), 비즈니스 시장 범위(국내, 글로벌)별로 기업별
차별적인 성장경로 존재
- 중국의 로컬 데카콘: 중국에서 탄생 → 성장(중국 시장 독과점) → 글로벌 시장
진출 → (나스닥/홍콩 증시 상장)
- 중국의 글로벌 데카콘: 중국에서 탄생 → 글로벌 시장에서의 성공 → 국내
시장 진출 → 독립 플랫폼
- 미국의 로컬 데카콘: 미국에서 탄생 → 미국시장 기반 성장 → (세계 시장 진출)
- 미국의 글로벌 데카콘: 미국에서 탄생 → 글로벌 시장 지출 → 중국 진출 →
실패 → 상장

□ 한국의 정책 방향
○ 성공적인 연쇄 창업가 육성과 글로벌 인재 육성
○ 국가 차원의 전략적인 수요 조성, 글로벌 시장과의 연계성 강화를 통한 충분한
성장 기반 구축

○ 신기술 기반의 비즈니스 규제 완화, 신산업 진출에 대한 규제 완화
○ CVC 제도 개선 및 M&A 활성화

제1장 서론 1

│제1장│서론
제1절 배경 및 목적
21세기 혁신 성장의 핵심 주체는 혁신 기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기술과 비
즈니스 모델 혁신을 통해 성장한 미국의 GAFAM(Google, Amazone, Facebook,
Apple, Microsoft)은 개별 시가 총액이 1조 달러를 돌파 했으며, 중국의 BAT(Baidu,
Alibaba, Tencent) 역시 거대한 내수수요와 정부의 지원을 기반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다나카 미치아키, 2019).
이들 기업은 과거 전통 대기업에 비해 짧은 시간 안에 천문학적인 부가가치를 창출
하며, 혁신의 패러다임 변화를 리드하고 있는데, 이러한 IT 공룡들의 뒤를 이을 차세대
기업으로 유니콘이 주목받고 있다(유효상, 2016; 김선우 외, 2018). 유니콘은 말 그대
로 뿔 달린 말처럼 보기 드문 크고 강한 희귀한 혁신기업을 지칭하며, 기업가치가 1조
원 이상 하는 비상장 스타트업을 의미한다(Cowboy Ventures, 2013.11. 2.).1) 그러
나 창업 붐과 테크 기업 붐이 이어지면서 유니콘의 수가 많아지고, 그 범위도 점차 확
대되고 있다(유효상, 2016; 유효상,장상필, 2020).
유니콘이 양적 성장을 거듭하면서, 기업가치가 10조원 이상인 비상장 기업인 데카
콘과 기업가치가 100조원 이상인 비상장 기업인 헥토콘이 탄생하기 시작했다. 이는 창
업 붐과 투자 거품으로 인해 퇴색되었던 유니콘 본연의 의미를 더 잘 대변할 수 있는
기준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지만, 아직 이에 대한 연구는 매우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진정한 가치를 창출하는 혁신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많은 수의 기업이
새롭게 탄생하는데 집중하는 것 뿐 아니라, 탄생한 기업이 크고 강하게 성장할 수 있어
야 한다. 또한 그 과정에서 기존의 사업자들이 제공하지 못했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
야 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관점에서 미국과 중국의 대표 데카콘에 대해 심도 있는 사
례 분석을 바탕으로 의미 있는 정책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1) 1) Cowboy Ventures(2013.11. 2.), “Welcome To The Unicorn Club: Learning from Billion-Dollar
Startups”, http://bit.ly/2ZpeZbU (검색일: 2020. 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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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구성 및 방법
본 연구는 혁신기업 본연의 특성을 가장 잘 반영하고 있는 데카콘 기업의 성장 요인
을 집중 분석하기 위해 사례 분석 방법 사용하였다. 또한 분야별 전문가 대면·서면 인터
뷰 등을 통해 2차 자료에서 제공되지 않았던 동태적인 현상들을 밝혀내는데 집중했다.
탐색적 연구의 심도 있는 연구 결과 도출을 위해 주요 선행 연구(학술 논문 및 연구
보고서)에 대한 검토와 현황 분석(CB Insights, 후룬 연구보고서 등)을 통해 본 연구의
프레임 워크와 대상을 <표 1-1>과 같이 확정하였다.

<표 1-1> 데카콘의 유형 및 해당 기업
구분

B2C

B2B

SW

디디 추싱, 바이트 댄스, 우버, 메이투안

스트라이프, 드롭박스

HW

DJI

스페이스 X

자료: 연구진 작성

현존하는 데카콘은 고객과 재화의 유형별로 ① B2C형 SW 데카콘, ② B2C형 HW 데
카콘, ③ B2B형 SW 데카콘, ④ B2B형 HW 데카콘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본 연구는
각 유형별 기업들이 지니고 있는 대표성, 혁신성, 지속가능성을 기준으로 후보를 도출하
고, 본 연구의 범위인 미국과 중국 기업을 대상으로 최종 분석 대상을 메이투안, 우버,
드롭박스, 바이트 댄스, 디디 추싱, 스트라이프, 스페이스 X, DJI로 확정하였다.
각 사례 별로 핵심 성장 요인과 경로를 분석하였으며, 핵심 성장 요인은 크게 내부
요인, 외부 요인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주요 내부 요인으로 창업자의 능력/경험,
기업가 정신, 기술 혁신, 비즈니스 모델 혁신, 전략 등을 살펴보았으며, 외부요인으로
는 시장/기술/제도 환경 변화, COVID-19, 미·중 패권 경쟁 등의 산업 생태계 및 정
치 환경 등을 반영하였다. 성장 경로의 분석은 창업 → 유니콘, 유니콘 → 데카콘, 데
카콘→상장(IPO) 단계로 구분하여 분석하고자 했다. 기본적으로 본 분석의 틀을 유지
하였지만, 일부 분석 대상기업의 업종과 특수성을 고려하여, 분석의 프레임을 일부 조
정하여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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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선행 연구 및 현황 분석
제1절 데카콘 개념 및 국내외 현황
1. 데카콘 개념
데카콘은 기업가치가 100억 달러가 넘는 비상장 기업을 일컫는 말로, 기업가치 10
억 달러의 비상장 기업을 의미하는 유니콘에서 파생되었다. 유니콘이라는 용어는
2013년 미국의 벤처캐피탈리스트인 에일린 리(Aileen Lee)가 최초로 사용했으며, 당
시는 ‘기업가치가 10억 달러 이상인 창업 10년 이내의 비상장 테크놀로지 스타트업’을
의미하였다(Cowboy Ventures, 2013.11. 2.)2). 그러나 유니콘 개념의 등장 후, 전
세계 유니콘 기업이 2014년에 50여개, 2015년에 100여개, 2016년 147개로 수와 규
모 면에서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유효상, 2016), 테크놀로지 기업으로 한정되었던 부
분은 일반화되어 다른 업종들까지 포함하게 되었다(유효상·장상필, 2020).
유니콘 기업의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사이 기업가치가 유니콘의 기준점인 10억
달러를 한참 상회하는 초대형 스타트업들이 등장했으며, 심지어 기업가치가 100억 달러
가 넘는 에어비앤비(Airbnb), 드롭박스(Dropbox), 우버(Uber) 등의 기업들도 등장했다.
이러한 현상을 배경으로 블룸버그에서 기업가치가 유니콘의 10배인 기업을 지칭하는 ‘데
카콘(Decacorn)’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하였다(Bloomberg, 2015. 3.17.)3).
본 절에서는 데카콘의 개념와 특성에 대해 기술할 예정이다. 이와 같은 주제를 설명함
에 있어서는 유니콘과 데카콘은 같은 범주 안에서 설명될 수 있기 때문에, 일부 선행연구
및 문헌에서 유니콘으로 지칭된 내용도 데카콘으로 통일하여 기술할 예정이다. 다만, 이
어지는 3절의 성장요인에서는 유니콘에서 데카콘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의 성공 요인에
대해 단계별로 차별적 분석이 필요함에 따라, 두 용어를 구분하여 사용할 예정이다.

2) Cowboy Ventures(2013.11.2.), “Welcome To The Unicorn Club: Learning from Billion-Dollar Startups”,
http://bit.ly/2ZpeZbU (검색일: 2020. 9. 9.)
3) Bloomberg(2015. 3.17.), “The Fuzzy, Insane Math That's Creating So Many Billion-Dollar Tech
Companies”, http://bloom.bg/3k17aCD (검색일: 2020. 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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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데카콘의 특징
가. 혁신 기반성
데카콘의 가장 큰 특징은 혁신적 기술과 이전에 없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기반
으로 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인공지능, 블록체인 등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기술적 혁신
을 이루며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통해 경쟁하고 빠르게 성장하는 것이 주요 특징이
다. 세계적 드론기업이 된 DJI, 우주 사업을 리드하는 Space X, 세계 최대의 핀테크
기업인 스트라이프 등은 모두 혁신기술을 바탕으로 성장을 이루어 데카콘에 진입한 스
타트업들이다. 에일린 리는 유니콘 개념을 도입했던 2013년 당시 이미 기업가치가
1,000억 달러를 넘은 페이스북, 아마존, 구글 등을 ‘슈퍼 유니콘’으로 지칭하며, 슈퍼 유
니콘은 중요한 기술에 의해 탄생된다고 언급하였다(Cowboy Ventures, 2013.11.2.)4).
전에 없던 새로운 형태의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는 것도 기존 스타트업들과의 차별
점이다. 데다콘 기업들은 공유경제, 디지털 플랫폼 등 새로운 개념을 도입하였다. 페이
스북, 바이트댄스 등의 테크 데카콘은 새로운 플랫폼 개념을 창조하여 소셜네트워크서
비스(SNS), 쇼트비디오 서비스와 같은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던 완전히 새로운 서비스
를 제공하였다. 또한 에어비앤비, 우버, 고젝 등 기업들은 전통적으로 존재하던 숙박,
이동, 생활서비스 부문에 공유경제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하여 대중화하는데 성공했다.
이러한 데카콘의 혁신은 비단 완전히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는
다. 다수의 데카콘, 특히 공유경제 부문의 데카콘들은 선도기업을 모방하는 카피캣의
형태로 성장을 이루었다(유효상·장상필, 2020). 이러한 현상은 특히 공유경제 부문에
서 두드러지는데, 공유플랫폼은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지 않고 상대적으로 단순한 비즈
니스 모델을 갖고 있어서 모방이 용이하기 때문이다. 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 디디
추싱 등 중국의 대형 테크기업과 공유기업들은 대체로 미국 기업을 모방하는 방식으로
성장을 이루었다. 그러나 이들이 도약 후 성장을 지속할 수 있었던 것은 단순한 베끼기
만이 아닌 철저한 현지화와 지속적인 기술과 비즈니스 모델 혁신이 있었기 때문이다.

4) Cowboy Ventures(2013.11. 2.), “Welcome To The Unicorn Club: Learning from Billion-Dollar
Startups”, http://bit.ly/2ZpeZbU (검색일: 2020. 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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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전문 투자 유치를 통한 자본금 확보
데카콘은 비상장 상태에서 벤처캐피탈, 사모펀드, 국부펀드 등 외부의 전문 투자자
들로부터 막대한 자금을 지원받고 있다. 이러한 전문 투자기업들(private fund)의 스타
트업 투자는 2010년 초반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해왔는데, 미국의 경우, 연간 총 벤처캐
피탈(VC)투자가 2009년 320억 달러에서 2018년 1,210억 달러로 급증했으며, 2010년
이후 미국 스타트업에 투자된 누적금액은 약 8,220억 달러에 달한다(The Economist,
2020. 4. 4.)5). 2016년 기준, 데카콘 기업 12곳은 평균 8.7회의 투자를 받았으며, 규모
는 2014년 대비 3배나 증가하였다(유효상, 2016). 이렇게 투입된 막대한 규모의 자금
은 데카콘의 성장을 가속화하는데 기여했다. 데카콘은 기존 기업들에 비해 성장속도가
훨씬 빠른 특징을 갖는데, 발행주식의 시가총액(market caps)을 기준으로 측정했을 때,
2012~2015년 사이 설립된 기업은 2000~2003년 설립된 기업에 비해 성장속도가 2배
이상 빨랐던 것으로 나타났다(Harvard Business Review, 2016).

[그림 2-1] 데카콘의 자금 구성 추이

자료: Mckinsey (2016a)
5) The Economist(2020. 4. 4), “Exit Unicorns, Pursued by Bears – Technology Startups Are Headed for
a Fall”, http://econ.st/3qtm338 (검색일: 2020.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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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데카콘 투자 및 기업가치 증가 현황

자료: The Economist(2020.4.4.)6)

전문투자자들의 스타트업 투자 실적은 그림 [2-3]과 같다. 가장 많은 유니콘 기업에
투자한 곳은 미국의 Tiger Global Management로 42개 기업에 투자했으며, 그 뒤를
중국의 Tencent Holdings(40곳), 일본의 SoftBank Group(38곳)이 이었다. 투자액
기준으로는 일본의 SoftBank가 38곳의 유니콘에 3,890억 달러를 투자해 1위에 올랐
으며, 이는 Tiger Global Management보다 45% 많고, Tencent Holdings의 두 배
가 넘는 규모이다(CB Insights, 2019.5.7.)7). [그림 2-3]에 제시된 10개 기업들의 투
자 포트폴리오에는 유니콘 뿐만 아니라 현재의 데카콘 또는 엑싯(Exit)한 데카콘 기업
들이 포함되어있어, 이들의 대규모 투자가 데카콘의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했음을 유
추할 수 있다. 국별로 보면, 투자실적 상위 10개 기업은 미국(6곳), 중국(2곳), 일본(1
곳), 홍콩(1곳) 기업으로 이들은 대부분 자국의 기업에 중점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다만 일본의 소프트뱅크는 기타 국가들에 대한 투자가 주를 이루고 있어
다른 투자기업들에 비해 훨씬 글로벌한 전략을 구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CB
Insights, 2019.5.7.)8).
6) The Economist(2020. 4. 4), “Exit Unicorns, Pursued by Bears – Technology Startups Are Headed for
a Fall”, http://econ.st/3qtm338 (검색일: 2020.10.21.)
7) CB Insights(2019. 5. 7.), “Unicorn Hunters: These Investors Have Backed The Most Billion-Dollar
Companies”, http://bit.ly/2ZsgJBf (검색일: 2020. 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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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유니콘 투자실적 Top 10(투자 기업수 기준)

자료: CB Insights(2019.5.7.)9)

[그림 2-4] 유니콘 투자실적 Top 10(투자액 기준)

자료: CB Insights(2019.5.7.)10)

8) 상동
9) CB Insihght(2019. 5. 7.), “Unicorn Hunters: These Investors Have Backed The Most Billion-Dollar
Companies”, http://bit.ly/2ZsgJBf (검색일: 2020. 7.14.)
10) 상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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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카콘은 비상장기업으로서 공개된 기업정보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가치측정을 위한
명확한 기준이 수립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며, 따라서 평가 기관에 따라 그 결과값이
상이하게 나타나는 경우도 존재한다. 이러한 불확실성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리스크로 작
용할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 투자자들은 여전히 데카콘에 투자하고 있으며
일부 초대형 기업에 대해서는 여러 단계의 라운드를 통해 대규모의 자금을 투자해오고 있다.
이는 데카콘 자체의 고유한 속성과 연결된다. 데카콘은 2000년대 초반의 인터넷 벤
처기업들에 비해 사업 분야가 훨씬 다양해지고 기술 또한 고도화되었다. 즉, 데카콘
기업들은 인터넷 통신 산업 위주에서 벗어나 공유경제, 핀테크, 전자상거래, 헬스케어,
빅데이터, 드론, 제조 및 하드웨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시장점유율 높이고 있으며(유효상·장상필, 2020), 인공지능, 블록체인, 5G 등 고도의
첨단기술을 활용하는 경우도 많다. 데카콘이 갖는 이러한 내재적 속성은 투자자들로
하여금 데카콘의 향후 발전 가능성에 더욱 무게를 싣게 하는 요인이 된다.
한편, 투자자 심리 역시 불확실하고 위험이 잠재된 데카콘에 대한 투자를 지속하게
만드는 요인이다. 수익 측면에서는 성공적이지 않더라도, 내가 투자한 기업이 데카콘이
되었다는 투자자로서의 선구안을 인정받기 위해 투자를 지속할 가능성이 있다(유효상,
2016). 또한 시드단계, 시리즈 A~B단계 등의 투자자들이 IPO직전의 후발 투자자들에
비해 수익이 클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으로 인해(Mckinsey, 2016a), 조금이라도 일
찍 투자를 단행하여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투자 심리도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 엑싯(Exit)을 통한 이익 실현
모든 유니콘 기업이 데카콘으로 성장하지는 않으며, 심지어 일부 기업들은 기업공개
전에 유니콘 리스트에서 사라지기도 한다. 성장을 지속한다 하더라도 데카콘까지 도약
하지 못한 채 장기간 유니콘 상태에 머무르는 경우도 있다. 유니콘에 오른 수백 개의
기업 중 현재 데카콘이 된 기업은 30여 개 뿐이며, 이미 엑싯(Exit)을 한 기업을 포함해
도 채 50개가 되지 않는다.
데카콘의 가치는 벤처캐피탈, 엔젤투자자, 사모펀드 등 전문 투자자들에 의해 매겨
진다. 이러한 기업들은 궁극적으로 수익확보가 목적이기 때문에 데카콘이 기업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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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O)나 인수합병(M&A)과 같은 엑싯 전략을 통해 수익을 낼 것을 추구한다. 데카콘에
게 엑싯은 곧 성공의 의미이며, 이들은 ‘엑시콘’이라고도 불린다(유효상,장상필, 2020).

1) 기업공개(IPO)
기업공개(IPO)를 통해 데카콘은 여러 전략적 이점을 얻을 수 있다. 먼저, 퍼블릭마
켓(public market)의 풍부한 자본으로 인프라 구축, 인력 확보 등을 통해 사업 규모를
늘릴 수 있다(Mckinsey, 2016a). 특히 인력확보에 있어서 기업공개는 동기부여 수단
과 인센티브에 긍정적 변화를 주기 때문에 핵심 인력의 확보가 보다 용이해질 수 있다
(Mckinsey, 2016a). 기업의 신뢰도(credibility)를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도 IPO로
얻을 수 있는 이점이다(Mckinsey, 2016a).
대표적 IPO 성공사례인 중국 전자상거래 스타트업 핀둬둬(拼多多)는 창업 3년만인
2018년 8월 7일 미국 나스닥에 상장했다. 상장 첫날 창업자 황정(黄峥) 회장은 알리바
바 마윈(馬雲) 회장에 이어 중국 전자상거래 갑부로 2위로 부상했으며(이코노미조선,
2018. 8.13.)11), 주당 19달러였던 공모가는 2020년 8월 주당 83달러 수준으로 상승
했다(조선비즈, 2020. 6.24.)12). 클라우드 저장 서비스 업체인 드롭박스(Dropbox)는
2018년 3월 23일 뉴욕증시에 상장했으며, 주당 21달러였던 최초 거래가가 장중 38%
상승하여 30달러를 넘어서며 역시 성공적인 IPO로 평가되었다(이코노미조선, 2018. 4.16.)13).
데카콘을 성공으로 이끄는 기업공개의 효과를 제대로 얻기 위해서는 시기선택이 중
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Harvard Business Review(2016)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창업
후 6~10년 되는 시기에 IPO를 진행한 기업들의 경우, 창업 후 창출된 총 가치의 95%
가 IPO 이후에 생겨난다. 업력과 IPO 효과간의 인과관계에 대해서는 더 많은 연구와
증명이 필요하겠지만, Mackinsey(2016a)가 제시한 페이스북의 기업공개 직후 데스크
탑 시장의 침체, GoPro의 기업공개 몇 달 후 시장포화로 인한 경영환경의 악화 등은
최소한 데카콘이 기업공개 시점을 잘 선택해야함을 방증한다고 볼 수 있다.
11) 이코노미조선(2018. 8.13.), ｢오프라인 쇼핑 즐거움을 온라인에 접목해 고성장｣, https://bit.ly/3k1yhxA (검색일: 2020. 9.10.)
12) 조선비즈(2020. 6.24.), ｢"핀둬둬 콜린 황 창업자, '中 부자 2위' 등극…알리바바 마윈 제쳐"｣,
http://bit.ly/2Nyl9Uu (검색일: 2020. 9.10.)
13) 이코노미조선(2018. 4.16.), ｢드롭박스에서 샤오미까지…“테크 기업 전성시대”｣, https://bit.ly/3dm0ttK (검색일: 2020. 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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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유의할 점은 기업공개를 통한 엑싯 자체가 지속적인 성장과 성공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냉엄한 주식시장에서 기업은 시장공개 이후의 시장변화에 대한 전략
을 빠르게 수립하고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다. 앞서 제시한 페이스북 사례의 경우, IPO
당시 데스크탑 시장이 침체되기 시작하여 상장 직후 주가가 57%나 하락했지만, 페이
스북은 신속히 모바일화를 진행하여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 3년 만에 주가가 500%
상승하는 효과를 거두었다. 반면, 2014년 6월에 상장한 고프로(GoPro)는 상장 후 점
차 시장이 포화되고 매출성장이 둔화되었음에도 별다른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하여
2014말부터 주가가 계속 하락하여 87%까지 마이너스 성장을 하였다(Mckinsey, 2016a).

2) 인수합병(M&A)
M&A 또한 데카콘의 엑싯 방법 중 하나로, 창업자와 투자자가 모두 대규모 수익을
확보 할 수 있는 방법이다. 특히 초기 투자효과를 거두기 어려운 후반 투자라운드에
참여한 투자자에게 인수합병은 좋은 수익확보 방식으로 통한다.
스타트업의 주요 투자처였던 VC들 뿐만 아니라 이제는 미국의 FAMGA(페이스북,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중국의 BAT(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와 같은
테크자이언트를 비롯해 월마트, GM, 유니레버 등 전통적 대기업들도 신규시장 개척과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유니콘 투자 및 인수에 뛰어들고 있다(유효상,장상필, 2020).
FAMGA는 지난 30년간 총 770건의 인수를 진행했으며, 이중 인수액이 10억 달러
가 넘는 거래는 총 29건이다. 마이크로소프트가 1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뒤가 구
글(8건), 페이스북(4건), 아마존(4건) 순이었다(CB Insights, 2020.5.5.)14). 역대 최대
인수가는 마이크로소프트의 링크드인 인수(262억 달러)였으며, 그 다음은 페이스북의
왓츠앱 인수(220억 달러), 아마존의 홀푸드 인수(137억 달러)이다. 가장 최근의 거래는
마이크로소프트가 5G 클라우드 전문기업인 Affirmed Networks를 14억 달러에 인수
한 건이다(CB Insights, 2020. 5. 5.)15).
14) CB Insihghts(2020. 5. 5.), “Visualizing Tech Giants’ Billion-Dollar Acquisitions”, http://bit.ly/2N8Rdi3
(검색일: 2020. 9. 9.)
15) CBInsihght(2020. 5. 5.), “Visualizing Tech Giants’ Billion-Dollar Acquisitions”, http://bit.ly/2N8Rdi3
(검색일: 2020. 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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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합병으로 성공적인 엑싯을 이룬 대표기업은 우아한 형제들이다. 국내 1위 배달
앱인 배달의 민족의 운영사인 우아한 형제들은 지난 2019년 말 독일의 딜리버리히어
로(DH)에 40억 달러에 인수되었으며, 이는 국내 인터넷 기업으로서는 최대 규모의 인
수금액이다(연합뉴스, 2019.12.13.)16). 대기업의 인수합병과 관련해서는 시장 독점,
해외자본 침투 등의 이슈가 제기되기도 하지만, 스타트업의 입장에서는 규모의 자본을
확보하여 안정적 사업운영이 가능해지고, 해외기업에 인수될 경우 글로벌 시장 진출
기회 등의 긍정적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림 2-5] 테크 자이언트들의 주요 인수합병 사례

자료: CB Insights(2020.5.5.)17)

라. 엑싯을 하지 않고 새로운 테크 자이언트로 도약
데카콘은 대규모의 투자를 받아 빠른 속도로 성장하는 기업들이다. 그러나 데카콘
진입 후 지속적인 성장세를 이어가도 대다수 데카콘들은 기업공개(IPO)로 전환하지 않
고 장기간 비상장 상태를 유지하는 경향이 있다. Mckinsey(2016a)보고서에 따르면,

16) 연합뉴스(2019.12.13.), ｢배달의민족, 요기요 운영사에 매각…4조8천억원 M&A 성사(종합)｣,
http://bit.ly/2ZG0m4l (검색일: 2020. 9.10.)
17) CB Insihghts(2020. 5. 5.), “Visualizing Tech Giants’ Billion-Dollar Acquisitions”, http://bit.ly/2N8Rdi3
(검색일: 2020. 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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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카콘은 이전의 테크 기업들에 비해 상장이 훨씬 더딘 것으로 나타났다. 1999년 상장
한 테크 기업들은 상장 당시 업력이 평균 4년이었던 반면, 2004~2015년 상장한 데카
콘의 업력은 8년 이상이었다.
데카콘 기업들이 이렇게 기업공개를 늦추는 가장 큰 이유는 상장이 필요 없을 정도
로 충분한 투자금을 유치할 수 있다는 점이다. 데카콘 기업들은 벤처캐피탈을 비롯해
헤지펀드, 뮤추얼 펀드 등의 자본금을 조달받기 위해 상장을 서두르지 않는 경향을 보
이며(Harvard Business Review, 2016), 전문투자자들에게 조달받은 대규모 자금을
통해 보다 장기적인 전략에 집중할 수 있게 된다(Mckinsey, 2016a). 비즈니스 모델
및 조직구조 등이 검증되지 않은 것도 하나의 이유이다. 데카콘 기업들이 도전적, 창조
적 비즈니스 모델로 단기간 성장궤도에 진입하기는 했으나, 비즈니스 모델의 지속가능
성에 대한 검증의 시간이 아직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상장효과와
상장 유지비용을 비교하여 상장에 보다 신중할 필요가 있다(유효상·장상필, 2020). 그
밖에도 비상장상태를 유지하면 경쟁사에게 기업세부전략이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여 경
쟁우위를 유지할 수 있으며, 경영진이 주주 대응에 소비하는 시간과 자원을 최소화할
수 있다(Mckinsey, 2016a)는 점에서 데카콘은 충분한 기업가치를 보유해도 기업공개
를 서두르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데카콘이 상장을 늦추는 데에는 제도적 뒷받침도 따른다. 닷컴버블 이후 투자자 보
호를 위해 미국에서 수립된 Sarbanes-Oxley Act는 이전에 비해 기업공개를 더욱 까
다롭게 만들었으며, 2012년 제정된 Jumpstart our Business Startups (JOBS) Act는
스타트업이 재무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기준점인 스톡옵션 보유자의 수를 이전의
500명에서 2,000명으로 늘렸다(The Economist, 2019.4.1718); Mckinsey, 2016a).
이러한 규제를 바탕으로 미국 스타트업들은 2000년대 초반에 비해 상장을 미루는 것
이 훨씬 수월해졌다. 그러나 이러한 전략적 비상장상태 유지는 결국 어느 시점에는 종
료될 것이다. 앞서 기술하였듯 투자자들의 목적은 엑싯을 통해 수익을 확보하는 것이
며, 일반적으로 7~10년 이내에는 수익을 거두기를 원하기 때문에(Mckinsey, 2016a)

18) The Economist(2019. 4.17.), “The wave of unicorn IPOs reveals Silicon Valley’s groupthink”,
http://econ.st/37pUqjQ (검색일: 2020. 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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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카콘은 결국 IPO를 추진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JOBS Act를 통해 의
무 상장 기준이 다소 느슨해졌다 해도 스톡옵션 보유자 수가 2,000명에 이르면 기업공
개를 해야 하는 강제성은 여전히 존재하므로 데카콘 기업이 무한정 비상장상태를 유지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게다가 지나치게 오랫동안 비상장 상태를 유지하다보면 IPO
시작도 전에 기업가치가 하락하는 결과에 이를 수도 있다(Harvard Business Review,
2016). 따라서 데카콘은 적절한 시기에 엑싯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

3. 데카콘의 해결 과제
가. 가치의 과대 평가
데카콘에 관해 가장 빈번하고 강력하게 제기되는 비판은 데카콘이 과대평가 되었다
는 ‘데카콘 버블’ 이슈이다.
데카콘 기업의 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기업평가액 최고치 또한 1,000억 달러를 넘어
섬에 따라 데카콘에 대한 가치 평가가 제대로 된 것인가에 대한 의문과 비판이 지속적
으로 제기되고 있다. 비상장 기업으로 한정되는 데카콘의 특성상, 기업가치 평가를 위
한 재무제표, 비즈니스 모델, 기업구조 등 다양한 지표들이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데카
콘에 대한 가치평가를 위한 객관적이고 표준화된 기준이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로 인해 데카콘 기업에 대한 가치평가는 통상 가장 최근 투자라운드의 금액을 기반
으로 이루어지며(Gornall, W., & Strebulaev, I. A., 2020), 가치를 책정하는 기관에
따라 상이한 결과가 나타나기도 한다. 가치 평가 장치가 마련되지 않은 맹점으로 인해
데카콘의 가치는 수익효과를 노리는 투자자들의 주도로 지나치게 과대평가 되었다는
다수의 의견이 존재한다(Bloomberg, 2015.11.18.; Gornall, W., & Strebulaev, I.
A., 2020; Harvard Business Review, 2016)19).
데카콘 기업의 가치평가에 대한 맹점을 보완하기 위해 Gornall & Strebulaev(2020)
는 기준 케이스, 청산우선권, 옵션풀, 선순위, 분배, IPO 래칫트, 자동전환거부, 투자금

19) Bloomberg(2015.11.18.), “LinkedIn’s Hoffman: Half of Tech ‘Unicorns’ May Not Succeed”,
http://bloom.bg/3uciFMg (검색일: 202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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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다양한 조건을 고려한 스타트업 가치평가 모델을 개발했다. 이를 기반으로 분석한
결과, 유니콘 기업의 가치는 실제가치보다 평균 51% 이상 과대평가되어 있었으며, 이
모델을 적용할 경우 116개 유니콘 기업 중 53개는 유니콘 지위를 잃게 된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링크드인 회장인 리드 호프만은 유니콘 기업의 1/3만이 생존하여 성장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Bloomberg, 2015.11.18.)20).
그러나 이러한 비관적 시각에 대해 현재의 데카콘 붐 현상은 2000년대 초의 닷컴버
블과는 전혀 다른 현상이라는 주장도 존재한다(Mckinsey, 2016b). 2000년대 초에는
일반 기업들에 비해 테크 기업들이 과대평가 되었지만, 현재 유니콘 기업에 대한 가치
평가는 지나치지 않다는 것이다. Mckinsey(2016b)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테크기업
의 경우 과대평가로 보일수도 있는 소위 ‘프리미엄 평가’를 받았지만, 분석 결과 실제
성장률이 평가액을 훨씬 넘어섰다.
[그림 2-6] 테크버블 vs 유니콘(데카콘)붐 시대 테크기업 평가액 비교

자료: Mckinsey(2016b)

20) 상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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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블론에 대한 유보적 시각도 존재한다. 일부 기업에 거품이 있다하여도, 2000년대
초 닷컴 버블 때처럼 많은 기업이 일순간에 몰락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과대평가된
기업들은 자연스레 정리되고 알짜 기업만 살아남을 것이라는 주장이다(유효상, 2016).
이러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시장 원리에 따라 데카콘의 가치액과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
다. 데카콘의 비즈니스 특성, 창업자들의 전문성 등으로 데카콘은 닷컴버블 시기의 스타
트업들에 비해 생존에 유리한 것으로 보이지만, 역사적 부정적 선례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데카콘 평가를 위한 보다 정교하고 객관적인 방법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나. 수익성
데카콘 기업이 실제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가에 대한 논의 또한 중요한 쟁점이다.
이는 기업의 본질적 기능에 관한 비판임에 따라 그 무게는 더욱 크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데카콘의 성공에 대한 판단은 주로 빠른 외형확대, 매출액 상승과 이를 통한 기업가
치평가액 상승에 의해 이루어진다. 그러나 이런 지표들이 반드시 순이익으로 이어지지
않는 다는 점은 데카콘이 지닌 중대한 한계이며, 이는 상기 버블론과도 궤를 같이 한다.
The Economist(2019.4.17.)21) 자료에 따르면, 우버, 위워크, 메이투안, 리프트, 드
랍박스 등 데카콘 기업들의 누적이익은 창립 이후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였다. 이들은 매
출액 및 기업평가액 상승, 데카콘 상위권 진입 등으로 시장의 주목을 받아온 기업들이다.
일부 기업들의 부실한 수익구조는 IPO를 통해서도 드러났다. 위워크, 우버 등은 한
때 막대한 투자금을 바탕으로 데카콘에 진입, 높은 가치평가를 받았었다. 그러나 막상
기업공개를 진행하자 주가가 빠르게 하락하며, 취약한 사업구조가 그대로 드러났다. 세
계 최대의 차량호출 기업인 우버는 전 세계 77개국으로 사업을 확장하며 모빌리티 공
유시장을 선도해왔지만, 2019년 5월 상장 이후 상장 첫날부터 주가가 공모가 대비
7.6% 하락하여 41.57달러를 기록했다(매일경제, 2019. 5.12.)22). 이어 같은 해 12월에
는 공모가 대비 38%가 하락했다(Business Insider, 2019.12.11.)23). 우버의 후발주자로서
21) The Economist(2019. 4.17.), “The wave of unicorn IPOs reveals Silicon Valley’s groupthink”,
http://econ.st/37pUqjQ (검색일: 2020. 9. 9.)
22) 매일경제(2019. 5.12.), ｢상장 첫날 8% 뚝…우버 `과속스캔들`｣, https://bit.ly/3dqrITY (검색일: 2020. 7.15.)
23) Business Insider(2019.12.11.), “WeWork, SmileDirectClub, and Peloton: Here are the 5 bigg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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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게 성장하던 리프트 역시 2019년 3월 상장 이후 약 9개월 만에 주가가 37%나 하락했다.
일부 기업들은 상장하기도 전에 취약한 수익구조 및 외부요인 등으로 인해 가치하락
을 겪는다. 위워크는 대표적인 부실 데카콘으로 여겨진다. 공유오피스 사업으로 고속 성
장한 미국의 위워크는 전 세계적으로 오피스를 확대해 외형을 키워 2019년 기업가치
470억 달러를 평가받으며 데카콘 순위 4위에까지 진입하였다. 그러나 취약한 수익구조
와 지배구조로 인해 지속적인 실적악화를 겪고 수익성, 경영권 문제 등 다양한 문제가
제기되면서 기업가치가 순식간에 100억 달러로 추락하여 2019년 말 추진예정이었던
IPO가 무산되었다(한국경제, 2019.10. 1; 중앙일보, 2019. 9.18.)24)25). 글로벌 숙박
공유 플랫폼으로 승승장구하던 에어비앤비는 2019년에 기업가치 290억 달러로 데카콘
순위 5위에까지 오르며 2020년에 IPO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COVID-19의 여파로
급격한 매출하락을 겪으며 상장 계획이 불투명해졌다. The Economist(2020. 4. 4.)26)는
위워크를 비롯한 일부 유니콘 기업들의 불안정하고 불투명한 재무구조를 지적하며, COVID-19
대유행을 계기로 이러한 데카콘의 근본적인 문제가 가시화 될 것으로 예측했다 이렇듯 데카콘
기업들은 전반적으로 이익 창출과 지속가능 발전 실현이라는 과제를 안고 있다.

4. 데카콘 현황
데카콘 기업의 지정은 약 10여개 기관에서 실시하고 있으나, 비상장 스타트업이기
때문에 정확한 파악은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주로 CB인사이트, 테크크런치, 후룬연구
소, 월스트리트저널에서 제공한 정보가 공신력 있게 활용되고 있으며, 우리나라 유니콘
기업 육성을 담당하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CB인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활용
한다. 상기 기관들은 자체 평가기준을 갖고 있어서 데카콘 리스트에 대동소이한 차이
가 있는 경우가 있다. 특히 중국의 후룬연구소의 경우, 다른 매체들에 비해 데카콘으로
선정된 중국기업의 비율이 더 높은 편이다.

'unicorn' IPO flops of 2019”, http://bit.ly/3k1tE6B (검색일: 2010. 7.15.)
24) 한국경제(2019.10. 1.), ｢위워크, 결국 IPO 철회…"이젠 파산 걱정해야 할 때"｣, https://bit.ly/3qAUk0v (검색일: 2020. 9.10.)
25) 중앙일보(2019. 9.18.),｢美 위워크,IPO 실패…유니콘 거품 터지나｣, http://bit.ly/3bjq9o6 (검색일: 2010. 7.15.)
26) The Economist(2020. 4. 4), “Exit Unicorns, Pursued by Bears – Technology Startups Are Headed
for a Fall”, http://econ.st/3qtm338 (검색일: 2020.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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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2020년 데카콘 기업가치 순위
(단위: 10억 달러, 2020년 9월 기준)

순위

기업

평가액

국가

산업 분야

1

ByteDance

$140

중국

인공지능

2

Didi Chuxing

$56

중국

자동차 및 교통

3

스페이스 X

$46

미국

우주산업

4

Stripe

$36

미국

우주산업

5

Palantir Technologies

$20

미국

데이터 관리 및 분석

6

Airbnb

$18

미국

여행

7

Kuaishou

$18

중국

모바일 커뮤니케이션

8

Epic

$17.30

미국

기타

9

One97 Communications

$16

인도

핀테크

10

DoorDash

$16

미국

서플라이체인, 물류, 배달

11

DJI Innovations

$15

중국

하드웨어

12

SHEIN

$15

중국

이커머스

13

Grab

$14.30

싱가포르

자동차 및 교통

14

Instacart

$13.80

미국

서플라이체인, 물류, 배달

15

Snowflake Computing

$12.40

미국

데이터 관리 및 분석

16

JUUL Labs

$12

미국

컨슈머 리테일

17

Bitmain Technologies

$12

중국

하드웨어

18

Samumed

$12

미국

헬스

19

Wish

$11.20

미국

이커머스

20

Robinhood

$11.20

미국

핀테크

21

Global Switch

$11.08

영국

하드웨어

22

BYJU'S

$10.80

인도

에드테크

23

UiPath

$10.20

미국

인공지능

24

Go-Jek

$10

인도네시아

서플라이체인, 물류, 배달

25

Nubank

$10

브라질

핀테크

26

Oyo Rooms

$10

인도

여행

27

Ripple

$10

미국

핀테크

Games

자료: CB Insights(2020)27)

27) https://www.cbinsights.com/research-unicorn-companies (검색일: 2020. 9. 9.)

18 글로벌 데카콘 기업의 성장경로 분석 - 미국과 중국 사례를 중심으로 -

가. 국가별 현황
2016년 14개였던 데카콘 기업의 수는 4년 사이 약 2배 증가하여 2020년 9월 기준,
전 세계에 27개가 되었다. 전체 데카콘 기업 중 미국기업이 14곳, 중국기업이 6곳으
로, 미·중 양국의 데카콘이 전체 글로벌 데카콘의 74%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을 제외하면, 인도(3곳), 싱가포르(1곳), 영국(1곳), 인도네시아(1곳), 브라질(1곳)
등 국가의 기업들도 데카콘으로 진입하고 있는 추세이다.

<표 2-2> 국가별 데카콘 보유 현황
국가

기업가치 총액

기업가치 비율

기업 수

중국

$2,560억

43.81%

6곳

미국

$2,461억

42.12%

14곳

인도

$368억

6.30%

3곳

싱가포르

$143억

2.45%

1곳

영국

$110억 8천

1.90%

1곳

브라질

$100억

1.71%

1곳

인도네시아

$100억

1.71%

1곳

총액

$5,842억 8천

100%

27곳

자료: CB Insights 데이터베이스(2020.9 기준)28) 활용하여 저자 작성

[그림 2-7] 국가별 데카콘 기업가치 총액 변동 및 비율 추이
(단위: 10억 달러, %)

자료: CB Insights 데이터베이스(2020.3, 2020.9 기준)29), TechStartups(2019.8.25.)30), PwC(2016b) 활용하여 저자 작성
28) https://www.cbinsights.com/research-unicorn-companies (검색일: 2020. 9. 9.)
29) https://www.cbinsights.com/research-unicorn-companies (검색일: 2020. 3. 21, 2020. 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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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액 기준으로 보면 미국과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더 높아진다. 2020년 하반기
기준, 전체 데카콘 기업의 평가액은 총 5,842억 8천 달러를 기록하였다. 그 중 중국이
2,560억 달러(43.81%), 미국이 2,461억 달러(42.12%)를 차지했으며, 두 나라의 평가
액의 합은 전체의 85%를 넘는다. 주목할 점은 2020년 하반기를 기점으로 기업가치
총액기준 1위 국가가 역전되었다는 것이다. 데카콘 개념이 도입된 2015년부터 줄곧
미국이 데카콘 기업 수, 기업가치 총액 부문에서 1위 자리를 지켜왔다. 2020년 7월까
지만 해도 미국이 총 2,124억 달러(43.86%), 중국이 1,900억 달러(39.23%)를 기록하
며 1위를 차지했으나, 2020년 9월을 기점으로 중국이 최초로 1위에 올랐다.
중국 데카콘의 선전 배경에는 중국기업에 대한 투자의 증가가 있다. 2013년 엄청난
격차를 보였던 미·중 스타트업 투자액이 빠르게 좁혀져 2018년에는 중국투자가 미국
에 대한 투자액을 넘어섰다. 아울러, 중국이 1위로 도약할 수 있었던 데에는 현존하는
데카콘 중 평가액이 가장 높은 중국의 바이트댄스의 가치가 이전 대비 2배가량 상승한
것이 결정적이었다(2020년 7월: 750억 달러 → 2020년 9월: 1,400억 달러). 특히,
이번 평가에서 바이트댄스는 기업가치 1,400억 달러를 평가받으며, 세계 최초이자 유
일한 흑토콘 기업이 되었다. 흑토콘은 데카콘의 10배인 1,000억 달러의 가치를 가진
비상장 스타트업을 의미한다. 바이트댄스는 현재 미·중 기술패권 경쟁의 중심에서 극
심한 위기를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가치는 오히려 상승하였다. 이는 모방을 통
해 성장을 이룬 이전의 중국기업들과 달리, 바이트댄스는 쇼트비디오라는 완전히 새로
운 형태의 서비스를 최초로 구축하여 시장을 선점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중국 내수 기반의 기존 중국기업들과 달리, 해외시장 타겟팅이 가능한 서비스를 만들
었다는 점도(The Economist, 2020. 4.18.)31) 유효했을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인도, 동남아 등 내수 시장이 큰 유망 신흥국에서도 데카콘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2020년 하반기 기준, 인도(3곳), 싱가포르(1곳), 브라질(1곳), 인도네시아(1곳)에
서 데카콘 기업을 보유하고 있다.
동남아의 대표적 데카콘은 싱가포르의 그랩과 인도네시아의 고젝이다. 그랩은 2012
30) TechStartups(2019. 8.25.), “Unicorn Startups 2019: List of Top Unicorn Startup Companies Valued
at $1 Billion+”, http://bit.ly/2NAHXTy (검색일: 2020. 9.19)
31) The Economist(2020. 4.18.), “ByteDance is going from strength to strength”, http://econ.st/3bjfeuM (검색일: 2020.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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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고젝은 2010년에 각각 설립되어 사업초기 우버와 같은 차량공유 서비스에 주력했
다. 이후 핀테크, 음식배달, 전자결제, 동영상콘텐츠 등으로 사업을 다각화하며 사업에
성공, 아세안 내 대표 생활 플랫폼으로 자리 잡았다(매경프리미엄, 2020. 6.12.)32).
2020년 하반기 기준, 그랩은 기업가치 143억 달러(13위), 고젝은 100억 달러(24위)이다.
2019년 이후 인도기업들의 약진이 주목할 만하다. 결제솔루션 플랫폼인 One97
Communication은 현재 투자라운드가 시리즈 G까지 진행되었으며, 데카콘 기업가치
순위가 2019년 17위에서 2020년 9위로 상승했다. 테크 기반의 교육 업체인 BYJU’S
와 여행사인 Oyo Rooms는 2020년 상반기 각각 22위와 24위를 차지하며 새롭게 데
카콘에 진입했다. 또한, 2020년 데카콘이 된 브라질의 디지털 은행 Nubank는 혁신적
가치를 인정받아 텐센트를 비롯한 거대 투자자들로부터 7회의 투자를 받았으며, 디지
털 뱅킹 분야의 신흥강자로 자리 잡고 있다(Financial Times, 2020. 3.30.)33). 대규
모 내수시장을 바탕으로 데카콘에 진입한 이들 신생기업들을 통해, 외부투자와 더불어
시장규모가 데카콘 성장에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음을 가늠할 수 있다.

나. 유형별 현황
오랫동안 데카콘 리스트에 올라 있고, 차별적 가치를 보유한 것으로 보이는 데카
콘은 크게 ① 공유 경제·플랫폼 ② 핀테크·블록체인·빅 데이터 ③ 제조 ④ 첨단 기
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공유 경제·플랫폼 유형이 전체의 44.4%로 가장 높은 비
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핀테크·블록체인·빅 데이터(29.6%), 제조
(14.8%), 첨단 기술형(3.7%) 순이다. 위의 4개 유형에 속하지 않는 기업은 기타
(7.4%)로 분류된다.

32) 매경프리미엄(2020. 6.12.), ｢'그랩' vs '고젝', 아세안 슈퍼앱 전쟁｣, https://bit.ly/2OOpQu2 (검색일: 2020. 7.15.)
33) Financial Times(2020. 3.30.), “Nubank shakes up Brazil’s banking bureaucracy”,
http://on.ft.com/3doOP1l (검색일: 2020. 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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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유경제·플랫폼
공유경제·플랫폼 유형을 대표하는 기업으로는 바이트 댄스, 디디 추싱, 위워크, 에어
비엔비, 콰이서우 등이 있다. 이 분야에 해당하는 미국기업은 기존에 없던 새로운 비즈
니스 모델을 창조해 새로운 시장 및 수익구조를 창출해왔다(KITA, 2017). 대표적으로
위워크(공유 오피스), 우버(공유 모빌리티), 에어비앤비(하우스 공유)가 공유경제를 선
도하며 새로운 형태의 비즈니스를 추진, 급속한 성장을 이루었다. 우버는 2019년 상장
하여 현재는 데카콘에서 제외된 상태이다.
중국기업의 경우, 거대한 내수 시장을 기반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기본적으로 미국
에서 론칭된 서비스를 카피하여 중국 버전으로 만들어서 상장하는 형태를 보인다. 맹
목적으로 모방만 하던 중국의 데카콘들은 이제 미국의 서비스를 중국화 하여 성공한
경험을 바탕으로 창조적인 서비스를 내놓는 단계로 진입하고 있다.
중국의 바이트댄스는 15초 길이의 쇼트비디오 플랫폼 서비스인 ‘틱톡’으로 세계적
인 기업으로 성장했다. 2020년 7월 기준, 기업가치 750억 달러를 평가받으며 데카콘
기업 순위 1위에 올랐다. 바이트댄스는 기존에 미국에서 성공을 거둔 SNS플랫폼 사업
을 ‘쇼트비디오’라는 창조적인 형태의 서비스로 발전시키며 폭발적 성공을 거두었다.
현재는 중국 뿐 아니라 글로벌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 디디 추싱은 우버를 벤치마킹하
여 중국 공유모빌리티 시장을 독점하고 있으며, 글로벌 시장에서도 점유율을 늘리고
있다.
한편, 중국의 콰이쇼우(Kuaishou)는 바이트댄스와 같은 쇼트비디오 플랫폼 기업으
로, 바이트댄스의 대항마로 여겨진다. 2020년 최초 데카콘에 진입하여 7위를 차지했
다. 콰이쇼우의 경우, 업계 후발주자로 등장하여 내수 대신 해외시장에 주력하고 있다
(매일경제, 2020. 4.28.)34).

34) 매일경제(2020. 4.28.), ｢텐센트 후원 콰이쇼우, '틱톡' 대항마 출시…해외 사용자 겨냥｣, https://bit.ly/3awjB6l
(검색일: 2020. 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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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 SCMP의 미·중 주요 플랫폼 비교(2020)

자료: SCMP(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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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핀테크·블록체인·빅데이터
두 번째는 소프트웨어를 기반으로 하는 핀테크·블록체인·빅데이터 유형이다. 대표
기업으로 스트라이프(Stripe), 팰런티어(Palantir), 스노우플레이크(Snowflake), 리플
(Ripple) 등이 있다. 이 유형은 기본적으로 기업용 소프트웨어나 서비스를 연구개발
하는 기업들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미국 기업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 상위권에 포진
해 있는 스트라이프와 팰런티어는 각각 미국의 핀테크 및 빅데이터 분석 전문기업이다.
스트라이프는 2010년 창업 후 빠르게 성장하여 2017년 데카콘에 진입했으며, 1세대
핀테크 공룡인 페이팔(Paypal)을 빠르게 추격중이다(중앙일보, 2019.9.21.)35). 팰런
티어는 미국 CIA, FBI 등이 주요 고객으로, 산업 분야에서 독보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2020년 데카콘이 된 스노우플레이크는 클라우드 기반 데이터웨어하우스(DW)
개발업체로, 클라우드 시장의 리더인 아마존웹서비스(AWS), 구글클라우드플랫폼 등과
견줄만한 기업으로 성장할 것으로 평가 된다(IT조선, 2020. 2.10.)36).
핀테크·빅데이터·블록체인 유형은 주로 미국 기업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으나, 중국, 인
도, 브라질 등 신흥시장 강자들이 점차 진입하고 있다. 중국의 비트메인(Bitmain)은 암호화
폐 채굴기 제조사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암호화폐 채굴풀을 보유하고 있으며(플래텀,
2019. 8. 7.)37), 2020년 처음 데카콘에 진입한 인도의 One 97 Communications와 브라
질의 Nubank는 모두 핀테크 기업으로 대규모 내수시장을 바탕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3) 제조
세 번째는 제조(Hardware) 유형이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DJI, JUUL Labs가 있다.
미국과 중국, 영국이 각각 1곳씩 보유하고 있으며, 기술력, 시장 지배력, 유망성, 기
타 산업으로의 확장 가능성 등을 볼 때 DJI가 제일 우수한 것으로 평가된다. DJI는 중
국의 드론 제조 기업으로 선전의 제조 중간상에서 얻은 유용한 정보를 통해 사업기회

35) 중앙일보(2019. 9.21.), ｢'몸값 42조원' 스트라이프, 美 핀테크 공룡 '페이팔' 따라잡나｣, http://bit.ly/3u4lLC9
(검색일: 2020.7.11.).
36) IT조선(2020. 2.10.), ｢[스타트업 투자브리프] 블루포인트파트너스·스노우플레이크. http://bit.ly/3atMOis｣ (검색일: 2020. 7.11.)
37) 플래텀(2019. 8. 7.), ｢비트코인 채굴기 생산기업 ‘비트메인’ 미국에서 IPO 추진｣, http://bit.ly/3pxyEBc (검색일: 2020. 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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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포착하고, 선전시의 공격적 지원과 선전의 제조 생태계를 활용해 성장하였다. 미국
의 JUUL Labs는 전자담배 회사로 2017년 미국 전자담배회사 팍스랩스(PAX Labs)로부터
독립했으며 이후 데카콘에 진입했다. JUUL Labs는 중국의 선전에서 전자담배를 제조한다.
이 유형의 데카콘은 중국이 보유하고 있는 제조(가성비 기반) 역량을 기반으로 빠르게 성장하
였다. UB-tech를 비롯해 다수의 소비가전 분야의 중국 유니콘들이 무섭게 성장하고 있으며, 향
후 제조 분야의 데카콘은 중국이 주를 이룰 것으로 예상 된다. 세계의 공장으로 거듭나면서 ①
다양한 제조 공학 노하우와 정보를 축적, ② 높은 가성비를 보유한 생산 능력을 확보, ③ 시장수
요가 높기 때문에 중국의 제조 분야 스타트업의 빠른 스케일 업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4) 첨단 기술 분야
넷째, 첨단 기술(High-tech) 유형이다. 이 유형은 기술 장벽이 높으며, 현재 미국기
업만 진입해있다. 대표적 첨단기술 기업인 스페이스X는 테슬라 CEO인 일론머스크가
설립한 우주개발 전문 기업으로 현재 기업가치가 460억 달러이다. 2016년 기업가치
120억 달러로 데카콘 순위 11위였으나, 2019년에 7위, 2020년에는 3위로 올라서며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우주·항공 산업에 대한 기대로 인해 스페이스X에 대한 대형 투
자자들의 투자가 계속되고 있다. 현재 투자라운드 J까지 진행되었으며, 리드투자사는
구글, NASA(미항공우주국), 데카콘 캐피탈(Decacorn Capital) 등이다. 특히 NASA
의 전적인 지원을 받고 있으며, 당분간 IPO는 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매일
경제, 2020.5.31.)38). 이외에도 바이오 테크 분야의 새뮴드(SAMMUED) 등이 첨단 기
술을 바탕으로 기업가치를 인정받는 대표적인 첨단 기술 데카콘이다.
이 유형은 고도의 기술이 요구되며, 기업의 성장속도가 매우 빠르다는 특징을 갖는
다. 중국기업의 경우, 아직 기술력이 부족하고 많은 수요보다는 높은 신뢰성이 중요하
기 때문에 향후 미국 기업이 지속적으로 우위를 가질 것으로 예측된다. 중국에는 미국
의 미항공우주국(NASA), 방위고등연구계획국(DARPA), 미국국립보건원(NIH)과 같은
세계 최고의 원천 기술 역량을 보유한 기관이 아직 없기 때문에 당분간 이 분야에서는
데카콘 진입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38) 매일경제(2020. 5.31.), ｢스페이스X 주식 IPO 언제?...화성탐사 이후나 가능｣, https://bit.ly/3jXVRLL (검색일: 2020. 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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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 데카콘 유형별 기업현황 및 주요 특징
(단위: 달러)

유형

기업

주요 특징

공유경제·
플랫폼

Toutiao
(Bytedance), Didi
Chuxing, Grab,
SHEIN, Wish,
BYJU'S, Kuaishou,
DoorDash,
Instacart, Go-Jek,
Airbnb, Oyo Rooms

Ÿ 낮은 기술장벽, 비교적 단순한
사업모델로 기업수, 가치총액이
4개 유형 중 가장 높음
Ÿ 중국과 미국이 고르게 1위를 차
지하고 있음

핀테크·
블록체인·
빅데이터

UiPath, Palantir
Technologies,
Snowflake
Computing, Stripe,
One97
Communications,
Robinhood,
Bitmain, Nubank,
Ripple

제조

첨단 기술
분야

기타

기업가치
총액

국가별 현황

3,330억

Ÿ
Ÿ
Ÿ
Ÿ
Ÿ

중국-4개
미국-4개
인도-2개
싱가포르-1개
인도네시아-1개

Ÿ 첨단기술, 소프트웨어 중심 기
업들로 구성
Ÿ 첨단 기술 분야에 선도적인 미
국이 압도적 강세를 이룸
Ÿ 중국의 첨단기술 산업 추격으로
향후 중국기업의 진입이 늘어날
가능성 예측됨

1,380억

Ÿ
Ÿ
Ÿ
Ÿ

미국-6개
중국-1개
인도-1개
브라질-1개

JUUL Labs, DJI
Innovations,
echnologies, Global
Switch

Ÿ 미국, 중국, 영국 기업이 각 1
개씩 진입
Ÿ 미국 기업의 경우 부진을 겪고
있는 반면, 중국은 기존 제조
역량을 바탕으로 빠르게 성장중
Ÿ 향후 중국기업의 선전이 전망되
는 유형

380억

Ÿ 중국-1개
Ÿ 미국-1개
Ÿ 영국-1개

스페이스 X,
Samumed

Ÿ 고도의 기술력이 필요하여 진입
장벽 매우 낮으며, 미국기업만
진입한 상황임
Ÿ 중국은 아직 기술력이 부족하
고, 원천기술역량을 보유한 기
관이 없어 상당기간 진입이 어
려울 전망임

580억

Ÿ 미국-2개

Epic Games

Ÿ 게임회사로 유일하게 상당기간
데카콘 상태 유지중이나, 중국
게임업체의 급성장이 위협요인
이 될 수 있음

173억

Ÿ 미국-1개

자료: CB Insights 데이터베이스(2020.9 기준)39) 자료 활용하여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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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미·중 스타트업 혁신생태계 현황
1. 미국의 데카콘 혁신생태계 현황
가. 투자 및 금융 생태계
미국의 민간 스타트업 투자생태계가 유니콘 및 데카콘 기업을 많이 탄생시킬 수 있
는 비결은 무엇보다도 스타트업 투자 단계별로 고르고 지속적인 투자가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미국은 시리즈D 이상의 후기 단계의 스타트업 투자 비중(건수 기준)이 7% 수
준으로 한국의 1%보다 크게 높으며, 1억 달러 이상의 메가투자 건수도 177건, 385억
달러 규모로 한국의 4건, 28.3억 달러에 비해 훨씬 크다(2018년 기준).
[그림 2-9] 미국과 한국의 단계별 스타트업 투자 및 메가투자 비교

주: 단계별 스타트업 투자건수 기준(2018년)
자료: CB Insights(2018); 김보경(2019) 재인용

주: 메가투자는 1억 달러 이상의 금액을 특정 스타트업에 집중 투자하는 것을 의미(2018년)
자료: CB Insights(2018); 김보경(2019) 재인용
39) https://www.cbinsights.com/research-unicorn-companies (검색일: 2020. 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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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투자는 어느 정도 큰 규모로 성장한 스타트업이 지속성장과 가치상승을 위해
M&A나 IPO와 같은 EXIT을 선택하지 않고도 대규모 자본을 조달할 수 있기 때문에
유니콘 및 데카콘 기업으로의 성장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미국은 특히 유망 스타트
업에 대해 시제품 출시, 신기술 개발 등 특정한 형태의 비즈니스 개선이 전제되지 않더
라도 높은 지분을 확보하고자 하는 기존 투자자의 선제적 후속 투자 방식의 확산으로
메가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실제로 미국의 벤처투자 생태계는 전체 규모 투자건수보다는 투자금액이 증가하면
서 규모의 투자(투자의 대형화) 경향이 뚜렷히 나타나고 있다. 특히 2018년 평균 벤처
투자액은 13.9백만 달러, 평균 벤처펀드 규모는 205.7백만 달러로 전년도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반면 한국의 평균 벤처투자액은 2013년 18억 원에서 2018년 24억 원으로
증가하긴 했지만, 미국에 비해서는 2013년 1/3 수준에서 2018년 1/6 수준으로 오히
려 격차가 더 크게 벌어졌다(강준영·김혜진, 2019).

[그림 2-10] 미국의 벤처투자 규모 및 평균 투자액 추이

자료: PitchBook·NVCA(2019); 강준영·김혜진(2019)

특히 후기단계의 벤처캐피탈 투자는 최근 COVID-19 사태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1억 달러 이상의 메가투자 활성화로 인해 2020년 2분기 기준
후기단계의 VC 투자 전 기업가치(Pre-money Valuation) 평균은 7.38억 달러에 이
르며, 이는 2019년 대비 2배가량 높은 수치이다. 또한 후기단계 VC 투자 건 당 투자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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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Deal Size)는 3,500만 달러 수준으로 2018년 이래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을 기록했
다. 이러한 후기단계의 VC 투자규모의 증가와 투자 전 기업가치의 상승은 향후 미국의
유니콘 및 데카콘 기업의 가파른 증가세를 예상케 한다([그림 2-12] 참조).

[그림 2-11] 미국의 후기단계 벤처캐피탈 투자 추이(2020년 2분기 기준)

[그림 2-12] 후기단계의 VC 투자 전 기업가치(Pre-money Valuation)
VC 투자 건 당 투자규모(Deal Size)

자료: PitchBook(2020); PitchBook·NVCA(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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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대형 VC 투자에 있어서 산업별로는 바이오-헬스케어, 핀테크 분야가 지속
성장을 보이고 있다. 특히 바이오-헬스케어는 핀테크 및 AI/ML 분야에 비해 중국 대
비 미국의 우위가 두드러지는 산업 분야로, 김보경(2019)에 따르면 미국은 글로벌 헬
스케어 스타트업 투자에서 2018년 시점으로 건수 기준 50%, 금액 기준 67%의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2-13] 참조).

