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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분기
벤처캐피탈은
2,716건의거래와
268억 달러의 투자를 기록

KPMG Venture Pulse Q1 2017

KPMG의 Venture Pulse는 분기별 전 세계 및 주요 지역의

벤처캐피탈 (VC) 시장의 최신 트렌드, 기회, 문제점을 담은

보고서입니다. 본 보고서는 2017년 1 분기 벤처캐피탈의 투자

추이 등 전반적인 시황을 살펴보고 향후의 방향성을 전망해

보았습니다.

아직까지 투자자들의 조심스러운 분위기는 직전 분기에 이어

2017년 1 분기에도 그 추세가 이어졌습니다 . 글로벌

벤처캐피탈의 총 거래 건수는 2016년 4분기 3,201건을 기록한

후, 2017 년 1 분기 소폭 하락하여 2,716건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2016년 한 해 동안 지속적인 거래 건수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벤처캐피탈의 2017년 1분기 투자 금액은

268억 달러로 소폭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투자금의 증가는

Airbnb의 10억 달러와 Grail의 0.9억 달러 등의 메가딜이 총

투자금 상승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 되었습니다.

특히 2017년 1분기에는 글로벌 지정학적 불안정성 으로 인해

투자자들의 의사 결정 주기가 길어졌으며, 후기단계(Later VC)의

투자가 주목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과 유럽에선 장기

https://assets.kpmg.com/content/dam/kpmg/xx/pdf/2017/04/venture-pulse-q1-2017.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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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C 펀드에 자금이 몰리며 투자 다각화를 통해 리스크를

분산시키려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 엔젤 투자와 시드(Seed)

단계의 투자가 글로벌 시장에서 지속되고는 있으나, 투자 유치를

위해선 보다 새로운 아이디어 및 상품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역별 투자 현황

지역별로는 미주 지역이 2017년 1분기 벤처캐피탈의 투자를

이끌며 178억 달러의 투자를 기록했습니다. 유럽은 34억 달러로

비교적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으며, 아시아 지역은 전 분기 대비

약간 증가한 56 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미주 지역을 자세히 살펴 보면, 총 1,878건의 거래와 178억

달러의 투자가 집계 되었습니다. 특히, 미국에서는 2.5억 달러

이상의 메가딜이 성사되며 매 분기마다 성장세를 이어왔으나,

2017년 1분기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과 미국 행정부의

변화로 인해 투자자들은 비교적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캐나다는 캐나다 정부의 VC 지원 정책이 새롭게 발표되며 향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라틴 아메리카 및

미주 지역이 2017년
1분기 전체 벤처캐피탈
투자 금액 중 40.3%를
차지하며 투자를 이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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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의 벤처캐피탈 투자는 미국의 정책 전환에 기인하여 투자

규모가 급감 하였습니다.

유럽의 경우 전년 동기 대비 소폭 하락한 34억 달러 규모의

투자와 565건의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브렉시트로 인한

EU 전역에서의 불확실성을 반영하며 전년 동기 대비 45% 하락한

수치입니다. 그러나 영국의 리스본 조약 촉구와 영국의 강세가

이어짐에 따라 향후 투자 심리가 개선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아시아에서는 2017년 1분기 258건의 거래와 56억 달러의 투자가

이루어 졌습니다. 아시아 지역의 투자자들은 1 분기에 신중한

모습을 보이며 2분기 연속 거래 건수가 급락했습니다. 그러나

감소하는 거래 건수에도 불구하고 아시아 지역에 대한 투자는

6.5억 달러 이상의 메가딜이 이루어지며 소폭 상승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국의 Ofo, URWork와 인도의 Paytm와 같은 거대

유니콘 기업들이 다수 생겨났습니다.

2017년 2분기에도 투자자들의 조심스러운 분위기는 이어질

것으로 전망 됩니다 . 그러나 미국과 유럽에서의 정치적

불안정성이 해소됨에 따라 벤처케피탈의 투자 분위기는 호조를

띨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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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별 투자 현황

벤처캐피탈의 투자 부문 별 거래 건수는 지난해에 이어 비슷한

모습을 보였으나, 투자 규모에 있어서 제약 & 생명 공학 부문에

폭발적인 증가가 있었습니다. 제약 & 생명 공학 분야는 2016년에

비해 크게 증가한 188건의 거래와 39억달러의 투자 규모를

기록하였습니다 . 이는 전 세계적으로 주목 받고 있는

메드테크(Medtech) 분야의 급성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메드테크 또는 의료공학으로 불리는 이 분야는 질병의

진단〮치료〮예방을 위한 측정기기, 의약품, 백신 및 전자 의료

장비를 개발하는 분야로써, 2017년에도 높은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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