[그림 2-13] 글로벌 헬스케어 스타트업 투자 건수 및 투자액 추이(2014~2018)

자료: CB Insights(2018); 김보경(2019) 재인용

미국의 바이오-헬스케어 시장은 특히 COVID-19 사태 이후 초기투자보다는 후기
투자 중심으로 급격한 투자 규모의 증가세를 시현했으며, 특히 투자 전 기업가치 면에
서 급격한 성장세를 보였다. 이는 COVID-19 국면에서 미국의 바이오-헬스케어 분야
투자자들이 기업 성장에 거는 기대감과 긍정적인 전망이 작용한 것으로, 향후 미국에
서 유니콘 및 데카콘 기업 중 바이오-헬스케어 분야 기업의 비중이 높을 것으로 기대된
다([그림 2-14] 참조).
미국의 핀테크 분야는 2010년대 중반 이후 벤처캐피탈의 지속적인 관심을 받으며
대형투자가 활발해지고 있다. 선도기업 스트라이프뿐만 아니라 2019년 4분기에만
Forerunner Ventures, Crosslink Capital 등으로부터 5억 달러 이상을 유치한
Chime과 Google Ventures 등으로부터 3.33억 달러 이상을 유치한 Robinhood 모
두 2020년 9월 현재 기업가치가 100억 달러가 넘는 데카콘 기업으로 성장했다. 글로
벌 핀테크 스타트업 투자에 있어서 미국은 중국에 비해 금액 기준으로는 다소 작으나,
건수 기준으로는 36%를 차지해 2배 이상 많았다([그림 2-1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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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4] 미국의 생명과학 분야 벤처캐피탈 투자 추이(2020년 2분기 기준)

자료: PitchBook·NVCA(2020)

[그림 2-15] 글로벌 핀테크 스타트업 투자 건수 및 투자액 추이(2014~2018)

자료: CB Insights(2018); 김보경(2019) 재인용

한편 미국의 인공지능 및 머신러닝 (AI/ML) 분야 벤처투자는 2010년대 중반 활발한
투자 이후 2017년 큰 폭의 감소세를 경험한 다음 점진적으로 회복되고 있다. 특히
2018년부터 투자 건수는 감소했으나 평균 투자금액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올해
들어서는 AI/ML 투자가 다시 본격적인 성장궤도에 올라서고 있다([그림 2-1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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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6] 미국의 AI/ML 분야 벤처캐피탈 투자 추이(2020년 2분기 기준)

자료: PitchBook·NVCA(2020)

미국의 벤처펀드 및 평균벤처투자 금액 급증의 원인으로 2017~2018년 사이 메가
테크펀드(Mega Tech Fund)의 경쟁적 결성을 들 수 있다. 2017년 1,000억 달러 규모
의 소프트뱅크 비전펀드를 선두로 이에 자극받은 Silver Lake 펀드(150억 달러),
Vista 펀드(110억 달러) 등이 결성되는 등 10억 달러 이상의 메가 테크펀드가 11개나
결성되었다(<표 2-4> 참조). 이들 초대형 펀드의 등장으로4 미국의 벤처투자 시장에서
는 전반적인 투자기업에 대한 밸류에이션 상승효과가 나타나며 이는 다시 펀드의 대형
화를 유도하는 순환구조를 이루고 있다(강준영·김혜진, 2019).
<표 2-4> 미국의 메가 테크펀드 설립 현황
(단위: 십억달러)

명칭

규모

설립시기

Softbank Vision Fund

100

2017.5

Silver Lake Partners V

15

2017.4

Vista Equity partners Ⅵ

11

2017.5

Sequoia Capital Fund

8

2018.6

Tiger Global Partners Ⅺ

3.8

2018.10

TCV X

3

2019.3

자료: 강준영·김혜진(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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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7] 미국의 벤처펀드 규모 및 평균 투자액 추이

자료: PitchBook·NVCA(2019); 강준영·김혜진(2019)

한편 미국은 기업벤처캐피탈(Corporate Venture Capital, CVC)의 활성화를 통해
유망 스타트업에 대한 전략적 투자에 중점을 둠으로써 유니콘, 데카콘 기업으로의 성
장가능성을 높인다. 한국은 그동안 대기업의 CVC 참여 규제로 활성화되지 못했으나,
일반적으로 CVC 투자유치 스타트업들은 전통적 VC 투자 유치 그룹에 비해 기업공개
후 매출 증가율, 자산 수익률 증가분 등의 지표에서 모두 우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
다(HBR, 2013). 2018년 총 스타트업 투자액 기준 CVC 비중은 미국이 약 40%로 한
국의 17% 수준에 비해 크게 앞선다(김보경, 2019).
마지막으로 미국은 엑싯에 있어 M&A 시장이 크게 활성화되어 있다. 2018년 회수
금액 기준 미국의 M&A 비중은 43%로 유럽의 35%에 비해서 높으며, 한국의 3% 수준
에 비해서는 크게 높은 수준이다(아산나눔재단 외, 2019). 따라서 한국의 경우 기업가
치가 커지면서 엑싯의 수단으로 국내 M&A보다는 IPO나 해외 기업과의 M&A를 고려
할 수 밖에 없으나, 미국의 경우 M&A를 통해 기업공개 없이도 비상장기업으로서 기
업의 지속적인 가치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 이는 사업모델의 유망성은 높으나 실제 매
출이나 이익 규모가 성숙하지 못한 상당수 유니콘 및 데카콘 기업의 공개시장 상장의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해외 M&A를 통한 유니콘 기업의 해외 유출을 억제하는 효과를 가져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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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시장 규모 및 특성
미국의 시장규모는 기업으로 하여금 데카콘 기업 탄생의 핵심인 규모의 경제에 따른
거대한 고객기반을 보유할 기회를 제공한다. 예를 들어 미국의 전자상거래 시장은
2019년 5,869억 달러 규모로 중국의 1경 9,347억 달러보다는 크게 작으나 한국의
1,035억 달러에 비해서는 5.67배 더 크다. 특히 온라인 전자상거래 시장의 1위 기업
매출 기준으로는 미국의 아마존이 한국의 쿠팡과 45.73배의 격차를 나타내면서, 더 큰
규모의 전체 시장 중에서도 더 높은 수준의 시장점유율을 보이고 있다([그림 2-18] 참
조). 따라서 한국의 유니콘 기업 수준의 기업가치와 시장점유율을 가진 선도 스타트업
의 경우 미국 시장에서는 데카콘 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만큼의 시장규모의 격차
를 보인다. 이러한 커다란 시장 규모를 바탕으로 미국은 특정 사업 분야에 있어 1위
기업만이 아닌 2위 기업 이하에도 시장점유율에 따른 성장잠재력을 인정받으며, 대규
모 투자를 이끌어내고 유니콘/데카콘 기업으로의 성장이 가능해진다.
[그림 2-18] 한국과 미국의 전자상거래 시장규모 및 1위 기업 매출 비교

주: 좌 – E-commerce 시장규모(단위: 십억달러, 2018년 기준)
: 우 – 전자상거래 1위 기업 매출규모(단위: 조원, 2019년 기준)
자료: eMarketer(2019)40), CEO Score(2020)41)

40) https://www.emarketer.com (검색일: 2020. 8. 28.)
41) http://www.ceoscore.co.kr (검색일: 2020. 8.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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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유니콘 및 데카콘 기업 시장 환경에 있어서의 또 하나의 특징은 사업모델 관점
에서 B2B의 비중이 높다는 것이다. 2019년 1월 기준 유니콘 기업들 중 B2B 기업(단
독)의 비중은 미국이 38%로 중국의 20% 보다 훨씬 높았다([그림 2-19] 참조).
[그림 2-19] 미·중 유니콘 기업의 사업모델 유형별 비중 비교(2019.1 기준)

자료: China Accelerator (2019)42)

일반적으로 제조 및 하드웨어 분야의 산업이 집중되어 있는 B2B 시장은 사업 규모의
확장성 측면에서 B2C 시장에 비해 유리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실제 유니콘 및 데카
콘의 경우 최종 소비자 대상의 서비스 기반 비즈니스를 영위하는 B2C 기업이 상당수를
차지한다. 하지만 B2C 시장은 고객의 사업모델 및 제품/서비스에 대한 충성도나 가격
안정성, 경쟁 환경에 있어 변화가 심하고 위험이 크기 때문에 기업의 성장속도가 빠른
반면 실패의 가능성도 높아, B2B 시장에서의 투자가 큰 시장가치를 지닌 기업을 오래
보유하는 것이 보다 유리한 측면이 있다. 실제로 전자상거래도 B2B 시장의 경우 2020
년 전 세계 시장규모가 6경 6,0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B2C 시장의
3경 2,000억 달러보다 두 배 이상 큰 규모이다. 이 중 미국의 B2B 전자상거래 시장규모
는 1경 9,000억 달러 규모로 예측된다. 이러한 커다란 시장 잠재력을 바탕으로 미국의
B2B 기업에 대한 벤처투자는 B2C 기업에 비해 보다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2-20] 참조).
42) https://chinaccelerator.com (검색일: 2020. 8.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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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0] 미국의 B2B-B2C 후기단계 벤처캐피탈 투자 추이(2020년 2분기)

자료: PitchBook(2020)

또한 미국의 선도기업들은 대부분 미국 시장만으로 목표 및 대상시장을 한정하지 않는다.
기술 및 플랫폼 비즈니스의 선도성, 낮은 언어장벽 등으로 인해 미국의 선도기업의 사업모델
은 해외에서도 표준화하여 적용되는 경우가 많으며, 그 결과 자국의 플랫폼 및 기술기반 비즈
니스 역량이 부족한 상당수 국가들에서 해당 기업들의 사업모델이 가장 높은 시장점유율을
기록하고 있으며, 높은 해외 매출 비중을 기록하고 있다(Galloay, 2017).
한편 미국의 선도기업 상당수는 물리적인 공간에 제약을 받지 않고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하여 일상의 활동과 비즈니스를 동시에 영위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이나 개별
자산을 공유·활용하여 사회적 효용가치를 높이는 O2O 플랫폼을 구축하였다. 이러한
플랫폼 비즈니스는 기업이 직접 하나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개발·판매하는 일반적인 비
즈니스에 비해 많은 기업과 개인이 네트워크를 형성하며 각자의 필요에 기반한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할 수 있는 공간 및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큰 잠재가치를 지닌다.
여기에 더불어 2010년 이후 4차 산업혁명의 혁신 패러다임이 도래, 인공지능이 혁명
적 진화를 거듭하면서 개인의 다양한 수요와 욕구를 만족시키는 비즈니스가 가능해졌
다. 따라서 인공지능 분야의 선도기술 및 서비스를 가진 기업들의 성장잠재력에 많은 투자자
들이 높은 기업가치를 부여하고 있다. 미국의 선도기업들의 플랫폼+인공지능 기반 사업모델
은 실제 매출이나 이익규모보다는 넓은 사용자 기반의 사회적 후생을 발생시킨다는 차원에서
더 큰 기업가치를 인정받으며 데카콘 기업으로의 성장가능성을 높이게 된다(황석원,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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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정책 및 규제
최근 4차 산업혁명의 신산업 및 신시장에서의 융합기술의 사업화에 있어서 핵심은
기술보다 규제완화에 있다. 미국은 한국(포지티브(명시된 조항만을 허용하는 방식))과
달리 전형적인 ‘네거티브(명시된 조항만을 제외한 모든 것을 허용하는 방식)’ 규제체계
를 보유하고 있어 해당 사업을 영위하면서 소비자와 시장에 ‘해를 끼치지 않는다면’
어떠한 방식의 사업활동도 가능하다. 문제는 4차 산업혁명 시대, 유니콘과 데카콘 기업
의 탄생 가능성이 높은 O2O 플랫폼이나 AI, 빅데이터, 헬스케어 등의 분야에서 이러
한 포지티브·네거티브 규제체계의 차이는 스타트업의 시장진입과 고속성장에 있어 큰
격차를 만들어낸다는 점이다.
[그림 2-21] 글로벌 누적투자액 TOP100 기업 중 한국에서의 사업가능 여부

자료: 아산나눔재단 외(2019)

이 중 4차 산업혁명의 핵심 분야인 O2O 플랫폼과 헬스케어 산업의 경우 한국에
비해 미국의 규제 경쟁력이 두드러진다. O2O 분야의 경우 ICT 국가 경쟁력은 한국이
1위, 미국이 27위에 불과하나 유니콘 기업의 수는 각각 2개와 12개로 큰 차이를 보인
다. 또한 최근 벤처투자가 가장 활발히 이루어지는 헬스케어 분야의 경우 기본 인프라
는 한국이 17위, 미국이 29위에 불과하나 전 세계 상위 100대 스타트업 중에서 70개
가 미국 기업으로 나타났다([그림 2-2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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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2] 산업별 국가 경쟁력 지표 대비 한·미·중의 스타트업 경쟁력

주: *홍콩 유니콘 기업 4개는 중국에 포함; **누적 투자액 기준 산업별 상위 100개 업체; ***모빌리티, 여행, 부동산,
음식배달
자료: 아산나눔재단 외(2019)

헬스케어 분야 중 가장 큰 규제 이슈는 원격 의료 분야에 있는데, 한국의 경우 여전
히 원격 진료, 원격 모니터링, 원격 조제 등이 미국과 달리 제한된 범위에서만 가능하
다. 이마저도 최근 규제자유특구, 규제샌드박스 도입 등으로 대폭적인 규제완화 정책의
시동을 걸게 된 이후의 변화이다. 실제로 세계 누적 투자액 기준으로 상위 100대 디지
털 헬스케어 스타트업 기업의 44%는 원격 의료 영역의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나타
나, 해당 분야에서 한국과 미국의 유니콘 및 데카콘 기업 성장잠재력의 격차는 클 수밖
에 없다. 또한 유전자 검사의 경우에도 미국에서는 웰니스, 질병예측, 유전질환 보인자
등 다양한 사업이 허용되는 반면, 한국에서는 웰니스 분야에서의 제한적인 검사만 가
능해 미국의 선도기업 ‘23andMe’과 같은 기업이 탄생하기 어렵다([그림 2-2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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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3] 한국과 미국의 헬스케어 분야 규제 이슈 관련 비교

자료: 아산나눔재단 외(2019)

미국의 유니콘 기업이나 데카콘 기업 육성을 위한 별도의 정책지원 프로그램은 존재
하지 않는다. 다만 미국 중소기업청(SBA)은 기업 성장의 관점에서 스케일 업
(Scale-up) 지원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ScaleUp America Initiative’를 발표, 연 매
출 1억 5,000만 원~5억 원 규모의 중소기업들을 선정해 경영 자문 및 교육, 네트워킹
등의 방식으로 성장을 지원하고 있다. 현재 SBA의 Scale Up America Initiative를
통해 애리조나 주의 ScaleUp Tucson 등 13개주의 15개 Scale Up America 커뮤니
티가 지원을 받고 있다(홍재근, 2017).
한편 미국 캘리포니타 산타클라라에 소재한 실리콘밸리은행(Silicon Valley Bank: SVB)
은 ‘VC투자 조건부 대출’을 모델로 하는 성장금융 기관으로, 스타트업의 대규모 투자를 촉
진시키는 미국 벤처생태계의 독특한 금융모델이다. 2016년 말 기준 28개 지점 및 2,311명
의 임직원 보유, 총자산 규모 $453억, 당기순이익 $3.8억에 달하는 우량 은행이다.
SVB는 VC나 사모펀드와의 협력을 기반으로 벤처캐피탈이 투자한 기업에 적정마진의 대
출을 지원하는 ‘VC투자 조건부 대출’ 방식을 통해 스타트업과 같은 초기단계 기업 중 성장
유망기업을 발굴한다. 그리고 이들 기업들을 대상으로 성장보육프로그램, 단계별 맞춤 금
융서비스를 제공하고, VC/PE의 추가 펀딩, M&A, IPO 등을 통해 대출금을 회수한다.
SVB의 사업모델은 벤처기업으로 하여금 지분투자로 인한 지분율 희석을 최소화하는 동
시, 투자 대비 금융비용이 낮은 대출을 운영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한다(홍재근,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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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인재
최고의 인재들이 스타트업에 몰리는 것은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 공통적인 현상이
다. 미국의 Mojo Mortgages의 분석 자료에 따르면, 2019년 8월 기준 전 세계 유니콘
창업자 462명 중 스탠퍼드 대 졸업생이 63명으로 가장 많으며, 하버드대가 39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스탠퍼드나 UC Berkeley(4위, 18명)와 같은 창업친화적인 대학을 중
심으로 스타트업 창업에 대한 거부감 없는 도전문화가 존재하여, 스타트업 창업자가
실패를 통해 중요한 교훈을 얻었다면 이를 긍정적인 경험으로 받아들이고자 하는 위험
감수 성향이 높다(대한상공회의소, 2018).
한편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 분야인 인공지능(AI)의 경우 인재영입의 중요성이
보다 강조되고 있다. 알파고를 개발한 딥마인드(DeepMind)의 인수를 둘러싼 구글과
페이스북의 경쟁이 그 예이다. 실제로 2016년 AI붐이 일어나자 실리콘밸리의 기업들
은 경쟁적으로 AI인력 확보에 나섰고, 아마존은 당시 2,600억 원을 투자하고 1,179명
의 AI 인력을 채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당시 미국 주요 기업의 AI 인력 투자규모가
현재의 기업가치 순위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을 보면 기업 성장에 있어 AI 인력의 중요
성을 새삼 실감케 한다(강준영·김혜진, 2019).

[그림 2-24] 미국 주요 기업의 2016년 인공지능 인력 투자금액
(단위: 억원)

자료: 한국무역협회(2018); 강준영·김혜진(2019)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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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개발자 공급 문제 해결을 위해 해외 인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실리콘밸리
에 재직 중인 대졸 이상의 ‘STEM (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Mathematics)’
종사자 중 약 60%가 미국 외 국가 출신으로 알려져 있다(아산나눔재단 외, 2019).
한편 미국의 유니콘 및 데카콘 생태계에서의 인재생태계의 핵심은 바로 성공한 연쇄
창업가들의 힘이다. 한국의 경우 최근 연쇄창업가는 대부분 시드 단계에 머무르고 있
는 반면, 실리콘밸리에서는 4~7번 이상의 창업 과정을 거치며 인수합병(M&A)과 같은
성공적인 경험도, 실패와 파산의 안타까운 경험도 동시에 보유한 연쇄창업가의 수가
매우 많다. 실리콘밸리의 창업가들 사이에는 이러한 자신의 경험과 노하우가 자신의 또 다
른 창업을 넘어서 후배들의 창업과정에서 기꺼이 활용되기를 바라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다.
실례로, 미국의 전자결제 전문기업 페이팔(Paypal)에서 나와 창업한 전문가들은
2003년 페이팔을 이베이(eBay)에 매각하면서 벌어들인 자금을 밑천 삼아 벤처사업에
다시 뛰어들면서 눈부신 성공을 이루었다. 링크드인 설립자인 리드 오프먼,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유튜브 설립자인 스티브 천 등이 바로 이들이다.
이들이 미국 실리콘밸리를 주도하는 그룹으로 성장하면서 ‘페이팔 마피아(Paypal
Mafia)’라는 용어가 회자되었고, 이는 구글 출신의 ‘구글 동창회(Google Alumni)’
등과 같이 연쇄적으로 벤처창업과 투자활동을 수행하는 영향력 있는 선도창업자 그
룹을 일컫는 대명사가 되었다(연합인포맥스, 2018. 4.19.)43). 실제 유니콘기업 창업
자의 약 30%는 여러 번의 창업을 경험하고 엑싯을 반복한 연쇄창업가로 알려져 있다
(스타트업투데이, 2017.10.16.)44). 이러한 우수한 창업가들의 긍정적인 의미에서의
‘카르텔’은 우수한 사업 아이디어와 기업가정신만 있으면 얼마든 민간 성공 창업가들
의 대규모의 투자와 보육을 받을 수 있는 공평한 기회를 제공한다. 이는 정부의 별다른
정책적 투자 없이도 글로벌 선도기업 및 유니콘·데카콘 기업 다수를 탄생시킨 미국 창업
생태계의 원동력이다.

43) 연합인포맥스(2018. 4. 19.), ｢<시사금융용어> 페이팔 마피아(Paypal Mafia)｣, hhttps://url.kr/hcpaIE (검색일: 2020. 8. 31.)
44) 스타트업투데이(2017.10.16.), ｢유니콘 기업의 창업자들｣, https://url.kr/m1Yvhp (검색일: 2020. 8.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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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국의 데카콘 혁신생태계 현황
가. 투자 및 금융 생태계
중국의 스타트업 투자 건수는 2012년 258건에서 2018년 2,985건을 기록하며 폭
발적인 성장을 이루었다. 금액 기준으로는 2018년에 미국을 제치고 1,130억 달러를
투자하며 세계 최대의 벤처투자 국가로 거듭났다. 또한 글로벌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
중역시 47.7%를 기록하며 세계 최대 규모의 스타트업 투자 생태계로 도약했다.

[그림 2-25] 한미·중 투자건수 추이(좌)와 투자 금액 추이(우)
(단위: 건, 십억달러)

자료: 김보경(2019)

특히 중국은 이른바 쌍창 정책으로 불리는 창업지원 정책 전후로 투자 생태계가 크
게 활성화 되었다. 2014년, 2015년 투자액이 급격히 증가하였고, 2016년부터 GDP
대비 투자액이 미국보다 높게 나타났다.
특히, 해당 기간에 가장 주목할 만한 점은 중국이 양적 측면(총액 또는 총건수) 에서
투자 규모가 미국보다 크게 증가한 것이 아니라, 평균 투자 금액이 크게 증가했다는
것이다. 중국의 스타트업 투자금액의 평균 규모는 2013년 이후부터 미국에 비해 크게
증가해 2016년 세계 최고를 기록했으며, 2018년에는 세계 메가투자 금액의 50.8%를
기록했다. 이는 중국에서 규모가 큰 메가 딜이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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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6] 한·미·중 투자금액 평균값 추이(좌) 및 중앙값 추이(우)
(단위: 백만달러)

자료: 김보경(2019)

또한 미국과 비교했을 때 중국에서는 투자 단계 기준으로는 초기(시리즈 A) 단계의
투자가 매우 활성화 되어 있고, 금액 기준으로는 중기 시리즈 (B·C) 투자가 중점적으로
유치되어 결과적으로 스타트업 투자가 단계별로 고르게 활성화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투자 분야별로 살펴보면, 중국은 인터넷, 헬스케어, 모바일 등 전 분야에 모두 고르
게 분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고, 다른 국가에 비해 소비자 제품 및 서비스, 산업재, 기
타 부문의 투자도 매우 활성화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활발한 투자 환경 구축에는 중국에 진출한 미국계 벤처캐피탈과 중국내 테크 자이
언트들의 기여가 컸다. 중국의 스타트업 투자건수 상위 투자자는 미국계 벤처캐피탈인 세콰
이어 케피탈 차이나(Sequoia Capital China), 매트릭스 파트너스 차이나(Matrix Partners
China), IDG 캐피탈 등이며, 중국계 벤처캐피탈은 치밍 벤처 파트너스(Qiming Venture
Partners), 전거 펀드(Zhen Fund), 텐센트 홀딩스(Tencent Holdings) 등이 있다.
중국의 대표적인 IT 공룡인 텐센트의 벤처캐피탈인 텐센트 홀딩스는 O2O, 게임 및 엔
터테인먼트, 인공지능 등 분야에 800개가 넘는 기업에 투자했다. 그 중 160여개 기업이
10억 달러(1조 2,000억 원) 이상의 가치를 보유했으며, 70여개의 회사는 IPO에 성공했다.
투자한 대표 기업으로는 라이엇 게임즈, 슈퍼셀, 에픽게임즈 같은 글로벌 게임 스타트업과
메이투안과 같은 중국의 차세대 O2O 기업들이 있다. 또한 인공지능 분야에서는 AI엑셀러
레이터를 운영하며 인공지능 사업화를 본격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스마트 리테
일 분야의 공격적인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IT 조선, 2020. 1.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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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거펀드는 외국어 교육 전문 그룹인 신동방(新东方)의 창업자 쉬샤오핑(徐小平)이
해외 유학생의 창업을 위해 세콰이어캐피탈과 함께 2012년 설립한 엔젤투자 펀드로,
창업자에 친화적인 투자 조건 제시와 전폭적인 기업의 성장 지원으로 유명하다. 전거
펀드는 총 900여회의 투자 중 800여회 이상을 A라운드 이전에 집행했으며, 중국내
인공지능 분야에서 가장 많은 투자를 단행한 벤처캐피탈이다. 대표적인 투자 기업으로
는 이투커지, 이항, 샤오홍수와 같은 신기술 기반의 스타트업이 주를 이룬다.
중국의 인공지능 대가로 유명한 리카이푸가 2009년 설립한 혁신공장(创新工场)도
중요한 벤처캐피탈이다. 전거펀드와 같이 주로 초기 스타트업에 투자하고, 단순한 투자
뿐 아니라 전방위적인 지원을 통해 기업의 성장을 돕는 것으로도 유명하다. 또한 중국
전역에 대학생 창업과 인공지능 창업·사업화와 관련된 풍부한 교육과 강연을 통해 중
국내 창업 문화 확산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대표적인 투자기업으로는 메그비, 모멘타
등과 같은 인공지능 유니콘이 주를 이룬다. 이외에도 징동, 샤오미, C-trip 등 IT 기업
들이 설립한 벤처캐피탈의 투자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다양한 형태의 창업 펀드
가 조성되고 있다. 전반적으로 중국계 벤처캐피탈은 미국에 비해 자국의 초기 기업에
투자하는 성향이 강하며, 주로 AI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중국의 투자 생태계는 엑싯 관점에서도 우수한 환경을 보유하고 있다. 중국의 스타
트업들은 연평균 21%의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알리바바와 텐센트 등이 대규모
M&A를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BAT(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 기업
의 과도한 영향력으로 인해 창업 투자 생태계의 건전한 발전이 저해된다는 평가도 존
재한다. 미국의 4대 IT 기업 FAMG(페이스북,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이 미국의
벤처투자의 5%를 차지하는데 비해 BAT는 벤처투자의 42%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중국 혁신 생태계가 소수의 기업에 의해 과점되어 있다고 평가 받고 있다.
또한 활성화된 투자 환경으로 인해 ofo, 루이싱 커피와 같은 부실기업이 속출하면서
거품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ofo의 경우 도크리스 공유 자전거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
며 중국 전역에 보급되고 글로벌 시장에도 진출했지만, 시장 독점을 위한 출혈 경쟁에
매몰되어 수익 악화를 견디지 못하고 결국 파산하였다. 루이싱 커피의 경우, 현장주문
45) IT조선(2020. 1.22), ｢텐센트, '스마트 리테일' 공격적 투자 공개 선언｣, http://bit.ly/37pVeFr (검색일: 2020. 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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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 온디맨드형 커피 주문이 가능한 커피테크 선두주자로 2020년 나스닥에 상장했지
만, 회계 조작(매출 과대 계상) 문제가 불거지며 나스닥 상장이 폐지되었다.
이외에도, 미·중 패권경쟁으로 인해 중국 기업들의 미국 상장이 어려워질 것으로 예
상되고, COVID-19로 인한 벤처 투자 생태계 충격 등은 부정적인 요인으로 지목받고
있다. 하지만 중국 정부가 나스닥의 대안으로 커촹반을 신설하고, 금융 개방을 통해
해외 자본의 유입을 장려하고 있어 투자환경이 어두운 것만은 아니다. 또한
COVID-19 기간 언택트 비즈니스 수요 증가로 중국의 주요 첨단 기술 유니콘들의 매
출은 증가하고, 유망기업들의 기업가치가 다소 하락하면서 좋은 기업을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시장 환경이 조성되어 M&A가 활성화되는 효과도 있다.

나. 시장 규모 및 특성
중국 개혁개방 이후 현재까지 약 40년간 고속 성장을 지속해온 중국은 2019년 14억
인구의 1인당 GDP가 처음으로 1만 달러를 돌파하며, 본격적인 중진국 대열에 진입했다.
아울러, 중국은 내수 시장 규모, 디지털 경제 규모, 휴대폰 사용자 수, 5G 가입자 수, 전자
상거래 규모 등에서 압도적인 규모와 성장률, 그리고 잠재 성장 가능성을 보유하게 되었다.
많은 시장 요소 중 최근 가장 주목해야 할 특징은 바로 라이브 스트리밍으로의 빠른
전환이다. 기존의 이커머스가 공급자 주도적인 단방향 플랫폼이었다면, ‘왕홍’이라고 불
리우는 중국의 인플루언서들이 직접 상품을 소개하고 소비자들이 구매하는 형태의 라이
브 커머스는 공급자와 소비가 간의 상호작용이 가능한 형태의 디지털 커머스를 의미한다.
중국의 라이브 커머스는 현재 다양한 형태로 발전하고 있다. 인지도 있는 인플루언
서가 판매하는 형태를 기본으로 하지만, 이러한 개인들이 자신의 영향력과 구매력을
기반으로 제조사와 협상하여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물건을 대량 확보해 소비자들에게
공급한다. 또한 직접 국내외 판매지를 방문하여 라이브 스트리밍을 통해 소비자와 실
시간으로 교류하며 물건을 판매하는 경우도 많으며, 특정 인플루언서를 거치지 않고
상품의 생산자들이 직접 라이브 스트리밍 서비스를 통해 자신들의 제품을 판매·홍보하는
형태로도 진화하고 있다. 최근에는 주요 지자체에서 지역 농산품, 특산물 홍보 및 판매를
위해 정부 관료 등이 라이브 커머스 플랫폼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사례도 등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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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5> 라이브 커머스의 주요 유형
유형

방식
달인형

일반 유형

특정 지역
기반형

특정 영역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는 인플루언서가 판매

타임세일형

BJ가 브랜드와 협상하여 구독자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

점포형

BJ가 매장내의 상품을 소개하면서 시청자들과 상호작용 하며 판매

생산기지 라이브형

상품 생산기지에서의 라이브 판매 방송

생산지 라이브형

농산품 위주로 생산지에서 라이브 판매 방송을 진행하여 판매

해외구매 대행형

BJ가 해외에서 구독자들에게 상품을 선보이고 구매를 대행

자료: 플래텀(2020. 8.14)을 참고하여 저자 정리46)

라이브 방송의 실현 가능성과 침투율을 고려했을 때, 화장품, 패션·잡화의 경우 이
미 상당히 성숙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식품과 가전제품 등이 빠르게 성장중이며, 자동
차, 가구, 생활 서비스 같은 다양한 재화들도 라이브 커머스 플랫폼에 진입하고 있다.

[그림 2-27] 상품별 라이브 커머스 난이도 및 침투율

자료: 플래텀(2020. 8.14)47)

46) 플래텀(2020. 8.14), ｢[플래텀 차이나 리포트] 중국 라이브커머스 동향 보고서｣,
https://platum.kr/archives/146860 (검색일: 2020. 9.12)
47) 상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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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고 공격적으로 성장중인 라이브 커머스 시장의 규모는 최근 폭발적으로 증가하
였다. 사용자는 2016년 3.25억 명에서 2020년 5.6억 명으로 증가했으며, 거래액은
2017년 190억 위안(3조 2,000억 원)에서 2020년 약 9,610억 위안(163조원)으로 약
50배 성장할 것으로 예측된다.

[그림 2-28] 중국의 라이브 커머스 규모

자료: 플래텀(2020. 8.14)48)

과거 중국의 주요 유망 디지털 서비스 영역은 대부분 선두 기업이 출현하여 시장의
50%를 선점하고, 새로운 후발주자가 추격하여 나머지 40%를 점유하고, 수많은 나머
지 기업들이 10%를 두고 경쟁하는 형태를 보였다. 이는 결국 1,2위 기업 간의 합병을
통한 시장 독점과 대다수 나머지 기업의 파산의 형태로 정리되는 형태를 띠었다. 이러
한 패턴은 알리바바와 텐센트가 중국의 모바일 결제 플랫폼을 양분한 결과로, 주요
O2O 및 공유경제 서비스는 대부분 이 두 기업의 투자를 받아 성장하거나 모바일 결제
플랫폼의 지배력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라이브 커머스의 증가로
새로운 대안 플랫폼인 틱톡과 콰이셔우가 등장하면서, 오랫동안 중국 디지털 서비스
및 플랫폼 분야의 양강구도를 깨는 형태로 변화하고 있다.

48) 플래텀(2020. 8.14), ｢[플래텀 차이나 리포트] 중국 라이브커머스 동향 보고서｣,
https://platum.kr/archives/146860 (검색일: 2020. 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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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정책 및 규제
중국이 창업 대국으로 거듭난 데에는 효과적이고 공격적인 정책이 유효했다. 2015
년 발표된 대중창업, 만인창신 정책은 큰 성공을 거두어 중국 전역에 창업붐을 일으키
고, 수많은 기업의 창업으로 이어졌다. 실제로 2017년 한 해에만 중국에서 하루 평균
약 1만 5,000개의 기업이 탄생했다(이자연, 2018).
어떻게 이러한 폭발적인 창업 붐이 가능했을까? 기본적으로 중국 정부가 규정한 혁
신 창업의 정의가 굉장히 광범위했다. 기술 혁신형 뿐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아이디어
기반의 비기술 기반 창업 역시 혁신 창업의 범위에 포함시켜 지원함으로써, 전반적인
창업 활성화와 저변확대에 성공했다.
또한 중국 정부는 중앙 및 지방정부의 세제 혜택, 창업시범기지 조성, 창업 공간 및
인프라 구축, 국가창업인도기금을 비롯한 자금 조달 지원, 과학기술사업화 지원, 창업
교육 확대 등을 통해 전방위적으로 창업 활동을 지원했다.

<표 2-6> 중국정부의 주요 창업 지원 관련 정책
시기

주요 정책

2015년 5월

새로운 상황에서의 취업·창업 촉진에 관한 의견
(国务院关于进一步做好新形势下就业创业工作的意见)

2015년 6월

대중창업, 만중혁신 강력 추진을 위한 정책 조치 의견
(国务院关于大力推进大众创业万众创新若干政策措施的意见)

2016년 5월

대중창업, 만중혁신 신시범기지 건설 실시 의견
(国务院办公厅关于建设大众创业万众创新示范基地的实施意见)

2017년 6월

대중창업, 만중혁신 제2차 시범기지 건설 실시 의견
(国务院办公厅关于建设第二批大众创业万众创新示范基地的实施意见)

2017년 7월

혁신 드라이브 발전전략 강화를 통한 대중창업, 만중혁신 심화 발전 의견
(国务院关于强化实施创新驱动发展战略进一步推进大众创业万众创新深入发展的意见)

2018년 9월

신산업 발전을 위한 솽촹 업그레이드 정책
(国务院关于推动创新创业高质量发展打造“双创”升级版的意见)

2019년 6월

대중창업, 만중혁신 촉진을 위한 조치
(双创引向深入的措施)

자료: 현상백 외(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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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으로 쌍창 시범기지 내 시범 과학연구프로젝트 성과 사업화에 대한 R&D비
용 75%의 세수 가면 혜택이 있다. 인프라 구축 측면의 주요 정책으로는 창업, 네트워
킹, 행정·법률자문 서비스 제공, 투자자 연계 등을 가능하게 하는 중창공간을 설립·지
원하는 정책, 혁신발전 시험구 지정, 창업시범기지 선정 등이 있다. 규제 측면에서는
중국은 미국과 유사하게 기본적으로 네거티브 규제 형태를 기반으로 하여, 다양한 기
술과 서비스를 손쉽게 테스트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다. ‘팡관푸(放管服)’ 개혁으
로 불리는 규제개혁은 크게 ① 회사 설립 절차 간소화 ② 자본금 인하 ③ 직업 기준
완화 ④ ｢중소기업촉진법｣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백서인 외(2018)에 따르면 중국은 대다수의 영역에서 신기술 및 신사업의 초창기에 매우
개방적인 규제환경을 조성하여 다양한 혁신 주체가 다양한 시도를 하는 것을 장려한다.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시장이 과열되거나, 심각한 사회문제와 비효율성이 나타날 경우 지방 차원에
서 규제 조치를 시행한다. 규제 조치는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진행하며, 이중 가장 효율성이
높은 정책들은 중앙 규제로 채택되어 전국적 규제로 확산되는 메커니즘을 보유하고 있다.
예를 들어 국가의 핵심 육성 분야인 인공지능, 로봇, 3D 프린팅, 드론 등의 경우, 관
련 기술 개발, 이를 활용한 서비스 개발 및 사업화 등 모든 영역에서의 규제나 행정 절차
가간소화되고, 지방정부 차원에서의 전방위적인 지원 정책도 시행되었다. 하지만 이러
한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서비스의 경우, 사생활 침해나 기술 윤리 등의 이슈를 안고
있어 이에 대안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며, 공급 과잉과 기업 난립으로 인한 산업
생태계 악화의 위험성도 존재한다. 따라서 드론, 로봇 등 산업의 경우 일정 기간 이후
안전한 활용을 위한 가이드라인이 드론의 메카였던 선전시에서 가장 먼저 제정되었고,
이후 이런 기준들이 중국내 타 지역의 표준으로까지 확산되었다. 이외에도 로봇의 활용
과 도입, 3D 프린팅 등의 안전기준과 활용 가이드라인도 동일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또한 공유경제 및 O2O등 분야에서도 중국 정부의 네거티브 규제 기반의 육성 정책
은 동일하게 유지되었다. 한국에서 큰 마찰을 빚은 차량 공유의 경우, 중국은 2016년
에 이미 라이드 헤일링을 비롯한 모든 종류의 차량 공유를 합법화하여 시장의 불확실
성을 해소해 주었다. 이후 차량 공유 및 자전거 공유 등의 사회적 문제가 불거지면서
베이징시, 상하이시 등에서 안전·관리기준이 강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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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반적인 재정 악화로 인해 2018년 이후 주요 신산업 분야에서 보조금 지급과 같은
직접적인 형태의 지원 정책은 기술 혁신을 장려하는 간접적 지원 기조로 변화하였다.
가장 대표적으로 전기차 및 배터리 분야의 경우, 과거에는 직접 보조금을 지급하여 산
업 저변을 확대하는데 집중했지만, 최근 들어 직접 보조금 규모를 대폭 축소하고, 기술
혁신 활동을 지원하는 간접적인 방식으로 변화하였다.
2019년 미·중 패권 경쟁이 본격화 된 이후 혁신 생태계에 있어서 중국 정부의 가장
큰 정책 변화는 바로 커촹반 신설을 통한 하이테크 기업의 자금조달 환경 구축이다.
과거에는 중국의 혁신기업들이 중국내에서 큰 성공을 거두고, 이를 기반으로 홍콩 또
는 나스닥에 상장해 자금을 확보하고 이익을 실현하는 것이 전형적인 루트였다. 그러
나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중국 혁신 기업에 대한 견제 기조가 강화되면서 이러한 성장
루트를 실현하기가 어려워짐에 따라, 중국 정부는 중국내에서 새로운 자금 확보가 가
능한 중국판 나스닥인 커촹반을 신설해 혁신 생태계 투자를 촉진하고 있다. 커촹반은
기존 거래소에 비해 상장기준을 완화하고, 기존의 허가제 대신 주식등록발행제도를 도
입하여 IPO예정 기업들의 상장주기를 반년 이상 단축했다. 또한 기술력과 연구개발력을
확보한 기업의 경우에는 적자상태에서도 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다(현상백 외,
2019).

<표 2-7> 중국 증권 거래시장의 구조
구분

상하이증권거래소

선전증권거래소

장외시장

메인보드

커촹반

메인보드

중소판
(SME)

창업판
(ChiNext)

신삼판
(NEEQ)

설립일

1990.12

2019.7

1991.7

2004.6

2009.10

2006. 1(시범)
2013. 12
(전국)

상장기업
유형

국유기업,
대기업

성장형
벤처기업

국유기업,
대기업

중소·중견
기업

벤처기업

성장형
벤처기업

자료: 현상백 외(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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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인재
중국의 혁신 생태계의 중요한 동력은 바로 풍부한 인재와 그들의 활발한 창업활동
이다. 2016년 기준, 중국의 대학교 졸업생 수는 795만 명이며, 이 중 창업자는 61만
5,000명으로 약 8%의 비중을 차지하였다. 이는 동기간 한국의 대학생 창업 비율인
0.8%의 10배에 해당한다(이자연, 2018). 중국 혁신 생태계의 주축인 핵심 인재의 유
형은 크게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첫째, 대학교에서 천재적인 아이디어와 기술력을 기반으로 창업한 사례이다. 대표적
으로 기업가치 10조를 돌파한 메그비(Megvii)의 경우, 칭화대학 컴퓨터 실험반 동기
3명이 26세에 창업한 기업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안면인식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리
카이푸는 이들이 초창기 구글을 연상케 한다고 평가하였다(리카이푸, 2019). 이외에도
중국 최고의 음성인식 인공지능 기업 iFlytek의 창업자 리우칭펑은 중국과기대에서 통
신 및 전자시스템 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에 대학 동창들과 함께 창업하여, 중국
음성인식 시장의 70%를 점유했다. DJI의 창업자인 왕타오의 역시, 홍콩과기대 박사과정
중에 DJI를 창업해 세계 영상촬영 드론 시장의 70%를 점유하는 놀라운 성과를 창출했다.
둘째, 해외 유학 후 글로벌 IT기업에서 근무 후 귀국하여 중국내에서 창업을 하는
인재와 귀국 후 중국내 혁신기업을 육성하는 역할을 하는 조력자들이 크게 기여하고
있다. 리엔홍은 미국 유학 후 귀국해 중국판 구글인 바이두를 창업하였고, 마이크로
소프트에서 근무하던 왕싱은 귀국 후에 음식배달 플랫폼인 메이투안디엔핑을 창업했
다. 미국과 중국의 혁신 생태계를 모두 경험한 리카이푸는 귀국 후 시노베이션을 창업
하여 적극적인 스타트업 투자와 창업 붐을 실현하고 있다. 또한 중국의 이러한 글로벌
인재들은 중국 기업들이 미국시장을 비롯한 글로벌 시장에 진출할 때 중요한 연결고리
역할을 하고 있다.
셋째, BAT를 비롯한 IT기업 출신 인재들의 창업이 매우 활발하다. 중국의 주요 IT
기업들은 스타트업과 혁신기업 투자에 공격적으로 뛰어들 뿐 아니라, 다양한 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보유하여 미국과 유사한 형태의 알리바바 마피아, 텐센트 마피아를 육성해내
고 있다. 디디 추싱을 창업한 청웨이는 알리바바에서 경력을 쌓은 후 창업에 성공했다.
넷째, 중국에도 미국과 같이 연쇄창업에 성공한 인재들이 출현하고 있다. 바이트 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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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를 창업한 장이밍의 경우, 중국판 트위터인 판퍼우, 부동산 검색엔진인 지우지우팡
창업의 성공에서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글로벌 쇼트비디오 플랫폼인 틱톡의 모회사
인 바이트댄스를 창업하였다.

[그림 2-29] BAT 출신들의 창업 현황

자료: 박준성 외(2018)

중국의 IT 1세대에서는 과거 미국에서 성공한 서비스를 그대로 베끼거나 도입한 형
태의 창업이 주를 이루었다. 노골적인 베끼기와 무단 도용 등이 논란이 되었고, 정부는
자국기업 보호를 위해 불공정한 조치를 단행해왔다. 이러한 모방의 단계를 거쳐 중국
의 혁신 기업들은 점차 창조적 모방과 중국시장에 맞는 서비스와 기술을 개발하기 시
작했고, 이러한 차별성을 기반으로 외국기업과 승부하기 시작했다. 이와 함께, 중국의
경제성장과 혁신생태계의 전반적인 진화를 통해 기술과 서비스의 수준이 크게 향상되
었고, 가치판단 역량, 비즈니스모델 개발 역량 등이 크게 강화되었다. 이와 동시에,
‘996(9 to 9 주 6일 근무)’으로 대변되는 인재들의 엄청난 투입으로 중국의 창업 생태
계는 빠르게 성장했다. 세콰이어캐피탈 창업자는 워라밸을 추구하는 실리콘 밸리의 기
업가정신은 중국에 비해 뒤떨어졌다고 평가했으며, 바이두의 총괄책임자였던 앤드류응
은 실리콘 밸리에서 한 달 걸리는 일이 베이징에서는 일주일이면 된다고 언급하였다
(리카이푸,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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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혁신기업의 성장 요인(Factor) 및 경로(Path)
1. 기업 성장 이론에 관한 문헌 검토
유니콘, 데카콘 기업의 성장은 전통적인 기업 성장 이론과 모형으로 설명하기 어려
운 부분이 많다.
우선, 유니콘 및 데카콘 기업의 성장은 일반적인 기업과 매우 다른 유형의 성장 패턴
을 따른다. 일반적으로 기업의 성장률은 기업 규모가 증가할수록 감소하는 경향을 보
인다. 기업 성장에 관한 경제학 문헌에서는 이를 한계 수익의 체감(diminishing
marginal returns to scale) 현상이 발생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Evans, 1987a, b;
Geroski, 2000; Hart, 2000; Coad, 2009). 기업 규모가 증가할수록 성장률이 감소
(규모 수익이 체감)하는 이유는 경제학적으로 규모를 만드는 생산투입 요소(자본, 노동)
의 한계생산성이 체감(diminishing marginal productivity of inputs)하기 때문이
다(Geroski, 2000; Klette and Griliches, 2000; Coad, 2009). 경제학 이론에 따르
면 기업의 내생적 성장(endogenous growth), 인적 자본(human capital), 기술혁신
은 규모 수익의 체감 현상을 일부 완화할 수 있게 하지만, 규모 수익 체감 자체를 없애
는 것은 어렵다(Klette and Griliches, 2000; Audretsch et al., 2014).
예를 들어, 어느 기업이 t기에서 규모가 SIZEt 이고 n기 후(t+n)기에서 규모가
SIZEt+n이라고 할 때, n년 동안의 평균 성장률(g)은 다음과 같이 측정할 수 있다.

① g = [ ( SIZEt+n – SIZEt ) / SIZEt ] / n

일반적으로 데카콘 기업이 초기 기업가치 1억의 스타트업에서 10억 달러의 유니콘
기업이 될 때까지 걸린 시간(평균 3~4년 이내)과 기업가치 10억 달러에서 100억 달러
의 데카콘 기업이 될 때가지 걸린 시간(평균 3~4년 이내)이 거의 동일하다. 이는 이 기
업이 스타트업에서 유니콘이 될 때까지의 가치 성장률과 유니콘에서 데카콘이 될 때까
지의 가치 성장률이 비슷함을 의미한다. 이런 관계는 다음의 수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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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g( 스타트업 → 유니콘 ) = [(10-1)/1] / 3 = 3
③ g( 유니콘 → 데카콘 ) = [(100-10)/10] / 3 = 3
④ g( 스타트업 → 유니콘 ) ≒ g( 유니콘 → 데카콘 )

일반적인 기업과 데카콘 기업의 시간에 따른 기업 규모의 변화, 성장률이 어떻게 다
른지를 [그림 2-30]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그림 2-30] 일반적인 기업과 데카콘 기업의 성장 비교

자료: 연구진 작성

[그림 2-30]에 제시된 것처럼 일반적인 기업의 규모 또는 가치 성장은 한계 수익의
체감(diminishing marginal to scale)에 근접하지만, 데카콘 기업의 경우에는 규모
수익 불변(constant returns to scale)에 가깝다. 이는 데카콘 기업의 가치 성장은 일
반적인 생산 요소의 투입에 근거한 성장 모형으로 설명할 수 없음을 시사한다.
한편, 기업 규모의 효과를 통제했을 때 기업 나이가 증가할수록 기업의 성장률은 증
가할 수도 있고 감소할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기업 업력이 쌓일수록 경험 효과
(learning effect)로 인해 기업 성장률이 증가할 수 있지만 기업이 가진 기술이나 자원
의 진부화(obsolescence) 효과로 인해 기업의 나이가 증가할수록 기업 성장률이 감소
할 수도 있다(Hart, 2000). 기업 성장에 관한 최근의 연구들은 기업의 혁신 역량 수준
과 유형에 따라서 기업 나이가 기업 성장에 미치는 효과가 달라진다는 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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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ad, 2009; Lee, 2010; Coad et al., 2016). 예를 들어, 혁신 역량(기업 자원 기반
내부 혁신 또는 외부 자원 및 지식의 습득·흡수 역량)이 우수한 기업일수록 기업 나이
가 증가할수록 기업 내 자원과 지식 축적·활용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어서 성장률이
감소하는 현상이 줄어들거나, 기업 나이가 증가하여도 성장률을 유지하면서 지속적으
로 성장할 수 있다. 반면, 혁신 역량이 낮은 기업(내부의 혁신 자원이 부족하거나 외부
혁신 및 지식의 습득·흡수 능력이 부족한 기업)은 나이가 증가할수록 기업 내 자원과
지식이 진부화되고 학습을 통해 새로운 지식이나 기술을 흡수 및 활용하는데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성장률이 둔화되거나 감소한다. 따라서 [그림 2-30]에 제시된 것처럼 일
반적인 기업에 비해 데카콘 기업은 나이가 증가해도 성장률이 크게 감소하지 않거나
유지되는 것은 기업 내부의 혁신 역량이 높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표 2-8>에 일반적 기업과 데카콘 기업 간에 성장률 변화, 성장 유형과 성장 경로가
서로 어떻게 다른지를 비교하여 정리하였다.

<표 2-8> 일반적인 기업과 데카콘 기업의 성장 비교
일반적인 기업

데카콘 기업

시간에 따른
성장속도
변화

창업 후 처음에는 빠르게 성장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성장속도 감소

시간이 지나도 성장속도 유지하면서 급속한 성장

기업 규모
증가에 따른
성장률 변화

한계 수익 체감
(규모 커질수록 성장률 감소)

한계 수익 불변
(규모 커질수록 성장률 유지)

성장 유형,
성장 경로

생산투입 요소에 근거한 규모 성장
(요소 생산성 감소로 인해 성장 한계에
부딪힐 가능성),
시간이 지날수록 기업의 혁신·학습 역량
감소, 기술의 진부화

혁신 역량과 미래 시장잠재력에 근거한 가치
성장
(미래 가치가 반영된 성장, 기업가치가
과대평가될 가능성),
시간이 지날수록 기업의 혁신·학습 역량 유지,
새로운 성장 기회의 지속적 탐색

자료: 연구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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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장 단계와 성장 경로에 관한 문헌 검토
기업의 성장 경로(growth path)를 세부적으로 보면 다양한 사건들의 연속과 그 결
과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를 몇 가지 단계와 과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기업의 성장률 수준과 조직 구조 변화에 따라서 성장 단계를 창업기, 초기 성장기, 고
속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로 분류하는 연구가 많다(Kazanjian & Drazin, 1989; 김
영배·하성욱, 2000; 김정호·한정희, 2014; 박다인·박찬희, 2018). 이런 연구들은 기
업의 성장 단계 또는 조직수명주기에 따라서 성장을 위해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사
항이나 해결해야 할 문제, 경영활동 특성, 경영전략(제품 전략, 사업 전략, 혁신 전략),
조직구조와 경영자 특성, 외부자원 활용 방법 등 핵심 성공 요인이 다르다는 점을 강조
하였다.(Kazanjian & Drazin, 1989; 서창수·이춘우, 2003; 김정호·한정희, 2014).
예를 들어, 창업기에서는 창업의 적절성, 첫 제품의 개발 또는 혁신의 사업화(시장 안
착) 수준이 핵심 성공 요인이며, 초기 및 고도 성장기에는 고객 밀착 마케팅, 충분한
자본(시설, 장비, 인력) 확보, 혁신의 차별화, 외부 네트워크와의 연결이 핵심 성공 요
인이다. 그리고 성숙기에서는 창업자의 역할 감소, 조직관리 시스템의 구축과 정착, 새
로운 성장 동력을 찾는 것이 핵심 경영문제이다(김영배·하성욱, 2000; 이장우·장수덕,
2001; 구자원·이윤철, 2008). 따라서 기존 연구에서는 기업이 각 단계별로 필요한 사
항에 적절히 대응하거나 관련된 핵심 경영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해야 기업은 그 다음
의 성장 단계로 진입하여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보았다.
하지만 데카콘 기업처럼 다른 기업에 비해서 빠르게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기업
의 성장 경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성장률의 변화에 따라 성장 단계를 구분하는 방식
(창업기-초기 성장기-고도 성장기-성숙기-쇠퇴기)과 다른 형태의 모형으로 기업의 성
장 단계를 설명해야 할 필요가 있다. 데카콘 기업은 일반적인 기업의 성장 단계와 다르
게 초기 성장의 속도가 매우 빠를 뿐만 아니라 창업 후 상당한 기간(6~7년 이상)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고속 성장기 단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처럼 높은 성장률을 유지
하는 데카콘 기업은 비슷한 시기에 창업한 대부분의 기업 중 특이한 경우라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창업 후 생존한 기업은 7~8년 이내에 성장기를 벗어나서 정체기에
접어들며, 한국의 벤처기업도 창업 후 7~10년 내에 비슷한 경로를 겪는다. 따라서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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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콘 기업의 성장 경로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조직수명주기나 성장률 기반의 성장 단계
구분의 관점과 다른 시각에서 기업의 내부 자원, 제품 및 서비스 특성, 조직 특성(창업
자 역할 및 조직 구조), 경영 전략 등을 단계별로 구분하여 설명하는 것이 적절하다.
경영전략 분야에서는 주로 기업의 자원 관점에서 기업 성장을 설명한다. 이 분야의
연구들은 자원 기반 이론(resource-based view)과 핵심 역량(core competence) 이
론에 근거하여 기업의 자원과 핵심 역량이 기업 성장의 기반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Penrose, 1959; Prahalad & Hamel, 1990).49) 하지만 이런 이론들은 기업의 성장
경로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는다. Garnsey(1998)의 연구는 기존 이론의 이런
단점을 보완한다. 아래 <표 2-9>, [그림 2-31]과 같이 기업의 성장 단계 및 과정을 자원
에 대한 접근, 자원의 배치 및 이동, 자원의 발전, 성장 강화, 성장 전환으로 구분하였다.

<표 2-9> 기업의 내부 자원 및 전략의 변화에 따른 기업 성장 과정
①
자원에 대한
접근
(resource
access)

②
자원의 배치
및 이동
⇒
(resource
mobilization)

③

⇒

자원의 발전
(resource
generation)

④

⇒

성장 강화
(growth
reinforcement)

⑤

⇒

성장 전환
(growth
reversal)

① 자원에 대한 접근(resource access): 창업자(들)의 자원(인력, 기술, 금융, 지식
등 기타 유·무형 자원)에 대한 접근 및 확보

② 자원의 배치 및 이동(resource mobilization): 수익 창출 및 초기 성장기회 포
착을 준비하기 위한 기업 내 자원의 배치 및 이동

③ 자원의 발전(resource generation): 학습과 경험(시행착오 포함)을 통한 기업의
자원과 역량의 양적·질적 개선 및 확대

④ 성장 강화(growth reinforcement): 경영 활동의 변화(도전적인 기회 탐색), 옵
션(선택사항의 활용과 적절할 선택), 자본 조달의 성격 변화(초기 자본에서 성장
49) 자원 기반 이론은 “기업이란 여러 경영 자원의 집합체”라고 정의하였으며, 핵심 역량 이론은 핵심 역량을 기업 경쟁
력의 근원이며 기업의 성장 요인이 된다고 보았다. 핵심 역량은 다양한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하며,
개별 기술을 복합적으로 조합 및 재구성함으로써 경쟁자들이 모방하기 어려워야 효과적이다(장세진,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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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으로 이전), 내부에서 사용되지 않았던 자원을 최대한 활용함으로써 성공적
이고 지속적인 성장 기반 마련

⑤ 성장 전환(growth reversal): 성장제약 요인 제거, 수요의 부족 및 정체 문제 해
결과 같은 성장 정체에서 벗어나기 위한 노력(예: 시장 및 고객으로부터의 피드
백 분석, 전문 경영자나 조직 역량·리더십 등 경영 관리자원 강화, 충성도 높은
고객의 지속적 확보, 고객 및 공급자의 확대 및 관계 유지, 지속성장을 위한 새로
운 기회 탐색과 혁신 활동의 지속 등)

[그림 2-31] 기업의 성장 경로별 단계와 과정

자료: Garnsey(1998)

그리고 Garnsey(1998)는 성장 경로의 시작점(초기 경로의 출발점 또는 창업 전,
초기 자원)이 비슷한 기업들이더라도 각 단계와 과정을 거치면서 아래와 같이 다양한
유형의 성장 궤적(growth trajectories)을 따를 수 있다는 점을 제시하였다([그림 2-32] 참고).
Ÿ

각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독자적으로 성장하거나 인수 합병
(M&A) 등을 겪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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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각 단계에서 추가적으로 크게 성장하지 않고 빠른 시간 내에 안정적 상태(stable
and steady state)를 유지하거나 심한 변화나 변동(oscillation)을 겪으면서 안
정적 상태로 접근하는 경우

Ÿ

성장 강화 단계에서 성장 전환 단계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부침과 재도약(비단조
적(non-monotonic) 성장 과정 및 파괴 과정)을 겪거나 지속적 성장(단조적 성
장 과정 또는 연속적 축적 과정)을 겪는 경우

Ÿ

각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못하고 실패(failure) 또는 폐업(closure), 시
장을 떠나는 경우(exit)
[그림 2-32] 다양한 유형의 기업 성장 궤적

자료: Garnsey (1998)

기업 성장에 관한 기존 문헌(Garnsey, 1998; Coad, 2009)에 따르면 기업 성장은
경로 의존적(path dependent)이어서 창업 초기 조건 뿐만 아니라 성장 경로 내에서
발생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서로 연결되어 이루어진 결과이다. 그리고 기업의 성장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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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내에서 기업 내부 자원과 외부 환경(예상하지 못했던 사건이나 운까지 포함) 요인
간의 상호 작용을 통한 성장 기회의 포착, 활용, 탐색 및 생성, 기업 내부의 학습과 조
정 과정을 통한 가치 창출 과정이 계속된다(차민석·배종태, 2002; 구자원·이윤철,
2008). 예를 들어, 성공적인 기업의 성장 과정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기업이 내부
자원을 활용해 외부 시장과 기술 환경에 적절히 대응하기 좋은 시기의 선택, 설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학습 과정과 이를 통한 경쟁력 확보 또는 새로운 사업 계획 수
립, 외부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기업의 전반적 구조나 시스템을 고려한 기업 내부 요인
과 전략의 조절 등이 필요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구자원·이윤철, 2009).
따라서 기업의 성장 경로를 연구하기 위해서 창업 초기 상태에서 시작해서 이후에
발생한 사건들을 순차적으로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 요약컨대 사건이 발생한 당시 기
업의 상황, 내부 자원 및 전략, 외부 환경, 사건의 결과 및 의미를 중심으로 일련의 사
건을 파악함으로써 기업의 성장 경로를 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

3. 스타트업의 스케일 업 관점에서 혁신기업의 성장과정과 성장경로
KCERN(2014), 김애선 외(2019)의 연구에 따르면, 스타트업이 데카콘이 되기까지
의 성장 과정을 ‘스타트업 사이클(start-up cycle)’과 ‘스케일 업 사이클(scale-up
cycle)’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 연구는 스타트업이 기술 혁신 또는 서비스 혁신으로
핵심 혁신역량을 확보하고, 확보된 핵심 혁신역량이 시장과 결합해 진화하는 과정을
스타트업의 성장 과정으로 설명하였다.
Ÿ

스타트업 사이클: 스타트 업이 연구·개발 단계에서 사업화 단계로 진입하며, 시
장을 확보하여 ‘스케일 업’기업(약 1백만~1억 달러의 가치를 갖는 고성장 기업)
으로 성장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제한된 시장 또는 로컬(local) 시장에서 시작하
여 개방형 혁신·플랫폼을 도입하며, 새로운 기술 및 혁신이 주도적 역할을 한다.

Ÿ

스케일 업 사이클: 스타트 업이 사업화 단계에서 글로벌화 단계로 진입하며, ‘스
케일 업’ 기업에서 유니콘·데카콘 기업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과정을 의미한
다. 글로벌 플랫폼화를 추구하는 단계로써 시장 확산이 주도적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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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3] 스타트업 기업의 성장 과정과 진화 단계

자료: 김애선 외(2019)

기존 문헌에 따르면 기술·혁신 기반 스타트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기
업의 외부 자원에 대한 접근성이 높거나 외부 자원의 효과적 활용이 중요하다. 더불어,
성장 단계에 따른 기업 내부 자원의 재배치와 성장 전략의 수립, 성장 단계에 따른 내
부 자원 및 전략과 외부 환경요인(시장·산업) 간의 연계성(relatedness) 또는 일치도
(fitness)가 중요하다(구자원·이윤철, 2008; Clarysse et al., 2011; Wright and Stigliani, 2012).

4. 기술·혁신 기반 스타트업의 성장 요인
기존 문헌은 스타트업의 지속적 성장(스케일 업) 과정에서 기업이 공통적으로 필요로
하는 요소로서 혁신적이고 확장성이 높은 플랫폼에 근거한 비즈니스 모델을 통한 신시
장 진출 또는 개척, 창업자의 역량, 성장 단계별 지속적 투자, 금융·자본 조달에 대한
접근성, 네트워크 및 시장 크기 확대(거대 시장의 존재, 거대 기업과의 연결 또는 전략적
제휴 관계 구축), 규제 해소(정보 접근과 규제의 장벽 제거), 투자자의 자금 회수 및 이후
창업기업가의 재창업을 위한 엑싯 기회(exit opportunities), 생태계에 기반을 둔 기회
창출 등을 공통적으로 제시하였다(이윤준, 2019; 김애선 외, 2019; 김선우·진우석,
2020; 유효상·장상필, 2020; 조병문·신현한, 2020; Baum et al., 2001;
Braunerhjelm et al., 2015; Jinzhi & Carrick, 2019). 이런 요인들은 2010년대 중·
후반 이후의 유니콘 기업들이 1990년대 중·후반, 2000년 초반의 닷컴 기업들과 질적으
로 다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거품(버블) 논쟁에도 불구하고 유니콘 기업에 대한 투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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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현상을 설명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과거 닷컴 기업들은 주로 인터
넷 서비스 산업 내 B2C(Business-to-Customer) 사업 분야에 집중되어 있었고, 제대
로 된 비즈니모델이 없거나 단순한 아이디어만으로 구성된 회사들이 대부분이어서 닷컴
버블 붕괴나 글로벌 금융 위기로 인해 시장에서 쉽게 사라졌다. 반면, 현재 유니콘 및
데카콘 기업들은 IT 서비스 및 기기, 금융, 헬스케어, 빅데이터, 드론, IT 기반의 디지털
전환·융합형 하이테크 제조업 등 다양한 산업 내 B2C, B2B(Business-to-Business),
O2O(Online-to-Offline) 사업 분야에 분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비즈니스모델을 가진 경우가 대부분이다. 기존 문헌에서 공통적으로 제
시된 스타트업의 성장을 위한 요인별 세부 내용은 <표 2-10>과 같다.

<표 2-10> 스타트업의 지속적 성장을 위한 공통 요인
성장 요인

세부 내용

혁신적이고 확장성
높은 비즈니스모델로
신시장 진출 및 개척

Ÿ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또는 기존에 성공한 비즈니스모델의 모방 및 변용을 통해
지속가능하고 사회·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 구축
Ÿ 확장 가능성과 플랫폼에 근거한 비즈니스모델 혁신이나 성공한 비즈니스모델의 창
의적 모방이 시장 창출과 확대로 이어짐

창업자의 역량
금융·자본 조달에
대한 접근성

Ÿ 창업 경험, 기술 또는 사업에 대한 전문 지식과 이해도
Ÿ 공동 창업팀 역량
Ÿ 기업가정신(진취성, 위험 감수성 및 위험 관리, 목표의식, 비전 등)
Ÿ 다양한 금융 및 자본 조달의 접근성 제고
Ÿ 자금 조달의 전체적 규모와 평균 투자액 증가

성장 단계별 지속적
투자

Ÿ 스타트업 단계와 이후(스케일 업) 단계의 균형 있는 투자
Ÿ 성장 단계별 투자의 연계
Ÿ 성장 단계에 따른 차별화된 투자(단계별 투자 속성과 투자자 유형의 효과적 전환)

네트워크 및 시장
크기 확대

Ÿ 거대 시장의 존재: 내수 시장 또는 글로벌 시장에서 규모의 경제 확보
Ÿ 거대 기업과의 연결 또는 전략적 제휴 관계 구축: 기존 기업의 고객과 네트워크 활용

규제 해소

엑싯(exit) 기회

생태계에 기반을 둔
기회 포착과 가치
창출
자료: 연구진 정리

Ÿ 정보 접근과 규제의 장벽 제거
Ÿ 네거티브 규제, 사후 규제 지향
Ÿ 투자자의 자금 회수 및 재투자의 반복 활성화
Ÿ 기업가의 재창업 또는 재도전 기회 제공
Ÿ 다양한 엑싯 수단 활성화: 상장(IPO), 인수합병(M&A), 매각 등
Ÿ 스타트업이 고객, 잠재적인 비스니스 파트너, 대학, 연구기관 등과 연결
Ÿ 생태계 및 연결에 초점을 맞춘 데이터와 모니터링, 생태계 참여자간 매칭, 공공조달 등
Ÿ 과도한 직접적 지원보다 생태계 내 플랫폼 강화, 지식 또는 경험의 공유를 통한
기회 포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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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enberg(2011)는 스타트업의 성장 요인을 포괄하는 모형으로써 스케일 업을 위한
생태계(scale up ecosystem)를 제시하였다. 이 모형에 따르면 스케일 업을 위한 생태
계는 시장(market), 금융(finance), 인적 자본(human capital), 문화(culture), 지원
(support), 정책(policy) 요소로 이루어진다(<표 2-11> 참고). 구체적으로, ① 시장은
초기 고객과 기업가의 네트워크, ② 금융은 다양한 형태의 자본 조달, ③ 인적 자본은
숙련 인력과 연속 창업가, 교육 기관(일반 교육기관과 기업가정신 훈련 기관), ④ 문화
는 창업가 및 기업의 가시적인 성공 스토리, 사회 규범(위험, 실수 및 실패에 대한 용
인, 혁신, 창의성 및 실험·도전 정신의 장려), ⑤ 지원은 사회기반 시설, 전문 지원 직업
군(회계, 법률직), 창업 및 기업가정신 촉진을 위한 비정부 기관, ⑥ 정책은 기업가 정신
에 기반한 리더십과 전략, 정부의 지원·법률·규제·조세 제도, 관련 연구기관 등을 포함한다.

<표 2-11> 스케일 업 생태계 구성 요소
구성 요소

내용

시장

Ÿ 초기 고객: 얼리 어댑터(early adaptors), 서비스의 생산화 역량, 초기 리뷰, 참고 고객
(reference customers), 확산 채널(distribution channels)
Ÿ 창업기업가의 네트워크, 다국적 기업, 국제이주(diaspora) 네트워크

금융

Ÿ 다양한 형태의 자본 조달: 미소 금융(micro loans), 엔젤 투자자, 벤처캐피탈, 사모 펀드, 공
공 자본 등

인적 자본

Ÿ 노동: 숙련 인력과 비숙련 인력, 연속 창업가
Ÿ 교육 기관: 일반 교육기관, 기업가정신 훈련 기관

문화

Ÿ 창업가 및 기업의 가시적인 성공 스토리
Ÿ 사회 규범: 위험, 실수 및 실패에 대한 용인, 혁신, 창의성 및 실험, 도전 정신의 장려

지원

Ÿ 사회기반 시설: 통신, 교통, 물류, 에너지, 인큐베이팅, 공동 작업, 클러스터
Ÿ 전문 지원 직업군: 회계, 법률직
Ÿ 비정부(비영리) 조직·기관: 창업 및 기업가정신 촉진 기관, 기업가정신 친화적 협회, 사업 계
획 경진대회, 컨퍼런스

정책

Ÿ 리더십: 기업가정신 전략, 기업가정신 지지를 위한 경영자의 개방적 소통, 사회적 정당성, 위
기 대처와 도전 정신 등
Ÿ 정부: 지원·법률·규제·조세 제도, 벤처 친화적 입법, 지재권 등
Ÿ 관련 연구기관

자료: Isenberg(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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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유니콘·데카콘 기업의 성장과 가치 결정 요인에 관한 연구
유니콘·데카콘 기업에 대한 개념과 논의가 2010년대 실무에서 먼저 진행되다보니
상대적으로 학술 문헌에서 유니콘과 테카콘 기업을 직접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많지 않
다. 이런 경향을 감안하여 본 연구에서는 먼저 유니콘·테가콘 기업의 기본 특성(비상장
기업, 고속 성장)을 고려하여 비상장 기업 및 성장 기업의 평가에 관한 기존 연구의
주요 결과들을 설명한다. 그리고 유니콘·데카콘 기업의 가치와 성장을 직접적으로 분
석한 최근의 학술 논문을 중심으로 혁신 기업의 성장 및 가치에 관한 기존 연구들을
검토함으로써 유니콘과 데카콘의 성장 및 가치 결정에 관한 공통 요인들에 대해 논의한다.

가. 일반적인 비상장(private, non-listed) 기업의 가치 평가에 관한 연구
비상장 기업의 주식은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고 주로 기업 간 거래 또는 지분 확보를
통한 거래로 이루어지므로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는 자료에 근거해 비상장 기업의 가치
를 평가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김병수·오현탁, 2011). 따라서 특정한 목적이나 기업
주식 또는 지분의 보유자, 투자자의 주관적 판단에 의해서 비상장 기업의 가치가 결정
될 가능성이 높다. 유사한 매출을 가진 기업의 가치, 기업의 성장 잠재력을 감안한 기
업의 미래 가치 등을 고려하여 비상장 기업의 가치를 평가할 수 있다(이재경·김명균,
2004; 오웅락·김이배, 2009; 김병수·오현탁, 2011).

나. 성장 기업의 투자 및 가치 결정에 관한 연구
기업의 성장을 매출액 기준의 양적 성장과 수익성 기준의 질적 성장으로 구분했을
때, 양적 성장을 추구하는 기업일수록 외부 자금을 조달하는 경향이 높은 편이다(우원
석·최형석, 2015). 이는 성장 기업들이 외부 자금의 조달을 통해 규모를 키워서 양적
성장을 지속하려는 경향이 있는 반면, 질적 성장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외부 자금의 조
달보다 경영 효율성을 높이는 등의 방식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또한 일반
적으로 기업의 성장성과 수익성은 서로 양(+)의 관계를 갖지 않을 수 있으며, 경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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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한 산업일수록 성장성과 수익성은 서로 음(-)의 관계(즉, 성장을 추구할수록 수익성
의 악화)가 나타난다(이종천, 2003).
회계·재무적 관점에서 기업가치의 성장을 결정하는 요인은 자본구조(자본집약도, 자
본구조), 투자(시설투자, 기술·연구개발투자, 광고·마케팅 투자 등), 현금흐름(현금흐
름, 이익유보, 유동성), 경영전략(초과 생산시설, 특수 자산, 규모의 경제, 사업다각화
등)이다(이종천, 2003). 기업의 성장 유형에 맞지 않는 성장 요인을 선택할 경우 기업
의 성장이 중단될 가능성이 높으며, 성장 요인의 효과는 산업(기업 외부의 기술·시장·
경쟁 환경)에 따라 달라진다(이종천, 2003; 장세진, 2018).

다. 유니콘·데카콘 기업의 가치 및 성장에 영향을 주는 요인
최근 10년간 비상장 스타트업의 기업가치가 크게 증가하고 유니콘·데카콘과 같은
기업가치가 매우 높은 비상장 기업이 증가한 주된 이유는 주식시장에 상장(Initial
Public Offering: IPO)되는 방법을 통하지 않고서도 자금 조달을 할 수 있는 비공개
펀딩(private funding)의 방법이 다양해지고 규모가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다(Brown
et al., 2015; Kenney and Zysman, 2019; Bock and Hackober, 2000).50) 예를
들어, 스타트업의 전통적 자금 조달 원천인 독립형 벤처캐피탈(independent venture
capital: IVC), 엔젤 투자자 이외에 초기 단계에서 크라우드 펀딩, 엑셀러레이터, 마이
크로 벤처캐피탈이 투자자로 참여할 뿐만 아니라 이런 투자자의 운용 자금 규모가 커
졌고, 후기 단계에서 기업형 벤처캐피탈(corporate venture capital: CVC), 대형 사
모펀드(private equity: PE), 뮤츄얼 펀드, 국부 펀드, 헤지 펀드 등이 참여함으로써
자금 조달의 방법과 규모가 크게 증가하였다.51) 특히 이런 비공개 펀딩의 증가는 금융
50) 최근 벤처 금융(entrepreneurial finance)에 관한 연구들은 이런 비공개 펀딩을 통한 자원 조달이 용이해진 현상을
주식시장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과 대비하기 위해서 ‘private IPO’라는 용어로 지칭하기도 한다(Brown et
al., 2015; Bock and Hackober, 2000). 비상장 스타트업이나 유니콘 기업의 평균 자금 조달 규모가 비슷한 기업
나이나 규모(매출액이나 종업원 수)를 가진 신생 기업 중 상장된 기업의 평균 자금 조달 규모가 더 큰 편이다.
51) 유니콘이나 데카콘 기업에 대한 투자가 몰리는 이유는 여러 가지 요인의 복합적인 결과로 설명할 수 있다(유효상,
2017; 유효상·장상필, 2020; The Economist(2020. 4. 4), “Exit Unicorns, Pursued by Bears –
Technology Startups Are Headed for a Fall”, http://econ.st/3qtm338 (검색일: 2020.10.21.)). 우선, 전
세계적으로 낮은 금리로 인한 풍부한 유동 자금, 대체 투자의 폭발적 성장으로 인해 상장 기업뿐만 아니라 비상장
기업에 대한 투자가 증가하였다. 또한 페이스북, 알리바바, 우버와 같은 소수의 성공 사례의 학습 효과로 인해 현재
시점에서 수익성이나 성공 가능성이 낮더라도 극적인 반전을 통해서 상장 이후 수익을 최대화할 수 있는 투자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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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기술, 경영, 시장 정보 측면의 전략적 투자 지원의 효과까지
포함으로써 스타트업의 빠른 성장과 가치 증가에 크게 기여하였다. 또한 비공개 펀딩
방식을 통한 자금 조달의 증가는 스타트업이 실질적인 수익이나 매출 성장 없이도 투
자를 지속할 수 있게 함으로써 주식시장에 상장되지 않은 스타트업의 기업가치를 높이
는데 기여하였다. 심지어 우버나 드롭박스 같이 주식시장에 성공적으로 상장한 스타트
업 기업은 초기 손실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투자를 유치함으로써 기업가치를 키워
서 유니콘 또는 데카콘으로 성장했고, 투자자들은 이후 주식상장을 통해 투자를 회수
하는 방식으로 초기 단계의 손실을 만회하였다.52) 뿐만 아니라 기업형 벤처캐피탈
(CVC), 대형 사모펀드(PE)와 같은 성장 자본(growth capital)은 비상장 스타트업이
후기 단계에서도 높은 성장을 위한 대규모 투자를 지속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였다. 따
라서 유니콘 또는 데카콘 기업들은 주식시장에 상장해 기업공개를 하지 않아도 충분히
자금을 조달할 수 있으므로 비상장 기업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비즈니스 모델을 견고하
게 하는 등 내실을 다지면서 기업가치를 높이는 전략을 선택하려는 경향이 크다.
기존 연구에 따르면 금융·자금 투자 요인 외에도 창업자의 역량, 스타트업의 위치
(혁신 클러스터 내 입주), 성장지향형 전략, 기존 기업과의 전략적 제휴(strategic
alliances)는 스타트업에서 유니콘 기업으로 고속 성장하는데 기여하였다(Jinzhi and
Clarrick, 2019; Aldrich and Ruef, 2018; Bock and Hackober, 2020).53)
투자 포트폴리오 내에 유니콘이나 데카콘 기업을 선택했다는 것을 보이기 위한 효과, 유명하거나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유니콘이나 데카콘의 투자자로써 얻는 명성 효과 등으로 인해 소수의 스타트업이 필요한 금액보다 더 많은
자금을 쉽게 투자 받거나 낮은 자금 조달 비용으로 자금을 조달하게 되면서 단기간 내에 기업가치를 키우면서 유니
콘이나 데카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 또한 이런 기업들이 기업공개로 인해 기업의 전략, 회계 및 재무 정보,
사업계획, 인력 구조 등 중요한 사업 정보가 경쟁자에게 노출되는 것을 원치 않으므로 주식시장에 상장되는 것을
기피하는 점도 최근 유니콘이나 데카콘 기업이 증가한 요인 중 하나이다.
52) 하지만 WeWork, Quirky, Ofo 같은 유니콘 기업들은 이런 투자-회수 방식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기업가치가 하락하기도 하였다. 이로 인해 일부의 유니콘 기업을 제외하고 유니콘 기업 대부분이 실질적으로 경제적
가치나 사회적 가치를 지속적으로 창출하기 어려운 성장을 하고 있다는 비판 의견도 최근 대두하고 있으며(Kenney
and Zysman, 2019), COVID 19와 같은 외부 경제적 충격에 취약한 유니콘 기업이 증가할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The Economist(2020. 4. 4.), “Technology startups are headed for a fall”,
https://econ.st/3qtm338 (검색일: 2020. 9. 9.), The Economist(2020. 8.22), “Partying like it’s 1999
– Initial public offerings are back in Silicon Valley”, http://econ.st/3dpMNha (검색일: 2020.9.9.))
53) Jinzhi and Carrick(2019)는 중국 유니콘 기업과 미국 유니콘 기업의 비교 연구를 통해서 이런 요인들 이외에
중국 내에서 스타트업과 정부 또는 공공 부문과의 긴밀한 관계, 스타트업에 대한 정부 지원, 규제 완화가 중국 내
유니콘 기업의 초기 성장에서 크게 기여하였음을 제시하였다. 미국 데카콘 기업 중 팔란티어(Palantir), 스페이스X
(스페이스 X)도 정부나 공공 부문과의 협력을 통해서 스타트업에서 유니콘 기업으로 빠르게 성장한 대표적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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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초기 스타트업 내에서 창업자가 차지하는 역할이 클 뿐만 아니라 성장 단계에
서도 창업자의 역량은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기존 연구에 따르면 창업 분야의 사
업, 기술, 비즈니스모델에 대한 창업자의 깊은 이해와 사업기회 인지, 높은 전문성, 과
거 창업·사업 경험, 공동창업팀 역량, 성장 목표와 비전, 진취성 등은 벤처기업 및 스타
트업의 성장과 가치에 지속적으로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Baum et al.,
2011; 유효상·장상필, 2020). 특히 과거의 닷컴 기업과 다르게 유니콘 및 데카콘 기업
의 창업자와 경영진들은 저명한 대학을 졸업한 경우가 많을 뿐만 아니라 기술과 사업
분야에 관한 고도의 전문 지식을 가졌고, 창업 전 체계적인 창업보육 교육 또는 지도를
받았거나 성공한 빅테크 기업들(구글, 애플, 마이스로소프트, 아마존, IBM, 페이스북
등)에서 다양한 업무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대부분이다(유효상, 2017).54)
혁신 클러스터 내 입주는 우수한 인적 자원의 활용, 클러스터 내 다른 기관·기업과
의 교류를 통한 지식 및 정보의 파급(spillover) 효과, 투자자와의 접근성 제고 측면에
서 기업의 성장에 기여한다. 그리고 스타트업 기업의 가치는 현재 수익보다 성장률 또
는 미래 성장잠재력을 반영해 결정되기 때문에 성장지향형 전략은 기업가치 성장에 기
여한다. 예를 들어, 현재 수익성이 낮더라도 시장점유율을 크게 높임으로써 장기적으로
시장지배적 지위를 확보하기 위한 전략, 시장에서 잠재적 경쟁자를 줄이고 관련 기술
및 고객을 선점·확보하거나 새로운 융합형 제품·서비스를 만들기 위한 인수 전략은 스
타트업의 빠른 성장에 기여하였다. 특히 최근 스타트업이 사업 기반으로 하는 디지털
(IT) 플랫폼에서 승자 독식(winner-take-all) 현상이 빈번하기 때문에 성장지향형 전
략은 스타트업의 고속 성장을 위한 필수 요소로 간주된다(McKelvie and Wilkund,
2010; Kenney and Zysman, 2019).
마지막으로, 스타트업은 디지털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빅테크 기업(Google, Apple,
Amazon, Facebook, Alibaba 등) 뿐만 아니라 다른 산업 내 다양한 기존 기업들과의
54) 미국의 모조 모기지(Mojo Mortgages)가 2019년 기준 유니콘 기업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전세계 유니
콘 창업자 462명 중 절반 이상이 스탠퍼드대 63명(14.4%), 하버드대 39명(8.9%), 인도공과대(IIT) 36명(8.2%),
UC Berkeley 18명(3.9%), 콜럼비아대 15명(3.2%), MIT 15명(3.2%), 인도경영대(IIM) 12명(2.6%), 중국 칭화
대 12명(2.6%), 베이징대 11명(2.4%), UCLA 11명(2.4%) 등 글로벌 명문대학을 졸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유니콘 창업자 중 이공계 졸업자 비율은 40%(컴퓨터 공학 30.4%, 전기전자공학 3.7%, 기계공학 2.6%, 수학
2.8%, 학·석·박사 졸업자 통합값 기준)이며, MBA 졸업자 비율은 23%이다(Mojo Mortages(2019. August 19),
“How to become a unicorn founder”, https://mojomortgages.com/learn/article/how-to-become-a-unicorn-founder(검색일: 2019. 9.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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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적 제휴를 통해서 고객과 공급사를 확보하고 단기간에 시장에서 인지도를 쌓을 수
있었다. 자원, 자본과 규모 측면에서 열위에 있는 스타트업은 대기업과의 전략적 제휴
를 통해 기존 기업의 시장과 인접 또는 관련된 영역을 중심으로 신규 사업을 확장하거
나 융합형 제품 및 서비스를 출시하여 고속 성장을 위한 기반을 다졌다. 위에서 논의한
것처럼 기존 문헌에서 제시된 데카콘, 유니콘 기업의 가치와 성장에 영향을 주는 요인
들을 정리하면 <표 2-12>과 같다.

<표 2-12> 유니콘·데카콘의 기업가치와 성장에 영향을 주는 요인
영향 요인

세부 내용

주식상장 이외
자금 조달
(비공개 펀딩)
방법 다양화와
규모 증가

Ÿ 자금 조달 방법의 다양화: 전통적인 자금 조달원천(독립형 벤처캐피탈, 엔젤) 이외에 크라
우드 펀딩, 엑셀러레이터, 마이크로 벤처캐피탈, 대형 사모펀드, 기업형 벤처캐피탈, 뮤츄
얼 펀드, 국부 펀드, 헤지 펀드 등
Ÿ 자금 조달 규모 증가: 최근 비상장 유니콘 기업의 평균 자금 조달액 > 비슷한 규모와 업력
을 가진 상장 기업의 평균 자금 조달액
Ÿ 금융투자 지원 이외에 전략적 투자 지원 효과까지 포함
Ÿ 초기 손실을 갖거나 성장률에 비해 수익성이 낮은 스타트업이 성장을 위한 투자 지속
창업
과거
공동
성장

분야(사업, 기술, 비즈니스모델)에 대한 깊은 이해와 사업기회 인지, 높은 전문성
창업 및 사업 경험
창업팀 역량과 네트워크(예: 빅테크 기업에서 근무 경험, 창업자 간 네트워크)
목표와 비전, 진취성

창업자 역량

Ÿ
Ÿ
Ÿ
Ÿ

성장지향형
전략

Ÿ 유니콘, 데카콘의 기업가치에 현재 수익보다 성장률 또는 미래 잠재력이 반영됨
Ÿ 디지털(IT) 플랫폼 기반 기업에서 승자 독식 현상이 빈번하여 초기에 고객 확보 중요
Ÿ 인수 전략의 중요도 증가: 경쟁자 줄이기, 관련 기술 및 시장 선점, 융합형 제품·서비스
출시

기존
대기업과의
전략적 제휴

Ÿ 빅테크 기업이나 다른 산업 내 대기업과의 제휴를 통해서 상호보완적 협력 관계 형성, 융
합형 제품·서비스 출시
Ÿ 빠른 시간 내에 자원, 자본, 규모, 역량 측면의 열위 극복
Ÿ 고객과 공급사 확보, 시장 내 인지도 상승
Ÿ 인접 시장 이외 기존 산업과 신기술이 융합된 분야로 신규 사업 확장

입지
(클러스터 내
위치)

Ÿ 클러스터 내 다른 기관, 기업과의 교류를 통한 지식과 정보의 파급 효과
Ÿ 우수한 인적 자원의 활용
Ÿ 투자자에 대한 접근성 향상

정부 지원
자료: 연구진 정리

Ÿ 정부의 간접적 지원, 제도 개선 또는 규제 완화
Ÿ 공공 부분과의 긴밀한 관계 및 상호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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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미·중 데카콘 사례 분석
제1절 상장 데카콘 기업 사례
1. 메이투안
가. 기업 개요
메이투안은 공동구매로 시작해 현재는 음식배달, 차량공유, 호텔예약 등 서비스를 제
공하는 중국최대의 생활플랫폼이자 대표적인 슈퍼앱을 개발하고 서비스하는 기업이다.
메이투안의 창업자는 왕싱(王兴)으로 1979년, 41세의 젊은 나이에 기업가치 200
조의 기업을 일궈냈다. 그는 2001년 칭화대 전기공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델라웨어대
전자컴퓨터공학과 석사과정에 진학했다. 그러나 미국에서 SNS서비스인 ‘프렌즈터’를
접하고, 향후 SNS가 인터넷을 완전히 바꿀 것이라 판단하여 유학을 포기하고 중국으
로 돌아가 창업을 결심하였다(百度百科)55).
왕싱은 이 시기에 프로그래밍 실력, 사업인프라 등 아무것도 없이 아이디어와 용기
만으로 사업 전선에 뛰어들었다. 실제로 왕싱은 메이투안의 성장에 핵심적 역할을 한
왕후이원(王惠文)이 석사학위 과정에 있던 당시, 페이스북을 보여주며 똑같이 만들어
줄 것을 요청했으며 그 결과 2005년 중국판 페이스북인 런런왕(人人网)을 탄생시켰
다. 왕후이원은 이를 두고, 자신과 왕싱 모두 프로그래밍 실력이 없었지만 배워서 만
들겠다는 각오로 시작을 했었다고 말했다. 이것이 왕싱의 첫번째 사업이자 중국 최초
의 SNS였던 두어두어요(多多友)였다(百度百科)56).
이후 왕싱은 다른 중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샤오네이왕(校內), 중국판 트위터인 판포우
왕(饭否网), 해외거주 중국인들을 타겟으로 한 하이네이왕(海內網)을 잇달아 개발하여 출시
했지만 모두 자금부족으로 실패하였다. 특히, 샤오네이왕은 대학생들에게 큰 인기를 얻었
음에도 불구하고, 자금부족으로 사업을 확대하지 못하고 1년 만에 사업을 매각했다(网易,
2020.4.8.)57)
55) https://bit.ly/3stasSv (검색일: 2020.9.1)
56) 상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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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차례의 실패 끝에 2010년 3월 엔젤투자를 통해 세운 중국 최초의 소셜커머스 기업
이 바로 메이투안이다. 창업 후 2년간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남아 소셜커머스 시장을 장
악한 메이투안은 2013년 음식 배달 서비스를 시작으로 사업 범위를 본격적으로 확장했다.
2011년 7월 유치한 B라운드에서 알리바바가 투자자로 참여하고 2014년 5월 C라운드에서
의 3억 달러 후속투자로 메이투안은 30억 달러 가치의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하였다.
이후 2015년 10월 메이투안은 맛집 등 리뷰앱으로 많은 사용자를 확보한 따종디앤핑
(大众点评)과 합병해 명칭을 메이투안디앤핑(美团点评)으로 바꾸고, 업계에서 확고한 시
장 점유율을 확보했다. 왕싱 최고경영자(CEO)와 장타오(張濤) 디앤핑 CEO가 공동 대표
를 맡아 각자의 사업을 유지하며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통합하였다. 합병을 기점으로 알
리바바는 투자를 회수하였고, 합병 직후인 2016년 1월 E라운드 투자에서 텐센트가 참여
해 33억 달러를 투자하며 메이투안의 기업가치는 180억 달러를 기록해 단숨에 데카콘
기업이 되었다. 이는 유니콘이 된지 1년 8개월 만이었다(腾讯科技, 2018.6.25.).58)
2017년 텐센트는 메이투안에 후속 투자를 이어가며 2대 주주 자리를 공고히 하였
고, 알리바바는 메이투안의 최대 경쟁업체인 으어러머(饿了么)를 2018년에 인수하면
서 이른바 중국 O2O대전이 펼쳐지고 있다. 이후 메이투안은 2018년 9월 20일 홍콩
주식 시장에 성공적으로 IPO 하며 엑싯에 성공하였고, 현재 알리바바, 텐센트에 이어
3번째로 큰 인터넷 업체로 평가받고 있다(IT之家, 2018.9.20.)59)
<표 3-1> 메이투안 사업 추이
시간
2010년
2011년

주요사항
3월

메이투안왕(美团网), 엔젤투자 유치

8월

A라운드 투자 유치, 세콰이어 캐피탈 차이나 투자

7월

B라운드 투자 유치(5000만 달러), 알리바바/세콰이어 캐피탈 투자

2013년
2014년

음식 등 배달서비스 시작
5월

C라운드 투자 유치(3억 달러), 30억 달러 기업가치로 유니콘
알리바바/세콰이어 캐피탈 투자

등극,

57) 网易(2020.4.8.), 「美团新十年与王兴的用人观」, https://bit.ly/3qHYUKh(검색일: 2020.10.7)
58) 腾讯科技(2018.6.25.), 「一线 | 美团点评赴港IPO 港股迎近十年最大互联网平台公司」, https://bit.ly/3dAUe5y(검색일: 2020.9.17)
59) IT之家(2018.9.20.), 「美团点评市值 4000 亿港元：超越京东」, https://bit.ly/3aHNscd(검색일: 202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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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주요사항
1월

D라운드 투자 유치(7억 달러), 70억 달러 기업가치

10월

따종디엔핑 합병, 150억 달러 기업가치 평가, 이 시점에 알리바바 투자 회수하였고
이 빈자리에 텐센트가 투자자로 참여. 2020년 7월 기점으로 알리바바는 메이투안
지분 1.48% 보유

1월

E라운드 투자 유치(33억 달러), 180억 달러 기업가치로 정식

데카콘 등극

1월

해외호텔 예약 서비스 시작

2월

차량호출, 공유 서비스 메이투안다츠어(美团打车) 시작

9월

메이투안여행앱 출시

4월

자전거 공유 서비스 모바이크(摩拜单车) 인수

9월

홍콩증시 IPO

자료: 百度百科, 메이퇀 홈페이지 및 주요 언론 자료를 참고하여 연구진 작성

나. 핵심 전략과 사업 영역
1) 니치 마켓 중심의 고중저빈(高中低频) 공략
메이투안의 성공 요인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고중저빈(高中低频)의 장악”이다. 여기
서 저빈(低频)은 비행기, 호텔 예약처럼 분기별 혹은 1년에 한두 차례 발생하는 이벤트를
의미하며, 중빈(中频)은 자동차, 택시 등의 교통수단이나 영화와 같이 주 단위로 발생하
는 일을 말한다. 고빈(高频)은 음식 배달, 자전거 이용 등 일 단위로 거래가 발생하는 일
들을 지칭한다.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다른 빈도로 일어나는 일들을 모두 모아서 메이투
안 플랫폼에서 제공하고, 상대적으로 수수료가 낮은 고중빈(高中频) 분야의 사용자수를
높여 이들이 호텔, 비행기 예약 등 수수료가 비싼 서비스를 이용할 때에도 메이투안을
이용하도록 유도해 전체 매출·이익 규모를 늘리는 것이 메이투안의 사업 전략이다.
초기에 메이투안은 식당, 레저 등의 중빈(中频) 이벤트를 공동구매하는 사업모델로
유니콘 기업이 된 후, 저빈(低频)과 고빈(高频) 영역의 일들을 예약 또는 구매하는 방향
으로 사업을 확장해 왔다. 이런 맥락에서 메이투안의 사업확장 및 인수합병 움직임을
이해하면 그들이 왜 자전거 공유서비스인 모바이크를 인수하고, 디디, C-trip등 절대
강자가 존재하는 시장으로 확대 진출하는지를 이해할 수 있다(人民网, 2018.4.4.)60)

60) 人民网(2018.4.4.), 「摩拜回应“卖身”美团：不存在所谓创始团队出局」, https://bit.ly/3sgWB1c(검색일: 202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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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음식 배달
메이투안은 음식 배달 서비스를 2013년 11월부터 시작했는데 이 시장에서 메이투안의
최대 경쟁사는 알리바바가 2018년에 인수한 어러머이다. 현재 메이투안이 65%, 으어러머
가 27%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 이 사업은 메이투안의 핵심 사업분야로 메이투안 전체 매출
의 57%(약 13억 달러)를 차지하고 있다. 매출의 90%는 가게에서 내는 수수료이다.

[그림 3-1] 음식 배달업체별 시장점유율 변화

자료: Trustdata(2019)

메이투안이 음식 배달을 시작한 2013년은 어러머가 2009년부터 사업을 시작해 4
년째 업력을 쌓아오며 12개 도시로 서비스를 확대하던 시기였다. 당시 어러머가 1선
도시들에서 배달 시장의 50%를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메이투안은 어러머와의 경쟁
을 피하기 위해 어러머가 진출하지 않은 2, 3선 도시의 음식 배달 시장을 공략하였다.
이렇게 양사가 서로의 서비스 지역을 점차 넓혀가던 중, 2016년을 기점으로 메이투안
은 1선 도시에 진출하고, 어러머는 2선 도시로 본격적으로 진출했다. 이때 메이투안이
제공한 서비스가 “빠른배달(快速送达)”이다. 요즘은 음식을 주문하면 도착예정시간을
알 수 있지만, 이때만 해도 그런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았으며 메이투안이 이 서비스를
처음으로 도입하였다. 이는 메이투안이 배달서비스를 위한 연구개발팀을 조직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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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시켜 서비스에 적용했기에 가능한 것으로 평가된다. 메이투안이 이러한 서비스를
도입하며, 메이투안과 어러머 간 시장점유율에 격차가 생기기 시작했다(微博, 2020.
5.30.)61)

<표 3-2> 어러머 투자 및 인수 시기 정리
투자단계

시기

투자자

금액

A라운드

2011년

진사강 창투

100만 달러

B라운드

2013년

진사강 창투

600만 달러

C라운드

2013년

세콰이어캐피탈 중국

2,500만 달러

D라운드

2014년(메이투안 시장진출)

따종디엔핑

8,000만 달러

E라운드

2015년

F라운드

2015년

华联股份

6.3억 달러

전략적투자

2016년

알리바바

12.6억 달러

합병

2018년

알리바바

95억 달러

텐센트, 징동, 세콰이어
캐피탈

3.5억 달러

자료: Trustdata(2019)

메이투안의 빠른 성장으로 2015년부터 중국 음식배달시장은 어러머, 메이투안, 바이두
세 기업이 치열한 경쟁구도를 형성했다. 2017년 어러머가 바이두 배달을 인수하고, 2018
년에는 알리바바가 당시 업계 1위였던 어러머를 95억 달러에 인수하며, 2015년에 메이투
안-디엔핑 인수합병으로 시장에서 잠시 물러났던 알리바바가 다시 진입하게 되었다(百度百
科)62).
치열한 경쟁상황에서 메이투안은 업무협약 및 배송영역 확대 등의 전략을 구사하여 대
응하였다. 먼저, 2017년 중국 최대 슈퍼마켓 체인인 다룬파(大润发)와 업무 협약을 맺었다.
다룬파는 29개 도시에서 392개 지점 보유하고 있고, 매장을 이용하는 하루 사용자수만
400만 명에 달할 정도로 거대한 기업이다. 이 협약으로 다룬파에서 판매하는 제품을 메이
투안에서 주문할 수 있게 되어, 음식뿐 아니라 생필품 전반에 대한 배송이 가능해졌다.
또한 2017년 7월에는 신선식품 배송서비스인 짱위셩시엔(掌鱼生鲜)을 시작하였다.

61) 微博(2020.5.30.), 「美团赢饿了么的3个关键点」, http://bit.ly/3s9Mewa(검색일: 2020.5.30)
62) https://bit.ly/3stasSv (검색일: 2020.9.1)

제3장 미·중 데카콘 사례 분석 73

이는 알리바바의 신선식품 서비스인 흐어마시엔셩(盒马鲜生)과 유사한 서비스로, 알
리바바가 으어러머 인수 당시 내세운 “3km 이상적인 생활권” 개념을 차용한 것이다.
중국 신선식품 배달 서비스는 알리바바가 선도했지만, 메이투안도 빠르게 진입하여
서비스 영역을 확대했다(美团研究院, 2020).
아래 [그림 3-2]과 같이 메이투안은 업체들을 위한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
다. 특히 주목할 점은 결제, 수금과 관련하여 업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사스(Software
as a Service: SaaS)를 제품화했다는 것이다. 이 제품은 식당의 마케팅, 회원관리, 식
당 내 와이파이, 모바일결제, 온오프라인 연계 기술, 운영관련 수치 데이터화 기능을
제공히고 있는데, 메이투안은 이 부분의 서비스를 세분화하기 위해 600여개가 넘는
B2B서비스 기술을 플랫폼에 도입하였다(招商证券, 2020c)
[그림 3-2] 메이투안 B2B SaaS 서비스 구성도

자료: 招商证券(2020c).

나) 신선식품 배달
중국의 신선식품 배달 시장은 매년 30% 이상 성장하여, 2020년에는 시장규모가
3,000억 위안을 돌파했다. 주 1회 이상 구매하는 사용자가 전체의 64%에 달하며, 특
히 채소를 주 1회 이상 구매하는 사용자는 전체의 72%에 달할 정도로 높은 비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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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사용자수(Daily Active Users: DAU)를 보유한 시장이다.
신선식품 배달시장은 2015년 알리바바가 허마시엔셩을 시작하며 본격적으로 성장
하기 시작했으며, 알리바바와 메이투안이 각각 주요도시에 오프라인을 매장을 오픈하
면서 경쟁이 치열해졌다(美团研究院, 2020).
메이투안은 신선식품 배달을 통해 5~10%의 월간사용자수(Monthly Active Users:
MAU)의 증가를 실현했다. 허마시엔셩이 특산물 등의 고급 신선 제품 서비스를 주로
하는 반면, 메이투안은 말 그대로 삼시세끼 밥상에 올라갈 수 있는 신선 제품을 제공하
는 것을 목표로 관련 공급망을 확충하고 있다. 특히, 신선 식품은 구매 비율이 높기
때문에 기존의 배송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시스템을 안정화하는데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
고 있다(招商证券, 2020a).
신선식품의 공급안정화를 위해 메이투안은 콰이루(块驴)라는 서비스를 구축하여 기
존의 식품유통을 혁신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 서비스는 농수산식품의 생
산단계부터 도·소매, 재고 관리까지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원산지 품질 및
수급 관리, 작황상황에 따른 물류관리 등이 가능하다. 이 시스템을 통해 생산자, 식품
판매업자 그리고 최종적으로 소비자까지 관련된 사람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
을 목표로 한다(中信建设证券, 2018).
[그림 3-3] 콰이루 공급망 체계

자료: 中信建设证券(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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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방문서비스 예약(뷰티, 레저, 이벤트 등)
이 분야에서 메이투안은 절대적인 시장 우위를 점하고 있다. 메이투안과 디엔핑을
합한 MAU는 3억 명으로 경쟁사인 코우빼이(口碑, 알리바바가 보유하고 있는 회사)의
500만보다 월등히 우월한 시장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다. 메이투안은 기존의 예약서비
스인 뷰티, 레저에 그치지 않고, 성형, 결혼 기념 촬영, 인테리어 등 생활 전반에서 비
교적 낮은 빈도로 일어나지만 이용하게 되는 이벤트 전반을 서비스 영역에 추가하고
있다(美团研究院, 2020).

[그림 3-4] 레저, 미용, 교육, 이벤트 영역의 기업별 점유율

자료: 美团研究院(2020)

라) 여행(호텔, 여행상품) 예약
메이투안은 2017년 여행예약 서비스를 출시했으며, 이 시장은 C-trip이 시장점유
율 56%를 차지하고 있어 메이투안이 고전하고 있는 분야이다. 메이투안의 점유율은
5.5%로 씨에청의 1/10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招商证券, 2020c).
한편, 호텔 예약은 씨에청 44%, 메이투안 24%로 여행예약에 비해 메이투안이 상대
적으로 좋은 성적(2018년 야간 호텔 예약 수치는 메이투안이 씨에청을 역전)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메이투안의 낮은 수수료 정책에서 기인한다. 여행업에서 OTA(On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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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vel Agency)를 통한 예약 수수료는 일반적으로 12~15%인데 반해, 메이투안은 후
발주자로써 10% 이하의 낮은 수수료 정책을 펼치고 있다. 후발주자이긴 하지만 메이
투안의 다른 서비스를 이용하는 유저가 이미 6억 명에 달하며, 이들로부터 얻는 데이터
를 이용해 여행서비스를 공략한 마켓팅으로 사용자 확보가 가능하다. 실제로 메이투안
의 여헹앱을 사용하는 유저 중 72%가 메이투안으로 음식을 주문하고, 37%가 레저 상
품을 구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澎湃新闻, 2015.10.27.)63)
시장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메이투안은 항공 및 해외 사업에서 적극적으로 파트너십
을 맺고 있다. 대표적으로 미국의 여행 관련 기업인 Club Med와 Priceline이 메이투
안에 투자하여, 메이투안 앱에서 보유 호텔을 제공하고 있다. 이들은 중국 및 동남아시
아 지역에서 메이투안의 영향력을 이용해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
현재 메이투안을 통해 215개 국가, 10만개의 항공 노선, 23만개의 해외 호텔의 예
약이 가능하다. 메이투안은 기존에 확보한 중국의 사용자들을 기반으로 호텔, 항공, 현
지관광업체, 음식점 등 해외여행 관련 주체들과의 협업 범위를 넓히고 있다(招商证券,
2020c).

마) 모빌리티 서비스(공유차, 택시, 자전거 등 교통수단)
메이투안은 모빌리티(공유차, 택시, 자전거 등)예약 서비스인 메이투안다처(美团打
车)를 출시하였다. 이 서비스는 집에서 출발하여 메이투안으로 예약한 상점으로 이동
하게 하여 예약부터 외출,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는 모든 과정을 플랫폼 상에서 해결가
능하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美团研究院, 2020).
하지만, 업계 1위인 디디(滴滴)의 일간 이용량은 2,400만 건으로 40~50만 건을 기
록하고 있는 메이투안과의 격차가 뚜렷하다. 특히, 업계 내 치열한 경쟁으로 기사 및
고객 확보를 위한 비용이 증가하면서 이 사업 부문에서 메이투안의 적자폭은 계속 증가
하고 있다. 모빌리티 서비스 영역은 메이투안이 큰 성공을 거두고 있는 고중저빈 전략의
가장 약한 고리로 평가 받고 있다.

63) 澎湃新闻(2015.10.27.), 「携程去哪儿合并内情：都烧不起钱了，庄辰超回应“出局”说」, https://bit.ly/3pFHSLF (검색일: 2020.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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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거대한 물류 네트워크 확보
메이투안은 배달·배송의 핵심인 물류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2015년
물류관련 회사들이 공동투자하여 만든 펑니아오(丰巢)에 메이투안이 2017년 합류하여
시스템을 도입하였다. 펑니아오는 수령자 부재시 택배수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인
택배함을 도입하는 시스템으로 70개 도시에 5만개의 무인택배함을 배치하고 80만명
의 택배원을 통해 빠르고 안전한 배송을 하는 것이 목표였다. 메이투안은 빠른 시기
(2017년 6월)에 이 시스템에 합류하여 현재는 중국에서 경쟁사 대비 가장 많은 물류
네트워크를 확보하고 있다(美团研究院, 2020).
메이투안은 경쟁사인 알리바바, 징동에 비해 하루에 처리하는 배달 물량의 규모가
월등히 크다(美团研究院, 2020). 이는 2019년 5월 출범한 ‘메이투안배송’의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메이투안배송은 “당신이 상상하는 모든것을 당신에게 보낸다” 라는
모토로 기존에 서비스하던 품목과 상점 이외에 메이투안의 배달 네트워크를 제공하는
배달오픈플랫폼을 제공했다. 이 서비스로 메이투안은 1년 사이 175%의 성장을 이루었
으며, 배달 네트워크 파트너사는 123% 증가, 서비스 상점 수는 272%가 증가하였다(中
国日报网, 2020.9.25.)64)
2020년 상반기 기준 메이투안이 보유하고 있는 배달원 수는 295만 명에 이른다.
이는 2019년 대비 약 16.4%(45만명)가 증가한 수치로 COVID-19가 시작된 2월에는
일시적으로 증가세가 주춤했지만, 3월부터는 매월 30만 명 이상 증가하고 있다. 이는
COVID-19로 인해 2,3선 도시에서 일자리를 잃은 청년들이 유입한 것으로 해석된다
(美团研究院, 2020; 中国即时配送行业发展报告编委会, 2019).

다. 성장에 기여한 성공 요인
1) 창업에서 유니콘으로: 2010~2012년
2010년 시작된 인터넷 공동구매 서비스는 2011년 기준, 관련 등록업체가 5천개가
넘을 정도로 관련 기업이 급격히 증가했다. 3년이 지난 2014년에는 176개의 업체만이
64) 中国日报网(2020.9.25.), 「美团配送：携手生态伙伴，共筑未来城市生活新基建」, https://bit.ly/3qJDyMD(검색일: 20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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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존해있었으며, 메이투안은 이런 치열한 경쟁 속에서 최후의 승자로 살아남았다(腾讯
科技, 2015.11.10.).65)

가) 데이터 기반의 전략적인 초기 시장 선점
메이투안은 앞선 경쟁에서 살아남은 경험을 통해 체화된 DNA를 통해 시장의 약점
을 분석하여, 후발주자임에도 기존의 강자를 역전했다.
2011년에 초기 경쟁회사들이 1선 도시의 시장 장악을 위해 경쟁하고 있을 때, 메이
투안은 일찌감치 2,3,4선 도시로 진출하였다. 메이투안은 도시의 인구, GDP, 타오바
오 소비지수, KFC, 맥도날드 매장 수, 도시 내 영화관 수 등의 데이터를 분석해 진출
시장을 선정했다. 진출 후에도 빠른 실행을 통해 초기 수익률이 나오지 않는 도시에서
는 빠르게 사업을 철수했다. 이러한 선택과 판단은 메이투안이 2011년부터 관련데이
터를 꾸준히 모아왔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러한 2~4선 도시에서의 성공은 후에 진출하
는 새로운 사업에서도 크게 기여하였다(招商证券, 2020d).

나) 파트너사 유치 확대 전략
초기 경쟁 시기의 기업들 중 업계 상위 기업들은 1년에 3차례 이상 투자를 유치할
만큼 시장의 확장 속도가 빨랐다. 하지만 이들은 투자금을 사용자를 유인하기 위한 마
케팅에 공격적으로 사용하여 사용자 유입비용이 높았다. 대표적으로 라쇼우왕(拉手网)
의 1인 사용자유입비용은 몇 백 위안에 달할 정도였다(招商证券, 2020a).
이렇듯 다른 기업들이 투자금을 공격적 마케팅 비용에 지출하는 동안 메이투안은
다른 방식으로 시장에 접근했다. 당시 O2O 비즈니스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던 오프라
인 상점들을 위해 서비스 온라인화를 지원하는 팀인 ‘불도저철군(地推铁军)’을 만들어,
이들이 직접 오프라인 마케팅 및 상점의 영업을 지원하게 만들었다. 이러한 노력으로
2010년 당시 2,400개의 상점을 보유했던 파트너사 수가 2014년에는 90만개로 폭발
적으로 증가해으며, 그 결과 낮은 비용으로 사용자를 유입시킬 수 있게 되었다. 이 시
65) 腾讯科技(2015.11.10.), 「美团点评调整架构：张涛任董事长 王兴任CEO」, https://bit.ly/3bmVma4(검색일: 20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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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에 메이투안의 공동구매 시장 점유율은 74.2%에 달할 정도로 압도적인 성장을 하게
된다(招商证券, 2020d).
2011년 메이투안에 합류한 알리바바 부사장 출신인 간찌아웨이(干嘉伟)가 불도저철
군을 만들고 이끌었으며, 알리바바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메이투안을 시장 최고의 자
리에 올려놓았다(搜狐, 2017.3.17.).66)

2) 유니콘에서 데카콘으로의 성장(2012~2016년)
공동구매 시장을 장악하여 유니콘이 된 메이투안이 다음 성장을 위해 선택한 시장
이 배달시장이다. 2014년 시장진출로 배달시장에서 가능성을 확인한 메이투안은
2015년 디엔핑 합병으로 단숨에 배달시장을 장악할 기틀을 마련했다.
합병 전 디엔핑은 식당 등 서비스에 대해 평가를 남기는 리뷰전문 플랫폼이었다.
당시에는 사용자들이 디엔핑을 통해 리뷰를 확인하고 메이투안을 통해 할인상품을 확
인하여 식당을 예약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두 기업의 출발점은 서로 달랐으나, 날로
확대되는 O2O시장에서 식당, 호텔, 영화관 등과의 제휴할인 서비스를 제공하며 최대
경쟁자로 만나게 되었다(招商证券, 2020b).
디앤핑은 빠른 성장으로 소셜커머스 시장의 약 30%까지 점유하며 업계 1위인 메이
투안을 추격했으며, 결국 경쟁사였던 두 기업은 합병을 통해 중국 내 O2O업계에서
가장 큰 기업이 되었다. 최근 자금조달 과정에서 메이투안과 디앤핑의 기업가치는 각
각 110억 달러와 40억 달러로 평가되었으며, 합병 기업의 가치는 150억 달러에 달해
결과적으로 메이투안은 단숨에 데카콘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 2016년 텐센트의 전략
적 투자가 이어지고, 이 투자로 위챗에서 바로 메이투안의 배달, 영화예매 등의 서비
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招商证券, 2020d).

3) 데카콘에서 Exit, 그리고 현재
메이투안은 2020년 기준 기업가치 560억 달러, 연매출 30억 달러로 중국 테크 기업
66) 搜狐(2017.3.17.), 「地推之神干嘉伟：如何打造出一支地推铁军」, https://bit.ly/3dN1Emn(검색일: 20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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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3위를 기록하고 있다. 매출 중 57%가 음식배달에서 나오지만 이익의 74%는 호텔,
여행 등에서 나와 메이투안의 고중저빈(高中低频) 전략이 유효했음을 증명하고 있다.

[그림 3-5] 메이투안의 매출 및 이익

자료: GGV captital(2019.9.16)67)

메이투안은 일상생활 각 영역에서 나오는 데이터를 이용해 기존에 광고시장에서 독
점적인 지위를 유지하고 있던 바이두를 위협하고 있다. 바이두가 광고주로부터 광고를
받아 고객에게 노출하는 방식이었다면, 메이투안은 공동구매, 쿠폰, 광고, 리뷰, 그리고
기존의 서비스 연계를 통한 할인 등으로 다양한 채널의 광고를 제공하고 있다.
메이투안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목표는 알리바바와 유사하다. 알리바바는 ‘88VIP’
라는 서비스로 한 달에 88위안을 지불하면 타오바오(쇼핑), 어러머(음식배달), 유쿠(동
영상), 샤미(음악), 타오피아오(영화예매) 등 알리바바 생태계에 있는 모든 서비스를 이
용할 수 있게 하고 있다. 메이투안도 음식배달과 텐센트 동영상, 음악을 월 18위안,
25위안에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아직은 초기 단계로 두 거대기업
의 파트너십이 향후 어떠한 방향으로 전개될지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67) CGV capital(2019.9.16.), “Meituandianping’s path towards profitability”, http://bit.ly/3dAQDEr(검색일: 202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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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우버
가. 기업 개요
미국 시장에서 점유율 1위를 유지하고 있는 우버는 가장 대표적인 카쉐어링 기업으
로 차량 공유 모빌리티 서비스를 가장 먼저 시작한 기업이다, 주요 사업 분야로는 라이
드 쉐어링(82%), 우버잇츠(13%)가 있으며, 현재 중국의 디디추싱, 싱가포르 그랩, 러
시아 얀데스와 합작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삼성증권, 2020). 우버는 2010년 6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첫 서비스를 시작한 후 10년 동안 여러 부침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유경제의 대표적 모델 기업으로 각인되며 높은 기업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표 3-3> 우버 기업 개요
구분
창립 연도
창업자

주요 내용
Ÿ 2009년 3월
Ÿ 트레비스 캘러닉, 가렛 캠프

사업 분야

Ÿ 모바일 차량 예약 호출 서비스

진출 도시

Ÿ 샌프란시스콘, 뉴욕, 파리, 싱가포르 등 전 세계 70개국 900여개 도시

기업가치

Ÿ 현재 639억 달러로 평가 받고 있음. 2020년 10월 1일 기준

자료: 연구진이 정리

1) 창업자
우버의 창업자인 트래비스 캘러닉은 대학중퇴 이후 지속적으로 창업을 시도했으며, 창
업에 도전한 지 세 번째 만에 혁신적인 성공을 거둔 기업이 바로 우버이다. 그는 22세의
젊은 나이에 스코워(Scour)라는 P2P 서비스 사업을 시작했으나 여러 미디어 및 영화사
로부터 소송을 당해 사업을 접는 시행착오를 겪었다(문화일보, 2018. 9. 5.)68). 그 후,
2001년 25세의 나이에 다시 합법적인 자료 공유 서비스 기업인 레드 스우시(Red
Swoosh)를 설립하여 벤처캐피탈로부터 170만 달러를 지원받는 수완을 발휘했으며, 이
기업을 네트워크 컴퓨팅 기업에 다시 매각하며 재기를 준비하였다(한국일보, 2017. 7.
68) 문화일보(2018. 9. 5.), ｢우버의 폭발적 성장 이끈 창업자 캘러닉의 추진력｣, https://bit.ly/37s1FrF (검색일: 2020. 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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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9). 매각 후 P2P 서비스 담당자로 기업에서 1년간 근무한 후 그는 2009년 6월 우버
서비스를 시작하였다. 그 후 불과 5년만인 2014년에 30억 달러 자산을 가진 억만장자
창업자로 전 세계에 이름을 알리고, 공유경제의 아이콘 및 혁신의 대명사로 인정받기 시
작했다.
칼라닉은 초기에 혁신을 주도하며 비약적으로 우버의 성공을 이끌었으나 수평적인
문화를 가진 대다수의 스타트업 기업들과는 달리 조직 구성원들에게 ‘항상 의욕적일
것’, ‘대립을 피하지 말고 즐길 것’ 등을 강조하는 공격적 리더십을 발휘하여 사내에서
논란이 되기도 하였다. 권위적이고 성과지향적인 조직문화에 따른 수 많은 논란 끝에
칼라닉은 2017년 6월 우버의 CEO직에서 사임했으며, 자신이 보유한 우버 지분의 거
의 전량을 처분하였다.

2) 창업 동기
우버의 창업자인 트래비스 캘러닉이 창업한 동기는 매우 심플하다. 그는 친구와 함께
프랑스 파리에서 택시를 기다리던 중 30분이 넘게 택시가 잡히지 않자 “택시를 이렇게
기다리는 것이 아닌 조작 버튼 하나로 택시를 부르는 서비스가 개발되면 좋겠다.”라는 생
각을 하게 되었고, 그 생각이 곧바로 우버의 창업으로 이어졌다(한겨레, 2019. 4. 6.)70).
우버의 사업은 쉽게 표현하면 승객과 운전기사를 휴대폰의 버튼 하나로 연결해주는
기술이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택시를 잡기 위해 도로에서 기다리거나
택시 회사로 전화를 거는 등의 번거로운 방식으로 택시를 이용해왔다. 우버의 창업자
는 이러한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고민했으며, 그 결과 필요 서류를 갖춘 개인이 회사
에 개인 차량을 등록하면 기사로 등록되고 일반 승객은 이를 콜택시처럼 곧바로 편리
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아이디어를 개발하였다.
우버는 승객이 우버 앱을 스마트폰에 다운로드 받아 해당 앱을 통해 차량을 예약하
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예약 시 예약된 차량의 위치가 곧바로 고객에게 전달되며, 목적
지까지의 예상 요금, 현재 위치, 운전자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창업자는 특별한
69) 한국일보(2017. 7. 8.), ｢“USB 들고 다니기 귀찮아” 100억불 기업 일구다｣, http://bit.ly/37pLUkS (검색일: 2020. 7.17.)
70) 한겨레(2019. 4. 6.), ｢문제적 기업 ‘우버’는 어떻게 136조 기업이 됐나｣, http://bit.ly/3rYEQDM (검색일: 2020. 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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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기술이나 천재적 인적자원의 보유 없이 일상 생활에서 발생하는 번거로움에서 사업
기회를 포착했으며, 우버에 고용되었거나 공유된 차량의 운전기사와 승객을 스마트폰 앱
으로 중개하는 아이디어로 전 세계 100개 도시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며 고속 성장을 이루
었다. 전화로 콜택시를 부르지 않고 휴대폰 앱으로 택시를 부르는 온 디멘드 모빌리티 서
비스는 우버의 탄생 이후 일반화되어 전 세계로 확산되었다.

3) 사업 현황
우버는 2019년 5월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되며 데카콘 기업으로서의 면모를 전 세
계에 알렸다. 수직적이고 권위적인 조직문화, CEO의 기행 등 논란에도 불구하고 우버
가 진행하는 사업에 대해 여전히 많은 투자자와 시장의 기대는 높은 편이다. 창업 11년
만인 2020년 Fortune 선정 500대 기업에 오른 우버는 코로나 위기에 대해 주력사업
을 변경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2020년 2분기 실적 집계 결과, 음식배달 사업인
우버이츠의 매출이 12억 달러를 기록했으며, 이는 기존의 핵심 사업 분야인 차량호출
사업 매출(7억 9000만 달러)을 초과한 수치이다.
그동안 택시를 대체하는 탑승 공유업(Ride-sharing)의 선두주자로 알려진 우버의
차량호출 사업은 ‘우버 신드롬’을 일으킬 정도로 기존의 시장을 완전히 파괴하며 주목
을 받아왔다. 그러나 코로나 사태로 인해 차량호출 예약액이 2019년 대비 75%나 하락
하는 어려움을 겪어 향후 전망이 어두울 것으로 예상되기도 했으나, 음식배달 부문 매
출이 12억 달러를 초과하여 전년대비 2배의 성장을 이루며 전염병 위기 속에서도 안정
적인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창업 이후 최초로 음식배달 사업의 수익이 차량호출 부문
을 넘어서게 된 것이었다.
그러나 주력사업이 차량호출에서 음식배달로 변경된 사실 만으로 우버의 향후 사업
전망을 긍정적일 것으로 판단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우버가 미국 4위의 음식배달 기업
인 포스트메이츠(Postmates)를 26억 달러(한화 기준 3조)가 넘는 금액을 투자해 인수
했지만, 여전히 음식배달 부문은 차량호출보다 경쟁이 훨씬 더 치열하고 이윤이 적은
분야이기 때문이다. 음식배달 부문이 높은 매출액을 기록했지만 여전히 2억 달러가 넘
는 적자를 기록하는 것도 사업 전환에 있어서 우버의 더 깊은 고심이 엿보이는 대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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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Matherne & O’Toole, 2017).
우버는 미국에서 음식배달 부문의 1위를 달리는 그럽허브(Grubhub) 인수에도 많은 관
심을 기울이고 있다. 미국 시카고에 위치한 그럽허브는 2018년 기준 미국에서 시장 점유율
34%를 유지하고 있고 우버이츠는 24%를 기록하며 2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만약 우버가
그럽허브를 인수하면 신종 코로나 사태로 인해 급증하는 음식배달 수요를 모두 독점할
수 있게 된다. 우버는 음식배달 사업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여, 차량호출에 이어 음식배달
부문을 장악함으로서 데카콘 기업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나. 기업의 성장 경로
우버는 2020년 10월 기준 639억 달러의 기업가치를 달성하였고, 누적 투자금은
12억 달러를 기록했으며, 상장에도 성공했다(정의교, 2016). 상장 이후 큰 적자폭, 많
은 경쟁 기업의 출현, 불투명한 지속가능 성장성 등의 이슈가 불거지기도 했지만, 그럼
에도 불구하고 우버 에어를 비롯한 미래 지향적 서비스를 가장 먼저 제시하며, 모빌리
티 산업의 트렌드를 좌우할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소비자평가, 2019. 8. 8.)71).
우버는 2013년부터 2020년까지 끊임없이 글로벌로 영역을 확대하는 동시에 벤처캐피탈
및 투자기관, 국부펀드 등으로부터 수조원에 가까운 투자를 유치해왔다. 2013년부터
2020년까지 우버의 성장경로를 보면, 해마다 공격적으로 해외 시장 진출을 추진해 온
것을 알 수 있다. 2015년까지 해매다 10여개국에 추가로 진출했으며, 그과정에서 구
글벤처스, 블랙록, 소프트뱅크등으로 지속적인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고, 이는 곧 우버
의 경이로운 기업가치 증가로 이어졌다.
그러나 이러한 성장세는 2017년부터 전환점을 맞이 했다. 2017년 부터, 우버의 아
이디어를 모방한 모빌리티 공유 기업이 세계 각국에서 탄생하고, 우버가 진출한 세계
시장에서 로컬 기업과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우버의 성장세는 뚜렷하게 감소했다. 또
한 우버에 투자한 투자 자본 역시 각국의 모빌리티 기업에 투자를 확대해 가면서, 우버
의 독보적인 지위는 점차 약해졌다. 이는 우버가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었음

71) 소비자평가(2019. 8. 8.), ｢우버, 혁신으로 시작해 시장을 사로잡다｣, https://bit.ly/2OP0qfP (검색일: 2020. 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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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도, 압도적인 기술력 또는 비즈니스 모델 차별성을 확보하지 못했고, 그 사이 로컬
혁신 기업들이 혁신 역량을 키워 우버의 시장 점유율을 회수해 나갔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결국, 우버는 가장 큰 시장 중 하나인 중국 시장에서 우버 차이나 지분을 디디
추싱에게 매각하고, 지분을 확보하는 형태로 중국 시장에서 철수했다.

<표 3-4> 우버의 기업가치 및 투자 유치 추이
구분

기업 규모

2013년

Ÿ 30개국 진출

2014년

Ÿ 40개국 진출

2015년

Ÿ 57개국 진출

2016년

Ÿ 63개국 진출

2017년

Ÿ 65개국 진출

2018년

Ÿ 68개국 진출

2019년

Ÿ 70개국 진출

2020년

Ÿ 70개국 진출

기업 투자
Ÿ 구글 벤처스 2억 6,000만 달러
투자 유치
Ÿ 피데빌리 4억 2,500만 달러 투자
유치
Ÿ 웰링턴 매니지먼트 2억 900만
달러 투자 유치
Ÿ 블랠록 1억 7,500만 달러 투자
유치
Ÿ 소프트뱅크로부터 12억 달러 투자
유치
Ÿ 골드만삭스로부터 16억 달러 투자
유치
Ÿ 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로부터
35억 달러 투자 유치

기업가치
Ÿ 40억 달러
Ÿ 182억 달러
Ÿ 500억 달러
Ÿ 625억 달러
Ÿ 650억 달러
Ÿ 750억 달러
Ÿ 600억 달러
Ÿ 639억 달러

자료: 연구진 정리

다. 성장에 기여한 성공 요인
창업 이후 급속도의 성장을 이룬 우버의 성공 요인은 여러 가지 요소가 있다. 해당 성공
요인을 창업에서 유니콘, 유니콘에서 데카콘, 그리고 데카콘에서 엑싯 과정으로 구분하여
살펴봄으로써 각각의 성장 단계에서 어떤 요인이 성장의 추동력이 되었는지 면밀히 살펴보
고자 한다. 우버의 서비스를 간략히 소개하면 <표 3-5>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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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 우버 서비스 개요
구분

우버의 개념

주요 내용
Ÿ
Ÿ
Ÿ
Ÿ

사용자와 운전기사를 스마트폰 앱을 활용하여 연결시켜주는 서비스
우버는 사용자와 운전기사를 연결해주는 Connector의 역할
이용 요금은 우버 앱을 통해서만 계산되도록 설정
택시 요금으로 결정된 금액 중 일정 부분은 우버가 수수료의 방식으로 취하며 그 외
금액은 운전자에게 배분하는 방식

이용 방식

Ÿ 사용자는 자신의 스마트폰에 우버 앱을 설치해야 함
Ÿ 스마트폰의 앱을 통해 사용자 위치 지정
Ÿ 해당 위치에서 우버에 등록된 운전자에게 자동 호출

결제 방식

Ÿ 우버 앱을 가입할 경우 신용카드 등록 필요
Ÿ 이용 요금은 등록된 신용카드에서 결제

이용 요금

Ÿ 이용 요금은 서비스를 제공받은 날의 시간, 요일, 날씨 등에 따라 가변적
Ÿ 수요 및 공급에 따라 이용 요금이 결정되는 시장주의 방식 적용

이용 종류

Ÿ
Ÿ
Ÿ
Ÿ

우버 X: 일반 승용차를 토대로 제공하는 서비스
우버 Black: 고급 승용자 or SUV를 토대로 제공하는 서비스
우버 Taxi: 현행 택시를 토대로 제공하는 서비스
이외에 우버 XL, 우버 Pool, 우버 Cargo 등이 있음

자료: 강상욱 외(2015)

1) 창업에서 유니콘 기업이 되기까지 내부 성공 요인
우버가 창업 후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하는데 있어서 핵심적인 성공 요인은 모바일 앱
기반 중개 서비스를 통해 공유경제의 대표적 상징으로 해당 서비스가 소비자와 고객에게
인식된 것이다(연합뉴스, 2017.12.10.)72). 참고로 공유경제란, 한번 생산한 제품을 여러
사람이 함께 공유해 활용하는 협업 소비를 전제로 하는 경제 방식을 의미한다. 이 틀 내
에서 우버는 ‘모바일 차량 예약 호출 서비스’라는 독특한 시스템을 제공, 창업 11년 만에
유니콘에서 데카콘까지 성장 단계를 밟아나가고 있다(아주경제, 2019. 11. 7.).73)
우버는 교통수단의 관점에서 기존 택시의 단점을 보완했기에 단기간에 많은 고객과
사용자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는데 성공했다. 가령, 투명한 서비스 사용 요금 및 언제
든지 자신이 원할 때 호출 가능한 차량 서비스 제공, 시간 및 날씨, 요일 등에 맞게
요금을 책정하여 사용자의 선택 폭을 확대하는데 기여한 점, 글로벌 스탠다드를 도입
해 세계 어디에서든 대동소이한 서비스를 제공한 것이 우버의 강점이었다(곽배성,
72) 연합뉴스(2017.12.10.), ｢미국 7대 데카콘 스타트업..우버, 에어비앤비 1, 2위｣, http://bit.ly/3k2qYpa (검색일: 2020. 7.17.)
73) 아주경제(2019.11. 7.), ｢우버 “기업 성장의 핵심은 다양성과 포용성”｣, http://bit.ly/3pzTBLE (검색일: 202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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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송승현, 2017; 이경민·배채윤·정남호, 2018). 우버는 창업한지 불과 3년 만에
시장에서 34억 달러의 기업가치를 인정받으며 유니콘 기업의 상징으로 떠올랐다. 경제
및 산업 전문가들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공간을 연결하는 혁신기업으로 우버를 손꼽
으며, 이들이 O2O(Online to Offline) 비즈니스 모델을 창조했다고 평가했다(민성
희·박정은, 2016; 정의교, 2016).
<표 3-6> 우버 서비스 및 콜택시 서비스 비교
구분

우버

콜택시 서비스

이용 기반

Ÿ 스마트폰 앱 연결 방식

Ÿ 전화 통해 택시 서비스 요청

이용 차량

Ÿ 일반 차량까지 포함하는 서비스

Ÿ 일반 택시 및 모범택시

결제 방법

Ÿ 가입 당시 입력한 신용카드에서 서비스를 이
용한 뒤 자동 결제

Ÿ 현금 및 신용카드

기타

Ÿ 운전자와 통화 가능
Ÿ 운전자 관련 정보 및 휴대전화 번호, 차량 및
차량 번호, 차량 위치 제공

Ÿ 운전자와 통화 가능

자료: 강상욱 외(2015)

[그림 3-6] 우버 서비스 비즈니스 모델 개념도

자료: 강상욱 외(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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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버는 ‘대리운전+콜택시+택배’와 같은 개념을 융합한 서비스 모델로 성장을 거듭
했고, 2010년 구글 출신의 투자자로부터 125만 달러를 유치 받고 2011년 초, 벤치마
크캐피탈로부터 1,150만 달러를 투자 받으며 성장을 가속화했다. 이는 우버가 창업한
지 불과 5년 만에 43개국 163개 도시에 진출할 수 있었던 이유이다.
우버가 유니콘 기업까지 성장하는 데는 세계 최고의 혁신기업으로 알려진 구글의 공도
매우 크다. 구글은 2013년 구글벤처스를 통해 2억 5,000만 달러(한화 약 3,000억)를 투
자했고, 이후 구글이 투자했다는 소문이 전 세계로 확산되며 우버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
심과 평가가 더욱 탄력을 받았다. 이는 향후 우버가 데카콘 기업이 되는데도 상당한 영향
을 미쳤다. 무인 자동차 개발에 주력하는 구글이 우버에 투자했기에 구글과 우버가 상호
협력하거나 공동 개발하는 무엇인가가 있을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기대나 소문이 확산되
었기 때문이다. 이후, 피델리티(4억 2,500만 달러), 웰링턴매니지먼트(2억 달러 이상), 블
랙록(1억 7,500만 달러)의 투자가 연이어 진행되며 2013년 30~40억 달러를 유지한 우버
의 기업가치는 불과 1년 만에 180억 달러로 치솟으며 데카콘 기업으로 성장했다.
우버가 단기간에 다양한 투자자와 기업들로부터 투자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소비
자에게 유니콘 기업으로 인정받기까지 다양한 성공 요인이 작용했기 때문이다(강상욱,
서영욱, 이민호, 2015).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우버는 다른 스타트업 기
업들에게 여러 가지 모범적 성공요소를 보여주었다.
첫째, 우버의 창업자는 사업 비즈니스 모델을 공유경제에 바탕을 두었다. 공유경제
는 기존 경제체제의 B2C (Business to Customer) 관점을 P2P (Peer to Peer) 관점
으로 돌려, 공급자에게 막강한 힘이 주어지던 시스템을 플랫폼으로 돌려놓았다. 또한
소비자의 권리에 최대한 포커스를 맞춘 서비스를 제공하여, 첨단기술 없이도 저렴한
가격과 폭넓은 사용자 경험을 축적시킬 수 있는 효과를 거두었다(유진수, 2018). 기존
경제 체제의 지향점이 소비와 이윤창출, 경쟁에 있었다면, 우버는 합리적 소비와 가치
창출, 공유에 초점을 두어 공유경제라는 아이디어를 사업화하여 큰 성공을 거두었다(김
해중, 박종우, 조동혁, 2016). 공유경제의 대표적 사례로 에어비앤비와 우버가 손꼽히
며 우버는 공유경제의 잠재력이 무궁무진하다는 점을 실제 성과로 입증했다.
둘째, 우버는 사용자 편의에 초점을 둔 모바일 결제 방식을 도입해 소비자들로부터
더 폭넓은 신뢰와 애정을 받았다. 모바일 결제 방식은 우버의 성장을 촉진시킨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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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이다. 서비스를 이용한 후 굳이 신용카드나 현금을 기사에게 제공하지 않고 사전
에 앱을 통해 입력한 신용카드 정보에서 자동 결제되는 방식은 실제 카드나 현금 분실
없이 사용자가 마음 편히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는 심리적 안정감까지 제공했다(강상
욱 외, 2015). 또한, 여러 사람이 함께 더치페이 할 수 있는 방식을 도입해 차량 서비스
의 접점에서 소비자가 겪는 여러 가지 불편사항을 해소하여 최적의 사용자 편의성을
제공했다. 이후 수많은 모방 기업들이 모바일 결제 방식을 도입함에 따라 우버의 모바
일 결제 방식은 급속도로 확산되었다.
셋째, 기타 콜택시 서비스와 달리 차량 요금에 시장주의 관점을 도입, 수요와 공급에
따라 차량 가격을 다변화해서 소비자의 선택 폭을 넓혔다(김병오, 2015). 기존 택시업
계는 날씨, 요일, 시간과 상관없이 동일한 요금을 사용자에게 요구하는 반면 우버는
앞서 언급한 요인들을 모두 반영하여, 수요가 많은 시간에는 거리 당 비용이 올라가고
수요에 비해 공급이 많은 시간에는 가격이 내려가는 변동 요금을 도입하여 차량을 제
공하는 운전자와 사용자 양쪽에서 모두 호응을 얻었다(Cramer & Krueger, 2016).
예를 들어, 기상 조건이 매우 좋지 않거나 크리스마스, 연말 등 수요가 많은 시간에는
차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때 차량을 제공하는 운전자는 추가 요금을 요구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수요자와 공급자 양쪽을 모두 만족시키는 차별화된 변동 가격제는 우버의
서비스가 초기부터 시장에서 호평을 받는데 기여했다.
넷째, GPS 기반 시스템을 통해 수요를 적절하게 예측하여 우버는 더욱 빠른 속도로
성장할 수 있었다. 차량의 GPS가 제공하는 위치 정보를 통해 사용자의 위치와 인접한
차량을 연결시켜주는 아이디어는 자동으로 이용 요금과 이동 거리를 산출하게 만들어
사용자와 차량 제공자 모두에게 편리한 혜택을 제공하였다. 예를 들어, GPS 기반 시스
템을 활용해 차량 도착 시간을 최소화하고, 차량운용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 또한,
수집된 정보는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시간과 장소에 따라 가장 타당한 수요 예측을 가
능하게 함으로써 보다 쉽게 고객 만족을 이끌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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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7> 우버가 창업 후 유니콘이 되는 성장에 기여한 내부 요인
성공 요인

세부 내용

공유경제
사업화
아이디어

Ÿ
Ÿ
Ÿ
Ÿ

공유, 협력적 소비, 가치 창출에 바탕을 둔 아이디어
B2C에서 P2P(Peer to Peer) 비즈니스 유형으로의 전환
공급자 기업이 아닌 공유경제 플랫폼으로의 무게중심 이동
오프라인, 온라인이 아닌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한 서비스의 연결

모바일 결제
시스템 방식

Ÿ
Ÿ
Ÿ
Ÿ

사용자 편의성 극대화
요금 결제때 자동 결제되어 결제의 정확성, 타당성 제고
글로벌 신용카드 데이터 보안 표준안 수용해 신뢰 제고
더치페이 등 여러 옵션을 통해 사용자의 부담 완화 및 용이성 향상

서비스
변동 요금제

Ÿ 고정 요금제가 아닌 변동 요금제 통한 시장주의 시스템 도입
Ÿ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따라 가격 차별화를 통해 소비자 만족도 유발
Ÿ 악천후, 특정 요일(주말), 연말 및 성탄절 등 수요가 몰리는 날 서비스 요금 상승을 통해
차량 사용자의 만족도 유발

GPS 시스템
통한
수요 예측

Ÿ
Ÿ
Ÿ
Ÿ

위치 정보를 통해 사용자와 운전자의 연결성 극대화
스마트폰의 GPS를 통해 이동거리 및 소요 시간 등 정확한 데이터 산정
차량 도착 시간 및 차량 운영 효율성, 효과성 극대화
장기간 데이터 관리 및 분석을 통해 수요 예측 관리 가능

초기 성장을
촉진시킨
투자 규모

Ÿ
Ÿ
Ÿ
Ÿ

창업 후
2010년
2011년
2013년

3년 차에 기업가치 1억 달러 이상의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
구글 출신 투자자에게 125만 달러 투자 유치
벤치마크캐피탈로부터 1,150만 달러 투자 유치
구글벤처스 통해 2억 5,000만 달러 투자 유치

자료: 연구진이 정리

2) 유니콘 기업에서 데카콘 기업이 되기까지 내부 성공 요인
우버는 유니콘에서 데카콘 기업으로 성장하기까지 불과 1년밖에 걸리지 않았다. 우
버의 서비스 및 핵심기술의 급성장으로 데카콘 기업으로 인정받았다고 평가하기 다소
어려운 이유이다. 그러나 2013년 구글벤처스의 2억 5,000만 달러 투자가 수많은 투자
자의 투자를 촉진했다는 점에서 분명 유니콘에서 데카콘으로 성장하기까지의 우버의
사업 변화 및 기존 비즈니스 모델을 좀 더 상세히 고찰할 필요가 있다.
우버는 2013년 구글벤처스의 투자를 통해 3조원 이상의 기업가치를 인정받은 후
1년만인 2014년 6월 180억 달러의 기업가치를 기록했다. 2년 후인 2016년에는 비상
장기업임에도 시장가치가 625억 달러에 달하며, 독일의 저명한 자동차 기업인 다임러
벤츠의 시장가치와 맞먹는 규모로 성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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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버의 사업 분야는 차량 운송업, 운송 중개업 등으로 인식되고 있지만 사실 우버는
스스로를 ‘운송서비스를 제공하는 운전자가 고객의 욕구를 발견하게 하고, 이와 관련된
서비스를 공급하는 테크놀로지 기업’으로 포지셔닝하고 있다. 우버가 데카콘 기업까지
성장하는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전략적 성공요인은 수요자 또는 공급자 입장에서 기
술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닌 플랫폼 기업의 포지셔닝을 기반으로 양면시장(수요,
공급)을 모두 장악했다는 점이다(이현송, 2020; 정의교, 2016).
우버의 경우 스마트폰 앱을 통해 운전자와 사용자를 연결하고 운전자와 사용자는
상호 평가를 진행, 해당 결과가 우버에게 전달되어 빅데이터로 활용된다. 결과적으로
우버는 자체 개발한 ‘기술플랫폼’을 바탕으로 운전자와 사용자를 연결하는 디지털 중개
기업으로서의 역할이 강하다. 즉, 데카콘 기업으로 1년 만에 급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
는 기술플랫폼을 통해 운전자 마켓과 사용자 마켓을 연결하는 양면시장의 특성을 가진
우버의 잠재력 때문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양면시장에서 활동하는 플랫폼 기업은 각
기 다른 두 시장에 대해 서로 다른 가격을 책정할 수 있기 때문에 독점기업이 아니어도
해당 시장을 강력하게 지배할 수 있는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정의교, 2016).

<표 3-8> 우버 비즈니스 모델
구분

의미

기존 택시 시장

B2C 시장
(Business to
Customer)
공급자, 소비자의
직접 거래

우버 서비스
P2P 시장
(Peer to Peer)
공급자와 소비자
틀에서 벗어나 개인 간
연결을 통해 모든
공급자, 소비자가
동시에 수요자가 되는
현상

O2O 시장
(Online to Offline)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상호 연결하는 모델

E2E 시장
(End to End)
모바일로 연결하여
불필요한 중개 단계를
제거해서 효율성을
추구하는 모델

자료: 강상욱 외(2015)

더 나아가 우버는 서비스 다변화를 통해 모바일 종합 물류 회사의 전략적 방향성을 드러
냈다. 우버 블랙(고급 리무진 서비스), 우버 택시(기존의 택시 활용), 우버 러시(자전거 택배
서비스), 카풀 서비스 등을 제공하며 기술플랫폼을 토대로 한 모바일 종합 물류 회사의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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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을 그려나갔다. 2017년 직장 내 성희롱 파문과 창업자인 캘럭닉이 CEO직 사임 등의
이슈에도 불구하고 680억 달러의 기업가치를 기록하며 세계 최고의 데카콘 기업으로 인정
받았으며, 이는 명확한 사업 방향성 정립과 핵심역량을 토대로 한 사업 확장에 있다.
물론 우버가 데카콘 기업으로 성장하며 우버를 비판하는 시각들도 적지 않았다. 우버가
불법적으로 택시 업계에 침투했다는 점과 우버가 활용하는 ICT 기술 중 새로운 첨단 기술
이 전혀 없다는 것이 비판의 골자이다(송승현, 2017). 예컨대 우버의 모바일 앱 기술이 혁
신인가 단순한 기술 모방인가에 대한 논란도 우버의 기술은 이전부터 활성화되어 있었기에
참신함이 없다는 비판에서 비롯되었다(곽배성, 2017; 문현지, 황원재, 2020).
그러나 글로벌 전자상거래 기업으로 알리바바를 만든 마윈 회장은 ‘IT가 아닌 DT (Data
Technology)의 시대’라며 소비자의 감성이 기업의 혁신 및 가치 창출에 가장 중요하다
는 점을 강조했다(중도일보, 2019.11.21)74). 이를 고려할 때, 우버 역시 IT 분야에서
벗어나 DT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소비자 감성을 극대화하고 서비스를 확대하여 데카콘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우버는 서비스 개발 초기부터 기존 시장과의 대립을 피하지 않고
소비자 측면에서 사용자 편의성 및 감성을 중시한 개발에 집중했으며, 그 결과 1년 만에
유니콘에서 데카콘에 등극했다(디지털타임스, 2017.12. 10)75). 우버는 유니콘이 된 후
에도 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로부터 2016년 35억 달러의 대형 투자를 유치했고, 이후
소프트뱅크의 비전 펀드로부터 22억 달러를 투자 유치하는 등 대형 투자를 통해 새로운
전략적 방향성인 자율주행차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조선비즈, 2019. 5. 9)76).
우버가 데카콘 기업으로 빠르게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은 2011년 처음으로 승차공
유서비스를 론칭한 이후 전략 및 성장의 초점을 제품/기술이 아닌 플랫폼 장악에 두었
고 그 결과 시장에 미치는 파급력이 컸기 때문이다. 우버의 대표 플랫폼만 살펴봐도
우버 X, 우버 블랙 프리미엄, 우버 택시로 다변화되었으며, 이후 온라인 음식 및 배달
플랫폼인 우버 잇츠를 내놓아 고객의 다양한 니즈를 단기간에 충족시키는데도 성공했
다. 우버의 플랫폼이 여러 가지라는 것은 기업의 방향성이 플랫폼 서비스의 개발이 아

74) 중도일보(2019.11.21.), ｢[사이언스칼럼] 우버의 비밀｣, http://bit.ly/3atvYQO (검색일: 2020. 7.11.)
75) 디지털타임스(2017.12.10.), ｢글로벌 7대 스타트업 ‘데카콘’에 ‘우버, 에어비앤비’ 등 이름 올려｣,
https://bit.ly/2ZFXzbn (검색일: 2020.10.14.)
76) 조선비즈(2019. 5. 9.), ｢상장 앞둔 우버, '100조원 기업' 성장 비결은…｣, http://bit.ly/3k0srMN (검색일: 2020. 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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닌 ‘모빌리티 통합화’에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우버가 데카콘 기업으로 기업가치를 유지하는 상황에서도 우버는 자전거, 헬리콥터,
항공 및 운송 영역까지 사업 영역을 넓혔다. 2017년 화물차 운전자와 화주를 상호 연
결하는 플랫폼 우버 프라이트(Freights)를 내놓았고 2018년에는 샌프란시스코, 워싱
턴을 주 무대로 자전거 공유기업인 점프 바이크를 인수했다. 결국 우버는 운송과 관련
된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 플랫폼을 지향한다고 볼 수 있다. 우버는 이를 위해
2016년 말 인공지능 스타트업인 ‘지오매트릭 인텔리전스’를 인수해 인공지능 연구소
까지 설립했다(한국경제, 2019. 7. 27.)77).
우버는 그동안 축적해온 사용자 경험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자체 수립한 머신러닝 플랫
폼 ‘미켈란젤로’를 통해 차량공유, 배달, 자율주행의 최적화를 이루는 데에 성장의 포커스
를 두고 있다. 이는 우버가 데카콘 기업으로 성장하는데 있어 ‘플랫폼 비즈니스’가 중추적
역할을 했다고 평가할 수 있는 대목이다(연합뉴스, 2019. 4.10.)78). 플랫폼은 사용자 숫자
가 늘어날수록 매력도가 두 세배로 급증하는 네트워크 효과가 작동하면서도 추가비용이 발
생하지 않는 장점을 갖고 있다. 우버가 조직문화 논란, CEO 관련 이슈 등에도 불구하고
데카콘으로 부상한 곳은 그들의 장기적 성장 방향성에 있다(CB Insights, 2017.11.14)79).
아울러, 우버는 지속적으로 서비스 역량을 보완하였다. 택시업계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우버가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사용자 측면에서 주문형 서비스(On-demand)
의 활성화, 그리고 지도상에서 차량 이동 경로 확인 및 정보 제공의 투명성을 꾸준히 강
화했기 때문이다(이현송, 2020). 아울러, 쌍방평가를 통해 블랙 컨슈머를 걸러내고, 불친
절한 운전기사에게 기회를 제공하지 않음으로써 공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안함을
최소화하고 안전성을 확보하는데 주력했다. 공급자인 운전기사에게는 유연한 근무 시간
제공을 통해 일과 삶의 균형을 이룰수 있게 하고, 모든 이에게 추가적인 경제활동 기회를
제공함으로서 경제적 발전이 필요한 사람들의 경제 여건을 향상시키는데도 기여했다.

77) 한국경제(2019. 7.27.), ｢1억명 타는 ‘공유차 1위’ 우버. 알리바바 이후 최대 IPO｣, https://bit.ly/2Zql87B(검색일:
2020. 7.17.)
78) 연합뉴스(2019. 4.10.), ｢우버, 상장으로 100억 달러 조달 계획.. 내달 초 증시거래 개시｣,
http://bit.ly/2N9Vq56 (검색일: 2020. 7.17.)
79) CB Insights(2017.11.14.), “Uber Strategy Teardown: The Giant Looks To An Autonomous Future,
Food Delivery, And Tighter Financial Discipline”, http://bit.ly/37t2Xmp (검색일: 202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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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측면에서도 우버 서비스는 공유경제라는 모토를 토대로 일자리 창출에 앞장
섰으며 IT기술에서 DT기술로의 전환을 통해 플랫폼의 중요도, 빅데이터의 활용 가능
성을 기업들에게 각인시켰다. 결과적으로 빅데이터 기업, 플랫폼 기업으로 전환하고 있
는 우버는 단기간에 더 높은 시장가치를 평가받으며 성장가능성을 인정받았다(CB
Insights, 2017. 6.27; Slow News, 2018.11. 9.)80)81).

<표 3-9> 우버가 유니콘에서 데카콘이 되는 성장에 기여한 내부 요인
성공 요인

세부 내용

모빌리티
통합화
성장 방향성

Ÿ
Ÿ
Ÿ
Ÿ

차량운송 서비스에서 종합운송 모빌리티 기업으로의 방향성 강화
양면시장을 토대로 한 전략 실행의 차별화
빅데이터 축적 및 분석을 통한 사용자 편의성, 사용자 경험 극대화
IT에서 DT기술로의 전환 및 트렌드 형성

사업 영역
다변화

Ÿ
Ÿ
Ÿ
Ÿ

온라인 음식 주문 및 배달 플랫폼 우버 이츠
화물차 연결 플랫폼 우버 프라이트
자전거 공유기업 점프 바이트 인수
헬리콥터 서비스인 우버 에어 서비스 계획 출시

플랫폼
비즈니스 강화

Ÿ
Ÿ
Ÿ
Ÿ

모빌리티 통합화를 통해 하나의 플랫폼에서 전체 교통수단을 집적화시킴
자체 머신러닝 플랫폼 구축을 통해 차량공유, 배달, 자율주행의 최적화 모색
AI 기술을 통해 플랫폼 내 데이터를 수집, 서비스 품질 개선 및 교통 문제 해결
운송 플랫폼 장악을 통한 비용 절감 및 네트워크 효과 증대

지속적인
서비스 역량
강화

Ÿ
Ÿ
Ÿ
Ÿ

사용자 입장: 주문형 서비스(On-demand) 서비스의 활성화
사용자 입장: 정보의 안전성 및 투명성 제공
공급자 입장: 경제활동 기회 부여 및 소득 향상
사용자와 공급자 간의 쌍방평가를 통한 상호 신뢰 형성

잠재력을
뒷받침하는
대형 투자

Ÿ
Ÿ
Ÿ
Ÿ

2015년
2015년
2015년
2016년

~ 2016년 2년 동안 50억 달러 투자 유치
골드만삭스 16억 달러 투자 유치
도요타 자동차와 전략적 제휴 및 1억 달러 투자 유치
사우디 국부펀드 35억 달러 투자 유치

자료: 연구진 정리

80) CB Insights(2017. 6.27.), “Uber As Dealmaker: Teardown Of Uber’s M&A And Investments”,
http://bit.ly/37pDcn1 (검색일: 2020.8.28.)
81) Slow News(2018.11. 9.), ｢우버의 기업공개, 우버의 경제학｣, https://slownews.kr/71578 (검색일: 2020. 9.17.)

제3장 미·중 데카콘 사례 분석 95

3) 데카콘 기업에서 Exit까지 성공 요인
우버는 2019년 5월 10일(미국 현지 기준) 뉴욕증권거래소에 정식 상장했다. 2014년
중국 최고의 기업 중 하나인 알리바바가 상장한 이후 가장 많은 관심을 받은 기업은 우버
였고, 우버의 IPO는 전 세계 주요 기업 경영자들 사이에서도 화제가 되었다(헤럴드경제,
2019. 5.13)82). 다만 아쉽게도 우버는 상장하자마자 지속적인 주가 하락을 겪었다(매일
경제, 2019. 5.12.; 한겨레, 2019. 7. 30.).83)84) 그 이유는 우버가 그동안 성과를 냈던
차량호출 및 운송 사업의 성장세가 완만한 단계에 접어들었고, 높은 매출 상승에도 불구
하고 지속적으로 영업 손실을 냈기 때문이다(포춘코리아, 2020. 8. 4.).85) 그럼에도 불
구하고 코스로샤히 CEO는 우버가 데카콘 기업이 된 이후 엑싯을 거쳐 온 과정을 통해
기업의 미래를 긍정적으로 전망하고 있다.
우버의 상장 이후 주가의 상승 및 하락 폭이 다소 컸지만 여전히 우버에 대한 시장의
관심은 높은 편이다(문현지, 황원재, 2020; 유진투자증권, 2020). 대표적인 사례로는
우버의 지속적인 신산업 진출 이다. 우버는 이미 현대자동차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의
기업들과의 협력 관계를 바탕으로 모빌리티의 변화에 대응하고 있다(Starting
Business, 2020. 1.20.).86)
우버는 이미 우버 엘리베이트, 우버 에어 등을 통해 운송 공간의 초점을 하늘로 변화시
킨 플랫폼을 성장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데카콘이 된 후 우버가 협력을 선언한 기업
들만 해도 엠브라에르(Embraer), 카렘 항공(Karem Aircraft), 조비 항공(Joby
Aviation) 등 항공분야의 제조 기업이란 점을 주목해야 한다. 우버는 데카콘 기업 이후
자율주행차, 하늘에 기반을 둔 플랫폼 성장에 주력하며 기술에 의한 성장이 아닌 생태계
구축을 통한 협력 성장을 추구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통해 대중과 언론의 불안감, 의구심
등을 합리적으로 해결하며 이를 조기 진화시키고 있다.
한편, 우버가 IPO 최대 관심주로 부각된 이유는 자율주행차 시장에 대한 공략을 긍
82)
83)
84)
85)
86)

헤럴드경제(2019. 5.13.), ｢우버 상장실패? “승차공유 시장 미래봐야”｣, http://bit.ly/3jXVPDA (검색일: 2020. 9.11)
매일경제(2019. 5.12.), ｢상장 첫날 8% 뚝…우버 `과속스캔들`｣, https://bit.ly/3dqrITY (검색일: 2020. 7.15.)
한겨레(2019. 7.30.), ｢우버, 상장 두달 만에 인력 400명 감원 왜?｣, http://bit.ly/3bl9U9Y (검색일: 2020. 7.17.)
포춘코리아(2020. 8. 4.), ｢포춘 500대 기업: 생존으로 방향을 튼 우버｣, http://bit.ly/3k7W9je (검색일: 2020. 7.15)
Starting Business(2020. 1.20.), “Uber's Business Strategy: What Your Company Can Learn”,
http://bit.ly/3bnr47g (검색일: 2020. 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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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적으로 전망한 전문가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이미 우버는 2019년 4월 자율주행차
사업무문을 분리하여 10억 달러의 투자를 별도로 유치하는데 성공했다. 우버는 데카콘
이 된 이후에 확보한 자금 역시 미래 전략 분야인 자율주행차에 투자하여 부족한 R&D
역량을 꾸준히 강화하고 있다. 모빌리티 플랫폼이라는 큰 테두리 안에서 승객, 음식,
화물 등 모든 것을 육상과 하늘을 통해 운송하는 기업으로 도약하겠다는 비전과 방향
성은 분명 우버의 상장에 적지 않은 기여를 하였다.
승차 공유와 자율주행이 더해지면, 향후 모빌리티 산업으 주류는 로봇 택시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상황에서 로봇 택시를 통제, 관리할 플랫폼은 우버가 구축해 놓은
빅데이터와 AI에 의한 기술플랫폼이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 우버는 직접 자율주행자 개
발을 통해 승객, 음식, 화물 등 모든 분야의 운송을 컨트롤하기 위한 투자 계획을 제시해
오고 있는데, 이것이 실현된다면, 기존에 서비스를 제공해준 운전자들과 수익을 분배할
필요가 없고, 자동차 업계의 미래 트렌드인 모빌리티 서비스의 중추적인 역할까지 맡을
수 있기 때문이다.
구글, 애플, 우버 등 플랫폼 장악에 성공한 기업들이 자율주행차의 두뇌 역할을 한다
면 자동차 제조 기업은 이들에게 전적으로 의존적일 수밖에 없다. 차량공유를 통한 커
넥티드 분야에 이미 상당한 노하우와 전문성을 지닌 우버에게 현대자동차가 적극적으
로 협력을 제안한 것도 플랫폼을 지배한 기업들과의 협력만이 모빌리티 서비스 분야에
서 뒤처지지 않고 경쟁을 선도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우버가 최근 3년간 기록한 적자는 100억 달러가 넘는다(주간조선, 2019. 5. 27.).87)
그러나 운송 및 자동차 분야의 미래 형태가 공유차량, 자율주행, 전기자동차로 이동하는
상황에서 기업 간 상호 협력 등 합종연횡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중 가장 많은 협력을 다른
기업들로부터 요청받고 있는 기업도 우버이기 때문에 낮은 재무성과만을 가지고 우버를 잠
재력을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최근들어 디디추싱, 그랩, 고젝등 후발 모빌리티 기업의
성장과 혁신이 주목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이들이 성장이 기틀이 된 모빌리티 공유와
연결의 핵심 아이디어와 글로벌 진출 전략 등은 모두 우버가 최초로 시도했던 것들이기
때문에 향후, 우버의 퍼스트 무버 DNA가 어떻게 혁신으로 이어질지 살펴 볼 필요가 있다.
87) 주간조선(2019. 5.27.), ｢상장 이후 리프트와 우버의 고민｣, https://bit.ly/3awTZqg (검색일: 2020. 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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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0> 우버가 데카콘에서 Exit까지의 성장에 기여한 요인
성공 요인

세부 내용

Mobility
Service 주도

Ÿ
Ÿ
Ÿ
Ÿ

커넥티드카 기반 모빌리티 서비스 혁신 주도
지상에서 하늘로 사업 영역(공간) 확장
현대자동차 등 자동차 제조기업과의 다양한 협력 통해 시장 기대감 형성
조비항공, 카렘항공 등 항공사와의 협력 통해 기술융합 및 패러다임 전환

자율주행차
개발

Ÿ
Ÿ
Ÿ
Ÿ

2019년 4월 자율주행차 개발 분야 떼어내어 10억 달러 투자 유치
AI기술 및 빅데이터 기반 자율주행차 개발 주력
로봇택시 등 자율주행차를 통한 운송, 화물, 음식 배달 서비스 가시화
바퀴달린 스마트폰으로의 전환을 바탕으로 운송 및 자동차 업계 혁신 주도

잠재력에
더 초점을 둔
시장 기대

Ÿ 2018년 한때 기업가치 1,200억 달러 육박(모건스탠리 분석 기준)
Ÿ 2020년 현재 기업가치 총 639억 달러(2020.10.01.)
Ÿ 상장을 통해 확보한 100억 달러 이상의 금액을 자율주행차에 투자, 차량 및 운송에서
벗어나 혁신창출 기업으로서의 시장 기대 형성

자료: 연구진 정리

3. 드롭박스
가. 기업 개요
드롭박스(Dropbox)는 클라우드 기반의 파일 저장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다. 구글
등 글로벌 대기업과의 경쟁에도 불구하고 지명도가 가장 높은 클라우드 저장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사용자 편의에 초점을 둔 기능, 뛰어난 유저 인터페이스(UI), 유료 및 무료
로 차별화시킨 요금 설계, 빠른 동기화 속도와 그 어떤 체제보다 안정성을 제공하는 서비
스로 드롭박스는 클라우드 시장을 단기간에 장악했다(이선미, 이은영, 김정훈, 2012;
Quick & Kim, 2013). 그 결과 드롭박스는 유니콘을 넘어 기업가치 100억 달러를 초과
하는 데카콘으로 성장했다. 드롭박스는 현재 1,400만 명이 넘는 유료 사용자와 6억 명
이상의 무료 사용자가 파일을 저장‧공유하고 있으며, 창업한 지 11년만인 2018년 3월
IPO를 통해 뉴욕증시에 상장했다. 드롭박스의 기업 개요는 아래 <표 3-11>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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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1> 드롭박스 기업 개요
구분
창립 연도
창업자

주요 내용
Ÿ 2007년 6월
Ÿ 드류 휴스턴, 아라시 페르도시

사업 분야

Ÿ 클라우드 기반 파일 저장 서비스

사용자수

Ÿ 1400만명 (유료 사용자) / 6억명 (무료 사용자)

매출
기업가치

Ÿ 17억 달러 (한화 기준 2조원).

[2019년 매출 기준]

Ÿ 현재 79.26억 달러로 평가 받고 있음. [2020년 10월 1일 기준]

자료: 연구진 정리

1) 창업자
드롭박스의 창업자 드류 휴스턴은 학교에 입학하기 전부터 프로그래밍에 많은 관심
과 흥미를 가진 인물이었다. 5살에 컴퓨터를 접한 후 프로그래밍에 열중한 그는 12살
에 게임 중 버그를 발견하여 게임 제작사에 이를 알리는 등 어린 시절부터 컴퓨터와
관련된 다양한 호기심으로 유명세를 떨쳤다. 컴퓨터에만 관심을 가진 것뿐만 아니라
학업에서도 우수한 역량을 나타내 MIT에서 컴퓨터공학을 전공하며 프로그래밍 언어와
벤처창업에 본격적으로 관심을 가졌다. 스타트업에서도 근무하며 경험을 쌓았으며,
USB와 관련된 실수를 겪은 후 드롭박스 창업 아이디어를 떠올려 곧바로 사업화를 시
작했다(IT동아, 2018. 4. 3.).88)
창업초기, 드롭박스가 기업과 컴퓨터 애호가들에게 입소문이 나자 2009년 아이폰으
로 모바일 산업을 재편하던 스티브 잡스 애플 CEO가 인수를 제안했다. 그러나 드류
휴스턴은 이를 거절하고 드롭박스가 애플의 산하 기업이 아닌 더 큰 규모의 글로벌 기
업으로의 성장하는 것을 추구하였다. 그는 기술 분야에서 훨씬 더 전문성이 뛰어난
MIT의 후배인 아라시 페르도시에게 회사 창업에 동참할 것을 요청하여 실리콘밸리에
서 함께 회사를 설립하였다.

88) IT동아(2018. 4. 3.), ｢[CEO 열전: 드류 휴스턴] USB 휴대 귀찮아.. 아이디어로 13조원 가치 드롭박스 일궈내다｣,
http://bit.ly/2Na1udS (검색일: 2020. 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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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창업 동기
애초부터 컴퓨터에 관심을 갖고 있던 드류 휴스턴의 창업 동기는 우연치 않게 찾아왔
다. 보스턴에서 뉴욕으로 가기 위해 기차를 기다리던 그는 자신이 작업하던 중요한 내용
이 담긴 USB를 들고 오지 않았다는 걸 깨달았다(데일리팝, 2018.10. 1.).89). 이를 계기
로 휴스턴은 각종 파일을 USB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간편하게 공유할 수 있는 서비스를
중요성을 깨닿게 되었다. 주요 언론 인터뷰 및 실리콘밸리의 사업가들에게 드롭박스의
S/W 코드 첫 줄을 보스턴 기차역에서 만들었다고 할 정도로 그의 사업 아이디어 착안
및 창업 동기는 순간의 실수에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중앙일보, 2018.10.12.; IT동
아, 2018. 4. 3.).90)91)
드류 휴스턴은 USB를 자주 잃어버렸던 경험도 있었고 자신뿐 아니라 주변 동료, 후
배들도 USB 분실을 종종 겪는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온라인 저장 서비스의 시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의 아이디어는 많은 공감을 얻어냈고 실리콘밸리 벤처캐피탈(VC)
의 인정을 받아 투자도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또한 투자를 진행한 VC인 Y
Combinator의 조언에 따라 연구개발을 담당할 공동 창업자를 자신의 대학 후배 아라
시 페르도시로 선정하고, 공동창업을 통해 드롭박스를 2007년 설립했다(한국경제,
2018. 7. 9.; NewYork Times, 2011.10.28.).92)93)
어렸을 때부터 컴퓨터 천재로 불렸던 드류 휴스턴이 창업 동기를 컴퓨터 및 인터넷
분야에서 찾은 이유는 엔지니어 출신인 아버지의 관심 아래 프로그래밍에 일찍 눈을
떴기 때문이다. 특히 프로그래밍에 관심을 두고 다른 영역에 아예 관심을 두지 않는
일반적인 컴퓨터 천재와 달리 그는 경영, 마케팅, 전략, 조직관리 등 창업에 필요한 경
영 관련 지식과 전문성을 틈틈이 쌓으며 처음부터 기업가정신을 발휘할 수 있는 자신
만의 사업, 기업을 운영하겠다고 생각했다. 어린 시절부터 드류 휴스턴은 사업을 위해
89) 데일리팝(2018.10. 1.), ｢드롭박스, USB 소지 불편에서 탄생한 클라우드 서비스의 ‘상장 대박｣’,
http://bit.ly/3px8myI (검색일: 2020. 6. 6)
90) 중앙일보(2018.10.12.), ｢유니콘 기업? 데카콘 기업?｣, http://bit.ly/2Zt5TuY (검색일: 2020.10.11.)
91) IT동아(2018. 4. 3.), ｢[CEO 열전: 드류 휴스턴] USB 휴대 귀찮아.. 아이디어로 13조원 가치 드롭박스 일궈내다｣,
http://bit.ly/2Na1udS (검색일: 2020. 9.11)
92) 한국경제(2018. 7. 9.), ｢드롭박스: 아이디어의 성공 가능성을 예측하다｣, https://bit.ly/3pu1AtH (검색일: 2020. 7.17.)
93) NewYork Times(2011.10.28.), “Dropbox Bids to Find Entry in Businesses”, http://nyti.ms/3ax76aY
(검색일: 2020. 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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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컴퓨터와 경영에 관해 균형적인 지식과 경험을 쌓아야 한다는 점을 중시했고 실
제로 S/W 관련 다양한 기업에서 초기 경험을 한 후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라는 플랫폼을 생각해내 사업에 뛰어들었다. 체계적인 준비와 다양한 경험
을 통해 전문성을 구축한 후 창업한 점은 데카콘까지 기업을 일군 다른 창업자들과는
조금 다른 드롭박스 창업자만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다(데일리팝, 2018. 10. 1.).94)

3) 사업 현황
드롭박스는 1,400만이 넘는 유료 사용자와 6억 명 이상의 무료 사용자가 파일을 저
장하고 공유하는 클라우드 저장 서비스를 토대로 급속한 성장을 이루었다. 2018년 3
월 뉴욕증시에 상장된 후에도 3개월 간 주가가 50% 가까이 상승할 정도로 드롭박스의
잠재력 및 가치에 대해 투자자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갖고 있다. 드롭박스는
창업한지 7년만인 2014년 기업가치 100억 달러를 돌파하여 데카콘이 되었다. 단순한
파일 저장 및 내려 받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파일 업로드와 다운로드를 쉬운 방식으
로 단순화하고, 다수의 사용자가 하나의 폴더를 공유하여 컴퓨터, 스마트폰 등 다양한
기기를 통해 파일을 확인하고 편집할 수 있도록 서비스의 수월성 확보에 집중했다. 드롭
박스는 무료와 유료 서비스를 모두 제공하며, 총 12개의 클라이언트가 있어 Window외
에 Mac OS, iOS, Android 등을 지원하고 있다(남기욱 외, 2020; 이선미 외, 2012).
드롭박스의 등장 이후 i-Cloud, Google Drive 등 글로벌 기업들이 클라우드 서비스를
공략하고 있으며, 국내 기업인 네이버도 Naver Cloud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드롭박스에
비해 더 많은 무료 저장 용량 서비스를 제공하여 클라우드 저장 서비스 시장에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Meister & Wong, 2017). 아직까지 드롭박스는 경쟁사 대비 무료
제공 용량은 부족하지만 파일 전송 크기 용량에서 압도적인 차이를 보이고 있다. 또한 뛰어난
동기화와 안정성으로 클라우드 서비스 시장의 리더 자리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

94) 데일리팝(2018.10. 1.), ｢드롭박스, USB 소지 불편에서 탄생한 클라우드 서비스의 ‘상장 대박｣’,
http://bit.ly/3px8myI (검색일: 2020. 6.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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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2> 드롭박스 및 타 서비스 비교
구분

Dropbox

Naver
Cloud

Google
Drive

One Drive

i-Cloud

무료 제공 용량

5GB

30GB

15GB

5GB

5GB

20GB

4GB
10GB (유료)

5GB

15GB

5GB

파일 전송
최대 용량
자료: 연구진 정리

드롭박스의 대표적 제품인 ‘Dropbox Business’를 이용하고 있는 조직은 45만개를
넘어선 상황이다. Fortune 선정 500대 기업 중 56%가 넘는 기업에서 최소 1개 이상의
드롭박스 팀을 보유 중일 정도로 인터넷 상에서 가장 대표적인 혁신 기업으로 인정받고
있다. 드롭박스 사업 초기 클라우드 서비스라는 용어 자체가 시장에서 생소했던 시기,
파일을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저장한다는 점에 대해 불안함을 느낀 사람들도 적지 않았다.
하지만, 드류 휴스턴은 초기에 이 고비를 극복하기 위해 드롭박스 서비스를 무료로
배포하고 사람들이 이를 직접 경험하게 함으로써 클라우드 서비스의 편리함을 인식시
켰다. 그리고 그 결과 설립 1년도 안되어 사용자 숫자를 10배 이상 늘리는 성과를 창출
했다. 드롭박스는 이후 안정적인 성장을 하며 미국 본사를 포함한 12개국에 지사를 설
립했고, 총 2,800명의 임직원을 고용하고 있다(아주경제, 2020.10.10.).95)

나. 기업 성장 경로
드롭박스는 다른 데카콘 기업들처럼 초고속으로 성장했다. USB보다 더 안전한 파일
저장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기업의 방향성에 맞추어 제공한 파일 동기화와 웹 기반
파일 공유 서비스로 빠르게 고객수를 늘렸다. 그리고 사용자가 어떤 기기를 사용하든
동일한 형태의 파일을 관리,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USB 대체에서 더 나아가 인터
넷 연결과 저장의 플랫폼이라는 중대한 역할을 하게 되었다. 아울러, 드롭박스는 다른
데카콘 기업들처럼 매출이나 이익보다 기업의 혁신 창출 등 이미지에 기댄 기업들과
다르게 실제로도 안정적인 매출 구조를 유지하며 기업의 안정적인 성장 관리에 주력했
95) 아주경제(2020.10.10.), ｢원조 유니콘 드롭박스, 국내 기업 시장공략 강화｣, http://bit.ly/3s3sPgh (검색일: 202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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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실제로, 서비스를 제공한 후 4년 만인 2012년에 1억 달러가 넘는 매출을 기록했을
정도로 창업자는 기업의 수익관리에도 집중을 기울였다.
드롭박스는 다른 스타트업과 달리 대규모 초기 투자를 통해 성장하거나 투자 자금
유치를 통해 업계에서 화제를 유발한 기업은 아니다. 그보다는 드롭박스 사용자를 적
극적인 제품 개발 및 홍보 수단으로 활용하고, 이들을 프리+미엄(Freemium) 방식으
로 이끌어 개방형 혁신을 주도, 고객과 함께 제품을 개발하고 보완한다는 콘셉트로 성
장을 이끌어나갔다. 즉, 초기에는 무료로 2GB 용량을 제공한 후 친구를 추천하거나
유료 결제를 한 회원에게 16GB 용량을 무료로 추가 제공하여 사용자 중심의 구전 효
과를 통해 마케팅 효과를 극대화했다. 상당히 많은 기업들이 제품‧서비스를 개발한 후
초기에 상당한 자금을 마케팅과 홍보에 쏟지만 드롭박스는 낮은 비용을 투입하고도 사
용자들의 입소문 하나로 충성 고객들을 단기간에 확보하는데 성공한 것이다. 그리고
서비스 개발을 위해 만든 아이디어를 시제품으로 만들어 현장 반응을 계속 경청하고
이를 반영하는 린 스타트업(Lean Startup) 방식으로 서비스의 지속 개발과 보완을 안
정적으로 실현해 나갔다(이선미 외, 2012; Quick & Kim, 2013).
드롭박스가 유니콘이 되기까지, 그리고 데카콘에서 IPO를 이루기까지 각기 다른 성
장 전략을 수립하거나 사업 영역을 전환한 것은 아니다. 이들은 창업 후 14년째 고객과
의 협업, 고객 의견 경청, 고객을 위한 서비스 및 웹사이트의 단순화, 사용자 경험 극대
화라는 기본 방향을 잃지 않고 유지했다. 고객에게 가장 쉽고 간단한 방식을 개발하기
위해 끊임없이 토론하며 상호 노력한다는 것이 드롭박스 연구개발진의 자체 평가이다.
드롭박스의 성장 경로 그 자체는 이들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핵심 개념과 해당 서비스
의 장점인 용이성, 안전성, 공유성만으로도 충분히 설명이 될 수 있다.
글로벌 시장의 조기 진출을 위한 과감한 투자 유치를 활발히 추진한 것도 아니고 성장 단
계별로 사업 영역을 전환하며 사업 변환의 선구자 역할을 하지 않았음에도 드롭박스는 창
업 7년 만에 데카콘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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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성장에 기여한 성공 요인
2007년에 설립한 드롭박스는 창업 후 2013년 드롭박스 비즈니스를 출시했고, 2014
년 마이크로소프트와 MS오피스를 연동시키는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하며 데카콘 기업
으로 발돋움했다. 2018년 3월 나스닥에 상장한 후 2019년 Dropbox Space를 출시,
본격적으로 Digital Hub Network로 전환하기 위해 노력을 진행 중이다. 지난 13년간
보여준 드롭박스의 성장 과정을 유니콘, 데카콘, 그리고 Exit 과정으로 구분하여 각 단
계별 성장 요인을 살펴봄으로써 클라우드 서비스 시장에 대한 이해는 물론 드롭박스의
경쟁력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드롭박스 서비스는 간략히 다음과 같다.

<표 3-13> 드롭박스 서비스 개요
구분

주요 내용

서비스 개념

Ÿ 언제 어디서나 문서, 영상, 사진 등을 다운로드, 업로드 할 수 있는 무료 서비스
Ÿ 드롭박스에 저장하는 모든 파일은 컴퓨터, 드롭박스 웹사이트 등에 자동 저장

서비스의 장점 1
(용이성)

Ÿ 자료 보안 및 저장 용이성
Ÿ 컴퓨터, 스마트폰 상관없이 항상 모든 자료를 편하게 활용할 수 있음
Ÿ 이름, 메일 주소, 암호만 입력하면 손쉽게 계정 생성 가능

서비스의 장점 2
(안전성)

Ÿ 컴퓨터 고장이 발생하더라도 자료 안전 보관이 용이
Ÿ 실수로 버린 파일도 다시 복원시킬 수 있는 기능 보유

서비스의 장점 3
(공유성)

Ÿ 폴더 초대를 통해 모든 자료를 손쉽게 친구, 가족, 동료와 공유 가능
Ÿ 개인 프로젝트 외에 팀 프로젝트 활용 용이성
Ÿ 먼 거리에 있는 동료와도 원활한 정보 제공 및 의견 교환 가능

자료: 연구진 정리

1) 창업에서 유니콘 기업이 되기까지 내부 성공 요인
드롭박스가 창업 후 가장 어려움을 겪었던 부분은 개인 컴퓨터에 파일을 저장하는
것이 안전하다는 컴퓨터 사용자들의 믿음을 흔드는 것이었다. 회사의 경영진은 컴퓨터
에 파일을 저장하는 것보다 클라우드를 통해 중요한 정보를 관리하는 것의 편의성에
대해 쉽게 인지했지만 일반 사용자들이 같은 생각을 갖게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이때 창업자는 드롭박스 서비스를 무료로 배포하여, 컴퓨터를 이용하는 Early-adop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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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토대로 구전효과(입소문)를 통해 서비스의 강점과 역량을 부각하는데 집중했다. 무
료 배포를 통해 드롭박스 서비스의 용이성, 안전성, 공유성이 부각되자 곧바로 사용자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고, 대형 기업 고객들까지 유치하며 고객수를 늘리는데
성공했다(이세원, 홍아름, 황준석, 2015).
드롭박스는 온라인 서버에 파일을 저장하는 것이 보다 안전하다는 것을 사용자에게
확인시킨 후 저장된 파일을 언제든지 온라인 공간에서 곧바로 수정할 수 있고 빠르게
동기화하여 컴퓨터, 스마트폰 등 기기의 유형에 상관없이 동일한 상황에서 파일을 이용
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구성했다. 특히 지인에게 추천해주면 추천을 한 사용자에게 추가
로 저장 공간을 제공하는 등 사용자들을 통해 서비스 참가자를 확장시키는 전략을 추구,
Dropbox 사용자가 회사의 능동적 구성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무료 저장 공간이라는
인센티브를 제공했다. 다른 이를 초대할 수 있는 유인책을 기존 사용자에게 제공하고
추천 방식도 간단하게 설정하여, 초기 2년간 사용자수를 손쉽게 늘리는데 성공했다.
드롭박스가 유니콘까지 단숨에 성공한 이유는 일단 서비스 자체가 어렵지 않고 굉장
히 쉽다는데 있다. 빠른 동기화 그리고 온라인 공간에서 수정하면 해당 내용이 바로
반영되는 제도, 그리고 기기의 유형과 상관없이 동기화된 내용을 활용할 수 있는 점은
먼 지역에 있는 사용자들이 상호 협력해서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데에도 매우 용이한
장점을 제공했다. 사용자 인터페이스(User Interface: UI)가 심플하다는 장점과 함께
사용자 경험(User Experience: UX)도 매우 쉽다는 점은 전 세대에 걸쳐 컴퓨터 사용
자들에게 신뢰와 안정성이라는 드롭박스의 브랜드 이미지를 각인시키는데 주효했다.
지금은 경쟁자들이 늘어난 상황이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드롭박스는 다른 서비스와 확
연히 차별화되었기 때문에 클라우드 서비스 시장을 개척하고 쉽게 장악할 수 있었다.
조작하거나 다루기 쉬운 UX와 UI의 장점은 고객들을 드롭박스 내에 고정화(Lock-in)
하는데 효과적이다. 드롭박스를 사용할수록 파일은 늘어나고 파일을 많이 저장할수록 드
롭박스 서비스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기 때문이다. 특히 기기 유형에 상관없이 언제든
동일한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으로 인해 스마트폰, 컴퓨터, 태블릿 PC 등 기기
의 변경과 상관없이 각종 기기를 다루는 많은 인터넷 유저들을 드롭박스에 결집시킬 수
있었다. 서비스의 막강한 장점으로 인해 드롭박스는 최초의 시제품을 만든 후 벤처캐피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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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Y Combinator의 투자를 받았고 이후 세쿼이아 캐피털, Accel 파트너 등으로부터 추
가 투자를 받으며 유니콘 기업에 곧바로 진입하는 데 성공했다(Meister & Wong, 2017).
창업자인 드류 휴스턴 역시 기업의 성장 비결로 사용자 경험을 첫 손에 꼽는다. 그는
언론 인터뷰에서 ‘저장 용량만으로는 고객의 마음을 확보할 수 없다. 고객들에게 더
많은 자료를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것보다 컴퓨터를 사용하는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사용자 경험을 최적화시켜야 성공할 수 있다’며
드롭박스의 강점을 설명했다. 당시 대다수 경쟁 기업들은 대용량의 무료 저장 공간을
제공한 후 일정 기간 사용자들이 해당 서비스에 익숙해지면 이를 유료로 전환하여 사
용자들의 불만과 항의에 직면했다. 반면, 곧바로 유료로 전환하는 정책보다 고객들에게
편이성, 안전성, 공유성 등에 초점을 맞춘 사용자 경험을 느끼게 해주는 것이 훨씬 중
요하다는 점을 드류 휴스턴은 포착하였다. 이후 자신의 지인에게 드롭박스 서비스를
추천하면 16GB 용량을 무료로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을 홍보해 단기간에 드롭박스의
우호적인 팬들을 확보했다(NewYork Times, 2013.11.13.)96).
드롭박스의 가장 중요한 점은 호환성과 파일 동기화에 있다. 어느 기기에서든 사용
할 수 있는 호환성과 동기화 속도를 갖춰야 서비스에 대한 불만 없이 꾸준히 사용자
숫자를 늘릴 수 있다. 드롭박스는 파일 전송 기술을 활용해 최소 2배 이상 동기화 시간
을 줄였고, 스마트폰과 PC 등 기기 유형에 상관없이 모두 드롭박스에 저장된 파일을
편히 사용할 수 있는데 중점을 두었다. 드롭박스의 최종 목적 역시 결국 더 많은 사용
자를 확보하고 이들을 무료에서 유료로 전환하도록 유도하는 데 있다. 유료전환을 위
해 호환성과 동기화 속도가 중요하다는 점에서 드롭박스는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하는
초기 과정부터 이 부분을 효과적으로 공략했다.
창업자 휴스턴은 벤처캐피탈 Y Combinator의 지원을 받기 위해 사업계획서에 각
종 인터넷 기기를 연결해야 업무와 관련된 모든 파일 이외 개인적인 파일까지 모두 관
리, 지배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드롭박스 서비스는 파일 저장 및 공유지만 창업
자의 관심은 이를 통해 스마트폰과 테블릿 PC, 컴퓨터 등을 연결하고 통제할 수 있어
야 한다는데 모아져 있었다(CB Insights, 2017. 6.11.).97)
96) NewYork Times(2013.11.13.), “Dropbox Aims at Business”, https://nyti.ms/3ucCKST (검색일: 2020. 6. 6.)
97) CB Insights(2017. 6.11.), “Dropbox vs. Box: Valuation Matchup”, http://bit.ly/3uaNVvf (검색일: 2020.8.28.)

106 글로벌 데카콘 기업의 성장경로 분석 - 미국과 중국 사례를 중심으로 -

Y Combinator에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통해 드롭박스는 기존 제품에서는 별도 설정
없이 동기화가 가능한 프로그램이 현재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다른 서비스들은 복잡하
게 프로세스가 작동되는데 비해 드롭박스는 설치한 후 자동으로 새로운 폴더가 형성되고
이후 파일을 해당 폴더에 이동하면 자동으로 동기화가 되는 편리한 서비스를 개발하였다.
그 결과 드롭박스는 2007년 서비스 개시 이후 4년 만에 세계 175개국에서 5,000만이
이용하는 고속 성장을 했으며, 2011년 한 해 동안 4,800만이 넘는 사용자 증가 추이를
기록하며 IT산업의 핵심인 클라우드 서비스의 대중화를 열었다(이선미 외, 2012).

<표 3-14> 드롭박스가 창업 후 유니콘이 되는 성장에 기여한 내부 요인
성공 요인

세부 내용

효과적인
사용자 경험
(UX)

Ÿ
Ÿ
Ÿ
Ÿ

심플하고 직관적인 유저인터페이스(User Interface)
사용자의 연령과 상관없이 손쉽게 사용가능한 사용자 경험(User Experience) 제공
계정 생성 및 서비스 사용이 매우 간편하고 용이함
유료가 아닌 사용자 편이성에 초점을 맞춘 창업자의 전략적 방향성

클라우드
스토리지
서비스 개념

Ÿ
Ÿ
Ÿ
Ÿ

Throw away USB 콘셉트를 강조
Easy, Clean, Simple 서비스 구현 (사용하기 쉽고 명료하며 간단한 서비스)
웹하드, 이메일보다 편리한 클라우드 서비스 구현
언제든지 기기와 상관없는 동기화된 파일 저장 및 이용

기술/마케팅
역량

Ÿ
Ÿ
Ÿ
Ÿ

기기 유형과 상관없이 동일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는 호환성
기존 프로그램보다 2배 이상 동기화 속도를 줄인 파일 전송 기술 역량
초기 무료 서비스 제공을 통한 우호적인 구전 효과 창출
지인에게 서비스를 추천한 고객에게 무료 저장 용량 제공

자료: 연구진 정리

2) 유니콘 기업에서 데카콘 기업이 되기까지 내부 성공 요인
드롭박스는 성장 과정 내내 다양한 기업들로부터 여러 번 M&A 제의를 받았다. 대표적인
사례가 2009년 애플의 CEO인 스티브 잡스가 창업자 드류 휴스턴에게 10억 달러 인수를 제
안하며 애플이 드롭박스를 인수하려고 했던 점이다. 그러나 창업자는 다양한 인터넷 사용자
및 파일 저장에 고심하는 기업들을 자사의 서비스로 끌어들이면 드롭박스가 인터넷의 핵심
플랫폼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애플을 포함한 수많은 기업들의 인수 제의를 거절했다.
다만, 클라우드 서비스 외에 캐러셀 사진 관리 서비스 및 메일 관리 서비스는 부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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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듭했고 2012년 해킹 사례도 발생하는 등 여러 차례 위기를 겪기도 했으나 드롭박스
는 슬기롭게 위기를 극복하고 성장을 이어나갔다. 예를 들어, 부진을 거듭한 메일박스
서비스와 캐러셀 서비스는 2016년에 곧바로 중단을 결정하는 등 부진한 서비스에 대
한 신속한 판단과 파일 저장 서비스라는 핵심역량에 다시 집중하면서 회사의 방향성을
파일 저장 플랫폼에 맞춰 나갔다. 유니콘에서 곧바로 데카콘 기업으로 성장한 다른 기
업들처럼 드롭박스의 경쟁력이 데카콘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완전히 달라진 점은 없
었다. 여전히 드롭박스의 경쟁력은 파일 동기화, 직관적인 UI 제공, 개방에 초점을 둔
플랫폼에 있기 때문이다(IT World, 2018. 4.12.)98).
드롭박스가 데카콘 기업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사용자가 꾸준한 증가에서 기인한다. 사용
자 증가의 이유로 드롭박스는 ‘단순함’을 가장 중시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화면이나 기능이
복잡하지 않아야 초기 성장을 넘어 고속 성장을 할 수 있다는 것이 회사의 입장이다. 복잡
한 기능을 제품이나 서비스에 포함시키는 것보다 최대한 많은 사용자들이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의 단순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기에 드롭박스기 데카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고 회사 구성원들은 강조한다. 화면 구성은 그 어떤 웹사이트보다 직관적이어야
하며, 사용자가 원하는 서비스는 첫 눈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은 드롭박스가
서비스를 개발하는데 가장 초점을 두는 부분이다(경기투데이, 2020. 9. 2.).99)
드롭박스가 글로벌 데카콘 기업으로 떠오른 또 다른 이유는 제품/서비스를 개발하
는 연구개발진을 가장 중시하는 조직문화를 들 수 있다. 구글에서 상당수 개발자들을
확보할 정도로 회사는 개발자에 대한 우대 문화, 개발자의 자유로운 창의성과 유연성
을 중시하는 데 신경 쓰고 있다. 물론 개발자에게 많은 기회와 보상을 제공하지만 동시
에 드롭박스의 개발자가 업계에서 최고의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지 수시로 검토, 연구
개발진들이 개발 역량을 꾸준히 보완할 수 있도록 자극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내부
연구개발진 이외에 외부에서 드롭박스의 서비스에 대해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외부 개
발자들도 중시하여 이들과 함께 공동으로 행사 및 세미나를 개최하며 서비스 아이디어
를 다각도로 확보, 보완하고 있다(경기투데이, 2020. 9. 2.)100). 이를 통해 드롭박스는
98) IT World(2018. 4.12.), ｢드롭박스가 라이벌 박스에 비해 기업가치가 4배나 높은 이유는?｣,
http://bit.ly/3k1Fde6 (검색일: 2020. 7.11.)
99) 경기투데이(2020. 9. 2.), ｢드롭박스, “언제 어디서나 생산적인 협업 지원”｣, http://bit.ly/3b9ZtGc (검색일: 2020.10.11.)

108 글로벌 데카콘 기업의 성장경로 분석 - 미국과 중국 사례를 중심으로 -

자동차, 모바일 이외 가전까지 인터넷 기반 모든 기기에 자사의 서비스를 적용·연결하
여 드롭박스의 플랫폼을 확장하는데 집중했다.
더욱이 드롭박스가 데카콘 기업으로 부상한 이유로 전략 전문가들은 린 스타트업
(Lean Startup) 기법을 바탕으로 회사가 서비스를 꾸준히 보완하고 있는 점을 들고
있다. 드롭박스는 개발한 아이디어를 완성품으로 낸 것이 아닌 개발 과정에서 기초적
인 시제품 형태를 온라인에 공개하고 사용자의 피드백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용하면
서 개발을 진척시켜 서비스를 개선해 나갔다. 초기 유니콘으로 성장하는데 구전효과를
활용한 드롭박스가 서비스 개발 및 보완 과정에서도 수많은 전문가와 사용자의 의견을
반영하며 집단지성을 극대화한 점은 서비스의 개발 완성도 향상과 서비스에 대한 고객
충성도를 동시에 유발하는 데에도 매우 효과적인 전략이었다.
또한 드롭박스는 서비스를 활용하는 사용자에게 공유라는 콘셉트를 강조, 해당 서비
스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공유 폴더를 통해 중요한 문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기능을
부여하여 협업 극대화라는 장점을 제공했다. 기존 팀 프로젝트나 학교에서 학생들이
진행하는 과제에서도 상호 메일 및 메신저로 파일을 보내고 관리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공유 폴더에서 서로 자료를 확인하고 누가 해당 자료를 갱신했는지 살펴봄으로써 데이
터의 관리를 용이하게 만들었다. 드롭박스가 ‘공유’라는 키워드를 토대로 협업을 장려
하는 시스템이 정착되자 더 많은 사용자가 드롭박스의 공유 서비스를 경험하기 위해
몰려들었다. 클라우드 저장 서비스가 온라인으로 상호 교류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플
랫폼으로 확장된 부가적 효과를 거둔 사례이다(이선미 외, 2012).
드롭박스는 꾸준히 개방형 혁신과 서비스의 단순화에 중점을 두며 시장 점유율을
늘렸다. 그 결과 2014년 1월, 골드만삭스, 세쿼이아 캐피탈 등 대형 투자자들로부터
성장 잠재력을 인정받아 2억 5,000만 달러(한화 기준 2,700억)에 달하는 투자를 유치
하며 기업가치 100억 달러를 넘기는 성과를 거두었다. 클라우드 서비스만으로도 마이
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등과 경쟁한다는 점, 그리고 컴퓨터의 환경이 PC에서 모바
일로 전환되며 클라우드 저장 서비스가 모바일 컴퓨팅의 핵심 키워드로 부각되면서 드
롭박스는 창업 7년 만에 데카콘 기업으로 급성장했다. 이는 데카콘 기업으로 부상하기
100) 상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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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전인 2013년 말에 서비스를 업데이트했고, 기업과 개인 계좌를 분리하는 등 서비
스의 단순함, 용이성에 꾸준히 집중한 결과이다. 지나친 외형 확장보다 선택과 집중을
통해 자사의 핵심역량에 연구개발을 투입함으로서 드롭박스는 단기간에 유니콘 단계를
넘어 데카콘 기업으로 떠오를 수 있었다.

<표 3-15> 드롭박스가 유니콘에서 데카콘이 되는 성장에 기여한 내부 요인
성공 요인

세부 내용

서비스의
직관적 단순화

Ÿ
Ÿ
Ÿ
Ÿ

서비스 개발의 키워드: 단순화, 직관성
사용자들이 어려워하는 복잡한 제품/서비스 기능 최대한 제거
서비스의 단순화를 위해 가장 많은 토론과 논의를 거치는 조직 내부 개발 과정
웹사이트 및 서비스는 가장 쉽게 이용되어야 한다는 회사의 철학 중시

린 스타트업
기반 개발

Ÿ
Ÿ
Ÿ
Ÿ

개발된 제품을 완성품이 아닌 시제품 형태로 제시
시제품 제공을 통해 사용자와 전문가의 다각도 피드백 경청 및 수용
서비스 보완/개발 전 과정을 공개하며 개방형 혁신 실행
집단 지성 활용을 통해 고객 충성도 및 서비스 완성도 제고

공유 기반
협업 용이성

Ÿ 클라우드 서비스의 사회적 기능 ‘공유’ 강화
Ÿ 서비스의 공유 기능을 보강하여 팀 프로젝트, 집단 협업 유발
Ÿ Dropbox를 사용하지 않는 이에게도 파일 공유 서비스를 제공하여 사용자와 비 사용자
간의 장벽 제거 및 불편함 해소

개발 인력
중시 문화

Ÿ
Ÿ
Ÿ
Ÿ

연구개발 역량 강화에 조직 관리의 초점을 둠
개발진의 자율성, 유연성을 최대한 보장하여 이들의 동기부여 강화 주력
구글 등 경쟁사의 A급 개발진을 꾸준히 영입하여 개발력 강화
내부에서 개발자들의 연구역량 점검 및 평가를 통해 건설적인 경쟁 분위기 조성

자료: 연구진이 정리

3) 데카콘 기업에서 Exit까지 성공 요인
드롭박스는 2018년 나스닥 상장을 통해 성공적으로 증시에 안착했다. 특히 일부 기
업이 상장 후 주가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하락하는 반면 드롭박스는 상장 후 한 달
간 꾸준히 주가가 상승하며 많은 사용자들의 기대를 지속적으로 받았다. 2011년 기업
가치 40억 달러를 통해 유니콘으로 성장한 후 2014년 기업가치 100억 달러를 돌파,
데카콘 기업에 등극한 드롭박스는 이후 글로벌 시장에도 적극적으로 진출하며 2015년
일본, 2018년 한국에도 문을 두드렸다. 적극적인 글로벌 시장 진출 그리고 꾸준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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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자들의 호평을 통해 드롭박스는 한국 시장에 공식 진출한 2018년, 뉴욕 증시에 상장
(IPO)을 성공적으로 완수했다(맥갤러리 테크칼럼, 2019.10.10.)101).
드롭박스의 상장 소식은 2015년부터 시장에서 거론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기업가치
를 극대화하기 위해 메일박스 인수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도 했다. 그러나 당시 유
니콘 기업에 대한 가치 재평가가 필요하다는 의견부터 거품이 완화되어야 한다는 시장
의 평가가 주류를 이루게 되자 드롭박스는 성장의 한계와 더불어, 자사의 가치관인 ‘공
유와 협업’에 부합되지 않는 메일박스 서비스를 중단시키며 서비스 다각화가 아닌 사
용자 만족 극대화에 초점을 둔 전략으로 수정하였다.
드롭박스는 유니콘 기업이 된 후 상장까지 7년을 준비하면서 구글, 애플 등 글로벌
대기업이 만든 클라우드 서비스와 경쟁하면서도 2016년 5억 명이 넘는 사용자 수를 기
록하였다. 경쟁사를 압도하기 위해 꾸준히 저장 데이터 보강에 나섰고 2012년 드롭박스
는 저장 용량 40PB를 2016년 500PB까지 확대하는데 성공했다. 500PB 저장 용량은
미국 의회 도서관이 보유하고 있는 1억 개가 넘는 데이터와 비교할 때 1만 4,000배가
넘는 용량에 해당된다. 이는 메일박스, 사진관리 서비스 등 지엽적인 서비스를 제거하고
클라우드 저장 서비스에 심혈을 기울인 결과이다(경기투데이, 2020. 9. 2.)102).
시장에서 드롭박스의 성장에 기대를 건 이유는 상장 당시 5억 명이 넘는 사용자를
보유했다는 점이었다. 미국, 유럽, 아시아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형성된 고객들의 유료
회원 비율만 확장해도 드롭박스가 다른 데카콘 기업들과 달리 거품이 아닌 실질적인
성장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는 여전히 높다. 즉, 기존 경쟁사와 달리 어떤 차별화
된 방식을 보여줄 수 있느냐가 미래 드롭박스 성장의 핵심이 될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한 높은 기대로 인해 상장 이후에도 드롭박스의 주가는 곧바로 하락하지 않고 안정
적인 성장세를 유지하는 등 강세를 보였다. 당시 드롭박스의 기업가치는 최대 126억
달러(한화 약 13조 4,500억)를 기록했다.
드롭박스의 상장이 가능했던 이유로 전문가들은 다른 경쟁사와 달리 드롭박스의 고
객 유치 비용이 낮다는 점을 강조한다(Meister & Wong, 2017). 상장하기 한 해 전인
2017년 매출은 11억 달러가 넘었지만 판매비용은 불과 3억 1,500만 달러 정도에 그
101) 맥갤러리 테크칼럼(2019.10.10.), ｢드롭박스의 가치는 왜 계속 하락할까?｣, https://bit.ly/3beN1oR (검색일: 2020. 8.19)
102) 경기투데이(2020. 9. 2.), ｢드롭박스, “언제 어디서나 생산적인 협업 지원”｣, http://bit.ly/3b9ZtGc (검색일: 2020.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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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 정도로 드롭박스는 고객관리 측면에서 높은 경제적 효율성을 중시했다. 박스(Box)
라는 경쟁사가 당시 5억 달러의 매출을 기록하며 판매비용으로 3억 달러를 넘긴 것을
고려할 때, 드롭박스가 일반적인 데카콘 기업과 달리 혁신에 대한 가치로 인한 고평가
보다는 안정적인 수익관리 측면에서도 시장의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볼 수 있다. 판매
비용을 낮추기 위해 드롭박스는 기업 시장 개척에 나섰고 익스피디아, 뉴스(News
Corporation) 그룹 등 대기업을 고객으로 확보하며 성장의 안정세를 입증했다. 드롭
박스는 클라이언트 S/W를 바탕으로 파일 저장과 파일 올리기 기능을 가장 먼저 제공
하는 등 기업 시장 공략에 많은 노력을 쏟았다. 또한 관련 파트너 및 사용자와 파일
공유가 가능한 인터페이스 등 협업에 필요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늘리며 사용자와 시
장의 기대를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였다.
나스닥에 상장된 후 2019년 드롭박스는 ‘Smart Work Space’를 시장에 내놓고 또
한 번 협업이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신규 서비스 확장에 나섰다. 스마트 워크스페이
스라고 불리는 신규 서비스는 업무할 때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연락처, 대화, 파일 등
을 하나의 프로그램에서 관리할 수 있게 해준 제품으로 공동 프로젝트 진행 및 관리에
도 효과적이다. 이를 위해 드롭박스는 인공지능을 활용, 사람들이 회의에서 원하는 콘
텐츠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문서 정보 및 이미지를 자동으로 관리, 추천할 수 있도록
해 사용자 편의성을 극대화했다. 이는 서비스의 단순함이라는 회사 철학을 토대로 사
용자 경험을 강조하는 전략의 연장선상으로 해석할 수 있다.
2015년, 드롭박스는 데카콘 기업 중 미래 성장 가능성이 가장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았다(CB Insights, 2015. 4.12.)103). 슬랙(Slack)이라는 기업용 메신저를 통해 문
서 작성, 파일 관리를 할 수 있고 보안 관리도 쉽기 때문에 드롭박스의 사용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특히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이 인터넷 공간의 핵
심이 된 지금 파일 저장 및 파일에 대한 개념이 퇴색되고 있는 시대적 환경도 드롭박스
에 대한 불안을 가중시켰다(맥갤러리 테크칼럼, 2019.10.10.)104).
그러나 드롭박스는 상장하기 전까지 다양한 협업 도구인 Slack, Zoom 등을
103) CB Insihghts(2015. 4.12.), “As Dropbox and Evernote Become Competitors, Sequoia and
Salesforce Are Among the Investors In Both”, http://bit.ly/3pFTIFP (검색일: 2020. 7.14.)
104) 맥갤러리 테크칼럼(2019.10.10.), ｢드롭박스의 가치는 왜 계속 하락할까?｣, https://bit.ly/3beN1oR (검색일: 2020. 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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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opbox Business에 연결시키며 안정적인 성장세를 유지했다. 드롭박스는 상장 후
인 2020년 6월 현재에도 고객들이 자주 활용하는 웹사이트와 애플리케이션 비밀번호
를 저장하고 이를 모든 장치에 동기화할 수 있는 Dropbox Password 서비스, 개인의
급여, 세금, 건강 등 민감한 데이터에 보안 기술을 강화해서 관리할 수 있는 Dropbox
Bolt 서비스 등을 시장에 내놓으며 데카콘 기업으로서의 혁신 면모를 꾸준히 보여주고
있다. 드롭박스의 성장 및 상장은 단순한 시장 기대가 아닌 실제 사용자 편의성에 중점
을 둔 서비스의 지속적 제공에 있다고 할 수 있다.

<표 3-16> 드롭박스가 데카콘에서 Exit까지의 성장에 기여한 요인
성공 요인

세부 내용

기업 시장에
초점을 둔
고효율 서비스

Ÿ 다른 데카콘 기업과 달리 낮은 판매비용 관리를 통해 효율적 경영 유지
Ÿ 익스피디아, 미디어 그륩 뉴스 코퍼레이션 등을 고객으로 확보하며 무료 서비스로 발생
할 수 있는 리스크 분산
Ÿ 클라이언트 S/W 개발 및 유지보수 통해 기업 시장 꾸준히 공략

빅데이터로
활용 가능한
고객 숫자

Ÿ 상장 당시 5억 명, 2년 후 6억 명으로 꾸준히 늘고 있는 고객 숫자
Ÿ 이들의 다양한 의견과 피드백을 통해 차별화된 고객 중심의 서비스 제공
Ÿ 저장 데이터 용량에 대한 지속적인 서비스 보완 및 강화
(2012년 저장 용량 40PB → 2016년 저장 용량 500PB)

핵심역량
기반 지속적
신규 서비스

Ÿ
Ÿ
Ÿ
Ÿ

자료: 연구진 정리

사용자 편의성 극대화/서비스의 단순화 철학에 맞는 지속적인 신규 서비스 제공
협업 기반 Work SmartSpace 서비스 출시 (2019년)
비밀번호 저장 및 모든 장치에 동기화 가능한 Dropbox Password 출시 (2020년)
개인의 민감한 정보에 보안 기술 적용해서 관리 가능한 Dropbox Bolt 출시 (20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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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비상장 데카콘 기업 사례
1. 바이트댄스
가. 기업 개요 및 창업 과정
바이트댄스는 장이밍(張一鳴)이 2012년 베이징에 설립한 인공지능·콘텐츠 스타트업
이다. 대표 서비스로 뉴스 추천 플랫폼인 진르터우탸오와 쇼트비디오 플랫폼인 틱톡
(TikTok)을 운영하고 있다.
바이트댄스가 설립된 2012년은 바이두, 텐센트 등 현재 중국을 대표하는 인터넷 대
기업들도 모바일 인터넷 시장으로 진출한 해였다. 기존의 검색 시스템은 사람이 직접
정보검색 작업을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바이두가 이 분야에서 월등히 앞서가고
있었다. 바이트 댄스는 사람이 정보를 다룬다는 기존의 관념에서 벗어나, 정보가 사람
을 찾아가는 ‘큐레이션’ 방식의 맞춤형 뉴스추천 앱을 개발하여 2012년 8월 서비스를
출시하였다(한국일보, 2019. 2.16)105). 큐레이션 방식은 개인 사용자의 성향, 선호도
등에 맞춰 정보가 조합되어 사용자에게 제공되는 것이다. 현재 바이트댄스의 대표 서
비스인 ‘틱톡’ 역시 큐레이션 방식을 활용한다(Economy Chosun, 2018.12.10.)106).
이러한 바이트댄스의 서비스들은 모두 인공지능(AI)기술을 기반으로 하며, 따라서
바이트댄스는 미디어 플랫폼의 형태를 가진 인공지능 전문기업으로 볼 수 있다. 바이
트댄스는 2016년 자체 인공지능 연구소인 바이트댄스 인공지능 실험실(Bytedance AI
Lab)을 설립하였다(ByteDance AI Lab 홈페이지)107). 인공지능 전문가를 영입하여
자연어 처리, 데이터 마이닝, 기계 학습, 컴퓨터 비전 등 바이트댄스 서비스의 핵심기
술에 대한 연구개발 및 상품개발의 전 과정에 참여시키고 있다.
창업자 장이밍은 중국 난카이(南开)대학에서 소프트웨어 공학을 전공했다. 재학 중

105) 한국일보(2019. 2.16.), ｢15초 꿀잼 동영상 앱 틱톡으로 세계를 홀리다｣, http://bit.ly/37pWGYE (2019.
3.11)
106) Economy Chosun(2018.12.10.), ｢하루 2조5000억MB<메가바이트>중 ‘개인 맞춤형 콘텐츠’가 진짜 정보｣,
https://bit.ly/3k29Vnp (2019. 2. 6.)
107) https://ailab.bytedance.com/ (검색일: 2020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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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학년 때 중국 대학생 과학기술 경쟁대회인 ‘챌린지 컵’에서 2위에 입상하는 등 일찌감
치 프로그래밍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그 무렵은 중국에 인터넷 시장 붐이 일어 각종
온라인 사업들이 생겨나던 시기로, 장이밍 역시 온라인 사업에 진출하였다(Weekly
Biz, 2017. 5.27.).108)
첫 사업으로 대학을 졸업한 2005년에 3명이 팀을 이뤄 기업용 권한접근제어 오피스
시스템을 개발했다. 그러나 당시 중국에서는 관련 시장이 형성되어 있지 않았던 관계
로 첫 사업은 실패로 돌아갔다(Weekly Biz, 2017. 5.27.).109)
첫 사업을 철수한 후 2006년, 장이밍은 여행정보 검색엔진인 ‘쿠쉰(酷讯)’에 소프트웨
어 엔지니어로 입사했다. 당시에는 기차표 온라인 구매 시 구매자가 직접 정보 입력, 여
석 정보 확인 등의 수동 작업을 해야 했다. 장이밍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자동으로 여석
정보를 검색해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제작했다. 이는 현재 바이트댄스가 추구하는 정보
배분의 효율성에 대한 가치를 깨달을 수 있는 기회였다(Weekly Biz, 2017. 5.27.).110)
장이밍은 쿠쉰에서 능력을 인정받아 입사 1년 만에 선임급 기술관리자로 승진했으
나, 대기업의 운영 노하우를 배우기 위해 2008년 마이크로소프트로 이직했다. 그러나
시장의 수요와는 동떨어진 기초 연구 위주의 업무 환경 때문에 1년도 되지 않아 퇴사
했다. 그는 당시의 경험을 통해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에 대해서는 틀에 얽매
이지 않는 관리 방식이 필요하다는 경영자로서의 시각을 갖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도 장이밍은 여러 온라인 플랫폼 사업 경력을 가지고 있다. 2008년에 중국판
트위터인 판퍼우(饭否)를 출시했으나 1년도 채 되지 않아 철수했고, 2009년에는 부동산
검색엔진인 주주팡(九九房)을 론칭, 부동산 앱 1위를 차지했다. 이는 장이밍의 첫 번째 개
인 창업이었다. 주주팡 사업을 통해 그는 모바일 인터넷 플랫폼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게
되어, 모바일 환경에서 개별 맞춤형 정보에 대한 수요가 훨씬 높다는 것을 파악하게 되었
다. 점점 더해지는 모바일 인터넷 열풍을 감지하고 2011년 주주팡을 떠나 2012년 바이트
댄스를 설립, 8월부터 터우탸오(头条) 어플리케이션 서비스를 시작했다.
바이트댄스는 창립 후 약 5년 만에 세콰이어캐피탈, 제너럴아틀랜틱 등 VC로부터 다수의
108) Weekly Biz(2017. 5.27.), 「창업王 장이밍」, http://bit.ly/2ZpjJ1c (검색일: 2019. 1.10.)
109) 상동
110) 상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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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투자를 유치하여 사업을 확장하고 몸집을 키워나갔다. 이를 계기로 기업가치가 750억
달러에 이르면서 2014년 시리즈C 투자를 유치했을 당시의 기업가치 5억 달러에 비해 150배
올라, 스타트업 중 최근 5년간 부동의 1위를 지켜온 우버를 제치게 되었다(아주경제,
2018.10.25)111).

<표 3-17> 바이트댄스의 투자유치 및 주요 활동
시간
2012

주요사항
5월

네이한돤쯔(內涵段子) 출시

7월

A시리즈 투자 유치

8월

진르터우탸오(今日頭條) 출시

2013

B시리즈 투자 유치 (금액 미공개)

2014

6월

C시리즈 투자 유치 (1억 달러)

2015

8월

Topbuzz 출시

3월

AI Lab 설립

2016

2017

2018

2019

9월

더우인 출시

12월

Dailyhunt에 투자

2월

Flipagram 인수

4월

D시리즈 투자 유치 (10억 달러) → 기업가치 110억 달러로 평가

5월

TikTok 출시

8월

사모투자 유치 (20억 달러) → 기업가치 200억 달러로 평가

11월

News Republic, Musical.ly 인수

8월

Musical.ly와 TikTok 통합

10월

상장 전 투자 유치(25억 달러)
스프트뱅크, KKR, 프리마베라, 알리바바, 제너럴아틀랜틱

12월

진르터우타오 가입자 7.1억명 돌파

12월

CB insights, 바이트댄스 기업가치 750억 달러(약 87조원)로 평가, 전체 1위
중국 인터넷 기업 중 유일하게 투자횟 수 증가

8월
2020

틱톡 사용금지 행정명령
트럼프 행정부 바이트 댄스 매각 명령

9월

세계 최초 헥토콘 등극 → 기업가치 1,400억 달러로 평가

11월

기업가치 1800억 달러로 평가

자료: 언론자료를 기반으로 저자가 정리

111) 아주경제(2018.10.25.), ｢"4년새 기업가치 150배↑" 中 바이트댄스에 알리바바·소프트뱅크도 투자｣,
http://bit.ly/3kcdbgd (검색일: 2020.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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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성공 요인 및 한계
1) 내부 요인: 강점과 약점
가) 인공지능 기반 큐레이션 서비스를 통한 차별화
바이트댄스의 핵심 기술은 인공지능 기술 기반의 큐레이션이다. 큐레이션은 방대한
양의 정보들을 분류화/구조화하여 소비자에게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기존
의 미디어 플랫폼들은 이런 과정을 사람이 직접 뉴스를 추려 사용자들에게 제공하는
방식을 취해왔다. 그러나 바이트댄스의 대표 서비스인 터우탸오(뉴스제공 앱)와 틱톡
(쇼트 동영상 공유 플랫폼)은 이 과정을 알고리즘으로 수행하여 사용자에게 맞춤형 콘
텐츠를 제공한다(이코노미조선, 2018. 4.16)112).
터우탸오의 큐레이션 과정은 크게 세 가지 데이터를 분석함으로써 이루어진다. 먼
저, 사용자들의 인구통계학적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어 사용자들의 개인 SNS플랫폼을
통해 그들의 리딩 특성을 분석하여, 이용패턴, 관심분야 등을 파악해 사용자가 관심을
가질만한 콘텐츠를 제공한다. 더불어, 앱 내 추천 뉴스, 사용자가 클릭 및 조회한 기사
의 데이터, 클릭률, 이용시간 등을 분석하기 때문에 터우탸오 사용률이 높아질수록 사
용자에 대한 취향 분석의 정확도도 함께 높아진다(Cracker, 2018.10. 9.)113). 장이밍
은 이를 두고‘정보가 사용자를 이해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복잡해 보이는 과정이지만 실제로 사용자 모델 갱신에 소요되는 시간은 단지 10초
에 불과하며, 이로 인해 콘텐츠 소비 시 새로운 조합으로 뉴스가 제공된다. 아울러, 소
비자의 취향을 분석하는 것뿐만 아니라, 콘텐츠 자체의 윤리적 문제, 광고 여부 등을
구분하여 콘텐츠의 품질을 높이는 작업도 이루어진다. 소비자의 취향에 부합하며, 양질
의 내용을 갖고 있는 콘텐츠를 선별하는 전 과정에는 약 20분의 시간이 소요된다(삼성
증권, 2020).

112) 이코노미조선(2018. 4.16.), ｢드롭박스에서 샤오미까지…“테크 기업 전성시대”｣, https://bit.ly/3dm0ttK (검색일:
2020. 9.10.).
113) Cracker(2018.10. 9.), ｢내 손안의 뉴스 앱, 진르터우탸오｣, http://bit.ly/3s69qeY (2019.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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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R&D 중심의 인력 구조 및 사업 중심의 조직 구조
바이트 댄스의 가장 강력한 강점은 바로 풍부한 R&D 인력이다. 바이트댄스는 핵심
인재 유치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으며, 현재 전 세계에 약 6만 명의 직원을 보
유하고 있다(Nasdaq, 2020. 3.12.)114). 매주 신입사원을 채용해오고 있으며, 핵심인
력은 텐센트, 바이두, MS에서 스카우트 하고 있다. 지난 6월에는 미국 월트디즈니의
케빈 메이어를 최고경영자(CEO)로 스카우트한 바 있으며(한국경제, 2020. 5.19.)115),
올해는 4만 명의 직원을 신규 채용하여 연내에 전 세계에 10만 명의 인력을 두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이번 채용의 3분의 1은 최고 수준의 연구자 및 소프트웨어
코딩 전문가로 선발할 계획이다. Covid-19 확산으로 세계경제가 위축되고, 많은 글로
벌 기업들이 인력감축을 추진하는 것과 대조적으로 바이트댄스는 틱톡의 성공으로 오
히려 인력을 대거 채용할 계획이다(Bloomberg, 2020. 4.14.)116).
바이트댄스는 조직 구조가 민첩하고 수평적으로 설계되어 있어, 기술을 기반으로 다
양한 시도들이 수월하다. 팀중심의 애자일한 구조로 설계되어 있어, 다양한 기술과 서
비스를 빠르게 실험하고 시장의 반응을 지켜보면셔, 성장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자
사의 플랫폼과 연결시키는 방식으로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하고 있다(전문가 인터뷰).

다) 콘텐츠 차별화를 통한 뉴 디지털 플랫폼으로의 도약
결국 이러한 플랫폼들은 사용자를 유인할 수 있는 콘텐츠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
다. 바이트댄스는 1인 미디어의 적극 수용과 인재 유치를 위해 전폭적인 투자를 단행하
고 있다. 터우탸오(头条)의 경우, '천인만원(千人萬元)'프로젝트를 운영하여 콘텐츠의
수준 및 사용자 반응이 좋은 경우 매달 약 170만원 상당의 광고수입을 제공한다. 또한
위안촹(原創, 오리지널 크리에이티브)을 운영하여, 1인 미디어 크리에이터들의 저작권
을 보장하고 추가수익을 제공한다.
114) Nasdaq(2020. 3.12.), “TikTok owner ByteDance announces China leaders, targets 100,000 global
headcount”, http://bit.ly/2ZsaWeZ (검색일: 2020. 7.17.)
115) 한국경제(2020. 5.19.), ｢中 틱톡의 승부수…'디즈니 거물' CEO로 영입. http://bit.ly/3aw7neb｣ (검색일: 2020. 7.17.)
116) Bloomberg(2020. 4.14.), “ByteDance Launches Global Hiring Spree With 10,000 New Jobs”,
http://bloom.bg/37rlTlj (검색일: 2020. 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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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기업 전략의 힘입어 터우탸오(头条)는 2012년 8월 출시 후 3개월 만에 사용
자 수가 1천만 명을 돌파 했으며, 1년 6개월 후에는 9천만 명을 넘어섰다. 2017년
5월 기준, 활성사용자 수는 7억 명을 넘었으며 월 활성사용자 수는 1.5억 명이고, 사용
자 1인당 하루 평균 이용 시간은 76분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China Focus,
2017.11.29.)117). 더우인(抖音)과 틱톡 서비스는 2016년 9월 출시 후 233개 국가 및
지역으로 확대되었으며, 2018년 말 기준 중국 내 1일 활성사용자수가 2억 5천만 명,
월간 활성사용자 수가 5억 명 이상을 기록하면서 명실상부한 글로벌 뉴 디지털 플랫폼
으로 도약했다(삼성증권, 2020).

라) 글로벌 화, 서비스 현지화
바이트댄스는 해외기업 인수합병 및 투자, 해외서비스 구축 등의 다양한 전략을 통
해 글로벌화를 구사하고 있다. 2017년 2월 바이트댄스는 해외 쇼트클립 플랫폼인
Flippagram을 인수했으며, 이어 같은 해 11월에는 미국 기업인 Musical.ly를 인수했
다(China Focus, 2018.3.29)118). 인수합병 외에 직접 플랫폼에 투자하여 현지 시장
에 진출하기 위한 기반을 다지기도 했는데, 2016년도에 인도의 Dailyhunt에 2,500만
달러를 투자했다(MIT Technology Review, 2017.1.26.)119).
또한 국내서비스의 해외버전 출시를 위한 노력도 지속되고 있다. 2015년 8월 터우
탸오의 영문버전인 톱버즈를 출시하여, 출시 2년 만에 북미와 남미(미국/브라질) 시장
에서 빠르게 성장했으며, 현재 다른 여러 나라에서도 출시되어 있다.
국내외에서의 이러한 흥행은 광고수입에서도 나타난다. 2016년 4분기 기준, 터우
탸오의 일평균 광고 게재 수는 10억 회 이상이었으며, 2017년에 광고수익은 약 150억
위안에 달했다(Economy Insight, 2018. 1. 1.)120).

117) China Focus(2017.11.29.), ｢장이밍 진르터우탸오 CEO, “당신이 관심 갖는 것이 바로 ‘톱뉴스’”｣,
http://bit.ly/3u6UC1k (검색일: 2019. 7. 2.)
118) China Focus(2018. 3.29.),「중국 뉴스앱 진르터우탸오, 국내선 경쟁사에 치이고 해외는 저작권 갈등…돌파구는?｣,
http://bit.ly/3s1x6kz (2019. 1. 6.)
119) MIT Technology Review(2017. 1.26.), “The Insanely Popular Chinese New App That You’ve Never
Heard Of”, http://bit.ly/2N8eHDX (검색일: 2019. 2. 6.)
120) Economy Insight(2018. 1. 1.), ｢알고리즘 기반 피드 광고로 시장 요동｣, https://bit.ly/3bggMFL (검색일: 2019. 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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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트 댄스의 틱톡 플랫폼은 155개 국가에서 활용이 가능하며 누적 다운로드 기준
으로는 인도가 1위(30%), 중국과 미국이 각각 2위(10%)와 3위(8%)를 기록하고 있을
만큼 중국 내수 시장보다 글로벌 시장에서의 점유율과 영향력이 훨씬 높다.

[그림 3-7] 틱톡 국가별 누적 다운로드 비중

자료: 삼성증권(2020)

마) 콘텐츠 윤리, 보안 문제
바이트 댄스는 윤리/보안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바이트댄스의 주요 비즈니스 모델
인 개인 미디어는 불법복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2013년부터 전통 언론 매체들과
지재권 분쟁을 해오고 있으며, 2018년도에 동영상 스트리밍업체인 아이치이(爱奇艺)
로부터 자사의 자체제작 드라마가 쇼트클립의 형태로 무단 송출 된 것에 대해 고소당
하는 등의 문제를 겪고 있다. 바이트댄스는 해외 시장에도 활발히 진출하고 있는데,
저작권에 대한 기준이 더욱 엄격한 해외 시장에서는 이와 관련된 위협이 더 많기 때문
에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틱톡(TikTok)에 대해 여러 국가에서 선정성, 불법 개인정보 수집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작년 7월, 인도네시아는 틱톡 내 동영상이 유해하다는 이유로 틱톡 금지
령을 발표했으며, 그 밖에 여러 국가에서도 틱톡이 청소년 성매매에 악용될 수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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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뉴시스, 2018.12.26.)121). 최근에는 미국에서도 윤리문제가 불
거졌다. 미국정부는 틱톡이 미국 아동의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했다는 이유로 ‘아동온라
인개인정보보호법’에 근거하여 570만 달러의 과징금을 내린 바 있다. 특히 중국 기업은
정부의 정보제공 요청을 받으면 아무 절차 없이 그대로 제공해야 하는 등 사용자 정보의
도용 및 정보 수집이 가능하기 때문에, 개인정보 유출을 넘어서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경계령이 미국을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다. 우리정부 역시 올해 7월, 틱톡이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것에 대해 1억 8,000
만원의 과징금과 과태료 600만원을 부과했다(연합뉴스TV, 2020. 7.15.)122). 따라서
사용자 스스로 콘텐츠를 생산하지만 개인 정보 유출과 위협 우려로 개인 사용자들이 줄
어들 경우 어떻게 사업을 지속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2) 외부 요인: 기회와 위협
가) 미디어 패러다임의 변화
중국은 정부주도의 디지털 전환 계획으로 빠르게 온라인화, 모바일화 되어 왔다.
2000년대 초반부터 중국 내 인터넷 접속량은 꾸준히 증가했으며, 2015년에 이르러
초고속 인터넷의 설치가 전국으로 급속히 확대되었다(PwC, 2016a). 모바일 폰 보급률
은 세계 1위이다. 2018년, 중국 모바일폰 보급률은 96%에 이르러, 사실상 중국 대부
분의 인구가 모바일을 이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중국의 높은 모바일 보급률과 디지털화는 중국인들의 미디어 콘텐츠 소비 방식을
바꾸었다. 중국인들의 절반 이상은 뉴스, 동영상, 인스턴트 메시지 등을 모바일 애플리
케이션을 통해서 즐긴다. 단순 소비뿐만 아니라, SNS플랫폼을 통한 동영상 공유도 글
로벌 평균을 훨씬 웃돈다(Deloitte, 2018).

121) 뉴시스(2018.12.26.), ｢中국적 앱 ‘틱톡’ 선정성 논란...유럽 부모들 불안감 증폭｣, https://bit.ly/2OSGJUx (검
색일: 2019. 2. 5.)
122) 연합뉴스TV(2020. 7.15.), ｢틱톡 국내서도 개인정보 수집·유출…억대 과징금｣, http://bit.ly/3s8vq8G (검색일: 2020. 7.17.)

제3장 미·중 데카콘 사례 분석 121

[그림 3-8] 중국의 모바일 보급률

자료: Deloitte(2018)

[그림 3-9] 모바일을 이용한 콘텐츠 소비 비교(중국 vs글로벌)

자료: Deloitte(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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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0] 동영상 어플리케이션 사용 비교(중국vs글로벌)

자료: Deloitte(2018)

미디어 콘텐츠의 생산·유통 방식 역시 디지털 전환의 영향을 받았다. 출판시장에서
는 콘텐츠가 디지털화되어 생산되고, 유통 또한 전통적 방식의 서점, 신문가판대가 아
닌 알리바바, 타오바오와 같은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해 활성화되었다(PwC, 2016a).
광고 역시 인터넷과 모바일로 중심이 이동되며,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모
바일 광고액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2011년에서 2020년 사이 10배 이상 증가할 것
으로 PwC(2016a)는 예측했다. 바이트댄스는 틱톡의 성공으로, 2019년에는 디지털 광
고매출 71억 달러를 기록하며, 중국 최대 IT공룡인 텐센트와 바이두를 제친 바 있다(연
합뉴스, 2019.11.20.)123).
이러한 모바일 중심의 미디어 생태계를 배경으로 바이트댄스는 빠르게 사용자를 늘
리며 성장할 수 있었다. 특히, AI기반 앱 사용량이 많은 중국인들(Deloitte, 2018)에게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선호 뉴스 및 영상을 자동 추천해주는 바이트댄스의 틱톡, 터우
탸오는 최적의 서비스일 것이다.

123) 연합뉴스(2019.11.20.), ｢바이트댄스 中 디지털 광고 매출 텐센트·바이두 추월｣, http://bit.ly/2M0FIbF (검색일: 2020. 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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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경쟁 기업의 출현
바이트 댄스의 성공은 중국 내 모바일 이용의 급격한 증거가 기반이 되었다. 그러나 모
바일 보급이 성숙기에 접어들면서 국내 사용자를 새로이 유치하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더불어, BAT 기업들의 1인 미디어 제작자 유치 서비스 출시, 위챗의 쇼트비디오 플
랫폼 서비스(타임캡슐) 출시 등 중국 공룡 인터넷 기업들과의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유사한 성격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신생 기업들과의 경쟁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미국 기업의 추격도 거세다. 페이스북도 쇼트비디오 플랫폼 라쏘(Rasso)를
출시하였고, 실리콘밸리의 퀴비도 쇼트 비디오 플랫폼을 공개하였다. 인스타그램은
SNS영상공유 서비스인 릴(Reel)을 출시했으며, 구글 또한 틱톡의 대항마로 쇼트비디
오 플랫폼인 파이어워크(Firework)인수를 추진중이다.

다) 중국정부의 규제
중국 정부는 당의 사상과 취향에 반하는 콘텐츠들을 통제하고 있는데, 바이트댄스 역
시 예외일 수 없었다. 바이트댄스 산하 어플리케이션인 네이한돤쯔(内涵段子)는 2018년
4월, 중국 국가광파전시총국(國家廣播電視總局)으로부터 콘텐츠 내용 및 수위의 부적절
성을 이유로 폐쇄 통보를 받았다(The New Yorker, 2018.4.19.)124).
2019년 1월 중국 인터넷시청프로그램서비스협회(中国网络视听节目服务协会)가 발
표한 ‘쇼트클립 관리 규범’은 온라인 쇼트클립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플랫폼 사
업자들이 쇼트클립 유통 전 사전 확인 절차를 거칠 것을 규범화하였다(뉴스핌, 2019.
1.10)125). 더불어, 관리책임 제도 역시 강화하기 위해 이를 감독하기 위한 심의위원을
배치할 것을 규정하였다. 더불어, 중국정부는 2019년 6월부터 틱톡을 비롯한 동영상
애플리케이션에 대해 청소년제한 시스템을 보급할 것을 결정하였다(中共中央网络安全和信
息化委员会办公室, 2019).

124) The New Yorker(2018. 4.19.), “Why China Cracked Down on the Social-Media Giant Bytedance”,
http://bit.ly/3qJOTw8 (검색일: 2019. 2. 6.)
125) 뉴스핌(2019. 1.10.), ｢중국 ‘쇼트클립 플랫폼’규제, 모바일 동영상 사전 심사 의무화｣, http://bit.ly/2NCqVo2
(검색일: 2019. 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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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미국정부의 강력한 규제와 인도의 보이콧
틱톡의 글로벌 플랫폼 도약으로 인해 큰 성공을 거둔 바이트 댄스지만, 지금 가장 큰
위협은 바로 미국 정부의 규제이다. 2019년 2월, 미국 정부는 바이트 댄스가 미국 미성
년자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 혐의를 제기한데 이어, 2020년에는 미국 데이터의 중국
유출을 이유로 국가안보를 위해 전 군(軍)에 틱톡 사용 금지령을 내렸고(매일경제,
2020.1.5.)126), 중국앱 사용에 대한 안보위협 문제는 더욱 고조 되어 7월에는 트럼프대
통령이 틱톡 사용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하고, 바이트댄스가 미국 내 자산을 처분
하도록 명령 하였다. 이러한 미국 정부의 강력한 기조에 따라, 美기업 차원에서도 틱톡
을 견제하고 있다. 웰스파고는 직원들에게 보안유지를 위해 회사소유의 업무용 장비에서
틱톡 앱을 제거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매일경제, 2020. 7.14.).127)
여기에 올해 들어 악화된 중국-인도 관계는 중국 앱 및 플랫폼에 대한 보이콧으로
이어지며, 틱톡 보이콧으로 귀결되었다. 인도 정부는 2020년 6월, 성명을 통해 틱톡의
사용자정보 무단 수집으로 인도 국방 및 안보가 위협받고 있다고 발표하며 틱톡 사용
금지를 명령했다(BBC News코리아, 2020. 6.30.)128). 인도는 틱톡 사용률 1위 국가
이기 때문에 이런 보이콧 운동은 매우 치명적이라고 할 수 있다.
바이트댄스는 미국과 인도의 압박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미국과 인도 정부의
틱톡 금지조치 이후 바이트댄스는 2019년 하반기 투명성 보고서(Transparency Report)
를 발표하고, 보고서를 통해 2019년 하반기동안 세계적으로 커뮤니티 지침 및 서비스 약관
을 위반한 약 5,000건의 영상을 삭제했다고 밝혔다(Tiktok 홈페이지)129). 특히, 인도(약
1,600만)와 미국(약 460만)에서 위반영상을 가장 많이 삭제했음을 제시했다(Tiktok 투명성
보고서, Tiktok 웹페이지 검색)130). 인도의 제재에 대해서는 케빈 메이어 틱톡 최고경영자
(CEO)는 인도 정부에 서한을 보내 데이터유출 혐의를 부인하는 동시에, 향후 인도시장에
적극 투자할 것을 제시하며 인도시장 잔류를 요청했다(한국경제, 2020. 7. 6.)131).
126)
127)
128)
129)
130)
131)

매일경제(2020. 1. 5.), ｢미국 `안보 논란` 中틱톡 사용금지, 전군으로 확산｣, https://bit.ly/2NgURGy (검색일: 2020. 7.17.).
매일경제(2020. 7.14.), ｢웰스파고, 회사 장비에서 틱톡 삭제 지시｣, https://bit.ly/3qrHvpf (검색일: 2020. 7.17.)
BBC News코리아(2020. 6.30.), ｢인도, 틱톡·위챗 포함한 '중국 앱' 59개 사용 금지｣, http://bbc.in/3bhQYJl (검색일: 2020. 7.17.).
https://www.tiktok.com/safety/resources/transparency-report) (검색일: 2020.7.17.).
https://www.tiktok.com/safety/resources/transparency-report (검색일: 2020. 7.17)
한국경제(2020. 7. 6.), ｢'퇴출령'에 읍소한 中 틱톡 "인도에 더 투자하겠다"｣, http://bit.ly/2NxEQf7 (검색일: 2020. 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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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소결
2012년 설립된 바이트 댄스는 진를터우탸오라는 인공지능 기반의 큐레이션 서비스
를 기반으로 중국내에서 주목받기 시작하면서 약 5년동안 세차례(A, B, C 라운드) 투
자유치를 통해 2017년 데카콘에 등극했다. 이후,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고 있는 틱톡
의 선방에 힘입어 2018년말 기업가치는 750억 달러를 돌파했고, 트럼프 행정부의 본
격적인 제재가 시작되던 2020년 기업가치가 1,400억 달러를 기록하며, 세계유일의
헥토콘으로 등극했다.
현존하는 유일한 헥토콘인 바이트 댄스의 성장(창업 → 유니콘 → 데카콘)은 다른
데카콘에 비해서도 폭발적이고 지속적이다. 데카콘이 된 이후 1년 반만에 7배 이상의
성장을 기록하였고, 미국의 강도 높은 제재(벌금, 다운로드 금지, 매각 명령)가 이어지
는 와중에도 기업가치는 두배가 되었다.
틱톡의 성장 경로는 미국의 서비스를 모방하여 현지화 시키고, 그과정에서 경쟁자
를 몰아내고, 중국 시장 독점을 완성하는 기존 기업들의 성장 경로와는 매우 다른 패
턴을 지니고 있다. 초창기부터 모바일에 최적화된 빅 데이터·인공지능에 대한 공격적
인 투자를 바탕으로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서비스를 출시했고, 중국내 독점 체계 완성
을 위한 자국기업과의 경쟁보다는 글로벌화에 집중했다. 주요 전략시장인 미국과 인
도 시장의 현지기업을 인수하고, 중국 서비스의 글로벌화에 투자를 확대하면서, 글로
벌 디지털 플랫폼으로의 도약을 먼저 실현했다.
당시, 다른 중국 인터넷 기업들이 자국내 시장 독점을 위해 보조금, 인수합병에 전
사적인 리소스를 투입하면서 출혈경쟁을 하던것 과는 대조적이다. 그결과, 중국 시장
을 독점하지 않았음에도, 역대 어느 기업도 달성해내지 못한 경이로운 성장을 실현해
냈으며, 중국의 대표 인터넷 기업인 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수준까지 성장했다. 틱톡의 기술력과 플랫폼으로써의 시장 지배력을 알아본 글로벌
투자 자본은 가장 큰 시장인 미국 시장과 인도시장에서 틱톡 제재와 퇴출이 이어짐에
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바이트 댄스의 기업가치를 높게 평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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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디디 추싱
가. 기업 개요
1) 사업 현황
디디 추싱은 소프트뱅크, 알리바바, 텐센트 등 100곳이 넘는 기관으로부터 총 17라운드
투자를 통해 누적 투자액 224억 달러를 유치했지만, 초창기에는 투자에 어려움을 겪었다.
당시 춘추 전국시대와 같던 콜택시 앱 시장에서 고전하던 디디다처는 ‘진사강창투’로부터
유치한 300만 달러의 시리즈 A 투자금, 2013년에 텐센트로부터 유치한 1,500만 달러의
시리즈B 투자금을 바탕으로 업계 선두로 도약할 수 있었다(중앙일보, 2019.6.5.).132)
디디 추싱은 현재 택시, 익스프레스, 프리미어, 히치, 대리운전, 버스, 자전거 등의 서
비스와 주유소와 카센터 등의 연관 시장에도 진출했다. 2017년도 총매출액은 250~270
억 달러, 2018년 순수익은 10억 달러 수준으로 추산되지만, 2018년 탑승자 살인사건
이후 매출과 영업이익이 크게 하락했을 것으로 예상된다(미래에셋대우포스트, 2018).

<표 3-18> 디디 추싱의 모빌리티 서비스 세부 유형
기업 명

디디 추싱

서비스 유형

내용

디디택시

택시호출

디디 익스프레스

차량 공유 서비스 (우버 모델)

디디 프리미어

고급 차량 공유 서비스(우버 블랙)

디디 힛치

카풀 서비스

디디 대리운전

대리운전 서비스

디디 버스

시내버스 탑승 및 버스 대여

디디 시승

승용차 시승

디디 미니버스

고정된 노선 없이 다니는 콜버스

디디 렌트카

차량 렌트

디디 기업 솔루션

기업용 차량 호출

공유 자전거

공유 자전거

자료: 미래에셋대우포스트(2018)를 참고하여 정리

132) 중앙일보(2019. 6. 5.), ｢[차이나인사이트] 29살 청년이 세운 디디는 어떻게 중국 대륙을 평정했나｣,
http://bit.ly/2OP5il7 (검색일: 2020.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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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장 과정
디디 추싱은 디디다처와 콰이디다처가 2015년 합병하면서 탄생한 회사이다. 여기에
2014년 우버 차이나를 인수하면서 비로소 중국 모빌리티 쉐어링 시장의 독점기업으로
거듭났다. 디디 추싱의 모체인 디디다처는 2012년 6월에 설립된 샤오쥐커지가 모체다.
창업자 청웨이(程維)는 1983년 장시성 동북부의 상라오시에서 태어나 2005년 베이징
화공대 졸업 후 알리바바에 입사했다. 업무 능력을 인정받아 알리바바 B2B 부문 최연
소 매니저로 승진했으며, 알리페이의 B2C 부문 최연소 부 총경리로 승진했다. 그는
당시에 중국이 높은 이동수요에 비해 택시의 공급이 턱없이 부족한 사회 문제를 안고
있는 데에서 기회를 포착했다. 당시 중국은 택시 공급이 턱없이 부족해 ‘헤이처(黑車)’
라고 불리는 불법 택시가 성행하고 있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택시를 잡는데 오
랜 시간이 걸렸다. 디디다처 창업 당시 미국에는 이미 우버가 설립되어 서비스를 공급
하고 있었고, 중국에도 2012년 3월 ‘요요조처’라는 중국 최초의 콜택시 앱이 등장한
후 약 40개의 경쟁 기업들이 생겨나던 상황이었다(중앙일보, 2019.6.5.).133)
라이벌 기업인 콰이디다처도 알리바바로부터 1,000만 달러 투자 유치에 성공하면
서, 두 기업 간의 경쟁은 중국의 거대 IT공룡인 알리바바와 텐센트 간의 경쟁으로 이어
졌다. 항저우 기반의 콰이디다처는 알리바바의 모바일 결제 기능 알리페이를 승차 공
유 업계 최초로 탑재하며 공격적으로 주변 도시에 진출했다. 디디다처는 대항마로 텐
센트의 위챗과 QQ메신저를 통한 접속, 위챗 페이 결제 등의 서비스를 내놓았고, 그
결과 2013년 말 시장 점유율 55%를 달성하며 콰이디다처를 제치고 업계 1위에 올랐다
(중앙일보, 2019.6.5.)134).
2014년부터는 업계 1, 2위인 디디다처와 콰이디다처 두 기업 간의 본격적인 경쟁이
시작되었다. 승차 공유 사업은 기본적으로 운전기사를 최대한 많이 확보하고 이를 바
탕으로 많은 소비자를 확보해야 하는, 소위 말하는 네트워크 이펙트가 아주 강한 산업
이다. 많은 운전기사들 확보하여 많은 소비자가 사용하게 되고, 많은 사용자를 확보한

133) 중앙일보(2019. 6. 5.), ｢[차이나인사이트] 29살 청년이 세운 디디는 어떻게 중국 대륙을 평정했나｣,
http://bit.ly/2OP5il7 (검색일: 2020.10.11.)
134) 상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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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이 되면, 많은 운전기사들이 선호하는 플랫폼으로 거듭나는 선순환 효과를 창출한다.
두 기업 모두 이러한 플랫폼 비즈니스의 본질과 성격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
에 초창기에 사용자를 확보하기 위해 공격적인 보조금 정책을 사용했다. 자사에 플랫
폼을 사용하는 일반소비자와 택시에게 모두 보조금을 제공하고, 무료 택시 사용 쿠폰
부터 각양각색의 보조금과 인센티브를 남발했다. 초창기 플랫폼으로 자리 잡기 위해
두 회사가 2014년 5월까지 보조금으로 쓴 비용은 20억 위안(약 3,400억 원)에 달했다
(중앙일보, 2019.6.5.)135).
시장을 독점하기 위한 격전을 겪은 후 두 회사는 휴전에 들어갔다. 더 이상은 보조금
치킨 게임을 통해 버티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양 사가 동시에 보조금 투입을 줄이자 콜
건수는 반토막 나면서 시장 사이즈 자체가 작아지는 현상이 나타났다. 일련의 사태를 겪
은 후 두 회사는 2015년 2월 합병을 발표했다. 1,2위 간의 합병을 통해 시장을 독점하는
동시에, 출혈경쟁을 방지하면서 수익성을 확보하고 투자금을 회수하기 위함이었다. 합병
후 사명을 ‘디디 추싱’으로 바꾸고, 중국 시장 독점을 완성하기 위해 후발주자인 우버차
이나를 본격적으로 견제하기 시작했다. 디디 추싱이 당시 보조금 지급을 위해 확보한 현
금 30억 달러를 바탕으로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친 결과, 2016년 8월 우버는 우버차이나
를 디디 추싱에 매각하면서 중국 시장에서 철수했다(삼성증권, 2019).

[그림 3-11] 디디 추싱의 투자 유치 실적(좌) 및 기업가치 변화(우)

자료: 삼성 증권(2019)
135) 중앙일보(2019. 6. 5.), ｢[차이나인사이트] 29살 청년이 세운 디디는 어떻게 중국 대륙을 평정했나｣,
http://bit.ly/2OP5il7 (검색일: 2020.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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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시장을 독점한 디디 추싱은 2016년부터 2017년 사이에 집중적인 투자 유치를 통
해 기업가치를 폭발적으로 성장시켰다. 2016년 6월에 276억 달러를 기록했던 기업가치는,
2016년 9월 폭스콘의 투자를 유치하며 337억 달러까지 증가했다. 이어, 2017년 4월과
12월에 각각 55억 달러, 40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유치하며, 기업가치가 500달러를 돌파
하며, 세계 최고의 기업가치를 보유한 모빌리티 데카콘으로의 지위를 유지해오고 있다.

<표 3-19> 디디 추싱의 단계별 주요 투자 정보
시기

투자단계

규모

기업가치

투자자

2012년 7월

엔젤투자

80만 위안

엔젤투자자 왕강(前알리바바 근무)

2012년 12월

시리즈 A

300만 위안

GSR Ventures

2013년 4월

시리즈 B

1,500만 달러

텐센트

2014년 1월

시리즈 C

1억 달러

중신산업기금, 텐센트

2014년 12월

시리즈 D

7억 달러

테마섹, Digital Sky
Technologies, 텐센트
oyal Valley Capital,
국신기금(중국정부), Sequoia
Capital, Hillhouse Capital

2015년 1월
2015년 5월

시리즈 E

1.42억 달러

Sina Weibo

2015년 7월

시리즈 F

30억 달러

CIC, PingAn Capital, 알리바바,
텐센트, Coatue Management 등

2016년 2월

전략적투자

10억 달러

북경자동차, CIC, CITIC 및 CICC
Capital, Primavera 등

2016년 6월

시리즈 G

45억 달러

Apple, 중국인수보험,
앤트파이낸셜, 텐센트, 알리바바,
초상은행, 소프트뱅크

2016년 6월

전략적투자

4억 달러

2016년 7월

전략적투자

2억 위안

276억 달러

보리자본투자
국기자동차

2016년 8월

전략적투자

2016년 9월

전략적투자

2016년 12월

시리즈 H

Legal Capital Fund

2017년 4월

전략적투자

55억 달러

500억 달러

교통은행, 소프트뱅크중국,
초상은행, Russia-China
Investment Fund, Silver Lake,
고달투자(강소성정부) 등

2017년 12월

전략적투자

40억 달러

560억 달러

아부다비 무바달라, 소프트뱅크

자료: 삼성 증권(2019)

China Post Capital
1.199억 달러

337억 달러

폭스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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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성공 요인 및 한계
1) 내부 요인: 강점과 약점
가) 공격적인 전략을 통한 시장 선점 및 M&A를 통한 시장 독점
디디 추싱은 어떻게 수많은 자국 내 경쟁사와 우버까지 제치고 중국시장을 점령할
수 있었을까? 시장 현황과 산업의 발전 방향을 정확하게 포착하고, 과감한 확장수단을
빠르게 사용한 것이 디디 추싱의 가장 큰 성공 요인으로 꼽힌다.
디디 추싱은 2012년 6월 베이징에서 첫 서비스를 시작하고, 이후 2개월 만에 선전
까지 서비스를 확대했다(艾媒資詢, 2018). 이때는 세계적으로 스마트폰 보급이 빠르게
확산되며 콜택시 앱 시장도 폭발적으로 성장하던 시기로, 디디 추싱의 서비스 지역은
2013년부터 해를 거듭할수록 배가 되며 증가했다. 또한 우버가 중국 시장에 진출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디디는 시장 선점 효과를 충분히 누렸다.
중국 경제성장에 따른 도시화 정책 역시 호재로 작용했다. 중국 정부는 도시화로 인
해 교통체증이 심해지자 완화책으로 자동차 구매 억제정책을 펼쳤다. 대표적인 정책이
자동차 번호판 추첨·경매 제도인데, 친환경 자동차가 아닌 내연기관 자동차를 구매하
기 위해서는 추첨이나 경매를 통해 번호판을 취득한 후에만 차량 구매가 가능하도록
규제했다(백서인 외, 2019). 그 결과, 번호판 추첨제를 시행하는 베이징 등 지역에서는
경쟁률이 1:10000까지 치솟았고, 경매 제도를 시행하는 상하이, 선전 등 지역에서는
번호판 가격이 수십만 위안(한화 수천만 원)에 이르는 기현상이 나타났다(백서인 외,
2019). 이러한 자동차 구매 억제 정책의 여파로 각 도시들은 기존 차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들을 발표했고, 이는 승차공유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활성화되는 계기
가 되었다. 즉, 정부 시책과 스마트폰 보급 등 급변하는 시장 환경에서 발 빠른 투자
유치로 점유율 확대의 호기를 잡은 것이다.
이후 디디 추싱이 본격적으로 시장을 독점하는데 가장 유효했던 전략은 바로 적극
적인 기업 인수합병(M&A)이다. 디디 추싱은 경쟁사와의 보조금 전쟁이 상호간 손실
만 키운다는 판단 하에, 콰이디다처, 우버차이나 등 주요 경쟁사들을 모두 인수했다.
대신 인수한 기업에는 지분을 나눠주며 상생을 추구했다. 우버차이나는 디디 추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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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 17.7%를 확보해 최대 주주가 됐지만 의결권은 5.89%에 불과해 경영권을 가져가
지는 못했다(조선 비즈, 2016. 8. 1.)136). 잇따른 합병으로 디디 추싱은 치킨게임을
피하고 규모의 경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었다.
디디 추싱의 이러한 합병 전략은 중국이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1, 2위 사업자 간
합병으로 독점 기업이 되면 경쟁의 순기능이 떨어져 소비자 후생이 감소하고, 정부가
기업 간 결합을 승인하지 않을 가능성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택시업계 반발이나 정부
규제가 거의 없었다는 점도 중국 시장만의 특수한 환경이다(백서인 외, 2019).
결과적으로 디디 추싱이 중국 모빌리티 시장의 흐름을 정확하게 읽고, 적절한 타이
밍에 공격적인 전략을 구사한 것이 가장 큰 성공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디디 추싱은
수요가 급증하고, 정부 규제로 인해 전통적인 차량 공급이 제한된 구조적 문제를 파악
했다. 그리고 모빌리티 공유라는 공급 대체가 가능한 잠재시장을 빠르게 파악하여 천
문학적인 보조금을 통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경쟁자와의 치열한 경쟁 후 합병과 인
수를 통해 시장을 독점할 수 있었다.

나) Big & Thick 데이터, 인공지능, 그리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디디 추싱은 하루 평균 약 3,000만 건의 콜을 통해 수집된 위치정보 데이터를 분석
하여 부가서비스를 창출한다. 중국의 데이터 생산량은 압도적이며, 모바일 사용 인구는
미국의 3배, 모바일 페이 사용량은 미국의 50배, 음식배달 건수도 미국의 10배에 달한
다(백서인 외, 2019). 본격적으로 디지털 경제 성장에 진입한 중국이 생산하는 데이터
의 우위는 앞으로 상상할 수 없는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디디 추싱은 매일 플랫폼 상에서 처리하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100TB 이상의 주행
경로를 정보로 수집하여 승차 수요를 예측하고, 도로검색 AI에 활용한다. 이와 같이
천문학적으로 쌓이는 데이터를 디디 추싱은 자체적으로 구축한 서버를 이용해 처리하
며, 이를 위해 1만 3,000여명의 임직원 중 5,000명을 엔지니어로 구성했다(삼성증권,
2019). 여러 해에 걸쳐 쌓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서비스 이용시간, 이동장소, 선호 차
136) 조선비즈(2016. 8. 1.), ｢"출혈 경쟁 끝" 공룡과 공룡이 합친다...우버, 디디 추싱에 中 법인 매각 임박｣,
http://bit.ly/37pQI9X (검색일: 2020. 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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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호출 빈도 등 승객의 선호도를 예측하여 시스템을 가동한다. 운전자에 대한 데이터
역시 분석하여, 승객과 드라이버 간 최적의 연계서비스를 제공한다. 현재 호출 이후
5분 내 차량이 도달하는 ‘매칭 성공률’이 89%에 달한다(愛媒資詢, 2018). 공공기관 보
다도 축적된 교통 데이터량이 많기 때문에 정부기관도 디디 추싱과 협력하여 교통 제
어 시스템을 공동 연구 중이다(愛媒資詢, 2018).
디디 추싱은 자율주행차 영역에도 본격적인 진출을 선언했다. 2019년 중관촌 포럼
에서 디디 추싱의 부총재는 앞으로 빠른 시일 내에 디디 추싱이 자율주행 서비스를 사
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디디 추싱은 2016년 자율주행팀을 구성했으며, 200
명 규모의 자율주행팀은 고정밀지도, 규획 및 컨트롤, 시뮬레이션, 데이터 표준 등 자
율주행에 필요한 주요 기술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있다. 해당 전문가들은 대부분
웨이모, GM 크루즈, 애플 등 자율주행 분야의 글로벌 기업에서 스카우트한 것으로 알
려져 있다(삼성증권, 2019). 디디 추싱은 이미 상하이 지역에서 자율주행 면허를 취득
했으며, 자딩(嘉定) 구에서 테스트를 진행중이다. 앞으로 디디의 사용자들은 ‘자율주행
옵션’을 선택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특정 구역 내에서 출발지점과 도착지점을 선택하
면 디디 추싱의 자율주행차가 사용자를 찾아간다(愛媒資詢, 2018).
이외에도 디디 추싱은 자사에 등록된 10만대의 차량에 카메라를 설치할 계획도 밝
혔다. 디디 추싱 운전자들이 하루 약 10시간을 운전하기 때문에 10만대에 카메라를
설치하면 매일 100만 시간 이상 분량의 영상 데이터가 디디 추싱의 AI시스템에 축적될
것으로 예상된다. 디디 추싱은 이와 관련해 우선 교통사고 저감 계획을 발표했다. 실제
로 디디 추싱은 이미 중국 내 20개 도시의 교통 당국과 협력하여 교통 체증을 완화하는
실증시험을 실시하고 있으며, 중국 내 1,300개소의 신호 체계를 원격으로 조작해 대기
시간을 대폭 감소시킨 결과를 공개한바 있다(愛媒資詢, 2018).
이외에도 디디 추싱은 축적된 데이터와 인공지능 역량을 바탕으로 꾸준히 플랫폼의
외연을 확장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인공지능
을 이용한 스마트 모빌리티 서비스인 ‘췬옌(群雁)’ 플랫폼이다. 디디 추싱은 이 플랫폼을
통해 기존에 축적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차량 공유, 스마트 교통 시설, 지능형 교통망
등 세 가지 유형의 솔루션과 스마트 신호등 및 안내판 서비스를 제공하여 스마트 시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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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이외에도 운전자들의 주유 및 차량관리에 대한 빅데이터와 AI를
결합해 주유소와 자동차 정비업에도 진출해 성공했다(머니투데이, 2019.1.3.).137)

다) 공격적인 해외 진출
디디는 2015~2017년간 투자 또는 제품기술 협력 등의 방식으로 글로벌 협력네트
워크를 북미, 동남아, 남부아시아, 남미 등 1,000개 도시로 확대했으며, 전 세계 70%
이상의 시장에 진출했다(조선일보(2019.4.25.).138)
디디 추싱은 2018년 한 해에 중남미, 일본, 홍콩, 대만 시장에 잇달아 진출했다.
2018년 1월 브라질 현지 최대의 차량 공유 기업인‘99’사를 인수하여 현지시장에 진출
했고, 같은 달에 대만지역 대리업체인 Ledi Tech(樂迪科技)사와 협력하여 공유주행 서
비스를 대만에 진출시켰다. 이후 소프트뱅크사와 조인트벤처를 설립하여 오사카, 교토,
도쿄 등 지역에서도 운영을 본격적으로 개시하였으며, 홍콩에도 성공적으로 안착했다
(愛媒資詢, 2018).

<표 3-20> 2015~2017년 디디추싱의 대표적인 해외시장 투자
기업 명칭
Lyft

시간
2015/05
2016/01

소재 국가

사업

미국

카플차 사업

2015/08
Grab

2016/08

투자 횟차
E 횟차
F 횟차 - 출시 전
E 시리즈

싱가포르

택시 소프트웨어

2017/07

F 시리즈
전략투자

우버 중국

2016/08

미국

택시 소프트웨어

합병

99

2017/01

브라질

택시, 전용차

C 시리즈

Taxify

2017/08

에스토니아

택시 소프트웨어

C 시리즈

Careem

2017/08

사우디아라비아

택시 소프트웨어

A 시리즈

OlaCabs

2015/09

인도

택시 소프트웨어

A 시리즈

자료: 愛媒資詢(2018)
137) 머니투데이(2019. 1. 3.), ｢보험·금융 서비스로 돌파구 찾는 中 디디 추싱｣, https://bit.ly/3avnKaM (검색일:
2020. 7.17.)
138) 조선일보(2019.4.25.) 韓 규제에 발묶인 사이 中 디디 도쿄에도 진출...'글로벌 페달' 가속, http://bit.ly/3s4vfv9
(검색일: 2020.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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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디 추싱의 공격적인 해외시장 진출이 가능했던 것은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기술
력 뿐 아니라 거대한 중국의 유커 덕분인 측면도 있다. 2012~2017년 사이 일본을 찾
은 중국 관광객은 연평균 34% 증가했으며, 2018년에 일본을 방문한 중국인 관광객은
처음으로 800만 명을 돌파했다(愛媒資詢, 2018). 디디 추싱은 해외에 있는 중국인 고
객들의 편의를 위해 일본에서 앱호출, 중문번역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모바일 결제
가 일상화 되어있는 중국인을 위해 알리패이/위챗페이 서비스도 제공했다. 그밖에도
브라질, 멕시코 등 미주 지역에서는 현지 정부와 협력하여 스마트 교통 실험을 실시하
는 등 이 지역의 디지털 전환에 기여하고 있다. 디디 추싱은 우버와 리프트가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미국, 그랩과 고젝이 점령한 동남아를 제외한 전 세계 주요 유망지
역에 모두 진출할 기세를 보이고 있다(한국경제, 2018.4.13.).139) 특히 수요가 높은
일본 시장과 중남미 시장의 진출은 매우 전략적이고 성공적이라고 볼 수 있다.

라) 약한 수익성
앞서 강점 파트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디디 추싱은 세계에서 가장 큰 중국 시장을
독점하며, 라이드 헤일링부터, 버스, 렌터카, 주유소까지 모빌리티에 관련된 거의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머니투데이, 2019.1.3.).140) 또한 오랜 시간 축적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자율주행 서비스, 스마트 교통 체계 등 미래 모빌리티, 나아가 스마트 시티에
필요한 핵심 기술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디디 추싱에게는 과연 정말 장밋빛 미래만 있는 것일까? 디디 추싱은
2012년 창업부터 현재까지 7년 연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2018년 상반기에만 6억
달러, 연간 16억 달러 순손실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초창기 운전사 확보를 위해
지출한 보조금 비용과 시장 선점을 위한 마케팅 비용 등이 주원인이다. 또한 2018년에
메이투안이 시장에 진출하면서 사용자 이탈을 막기 위해 지출한 막대한 규모의 보조금
은 적자폭을 크게 증가 시켰고, 같은 해에 발생한 디디 추싱 운전사의 여성 승객 강간
139) 한국경제(2018. 4.13.), ｢[스타트업 파헤치기] 자동차 공유 서비스는 지금 전쟁 중｣, https://bit.ly/3axeliW (검
색일: 2020.10.21)
140) 머니투데이(2019. 1. 3.), ｢보험·금융 서비스로 돌파구 찾는 中 디디 추싱｣, https://bit.ly/3avnKaM (검색일:
2020. 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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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살인사건은 디디 불매 운동으로까지 이어졌다. 2019년에는 미·중 무역 전쟁이 본격
화 되면서 전반적인 내수 경기가 위축되어, 디디 추싱은 약 2,000명에 이르는 대규모
의 해고 계획을 발표했다(백서인 외, 2019).
기본적으로 공유경제 서비스 분야의 스타트업들은 초기 플랫폼 장악을 위해 막대한
자금을 쓰고, 전체 시장을 독점한 후 사용료 및 수수료 인상, 새로운 수익 모델 등을
통해 이익을 회수한다. 그동안 중국의 공유경제 분야에서는 1, 2위 업체가 전체 시장의
90% 이상을 점유하며 치열한 공방을 벌이다가, 합병을 통해 시장 전체를 독점하며 수
익을 실현하는 패턴을 보여 왔고, 실제로도 성공적이었다. 이 과정에서 스타트업들이
투자받은 대부분의 자금은 독점 과정에서 보조금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디디 추
싱도 전형적인 중국 공유경제 비즈니스의 성공 방정식을 따라 사업을 영위했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에는 여러 맹점이 존재한다. 첫째는 비즈니스 자체의 수익성 문제
이다. 디디 추싱의 경우에도 합병 전 1,2위 업체 간의 휴전 시 사용자 자체가 크게 감소
하였다. 이는 공짜로 싸게 탈 수 있어서 선택한 것이지, 꼭 필요한 서비스가 아니었음을
의미한다. 소비자들은 무섭도록 냉정하고 빠르게 돌변한다. 두 번째로는 비즈니스의 유
망성으로 인해 끊임없이 새로운 신규 진입자가 들어와서 시장의 독점이 유지되지 않고
있다. 라이드 헤일링의 경우, 비즈니스의 유망성 때문에 기존의 IT 기업뿐 아니라 전통
자동차 업체까지 모두 진출하고 있다. 따라서 디디가 초반에 확보했던 100%에 가까운
시장 독점은 꾸준히 감소하여 90% 밑으로까지 하락했다(아주경제, 2019. 3. 25).141)
완벽한 독점체제 구축을 통해 본격적으로 수익을 회수해야 하는 시점에서 새로운
기업이 자꾸 출현하기 때문에 작은 가격 변동에도 많은 소비자가 이탈한다. 플랫폼 비
즈니스에서는 사용자 수가 중요하기 때문에 디디 추싱은 다시 소비자를 유인하기 위해
혜택을 제공해야 하고, 이는 다시 수익성을 악화시키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다.

마) 부족한 차별화 포인트
중국내에서의 정책 환경 속에서 성장한 디디 추싱은 경쟁과 생존에는 능하지만 교감
141) 아주경제(2019. 3. 25), ｢알리바바·텐센트 등에 업은 중국 국유기업들…디디 추싱에 도전장｣,
http://bit.ly/2Zp3q4u (검색일: 202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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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과 갈등 해결 능력은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2018년 발생한 디디 히치 탑승자 사
망 사건 이후, 디디의 경영진은 그동안 성장과 생존에만 집중되었던 전사적인 관심을
사람과 안전 최우선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힌바 있다(백서인 외, 2019).
놀라운 성장과 혁신을 보여주고 있는 중국의 신산업 육성의 기본 구조는 네거티브
규제 방식이다. 일단 해보고 문제가 생기면 그 때 규제를 가하는 방식이다. 또한 외국
기업으로부터 자국 기업을 보호하지만, 자국 기업 간의 경쟁은 방관을 통해 유도한다.
따라서 주요 신산업 분야에서 중국 시장 내에서의 중국 토종기업간의 경쟁은 상상을 초
월할 정도로 치열하고 가혹하다. 중국의 스타트업들은 원형 경기장에서 검투사로써 싸
워왔기 때문에 생존을 위해서는 무엇이든 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백서인 외,
2019). 즉, 우버를 물리쳤던 중국 모빌리티 기업들의 칼날은 이제 서로를 향해 있다.
이렇게 치열한 경쟁을 뚫고 살아남은 디디는 국내 시장에서의 지속적인 우위 유지를
위한 전투를 계속 해나감과 동시에, 보다 큰 수익을 실현하기 위해 해외시장으로 진출
해야만 한다. 그러나 한국, 동남아, 일본 등의 해외시장은 각각 소득 수준, 민족 특성,
문화가 다르고 사회 구조, 저항 정도도 매우 다르다. 현재 디디는 일본에서의 성공을
바탕으로 한국 진출도 예고하고 있다. 그러나 초고령화와 지방소멸이 본격화 된 일본
과 한국은 상황이 다르다. 타다 사태에서 보듯이 한국의 택시기사들의 모빌리티 쉐어
링에 대한 저항은 매우 강하다. 이는 급격한 경제성장 시기에 부족한 택시 수요를 늘리
기 위해 개인택시 면허를 많이 발급한 구조에서 기인하는데, 이들과의 협상과 타협이
구조적으로 어렵다. 그런데 디디는 이런 협상과 타협, 인내의 경험이 부족하다. 따라서
한국시장에서의 성공적인 안착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미 동남아 시장을 선점한 그랩과 고젝에 비해서도 차별화 포인트가 적은
것이 사실이다. 모빌리티 뿐 아니라, 페이먼트부터 모든 인프라가 부족한 동남아의 경
우, 그랩과 고젝이 온라인 결제부터, 파이낸싱까지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고젝
의 경우 마사지샵, 식당 등의 분야로까지 자사가 보유한 리소스를 확대하고 있다. 우
버 역시 우버 이츠를 통해 수익성을 강화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의 경우, 치열한 경쟁
으로 인해 이러한 비즈니스 모델은 모두 선점 당했다. 텐센트와 알리바바가 모바일 페
이먼트를 독점했고, 메이투안디엔핑, 어러머가 음식배달을 90% 이상 점유하면서 디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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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수익성이 높은 유망분야에는 진출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디디는 그랩이나 고젝에 비해 외국인 사용자에게 친화적이지 않다. 5억이 넘는
중국 사용자에 특화된 서비스 플랫폼은 제3국의 서비스 사용자에게는 다소 낯설고 불
편하게 느껴지는 경향이 있다. 대표적인 것이 결제 방식이다. 최근에는 외국인도 신용
카드 등록을 통해 모바일 결제가 가능했지만, 오랫동안 중국의 모바일 결제는 현지에
기반이 없는 외국인이 사용하기가 어려워 관련 서비스 이용이 쉽지 않았다. 위챗 페이
나 알리페이가 있는 중국인들의 경우 이용이 매우 편리했지만, 그렇지 않은 신용카드
를 소지한 제 3국의 외국인은 사용하기가 매우 불편하다.
작은 국가에서 탄생한 스타트업의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세계 시장을 공략하기 때문
에 세계 사용자에게 친화적인 서비스를 개발하려고 한다. 하지만 거대한 내수시장을
보유한 중국 스타트업들은 내수 시장을 선점하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에 중국인들에게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내 소비자 확보에 집중한다. 이러한 경쟁 패턴은 오히려
중국 시장을 독점한 이후, 중국 기업들이 해외로 나아갈 때 독이 되는 경우가 많다.

바) 안전·위생 문제
2018년 디디 히치를 사용한 여성 승객 살인 사건이 발생했다. 조사결과 디디 히치
운전자의 소행으로 총 2건으로 확인되었으며, 디디는 살인 혐의 운전자가 속해 있는
카풀(Carpool) 서비스를 즉시 중단했다(삼성증권, 2019).
소비자 불매 운동, 유명 연예인의 공개 보이콧, 정부의 규제 강화, 경영진 사과문
발표 및 안전성 강화 방안 제시 등을 거쳐 디디는 2019년 14개월 만에 히치 서비스를
재개 했다. 새로운 기술 방식을 통해 사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으며, 강력한 안전과 고
객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을 약속했다(백서인 외, 2019). 제시된 새로운 안전 방식은
운전자 승인 및 관리 강화, 동성 운전자 배치, 차량 내 카메라를 통한 안면 인식, 마이
크, 실시간 위치 추적 장치를 추가한 안전 시스템이다. 하지만 아무리 뛰어난 기술을
통해서도 모든 범죄를 예방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사회 구성원들의 소양과 신뢰자본이
부족한 중국의 경우 안전 분야의 개선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또 하나의 큰 취약점은 바로 위생 문제이다. 2020년 1월 발병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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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 일명 우한 폐렴은 중국내에서만 수만 명의 감염자와 수백 명의 사망자를 내며 무서
운 속도로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가고 있다. 이 강력한 바이러스는 전 세계 시민을 공포
로 몰아넣고 있으며 글로벌 경제에도 큰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전염성이 강하기 때문에 이동이 엄격히 제한되면서 모빌리티 산업과 공유경제
에는 엄청난 타격을 주고 있다. SARS를 비롯한 전국적인 전염병에 의해 수차례 충격을
받은 경험이 있는 중국의 경우, 앞으로도 이러한 재난적 질병이 발생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이는 곧 불특정다수가 사용하고 위생 관리가 엄격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모
빌리티 쉐어링 산업에 매우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소독을 비롯한 엄격한 위생관리와 주기적인 관리감독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이
럴 경우 기업의 비용 부담이 증가하고, 보건 당국의 승인과 관리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빠르고 민첩한 사업 영위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1) 외부 요인: 기회와 위협
가) 중국의 경제 성장 잠재력과 모빌리티 수요 성장 잠재력
미·중 패권 경쟁으로 인한 중국의 경제 성장 둔화를 지켜보면서, 많은 사람들은 중
국 경제 성장의 지속가능성에 대해 회의적인 시선을 보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큰 경제성장 잠재력 때문에 중국은 여전히 택시 공급 자체가 수요에 비해 크게
부족한 상황이다. 주요 대도시의 경우 이러한 현상이 더욱 심각하며, 출퇴근 시간에
택시를 잡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중국 정부는 장기적 관점에서 도시 내 운영택시에 대한 번호판을 관리하여 대도시의
경우 택시공급량이 수요보다 적게 유지되도록 하였다. 이는 온라인 예약 기반의 모빌
리티 쉐어링이 빠르게 확산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이러한 수요·공급 불균형으로
인해 2012년 디디 추싱의 출현에도 기존 택시 업체들의 반발이 상대적으로 적었던 것
으로 보인다. 물론 2016년부터 정부차원에서 P2P 라이드 헤일링을 합법화했기 때문
에 택시 회사들이 정부에 반기를 드는 불가능한 행위 대신 적극적으로 디디 추싱과의
협업을 선택하게 된 측면도 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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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 중국 모빌리티 서비스 시장의 성장 속도

자료: McKinsey & Company(2019)

1인당 GDP 1만 달러에 도달한 중국의 모빌리티 수요는 앞으로도 폭발적인 속도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과거 수년간 디디 추싱의 주 무대였던 중국에서 차량공유 시장
은 단기간에 폭발적으로 성장했다. Mckinsey & Company(2019)에 따르면,
2015~2017년 사이의 라이드 헤일링 시장규모는 4배 이상 성장했다. 차량의 직접적
인 소비는 줄고 있지만,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의 등장으로 인해 소비자들은 아주
짧은 거리, 기존에 모빌리티를 이용하지 않았던 상황에서도 모빌리티 서비스를 사용
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수요와 공급은 중국에서 가장 크고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어, 앞으로도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된다.

나) 강력한 정부의 지원
중국 정부는 2016년 국무원에서 발표한 「제 13차 5개년 규획(2016~2020)」에서 공
유경제를 핵심 발전분야로 삼아 공유경제를 활성화하였다. 이러한 국가 차원의 5개년
계획 이후, 세부 분야로서 자동차대여 산업에 대한 지도 의견을 밝히며 비즈니스를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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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화할 수 있는 제반 여건을 마련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2016년부터 자동차대여 산업에 대한 지도 의견을 발표하고, 모
빌리티 쉐어링 비즈니스가 가능한 방향으로 정책을 형성하였다. 즉, 허용되는 사업만
할 수 있는 포괄적 규제의 방식을 취하지 않으며, 중앙정부 차원에서 다루어야 할 국가
차원의 5개년 계획과 세부 로드맵을 발표하였다. 이후 여러 부처에서 관련 정책을 발표
하고, 시정부도 잇따라 대응하는 구조적인 정책대응이 나타났다. 국무원, 교통운수부,
공업정보화부, 발전개혁위원회 등 중앙 차원에서 이미 공유자동차, 공유자전거 및 공유
주차장 관련 정책을 발표하였고, 베이징, 상하이 및 광둥성도 현지 실정에 부합되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愛媒資詢, 2018).
<표 3-21>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중국은 온라인 대여, 소형 자동차 시간제 대여,
관련 서비스의 규범화와 발전 등에 대한 상세한 정책들을 발표했다. 가장 부가가치가
높은 P2P 라이드 헤일링 까지 모두 합법화하여, 법의 태두리 안에서 관련 산업이 성장
할 수 있도록 정책과 규제의 불확실성을 모두 해소시켜 주었다.
<표 3-21> 중국의 대표적인 모빌리티 쉐어링 정책
분야

부처/지역
국무원

중앙
정부

교통운수
부등
발개위
베이징시

상하이시
지방
정부
광둥성

자료: 愛媒資詢(2018)

정책 명칭

시간

「자동차 대여 산업의 건강한 발전에 관한 지도 의견」

2016.7

「신에너지자동차 보급 응용에 관한 지도 의견」

2014.7

「온라인 예약 대여 자동차 경영서비스 관리에 관한 잠정방법」

2016.7

「소형 자동차 시간제 대여의 건강한 발전에 관한 지도 의견」

2017.8

「온라인 대여 자전거 발전을 규범화하기 위한 지도 의견」

2017.8

「도시 주차장 시범사업을 추진할데 관한 통지」

2017.3

「공유자건거 시스템기술과 서비스 규범」

2017.9

「베이징시 공유자전거 규범화 발전에 관한 지도의견」

2017.9

「위성항법과 전자울타리 기술규범에 기반한 공유자전거 관리기술 솔루션」

/

「신에너지자동차 시간제 대어업의 발전에 관한 지도 의견」

2016.2

「공유자전거 제품 표준」 및 「공유자전거 서비스 표준」

2017.7

「광저우시 소형 자동차 시간제 대여 산업의 건강한 발전에 관한 지도의견」

2018.11

「후이저우(惠州)시 온라인 예약 대여 자동차 경영서비스관리 실시세칙(시행)」

2017.3

「광저우시 온라인 대여 자전거 규범화 발전에 관한 지도 의견」

2018.1

「선전시 자동차 시간제 대여 산업 관리에 관한 지도의견」(의견수렴고)

20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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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세계 최고의 디지털 인프라, 세계 최대의 디지털 소비 및 수요
중국 정보통신연구원(CAICT)의 연구에 따르면, 중국의 디지털 경제 규모는 27조
위안(한화 약 4,500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사회과학원에서 발간하는
디지털 경쟁력 발전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2018에는 미국에 이어 2위를 기록하였
고,

중국은 2019년 처음으로 디지털 산업 경쟁력 부분의 점수가 미국을 제치고

71.34로 세계 1위를 기록하였다(上海社科院(2019). 이외에도 데이터 국력을 평가하는
데이터 총생산(Gross Data Production) 순위에서 중국은 2019년 미국과 영국에 이
어 3위를 기록하는 등 디지털 경제 관련된 순위에서 모두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높은 디지털 경쟁력 순위는 중국 내에 스마트폰과 모바일 인터넷이 광범위하
게 보급되었고, 핵심인 모바일 페이먼트는 이미 활성화되어 세계 최고 규모로 거듭났
기 때문이다. 여기에 슈퍼앱 위챗이 확실하게 자리 잡으면서 앞으로 전 세계 모든 재화
와 서비스가 소비자의 손 안에서 구매되고 모빌리티를 통해 전달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세계 최고의 쇼트 비디오 플랫폼인 틱톡까지 성공하면서 차세대 디지털 플랫폼
분야에서도 앞서 나가고 있다. 그리고 그 중심엔 모든 것을 모바일과 인터넷으로 구매·
소비하고, 신기술과 신서비스를 주저 없이 사용하고, 또 새로운 것들이 나오기를 기대
하는 14억의 붉은 디지털 소비자들이 있다.
공급 관점에서 세계 최고의 5G 통신 장비 경쟁력을 보유한 화웨이와 IT 공룡 BAT
가 큰 기여를 하고 있다. 본격적인 초연결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화웨이 주도의 본격적
인 5G 굴기를 바탕으로 더 많은 기기와 서비스가 연결되면서 중국의 디지털 인프라를
한층 더 강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디지털 금융에서도 중국은 무서운 행보를 보여주고 있다. 현재 중국은 국가 주도의 디
지털 화폐 발행 계획을 발표하고 있는데, 민간주도로 진행하고 있는 다른 국가에 비해,
중앙은행이 직접 디지털 화폐를 발행함으로써 훨씬 더 동력 있는 디지털 금융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기존의 경제 체제에서 달러에 비해 기축 통화로써의 가치
가 현저히 낮았기 때문에, 디지털 화폐 기축 통화로써 군림하고 싶은 의욕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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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중국 시장의 치열한 내부 경쟁
세계 최대의 스타트업 격전지로 부상한 중국시장에서 이제는 더 이상 해외 선진 모
델을 그대로 차용하는 방식으로는 경쟁력을 확보할 수가 없다.
2018년에 디디 추싱에게 또 다른 악재가 겹쳤다. 만만치 않은 경쟁자들이 속속들
이 출현한 것이다. 그리고 그 뒤엔 자신을 키워줬던 알리바바와 텐센트가 있다. 2018
년 음식 배달 서비스의 강자 메이투안이 상하이에서 차량공유 사업을 시작했다(美团
研究院, 2020). 메이투안은 드라이버 대상 수수료율을 획기적으로 낮추고, 현금 쿠폰
을 제공하면서 디디 추싱에 전면전을 선포했다 결과적으로 매우 짧은 시간에 많은 드
라이버를 확보했고, 메이투안은 3일 만에 상하이 차량공유 시장점유율 30%를 달성했
다(삼성증권, 2019). 디디 추싱은 이를 회복하기 위해 동일한 치킨게임을 시작했고,
2018년 적자폭은 전년 대비 4배가 증가했다. 다행히 메이투안이 보조금 지급을 중지
하자 해당 플랫폼의 사용자들은 빠르게 이탈했다(삼성증권, 2019).
2019년 텐센트와 광저우자동차 등이 합작하여 세운 ‘루치추싱’이 광저우시에서 본
격적인 영업에 들어갔다(아주경제, 2019.3.25).142) 루치추싱은 홍콩, 마카오, 광둥성
등 대만구(區)에서 사업을 시작하여 5개 도시로 서비스 지역을 넓히고, 약 1만대의 친
환경 차량 투입계획을 발표했다. 차량은 광저우자동차가 공급하고, 텐센트는 지도·플
랫폼 구축·운영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모빌리티 시장의 유망성을 보고 뛰어든 것은 텐센트 만이 아니다. 중국 국영 자동차
기업 3사 중국이치(中国一汽, FAW), 둥펑자동차(东风汽车), 창안자동차(长安汽车)가
모빌리티 조인트벤처 ‘T3’를 설립하고, 본격적인 모빌리티 쉐어링 서비스에 뛰어들었
다(플래텀, 2019. 4.18)143). T3에는 쑤닝, 알리바바, 텐센트 등 12개 기업도 참여했
다. T3는 자동차 제조사가 주도한 플랫폼인 만큼 전반적인 승용차 품질로 승부를 볼
예정이다. 모빌리티 쉐어링 전용차량을 제작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며, 향후 자체개
발한 자율주행 기술을 탑재한 택시도 운행할 예정이다.

142) 아주경제(2019. 3. 25), ｢알리바바·텐센트 등에 업은 중국 국유기업들…디디 추싱에 도전장｣,
http://bit.ly/2Zp3q4u (검색일: 2020.11.11.)
143) 플래텀(2019. 4. 18.), ｢디디 추싱이 정체된 사이 中카쉐어링 업계는 다시 전국시대로｣, http://bit.ly/3s8SLqP (검색일: 2020.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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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중국 정부의 견제와 제재 가능성
모빌리티 공유 기업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공유 시장을 넘어서는 것이다. 기업의 근
본적인 목표는 생존이기 때문에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과 기술을 갖춘 킬러앱(Killer
application)을 찾고 적용시켜야만 생존이 가능하다. 가장 좋은 것이 금융, 서비스 등
다른 영역으로의 진출이다. 중국의 모빌리티 스타트업의 경우 아이러니 하게도 이과정
에서의 가장 큰 걸림돌은 중국의 국가체제이다.
중국은 기본적으로 국가자본주의 체제를 기반으로 운영된다. 그렇기 때문에 큰 틀에
서 방향성을 제시하고 세부적인 내용들은 지자체,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결정하여 해결
하도록 유도한다. 하지만 절대 허용되지 않는 부분은 바로 국가의 역할을 대신 하는
것이다. 중국은 영역 별로 혁신적이고 민첩한 민간 기업이 국가의 역할을 대신하는 아
웃 소싱에는 적극적으로 허용하지만, 이들 기업이 국가의 역할을 전적으로 대체
(replacement)하는 것은 절대 허락하지 않는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알리바바 사례가 있다. 2014년 마윈이 처음으로 ‘국가기업’이 되
겠다는 뜻을 표명하며, 이전까지 국영기업 중심으로 운영되어 오던 중국의 핵심 인프
라인 전력·금융·에너지·통신 등을 알리바바가 소유한 디지털 경제 인프라인 소셜 네트
워크, 전자상거래 플랫폼, 모바일 페이 플랫폼, 모빌리티·물류 플랫폼 등으로 대체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러한 알리바바의 국가지위 대체계획으로 인해 마윈이 경영 일선에
서 물러난 것이라는 의견이 존재한다. 또한 최근 상장 추진 바로 전에 무기한 연기된
앤트 파이낸셜의 상장 역시, 중국의 금융시스템에 대한 날선 비판과 함께, 너무나도
크게 성장해버린 알리바바 그룹에 대한 견제의 이유도 존재한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이외에도 텐센트를 견제하기 위해서 시행된 게임판호 규제, 최근 이어진 바이트댄스
대표 사퇴 등도 이와 관련되어 있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향후 이러한 기조가 강화되면, 앞으로 중국 정부의 기업정책은 단일 영역을 넘어서
는 사업 진출을 과거보다 엄격하게 관리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제2의 텐센트를 꿈꾸는
디디에게는 분명 큰 위협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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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소결
디디 추싱의 창업 → 유니콘 → 데카콘의 성장 경로에서 가장 핵심 적인 부분은 경쟁
사와의 합병 및 우버 차이나 인수를 통한 독점 체계의 완성이다. 합병 전까지 디디 추
싱은 수년 동안 시장에서의 생존과 경쟁력 확보를 위한 초기 투자를 유치했고, 텐센트
의 대규모 투자를 기반으로 유니콘으로 거듭났다. 하지만 2015년 경쟁사와의 합병과
우버차이나 인수합병 이후에는 본격적인 대규모 투자를 연속으로 유치하며, 1년 만에
기업가치가 300억 달러를 돌파했다. 이후 디디 추싱은 확보된 자금력을 바탕으로 본격
적으로 연관 분야 진출과 글로벌 진출을 추진했다. 디디는 2016년부터 모빌리티 쉐어
링을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유형의 서비스를 확대 론칭했으며, 신흥 시장의 새로운 모
빌리티 기업에 대한 투자와 인수합병, 일본 시장으로의 진출 등도 본격화했다. 2018년
부터는 전기차 중심의 미래 전략을 발표했으며, 2020년 6월부터는 상하이 자딩 구역
에서 자율주행 기반의 모빌리티 시범 서비스를 제공해오고 있다.
전반적인 성장과정에서 주요 외부 요인으로는 폭발적으로 성장 중이었던 중국의 이
동수요와 정부의 빠른 P2P 합법화, 그리고 이미 상당히 안정적으로 구축된 모바일 결
제 환경과 충분한 투자 자금 등이 핵심적이었다.
하지만 2018년 탑승자 살인사건, 전반적인 공유경제 기업들의 가치 하락,
COVID-19 등의 연이은 악재로 인해 디디 추싱의 성장세는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디디 추싱은 자율주행 택시 시범사업 확대 및 해외 진출과 함께
2021년 홍콩 증시 상장 계획을 발표하는 등 공격적인 성장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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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스트라이프
가. 기업 개요
스트라이프(Stripe)는 온라인과 모바일에서 결제 서비스 시스템을 제공하는 핀테크
(fin-tech) 기업이다. 스트라이프는 자사 홈페이지에 결제 시스템을 구성하는 코드를
공개하고, 이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이 코드를 복사해서 붙여넣기만 하
면 스트라이프의 결제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스트라이프는 이에 대한 대가로 저렴
한 수수료를 받고 단순하고 편의성이 높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많은 고객을 확보하
여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스트라이프는 현재 핀테크 분야 비상장 스타트업 중에서 가
장 기업가치가 높은 기업으로서 2020년 데카콘에 오른 기업이다.

1) 창업자
스트라이프는 아일랜드 출신 대학생 형제인 패트릭 콜린슨과 존 콜린슨이 2010년에
공동 설립한 회사이다. 형인 패트릭 콜린스는 1988년생으로 17세(2005년)에 MIT(매사
추세츠 공과대학교)에 진학했고 동생인 존 콜린슨은 1990년생으로 16세(2006년)에 하버
드 대학교(University of Harvard)에 진학했지만 형제 모두 대학을 자퇴하고 공동 창업
을 하였다. 형 패트릭 콜린슨은 스트라이프의 대표로 제품 개발과 엔지니어링 업무를 담
당하고, 동생 존 콜린슨은 파트너십과 세일즈 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스트라이프의 창업자인 콜린슨 형제는 어릴 때부터 과학기술 분야에 우수한 재능을
보여 왔으며, 스트라이프 창업 이전에 이미 여러 번의 창업 경험을 가졌다. 형 패트릭은
10세 때부터 리머릭 대학(University of Limerick)에서 프로그래밍을 배워서 15세에
인공지능(AI) ‘아이작’으로 아일랜드 학생 과학 경연대회에 참가했다. 16세에는 새로운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크로마)를 개발하여 이 대회에서 1등상을 받고 ‘올해의 젊은 과
학자’로 선정되었다. 패트릭 콜린슨은 이런 우수한 능력을 바탕으로 17세에 미국 MIT
에 진학했다. 동생인 존 콜린슨은 16세에 아일랜드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최고점수를
받았으며, 고교 과정을 마친 후 미국 하버드대학교(Harvard University)에 진학했다.
이 형제는 형이 19살, 동생이 17살 되는 해인 2007년에 소프트웨어 회사인 슈파(Su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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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공동 창업했고, 이 회사는 이후 콜린슨 형제가 공동 창업한 옥토매틱(Auctomatic)사에
흡수되었다. 콜린슨 형제는 이 과정에서 아일랜드에서 투자 유치가 쉽지 않다는 점을 알게
되고, 동생이 미국 대학으로 진학하면서부터 형제가 미국에서 함께 창업하여 투자 유치를
시도했다. 콜린슨 형제는 형 패트릭 콜린슨이 MIT 입학한 후 2008년 실리콘 밸리에서 만
난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University of Oxford) 졸업생 2명과 함께 eBay와 Amazon의
개인 판매자를 위한 거래 관리 프로그램인 옥토매틱(Auctomatic)을 만들어 창업했고,
2009년에 콜린슨 형제는 옥토매틱을 캐나다 회사 Live Current Media(인터넷 상거래 및
미디어 기업)에 500만 달러에 매각했다. 그리고 1년 후인 2010년 7월에 콜린슨 형제는
미국 실리콘 밸리의 중심 지역인 팔로 알토(Palo Alto)에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스타트
업 시드 엑셀러레이터(startup seed accelerator)인 와이콤비네이터(Y Combinator)의
프로그램 하에서 스트라이프를 공동 창업했다.

2) 창업 동기
콜린슨 형제는 모바일 결제 시스템을 단순화하여 온라인 쇼핑몰을 이용하는 고객의 결제 과
정에서 편의성을 높이고, 고객의 수수료를 인하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스트라이프를 창업했다.
먼저, 창업 당시 온라인 결제 과정의 번거로움을 줄이고자 해당 결제 페이지에서 결
제 과정이 모두 끝나게 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창업 전 형제는 온라인 쇼핑을 하던
중, 결제를 위해 PayPal을 이용하려면 구매자가 결제 과정에서 온라인 쇼핑몰 사이트
와 결제 사이트 PayPal(eBay의 전자결제 자회사)을 오고 가면서 결제 완료까지 총 9
단계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것을 경험했다. 스트라이프의 창업자는 이런 번거로움을
두고 “가게에 물건을 사러 갔다가 결제하러 은행을 다녀오는 것과 마찬가지의 불편함”
이라고 지적하고, 3단계 만에 결제를 완료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구매자가 온라인 쇼핑몰 사이트에서 신용카드 정보만 입력하면 결제 사이트를 들
르지 않고 곧바로 결제할 수 있는 결제 시스템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했다. 이런 결제
시스템 하에서는 구매자는 곧바로 신용카드사의 인증을 받을 수 있으므로 결제 절차가
줄어들 수 있다. 게다가 온라인 쇼핑몰은 별도의 서버를 가지지 않아도 되므로 쇼핑몰
서버에 신용카드 정보가 남지 않아서 보안상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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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라이프의 창업자인 콜린슨 형제는 이런 결제 시스템을 통해 궁극적으로 온라인·
모바일 결제가 오프라인 결제와 비슷한 수준의 편의성을 가질 수 있도록 했다. 오프라
인 상점에 들어가 물건을 살 경우 신분 확인 등 부가적인 절차 없이 현금이나 신용카드
를 통해서 쉽게 물건을 구입하듯이, 온라인이나 모바일 거래에서도 비슷한 수준의 편
의성과 보안성이 보장된 상태에서 결제가 가능하다면 돈이 쉽고 자유롭게 흐를 수 있
어서 전자상거래와 결제의 편리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였다.
또한 스트라이프의 창업자는 당시 모바일 결제 사용자들에게 자신들이 인식하고 있
는 것 이상의 높은 수수료를 내고 있다는 점을 알리고, 모바일 결제 수수료를 낮춤으로
써 사용자들에게 혜택을 제공하고자 했다. 스트라이프의 창업 당시인 2000년대 후반
에 미국에서 온라인이나 모바일 쇼핑몰에서 신용카드로 결제할 경우 구매액의 4.5%를
수수료로 내야했고, 해외 온라인 쇼핑몰을 이용할 경우 환율 수수료를 추가적으로 내
야 했으며, 외국에 있는 고객들은 해외발급 카드에 대한 수수료까지 추가로 지불해야
했다. 스트라이프의 창업자는 이 결제 수수료를 낮춤으로써 온라인·모바일 쇼핑 이용
객의 편익이 높아질 뿐 아니라 이용객 수도 증가하여 온라인·모바일 쇼핑몰 업체와 이
용객 모두 혜택을 볼 수 있다고 생각했다.

3) 사업 현황
스트라이프는 웹사이트, 쇼핑몰, 앱 등 소규모 온라인 서비스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신용카드나 전자화폐의 온라인·모바일 결제 모듈을 편리하게 도입할 수 있도록 도와준
다. 스트라이프는 현재 전 세계 핀테크 분야 스타트업과 비상장기업 중 가장 기업가치가
큰 기업이며, 2020년 기준 기업가치가 약 36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144)
스트라이프는 현재 애플(Apple), 알리바바(Alipay), 트위터(Twitter), TED, 가디언
즈(Guardians), 퀵스타트(Kickstarter), 리프트(Lift), 위챗페이(WeChat Pay) 등 전
세계 10만여 개 기업 또는 온라인 판매업체(웹사이트, 앱 등 소규모 온라인 서비스 운

144) 주식시장에 상장되지 않은 비공개(비상장) 기업인 Stripe의 기업가치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어렵지만, 유사한
핀테크 스타트업 기업(Square)의 가치, 벤처캐피탈 및 금융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략적인 기
업가치를 추정할 수 있다. (기업가치 추정 출처: https://en.wikipedia.org/wiki/Stripe_(comp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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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사업자)를 고객으로 확보하고 있다. 2016년에 미국인의 27%, 2019년에 미국인의
84%가 스트라이프 결제 시스템을 이용했으며, 2018년 결제건수는 6억 건에 달한다.
전 세계 139개국 통화뿐만 아니라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으로도 결제가 가능하며, 블록
체인 방식도 이용 가능하다. 2020년 현재 미국 외 유럽(29개국), 아시아(일본, 싱가포
르, 홍콩, 말레이시아, 중동 국가), 북미(캐나다, 멕시코), 아프리카 국가, 호주, 뉴질랜
드 등 총 39개국에 진출해있다.
결제 건수와 결제액을 기반으로 하여 스트라이프의 매출액을 추정했을 때, 2019년
매출액은 약 20억 달러로 추정되며, 온라인 결제와 모바일 결제를 통합한 전체 전자결
제시장에서 8%의 시장점유율(결제액 기준)을 갖고 있다.

나. 기업 성장 경로
스트라이프의 창업 이후 다양한 투자 유치 이력(투자 규모, 주요 투자자)과 투자 시
점을 전후로 발생한 주요 사건들을 살펴봄으로서 기업의 성장 경로를 파악할 수 있다.
스트라이프 홈페이지, 인터넷 검색 자료 등을 종합하여 지금까지 스트라이프의 투자
유치(funding) 이력과 그에 따른 기업가치 변화를 정리하면 다음의 <표 3-22>와 같다.
<표 3-22>에서 제시된 것처럼 스트라이프의 기업가치는 창업 후 1년 반이 지난 시
점인 2012년 2월에 10억 달러에서 시작하여 2020년 4월에 360억 달러에 도달했다.
최근 8년간 스트라이프의 기업가치 평가 시점별(2012년 이후 약 10회 평가) 기업가치
규모를 이용하여 스트라이프의 기업가치 평균 성장률을 계산하면, 연평균 성장률이
170%에 달한다. 또한 스트라이프는 창업 후 3년 만에 유니콘 기업으로, 창업 후 7년
만에 데카콘 기업으로 성장했다.145) 스트라이프는 2010년에 창업하여 2020년까지
10년간 16회의 투자를 받았으며, 총 16억 3,500만 달러의 투자를 유치했다.
스트라이프단계별 투자 유치 시점 및 금액, 주요 투자자, 투자 유치 시점을 전후로
일어난 사건을 조사하여 이 기업의 주요 성장 요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145) Stripe의 기업가치가 2013년에 10억 달러에 도달했을 것으로 추정되며(2012년 7월 기준 5억 달러, 2014년 1월
기준 17.5억 달러), 기업가치가 2017년에 100억 달러에 도달했을 것으로 추정된다(2016년 11월 기준 92억 달
러, 2018년 9월 기준 200억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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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2> 스트라이프의 투자 유치 이력과 기업가치 성장
(단위: 투자유치액 백만 달러, 기업가치 십억 달러)
시기

투자
유형

투자
유치액

주요 투자자(lead investor)

투자자
수

기업
가치

주요 사건

2010.
7

Seed
round

-

Y Combinator
(실리콘밸리 기반 글로벌 accelerator)

1

-

Palo Alto에서 설립

4

-

2011. 9, 공식 버전 출시
(이전까지 private beta 버전)

1

0.1

2012, 샌프란시스코로 이전

2011.
5

Seed
round

2

Peter Thiel(PayPal 창업자),
Sequoia Capital(미국 최대 VC),
Marc Andreessen(Mosaic개발자,
Netscape 공동창업자),
Andreessen Horowitz(마크
앤드레슨이 공동투자한 VC)

2012.
2

Series
A

18

Sequoia Capital

9

0.5

2012.7, 비트코인 결제수단 추가
2013.3, 처음 기업인수:
Kickoff(chat&업무관리 앱)
2012~2013, 미국 모바일결제 시장,
스타트업이 크게 증가
(2012, PayPal창업자 Affirm 창업,
2013, 블록체인기반스타트업 창업)

2012.
7

Series
B

20

General Catalyst(초기 단계와 성장
투자에 집중하는 VC), Sequoia
Capital,
Peter Thiel, Max Levchin(PayPal
CTO), Elon Musk(PayPal 공동CEO)

2014.
1

Series
C

80

Founders Fund(Peter Thiel이 공동
설립․운영하는 VC), Sequoia

4

1.75

2014.6, 중국 알리페이와 제휴

2014.
12

Series
C

70

Thrive Capital(인터넷, S/W, 핀테크,
전자결제업체 투자에 집중하는 VC/PE)

7

3.5

2014.9, Apple Pay 사업자
(기술파트너로)로 선정

2015.
7

Series
C

100

-

7

5

2015.9, Twitter 온라인쇼핑
파트너로 선정

2016.
11

Series
D

150

Capital G(前 Google Capital: 후기
성장 특화 VC),
General Catalyst

3

9.2

2016.2, Atlas (해외사업자를 위한
계좌 개설/결제/ 세무·회계·법률
서비스) 출시, 2016.10, Radar
(머신러닝기반 보안서비스) 출시

2018.
9

Series
E

245

Tiger Global Management
(글로벌PE운영사: 기술관련 대형펀드
운영), Sequoia, DST Global(홍콩
기반 VC: 후기단계 투자 특화 VC)

5

20

2017.7, 위챗페이와 제휴(본격적
중국․홍콩 시장 진출),
2018.9, 해외 오프라인결제시장진출
확대(유럽 결제플랫폼 iZettle 인수)

2019.
1

Series
F

100

Tiger Global Management

1

22.5

2019. 4, Toughtech Payment
인수: EU의 온라인 결제시 강력한
고객 인증 규정 대응 조치

2019.
9

Series
G

250

Sequoia Capital,
General Catalyst,
Andreessen Horowitz

3+

35

2019. 9, ‘Stripe Capital’ 제공: 자사
서비스 이용하는 사업자를 위한
대출서비스

2020.
4

Series
G
Exten.

600

Sequoia Capital, General Catalyst,
GV(前 Google Ventures),
Andreessen Horowitz

3+

36

2020. 5, 전자결제 관련 기업들
(QuadPay, JCB)과 제휴

자료: Wikipedia146) 검색, Stripe 홈페이지147), Market Watch148), 기타 인터넷 검색자료 활용하여 저자 작성

146) en.wikipedia.org/wiki/Stripe_(company)#Products_and_services (검색일: 2020.10.11.)
147) www.stripe.com (검색일: 2020.10.11.)
148) www.marketwatch.com (검색일: 2020.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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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라이프는 2010년 7월에 실리콘 밸리의 중심지인 팔로 알토(Palo Alto)에서 창
업하여 그해 8월에 글로벌 엑셀러레이터(accelerator)인 Y Combinator로부터 처음
투자(seed round)를 받았다. 그리고 이듬해인 2011년 5월에 Peter Thiel(PayPal 창
업자), Sequoia Capital(미국 최대 벤처캐피탈), Marc Andreessen(Mosaic개발자,
Netscape 공동창업자), Andreessen Horowitz(마크 앤드레슨이 공동투자한 벤처캐
피탈)로부터 총 2백만 달러의 투자를 시드 단계(seed round)에서 유치했다. 곧이어
2011년 9월에 스트라이프는 자사의 공식 서비스를 출시했다. 스트라이프가 시드 단계
에서 받은 이 두 번의 투자는 시장 투자자들에게 스트라이프의 높은 성장 잠재력에 대
한 강력한 신호를 보냈을 뿐만 아니라 향후 지속적인 성장의 토대가 되었다.
스트라이프는 창업 때부터 글로벌 시장과 대형 투자 유치를 지향한 것으로 보인다. 먼
저, 아일랜드 출신의 스트라이프 공동 창업자가 대형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미국으로 이
주했다는 점이다. 또한 미국에서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가 가장 활발한 실리콘밸리에서 스
트라이프가 비즈니스모델, 기술력, 창업자의 잠재력에 대한 우수한 평가를 받아서 글로벌
엑셀러레이터의 스타트업 프로그램에서 창업 활동을 시작했다는 점이 이를 증명한다.
스트라이프는 전자결제(온라인결제) 시장을 개척한 PayPal의 창업자로부터 초기 단
계 투자를 받음으로써 유망 신산업 분야인 모바일 결제 시장을 대표하는 스타트업으로
서 투자자들의 관심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었다. 또한 IT산업을 개척한 기존의 유명
벤처 창업자(Marc Andreessen)와 미국의 최대 벤처캐피탈(Sequoia Capital)로부터
투자를 받으면서, 투자 유치의 금융적인 측면 뿐 아니라 관련 기술 및 시장 정보, 기업
경영 전략에 대한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
스트라이프는 시드 단계를 거쳐 창업한지 2년 안에 시리즈 A, B단계에서 투자를 받
았다. 먼저, 2012년 2월(시리즈 A단계)에 세쿼이아 캐피탈(Sequoia Capital)로부터
1,800만 달러를 투자 받았다. 세쿼이아 캐피탈(은 이후에도 스트라이프에 지속적으로
투자했으며, 이는 스트라이프가 스타트업에서 유니콘, 데카콘 기업으로 성장하는 과정
에서 대형 벤처캐피탈이 주요한 투자자 역할을 했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같은 해인
2012년 7월에 General Catalyst(초기 단계와 성장 투자에 집중하는 VC), Sequoia
Capital, Peter Thiel(PayPal 공동 창업자), Max Levchin(PayPal CTO), 일론 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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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PayPal 공동CEO)로부터 총 2천만 달러의 투자를 유치했다. 스트라이프가 창업 후
2년이 지난 시점인 시리즈 B단계에서 기존의 주요 투자자들(PayPal 창업자, IT업계
벤처 창업자가 연계된 VC, 대형 VC 등) 이외에 초기 단계와 성장 투자에 집중하는
벤처캐피탈(General Catalyst, Khosla Ventures)로부터 투자를 받았다는 점에 주목
할 필요가 있다.149) 이는 스타트업이나 벤처기업의 성장 단계별 특성을 고려한 투자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 성장 단계별 성공 요인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을 의미한다. 한편, 스트라이프는 시리즈 B단계 투자를 유치한 시기에 비트코인
을 결제 수단으로 추가했고(2017년 7월), 창업 후 최초로 외부 기업(Kickoff: 모바일
채팅·업무관리 앱)을 인수하며(2013년 3월) 기술력과 성장을 위한 기반을 다졌다.
스트라이프가 시리즈 B단계 투자 유치를 전후한 2012~2013년은 미국 내에서 모바
일 결제 시장과 관련 스타트업이 크게 증가하던 시기로, 2012년에 PayPal 창업자인
Max Levchin이 모바일 결제 스타트업인 Affirm을 창업하고, 2013년에 블록체인 기
반 최초의 스타트업인 CirclePay를 창업했다. 이런 시장 환경은 스트라이프가 핀테크
스타트업 기업에서 유니콘 기업으로 빠르게 성장하기에 좋은 여건을 제공했다.
스트라이프는 창업 후 3년 만에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했으며, 창업 후 3년 반에서
5년 이내 기간(2014년 1월~2015년 7월)에 3회에 걸쳐 시리즈 C단계의 투자를 받아
총 2억 5,000만 달러의 투자를 유치했다. 스트라이프가 시리즈 C단계에서 받은 투자
금액은 그 이전 단계(시드/시리즈 A·B)까지 받은 총 투자액금액(약 4천만 달러)의 6배
가 넘는 수준이다. 이는 스타트업이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성
장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빠른 성장 속도에 준하여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투자가 계
속되어야 함을 보여준다.
시리즈 C단계에서 스트라이프에 투자한 주요 투자자로는 Peter Thiel(PayPal 공동
창업자)이 공동 설립·운영하는 벤처펀드인 Founder Fund, 초기 성장 단계 벤처 투자
에 특화된 Khosla Ventures와 인터넷, 소프트웨어, 핀테크, 전자결제업체 투자에 집

149) 전 세계적으로 스타트업이나 벤처기업의 성장 단계별로 특화된 벤처캐피탈이 다수 존재한다. 예를 들어, 초기 단계
스타트업이나 벤처기업 투자에 중점을 두는 글로벌 벤처캐피탈로는 Ceyuan Ventures, IDG Capital, General
Catalyst, Google Ventures, Kindred Ventures, Lightspeed Venture Partners, RRE Ventures, Social
Starts 등이 있다. (자료 출처: www.blockmedia.co.kr/archives/106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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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하는 벤처캐피탈인 Thrive Capital이 있다. 스트라이프는 유니콘이 되기 전인 시리
즈 B단계에서는 초기 단계에 성장 투자에 집중한 벤처캐피탈로부터 투자를 받았다. 한
편, 유니콘이 된 이후인 시리즈 C단계에서는 스트라이프의 산업·기술(온라인·모바일
결제, 핀테크) 분야와 밀접하게 관련된 벤처캐피탈로 추가 투자를 받았다. 이는 유니콘
기업이 데카콘 기업으로 성장함에 있어서 과거와 다른 속성의 투자와 이를 지원할 수
있는 특화된 벤처캐피탈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스트라이프는 시리즈 C단계 투자 유치를 전후하여 전자결제시장에서 국내·외(미국,
외국) 기업과의 적극적인 제휴를 통해 다양한 고객을 확보하고 기업을 지속적으로 성장
시켰다. 먼저, 2014년 6월에 중국 알리페이(Alipay: 알리바바 그룹의 전자상거래 부문
중 전자금융거래 담당)와 제휴했고, 그해 9월에는 Apple Pay(애플社의 모바일 결제 서
비스)의 사업자로써 애플의 모바일 결제를 위한 기술 파트너로 지정되었다. 또한 2015년
9월에는 트위터의 온라인쇼핑 파트너로 선정되어, 트위터 고객에게 전자상거래(앱에서
구매, 결제, 배송)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서비스 툴(‘Relay’)을 제공했다. 이로써 스트
라이프는 창업 5년 만에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 등 주요 글로벌 IT서비스기업들과 제휴를
맺음으로써 전 세계 모바일 결제 시장에서 선두 기업으로 지위를 다졌다. 이와 같이 해외
기업들과의 제휴를 통한 글로벌 시장 진출은 스트라이프가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한 이후
3~4년 만에 데카콘 기업이 되는 과정에서 빠른게 성장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스트라이프는 2016년 11월, 시리즈 D단계에서 1억 5,000만 달러의 투자를 받았으
며, 주요 투자자는 구글의 기업형 벤처캐피탈(Corporate Venture Capital: CVC)인
Capital G와 General Catalyst이다. 스트라이프는 같은 해인 2016년 2월에 해외(미
국 이외) 사업자를 위한 Altas 서비스를 출시했다. Atlas 서비스를 통해 해외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미국 은행 계좌 개설, 결제, 세무·회계·법률 서비스 등 종합 서비스를 제
공함으로써, 글로벌 시장에서 고객을 더욱 확보할 수 있었다. 또한 2016년 머신러닝
기반 보안·결제관리를 위한 Radar 서비스를 출시하여 모바일 결제 서비스의 보안 관
리를 강화함으로써 자사 서비스에 대한 품질 신뢰도를 높였다. 스트라이프는 2016년
까지 아시아 지역에서 싱가포르와 일본에 진출했고, 2017년 7월 위챗페이(WeChat
Pay)와의 제휴를 통해서 본격적으로 중국과 홍콩 시장에 진출했다. 이처럼 스트라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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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유니콘 기업이 된 이후 여러 나라로 진출하면서 해외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한
투자와 시장 개척을 계속하였다.
스트라이프는 2016년 시리즈 D단계의 투자 유치를 거쳐 창업 7년 후에 데카콘 기
업으로 성장했으며, 2018년 9월에 시리즈 E단계에서 2억 4,500만 달러의 투자를 유
치했다. 스트라이프의 시리즈 E단계에서 주요 투자자들은 뉴욕 기반 글로벌 사모펀드
(PE) 및 헤지펀드 운영사로서 기술관련 대규모 펀드를 운영하는 Tiger Global
Management, Sequoia Capital, 홍콩에 기반을 둔 후기 단계 벤처투자에 특화된 벤
처캐피탈인 DST Global 등이다. Tiger Global Management는 4개월 후 2018년
1월에 1억 달러를 추가로 Stripe에 투자했다(시리즈 F 단계). 스트라이프가 데카콘 기
업이 되기 전까지는 주로 벤처캐피탈 펀드로부터 투자를 받았으나, 데카콘 기업이 된
이후에는 높은 기업가치 유지 및 대규모 투자 확보를 위해 기술 관련 사모펀드를 받았
다. 이는 유니콘 기업이 데카콘 기업으로 성장한 이후 시기에서 벤처캐피탈 이외에 대
규모 투자를 위한 사모 펀드의 역할을 보여준다. 또한 해외 벤처캐피털(DST Global)
로부터의 투자 유치는 제휴를 통해서 해외 시장 진출을 더욱 확대하기 위한 스트라이
프의 노력의 결과로 볼 수 있다.
스트라이프는 유니콘 기업이 된 후 제휴를 통해 본격적으로 해외 시장에 진출하고, 현
지 기업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해외 시장의 규제와 제도에 대응하고 해외 오프라인 결제
시장에 진출했다. 예를 들어, 2019년 4월에 스트라이프는 아일랜드 더블린에 본사를 두
고 유럽 시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Toughtech Payment를 인수했다. 스트라이프는 당시
유럽에 약 3억 명 이상의 고객을 갖고 있었는데, 유럽에서 2019년 9월부터 시작되는 온
라인 결제 시 강력한 고객 인증(Strong Customer Authentication: SCA) 제도에 사전
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를 위해 이 기업을 인수함으로써 고객 인증과 보안이 강화된
모바일 결제 서비스를 지원했다. 그리고 2018년에는 해외 온라인 결제시장 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결제시장으로 진출하기 위해 유럽에 기반한 결제플랫폼인 iZettle을 인수했다.
스트라이프는 설립 후 9년이 된 2019년 9월에 시리즈 G단계를 통해 2억 5,000만 달러
의 투자를 유치했고, 주요 투자자들은 Sequoia Capital, General Catalyst, Andreessen
Horowitz이었다. 스트라이프가 데카콘 기업이 된 이후 시리즈 G단계에서의 투자자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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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스트라이프가 유니콘 기업이 되기 전부터 7~8년 동안 지속적으로 Stripe에 투자해
왔다. 이는 스타트업 기업이 유니콘 기업을 거쳐 데카콘 기업으로 빠르게 성장하는 과정에
서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 장기적 관점에서 해당 기업의 투자를 주도할
수 있는 다수의 주요 투자자들의 역할이 복합적으로 중요함을 시사한다.
스트라이프는 G단계에서도 해외 기업 및 온라인 쇼핑몰 결제 회사와의 제휴를 확대하
며 성장을 추구했다. 예를 들어, 2020년 5월에 온라인 쇼핑몰 결제 플랫폼 기업인
QuadPay와 제휴하여 후불 결제 서비스를 제공했고, 일본의 신용카드 및 결제 플랫폼 회
사인 JCB와의 제휴를 통해서 아시아 시장 진출을 확대하고 해외 결제 시스템을 보완했다.
한편, 스트라이프는 유니콘 기업이 된 이후부터 자사의 핵심 사업 분야인 결제 지원
서비스를 중심으로 관련 분야로 사업을 확장했다. 예를 들어, 유니콘 기업이던 2016년
시리즈 D단계에서 해외 사업자를 위해 미국 내 세무·회계·법률 서비스를 지원하고, 자
사의 결제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들에게 결제 사기, 허위 결제 정보 등을 파악하여
관련 보안서비스를 제공했다. 그리고 데카콘 기업이 된 이후 2019년 시리즈 G단계에
서 자사의 결제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업자를 위한 대출 서비스인 Stripe Capital을
제공했다. 유사 핀테크 기업이 창업 후 얼마 되지 않아서 결제 서비스와 연계한 대출
서비스를 제공하며 사업 분야를 확장한 반면, 스트라이프는 창업 후 10년 만에 결제
서비스로 사업 분야를 확장했다. 예를 들어, 스트라이프와 유사한 시기에 설립되어 결
제 지원서비스를 제공한 핀테크 스타트업이었던 Square는 2009년에 창업하여 5년 후
인 2014년에 자사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상공인을 위한 소액 대출 서비스를 시작해 매
출을 높임으로써 단기간에 고속 성장했다. 반면, 스트라이프는 본래의 핵심 사업(결제
지원 서비스) 분야에 집중하면서 핵심 역량(결제 기술, 보안, 결제 관리, 구매-결제-배
송 연결 통합 플랫폼 등)을 충분히 강화한 후 빅데이터 및 머신러닝 기반의 대출 서비
스 분야로 진출했다. 또한 스트라이프는 주 사업 분야인 온라인·모바일 결제 시장에서
나아가, 최근에는 오프라인 결제 시장으로까지 진출을 하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시장을 더욱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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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성장에 기여한 성공 요인
Stripe가 창업 이후 스타트업에서 유니콘 기업을 거쳐 데카콘 기업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성공 요인이 기여했다. 그 성공 요인을 성장 단계별, 특성별로 분
류하여 창업에서 유니콘 기업이 되기까지 성장 요인과 유니콘 기업에서 데키콘 기업이
되기까지 성공 요인, 기업내부 요인과 기업외부 요인으로 유형을 구분하고 각 성공 요
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1) 창업에서 유니콘 기업이 되기까지 내부 성공 요인
스트라이프가 창업 후 유니콘 기업이 되기까지 성장에 기여한 내부 요인은 ① 단순
하면서도 쉽게 모방하기 힘든 우수한 핵심 기술력, ② 개방형 혁신적 기술과 고객 가치
제고를 결합한 차별화되고 모방하기 어려운 비즈니스 모델, ③ 창업 초기 투자 단계부
터 관련 산업·기술에 대한 경험을 가진 기존 기업 및 창업자들, ④ 이들과 연계된 벤처
캐피털(VC)의 지속적 투자라고 볼 수 있다.
스트라이프의 비즈니스모델 기반이 되는 핵심 기술은 간단하면서도 매우 혁신적이
었고, 이를 활용한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 고객의 가치와 만족도를 높였다. 스트라이프
의 창업자는 결제 모듈의 개발자들이 전자상거래 사업자가 사용하고 있는 웹 플랫폼
(HTML, WordPress, App 등)과 잘 연결되고 호환되면서 쉽게 결제 옵션을 추가하는
것에 대한 고민이 많다는 점에 착안하여 이를 해결해주려고 하였다. 이를 위해서 고객
(개발자 또는 전자상거래사업자)에게 결제 시스템을 구성하는 소스 코드를 공개함
(open source code)으로써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의 호환성
을 높였다. 그리고 고객(개발자)의 코딩 편의성을 극대화하여, 고객이 홈페이지나 앱에
스트라이프의 API 코드 7줄만 복사해 붙여 넣으면 결제 모듈이 생성되어 스트라이프
의 결제시스템을 끌어다 쓸 수 있게 하였다. 이처럼 스트라이프의 API 코드는 쉽고 명
확하고, 다양한 프로그래밍 언어와 플랫폼을 지원할 수 있는 개방형 혁신 기술이다.
스트라이프는 모바일 결제 과정에서 모바일 쇼핑 사용자의 불편함을 해소하여 사용
자 가치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기존의 경쟁기업과 다르게 서비스 영역과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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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을 설정함으로써 비즈니스모델을 차별화했다. 스트라이프의 창업자(콜린슨 형제)
는 창업 전 PayPal과 같은 기존 온라인 결제를 이용하면서 결제 완료까지 많은 과정을
거쳐야 하는 번거로움을 경험하면서, 이런 과정을 줄여 결제 단계까지의 과정을 최소
화한 온라인 결제 시스템을 만들고자 하였다. 실제로 스트라이프는 구매자가 모바일
쇼핑몰에서 신용카드 정보만 입력하면 결제 사이트를 들르지 않고 신용카드사의 인증
을 받아서 곧바로 결제할 수 있게 하여, 결제 과정을 줄여서 모바일 쇼핑 사용자의 편
의성을 높였다. 뿐만 아니라 모바일 쇼핑몰 사업자도 별도의 서버를 가지지 않아도 되
고 쇼핑몰 서버에 신용카드 정보가 남지 않아서 보안상 안전을 확보함으로서 사용자자
와 사업자가 모두에게 혜택을 제공하고자 했다. 또한 스트라이프는 당시 온라인 결제
의 높은 수수료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 기존의 미국 카드사들은 거래액의 4~5%를
수수료로 받은 반면, Stripe는 거래액의 2.9%+30센트(비트코인 결제 시 거래액의 1%)
를 수수료를 받음으로써 결제 수수료를 할인했다. 또한 환율 수수료나 해외발급 카드
수수료 등 추가 수수료도 받지 않음으로써 해외 고객을 적극적으로 유인할 수 있었다.
스트라이프는 결제 모듈을 온라인 서비스에 연결해야 하는 개발자를 목표 고객으로
삼았다. 이 개발자들에게 결제 시스템을 구성하는 소스 코드를 공개함으로써 스트라이
프의 서비스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해주었다. 이는 Square와 같은 온라인·모바일
결제시장 내 다른 스타트업들이 제품 및 서비스 제공 사업자와 소상공인을 목표로 하
여 자사의 단말기 또는 POS시스템을 제공하거나, 이를 VAN 시스템과 연결시킨 것과
대조적이다. [그림 3-13]은 스트라이프와 Square의 비즈니스 프로세스가 어떻게 다른
지를 잘 보여준다. [그림 3-28]에 제시된 것처럼 스트라이프는 온라인 비즈니스에서
개발자를 목표 고객으로 하여 온라인 사업 수직 통합(online business vertical
integration) 서비스 플랫폼 구축을 사업 전략 방향으로 설정하였다. 반면, Square는
오프라인 비즈니스에서 소상공인을 목표 고객으로 하여 소상공인 사업 수직 통합
(small business vertical integration) 서비스 플랫폼 구축을 사업 전략 방향으로 설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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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3] 스트라이프와 스퀘어의 비즈니스 프로세스 비교

자료: TechM(2016. 3. 3)150)

한편, 스트라이프는 스타트업에서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유형
의 투자자로부터 투자를 유치하여 성장을 위한 지속적 투자에 크게 기여하였다. 스트
라이프는 창업 및 시드 단계에서 대형·글로벌 엑셀러레이터(Y Combinator)로부터 투
자와 창업 관련 지도를 받았다. 이는 시장 투자자들에게 스타트업의 잠재력에 대한 긍
정적 신호를 보내는 역할을 하여 유망 스타트업으로 인정받아 후에 더 많은 투자 유치
를 할 수 있게 해 주었다. 실제로 스트라이프는 시드 단계 이후에 유니콘 기업이 될
때까지 인접 산업(온라인 결제시장)의 대기업(PayPal)을 창업한 기업가들(Peter
Thiel, Elon Musk, Max Levchin), 또는 이들이 연계된 벤처캐피탈 및 사모펀드
(Funders Fund), 과거 IT업계에서 다수의 창업 경험을 가진 창업자(웹 브라이저 네스
케이프의 창업자 Marc Andreessen)가 연계된 벤처캐피탈, 초기 단계와 성장 투자에
특화된 벤처캐피탈(General Catalyst), 대형 벤처캐피탈(Sequoia Capital) 등 다양한
투자자들로부터 지속적으로 대규모 투자를 받을 수 있었다.
특히 기존 온라인 결제 시장에서 1위 대기업인 PayPal의 공동 창업자들이 신시장
및 유망 산업 분야인 모바일 결제 시장의 스타트업 기업인 스트라이프에 시드 단계에
서부터 지속적으로 투자를 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스타트업이었던 스
트라이프가 신시장이나 유망 산업 분야이었던 모바일 결제 시장을 초기 단계에서 개척
150) TechM(2016. 3. 3), 「결제분야 핀테크 유니콘 스퀘어와 스트라이프 비교」, https://bit.ly/3s8ziqC (검색일: 2020.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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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주도했지만, 기존 관련 기업(PayPal)과의 협력 또는 기존 기업의 후원을 통해서
그 시장이 더 커질 수 있었다는 점을 시사한다. 인접 산업의 대기업인 PayPal은 신시
장 및 유망 산업의 스타트업이 커졌을 때 자신의 잠재적 경쟁자가 될 것을 염려하기보
다는 주력 사업 분야를 가진 자사가 쉽게 진출하기 어려운 사업 분야 및 관련 산업에
대한 위험과 불확실성을 스타트업이 감수하는 대신 해당 시장을 키워줄 수 있다는 점
을 고려하여 스트라이프의 초기 단계 투자를 지원할 수 있었다.
스트라이프가 창업 후 유니콘 기업이 되기까지 성장 과정에 기여한 내부 성공 요인
을 정리하면 다음의 <표 3-23>과 같다.

<표 3-23> 스트라이프가 창업 후 유니콘이 되는 성장에 기여한 내부 요인
성공 요인

세부 내용

혁신적
개방형 기술

Ÿ 단순하면서도 쉽게 모방하기 힘든 핵심 기술: Stripe가 공개한 코드(open source code)
7줄만 복사해 붙이면 결제 모듈에 생성되어 Stripe의 결제 시스템 이용 가능
Ÿ 높은 호환성: 다양한 프로그래밍 언어와 웹·모바일 플랫폼 지원

차별화되고
쉽게
모방하기
힘든
비즈니스
모델

Ÿ 혁신적 기술과 결합하여 고객 가치를 높임: 모바일 결제 과정에서 거쳐야 하는 단계를 최소
화하여 사용자 편의성 높임(PayPal 9단계 → Stripe 3단계)
Ÿ 모바일 결제 모듈의 개발자를 목표 고객으로 함(※ 다른 모바일 결제 스타트업은 개발자보
다 사업자 또는 서비스 이용 고객만 목표 고객으로 설정)
Ÿ 기존 신용카드 결제에 비해 낮은 수수료율 설정(30~40%이상 수수료율 인하)
Ÿ 기존 온라인 결제서비스 기업(PayPal)에 비해 다양한 외국통화, 해외카드 결제, 전자화폐,
비트코인 등도 지원(별도 수수료 없음)

초기성장
단계 투자에
특화된
다양한
투자자들의
지속적
투자와 관심

Ÿ Seed 단계 주요 투자자: 대형·글로벌 엑셀러레이터(Y Combinator), 관련 시장(온라인
결제)분야의 대기업(PayPal) 창업자와 IT 창업 경험 있는 기업가(Netscape 공동 창업자),
미국 최대 벤처캐피탈(Sequoia Capital)
→ 스타트업의 높은 성장 잠재력에 대한 강력한 신호를 시장투자자들에게 보냄
Ÿ Series A 단계 주요 투자자: 초기 단계와 성장 투자에 집중하는 VC(General Catalyst,
Khosla Ventures), 미국 최대 벤처캐피탈(Sequoia Capital), PayPal 공동 창업자
(Pether Thiel, Max Levchin, Elon Musk)
→ 초기 성장 단계에서 집중적 투자(초기성장에 특화된 VC), 관련시장분야의 기존(대)기업
과 상호보완적 협력적 관계 형성

빠른 성장을
뒷받침하는
투자 규모

Ÿ 창업 후 3년 만에 기업가치 1억 달러 이상의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함
Ÿ 창업 후 3년 동안 총 4천만 달러 투자 유치

자료: 연구진이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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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니콘 기업에서 데카콘 기업이 되기까지 내부 성공 요인
스트라이프가 유니콘 기업이 된 이후에 데카콘 기업이 되기까지의 성장 과정에 기여
한 내부 요인으로 ① 기존 기업과의 적극적 제휴 및 파트너쉽을 통한 지속성장의 기반
마련, ② 적극적인 해외시장 진출을 통한 규모의 경제 달성, ③ 핵심 기술역량(결제·보
안 기술) 기반의 서비스 및 사업 분야를 확장과 AI, 머신러닝 등 최신 기술의 적극적인
활용, ④ 핀테크 및 온라인 결제 시장에서 투자 경험이 많고 특화된 벤처캐피탈과 IT
분야의 기업형 벤처캐피탈(CVC)이 주요 투자자로서 참여 등을 꼽을 수 있다.
스트라이프는 유니콘 기업이 된 후 Apple(2014년), Alibaba(2014년), Twitter
(2015년), WeChat Pay(2017년) 등 여러 국내·외 기업 및 글로벌 기업과 제휴를 맺어
고객을 확보하고, 다양한 사업 서비스 플랫폼을 제공하여 지속 성장을 위한 기반을 다
졌다. 이런 기업들과의 제휴는 스트라이프의 기업가치 상승으로 이어졌다. 실제 2014
년 12월에 Apple Pay 사업자로 지정되면서 스트라이프의 기업가치가 1년 동안 2배
상승했다. Apple Pay를 통한 결제 건수가 일정규모 이상이 되면 Apple의 고객 인증
서와 개인 정보를 바탕으로 Stripe는 Apple과 신규 비즈니스를 구상하거나 추가적인
협력이 가능해지고 이로 인해 기업의 성장 잠재력이 매우 높아지게 된다.
Stripe는 유니콘 기업이 된 이후 해외 국가의 온라인 및 오프라인 결제 시장으로의
진출을 본격화하였다. 창업자의 출신 지역이면서 시장 특성을 이해하고 있는 EU 뿐만
아니라 아시아, 중남미, 아프리카까지 진출 지역을 다양화하였다. Stripe는 해외시장 진
출 이후 현지에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시장점유율을 확대하였고, 해외 국가의
규제에 대한 선제적 대응 과정에서 해당 국가의 현지 기업들과 다양한 제휴와 파트너쉽
을 맺거나 현지 기업의 인수 등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였다. 우선, IT업계에서 명성이 있
는 글로벌 기업(Apple Pay, Twitter)과 해외 현지 기업(Alipay, WeChat Pay, JCB
등)과의 사업·서비스 제휴를 통해서 인지도를 확보하고 서비스 신뢰성 및 품질에 대한
간접적 보증 효과를 얻음으로써, Stripe는 해외 시장으로 진출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빠
른 시간 내에 많은 고객을 확보할 수 있었다. 또한 유럽 진출 과정에서 규제에 대해 선제
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현지 기업(Toughtech Payment)을 인수함으로써 진입장벽을
최소화하였다. 일반적으로 유형의 제품과 달리 무형의 서비스는 국가적 특성 또는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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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의 영향을 많이 받고 이는 기업의 글로벌 진출 성과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이
다. Stripe는 현지 기업과의 다양한 형태의 제휴 및 협력 전략을 통해서 해외 서비스
시장의 진출 과정에서 불확실성과 장애 요소를 최소화하였으며, 이는 Stripe가 유니콘
기업이 된 이후 데카콘 기업이 되기까지 높은 성장률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었다.151)
기술적 요소와 관련하여, Stripe는 유니콘 기업이 된 이후 핵심 기술 분야인 모바일
결제 및 보안 기술을 활용하여 사업 분야와 서비스를 확장하고, 이 과정에서 AI와 머신
러닝 등 최신 기술을 보완적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혁신 기술에 근거한 고속
성장을 실현하였다. 단순하지만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창업한 Stripe는 유니콘 기
업이 될 때까지 기술적 완결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문제점을 보완함으로써 핵심 분야
(결제, 보안 서비스)의 기술 역량을 강화하고자 노력하였다. 이런 강화된 기술 역량을
가진 Stipe는 유니콘 기업이 된 이후에 주력 사업인 결제시스템 서비스 이외에 다양한
부가 서비스를 도입하고 관련 분야로 사업을 확장함으로써 자사의 고객에게 수직통합
적 온라인 비즈니스 플랫폼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예를 들어, 해외에서 활동
하는 온라인 사업자에게 미국 은행 계좌 개설, 결제, 세무·회계, 법률 서비스, 법인설립
상담 등을 통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아틀라스(Atlas), 사업자가 In-app Buy 버튼을
부착하여 타사의 모바일 앱에서 자사 제품을 판매할 수 있게 한 Twitter 기반 릴레이
(Relay) 서비스, Stripe의 글로벌 비즈니스 네트워크에서 머신러닝 방식의 인공지능
(AI)과 빅데이터를 활용해 사용자의 결제 패턴을 파악하여 훔친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등의 사기 행위를 미리 감지하고 예방할 수 있는 레이더(Radar) 시스템 등은 Stripe가
유니콘 기업이 된 후 3~4년 내에 성공적으로 출시한 온라인 비즈니스 플랫폼이다. 또
한 Stripe는 데카콘 기업이 된 이후 자사의 고객을 위한 대출 서비스(Stripe Capital)
를 도입하였다. 이 서비스는 Stripe 플랫폼을 이용하는 고객사에게 그 동안의 결제 현
황을 자동으로 분석해서 대출 가능 여부와 대출 가능액을 알려주고, 실제 결제액과 예
151) 주식시장에 상장되지 않은 유니콘 기업이나 데카콘 기업이 투자자들의 자금만으로 1억, 10억 달러의 기업가치를
인정받으려면 기업의 현재 경영 실적을 쌓는 것만큼 향후 성장 잠재력을 높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성장 잠재력
을 높이려면 기본적으로 시장 확장을 통한 성장 가능성을 높여야 하고 이를 위해서 해외 시장 개척, 글로벌 시장으
로의 적극적 진출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매일경제(2020. 1. 12.), ｢유니콘기업 키울 3박자는 규제완화·
모험자본·인재｣, https://bit.ly/2ORec1t (검색일: 2020. 4. 5)), ｢유니콘기업 키울 3박자는 규제완화·모험자
본·인재｣, https://bit.ly/2ORec1t (검색일: 2020.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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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결제액을 조합하여 융통성 있는 대출 상환을 받게 해준다. Stripe는 머신러닝 기법
으로 결제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대출 회수 과정에서 미수율을 최소화함으로써 대출
서비스 사업 분야의 위험 비용을 관리하면서도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었다.
한편, Stripe가 유니콘 기업이 된 이후 투자를 받는 과정에서 유니콘 기업이 되기 이전
과 비교하여 투자액이 10배 증가하였을 뿐만 아니라152) 새로운 유형의 투자자들이 주요
투자자로 등장하였다. Stripe가 유니콘 기업이 된 후 투자 유치과정에서 새롭게 등장한
주요 투자자는 IT·핀테크 및 전자결제 기업에 대한 투자에 집중하는 벤처캐피탈(Thrive
Capital), IT 분야의 대규모 기업형 벤처캐피탈(Google Capital), 기술관련 글로벌 대형
사모펀드(Tiger Global Management) 등이었다. 이는 유니콘 기업이 데카콘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관련 산업에 특화된 투자, 유관 대기업과 연계된 협력 투자, 대규모 투
자 유치를 위한 사모펀드 등이 혼합된 체계적 금융 투자가 뒷받침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Stripe가 유니콘 기업에서 데카콘 기업이 되기까지 성장 과정에 기여한 내부 성공
요인을 정리하면 다음의 <표 3-24>과 같다.

<표 3-24> 스트라이프가 유니콘에서 데카콘이 되는 성장에 기여한 내부 요인
성공 요인

세부 내용

기존
IT기업과
제휴 및 협력

Ÿ ApplePay와 Twitter의 모바일결제 파트너로 지정됨: 대규모 고객 확보, 서비스 품질 신
뢰성 향성, 다양한 신규·부가서비스 도입 가능
Ÿ 해외 기업과도 적극 제휴: Alipay, WeChat Pay 등

기존
핵심기술에
최신 기술
융합시켜
사업분야
확대 및 신규
서비스 창출

Ÿ 핵심 기술(결제 서비스 기술)을 바탕으로 하여 관련된 인접 서비스 분야로 사업 확대하여
수직통합적 온라인 비즈니스 플랫폼 구축: (예) 보안성 높이고 사기결제 미리 예방 서비스
(Radar), 구매-결재-배송 연결 서비스(Relay), 해외 사업자를 위한 미국 계좌 개설 및 세
무·회계·법률 서비스 지원(Atlas), Stripe서비스 이용 사업자를 위한 대출 서비스(Stripe
Capital)
Ÿ 머신러닝 기반 AI, 빅데이터를 기존 핵심기술에 접목하여 신규 서비스 창출: (예) 글로벌
결제 네트워크 내 빅데이터 분석으로 사용자 결재패턴을 파악하여 AI로 사기·도용 결제를
미리 식별(Radar), 과거 결제현황 빅데이터 분석하여 대출가능여부와 대출가능액 알려주
고 실제 결제액과 예상 결제액 조합하여 대출 상환액과 시기 조정(Stripe Capital)

152) Stripe가 2010년 창업 이후부터 3년 만에 시장가치 10억 원 달러의 유니콘 기업이 될 때까지, 3회에 걸쳐 총
40억 달러의 투자를 유치하였다. 그리고 이후 4년 만에 시장가치 100억 원 달러의 데카콘 기업이 될 때까지,
4회에 걸쳐 총 400억 달러의 투자를 유치하였다. 이처럼 Stripe가 유니콘 기업이 된 이후에도 지속된 빠른 기업가
치 성장(4년간 기업가치 10배 성장)은 그에 준하는 투자 유치액 증가(4년간 투자유치액 10배 증가)와 병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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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 요인

세부 내용

해외기업과
제휴,
현지기업
인수를 통헤
글로벌
시장에
적극적 진출

Ÿ 중국, 홍콩 시장 진출을 위해 현지 기업과 제휴: Alipay, WeChat Pay
Ÿ 글로벌 기업과 제휴: ApplePay, Twitter 등
Ÿ 해외 시장에서 규제에 사전 대응, 해외 오프라인 결제시장 진출을 위해서 현지 기업 인수:
(예) 유럽에서 온라인 고객인증 규정 대응 위해 현지 기업(Toughtech Payment) 인수,
유럽의 VAN기반 모바일 결제플랫폼 스타트업(iZettle) 인수하여 오프라인결제 시장 공략

후기성장
단계 투자에
특화된
다양한
투자자,
장기적 지속
투자자들로부
터 투자 유치

Ÿ 유니콘 기업 시기와 다른 새로운 유형의 투자자 참여: 기업형 벤처캐피탈(Google G, 前
Google Capital), IT/핀테크분야 투자에 특화된 VC(Thrive Capital), 글로벌·기술 관련
사모펀드(Tiger Global Management)
→ 지속적으로 대규모 투자 유치를 위한 후기단계 성장 투자에 특화된 VC, 관련기술(IT/핀
테크)분야 투자에 특화된 벤처캐피탈, 대형 투자펀드의 복합적 투자
Ÿ 유니콘 기업이 되기 전 지속적으로 투자해 온 투자자도 다수: General Catalyst(초기 단
계와 성장 투자에 집중하는 VC), PayPal 창업자들 또는 이들이 연계된 VC
→ 장기적 지속 투자, 관련분야 시장의 대기업과 경쟁적 협력 관계 형성

지속적
성장을
뒷받침하는
대형 투자

Ÿ 창업 후 7~8년 만에 기업가치 10억 달러 이상의 데카콘 기업으로 성장함, 이 기간 동안
총 4억 4천만 달러 투자 유치
Ÿ 유니콘 기업이 된 후 4년 만에 데카콘 기업으로 성장(기업가치 10배 성장), 이 기간 동안
투자유치액 10배 증가

자료: 연구진 정리

3) 창업에서 데카콘 기업이 되기까지 외부 성공 요인
Stripe가 창업 이후 데카콘 기업이 되는 과정에서 기업 성장에 가장 크게 기여한
외부 요인은 모바일 결제 시장의 빠른 성장, 금융 산업의 규제 완화와 낮은 진입장벽,
대형 벤처투자가 가능한 벤처 생태계이다.
전 세계적으로 핀테크 산업 중에서 간편 결제·지급 분야 시장의 성장이 가장 두드러
졌다. 이로 인해 미국, 유럽, 중국에서 이 시장에서 스타트업과 유니콘이 많이 생겨났
을 뿐만 아니라 기존 금융 기업과 빅테크 기업의 진출, 이들과 핀테크 스타트업 및 유
니콘 기업 간 전략적 제휴가 증가하였다(금감원, 2019). 금융감독원의 보고서(2019)에
따르면, 2019년 기준 핀테크 산업 내 유니콘 기업은 29개이다. 또한 핀테크 기업들이
대형 M&A와 글로벌 투자의 유치를 통해 기업 규모를 키우고, 전자상거래, 소셜미디어
(SNS) 등 비금융 플랫폼을 갖춘 빅테크 기업들(Google, Apple, Amazon, Facebook,
Twitter 등)과 제휴를 맺는 것은 글로벌 트렌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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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ipe가 유니콘 기업이 되기 전까지(2013년까지) 미국, 아시아 국가들을 위주로 모
바일 결제 시장의 규모가 증가하였고, 2013년 이후 전 세계적으로 모바일 결제 시장
규모가 크게 증가하였다.153) 글로벌 시장 조사업체 가트너(Gartner)에 따르면 2007
년부터 2013년까지 6년간 전 세계 모바일 결제 사용자는 약 14배 증가하였으며,
20013년 이후 6년간 전 세계 모바일 결제 시장 규모는 약 4.5배 증가하였다.

[그림 3-14] 전 세계 모바일 결제 사용자(2007~2014년)
(단위: 천명)

자료: Gartner(글로벌 시장 조사업체), 뉴데일리경제(2015. 6.12)154)

글로벌 모바일 결제 시장이 급속하게 증가하게 된 것은 절대적인 시장 규모가 큰
아시아 지역에서 모바일 결제 규모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때문이다. 이 지역의 시장
규모 성장을 활용하기 위해서 스트라이프는 유니콘 기업이 된 이후 적극적으로 아시아
시장에 진출하였다.
153) 글로벌 컨설팅 기업 엑센츄어(Accenture)의 2019년 보고서는 현재는 글로벌 지불 결제 시장을 은행이 주도하고
있지만 향후에는 핀테크 스타트업 기업의 매출 비중이 점점 더 커질 것으로 예상하였다. 이 보고서는 2025년경에
는 Stripe, Square, PayPal 등 온라인·모바일 결제 핀테크 기업이 글로벌 지불 결제 시장에서 약 15%의 시장점
유율을 갖게 될 것으로 예상했다.
154) 뉴데일리경제(2015. 6.12), ｢"삼성페이, 중국을 잡아라"… "신용카드 보급 8% 그쳐 폭발성장 전망"｣,
http://bit.ly/3ucPwAA (검색일: 2020.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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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라이프가 스타트업에서 데카콘 기업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금융 산업의 진입규
제 완화도 크게 기여했다. 미국의 경우 금융 산업에 대한 진입장벽 및 신사업 규제가
강하지 않아서 스트라이프와 같은 핀테크 기업이 창업하고 성장하기 유리했다. 미국, 유
럽, 중국 등에서는 소비자의 선택권 제고, 포용적(inclusive) 금융 차원에서 핀테크 기업
의 창업이 용이하며, 이로 인해 핀테크 스타트업이나 기존 비금융권 빅테크 기업들이
다양한 혁신적 신기술을 도입함으로써 소비자의 거래비용 절감, 금융 접근성과 편의성
향상, 금융상품 및 서비스 다양화 등 긍정적 효과를 누릴 수 있었다(금감원, 2019). 그리
고 미국에서는 금융회사(Visa, JPMorgan, 시중은행 등) 또는 비금융권 빅테크 기업들
(Google, Apple, Amazon, Alibaba 등)의 핀테크 기업에 대한 직접 투자 또는 지분
소유가 허용되어서, 핀테크 기업과 기존 금융회사뿐만 아니라 비금융 빅테크 기업 간
제휴도 용이한 편이다. 더불어, 미국과 유럽에서는 소비자 보호와 금융 보안에 대한 규
제는 강화하되, 핀테크 기업이 금융 서비스의 효율성 개선 측면에서 기존 기업과 경쟁
또는 경쟁적 협력을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다. 이런 포용적 금융산업 생태계
는 스트라이프가 유니콘을 거쳐 데카콘 기업으로 빠른 성장하는데 기여했다.155)
마지막으로, 스트라이프가 창업 후 3~4년 만에 유니콘, 이후 4년 만에 데카콘 기업
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기본적으로 대형 투자를 지속적으로 해줄 수 있는 벤처
생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앞서 스트라이프의 성장 경로, 성장에 기여한 내부 성공
요인에서도 서술한대로 스타트업이 유니콘 기업으로 빠른 시간 내에 성장하려면 초기
성장 단계에 특화된 벤처캐피탈 투자(Growth Capital: 성장기업 투자 자금)가 대규모
로 이루어져야 하고, 유니콘 기업이 데카콘 기업이 되려면 더 큰 규모의 투자가 뒷받침
되어야 한다. 스트라이프의 경우 스타트업에서 유니콘 기업이 되기까지 투자자 당 평

155) 이런 경향은 유럽이나 중국에서도 비슷하였다. 반면, 우리나라에서 금융 산업은 대표적인 규제 산업으로서 보수적
규제가 강한 편이라서 기존 시중은행이나 금융회사가 아닌 신규 핀테크 기업과 비금융권 스타트업이 금융 산업으로
진입하기 어렵고 이로 인해서 혁신이 어려운 편이다. 실제 국내 유니콘 기업인 토스(Toss)는 2014년 간편송금
서비스를 출시하였지만 정부의 규제를 받아서 일정 기간 서비스가 금지되기도 하였다(매일경제(2019. 4.12.),
｢척박한 토양서 빛난 한국 유니콘 6개 전 세계 326개... 성공까진 ‘머나먼 길’｣, https://bit.ly/3jYfMdt (검색일:
2020. 7.15.)). 또한 우리나라에서는 금융회사의 핀테크 기업의 직접 투자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고, 핀테크
기업과 기존 금융회사 간 제휴 또는 경쟁적 협력을 하는 분위기 또는 관련 산업 생태계가 충분히 갖추어져 있지
않는 편이다(한국경제(2019. 6. 7), ｢글로벌 핀테크 유니콘 39개...한국은 토스가 유일｣,
http://bit.ly/2N8Aawz (검색일: 2020.10.21); 금감원,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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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 1,018만 달러(총 투자자 14곳), 유니콘 기업에서 데카콘 기업이 되기까지 투자자당
평균 3,082만 달러(총 투자자 22곳)의 투자가 이루어졌다. 이는 유니콘 기업이 데카콘
기업이 되려면 평균 수천만 달러(수백억 원) 규모의 대형화된 VC펀드 투자가 다수 있
어야함을 의미한다. 미국의 경우 Sequoia Capital처럼 한 번에 한 기업에 1,000억
원(1억 달러) 원씩 투자할 수 있는 벤처캐피탈과 대형 VC펀드도 다수 있다.156) 이처럼
VC 펀드의 대형화는 자국의 벤처 생태계 자금이 많아지는 것뿐만 아니라 벤처 자본
시장의 글로벌화와 해외 VC 펀드의 이용, PayPal이 연계된 펀드가 스트라이프에 투자
하는 것처럼 기업이 다른 기업의 지분에 전략적 투자(strategic investment)를 하거나
인수합병(M&A), 스트라이프에 투자한 Google G와 같은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Corporate Venture Capital) 활성화가 동반됨으로써 가능하다.
스트라이프가 창업 후 데카콘 기업이 되기까지 성장 과정에 기여한 외부 요인은
<표 3-25>과 같다.

<표 3-25> 스트라이프가 창업 후 데카콘이 되는 성장에 기여한 외부 요인
성공 요인

세부 내용

모바일 결제 시장의
빠른 성장

Ÿ 글로벌 모바일 결제 시장의 지속적 성장
Ÿ 핀테크 기업(스타트업, 유니콘)과 비금융 플랫폼 기반 빅테크 기업 간 제휴 활발

금융산업 내 진입장벽
및 신사업 규제 완화

Ÿ 미국, 유럽, 중국 내 금융 서비스의 효율성 및 포용성 개선, 접근성과 편의성 향
상을 위해 새로운 유형의 핀테크 기업의 진입 허용, 신사업(新 금융서비스)에 대
한 규제 완화
Ÿ 기존 금융회사(Visa, JPMorgan, 시중은행 등) 또는 비금융권 빅테크기업
(Google, Apple, Amazon, Facebook, Alibaba 등)의 핀테크 기업에 대한 투
자 허용, 이들 간 제휴와 경쟁적 협력 분위기

대형 VC 투자가
가능한 벤처 생태계

Ÿ 스타트업 이후 초기, 후기 성장 단계에서 지속적 대형 투자 가능한 대규모 VC
투자펀드 다수 존재
Ÿ 자국 내 벤처 생태계 투자자금 증가와 벤처 자본 시장의 글로벌화 병행
Ÿ 기존 기업의 스타트업 및 유니콘 기업에 대한 전략적 투자, 기업형 벤처캐피탈
(CVC) 활성화됨

자료: 연구진 정리

156) 이는 국내에서도 유니콘 기업 수준의 큰 기업이 나오려면 VC 펀드 규모가 수천억 원이 넘는 대형 VC 펀드가
많아져야 한 기업이 한 번에 수백억 원 이상 투자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2019년 기준으로 국내에서 벤처기업에
대한 평균 VC 투자 금액은 18.1억원이며, 벤처캐피탈 중 한 번에 한 기업에 수백억 원 이상 투자할 수 있는 벤처
캐피탈은 없다(조선일보 2019. 8. 7. 기사; 매일경제 2020. 1. 14.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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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스페이스 X
가. 기업 개요
스페이스 X는 페이팔(PayPal)의 공동 창업자이자 세계 최고의 전기자동차 메이커인
테슬라(Tesla)의 최고경영자인 엘론 머스크(Elon Musk)가 2002년 5월 캘리포니아 주
에 설립한 우주개발 및 서비스 전문기업이다.157) 재사용 로켓을 이용한 상용 인공위성
궤도발사 및 우주정거장에 필요한 인력·물자 수송을 주 사업으로 한다.
스페이스 X는 창업 초기 로켓 엔지니어로 유명한 톰 뮐러(Tom Mueller)를 영입하
여 멀린(Merlin) 엔진을 기반으로 한 ‘팰컨 1(Falcon 1)’ 로켓을 개발하고, 2008년 처
음으로 발사에 성공했다. 이후 9개의 멀린 엔진을 장착한 2단 재사용 로켓인 ‘팰컨
9(Falcon 9)’를 개발하여 2010년에 첫 시험발사를 기록했으며, 2012년 최초로 우주
선 ‘드래곤(Dragon)’에 화물을 실어 국제우주정거장(ISS)에 운송했다. 이후 2015년에
는 최초로 1단 추진체를 회수하는데 성공했다. 팰컨 9는 스페이스 X의 대표 로켓으로
2020년 7월 현재까지 총 87회 발사, 48회의 착륙 횟수를 기록하고 있다. 이후 팰컨
9 로켓 세 대를 결합한 형태로 만들어진 ‘팰컨 헤비(Falcon Heavy)’는 더 많은 화물
(페이로드, Payload)과 인력을 싣기 위해 설계되었다. 화물 운송용으로 2018년 첫 발
사에 성공했으며, 2019년 Block 5 버전이 상용발사에 성공했다.
한편 스페이스 X는 ‘스타십(Starship)’ 프로젝트를 통해 사람과 화물을 지구, 달, 화
성 등의 행성으로 운송하고자 한다. 6개의 신형 랩터(Raptor) 엔진을 장착한 ‘스타십’
우주선과 ‘슈퍼 헤비(Super Heavy)’라는 추진체로 구성되어있다. 스타십은 2020년
궤도비행과 2023년 달 민간비행을 계획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 화성 등에 100명 이
상의 여객인원을 수송하는 것이 목표이다. ‘스타링크(Starlink)’는 2020년대 중반까지
1만 2,000여개의 통신위성을 발사하여 전 세계에 초고속 인터넷을 보급하겠다는 목표
로 구글 등의 대규모 투자로 진행되고 있다. 2020년 7월 기준, 9차례에 걸쳐 총 540여
대의 위성을 궤도에 올려놓았다. 한편 미국의 달 탐사 계획인 ‘아르테미스(Artemis)’의
157) 테슬라는 엘론 머스크가 직접 창업한 기업이 아니라 2003년 마틴 에버하드와 마크 타페닝이 창업한 기업에 대규모
투자를 통해 참여한 기업이며, 실제 테슬라의 창업 및 엘론머스크의 테슬라 참여는 엘론머스크의 스페이스 X 창업
시점(2002년)보다 뒤의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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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환인 ‘루나 게이트웨이(Lunar Gateway)’는 지구가 아닌 달 궤도를 도는 우주정거
장으로, 스페이스 X는 루나 게이트웨어의 보급선(‘드래곤 XL’) 후보로 선정되었다.
창업 이후 스페이스 X의 투자유치를 통한 기업가치 증대와 기업의 핵심 기술 및 제
품 개발·시험 성공과 같은 사업 활동 차원에서의 기업 성장 과정에는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그림 3-15] 참조).
스페이스 X는 막대한 자본이 필요한 로켓개발 프로젝트에서 초기부터 비교적 뛰어
난 투자유치 실적을 보였다. 이는 창업자인 엘론 머스크의 창업가로서의 인지도와 성
공적인 투자회수(Exit)을 통한 넉넉한 투자자본 확보에서 기인한다. 엘론 머스크는 스
페이스 X 창업 전에 Zip2, 페이팔(PayPal)등을 창업한 바 있으며, 스페이스 X의 창업
초기(2002~2006년 사이)에 약 1억 달러 이상의 자기자금을 스페이스 X에 투자한 것
으로 알려져 있다(Wikipedia, 2020. 7.10.)158). 더불어 고위험이지만 고수익이 가능
한 우주산업에 대한 잠재력 있는 사업계획의 바탕으로 스페이스 X는 2010년까지 시리
즈 A~F까지의 1억~6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연속적으로 유치했다. 그 사이 스페이스
X는 NASA와 ISS 화물운송 계약, 민간 액체로켓 최초 지구궤도 도달(2008년), 민간
최초 로켓 발사, 비행, 우주선(드래곤) 회수 전체 과정의 성공(2010년) 등 민간 우주서
비스의 상용화를 위한 기본 역량을 갖추는데 집중했다.
이후 2012년 우주선 ‘드래곤(Dragon)’이 화물을 싣고 ISS에 도달한 후 성공적으로
귀환함으로써 스페이스 X는 세계 최초로 민간 우주기업의 상용 우주선 발사에 성공했
으며, 이를 계기로 스페이스 X의 기업가치가 유니콘 기업(10억 달러) 수준에 도달하게
되었다. 이후 정지궤도 최초 인공위성 발사 성공(2013년), NASA와 드래곤캡슐(유인
우주인) 프로젝트 계약(26억 달러)(2014년), 팰컨 9 로켓의 위성 궤도 진입 후 추진체
회수 최초 성공(2015년) 등 민간 우주서비스로서의 상용화·상업화 성과가 가시화되면
서, 2015년 구글, 피델리티 등의 10억 달러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게 되고, 기업가치가
100억 달러를 넘는 데카콘 기업으로 성장하게 되었다. 스페이스 X가 유니콘에서 데카
콘 기업까지 성장하는 데는 약 2년 2개월이 소요되었다.

158) https://en.wikipedia.org/wiki/Starlink (검색일: 2020. 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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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5] 스페이스 X의 투자유치 이력과 주요 사업성과

자료: 투자유치 이력은 CrunchBase 제공자료, 주요 사업성과는 스페이스 X 홈페이지와 주요 기사 등 문헌을 토대로 연구진 작성; 주: 투자유치 규모는 로그 단위로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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팰컨 9의 1단 추진체의 회수 이후 재사용 발사 및 착륙 성공, 드래곤 우주선의 재비
행 등 스페이스 X의 재사용 로켓발사 운용경험이 누적되면서 인공위성 발사와 같은
NASA의 공공 우주 프로젝트에 더불어 민간 우주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본격화되었다.
그로 인해 2017년 이후 스페이스 X의 벤처 라운드(Venture Round) 대규모 투자유치
실적이 크게 증가하고, 2018년 말경에는 기업가치가 300억 달러를 넘어섰다.
그 사이 2015년 구글의 투자로 빠르게 발전한 스타링크 프로젝트의 위성 발사가
2019년부터 본격화되고, 2020년에는 루나 게이트웨이 화물운송계약, 최초의 민간 유
인우주선 발사 및 ISS 도킹이 성공함에 따라, 향후 스페이스 X의 기업가치는 더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이미 글로벌 데카콘기업 중 네 번째로 높은 기업가치(333억
달러)(CB Insights, 2020.7.2.)159)에 대한 부담과 함께, 미 정부의 달탐사 프로젝트인
아르테미스와 루나 게이트웨이 프로젝트의 사업계획 지연 가능성, 지구, 달, 화성 등
행성 간 운송·여행 시스템인 스타십 프로젝트의 기술구현 및 사업운용의 한계와 도전
과제는 스페이스 X의 기업가치에 대한 위협요인으로 여겨진다.

나. 성장특성 - 내부요인
1) 창업자의 기업가적 역량과 이전 창업경험
1971년생인 스페이스 X의 창업자 엘론 머스크는 세계에서 가장 잘 알려진 기술 신
봉자이자 혁신창업가이다. 그는 스페이스 X 외에도 페이팔(PayPal)과 테슬라라는 10
억 달러 이상의 기업가치를 가진 유니콘 기업을 설립·운영한 경험이 있다. 엘론 머스크
는 남아프리카공화국의 프레토리아 출신으로 이미 12세의 나이에 자신이 만든
‘Blasta’ 게임(스페이스 인베이더와 유사한 슈팅게임)으로 500달러를 버는 등 기업가
적 기질을 발휘했다. 17세에는 프레토리아의 중학교 졸업 후 부모의 지원 없이 미국
이민을 결정하고, 1989년 캐나다의 어머니 친척집으로 이사하여 캐나다 시민권을 취
득하였다. 그 후 펜실베이니아 대학교(University of Pennsylvania)로부터 장학금을
받고 결국 1992년 미국으로 이주하였다(Astrum People, 2020. 7. 2.)160).
159) CB Insights(2020. 7. 2), “The Global Unicorn Club”, https://bit.ly/2Na5hI8 (검색일: 2020. 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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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시절 삶의 목적과 인류의 미래 운명에 대한 고민에 사로잡혀 있던 엘론 머스크
는 ‘인터넷’, ‘재생에너지원으로의 전환’, ‘우주 식민지’가 바로 인류의 운명을 결정지을
중요한 영향요인이 될 수 있음을 확신했다. 따라서 1995년 학사 졸업 후 진학예정이던
스탠포드 대학교를 이틀 만에 그만두고 그의 동생인 킴벌 머스크(Kimbal Musk)와 인
터넷 지역포털 서비스인 ‘Zip2’를 창업했다. Zip2는 신문사 등의 지역 정보기업들이
고객들에게 추가로 상업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플랫폼 역할을 하였다. 1999년
Zip2는 후에 컴팩(Compaq)에 인수되는 인터넷 포털 서비스기업 ‘알타비스타
(AltaVista)’로부터 약 3억 달러의 현금과 3,400만 달러의 주식 형태로 매각되고, 이를
통해 엘론 머스크는 2,200만 달러의 매각수익을 거두었다(Astrum People,
2020.7.2.).
Zip2의 매각 후 바로 엘론 머스크는 당시 인기가 높아지고 있던 전자결제시스템에 주
목하고, 친한 동료 3인과 함께 ‘X.com’을 창업하여 이메일 주소를 이용해 송금을 하는
방법을 고안해냈다. 엘론 머스크는 2000년 동일한 서비스를 개발 중이던 경쟁업체 ‘컨피
니티(Confinity)’와 전략적 합병을 통해 ‘페이팔(PayPal)’로 사명을 변경하고, 사업모
델 개발과 마케팅을 담당하면서 페이팔이 세계 1위의 전자결제업체로 성장하는데 기여
했다. 다만 페이팔 내에서 독단적인 경영과 의견 충돌로 CEO에서 사임했으나, 페이팔
이 2002년 세계최대의 온라인 쇼핑몰 기업 ‘이베이(eBay)’에게 15억 달러에 매각되면
서 약 1억 8,000만 달러 규모의 매각수익을 거두었다(Astrum People, 2020.7.2.).
연이은 두 번의 성공적인 IT분야 창업기업 운영경험은 엘론 머스크에게 실리콘밸리
첨단 기술벤처의 사업·경영에 있어서의 성공방정식을 터득하는데 큰 자산이 되었다.
더불어 창업기업의 매각수익은 엘론 머스크에게 남은 두 가지의 인류 미래운명의 핵심
주제인 ‘재생에너지원으로의 전환’과 ‘우주 식민지’에 관련된 사업을 구상하고 실현하
는데 필요한 자본으로 활용되었다. 재생에너지나 우주산업은 2000년대 초반에는 공공
부문 외 민간영역에서의 시장이 거의 형성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사업위험이 매우
높아 적극적인 투자자본 유치가 어려웠다. 따라서 앞선 두 번의 창업성공으로 인한 개

160) Astrum People, “Elon Musk Biography: Success Story of The 21st Century Innovator”,
https://bit.ly/3ud8iYz (검색일: 2020. 7 .2.)

제3장 미·중 데카콘 사례 분석 171

인적인 부의 축적은 엘론 머스크가 이상적이지만 위험한 우주사업에 뛰어드는데 매우
거대한 경쟁우위이자 진입장벽으로서 작용하게 되었다.
Muegge and Reid(2019)는 엘론 머스크의 기업가적 역량으로 크게 자율성
(Autonomy), 계획주도성(Authoring), 선언효과(Declaration)를 언급하였다. 먼저
자율성 측면에서 엘론 머스크는 사람들이 우주는 지루하다는 고정관념을 탈피하고, 노
력한다면 우주가 우리 일상의 현실로서 다가올 수 있다는 인식을 갖게 만들었다. 엘론
머스크는 러시아의 로켓을 빌려 쓰는 것이 아닌 자신이 만든 로켓을 통해 우주를 정복
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었다. 또한 NASA도 가지지 못한 화성
의 인간거주를 실현시키기 위해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에 직접 참여하고자 하
는 욕구도 컸다. 한편 우주산업에서 대규모의 비용절감은 불가능하다는 고정관념도 깨
고자 했다. 이런 측면에서 Zip2, 페이팔과는 달리 대규모의 자기자본으로 설립된 스페
이스 X는 초기 기업운영에 있어 외부 주주로부터의 경영 통제권을 지키고 기업의 장기
적 비전 달성에 대한 장애요인을 제거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
계획주도성 측면에서는 엘론 머스크가 가진 자신의 비전과 목표 실현을 통한 진취적,
적극적, 주도적인 태도와 활동이 부각된다. 자신의 화성식민지 비전 실현을 위해 로켓이
필요하자 러시아로 날아가 대륙 간 탄도미사일(ICBM)을 직접 구매하고자 한 것이나,
지난 50년 동안 큰 변화가 없었던 우주 산업을 실리콘밸리 스타일로 혁신하고자 한 것
이 바로 그 예이다. 또한 엘론 머스크는 모듈 엔지니어링 플랫폼을 구축하여, 추진체,
우주선, 엔진 등 로켓의 주요 구성품을 스페이스 X가 직접 자사 설비 내에서 설계, 생산,
조립, 시험의 전 과정을 소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로켓 발사를 위해서 엘론 머스
크는 비용과 대기시간이 많이 드는 현 공군 소유 발사지 외에 Kwajalein 섬 등 과거
미군 미사일 시험장 등을 활용했다. 한편 스페이스 X는 지구가 인류에게 더 이상 삶의
터전으로서 존재하기 어려울 때를 대비한 화성 등 타 행성으로의 이주와 적응을 위한
계획을 주도적으로 수립하고, 이를 위한 기술적 진보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선언효과 측면에서는 러시아로부터의 미사일 구매가 좌절된 이후 엘론 머스크가 직
접 로켓을 만들겠다고 선언하고, 이를 위해 지속적인 자금투자와 기술개발 노력을 기
울였다는 점이 부각된다. 창업 초기에 팰컨 1의 세 번의 발사 실패로 큰 위기에 처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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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엘론 머스크는 자신의 마지막 달러까지 스페이스 X에 투자해서라도 꼭 로켓 발사를
성공시키겠다고 선언했다. 또한 엘론 머스크는 로켓 재사용을 통한 발사비용의 획기적
절감, 인류의 화성 이전에 대한 미래비전 등 우주 산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이를 대중에게 알리기 위해 노력했다. 이러한 엘론 머스크의 인류의 미래를 위한 로켓
발사와 우주 사업에서의 자율성, 계획주도성, 선언효과는 그가 가진 높은 수준의 기업
가적 역량을 보여주는 핵심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2) 저비용·고효율의 우주서비스 개발 전략
엘론 머스크는 미래 인류의 운명을 위한 ‘화성이주계획(Mars Oasis)’의 첫걸음으로
화성에서의 자립형 생태계의 기초가 될 수 있는 자동화된 온실을 구상하였다. 하지만
곧바로 온실을 만드는 것보다 더 큰 현실의 문제인 우주공간에서의 막대한 운송비용에
직면하게 되었다. 다시 말해, 로켓발사 기술 및 시스템의 근본적인 혁신 없이는 엘론
머스크가 꿈꾸는 화성 오아시스는 실현되기 어려웠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엘론 머스
크는 러시아의 로켓 및 ICBM의 구매를 시도했으나 무산되었고, 결국 독자적인 로켓개
발을 위해 스페이스 X를 설립하였다.
엘론 머스크는 로켓 제작에 필요한 모든 부품의 가격이 실제 발사체 가격의 2~3%에
불과하다는 것을 계산해냈다. 또한 우주 산업의 관료화, 대기업의 시장독점 및 신규사
업자의 진입장벽 등이 이러한 높은 비용문제를 발생시키는 원인임을 지적하였다. 엘론
머스크는 발사체를 재활용하여 발사체와 우주선의 제작·발사 비용을 기존의 10분의 1
수준까지 줄일 수 있다고 확신했다(Wikipedia, 2020.7.10.)161). 팰컨 9의 1단 로켓
을 재사용하는 것만으로 비용이 30%까지 줄어들며(테크월드, 2020. 7. 3.)162), 실제
스페이스 X는 팰컨 9의 1단 로켓을 10번 이상 재사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또한 팰
컨 9과 팰컨 헤비의 개발 시 멀린 엔진의 결합을 통해 발사 추진력을 얻는 방식도 단순
하지만 비용효율성 차원에서 매우 우수한 접근법으로 평가된다.
한편 우주선 개발의 경우, 크루 드래곤은 ISS에 실험장비와 보급품 운송을 위한 화물
161) https://en.wikipedia.org/wiki/Starlink (검색일: 2020. 7. 10.)
162) 테크월드(2020. 7. 3.), ｢[생활TECH] 민간인을 위한 ‘스페이스X’ 기술은 뭐가 다를까?｣, http://bit.ly/3avt124 (검색일: 2020. 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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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반용 우주선을 유인 우주선으로 개조한 것으로 별도의 조종간이 없는 디지털 터치스크린
방식을 활용한다. 이런 방식으로 스페이스 X는 산업 표준에 의존하는 대신 직관적인 문제
해결 방식으로 비용효율과 편의성을 동시에 높이고자 했다. 또한 우주복의 경우에도 산소
공급, 냉각시스템, 통신기능 등 우주선 외부활동에 필요한 기능들은 제외하고 우주선 내부
활동을 위한 간소화된 기능만을 탑재하여 비용을 절감했다(주간조선, 2020. 6. 8.).163)
실제로 스페이스 X는 주력 로켓인 팰컨 9의 순개발비로 약 3,000억 원을 투자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의 나로호와 누리호 개발비용인 1조원, 2조원에
비해 훨씬 낮은 수준이다(조선비즈, 2020. 5. 29.)164). 발사비용은 이전 ISS에 우주인
을 보내기 위해 러시아 소유즈 로켓에 지불한 8,000만 달러 이상에서 2017년 6,000
만 달러 수준으로 절감되었으며(미국의 정보통신 기업 SES가 통신위성 발사비용으로
지불한 금액 6,200만 달러 기준)(동아사이언스, 2017. 3. 31.)165), 현재는 러시아 소
유즈 로켓의 절반 이하로 떨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스페이스 X는 팰컨 9 로켓을 2020년 7월 현재까지 총 87회 발사하고 그중 48회에 걸쳐
추진체를 회수하는데 성공했으며, 이중 로켓을 재활용해 발사한 것은 33차례에 달한다. 특
히 2020년 6월 스타링크 위성 발사 시 사용된 팰컨 9의 1단 추진체는 5회째 발사된 것으
로, 데뷔 10년차인 팰컨 9의 재활용 목표(10회)의 절반을 넘어선 것으로 평가된다(연합뉴
스, 2020. 6. 5.)166). 팰컨 헤비의 경우에도 2018년 2월, 1단 추진체를 구성하는 재사용
로켓 3개 중 2개를 지상착륙으로 동시 회수하는데 성공했다(주간조선, 2020. 6. 8.).167)
이렇듯 스페이스 X의 재활용 상업 발사체 운영이 본격화되면서 탑재체 1kg 당 발사
비용은 2013년 1만 7,185달러에서 2017년 1만 2,779달러로 대폭 감소했으며, 지금
은 더 낮아진 것으로 추정된다(동아사이언스, 2017. 7. 5.)168). 일부 전문가들은 우주
비행사를 궤도로 발사하는 비용이 향후 10년 동안 1,000만 달러 미만으로 떨어질 수
163) 주간조선(2020. 6. 8.), ｢첫 민간 유인 우주선 ‘스페이스X’에 숨은 비밀들｣, https://bit.ly/37lo0XZ (검색일: 2020. 7.10.)
164) 조선비즈(2020. 5. 29.), ｢스페이스X 첫발 딛는 우주는 新산업 플랫폼… “우주 상업화 기폭제”｣,
https://url.kr/f3He9u (검색일: 2020. 7. 10.)
165) 동아사이언스(2017. 3.31.), ｢우주 여행 비용 확 줄어드나...스페이스X, 로켓 재사용 발사 첫 성공｣,
https://bit.ly/2ZqPpU7 (검색일: 2020. 7.10.)
166) 연합뉴스(2020. 6. 5.), ｢데뷔 10년 스페이스X 팰컨9 로켓 재활용 고지 절반 넘어｣, https://url.kr/TnKaON (검색일: 2020. 7. 10.)
167) 주간조선(2020. 6. 8.), ｢첫 민간 유인 우주선 ‘스페이스X’에 숨은 비밀들｣, https://bit.ly/37lo0XZ (검색일: 2020. 7.10.)
168) 동아사이언스(2017. 7. 5.), 「“뉴스페이스 옥석 가려지기 시작…한국형발사체도 타깃 분명히 해야”」,
http://dongascience.donga.com/news/view/37921(검색일: 2020. 7. 10.)

174 글로벌 데카콘 기업의 성장경로 분석 - 미국과 중국 사례를 중심으로 -

있다고 예측하고 있다(머니투데이, 2020. 5. 31.)169). 2018년 기준 전 세계 상업 발사
체 시장에서 스페이스 X는 6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3) 핵심개발 인력의 적극 유치 및 활용 전략
2020년 현재 스페이스 X는 8,000여명의 직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항공우주공학을
전공한 학생에서부터 NASA 근무 직원에 이르기까지 우주산업 분야에서 가장 선망하
는 직장 중 하나로 자리매김했다. 하지만 2002년 창업 당시는 민간 우주산업의 성공을
예측하기 어려웠던 시기였기 때문에, 로켓개발 전문가를 유치하기 위해 전적으로 엘론
머스크의 자본력과 미래비전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스페이스 X의 성공을 논하는데 있어 엘론 머스크 외에 가장 비중 있게 언급되는 인물
은 바로 팰컨 발사체 엔진인 ‘멀린(Merlin)’을 개발한 톰 뮐러(Tom Mueller)이다. 미국
아이다호 주에서 벌목기사 아들로 태어난 뮐러는 어렸을 때부터 모형 로켓을 날리는
것을 좋아했는데, 아버지의 벌목기계나 트럭을 수리하면서 금속의 절단, 가공, 용접 등
의 기술에 능숙해졌다. 그는 석사를 마친 후 HP(휴렛팩커드)의 입사제안도 뿌리치고
항공우주산업의 본거지인 캘리포니아의 유명 항공우주업체인 TRW에 입사하였다.
TRW에서 뮐러는 당시 가장 강력한 엔진 중 하나인 수소엔진을 개발하는 수석 엔지
니어로 근무했다. 그러나 그는 이미 시스템화된 주어진 업무가 아닌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일을 원했고, 퇴근 후 차고에서 자신이 직접 설계한 로켓엔진을 개발하는데
몰두했다. 뮐러는 주말이면 1943년에 만들어진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민간 로켓기술
동호회인 ‘RRS(Reaction Research Society)’ 회원들과 함께 모하비 사막에서 자체
제작한 소형 로켓을 발사하곤 했는데, 이 소식을 들은 엘론 머스크는 뮐러를 찾아가
지금의 로켓보다 더 큰 로켓을 개발해 직접 날려보지 않겠냐는 제안을 하며 뮐러를 스
페이스 X의 창립멤버로 영입했다. 당시 뮐러가 머스크에게 보여줘 감탄하게 만든 시험
로켓의 엔진 추력은 6t 수준이었는데,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개발한 한국형발사체(누
리호)의 3단 액체엔진의 추력이 7t 수준임을 감안하면, 이미 개인으로서는 엄청난 수준
169) 머니투데이(2020. 5. 31.), 「스페이스X, 첫 민간 우주선 발사…우주여행 가격은?」, https://url.kr/oVTLP3 (검색
일: 2020. 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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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로켓추진 기술력을 보유한 것으로 평가된다(신동아, 2014. 4. 23.)170). 스페이스
X에서 뮐러는 로켓 추진 엔지니어링 부문 부사장이자 추진 부문 CTO로서 팰컨 1의
멀린 1A 엔진과 케스트렐(Kestrel) 엔진, 팰컨 9의 초기 멀린 1C, 멀린 1D 엔진, 드래
곤 우주선에 동력을 공급하는 드라코(Draco) 추진기 등을 개발했다.
한편 엘론 머스크는 1990년대 후반~2000년대 초반 대표적인 우주분야 중소벤처기
업인 마이크로코즘(Microcosm Inc.) 출신의 저가 로켓시스템 전문가인 그윈 쇼트웰
(Gwynne Shotwell)과 유도제어 전문가 한스 퀘니히스만(Hans Koenigsmann)을 영
입했다. 마이크로코즘에서는 미 공군의 의뢰로 2회에 걸쳐 저가 로켓을 개발·발사했는
데, 과학로켓의 수준에서는 성공적이었으나 재원의 부족으로 위성발사용 로켓 개발로
서의 도약은 어려운 상황이었다. 머스크는 이때 개인 자산을 투자하여 저가 과학로켓
의 발사경험이 풍부한 쇼트웰, 퀘니히스만 등의 핵심 개발자들을 영입하고, 당시 개발
된 SR-XM을 기반으로 스페이스 X의 첫 로켓인 팰컨 1의 개발에 성공했다(프리미엄조
선, 2015. 8. 19.)171). 그 밖에도 스페이스 X는 보잉에서 델타 로켓과 타이탄 로켓
생산을 담당했던 크리스 톰슨, 보잉의 로켓실험 전문가인 팀 부자, NASA에서의 제트
추진 연구 및 상업용 항공우주기업 근무 경험이 있는 스티브 존슨 등을 영입하여 스페
이스 X의 현재 우주사업의 기술 및 운영능력을 확보했다.
저비용 로켓개발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업체의 특성 상, 엘론 머스크의 인재확보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와 열망에 비해 스페이스 X의 근무환경 및 처우는 우주산업 분야의
일반적인 초대형 기업에 비해 열악한 측면이 있다. 하지만 초기 로켓 시험발사 단계에
서 상업 서비스의 경험이 축적되어 매출과 이익이 본격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열악한
환경조건이 점차 개선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2019년 정규직 10% 감원결정, 창업
자인 엘론 머스크 특유의 다소 냉철한 인간관계, 아마존과 같이 우주산업에 관심이 많
은 IT 거대기업과의 인재영입 경쟁 등의 위협요인을 고려하여, 스페이스 X의 인적자원
경쟁력이 계속 유지될지는 보다 세밀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

170) 신동아(2014. 4.23.), ｢2020 달 탐사 꿈이 아니다 과학 아닌 ‘산업의 눈’으로 우주 봐야｣,
http://bit.ly/3as11wi (검색일: 2020. 7. 10.)
171) 프리미엄조선(2015. 8.19.), ｢스페이스 엑스의 우주로켓은 머스크의 오랜 꿈｣, https://url.kr/wITCgK (검색일: 2020. 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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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성장특성 - 외부요인
1) 항공우주시장의 민간참여 확대정책과 뉴스페이스 시대의 도래
1957년 구소련이 R-7 로켓에 인공위성 스푸트니크 1호를 쏘아올린 이래 미국과 구
소련은 정부 주도의 치열한 우주 경쟁을 벌여왔다. 하지만 1990년대 구소련의 붕괴로
찾아온 냉전시대의 종말과 함께 패권주의적 우주 군사경쟁의 막이 내리고, 정부의 우
주 관련 예산은 크게 삭감되었다. 미 연방정부의 예산 가운데 NASA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1965년 4.31%로 정점을 기록한 이후 1993년 1% 수준으로 하락했고, 2020년
에는 0.48% 수준으로 비중이 축소되었다(NASA의 2020년 예산규모는 226억 달러 규
모)(매일경제, 2020. 3. 3.)172). 한편 미국이 세계최초로 개발한 우주왕복선은 1982년
부터 우주인을 실어 나르며 우주공간에서 다양한 관찰과 실험을 해 왔으나, 1986년
챌린저호 폭발, 2003년 콜롬비아호 폭발사고 등으로 인한 우주인 안전 문제, 거대한
기체 및 막대한 발사 비용의 비효율성 등으로 인해 2011년을 마지막으로 운행을 마감
하면서 이후 미국의 우주인들은 로켓 형태의 러시아의 소유즈 우주선을 통해 ISS를 오
가게 되었다. ISS의 경우에도 매년 미국 정부로부터 최대 40억 달러 규모의 예산을 지
원 받아 왔으나, 2025년 이후에는 정부지원이 종료될 전망이다.
이러한 역사적 변화에 따라 미국의 우주개발 방식도 1990년대 이전 정부 주도의 국가 프
로젝트 형태에서, 2000년대 초 정부가 개발요건을 제시하고 민간이 직접 개발사업을 수주하
는 ‘정부투자 민간개발’의 형태로 변모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우주왕복선 퇴역 이후 NASA
가 주도해 오던 대체 발사체 개발 프로젝트를 중단하고 민간개발이 결정됨에 따라, 스페이스
X의 팰컨 로켓의 화물운송에 대한 NASA의 실증 및 상업화 계약이 성사되었다. 그 결과
2012년 최초로 민간 기업의 팰컨 9 로켓에 의한 ISS로의 화물 수송이 가능하게 되었다.
스페이스 X의 초기 성장 단계에서의 로켓개발 및 발사실험 작업에 있어 NASA와의
협업은 매우 중요한 성공 요인이었다. 스페이스 X의 창업 후 10년간 운영비용으로 투
입된 10억 달러 규모의 외부투자액 중 정부와의 계약관계로 인한 진도보수(Progress

172) 매일경제(2020. 3. 3.), ｢뉴 스페이스 시대… 우주항공 스타트업이 뜬다 시장규모 500조원, 민간주도 우주 산업
본격화｣, https://url.kr/ZhqtyW (검색일: 2020. 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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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yments)의 비중이 절반에 달했다. 스페이스 X가 2012년 ISS로의 첫 상업운송 임무
성공이라는 초기 이정표를 세울 수 있었던 데에는 NASA와의 ISS 민간 화물운송 계약
이 큰 자금조달 창구이자 매출원으로 작용했던 것이다.
또한 2014년 NASA는 ‘상업 승무원 프로그램’을 발표하며 우주인을 민간 우주선으
로 보내는 것을 목표로 스페이스 X와 26억 달러, 보잉과 42억 달러 규모의 프로젝트
계약을 맺었다. 스페이스 X는 보잉보다 먼저 2020년 5월 민간 최초의 유인캡슐인 크
루드래곤을 발사하여 ISS 도킹에 성공했다. 미국은 이러한 민간 우주인 프로젝트의 성
공을 바탕으로 정부는 달, 화성 등 심우주 탐사에 집중하고, 민간에게는 인공위성 발사,
ISS 운영 등 지구 근거리 관련 우주사업을 일임하는 ‘지구 저궤도 경제’라는 상업화
정책을 실행에 옮기고 있다(동아사이언스, 2020. 5. 31.)173).
미국은 이러한 우주산업의 상업화 추세에 맞추어 2015년 「상업적우주발사경쟁력법
(Commercial Space Launch Competitiveness Act, CSLCA)」을 제정했다. 이 법
률은 상업적 우주활동에 대한 ‘규제유예기간’ 연장, 사고 시 ‘제3차 책임한도’ 재설정
등 민간의 우주 상업화에 대한 주요 문제들을 규정하며, 가장 중요한 것은 기존에는
공유자원으로 여겨졌던 우주자원에 대해 민간 기업이나 개인이 채취하고 소유할 수 있
는 권리를 부여했다는 것이다(윤인숙, 2016). 이는 민간의 우주자원 탐사에 대한 참여
를 독려하고, 정부의 개입이나 지원 없이 민간이 직접 주도하는 우주개발 방식으로의
전환을 유도하는 진정한 민간중심의 ‘뉴스페이스’ 시대의 개막을 알리는 시발점이 되었
다. 미국의 우주개발 산업이 민간 주도로 개발된 우주서비스를 정부나 필요 단체가 직
접 구매하여 활용하는 우주산업화의 마지막 단계까지 접어든 것이다(안형준 외 2019).
미 정부의 과감한 우주산업의 민간으로의 시장주도권 이양 및 혁신 우주기업에 대한
투자 결과로 미국의 민간 주도 뉴스페이스 생태계가 크게 발전한 것으로 평가된다.
Space Angels(2019)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00~2018년 동안 NASA와 미 공군 등
미 정부기관이 민간 우주산업 내 67개 우주기업에 총 72억 달러를 투자한 결과, 민간
에서 지난 10년간 375개 우주기업에 대해 190억 달러의 후속 투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부투자 규모인 72억 달러 중 93%인 67억 달러가 로켓 발사체 개발
173) 동아사이언스(2020. 5. 31.), ｢NASA는 왜 민간우주기업의 우주선을 빌려탈까｣, https://url.kr/M2jGZO (검색일: 2020. 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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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인 스페이스 X와 Blue Origin에 집중되었다.
향후 미 정부는 로켓발사 외에도 우주산업의 가치사슬 상의 우주상황인식, 데이터
분석서비스 등 다양한 부가가치 서비스에 대한 민간의 참여와 지원을 확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 과정에서 스페이스 X와 같은 다양한 민간 우주 스타트업의 성공사례와
산업생태계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동아사이언스, 2019. 6. 23.)174).

2) 우주의 활용가치를 알아본 글로벌 대기업의 전략적 투자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스페이스 X는 저비용의 로켓발사 경험을 바탕으로 NASA와
같은 정부기관이 아닌 민간 영역에서의 우주서비스와 프로젝트에 본격적으로 관심을
기울였다. 그 중 ‘스타링크(Starlink)’는 원대하지만 가장 실현가능하고 확실한 매출 잠
재력을 가진 프로젝트로 여겨진다. 스타링크는 1만 2,000여개의 저궤도 통신위성을
발사하여 전 세계에 초고속의 광대역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목표로 지난
2015년 구글과 피델리티 등의 10억 달러규모의 투자로 시작되었다.
한국의 경우 인터넷 보급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지만 2018년 기준 세계 인터넷
보급률은 아직 51.2% 수준에 불과하며, 개발도상국의 경우 그 비율은 45.3%로 더 낮
다. 이렇게 인터넷 접속이 어려운 오지나 낙후지역을 포함한 전 세계를 대상으로 촘촘
한 저궤도 통신위성 네트워크를 조성함으로써, 일개 통신사업자의 특정 국가나 지역
대상의 물리적 통신망 구축의 한계에서 벗어나 지구상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이는 구글과 같은 인터넷 플랫폼 기업에게 전 세계인을 고객
으로 만들 수 있는 엄청난 잠재시장을 선사하는 것이다.
스타링크는 기존의 지구를 도는 인공위성의 수보다도 많은 1만 2,000여개의 위성을
정지궤도보다 낮은 저궤도에 배치함으로써 상대적으로 빠른 통신속도(30~100배 수준)
와 적은 통신지연(100분의 1 수준)을 제공하여, 물리적 인터넷망 구축이 어려운 오지
에서의 인터넷 접속이나 대륙 간 통신에 있어서의 지연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큰 도
움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이러한 저궤도 위성은 훨씬 더 정확한 위치정보를 제공
하기 때문에 엘론 머스크의 또 다른 사업인 테슬라(Tesla)의 자율주행차 서비스를 제공
174) 동아사이언스(2019. 6. 23.), ｢정부의 초기 투자, 스페이스X 만들었다｣, https://url.kr/Cpr4zh (검색일: 2020. 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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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데에도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자율주행차 내에서의 데이터 통
신과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등에 활용되는 것도 가능하다.
스타링크는 2018년 두 개의 테스트 위성을 발사한 이후, 2019년 5월 첫 번째 60기
의 위성을 시험 발사하였다. 이후 2019년 11월 공식적인 운영위성 60기를 발사한 이
래, 2020년 7월 현재까지 거의 매월 1회씩 총 10회(테스트 60기분 포함)의 총 600여
개의 위성을 발사했으며, 2024년까지 총 1맘 2,000여개의 위성 발사를 완료할 계획이
다(Wikipedia, 2020.7.10.)175). 위성발사 중에도 스타링크는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시작하여, 2020년에는 미국 북부와 캐나다에서, 2021년까지는 전 세계 지역으로 서비
스를 확대할 계획이다(Starlink 홈페이지, 2020.7.10.)176).
최종적으로 스타링크 네트워크 구성에는 약 100억 달러 이상이 소요될 전망이지만,
스페이스 X는 스타링크 계획이 실현되면 연 300억 달러 규모의 매출을 거둘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는 2018년 스페이스 X의 매출액인 20억 달러의 10배 이상에 달한
다. 엘론 머스크는 화성으로의 유인우주선 운용 전까지 스페이스 X의 기업상장(IPO)에
대한 계획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경영진들은 스타링크의 경우 독립적으로 분리해 대중
에게 공개할 만한 매력적인 사업요소로 판단하고 있다(머니투데이, 2020. 2. 7.)177).

라. 소결
스페이스 X는 전 세계 민간 우주산업의 대표주자로, 막대한 자본과 높은 기술력이
필요해 보통의 국가에서도 해내기 어려운 우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는 우주산
업의 민간에의 개방과 새로운 우주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주요 우주사업의 민간기업
주도의 기술개발을 위한 투자·계약, 우주 분야 상업화 촉진을 위한 법 제정 및 제도적
지원 등을 위한 미국 정부와 NASA 등 우주, 군사, 통신 분야의 정부조직, 의회 등의
노력 덕분이다. 특히 스페이스 X 창업 초기 팰컨 1 로켓의 세 번의 발사 실패로 투자금
의 소진과 민간기업의 로켓개발에 대한 회의적인 분위기가 팽배했지만, NASA의 민간

175) https://en.wikipedia.org/wiki/Starlink (검색일: 2020. 7. 10.)
176) https://www.starlink.com. (검색일: 2020. 7. 10.)
177) 머니투데이(2020. 2. 7.), ｢머스크, 우주 인터넷 사업 '스타링크' IPO 추진｣, https://url.kr/siHuCV (검색일: 2020. 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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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도 우주기술 개발의 적극적인 지원노력, 특히 2006년과 2008년에 맺은 NASA와의
ISS로의 화물운송 실증 및 본 계약의 예산지원이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 이후 NASA는 2014년, 스페이스 X의 팰컨 9의 개발성과를 인정하고, 앞서 2011
년에 종료되었던 우주왕복선을 대체할 ISS로의 유인우주선 운행 사업을 함께 하며(26억
달러 규모) 스페이스 X가 기술적으로나 재무적으로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돕는다.
스페이스 X의 창업 초기의 위기 극복과 로켓개발에서의 성취가 전적으로 NASA에
만 의존한 것은 아니다. 우주산업, 특히 막대한 개발·운영 비용이 발생하는 로켓사업에
서 사업모델이 불확실하고 매출이 발생하지 않는 개발 초기 몇 번의 실패는 기업재무
에 치명적이다. 하지만 스페이스 X는 창업 초기 1억 달러 이상을 자본금으로 투자한
엘론 머스크라는 창업자가 있었고, 그는 우주산업을 단순히 또 다른 부의 축적 도구로
서가 아닌 미래 인류의 운명을 개척하는 사명으로 보았다. 따라서 실패에 따른 부담을
짊어지기에 다른 창업자보다 금전적으로나 기업가적 열망으로나 우위에 있었다. 실제
로 엘론 머스크는 몇 번의 초기 로켓 발사 실패로 스페이스 X의 상황이 더 악화되었더
라도 자신의 마지막 달러까지 쏟아 부을 각오가 있었음을 언급한 바 있다. 이러한 성공
한 창업가의 상대적으로 넉넉한 초기 자본투자 여력과 초기 로켓 개발과정에서의
NASA의 민간 우주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적 지원과 장기계약으로 인한 안정된 기술
개발 환경이 스페이스 X를 우주산업에서의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시켰다.
유니콘 기업이 된 스페이스 X가 데카콘 기업이자 비상장기업으로서 전 세계 4위의 기업가
치를 지닌 기업으로 성장하기까지는 상대적으로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스페이스
X가 2012년 민간 우주기업으로서는 최초로 팰컨 9 로켓을 발사, ISS에 도킹하여 화물을 운송
하고 성공적으로 귀환했을 때 우주산업의 상업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더 이상 스페이스
X는 기술개발과 시험단계가 아닌 본격적인 우주 상업서비스를 시작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특히 이 시기에 스페이스 X는 성숙된 로켓발사 및 재활용 기술을 기반으로 NASA의
공공 프로젝트 외 인공위성 발사라는 민간 영역의 시장을 본격적으로 개척하게 된다.
2013년 정지궤도 최초의 인공위성 발사에 성공하면서 전 세계 많은 통신·인터넷업체
들이 저비용으로 더 많은 인공위성을 가질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했고, 저궤도 위성발
사를 통한 전 세계 인터넷 서비스 제공의 비전을 제시하며 세계 최고의 인터넷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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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기업인 구글의 투자와 참여를 이끌어냈다. 결국 NASA 등의 정부 지원을 통한 초
기 로켓기술 개발역량을 밑거름으로 구글과 같은 글로벌 대기업이 눈독을 들일만한 인
공위성을 통한 통신망 구축시장을 개척하며 기업가치를 유니콘 기업에서 데카콘 기업
으로 순식간에 높일 수 있었던 것이다.
스페이스 X는 2020년 5월 ISS에 민간 기업으로는 최초로 우주인을 실어 보내는데
성공하면서, 민간 유인우주선 서비스의 시작을 알렸다. 이는 정부와 공공의 영역으로만
인식되었던 우주산업이 대중을 고객으로 하는 민간 서비스의 영역으로 옮겨가고 있음
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보잉과 같은 전통적인 군수·항공 분야의 거대기업 뿐만 아니라
아마존 등 IT 분야의 글로벌 기업이 눈독 들이는 우주산업에서 스페이스 X는 가장 빠
른 기술적 성취와 상업화 가능성을 보여주면서, 앞으로 펼쳐질 뉴스페이스 시대 민간
우주시장에서의 선도적 역할과 경쟁우위를 지속적으로 보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5. DJI
가. 기업 개요
‘드론계의 애플’이라고 불리우는 DJI(Da Jiang Innovation, 이하 DJI)는 2006년
중국 광둥성 션젼(深圳)시에서 설립된 드론 제조업체로서, 중국 명칭은 大疆创新科技有
限公司(대강창신과기유한공사)이다. 창업 10년 만에 DJI는 전 세계 드론시장의 약 70%
점유율을 차지하며 시장의 선도자(first mover)로 자리매김하였고, 매출액은 2016년
1조 7,000억 원, 2017년 3조 원, 2018년 4조 8,000억 원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DJI는 영상 촬영용 드론 개발을 시작으로 현재 산업용/농업용 드론까지 개발함으로써
드론 시장에서 사업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또한 중국 제조업체는 가성비를 앞세운다
는 기존의 시장의 인식과는 달리 DJI는 드론의 저가형 제품 시장뿐만 아니라 중고가형
의 제품 시장에서도 업계의 독점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며 저가형 제품으로
는 ‘팬텀시리즈’와 고급형 제품으로는 ‘인스파이어 시리즈’가 대표적이다.
군수용으로 국한되어 사용되던 드론은 개인·산업·공공 등의 민간영역으로 점차 확대되
기 시작했고, 이와 같은 드론 시장의 성장에는 DJI의 역할이 굉장히 컸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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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방산 컨설팅 업체 틸그룹의 자료에 따르면 세계 드론 시장의 규모는 연평균 8%로
성장하여 2022년에는 114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상업용 드론 시장도 2025년에
는 137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된다(한국경제, 2015. 2.25)178). 드론 시장의
규모의 성장과 함께 DJI는 시장에서 강세를 뚜렷하게 유지할 것으로 보이며 혁신적인 드론
기술을 기반으로 당분간 드론 시장의 성장에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케스텔
루의 보고서에 따르면, DJI는 2017년 기준 세계 민간 드론 시장에서 72%의 점유율을 차지
하고 있으며, DJI의 성장은 앞으로도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Kesteloo, 2017).
드론 시장에서 DJI의 독점적인 지위가 강해질 것이라는 예측은 현재 경쟁자의 위협
으로부터 자유롭다는데 기인한다. 물론 최근 화웨이, 지페이, 올텐, 이항 등 중국의 많
은 기업들이 가격 경쟁력을 기반으로 드론 시장에 진출하고는 있지만 시장의 주요 핵
심 경쟁 기업들이 드론 시장에서 경쟁우위를 상실함으로써 당분간 DJI의 시장지배력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으로 미국에서 혁신적인 드론 창업 기업으로 시작한 릴
리로보틱스(LilyRobotis)는 크라우드 펀딩(crowd funding)방식을 통해 3,400만 달
러(약 402억원)의 자금을 모으고 약 6만개의 선주문을 받는 등 공격적인 사업을 통해
드론시장에 진출했지만 제품 생산 및 배송에 대한 어려움을 겪으며 2017년에 폐업하
였다 (이코노믹리뷰, 2017. 1.17)179). 또한 드론 업계 매출 2위인 프랑스의 패럿
(Parrot)은 2017년 직원의 약 30%를 정리해고하며 대규모 구조조정을 시행하였다.
DJI의 혁신적인 기술과 사업성에 비해 뒤처지며 가격 인하 경쟁에서 밀린 것이 주된
패인으로 분석된다. 마지막으로 DJI의 주된 경쟁기업인 미국의 3D 로보틱스(3D
robotics)도 가격경쟁력 약화, 품질관리의 실패, 부적절한 제품 생산 및 출시 시기, 수
요예측 실패 등의 이유로 민간 드론 시장에서 철수를 선언했다(조선비즈, 2017. 1.1
1)180). 따라서, DJI는 현재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드론 시장에서 독점적인 위치를
차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경쟁 업체의 추격에서도 자유로운 상황이다.

178) 한국경제(2015. 2.25), ｢하늘 위 무인항공기 전쟁…드론 시장 활짝 열린다｣, https://bit.ly/37oypSC (검색일: 2020.10.11.)
179) 이코노믹리뷰(2017. 1.17), ｢릴리의 폐업, 크라우드펀딩 위기인가 드론의 위기인가｣, http://bit.ly/3doyQ3b (검색일: 2020.10. 3)
180) 조선비즈(2017. 1.11), ｢세계 2위 드론업체 '패럿', 직원 1/3 해고...中 DJI와의 가격경쟁 못 견뎌｣,
https://bit.ly/37o0r0M (검색일: 2020. 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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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6] DJI의 주요 드론 제품

자료: DJI 홈페이지

DJI가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드론계의 스티브 잡스로 알려진 창업자
왕타오(汪滔, Frank Wang)의 역할이 컸다. 그는 홍콩과학기술대학생 시절 전자컴퓨터
전공 졸업 프로젝트로 원격제어 헬기의 비행제어시스템 연구를 제안하며 사업에 관심
을 갖기 시작했고, 연구개발 결과를 바탕으로 친구들과 함께 창업을 구상하며 본격적
인 드론분야 기업가의 길을 개척하기 시작했다. 왕타오는 2005년 홍콩 로봇경진대회
에서 받은 우승 상금을 갖고 2006년에 광둥성에 위치한 선전에서 DJI를 창업했다. 왕
타오는 중국 선전이 보유한 지리적인 위치의 이점을 충분히 활용했다. 중국의 실리콘
밸리로 불리는 선전은 수많은 부품 공급 업체와 젊고 창의적인 인재 풀을 보유하고 있
어서 창업기업들이 기반을 다지기 위한 최적의 인프라와 조건을 갖추고 있다. 따라서
왕타오가 중국 선전에 창업을 한 것은 DJI의 지속적인 발전에 버팀목이 되었다.
DJI는 회사 초기 2~3년 동안은 성장이 더뎠지만, 2010년 Phatom이라는 제품을
출시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장 지배력을 높여 나갔다. 2011년 420만 달러(약 47억 원)
였던 이 회사의 매출은 2014년 약 5억 달러(약 5631억 원)로 급증했으며, 벤처 투자자
들이 평가한 DJI의 2015년 시장가치는 최소 100억 달러(약11조원)로 평가된다(한경
비즈니스, 2015. 6. 5)181). 현재 6,000명 이상의 직원을 보유한 글로벌 기업으로 성
장하여, 미국, 독일, 네덜란드, 한국, 일본, 중국, 홍콩에 지사가 있다.
181) 한경비즈니스(2015. 6. 5), ｢‘드론 유비쿼터스’ 시대, 황금 알 될까｣, http://bit.ly/3k4MMk7 (검색일: 2020. 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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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DJI의 기술개발은 FC(Flight controller)기술과 부품 제작에 초점이 맞춰져 있
었다. 드론의 뇌라고 할 수 있는 FC기술은 드론이 안정적으로 비행을 할 수 있도록
제어하거나 혹은 빠른 속도로 이동할 때 바람의 영향을 최소화시켜주는 등의 역할을
하는 드론의 핵심으로, 고도 센서 및 지자계센서 등의 핵심기술들로 구성되어 있다.
FC에 대한 기술 경쟁력을 축적한 DJI는 이를 기반으로 점차 드론제작까지 사업 범위를
확대했다. 실제로 이 과정에서 DJI는 초기 상업용 드론시장에서 드론제품을 사용한 고
객들은 FC, 기체 바디, 촬영용 카메라, 조종기와 같은 통합형 형태의 드론제품을 요구
한다는 의견을 빠르게 받아들여 부품을 통합한 형태의 드론제품을 제공했다. 이렇듯
DJI는 소비자들의 반응과 불편사항, 요구 사항들을 빠르게 수용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제품출시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함으로써 드론시장에서 소비자에게 자신들의 명성을 높
여갈 수 있었다. 이와 같이 제품 개발을 통해 얻게 된 소비 시장의 정보는 향후 DJI사
의 상업용 드론 시장의 진출과 성공에 큰 바탕이 되었다.
DJI는 선제적으로 빠르게 해외시장에 진출하여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
다. DJI의 시장별 매출의 경우, 2015년 기준으로 아시아 외의 지역의 매출이 70%이상
을 차지했고, 2017년에는 전체 매출액 대비 해외 매출액의 비중이 80%를 넘어섰다(조
선비즈, 2018. 1.22.)182). 특히, 초기에 미국 시장을 선제적으로 공략하여 미국 소비
자들에게 호응을 얻은 것이 글로벌 시장의 기반을 만들어갈 수 있는 큰 디딤돌 역할을
했다. 대표적으로, DJI는 팬텀시리즈를 출시하여 미국시장에서 커다란 호응을 얻게 되
었다. 이처럼 DJI의 글로벌 시장 확대 전략은 기존의 중국 기업들과는 상이한 형태로
차별화된 것을 알 수 있다.
DJI가 상업용 드론 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팬텀 시리즈’와 ‘인스파이어
시리즈’ 두 가지의 제품이 소비자에게 큰 호응을 얻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첫 번
째는 취미용으로 간단한 영상 촬영을 하는 일반 사용자를 위한 ‘팬텀 시리즈’이며, 두
번째는 프로 사용자를 위한 고성능 기체인 ‘인스파이어 1’이다. 특히, DJI사는 소비자
들이 간편하고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팬텀을 만들기 위해서 카메라를 제품 하부에 설치
하고 각종 센서와 조종 수신기 및 영상 송수신기까지 제품에 장착하여 소비자들이 쉽
182) 조선비즈(2018. 1.22.), ｢세계 하늘 장악한 중국 '드론 괴물'｣, http://bit.ly/3jYyLEL (검색일: 2020.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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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간편하게 드론을 사용할 수 있게 했다. 기존의 드론은 소비자들이 직접 각각의 부품
들을 개별적으로 개조하고 조립한 이후에 사용할 수 있었지만, DJI의 팬텀은 이런 불편
함을 혁신적으로 개선하여 통합적인 드론제품을 제공함으로써 상업적인 드론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게 하였다(송재두,2018).
최근 들어 농업 및 에너지 산업 분야에서 드론의 활용도와 수요가 높아짐에 따라
DJI는 사업 분야를 확대하고, 확대된 산업 관련 드론제품을 제작하고 있다. 2016년에
는 농업방재용 드론을 출시했으며, 시설물 관리·점검을 위한 ‘M200’을 개발·제작하여
다양한 분야의 상업용 드론을 개발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이고 있다. 특히
에너지 관련 분야의 태양광 패널, 풍력발전 터빈, 송유관, 가스관, 원자력 발전소 등에
서 열화상 감지 카메라 기술을 탑재한 드론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중이다. DJI는 민간용 드론 산업에서의 성공을 토대로 다양한 산업으로 DJI의 드
론 시장 점유율을 지속적으로 증가시키고 있다.

<표 3-26> DJI의 회사 연혁
시간

주요사항

2006

회사 설립 및 드론 FC XP 1.0 출시

2007

드론 XP 2.0 출시 및 가시성을 벗어난 성공적인 비행

2008

드론 XP 3.1 출시 및 쓰촨성 지진에서 성공적으로 항공 사진 데이터 수집

2009

에베레스트 산에서 성공적으로 비행

2010

비행 제어 시스템 XP3.1 출시, FC ACE ONE 출시

2011

멀티콥터 FC M 출시 및 상업용 멀티콥터 플레임 출시

2012

상업용 멀티콥터 드론 Phantom출시 및 전문가용 멀티콥터 S800 출시.미국과
독일에 해외지사 설립

2013

Phantom2 출시

2014

전문가용 드론 Inspire1 출시

2015

농업용 드론 MG-1 과 Phantom3 출시

2016

상업용 드론 Mavic Pro 와 Phantom4 출시

2017

상업용 미니 드론 Spark출시

자료: 송재두(2018) 드론시장의 확대와 DJI의 성공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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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성공 요인 및 한계
1) 내부 요인: 강점과 약점
가) 지속가능한 기술혁신
성공의 첫 번째 이유는 지속 가능한 기술혁신을 꼽을 수 있다. DJI는 드론 기술 부품
을 제공하는 업체에서 선도적인 드론 제작 업체로 발돋움한 케이스로 그 과정에서 성
공적인 기술 혁신의 사례를 보여주고 있다. 기업 내부에서 지속가능한 기술혁신이 일
어날 수 있는 배경에는 창업자 왕타오의 혁신에 대한 열망과 의지가 중요한 역할을 했
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연구개발(R&D)에 꾸준히 투자함으로써 기업의 기술경쟁력
을 향상시킬 수 있었다. DJI는 ‘기술중심주의’라는 창업자의 확고한 의지 아래 전체 종
업원의 약 30%인 2,600여명을 전문 연구 인력으로 구성해오고 있으며 (현대자동차가
약 2,500명), 해마다 매출액의 7% 이상을 R&D에 투자하는 등 기술력 확보를 최우선
으로 하는 기업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그 과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기업 경쟁력이 약했던 기업 초기에는 비행과 이미
지/영상 관련 분야의 시장 선도 대표기업의 기술을 획득하여 드론 개발에 적용했다.
하지만 드론 개발에서 독자적인 기술의 핵심역량을 구축한 후에는 이를 토대로 자체
특허 인용을 기반으로 자사의 핵심 역량을 더욱 공고히 하는 전략을 취해나갔다. 다시
말해, DJI는 내부의 강한 R&D 조직과 역량을 통해 자체적인 연구개발 능력을 향상시
키고, 나아가 외부 기업들의 기술을 빠르게 적용할 수 있는 자체 흡수 역량을 구축했다.
이런 방식으로 DJI는 외부의 필요한 기술을 획득하고 내부의 기술들과 결합하는 프로
세스를 최소화시켜 기술혁신을 극대화 할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자체적인 R&D 역량 확보를 통해 DJI는 센서, 영상, 모터, 소재, 조정기
술 등 다양한 기술의 융합으로 손꼽히는 드론 산업을 선도하고 있다. DJI는 현재 칩과
센서를 제외한 나머지 드론 관련 부품을 자체적으로 개발하여 제작하고 있으며, 자체
개발 기술들은 드론 시장에서 표준으로 사용되는 것들이 많아 기술적 완성도도 매우
높은 상황이다. 또한, 고프로(gopro), 패럿(parrot) 등의 글로벌 드론 기업들과 비교해
도 특허 출원 수 등 양적인 혁신도 많이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김한국,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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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프로의 특허 수에는 카메라 특허 출원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제외하면 DJI의
특허가 가장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고프로나 패럿의 경우, 2010년대 중반부터
드론 관련 특허 수의 증가가 보이지 않지만, DJI는 꾸준한 혁신 투자를 통해 특허 출원
을 늘려나가는 것을 알 수 있다.
내부적인 혁신 활동의 과정을 인용 및 피인용 특허를 이용해 분석한 연구(김혜주,
2020)에 의하면, DJI는 원천 기술에 의존하기 보다는 선행기술을 응용 및 개량하여
개발된 기술을 바탕으로 하는 혁신 활동을 해왔다. 분야별로는 항공기의 항법, 제어,
하드웨어 기술을 주로 인용했으며, 카메라 및 이미지 처리 기술에 대한 인용 수가 많았
다. 국가 별로 살펴보면, 항공기 관련 특허는 주로 미국의 Honeywell, Boeing의 특허
를 인용했으며, 이미지 관련 특허는 주로 일본 Canon의 특허를 적극적으로 인용했다.
또한, DJI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자사 특허의 인용(self-citation)이 매우 많았으며,
빠르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DJI의 혁신활동은 선진국의 관
련 기술 지식을 흡수하여 자사만의 핵심 기술을 확보한 후, 자사 특허를 꾸준히 인용하
여 권리를 강화함과 동시에 지식을 내재화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림 3-17] DJI의 연도별 특허 인용건수 추이

자료: 김혜주(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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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치밀하게 준비된 마케팅 역량
DJI가 글로벌 시장에서 성공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효과적인 마케팅 전략의 계회
수립과 실행에서 기인한다. 구체적으로, 신속한 소비자 니즈 반영을 통한 사용자 혁신(user
innovation)전략과 선제적으로 시장에 진입한 선점 전략의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DJI설립 초기, 군수용으로 활용되던 드론제품이 민간용 드론시장에서 폭발적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예상한 전문가는 많지 않았다. 하지만 DJI는 민간용 드론 시장 기회를
미리 포착하고, 선제적으로 민간용 드론 시장에 진입하여 지배력을 장악했다. 우선,
DJI는 제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필요사항 및 요구사항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를 해결
하기 위해 사용자 관점의 혁신을 추구하며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실제로 FC기술과
부품을 제작하던 초기의 DJI는 사용자들이 다양한 기능 부품들을 드론 본체에 직접 조
립해야 된다는 번거로움이 있고, 조립을 위해서는 관련 전문지식도 필요하다는 것을
파악했다. 이러한 소비장벽 때문에 드론제품 구입은 특정 전문가 집단에서만 이루어지
는 구매형태가 나타났다. 많은 소비자들은 드론 본체에 촬영용 카메라, 조종기 등의
기능과 부품들이 함께 통합되어 장착되기를 원한다는 니즈를 파악한 DJI는 발 빠르게
통합 솔루션 제품을 제작하여 출시했다.
이러한 니즈는 특히 영화/영상 및 미디어 산업에서 많이 나타났다. 필요한 순간에 곧
바로 촬영을 해야 하는 업무 특성 상 많은 장비들을 조립하고 설치하는 과정에서 업무의
비효율성이 생기는 문제가 발생했는데, DJI가 출시한 촬영용 드론인 ‘팬텀(Phantom)’
은 이들의 문제를 해결해줄 수 있는 중요한 도구로 활용될 수 있었다. 팬텀을 출시했던
2012년 당시, 최고 경영자 왕타오는 제임스 캐머런 감독 등 영화 제작자에게 팬텀을
무료로 제공함으로써 적재적소의 필요한 소비자층에게 전략적 마케팅을 구사하며 특정
타겟팅을 바탕으로 전략적으로 접근하였다. 이로써 많은 영화나 드라마의 제작에 활용
되기 시작하며 세계 드론업계의 선두주자로 발돋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또한 DJI는 소비 트렌드가 빠르게 변화하는 것을 인식하여, 신속한 드론 제품을 출시
하는 스피드 혁신을 통해 민간 드론 시장을 넓혀가고 있다. DJI의 제품 출시 주기는
5~6개월로, 5~6년 만에 제품을 출시하는 타 경쟁 기업을 압도하고 있으며, 이는 시장
에서 제품 인지도를 높이는데 많은 기여를 했다. (조선비즈, 2018. 1.22)183). 특히, DJ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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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본사가 있는 선전에서는 드론제품 제작에 필요한 부품을 타 지역보다 신속하게 조
달할 수 있으며, 저렴하게 공급받을 수 있다. 이러한 입지 조건과 제품에 대한 피드백
을 신속하게 반영하여 새로운 제품을 빠른 시일 내에 출시할 수 있었고 이는 소비자들
의 구매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예를 들어, 팬텀1 출시 이후 팬텀2에는
충돌 방지와 공중촬영 정밀도 향상을 위한 짐벌 개선, 팬텀3에는 비행 안정성 향상,
팬텀4에는 장애물 회피 기능 추가 등 지속적으로 핵심적인 드론 비행 기술을 업데이트
하여 출시했는데 이는 소비자들의 긍정적인 평가를 이끌었다(조선비즈, 2018. 1.22).184)
둘째, 선제적인 시장 선점 전략을 통해 빠르게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며 경쟁우위를
창출하고, 기술 추종자(fast follower)가 아닌 선도 기업(first mover)으로서 혁신제품
을 지속적으로 개발·출시함으로써 드론 시장에서 시장 지배력을 강화하였다. 특히, 중
국 기업인 DJI는 사업 초기 중국 내부의 수요에 의존하지 않고 글로벌 매출 증대를
위해 기존의 중국 기업과는 반대로 해외 시장에 먼저 진출하고 추후에 내수 시장으로
확장을 시도했다. 이 과정에서 해외 시장에서 신속하기 대응하기 위해 마케팅 부문에
서는 인력의 절반을 외국인으로 고용하고, 내부 문서를 영어로 작성하는 등의 노력을
함께 기울였다. 또한, 미국 실리콘벨리에 R&D센터를 설립하고, 다양한 파트너와의 협
력 체계를 구축하며 글로벌 시장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꾸준히 노력했다. DJI는 일반
매장 뿐만 아니라 플래그십 스토어(Flagship Store)를 선전, 상하이, 홍콩, 뉴욕, 런던,
서울 등의 전 세계 주요국가에 마련하여 서비스 분야로의 확대도 진행 중이다. 이러한
공간을 통해 소비자들은 제품 A/S뿐만 아니라 드론제품 체험, 쇼케이스 관람, 비행시
연, 드론 사용에 대한 강좌 등의 콘텐츠를 즐길 수 있었다. 또한 이러한 공간은 DJI가
소비자들과 소통하고 소비자들의 반응을 살펴보는 중요한 공간으로 활용되며, DJI는
이를 통해 자사의 제품 이미지와 인지도를 전 세계적으로 알리는 동시에 사용자들에게
자사의 제품 잠금효과(lock-in)를 강화하기 위한 전략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처럼 DJI는 카메라를 결합한 드론을 출시하여 선제적으로 민간용 시장을 선점하였고,
현재 드론제품의 적용 가능한 새로운 서비스 산업과 타 산업에도 동시에 새롭게 사업영역을
개척해 나가고 있다. 최근에는 드론 기술을 융합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관광, 농업 등
183)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1/16/2018011602116.html
184) 상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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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에서 선도적으로 지식을 창조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다시 말해, 단순한 드론 개
발 기업이 아니라 드론을 활용하여 확장 가능한 고부가가치로의 기업 전략 변화를 추구하고
지속적으로 시장을 개척해나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드론 제작 업체에서 벗어나
드론을 중심으로 하는 하나의 플랫폼 기업으로 나가려는 DJI의 의도를 확인할 수 있다.

다) 가격 경쟁력을 가능하게 한 혁신 클러스터 형성(선전시)
DJI가 드론시장에서 지배적인 영향력을 갖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제조업 기반이 탄탄
한 선전 지역에 거점을 두고,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며 드론 제품의 가격경쟁력을 확보
한 것이다. DJI의 공격적인 가격 인하정책으로 인해 핵심 주요 경쟁기업이었던 릴리로
보틱스, 3D 로보틱스, 패럿 등은 시장에서 경쟁력을 잃고 소비자용 드론시장에서 사업
철수 혹은 구조조정을 단행했고, 이로서 DJI는 드론시장에서 명실상부하게 독점적 위
치에 오르게 되었다. 실제로 중국 광동성에 위치한 선전은 중국 정부의 지속적인 정책
지원으로 IT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관련 제조 산업의 전후방 가치사슬이 잘 형성되어
있고 기술개발 인력과 기업 투자 등의 요소가 갖춰져 있는 도시이다. 따라서 선전시는
많은 창업 기업들이 자신의 아이디어를 실현시키는 시제품들을 제작하는데 있어서 최
적의 장소로 평가된다. 창업 초기의 DJI 역시 선전시의 화창베이(華强北) 내의 공급업
체들에게 부품을 제공받으며 드론을 개발·제작했다. DJI는 투자사, 부품 공급업체, 테
스트 베드 등의 기업이 성장해나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모든 인프라를 잘
갖추고 있는 선전의 지리적 특성을 잘 활용하여 보다 빠르고 저렴하게 제품을 출시하
며 시장의 가격 경쟁우위를 창출 할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DJI는 저렴한 가격으로 부품을 공급받아 민간용 드론 제품을 제작하기
위한 연구개발을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었으며, 연구개발에 투입되는 시간과 비용을
타 지역 대비 약 50%이상 절감하는 효과를 누릴 수 있었다(송재두, 2018). 외부적인
환경의 이점을 통해 가격 차별화에 성공한 DJI는 추후 설명될 내부적인 혁신 R&D를
통해 현재 70% 이상의 글로벌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이후, 다양한 드론 관련 신생기업들이 선전 지역에 등장하여 DJI의 기술적·시장적
지배에 기여하고 있다. 현재 선전에는 DJI 외에도 중국 전체 드론 업체의 75%인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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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개 기업이 있으며(조선일보, 2018. 2.27)185), DJI의 성공 사례를 보고 창업이 더 활
발해져 더 많은 드론 창업이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다. DJI는 이들 네
트워크를 활용하여 더 빠른 시제품 제작과 부품 조달을 통해 더욱 빠르게 혁신제품을
제작할 수 있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지리적 네트워크의 이점을 통해 DJI가 시장
에서의 위치를 더욱 공고히 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DJI는 선전이라는 지리적 이점을 활용하여 드론 공급망 클러스터를 구축해 내
부적인 부품 조달을 통해 제품을 생산했다. 선전은 저가에서부터 고가에 이르는 부품
을 타 지역이나 나라에 비해 신속하면서도 저렴하게 공급하는 생태계를 갖추고 있었으
며, 제작을 위한 공장 등이 충분히 구비된 곳이었다. 외부 공급망에 대한 의존도가 줄
어들면서, 드론 제품과 관련된 피드백을 쉽게 반영할 수 있게 되면서 DJI의 제품 스피
드 혁신이 가능하게 되었다. 신속한 제품 사이클을 통해 DJI는 빠르게 고객이 원하는
제품을 일정 수준 이상의 혁신적 개량을 포함하여 출시하였다. 그 결과, 기술적 및 가
격적 경쟁력을 갖춘 제품을 출시할 수 있게 되면서 ‘made in China’ 효과를 극복하고
성공적인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되었다.

라) 미·중 무역 갈등으로 인한 중국기업의 딜레마
DJI는 태생적으로는 중국기업이지만 대부분의 드론 제품 판매는 미국을 비롯한 해
외시장에 초점이 맞춰져있다는 것이 굉장히 부담이 되는 부분이다. 특히, 최근 심화되
고 있는 미·중 무역 갈등은 미국 시장의 대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DJI의 성장에 걸림돌
이 되고 있다. 실제로 DJI는 중국 내 매출은 20%에 불과하고, 80% 이상을 해외 시장
에서 거둬들이고 있는 만큼 무역 갈등은 DJI의 성장세에 제동이 될 가능성이 크다. 특
히, 미국이 중국 기업에 대해 가장 우려하는 바로 과다한 정보 수집으로 인한 국가 안
보 위협의 가능성을 제기하고, 강도 높은 제재를 기반으로 대중국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러한 국제 정세의 영향으로 2020년 8월에는 DJI가 1만 4,000여명의 직원을
감축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뉴스핌, 2020. 8.19)186). DJI는 이에 대해 즉
185) 조선일보(2018. 2.27), ｢중국 드론은... 세계시장 70% 장악, 드론 택시까지 날려｣, https://bit.ly/3atJvry (검색일: 2020.11. 1.)
186) 뉴스핌(2020. 8.19), 미중 갈등 불똥, 세계 1위 드론 중국 DJI 대규모 감원설, https://bit.ly/3k4uaB0 (검색일: 2020.10.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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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적으로 부인했지만, 해외 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만큼 일정한 리스크를 계속해
서 감수할 수밖에 없고 중국기업으로서 가지는 태생적인 한계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이
다. DJI의 경우, 대다수의 드론 부품을 중국 내에서 조달하고 있지만, 핵심 부품 중
하나인 배터리를 제어하는 IC칩은 T1에서, 무선 신호를 증폭하는 IC칩은 코보(Qorvo)
에 의존하고 있다(로봇신문, 2020. 9. 3.)187). 이 두 기업 모두 미국 기업으로 미·중
무역 전쟁이 심화될 경우, 미국의 반도체 수출 금지 조항에 따라 DJI는 핵심 부품에
대한 조달이 어려워 제품 조립에 차질이 생길 수 있을 것이다.

마) 고객 서비스 부족(소비자의 불만족 증대)
DJI는 드론 제품 출시 이후 지속적으로 사후 서비스에 대한 문제를 지적받고 있다.
빠른 신제품 출시를 기반으로 드론 시장의 점유율을 높여왔으나, 제품의 사후적인 관
리 서비스는 아직까지 개선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많다. DJI는 제품에 대한 기밀 유
지를 위해 사후 서비스 부문을 아웃소싱하지 않고 애플과 유사하게 자체적으로 조달하
고 있는데, 이는 소비자들의 불편을 크게 가중시키고 있다(송재두, 2018). 플래그십 스
토어(Flagship Store)를 선전, 상하이, 홍콩, 뉴욕, 런던, 서울 등 전 세계 주요국가에
설치하여 소비자들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소비자들과 소통하는 중요한 공간으로 활
용하고는 있지만 소비자의 사후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는 쉽게 상승하지 않는 모습이다.
또한, 드론 시장이 포화되면서 샤오미, 유닉 등 경쟁 드론 제조사가 많이 등장하고,
이를 견제하는 가격 정책을 펼치면서 소비자들의 불만을 늘어나고 있다. 예를 들어,
경쟁사에서 신제품을 출시하면 DJI의 드론 모델 중 스펙이 더 좋은 드론의 가격을 파격
적으로 인하하는 고무줄 가격 정책을 펼쳐 경쟁사를 견제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도소매 판매점과 기존 사용자들의 중고 시장 생태계를 파괴하고 소비자의 불만족을 지
속적으로 야기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기도 하다.

187) 로봇신문 (2020. 9. 3), ｢DJI 드론 가격 경쟁력의 비결은?｣, https://bit.ly/3ukXZ50 (검색일: 2020.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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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부 요인: 기회와 위협
가) 드론시장의 성장 및 확대(라이프 스타일의 변화)
군사용 목적의 드론에서 나아가 민간용 드론의 활용이 증가되면서 드론 시장이 급속
하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미국, 일본, 중국, 유럽 등은 드론 관련 활용 분야
발굴, 인프라 조성 등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 쓰임새가 더욱 더 확장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COVID-19 사태에도 불구하고, 공공 방역 등에 드론 사용의
가능성이 확인되면서 활용 분야 또한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조선일보, 2020.
4.19)188). 세계 시장을 기준으로 이러한 제작용 드론 시장의 연평균 성장률은 지속적
으로 증가하여 약 15%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드론을 활용한 시장은 드론의 운영,
데이터 처리 및 인사이트 도출 등 새로운 비즈니스로의 활용이 가능한 부가가치 산업
에서는 2022년 217억 달러, 2026년 599억 달러로 급격하게 성장하여 평균 약 52%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파악된다.

<표 3-27> 세계 드론 시장 전망
(단위: 억 달러)

구분

‘16

‘19

‘22

‘26

성장률(%)

제작시장

55.7

122.4

174.6

221.2

14.8

운영시장(사업 서비스)

9.3

52.2

217.8

599.4

51.7

합계

65

174.6

392.4

820.6

28.9

자료: 경상북도(2019)

활용분야 별로 살펴보면 평균적으로 보험(43.78%), 건설(43.43%), 에너지(40.6%),
통신(39.9%) 분야에서 급격하게 드론의 사용이 증대되어 드론시장이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고가의 하이엔드 제품의 상용화 중심의 드론이 이들 산업에서 중요한 역할
을 담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188) 조선일보(2020. 4.19.), ｢코로나와 싸우는 인류...하늘에서 동아줄, 아니 드론이 내려왔다｣,
http://bit.ly/3prnhus (검색일: 2020.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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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8> 활용분야별 상업용 드론 시장 규모 추정
(단위: 억 달러)

구분

2016

2019

2022

2025

총계

성장률(%)

건설

65

524

1,310

1654

8914

43.3

에너지

42

215

536

898

4024

40.6

농업

175

427

892

1363

6971

25.7

통신

-

200

600

1500

5300

39.9

보험

26

116

466

688

3206

43.7

촬영/부동산

80

239

332

410

2725

20.0

총계

387

1721

4136

6513

31141

36.8

자료: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2016)

또한 드론 개발의 기술경쟁력과 가격경쟁력이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면서 군사용이
라는 인식에서 취미용으로써 드론에 대한 관심이 증가된 상황이다. 현재 개발되어 출
시되는 드론은 과거와는 다르게 초소형화 되었으며 사용과 보관 모두 용이하고, 무엇
보다 일반 사람들도 쉽게 조종할 수 있기 때문에 꾸준하게 민간 영역에서 드론의 사용
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소셜미디어의 성장과 함께, 취미로서의 드론 조종, 개인적인
영상 제작 등이 활발히 이루어지면서 민간용 드론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
져 있어 지속적인 드론시장의 성장이 예상된다.
단기적으로 COVID-19로 인해 야외 활동이 위축되면서 레저용 드론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고 있다. 하지만 동시에, COVID-19 이후 언택트 산업이 부각되면서 교통체증이나
지형의 영향을 받지 않아 이동성을 강화할 수 있다는 드론의 특징을 활용하여 각 산업
곳곳에서 가능성을 확인하고 활용을 늘려가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과 중국의 전자상거
래 기업들은 경쟁적으로 드론을 활용한 무인 배송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으며, 방송 제작
에서도 다양한 각도의 동영상 촬영을 위해 드론의 사용을 늘리고 있다. 또한 제초제 살포,
공공 방역 등의 농업 분야와 응급환자 수송, 기상 관측, 지리적 특성 파악, 송유관 점검
등 의학, 기상, 과학 등의 분야에서도 드론의 도입이 확대 및 시범 운영되고 있다. 공공
분야에서도 드론이 잔불 감시 및 진화, 해양 환경 점검 등에 활용되어 군수, 산업, 공공
분야 전체에 걸쳐 쓰임새를 확인하고 있으며, 그 도입 추세가 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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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드론 기술의 성숙화 및 응용기술 확장의 기회
드론 관련 기술 동향을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기체, 추진계통(engine), 항공전자장
비, 데이터링크 및 처리장비로 구성된다. 대표적인 드론 기업인 DJI, 고프로, 패럿 3개
기업의 특허를 분석한 연구에 의하면, 드론이 대중화되면서 드론에 필수적인 비행
(B64), 제어(G05/06), 통신(H04) 분야에서의 해당 IPC 기술 분류 코드를 가진 특허가
증가하고, 그 결과 드론 하드웨어에 대한 기술적 성숙도가 높아졌다(김한국, 2017). 하
지만 계속해서 드론과 관련된 여러 문제점들이 사용자로부터 보고되고 있는 추세를 볼
때, 드론 자체에 대한 기술적 완성도를 높이는 노력은 계속해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DJI 제품의 사용자들은 밝은 태양빛 아래 DJI 드론의 센서가 제대로 작동하
지 않았다고 보고하고 있다. 센서의 기술적 성숙도를 높여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 대처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적인 보완의 R&D 노력이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가장 크게 지적되는 부분으로 비행시간과 직결되는 배터리 문제를 극복하기 위
해 수소연료전지 제조업체와의 협력을 강화하는 등의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현재 민간용 드론이 상업체계로 넘어가는 과정으로 다양한 산업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추가적인 상업 활용을 위한 기술 연구
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듯 잠재적 시장이 형성되면서, 센서, 촬영, 짐벌, 데이
터 저장 장치 등 임무장비기술이 전체 특허 출원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김혜주, 2020). 이러한 임무장비기술은 소포트웨어를 기반으로 하는 경우
가 많으며, 드론 자체보다 드론의 활용에 초점을 맞춰서 등장하는 것으로 드론과 융합
한 다양한 형태의 활용으로 기술적 범위가 넓어짐을 시사한다. 소수이지만, 드론을 활
용한 가상관광 특허와 같이 드론을 활용한 서비스와 관련된 특허도 등장한 것으로 보
아 드론의 기술적 발전이 드론 자체를 넘어서 서비스로 확장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드론이 영상촬영, 농업, 물류 등 다양한 산업 분야로 확대 상용화되면서 시장
수요와 기술적 진보에서 높은 성장세가 유지되고 있다. 틸 그룹(Teal group)에 따르
면, 세계 드론 시장은 연평균 15% 이상의 고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되며, 시장 규모도
2024년까지 150억 달러 수준으로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DJI는 일찍부터 드론과
관련된 비행안전기술, 통신, 배터리 기술 등의 역량을 비약적으로 상승시켜놓았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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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산업에 국한되지 않기 위해 드론을 융합할 수 있는 다양한 산업에의 기술력을 추
가적으로 개발 및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다.
DJI의 특허 출원을 살펴보면, 2013년까지는 비행체 중심의 하드웨어 기반의 특허 출
원이 많았으나, 2014년 이후로는 센서, 촬영, 데이터 저장 등 임무장비기술에 대한 특허
출원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짐벌(카메라 수평 조정) 등의 촬영 기술 관련
특허가 많이 등장했으며, 데이터 처리 관련 특허도 비약적으로 증가하였다. 이러한 소프
트웨어 중심의 임무장비기술 확보는 DJI가 단순히 드론 제작 업체가 아니라 토탈 솔루션
을 보유한 서비스 플랫폼으로써의 전환을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다. 예를 들어, 드론을
활용한 데이터 확보와 이를 활용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DJI는 드론 하드웨어의 강점을 유지하되 소프트웨어적인 요소에서의 역량을 강화하여 더
넓은 시장을 개척하는 방향으로 혁신 역량을 강화하고 있어 이러한 응용기술의 확대는
사업 다변화를 위한 중요한 기회로 작용할 것이다.

[그림 3-18] DJI 기술별 특허 출원 누적 건수

자료: 김혜주(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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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국가별 상이한 드론 관련 규제
드론과 관련된 규제는 DJI의 잠재적 성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각 나라 별로
자국의 안전을 위해 드론과 관련된 규제가 매우 상이하다(송재두, 2018). 특히, 미국은
국가안보를 명분 삼아 중국산 드론의 수입 및 사용 금지를 기본으로 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만약 현재 가장 큰 드론 시장인 미국에서 중국산 드론의 수입이 금지되면, 한
국이나 일본의 드론기업에게 반사이익이 창출될 것으로 예상되며, 해당 나라들의 성장
은 드론 시장의 경쟁을 더욱 가속화시킬 수 있다.
이처럼 드론 업계가 촉각을 세우고 있는 문제는 법적인 규제다. 드론의 활용 폭이
커지면서 사생활 보호, 드론을 활용한 테러, 사고 등의 문제점이 등장함에 따라 드론의
사용을 규제하는 법안이 등장하고 있다. 기존의 비행체와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법
안부터 드론 사용자에게 제한을 가하는 법률까지 안전한 드론 사용을 위해 많은 규제
가 만들어져왔으며, 최고 상승고도를 조정하거나, 비행 금지 구역에는 이륙이 불가능하
도록 기술적으로 설정함으로써 법률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드론의 사용을 가능
하게 하는 노력이 추가되고 있다.
드론 규제의 가장 큰 특징은 국가별로 매우 상이한 드론 규제 정책을 가지고 있다는
점으로, 변경되고 추가되는 규제는 드론기업에게는 큰 위협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드론 기체에 대한 신고 및 등록 의무를 한국은 12kg 초과 기기, 미국과 중국은 250g을
초과하는 드론에 대해 부여하고 있다. 또한, 한국과 일본은 비행고도 제한을 150m 이
하로, 미국과 중국은 120m 이하로 두고 있으며, 한국과 일본은 속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지만, 미국과 중국은 비행 속도에 대한 규제도 포함되어 있다. 추가적으로, 유
럽연합의 규제기관인 유럽항공안전국은 드론을 민간 영역의 제품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해 ‘위험 카테고리’에 따라 드론 영역을 나누고 영역별로 차별화된 규제를 제시하고
있다(백서인·손은정·김지은, 2019). 각 나라 별 드론 규제에서 드러나듯이. 드론 사용
과 관련하여 선도되는 국제 표준이 없는 실정이다. 민간 드론 시장이 활성화되고, 규제
의 유연성 여부가 상용화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자, 미국, 중국, 유럽연합
등이 앞 다투어 드론 관련 규제를 정비하고 있는 단계이다. 이러한 각국의 상이한 규제
를 잘 파악하여 대응해 나가는 기업들의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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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9> 국가별 드론 규제
구분

한국

미국

중국

일본

기체 신고/등록

사업용 또는 자중
12kg 초과

사업용 또는 250g
초과

250g 초과

비행승인 필요시
관련 증빙자료 제출

조종자격

12kg 초과 사업용
기체

사업용 기체

자중 7kg 초과

비행승인 필요시
관련 증빙자료 제출

비행고도 제한

150m 이하

120m 이하

120m 이하

150m 이하

비행구역 제한

서울 일부(9.3km)
공항(9.3km)
원전(19km)
휴전선 일대

워싱턴
주변(24km)
공항(9.3km)
워싱턴
공항(28km)
원전(5.6km)
경기장(5.6km)

베이징 일대, 공항
및 원전 주변

도쿄 전역,
공항(9km),
원전 주변

비행속도 제한

제한 없음

161km/h 이하

100km/h 이하

제한 없음

야간, 비가시권,
군중 위 비행

원칙 불허
예외 허용

원칙 불허
예외 허용

원칙 불허
예외 허용

원칙 불허
예외 허용

드론 활용
사업범위

제한 없음

제한 없음

제한 없음

제한 없음

자료: 이코노미톡뉴스(2018. 2.27.)189)

라) 대내외 경쟁 가속화
COVID-19가 불러온 언택트 문화의 확산은 각 국의 드론 활용 정책을 더욱 활발히
실시할 동기를 제공했다. 이에 상대적으로 진입 장벽이 낮은 상업용/산업용 드론 산업
은 경쟁이 더 심해질 것으로 전망된다(투데이코리아, 2020. 8. 8.)190). 먼저 대내적인
경쟁을 살펴보면, 개인용 드론을 제외한 대다수의 산업용 드론의 주요 구매자는 중국
정부이다. 중국은 규모가 큰 나라이기 때문에 공공조달이 기업에 차지하는 비중이 매
우 크다. 따라서 정부의 구매력만으로도 기업의 성장이 가능하며, 정부의 지원 정책이
더해지면서 성장세가 가파른 것으로 나타났다. 농업용 드론 업체인 지페이는 DJI의 농
업사업부와 직접 경쟁을 하는 회사로 2020년 현재 4만 2천여 대의 드론을 운영하고 있으
며 1억 4천만 헥타르의 누적 작업 면적을 갖고 있다. 그 외에도 산업용 드론의 올텍, 유인
189) 이코노미톡뉴스(2018. 2.27), ｢평창동계올림픽 군집 드론쇼, 일반인도 가능?｣, http://bit.ly/3u9udjj (검색일: 2020.10.11.)
190) 투데이코리아(2020. 8. 8), ｢2026년 90조 드론 시장 경쟁 치열｣, http://bit.ly/3awcj2F (검색일: 2020.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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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의 이항이 있으며, 이하즈넝과 같은 중국 내부의 스타트업들이 텐센트, 바이두 등과
협력하여 물류 택배, 유인 드론 등에 진출하면서 내부 경쟁도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표 3-30> DJI의 중국 내부 경쟁자 현황
회사명

설립

매출

직원수

주요 제품

DJI

2006

3조원

14,000명

각종 상업 드론

올텍

1997

144억원

300명

산업용 드론

이항

2014

-

-

유인 드론

지페이

2007

1,400명

농사용 드론

자료: 서울경제(2019.10. 1)191)

대외적으로도 DJI에 상대적으로 경쟁에서 뒤처졌던 글로벌 드론 제조업체인 패럿, 고프
로 등의 추격이 거세졌다. 에어버스로 대표되는 전통적인 항공 분야 강국인 프랑스는
차세대 먹거리로 드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항공 산업 내의 인프라를 활용 및 응용하여
드론 시장 진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또한 고프로도 강점인 카메라 기술을 활용한 드론
제품을 계속해서 출시하는 등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은 계속해서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더불어, COVID-19로 인해 야외 활동과 더불어 이루어지는 드론 활용에 대한
수요 또한 크게 줄어들었으며, 이에 따라 드론 시장의 성장세는 일시적으로 둔화될 것
으로 보인다. 코로나 시기의 DJI의 판매 규모와 매출 실적을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렵
지만 드론 수요의 큰 비중을 차지해왔던 관광 및 촬영이 급감할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
나로 인해 드론 관련 시장이 침체하고 있는 상황은 다른 경쟁사들이 성장할 수 있는
시간적 여건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DJI에게 단기적인 큰 위협이 될 것이다.

191) 서울경제(2019.10. 1.), ｢中 드론, 거대 내수시장 업고 200여곳 무한경쟁...안보 논란은 걸림돌｣,
https://bit.ly/3qDTtwg (검색일: 2020.10.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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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성장에 기여한 성공 요인
1) 창업에서 유니콘으로의 성장(2006 ~ 2014)
DJI가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로 소비자의 니즈를 잘 파악
하여 제작한 혁신적인 민간용 드론제품을 꼽을 수 있다. DJI가 민간용 드론 마켓 시장
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자치하게 만든 대표적인 제품은 팬텀(Phantom)이다. DJI는
2012년 여러 시행착오를 거쳐 기존 드론제품과는 차별화된 팬텀이라는 민간용 드론를
출시했다. 팬텀 이전의 민간용 드론은 소비자들이 사용하기 위해 전문적인 지식이 반
드시 필요했으며, 카메라와 같은 각종 장비가 부수적으로 필요하여 소비자들이 쉽게
민간용 드론을 활용하기 힘들었다. 소비자들이 민간용 드론에 대해서 가지는 불만을
인지한 DJI는 카메라와 각종 센서를 종합적으로 장착한 팬텀을 출시하여 소비자들에
게 긍정적인 반응을 불러일으켰다. 팬텀은 누구나 쉽게 조종할 수 있는 드론을 목표로
개발되었으며, 소비자들이 원하는 다양한 부속 부품들을 장착하여 출시했기 때문에 소
비자들이 따로 시간과 돈을 들여 제품을 튜닝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없앴다.
DJI가 팬텀에 적용한 몇 가지 기술에 대해 간략하게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팬텀이
다수의 소비자들에게 채택된 가장 큰 이유는 영상 촬영과 제어기술이 다른 제품들에 비
해 더 편리하고 획기적이었기 때문이다. DJI의 팬텀은 LightBridege 기술을 활용하여
기존의 제품들보다 고해상도이면서 선명한 영상을 실시간으로 전송할 수 있게 하였다.
DJI가 팬텀에 적용한 LightBridge는 FDM(Frequency division multi-flexing)과
TDM(Time division multi flexing) 기술을 사용하여 기체 조종 및 영상 전송에 안정성
과 보안성을 높인 기술이다(한창환,2019). DJI는 팬텀에 LightBridge 기술을 사용하여
소비자들에게 영상에 대한 품질과 드론 제어의 편리성을 모두 만족 시켰다. 이와 같이,
소비자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제품을 설계하고 혁신적인 기술을 적용하여 만든 민간용 드
론을 출시하여 DJI는 창업 기업에서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하는 동력을 얻을 수 있었다.
DJI는 기존의 중국 기업들과는 반대로 해외 시장에 먼저 진출한 이후 내수 시장으로
확장을 시도했는데 이 전략이 주효했다고 판단된다. 세계 최대 시장인 중국 시장이 아
닌 해외 시장의 진출이 다소 위험성이 높은 전략적일 수 있지만, 오히려 DJI는 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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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바탕으로 해외 시장으로 과감하게 뛰어들었다. DJI가 창업
기업에서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한 시기는 미국 LA에 해외 지사를 설립한 2012~2013
년이다. DJI는 이 시기에 팬텀 시리즈를 미국 시장에 선보였고, 이 제품은 미국 소비자
들 사이에서 커다란 반향을 일으켰다. 미국 시장에서의 성공은 DJI가 다른 해외 시장으
로의 진출을 도전하는 계기가 되었고, 현재까지 미국, 독일, 네덜란드, 일본, 홍콩, 한
국, 중국의 7개국에 지사를 설립하여 선제적으로 해외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조직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면 DJI는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기술중심주의’ 원
칙을 바탕으로 기술개발에 대규모의 투자를 단행하고, 전체 종업원의 약 30%가량을
연구개발 인력으로 구성하고 있다. 이는 기술경쟁력이 곧 글로벌 시장의 경쟁력을 뒷
받침한다는 최고경영자의 원칙에 따른 것으로, 각국의 우수한 연구개발 인력들도 채용
하여 조직의 기술역량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해왔다. 또한 DJI는 해외 시장의 선제적인
접근으로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했기 때문에 DJI 본사 마케팅 직원의 절반을 외국인 직
원으로 고용하여 해외 시장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노력한다. 또한 본사
가 중국에 위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 내부의 모든 공문서를 영어로 작성하고
대화하는 등 자연스럽게 글로벌 기업으로서의 조직 환경을 갖추고 있으며, 이것이 글
로벌 성장의 주요한 원인으로 파악된다.
DJI의 본사가 위치하고 있는 선전은 창업 기업에서 유니콘으로의 성장을 위한 발판이 되었
다. 선전은 중국의 대표적인 혁신 도시이며, 다수의 제조업체들이 군집해 있다. 따라서, DJI는
선전에 위치하여 제조업체들과의 지속적으로 제품 개발을 위한 아이디어를 교환을 할 수 있
었고 드론 기술이 실제 제품으로 변환될 수 있는지에 대한 즉각적인 피드백을 얻을 수 있었다.
예를 들어, DJI는 제조업자들과의 소통을 통해 드론 기술 개발을 위한 R&D와 상업화와의
관계를 빠르게 파악할 수 있고, 이는 DJI가 개발비를 낮출 수 있는 중요한 기반이 되었다.
또한 선전에 위치한 다수의 부품 공급업체의 존재는 DJI가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제공하였다. 팬텀과 같은 제품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제
품을 통합적으로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선전에 위치한 다수의 부품 공급업체는 저
렴한 가격에 드론 부품을 제공할 수 있었고, DJI는 선전이 가지는 지역적 특성을 살려
저렴한 가격에 혁신적인 제품을 소비자들에게 공급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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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1> DJI가 창업 후 유니콘이 되는 성장에 기여한 요인
성공 요인

세부 내용

사용자
니즈를 통한
제품 혁신

Ÿ 소비자의 니즈를 잘 파악하여 제작한 혁신적인 민간용 드론제품의 성공
Ÿ 소비자들이 민간용 드론에 대해서 가지는 불만을 인지한 DJI는 카메라와 각종 센서를 종
합적으로 장착한 Phantom을 출시
Ÿ 누구나 쉽게 조종하고 사용하기 편리한 제품 출시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음

시장진출
전략

Ÿ 기존의 중국 기업들과는 반대로 해외 시장에 먼저 진출한 이후 내수 시장으로 확장을 시도
하였는데 이 전략이 주효
Ÿ 미국 시장에서의 성공은 DJI가 다른 해외 시장으로의 진출하기 위한 발판이 됨
Ÿ 현재까지 미국, 독일, 네덜란드, 일본, 홍콩,한국, 중국의 7개국에 지사를 설립하여 선제적
으로 해외 시장을 공략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한
조직설계

Ÿ 기술경쟁력이 곧 글로벌 시장의 경쟁력이라는 ‘기술중심주의’를 원칙하에 기술개발에 매
우 많은 투자를 하고 전체 종업원의 약 30%가량을 연구개발 인력으로 구성
Ÿ 기업 내부의 모든 공문서를 영어로 작성하고 대화하는 등 글로벌 기업으로서의 조직내 환
경과 문화를 갖추고 있음

션젼의
지리적 특성

Ÿ 선전에 위치한 다수의 부품 공급업체의 존재는 DJI가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수 있는 최적
의 조건을 제공
Ÿ 선전에 위치한 다수의 부품 공급업체는 저렴한 가격에 드론 부품을 제공할 수 있었고, DJI
는 선전이 가지는 지역적 특성을 살려 저렴한 가격에 혁신적인 제품을 소비자들에게 공급

자료: 연구진 정리

2) 유니콘에서 데카콘으로의 성장(2015~2019)
DJI가 데카콘으로 성장할 수 있게 첫 번째 이유는 DJI가 보유한 차별화된 기술력 이
다. 대표적으로 DJI의 드론 혁신 기술은 Flight Autonomy 2.0과 인텔리전트 비행 모
드의 2가지로 대표할 수 있고 이는 현재까지 다양한 국가의 소비자들이 DJI드론을 사용
하는 주된 원인이 되고 있다. 우선 Flight Autonomy 2.0은 현재 DJI가 민간용 드론에
적용하고 있는 안정적인 드론 비행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 기술은 드론에
장착되어 있는 다양한 센서와 카메라를 통해 수집한 데이터와 DJI가 보유한 수학적 알
고리즘을 바탕으로 드론 주변의 환경을 맵핑하여 비행을 지원하는 기술이다. Flight
Autonomy 2.0은 비전센서, 적외선 센서, 그리고 컴퓨터 코어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밀한 제자리 비행이나 장애물 감지 및 회피 비행을 가능하게 한다(한창환,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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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로, DJI는 지능형 비행모드(Intelligent flight mode)라는 기술을 통해 사용
자에게 큰 편의성을 제공하고 있다. 소비자들은 DJI의 지능형 비행모드를 통해 피사체
를 추적하거나 선회하면서 비행을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비행모드를 통해 소비자들은
다양한 형태의 사진과 영상을 촬영할 수 있었고, 이것은 소비자들이 DJI의 제품을 선택
하는 주된 이유가 되었다.
전 세계 드론 시장의 규모는 2022년에는 114억 달러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측된다.
전체 드론 시장에서 상업용 시장의 성장이 가장 큰 지분을 차지고 있다. 이와 같이 성
장하는 상업용 드론 시장을 선제적으로 공략한 DJI는 다양한 상업용 드론을 개발하여
데카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 현재 DJI는 민간 시장 안에서 다양한 분야로 시장
을 확장하고 있다. 특히 2015년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열린 CES에서 상업용 드론 전용
전시관을 마련하여 세계 각국에 다양한 산업용 드론을 선보이며 지속적으로 신규 사업
으로의 다각화를 통한 성장전략을 취하고 있다.
현재 드론 시장 안에서 두드러진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는 분야는 농업용 드론이다.
특히, 농업용 드론은 GPS를 이용해 농작물과 최대한 가까이 위치하여 농약과 비료를
살충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드론을 통해 넓은 경작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점은 농업용 드론 시장이 성장하는 주된 이유이다. DJI는 2014년부터 증가하기 시작
한 농업용 드론 시장에 대응하기 위해 농업용 드론(아그라스 MG-1)을 제작하여 2015
년 출시했다. DJI는 드론 기술을 농업에 적용하여 농업에 존재하는 다양한 이해관계자
들에게 스마트한 솔루션을 제공하였다. 현재, DJI는 MG-1, MG-1S, MG-1P, T16 를
비롯해 P4 Multispectral 및 팬텀 4 RTK를 포함한 다양한 작물 보호 드론을 성공적
으로 출시한 상태다. 또한, DJI는 ‘DJI 농업 데이터 관리 플랫폼’이라는 전용 소프트웨
어를 도입하여 천만 명 이상의 농업 관계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성장
하는 농업용 드론 시장에 선도적으로 진출하여 혁신적인 기술과 과거 경험을 토대로
다양한 드론 제품을 출시한 DJI는 유니콘 기업에서 벗어나 세계적인 데카콘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었다.
DJI의 데카콘 기업으로의 성장에는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조직 특유의 문화가 큰
지분을 차지한다. DJI는 회사 이름에 나와 있는 것처럼, 혁신적인 기술개발과 이를 활
용하여 제품을 개발하려는 시도를 한다. 따라서 DJI는 혁신적인 기술 개발을 위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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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개발에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 총 직원의 4분의 1 이상을 연구개발 인력으로
구성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매년 매출액의 7%이상을 R&D에 투자하고 있어 2017년
기준으로 글로벌 특허 출원 건수는 1,500건 이상이며 실제 보유한 특허도 약 400개이
다(백서인·손은정·김지은, 2018). 더불어, DJI는 실리콘벨리에 R&D센터를 설립하여
혁신적인 기술을 보유한 인재를 영입하고 다양한 파트너들과의 협력을 위한 전략적인
행동도 취하고 있다. 또한 DJI가 위치해 있는 선전은 제조업의 메카임과 동시에 중국의
재능 있는 인재들이 모여 있는 중국의 실리콘벨리이다. DJI는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한
이후에도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보유한 인재들을 채용하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
다. 특히 선전은 중국에서 특허 건수가 가장 많은 도시이다. 이 말은 중국 내부에서
기술적으로 뛰어난 인재들이 몰려있다는 의미이다. DJI는 선전의 이와 같은 인재풀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혁신적인 기술 개발에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
DJI는 제조업 기반의 드론 산업에서 한층 더 발전하여 소프트웨어 기반의 산업으로
확장을 하였다. 2017년 이후 드론 제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은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 실제로 중국 드론 시장의 연간 성장률은 2017년 80.6%, 2018년 73.2%로 둔화
되고 있다(연합인포맥스, 2019. 1.28.)192). DJI는 드론 제품에 대한 시장의 둔화를 극
복하기 위해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력을 하였다. DJI는 고객들에게 드론 운영에
관련한 플랫폼을 제공하여 고객이 직접 드론 비행에 대한 데이터를 분석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 드론 산업에서 입지가 탄탄한 DJI의 이와 같은 소프트웨어
산업으로의 확장은 DJI가 데카콘 기업으로 성장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다.
마지막으로, 소셜 미디어(SNS)의 폭발적인 성장은 DJI의 성장에 큰 영향을 주었다. SNS
활용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하면서 소비자들은 DJI의 드론을 활용한 사진 및 영상
촬영에 더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DJI는 드론의 제어와 영상의 송출이 타 기업 제품들에
비해 월등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원하는 영상과 사진 촬영이 더 쉽고 간편하다. 또한 다른
사람들과 차별화된 작품을 원하는 소비자들이 드론을 활용해서 특별한 사진 촬영을 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이와 같은 시장의 변화는 DJI 드론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주된
원인이 되었으며, DJI가 유니콘 기업에서 데카콘 기업으로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다.

192) 연합인포맥스(2019. 1.28.), ｢세게 최대 드론 기업 中 DJI, 플랫폼 운영사로 변신 중｣, (검색일: 2020.10.11.)

제3장 미·중 데카콘 사례 분석 205

<표 3-32> DJI가 유니콘에서 데카콘이 되는 성장에 기여한 요인
성공 요인

세부 내용

핵심 기술력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제품출시

Ÿ 핵심 기술인 Flight autonomy 2.0과 인텔리전트 비행 모드 기술은 현재까지 다양한
국가의 소비자들이 DJI의 드론을 사용하는 주된 원인이 되고 있음
Ÿ Flight Autonomy 2.0은 현재 DJI가 민간용 드론에 적용하고 있는 안정적인 드론 비행
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
Ÿ 지능형 비행모드(Intelligent flight mode)라는 기술을 통해 사용자에게 큰 편의성을
제공

선제적인
사업다각화로
인한 선점효과
전략

Ÿ 상업용 드론 시장을 선제적으로 공략하기 위해 다양한 상업용 드론을 개발
Ÿ 특히 DJI는 2014년부터 증가하기 시작한 농업용 드론 시장에 대응하기 위해서 농업용
드론(아그라스 MG-1)을 제작하여 2015년 출시
Ÿ DJI는 드론 기술을 농업에 적용하여 농업에 존재하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에게 드론제
품뿐만 아니라 스마트한 솔류션도 함께

글로벌
연구개발
역량증대를
위한 지속적인
R&D투자

Ÿ 매년 매출액의 7%이상을 R&D로 투자하고 있어 2017년 기준으로 글로벌 특허 출원
건수는 1,500건 이상이며 실제 보유한 특허도 약 400개 이상임
Ÿ DJI는 실리콘벨리에 R&D센터를 설립하여 혁신적인 기술을 보유한 인재를 영입하고 다
양한 파트너들과의 협력을 위한 전략적인 행동도 취함

플랫폼업체로
의 성공적인
변신

Ÿ 소프트웨어 기반의 산업으로 확장 시도로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
Ÿ DJI는 고객들에게 드론 운영에 관련한 플랫폼을 제공하여 고객이 직접 드론 비행에 대
한 데이터를 분석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

드론시장의
폭발적이
시장과 라이플
스타일의 변화

Ÿ SNS를 활용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하면서 소비자들은 DJI의 드론을 활용한 사진
및 영상 촬영에 더 높은 관심을 보임
Ÿ DJI는 드론의 제어와 영상의 송출이 타 기업 제품들에 비해 월등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원하는 영상과 사진 촬영이 더 쉽고 간편하다는 장점을 지님

자료: 연구진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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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결론 및 시사점
제1절 미･중 데카콘의 탄생과 성장의 시사점
1. 데카콘의 성장 요인
미국과 중국의 대표 데카콘 8곳의 성장의 내부 요인과 외부 요인을 분석해 본 결과, 이들
기업의 핵심 성장 요인은 크게 인재, 시장, 자금, 규제/정책, 기술 역량인 것을 알 수 있었다.
먼저, 본 연구의 분석 대상 기업들은 활발한 대학발/유경력 창업과 연쇄 창업을 통
해 탄생하고 성장했으며, 그 과정에서 창업가들의 다양한 네트워크들이 크게 기여한
것을 알 수 있다. 대학발(스탠포드 대학, 칭화 대학) 창업가들의 네트워크, 혁신 기업
출신 창업가(페이팔, BAT) 네트워크 등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두 번째, 본 연구의 분석 대상 기업들은 풍부한 내수 시장 및 성장 잠재력과 국가의
적극적인 시장 조성 등을 통해 성장할 수 있었다. 미국과 중국 시장은 현재 세계에서
신제품과 신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가장 크고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시장이며, 이를 기
반으로 다양한 혁신 기업들이 탄생하고 폭발적인 성장을 실현하고 있었다. 이와 동시
에 정부 차원에서도 혁신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시장조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새
로운 메가 프로젝트의 탄생을 통해 데카콘 기업들이 탄생할 수 있었다.
세 번째, 본 연구의 분석 대상 기업들은 국가와 민간, 글로벌 벤처캐피탈의 대규모
투자 유치를 통해 성공적인 스케일 업을 실현했다. 미국과 중국 모두 국내외 독립형 벤
처투자(ICV)와 기업형 벤처투자(CVC)가 매우 활발했으며, 특히 중국의 경우, 미국계 벤
처캐피탈의 대규모 투자로 인해 스케일 업 한 경우가 많았다. 이는 빠르게 성장중인 중
국의 내수 시장을 공략하는 중국 혁신기업에 대한 투자 회수율이 매우 높았기 때문이며,
연이은 성공은 글로벌 벤처캐피탈 자본 유입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체계 구축으로 이어
졌다.
네 번째, 본 연구의 분석 대상 기업들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수 있고, 신사업 진출이
용이한 개방적 규제 환경 속에서 혁신 창업 지원정책을 통해 성장을 실현했다. 미국과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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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기본적으로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으며, 중국은 2016년의 쌍창 정책을
기점으로 ‘혁신 창업’ 활성화를 위해 전반적인 행정 개혁과 창업 지원금 확대 정책을 통해
혁신 기업을 지원했다. 특히, 혁신 기업의 성장을 위해 타 산업 분야로 확장하는데 대한
규제를 두지 않고 있어서 창업 분야와 시너지 창출이 높은 연관 분야로의 진출이 용이했고,
이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비즈니스 영역 확보를 통해 기업가치를 높일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분석 대상 기업들은 창업 초기부터 핵심 기술 역량을 확보하
는데 주력했으며, 기업의 성장과 함께 지속적으로 기술개발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여
서비스 차별성을 확보했다. 바이트 댄스는 인공지능 기반의 콘텐츠 선별, DJI는 짐볼
기술, 스페이스 엑스는 로켓 회수, 스트라이프는 보안 기술, 드롭박스는 호환성, 메이
투안과 디디 추싱은 빅 데이터와 인공지능 분야에 주력하여 핵심 기술 역량을 확보하
는데 주력했다.
이외에도 8곳의 데카콘의 성장요인을 사업 영역 별로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B2C-SW 영역인 공유경제·플랫폼 분야의 데카콘은 미국과 중국처럼 큰 내수
시장을 보유한 국가에서 탄생이 가능하다. 현 시점에서 해당 분야의 데카콘은 서비스
수요의 증가폭과 서비스 제공 여력의 간극이 가장 큰 중국에서 가장 많이 탄생하고 가
장 빠르고 크게 성장 할 가능성이 높다. 반면, 보다 높은 기술적 장벽과 고객 관리 능력
이 필요한 B2B–SW형 데카콘은 미국에서 탄생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결국 주요 고객인 기업의 수나 규모가 미국이 더 우세하기 때문이다.
둘째, B2C-HW 분야의 데카콘은 중국에서 탄생할 가능성이 높고, B2B-HW 분야는
미국이 더 유리하다. 세계의 공장으로 거듭난 중국이 약 20년 동안 축적한 제조 노하우
가 제조 생태계로 발전하면서, 하드웨어 분야의 혁신 기업이 탄생하기에 최적화 된 공
간으로 발전했다. 따라서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중·저 기술 수준의 하드웨어
데카콘은 중국에서 탄생하고 성장하기에 적합하다. 반면, 상대적으로 전문적이고 높은
기술/서비스 수준을 요구하는 B2B 수준에서의 하드웨어 데카콘은 중·고 기술 생태계
역량이 상대적으로 우수한 미국이 좀 더 유리하다. 하지만, 중국의 빠른 기술 역량 축
적과 더불어 항공 우주 분야에서의 기술 자립, 오랜 B2C 사업을 통해 축적된 엔지니어
링 노하우 등을 기반으로 향후 중국 기업의 약진도 기대된다.

208 글로벌 데카콘 기업의 성장경로 분석 - 미국과 중국 사례를 중심으로 -

<표 4-1> 미·중 글로벌 데카콘의 성장 요인(Factor)
기업 명

창업가/인재/조직

시장/마케팅/BM

바이트
댄스

Ÿ 창업자 연쇄 창업
Ÿ 매주 인재 채용
Ÿ 최종적으로 알리바바 규모
의 인재 확보 전략 제시

Ÿ 글로벌 시장 및 국내 시장
동시 공략

디디
추싱

Ÿ 알리바바 근무 경험 창업자
+ 글로벌 인재 영입

스트
라이프

스페이스
X

우버

자금/투자

규제/정책

기술 역량

Ÿ BAT로부터 투자 거부

Ÿ 중국 정부 주도의 인공지능
발전계획 수립 및 지원 정책
추진

Ÿ 모바일 기반 AI에 대한 전
폭적인 투자

Ÿ 국내 시장 독점에 집중, 우
버 차이나 인수, 정부 로비.

Ÿ 진사강 창투, 알리바바 등으
로부터 대규모 투자 유치

Ÿ p2p 카세어링 합법화

Ÿ 공유플랫폼, 자율주행, 스마
트 물류

Ÿ IT전공 창업자 연쇄창업
(SW창업 2회), 공동 창업
(형제)
Ÿ 창업자가 핵심기술개발 역
량 보유

Ÿ 소상공인, 사업자가 아닌 결제
모듈 개발자의 편의성 높임
Ÿ 호환성 높은 기술 기반, 핵심
사업과 연계된 서비스 확장
Ÿ 글로벌시장 공략, 전략적 제휴

Ÿ 성장 단계별로 특화된 지속
적 투자 유치: 글로벌 엑셀
러레이터, IT창업경험자 연
계된 VC, IT·핀테크에 특화
된 VC, CVC, 글로벌 대형
사모펀드 등

Ÿ 금융산업 규제 완화와 병행
Ÿ 모바일 서비스 규제·강화
대응(고객편의성 높인 서비
스 개발, 개인정보강화규제
에 선제 대응)

Ÿ 보안 기술 확보
Ÿ 최신(빅데이터, 머신러닝)
기술 활용한 서비스 개발·
품질 개선
Ÿ 기술기반 서비스 확대

Ÿ 일론 머스크
Ÿ 나사의 핵심 연구진

Ÿ 우주 시장 민간화

Ÿ NASA와 구글

Ÿ 미국 정부의 New space
기조

Ÿ 로켓 회수 기술 확보

Ÿ IT전공 창업자 연쇄 창업
(P2P, 공유서비스 등 창업
2회)
Ÿ 고급IT기술과 IT기반서비스
이해력 갖춘 인력 대거 채용

Ÿ BM혁신: 전화기반 B2C(공
급자
편의)→모바일기반
P2P(사용자 편의)
Ÿ 미국 및 글로벌 시장 공략
후 중국 시장 공략

Ÿ IT기업 초기투자 경험 많은
대형VC, 성장기업투자 경
험 많은 CVC로부터 대형투
자 유치
Ÿ 적극적으로 관련기업(차량
호출, 배달, IT기업 등) 인수
합병

Ÿ 공유·플랫폼기반 서비스에
대한 규제 완화(先허용, 後
규제)
Ÿ 플랫폼 기업 간 경쟁을 촉진
시키는 정책

Ÿ 공유플랫폼, 자율주행, AI기술
Ÿ 폭넓은 사용자 경험, 빅데이터
기반 수요 예측
Ÿ 기술기반 서비스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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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명

창업가/인재/조직

시장/마케팅/BM

자금/투자

규제/정책

기술 역량

드롭
박스

Ÿ IT전공 창업자 연쇄 창업(온
라인교육서비스 창업 경험)
Ÿ 공동 창업(MIT 후배)

Ÿ 클라우드 BM혁신: 용량강
조 → 동기화, 호환성, 사용
자 편의 제고
Ÿ 초기 무료화로 단기 내 대규
모 고객

Ÿ 성장 단계별로 특화된 지속
적 투자 유치: 글로벌 엑셀
러레이터, 대형 VC, 대형사
모펀드

Ÿ 클라우드 서비스의 대중화
Ÿ 보안강화 추세에 선제적 대응

Ÿ 간단·직관적 UI와 기술 결합
Ÿ 호환성, 접근성 높은 플랫폼
Ÿ Lean Startup후 기술발전
계속

메이투안

Ÿ 칭화대학 출신 왕싱
Ÿ 미국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중국에서 연쇄 창업
Ÿ 사업 확장에 최적화 된 조직
역량

Ÿ 3-4선 도시를 공략
Ÿ 시너지가 날 수 있는 기업과
의 지속적인 협력체계 구축
Ÿ App 접속빈도가 높은 서비
스의 연결과 확보에 집중

Ÿ 초창기 알리바바에서 거액
투자 유치하였고, 중기 텐센
트로부터 거액 투자 유치
Ÿ 따증디엔핑과의 합병을 통
해 데카콘으로 도약

Ÿ 중국 ‘인터넷 플러스 전략’에
따른 전통산업의 인터넷화

Ÿ 데이터 수집 및 데이터 기반
의 시장 진출 전략 구사
Ÿ Baas 통합 수직 시스템 구
축 및 개발
Ÿ 스마트 공급망 체계 구축

Ÿ 대학발 창업+ 교수 지원

Ÿ 선 글로벌 영상 드론 시장
진출, 후 중국 시장 진출

Ÿ 제품 판매를 통한 매출을 기
반으로 지속적으로 이익을
창출

Ÿ 기술 사업화 지원, 드론 비
행 규제 완화

Ÿ 연매출의 고정비율을 R&D
에 투자

DJ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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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데카콘의 성장 경로
미·중 데카콘을 분석해 본 결과 해당 기업들은 소속 국가(미국, 중국)와 타겟 시장
(내수, 글로벌)을 기준으로 크게 4가지의 성장 경로를 통해 창업 → 유니콘 → 데카콘으
로 성장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가. 중국의 로컬 데카콘
중국의 로컬 데카콘은 ‘중국에서 탄생 → 성장(중국 시장 독과점) → 글로벌 진출
→ (나스닥/홍콩 증시 상장)’ 의 성장 경로를 보유하고 있으며, 메이투안, 디디 추싱
등이 이에 해당한다.
본 유형의 데카콘들은 주로 미국에서 시작된 서비스를 벤치마킹 또는 카피하여 중국
에 적용하여 성장하고, 이를 바탕으로 매출과 기업가치를 크게 향상시켜 역으로 세계
시장으로 진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이러한 유형의 기업군에도 차별 포인트가
존재한다. 1차원적 모방에 의존하고 있는 디디 추싱과 달리, 창조적인 모방 기업인 메
이투안은 기존 기업의 아이디어에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를 접목하여 차별적인 가치를
창출하기도 한다. 전반적으로 공유경제 및 B2C 영역의 기업이 대다수를 이루는 이 유
형의 중국 데카콘들은 매우 공격적인 수단과 전략을 사용하고 있으며, BAT를 비롯한
다양한 벤처캐피탈들이 이들을 공격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나. 중국의 글로벌 데카콘
중국의 글로벌 데카콘은 ‘중국에서 탄생 → 글로벌 시장에서의 성공 → 국내 시장 진출
→ 자체 플랫폼으로 독립’의 성장 경로를 보이며, DJI, 바이트 댄스 등이 이 유형에 해당된다.
본 유형의 데카콘은 앞서 기술한 중국의 로컬 데카콘과 달리, 미국을 비롯한 제3국
의 아이디어를 차용하여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독자적으로 세계 최초의 제품/서비스
를 제공하며 월등한 경쟁력을 구축한다. 또한 중국 시장에서의 성공을 기반으로 글로
벌 시장을 진출하는 것이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의 성공을 기반으로 중국 시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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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력을 확대하는 전형적인 글로벌 시장 지향형 데카콘이다. 바이트댄스의 경우 중국
시장에서의 점유율보다 미국, 인도에서의 점유율이 더 크고, DJI는 중국내 시장뿐 아니
라 글로벌 영상촬영 드론 시장의 70%를 차지할 만큼 글로벌 시장에서 더 큰 영향력을
갖고 있다. 이들 기업은 설립 초반부터 차별적인 제품/서비스 역량 확보에 주력하고,
중국 시장의 수요의 이점보다는 생태계(데이터, 제조 기반)의 이점을 기반으로 성장하
여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하는 특성을 지닌다.

다. 미국의 로컬 데카콘
미국의 로컬 데카콘은 ‘미국에서 탄생 → 미국시장 기반 성장 → (세계 시장 진출)’ 의
성장 경로를 보유하고 있으며, 드롭 박스, 스트라이프, 스페이스 X 등이 이 유형에 해당된다.
본 유형의 데카콘은 주로 B2B의 소프트웨어 영역이나, 우주·항공 분야와 같은 높은
기술력을 요구하는 분야에서 탄생하고 있다. 이는 해당분야의 미국 로컬 수요가 가장 크
기 때문이다. 해당 분야의 기업들은 기본적으로 미국 내의 공공 수요 또는 기업 수요를
기반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중국을 제외한 글로벌 시장에서의 성장도 실현하고 있다. 해
당 기업들이 글로벌 마인드가 부족하다기 보다는 영역의 특성상 기업의 보안 또는 국가
안보와의 연관성이 높아 중국 시장과 분리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중국의 진입 장벽이
강하게 작동하는 경우도 존재하기 때문에 로컬 수요 중심으로 성장하는 경향을 보인다.

라. 미국의 글로벌 데카콘
미국의 글로벌 데카콘은 ‘미국에서 탄생 → 글로벌 시장 지출 → (중국 진출/실패)
→ 상장’의 성장 경로를 보유하고 있으며, 우버가 이에 해당된다.
우버는 차량공유라는 개념을 창조하고 전 세계로 진출했지만 중국 시장에서 중국기
업과 정부의 맹공에 의해 실패하고 철수했다. 미국의 데카콘들은 전반적으로 과거에는
미국에서 성공하고 세계시장에서도 당연히 성공하는 패턴이 많았다. 그러나 기술/서비
스 경쟁력이 크게 상승한 중국 기업들과 중국정부의 공격적이고 차별적인 자국기업 보
호로 인해 월등한 경쟁력 없이는 중국 시장에서 성공하기 어려워지고, 제3국 시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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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쟁에서도 일부 밀리고 있다. 대다수 공유경제 및 인공지능·빅데이터 응용 분야에
서 이러한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이와 같은 4가지 성장경로의 특성을 갖는 미국과 중국의 데카콘 기업들은 상대국에
서도 탄생이 가능할까? 아래 <표 4-2>와 같이 탄생이 어려울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는
스페이스 X의 중국 탄생, 메이투안, DJI 등의 미국에서의 탄생이다. 전자의 경우, 기술
력 격차와 국방 기술의 민간화의 한계가 주된 원인이고, 후자의 경우는 내수 시장의
규모와 특성, 취약한 제조기반이 제약 조건이다. 그 외 대다수의 경우, 대부분 상대국
에서의 탄생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표 4-2> 미·중 글로벌 데카콘의 탄생 가능성 비교
기업명

미국에서의 탄생 가능성

중국에서의 탄생 가능성

바이트 댄스

가능은 하지만 다소 늦음

중국에서 탄생

디디 추싱

미국에서 탄생

미국의 아이디어를 카피

스트라이프

미국에서 탄생

알리바바/텐센트가 결제 관련 시장을
독점하고 있어 탄생이 어려움

스페이스 X

미국에서 탄생

우주개발 관련 모든 혁신 주체와 기업을
국가가 소유하고 있어 민간화가 어려움

우버

미국에서 탄생

미국의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우후죽순 탄생

드롭박스

미국에서 탄생

이미 중국 기업들이 카피

메이투안

선도 기업이 독점하고 있어 어려움

중국에서 탄생

DJI

제조업 기반이 취약해서 어려움

중국에서 탄생

자료: 연구진이 정리

향후 또 다른 데카콘의 탄생과 성장은 미·중 패권 경쟁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측된다. 중국 기업의 미국 상장이 어려워지고, 커창반 상장 유도를 통해 중국
데카콘 기업들의 자국 상장이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이외에도 중국 정부와의 관계
악화와 독점 이슈로 인한 앤트 파이낸셜의 상장 연기, 미국의 바이트 댄스 제재 이슈
등도 미·중 글로벌 데카콘의 성장과 혁신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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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 미·중 글로벌 데카콘의 성장 경로(path)
기업 명

바이트 댄스

디디 추싱

스트라이프

스페이스 X

유형

① 창업 → 유니콘

② 유니콘 → 데카콘

글로벌

Ÿ (내부) 인공지능을 활용한 고객맞춤형 신개념
뉴스서비스 제공
Ÿ (외부) 중국의 모바일 보급률 및 모바일 콘텐
츠 소비 증가

Ÿ (내부) 15초짜리 쇼트동영상 ‘틱톡’ 출시 및
글로벌 전략을 통한 전세계 확산
Ÿ (외부) z세대 중심의 짧은 동영상 수요 증가

로컬

Ÿ (내부) 초창기 진사강 창투 및 텐센트의 투자
유치를 통해 주요 도시에서의 서비스 기반 확보
Ÿ (외부) 중국 내수 시장의 이동 수요의 폭발
적인 증가

Ÿ (내부) 경쟁자와의 합병, 우버 차이나 인수
합병을 통한 독점 체재 구축
Ÿ (외부) 모빌리티 서비스의 폭발적 증가 및 공
유경제 연관분야의 흥행

로컬

Ÿ (내부) 서비스개발자와 사용자 편의를 모두
높인 BM, 관련(온라인결제)업계 대기업과
VC가 지속 투자
Ÿ (외부) 모바일결제 수요 증가

Ÿ (내부) 대출, 고객분석, 보안서비스로 사업 확
장, 빅테크기업과 제휴 확대, 적극적인 해외
시장 진출, CVC와 대형사모펀드로부터 대형
투자 유치
Ÿ (외부) 금융산업 내 규제 완화, 핀테크 서비
스 증가,

로컬

Ÿ (내부) 저비용·고효율의 재사용 로켓제작 기
술개발
Ÿ (외부) 미 정부(NASA)의 민간 우주서비스
상업화

Ÿ (내부) 민간 우주서비스 개발의 가시적 성과
창출 (ISS 화물운송, 정지궤도 위성발사,로켓
추진체 회수)
Ÿ (외부) 구글의 스타링크 프로젝트에 대한 잠
재력을 알아본 대규모 투자

③ after 데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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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명

우버

드롭박스

메이투안

DJI

유형

① 창업 → 유니콘

② 유니콘 → 데카콘

③ after 데카콘

글로벌

Ÿ (내부) 초기 수요 대규모 확보, 최신기술(모바
일결제, GPS)적용하여 플랫폼 발전기반 구
축, 적극적인 해외시장 개척
Ÿ (외부) P2P, O2O 플랫폼에 대한 수요 증가

Ÿ (내부) 모빌리티 및 플랫폼 서비스로 사업 확
장, CVC와 대형사모펀드로부터 대형 투자
유치
Ÿ (외부) 모빌리티 서비스, 관련 플랫폼 수요
증가

Ÿ (내부) 성공적인 기업공개(IPO), 핵심기술역
량 강화, 서비스 다양화 통한 사업 확대
Ÿ (외부) 경쟁기업 증가, 공유·모빌리티 서비스
의 다양화와 개념 전환로 수익성과 기업가치
악화 중

로컬

Ÿ (내부) 사용자 가치(편의성, 단순함) 극대화
Ÿ (외부) 클라우드, 파일공유 서비스 수요의 증가

Ÿ (내부) 핵심사업에 대한 기술개발 강화, 연구
개발 인력의 지속적 충원, 대규모 고객 확보
지속
Ÿ (외부) 개인·기업업무 환경변화, 수요 지속적
증가

Ÿ (내부) 성공적인 기업공개(IPO), B2B사업
확대
Ÿ (외부) 경쟁기업 증가로 수익성과 기업가치
악화 중

로컬

Ÿ (내부) 오프라인 상점의 온라인화 지원으로
파트너사 숫자 폭발적 증가
Ÿ (외부) 경쟁사 대부분 1선도시에서 치열한 경
쟁하여, 2,3,4선 도시 초기 선점 가능

Ÿ (내부) 디엔핑 합병으로 배달시장 장악
Ÿ (외부) 중국 소비자 배달앱 활용률 증가

Ÿ (내부) 풍부한 데이터를 활용한 광고시장 진
출, 공유차량, 무인배달 등 신사업 진출
Ÿ (외부) covid-19에 따른 정부의 이동제한 정
책, 경쟁사(알리바바, 으어러머 등)의 공격적
보조금 정책

Ÿ (내부) 드론 기술 기반의 기회 탐색을 적극적
으로 추진
Ÿ (외부) 선전의 제조 생태계의 이점을 활용

Ÿ (내부) 교육용 로봇, 자율주행 시장 등 연관
분야로의 진출 확대, 드론 시장의 실질적 표
준 및 규제 제정자로의 도약
Ÿ (외부) 글로벌 드론 수요의 증가, 중국 정부
의 개방적 규제, 중국 정부의 드론 지원 정
책, 정부의 기업 표준 제정 허용

글로벌

자료: 연구진이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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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한국의 정책 방향
1. 인재 유인책 강화
한국의 데카콘 기업 탄생을 위한 첫 번째 정책지원 방향은 바로 최고의 인재들이 혁신
적인 창업기업과 생태계를 만들고 성장시키며 발전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는 먼저 기업가정신과 문제인식으로 무장된 준비된 창업가 및 기업가를 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창업의 구체적인 비전과 목표를 설정하고 혁신성과 도전정신을 발휘하여, 기
업 성장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난관을 극복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어야 한다.
또한 인류와 사회가 겪는 다양한 문제들을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창
업의 필요성을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기업가정신 함양을 위한 교육은 단기간의
지식 전수 프로그램이 아닌 학령기 때부터의 기초 교양 교육의 형태로 제공되어야 한다.
또한 미국 및 중국의 상당수 데카콘 기업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대학의 우수인재들
이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기술력을 기반으로 한 창업에 적극적으로 뛰어들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스탠퍼드대, 하버드대, 칭화대와 같이 우리나라의 대학도 단
순한 교육기관이 아닌 ‘기업가적 대학(Entrepreneurial University)’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대학의 연구활동의 결과로 개발된 기술이 사업화와 연결될 수 있도록
기술이전이나 스핀오프 창업 등 다양한 기업가적 활동이 촉진되어야 하며, 대학 내 교
수 및 연구실 내 고급 연구인력의 기술기반 창업이 장려되어야 한다.
한편 데카콘 기업 창업가들의 상당수가 이미 몇 번의 창업 성공 또는 실패 경험을
보유한 연쇄창업가임에 주목하고, 연쇄창업가의 창업성공률 제고와 함께 성공창업 경
험의 내재화 및 회수자금의 생태계 재투자를 통한 선순환 구조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경우 창업 실패로 인한 사회적 낙인효과 및 안전망 부재로 인해 창업을 주저하
는 경우가 많으며, 성공한 창업가조차도 특히 기술창업의 깊은 ‘죽음의 계곡(Valley of
Death)’과 열악한 창업 및 성장지원 생태계에 환멸을 느껴 생태계 재진입을 꺼리는
경향이 뚜렷하다. 이러한 부정적인 기술창업생태계 인식을 개선하고 연쇄창업을 활성
화하기 위해서는 먼저 창업에 실패할 경우 재창업 및 재도전이 가능하도록 사회적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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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을 개선하고 제도적 안전망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미국의 페이팔 마피아
나 중국의 알리바바 마피아와 같이 큰 성공을 거둔 창업가들이 자신이 회수한 자금을
바탕으로 새로운 스타트업 창업 또는 유망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를 통해 창업생태계
성장에 필요한 지식과 노하우를 제공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물론 성공 창업가의
EXIT을 통한 회수자금의 창업생태계 재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도 강화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한국에서의 데카콘 기업 탄생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모델 수립과 대상
시장의 글로벌화를 위해 해외 우수 혁신인재의 적극적인 유입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4
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AI 등 핵심 기술 분야의 경우 글로벌 1등 기업만이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는 절박감에 국가 및 선도 기업 차원의 우수 인재 유치 경쟁이 뜨거워지
고 있다. 또한 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핵심 목표 시장에 대한 이해를 바
탕으로 범용적이며 매력적인 사업모델 및 제품·서비스·플랫폼을 갖추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기업의 인력 구성에 있어 글로벌 다양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이러한 해외 인재
유입을 위해서는 창업 및 창업기업 취업을 위한 비자제도의 활용을 확대해야 한다. 또한
유학생 및 기업·연구기관 파견 등을 통해 국내에 장기체류 중인 우수 해외인력들의 창업
또는 창업기업에의 취업 등을 장려하고 이에 대한 정책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

2. 규제 완화: 기술/서비스, 신사업 진출, 디지털·데이터
혁신기업의 탄생에 가장 큰 저해요인으로 거론되는 것이 바로 규제 요인이다. 본 연
구에서 분석한 8곳의 혁신 기업은 지속적인 연구개발 투자와 외부 투자 유치를 통한
핵심 역량 구축 외에도 해당 국가들이 보유하고 있는 네거티브 규제환경의 이점도 충
분히 누리면서 성장과 혁신에 성공했다.
최근 수년간 규제 샌드 박스, 규제 자유특구 등의 제도가 추진되면서 한국의 규제환
경도 과거에 비해 크게 개선되었지만, 여전히 많은 개선의 여지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글로벌 유니콘 및 데카콘들이 개발한 기술과 비즈니스 모델, 진출 분야는 대다수가 기
존에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분야이다. 따라서 근본적으로 전통적인 제도와 거버넌스
체계로는 관리할 수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의 임시 허가를 통해 일시적으로 사업
을 가능케 하는 형태는 신기술·신산업 분야의 혁신 기업의 탄생에 큰 도움을 주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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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다. 앞서 분석한 기업들의 성장에 있어서 주요 외부 요인에는 정부의 개방적인 규
제환경과 적극적인 정책지원이 존재했다. 디디 추싱의 경우 정부에서 해당 분야 규제
를 철저히 완화해줌으로써 사업의 불확실성을 최소화시켜 주었다. 또한 미국과 중국
모두, 심각한 사회문제를 초래하지 않는 한 거의 모든 형태의 비즈니스 모델 및 기술
도입을 허용하고 있었다. 현행의 임시적인 규제 유예의 형태가 아니라, 전반적인 네거
티브 규제환경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혁신 기업의 스케일 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기술을 활용하거나 새로운 서비
스를 론칭하는 스타트업의 규제 외에도, 특정 분야에서 성공한 기업이 연관 분야로 진
출하거나, 새로운 서비스와 기술을 지속적으로 접목시킬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구축
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대다수의 기업들은 스타트업 초기 분야에서
의 성공을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연관분야로 진출하면서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기업
가치를 향상시켰다. 메이투안의 경우 전통적인 이커머스 영역에서 차량 공유 및 모바
일 결제까지 다양한 분야로 사업범위를 확대했고, DJI 역시 드론에 이어 교육용 로봇
및 액션 캠, AI 분야까지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한국의 스타트업들이 스케일 업을 통
해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사업영역을 자유롭게 확대하고 다양
한 분야에서의 성공을 통해 기업가치를 향상시키는 전략이 필요하다. 따라서 스타트업
이 특정 분야에서의 성공을 기반으로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연관 분야로 영역을 확
대하는 것에 대한 과감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디지털·데이터 분야의 전략적인 규제완화가 중요하다. 앞서 말한 바와 같
이 새로운 기술과 새로운 서비스의 도입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고, 이를 통해 성공한 혁
신 기업들이 자유롭게 새로운 영역을 발굴할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되는데 꼭 필요한 것이
디지털 및 데이터 규제의 완화이다. 한국은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 상위 15개 국가
중 원격 진료를 법으로 금지하는 유일한 국가로, 원격 의료 혁신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
다. 또한 리걸 테크에 필수적이며 핵심 데이터인 판결문이 공개되지 않아 해당 분야의
혁신도 일어나지 않고 있다. 또한 한국은 정보보호 분야에만 100개 이상의 규제가 있어,
디지털 혁신 기업의 탄생이 매우 어렵다. 디지털 전환 시대의 선도국가로의 도약을 위해
국가차원의 전방위적인 디지털 규제개혁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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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장 조성: 혁신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혁신 유효 시장 확대
혁신기업이 탄생하여 지속적으로 성장 가능한 기업으로 스케일 업 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시장 조성이 핵심적이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4가지 유
형의 데카콘 육성을 위한 시장 조성 전략은 다음과 같다.
B2C-SW 분야에서 한국 기업들의 타겟 시장을 글로벌 시장, 적어도 권역별 시장으
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한국시장에 국한한 공유경제 플랫폼 분야의 비즈니스 기업은
데카콘으로 성장할 수 없고, 새로운 가치의 창출도 어렵다. 배달의 민족과 요기요 등의
경우 역시 기존 시장에 새로운 가치를 더하는 것보다, 기존 시장의 이익을 두고 경쟁하
는 제로섬 형태를 띠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는 곧 수많은 사회 갈등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기업이 글로벌 시장과 이머징 마켓을 타게팅해야 한다. 정부 차원에서는 이러
한 기업들의 글로벌 진출을 위한 지원 제도를 구축해야 하며, 국가차원의 핵심 신기술
분야의 협력 기반을 확대하여, 주요 권역별 신산업 분야에 한국의 유망 스타트업이 포
함 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
B2B-SW 분야의 성장은 정부의 공공 구매를 통해 유도해야 한다. 소프트웨어 분야의
데카콘들은 초창기 정부 수요를 기반으로 성장기반을 구축했다. 따라서 우리정부도 정부
와 공공기관에서 필수적으로 사용하고 구축해야 하는 소프트웨어 등 분야에서 스타트업
의 참여를 확대하고, 이를 통해 해당 분야의 혁신 기업 육성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 특히,
현재 매우 제한적이고 작은 규모로 진행되고 있는 공공 구매의 범위와 규모를 크게 확대
하고, 공공 부문의 참여를 더욱 늘려 혁신 수요 시장을 크게 확대할 필요가 있다.
B2C-HW 분야의 성장은 한국이 집중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는 분야이다. DJI는
중국내의 제조 역량을 기반으로 글로벌 시장을 먼저 공략하고 역으로 내부 시장을 공
략해서 글로벌 드론 산업의 리더로 도약했다. 한국의 경우, 우수한 제조 생태계를 보유
하고 있음에도 글로벌 혁신 기업을 배출해 내지 못했다. 가전, 자동차, 배터리 등 다양
한 분야의 하드웨어 경쟁력을 기반으로 신산업 분야의 글로벌 혁신 기업이 탄생할 수
있는 초기 내수 시장을 조성하고, 해당기업들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B2B-HW 분야의 성장은 정부의 메가 프로젝트와 국제 협력을 통해 실현 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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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특히, 기존 민간의 참여가 적었던 국방·우주 분야의 연구개발 사업화에 혁신적인
민간 스타트업을 참여시켜 가치 창출을 가속화 할 수 있다. 스페이스 X의 성공은
NASA의 투자 없이는 불가능했는데, 한국의 경우 국방·우주 기술력이 낮기 때문에 오
히려 민간의 기술을 스핀온(Spin-on) 하는 형태 또는 글로벌 기업과의 국제 협력을
통해 영위하는 형태가 적합하다. 우주 뿐 아니라 하이퍼루프 등의 차세대 교통수단 사
업 등을 야심차게 국가 프로젝트로 기획하여 혁신 기업을 육성할 수 있다.

4. 인수합병(M&A) 활성화와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CVC) 규제 완화
벤처투자의 수명 주기는 창업(자금 조성과 투자 유치), 성장(지속적 투자), 회수(투자
회수와 재투자)로 구분할 수 있다. 국내에서 스타트업 및 벤처기업 관련 정책과 지원은
상대적으로 창업 단계의 자금 공급에 맞춰져 있다. 최근에는 성장(스케일 업) 금융에 대
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며 투자 회수에 대한 정책적 관심과 지원은 부족한 편이다. 투
자 회수와 관련하여, 국내에서는 인수합병보다 주식시장 상장(IPO)을 통한 중간투자 회
수(exit)가 매우 발달한 반면, 미국에서는 상장(IPO)보다 인수합병(M&A)을 통한 회수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다. 중간회수 시장의 발전 없이는 벤처생태계 내 벤처캐피탈의 지
속적 투자-투자 회수-재투자의 순환 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데, 중간회수 시장의 활성
화를 위해서 우선적으로 인수합병(M&A)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인수합병 활성화는 인수합병에 대한 정부의 직접적 지원만으로 이루어지기 어렵고,
민간 부문이 적극적으로 인수합병 활동에 개입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이
를 위해서 여러 가지 전제조건이 필요한데, 그 중에서 중요한 것이 기업주도형 벤처캐
피탈(Corporate Venture Capital:CVC)의 활성화이다. 개방형 중간회수시장을 갖춘
미국의 경우 상장된 대기업과 스타트업 및 비상장 벤처기업 간 인수합병이 활성화되어
있으며, 이런 인수합병의 기저에는 핵심기술, 고급인력, 특허 등 혁신적 무형자원에 대
한 거래가 있다. 특히 혁신기반 사업에 대한 충분한 경험을 가진 기업의 CVC가 개입된
인수합병은 스타트업이 가진 혁신적 기술, 무형자산, 사업모델(BM)로 인한 정보비대칭
성 문제를 해결한다. 실제 미국의 회수 시장에서 상장보다 인수합병의 비중이 높은 것
역시 CVC의 참여 때문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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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VC는 또한 스타트업이 유니콘 기업 이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성장기업 기
업 자금(Growth Capital) 형성 및 유치에서도 큰 역할을 한다. 전 세계적으로 Google,
Intel, GE 등 대기업이 관계된 CVC가 혁신적 스타트업 및 다양한 벤처기업에 대한
선제적 투자와 지분 확보를 통해서 전체 VC투자의 30% 내외를 담당하고 있으며, 특히
스케일 업 투자 생태계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예를 들어, Google의 경우 지주
회사(Alphabet)를 통해 초기 단계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Google Venture(GV)와 후
기 단계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Google Capital(GC) 등 여러 단계에 걸친 CVC를 설립
하여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와 인수합병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본 연구의 사
례에도 언급되었듯이 많은 데카콘 기업들이 유니콘 단계를 전후하여 CVC의 투자를
받음으로써 높은 성장률을 유지하였다. 이는 유니콘과 데카콘 같은 대형 비상장 스타
트업이 지속적 성장을 위해서 투자를 유치해야 하며, 전략적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CVC나 대형 사모펀드를 제외하고 확실한 자금 조달 원천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국내에서 2001년에 대기업 지주회사 제도가 도입되었으나, 인수합병과 대기업에 대
한 각종 규제로 인해 벤처기업 인수합병의 활성화 측면에서는 제대로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고 인수합병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최근 지
주회사 법률을 개정하여 벤처기업을 자회사로 하는 벤처지주회사의 자산총액을 5,000
억 원에서 300억 원으로 대폭 낮추고 지분요건도 15%로 낮추는 등 규제를 완화했다.
하지만 실제 국내에서 벤처지주회사는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다. 또한 국내에서
는 금산분리의 원칙(공정거래법 제8조의 제2항, 일반지주회사의 금융업 및 보험업 제
한)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제도에 따라서 대기업 또는 그 지주회사는 금융자회사 형
태의 CVC를 설립할 수 없다. 하지만 이런 규제를 우회하기 위해서 국내 20~30여개
대기업은 CVC를 지향하지만 법적으로 CVC가 아닌 벤처투자회사(삼성벤처투자, 카카
오벤처스 등)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으며, 여러 가지 투자 규제로 인해 글로벌 대기업의
CVC 수준으로 효과를 내고 있지 못하고 있다. 국내에서 CVC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대기업의 CVC 진출을 허용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 대기업과 스타트업 또는 이들이 성
장한 유니콘 기업이 서로 상생·보완관계에서 시너지 효과를 일으켜 서로 다른 역할을
통한 혁신의 활성화와 혁신 기반 시장을 크게 확대시킬 수 있다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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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스타트업은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실행력, 유니콘은 대기업이 불확실성으로
인해 쉽게 시도하지 못하는 혁신적 서비스의 도입과 확산, 대기업은 안정적 수요와 공
급사슬네트워크 확보 등 각자의 장점을 갖고 있으므로, 대기업이 연계된 CVC가 스타
트업이나 유니콘에 투자함으로써 혁신의 가치 극대화를 통한 데카콘 기업으로의 성장
과 혁신파급 효과의 극대화를 추구할 수 있다.
대신 대기업의 CVC 허용과 관련하여 혁신과 관련된 투자가 무분별한 사업확장형
투자나 시장지배력 남용에 대해서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규제 샌드박
스(sandbox)의 형태처럼 일부 특정 분야의 시범대상에 대해 대기업의 CVC 진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주고 그 결과를 보고 분야를 확대하는 방식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국내에서 비금융지주회사(일반지주회사)형 기업집단은 CVC를 설립할 수
없는데, 이는 기본적으로 표준산업분류에 따라서 제조업, 통신업, 서비스업, 금융·보험
업 등을 정의하기 때문이다. 첨단 산업과 금융업의 융합이 활발하고 산업 간 경계가
모호한 상황에서 비금융지주회사의 CVC를 제한할 경우 국내에서 산업융합형 유니콘
및 데카콘 기업을 육성하기 어려우므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 또한 대기업의 CVC 허
용이 현재 대기업 확장에 대한 규제로 인해 대기업 내 계열사와 친족회사에 대한 불법
적 투자와 경제력 집중을 막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도가 설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국내에서 글로벌 기준에 맞는 CVC의 도입을 통해 혁신형 기업지배구조 및 경제
시스템 개혁을 촉진시킬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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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Analysis of the growth path of global Decacorn companies: Focusing on the
U.S. and China cases
ㆍProject Leader: Seoin Baek
ㆍParticipants: Younghwan Kim ․ Jungho Kim ․ Yeojin Yoon ․ Seonwoo Lee ․
Sangjib Kwon ․ Sanghoon Lee

1. Introduction
Innovative companies have realized the value that global companies have
realized through decades of growth experience in the past. In the U.S., GAFAM
(Google, Amazone, Facebook, Apple, Microsoft) each exceeded $1 trillion in
market capitalization, and in China, BATH (Baidu, Alibaba, Tencent, Huawei) also
grew rapidly based on huge domestic demand and government support (Michiaki
Tanaka, 2019).
Unicorn, which means an unlisted start-up with an enterprise value of over USD
1billion, is now very common, and a new term has emerged to refer to various
types of innovative companies such as gazelle and copy tiger. In this process,
Decacorn, a non-listed company with an enterprise value of USD 10 billion or
more, and Hectocorn, a non-listed company with an enterprise value of USD 100
billion or more, were created.
In order to cultivate innovative companies that create value, both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growth must be realized at the same time. In order to cultivate
value-creating companies, companies must realize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growth at the same time. To this end, This study aims to derive policy implications
through case analysis of leading Decacorn companies in the U.S. and China.
2. Decacorn concept and domestic and international status
Decacorn refers to a private venture company with an enterprise value of more
than 10 billion USD. Decacorn is coined from a Unicorn, the term Cowboy Ven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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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italist Aileen Lee first created/used]
Decacorn creates new value based on innovative technologies and new business
models that have not seen? before. It secures capital through investment attraction
and attains profits through public offering (IPO) and mergers and acquisitions
(M&A). The valuation of Decacorn companies is usually based on the amount of
the most recent investment round (Gornall, W., & Strebulaev, I. A., 2020), with
different results depending on the institution that sets the value. On the other hand,
there are some Decacorn companies which exposes unstable profit model and
decreased revenue after the public offering, causing bubbles in the market and
controversy regarding profitability among Decacorn companies.
Currently, the world’s Decacorn companies are formed by the United States and
China’s companies. The sum of the US and Chinese Decacorn's valuations exceeds
85% of the total global Decacorn valuation. It is worth noting that China's
Bytedance ranked first in the appraisal value in the second half of 2020, and there
has been a change in the topography where American companies have been ranked
first since 2015. Recently, companies from emerging countries are also entering
Decacorn list (India (3), the UK (1), Singapore (1), Indonesia (1) and Brazil (1)).
Decacorn companies can be categorized as ① sharing economy·platform, ②
fintech·blockchain·big data, ③ manufacturing, and ④ high-tech.
3. U.S.-China Decacorn Case Analysis
In this study, eight representative Decacorn companies in the United States and
China were selected, and the internal and external growth factors of each company
were analyzed. To examine the characteristics, 4 listed companies (2 in the US, 2
in China) and 4 non-listed companies (2 in the US and 2 in China) were analyzed.
Analytical companies are listed companies Pindudo, Meituan, Uber, Dropbox, and
non-listed companies are Bytedance, Didichuxing, Stripe, Space X, and DJI.
Through the analysis of the above eight companies, we found implications in
terms of growth factors and growth paths for Decacorn in the US and China. First,
growth factors were derived from the characteristics of Decacorn companies in
terms of talent, market demand, investment, regulation, and technology. In terms
of talent, the companies analyzed in this study were born and grown through active

Summary 235

university start-ups/experienced start-ups and serial start-up. It was confirmed that
various networks of entrepreneurs (university networks, corporate networks)
contributed in the process. In addition, they were found to have grown through rich
domestic market, growth potential and the active market creation of the country.
Decacorn companies in the example achieved successful scale-up by attracting
large-scale investments from national, private, national and global venture capitals,
and achieved growth through innovative start-up support policies in an open
regulatory environment that facilitates start-ups and new industries. In terms of
technology, they secured the core technology from the beginning and continued to
invest more in developing the technology as the companies grew. This was the key
of the service differentiation.
In terms of growth path, these companies showed differentiated growth paths by
country (US, China) and market range (domestic and global). In the case of
Chinese local Decacorn, it was born in China → growth (the monopoly in the
Chinese market) → global expansion → (listed on the NASDAQ/Hong Kong stock
market), and China's global Decacorn was born in China → success in the global
market. → Enter the domestic market → Show the path of an independent platform.
On the other hand, in the case of American companies, local companies were born
in the United States → American market-based growth → (entering the global
market), while global companies were born in the United States → global market
expenditures → entered China → failed → listed.
4. Korea's policy direction
After analyzing above cases, the following implications were derived in this
study.
First, the growth from unicorn to Decacorn requires a new engine. This is
accomplished through the stages of expansion into new related fields,
large-scale/continuous investment attraction ⟶ national mega projects, and CVC
activation. Second, global Decacorn in the platform field is now almost born in
China (at least 10 times the amount of investment attraction). Chinese companies
are creating a new platform business by evolving beyond the simple copy stage to
the stage of creative/applicable imitation. Third, it was found that Decacorn in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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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ufacturing field was born in China and STI Decacorn was born in the United
States. China, with its balanced manufacturing ecosystem/engineering capabilities,
has made a leap forward as the best place for the birth of Decacorn in the
manufacturing sector, and the United States, which has accumulated state-of-the-art
technology knowledge and capabilities in the aerospace bio field is likely to be the
best place for the birth of STI-type Decacorn. Decacorn in the field of B2B
software is currently being born in the US, but it is expected to be born in China
in the future.
Based on these implications for the US and China Decacorn companies, this
study aims to ① develop successful serial entrepreneurs and foster global talent,
② strategic demand at the national level, and sufficient growth through
reinforcement of connectivity with global markets. It suggested building a
foundation, ③ easing business regulations based on new technologies, easing
regulations for entry into new industries, ④ improving the CVC system and
activating 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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