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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2분기
벤처캐피탈은
2,985건의 거래와
401억 달러의 투자를 기록

KPMG Venture Pulse Q2 2017

KPMG의 Venture Pulse는 분기별 전 세계 및 주요 지역의

벤처캐피탈(VC) 시장의 최신 트렌드, 기회, 문제점을 담은

보고서입니다. 본 보고서는 2017년 2 분기 벤처캐피탈의 투자

추이 등 전반적인 시황을 살펴보고 향후의 방향성을 전망해

보았습니다.

글로벌 벤처캐피탈의 투자 규모는 1분기 대비 55.3% 성장한

400억 달러를 기록하며 크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미국이 218억 달러의 투자를 기록하며 투자를 이끌었으며,

아시아는 127억 달러, 유럽은 41억 달러의 투자를 기록하며 그

뒤를 이었습니다.

특히, 2017년 2분기는 아래와 같은 특징을 보였습니다.

 메가딜(Mega-deals)의 재개 움직임

 씨드(Seed)와 초기(Early-Stage) 단계를 비롯한 거래량의

지속적인 감소

 부상하는 오토테크(Autotech)

 투자자들의 B2B 분야에 대한 관심 증가

https://assets.kpmg.com/content/dam/kpmg/xx/pdf/2017/07/venture-pulse-report-q2-2017.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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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di Chuxing의 55억 달러와 Toutiao 의 10억 달러 투자가

크게 기여하며, 글로벌 벤처캐피탈 투자는 메가딜의 부활로

시작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5억 달러 이상의

거래가 9건 성사되며 메가딜 부활에 긍정적인 신호로 분석

됩니다.

거래 금액은 크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거래 건수는

5분기 연속으로 감소했습니다. 이러한 감소 추세는 9분기 연속

지속되며 엔젤투자와 시드(Seed) 투자와 같이 초기 단계의

투자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후기 단계의 투자에서는

2016년 1.7억 달러에서 2.6억 달러로 급증하며 최근 10년 내

가장 큰 증가율을 보여주었습니다.

산업 부문별 투자

산업 부분별 투자 규모를 2016년과 비교 분석해본 결과 ,

전반적인 투자 금액은 감소하고 있지만 헬스케어, 제약 및

생명공학 분야는 오히려 투자 규모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헬스케어 분야의 거래 건수는 전년대비

16.9% 증가하였습니다.

헬스케어, 제약, 생명공학
분야의 지속적인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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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분야의 투자자들은 최근 급부상하고 있는 생명과학(Life

Science)과 디지털이 융합된 생명공학분야의 잠재적인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6년 발표된 심장세포로

구성되어 간단한 형태의 미로를 탐색할 수 있는 생물

로봇(사이보그)을 토대로 IT와 생명과학이 결합된 생명공학

분야가 앞으로 높은 잠재력을 가지고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생명분야에 기술이 접목된 생명공학(Biotechnology) 분야는

세계적으로 안정적인 투자 형태를 보여주고 있으며, 259건의

거래와 3,870억 달러의 투자금으로 전년대비 비슷한 투자

규모를 기록하였습니다. 생명공학으로 불리는 이 분야는 의학,

농업과학, 그리고 유전공학을 응용함으로써 유전공학을 포함한

의학 전반에 활용될 수 있는 분야로서 미래에도 높은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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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내 VC 투자 - 두 번째로 높은 기록을 갱신

미국의 벤처캐피탈 투자는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며 최근 10년

내 두 번째로 높은 투자 기록을 경신함으로써 세계적인

벤처캐피탈 투자의 재기에 동참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투자

규모는 전년 동기대비 230억 달러에서 소폭 감소한 218억

달러의 투자규모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미국 내 IPO 시장에서는 근 10년 내 최고치인 4.2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미국 내 VC시장이 최저

투자 금액을 기록한 2016년 4분기 이후 투자가 다시 활성화

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 글로벌 추세와 함께

벤처캐피탈 투자 부활에 동참하고 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2017년 1분기 1,954건의 거래를 기록한 미국 내 VC거래는

2분기에 1,963건을 기록하며 매 분기마다 소폭 증가하고

있습니다. 향후 미국 내 VC거래의 투자 규모는 점차 개선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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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 투자증가 – 거래의 수는 계속해서 감소

유럽의 VC투자는 전 분기대비 소폭 감소한 589건의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2015년 1분기 최고 기록 대비 40%

하락한 수치로 , 6분기 연속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 내 VC 투자 규모는 41억 달러를

기록하며 순조로운 증가세를 유지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럽기업들의 투자 참여도는 총 유럽거래 건수의

20.5%를 달성할 정도로 호조를 띄고 있습니다. 특히, 유럽 내

전략적 M&A 거래는 총 회수(Exit) 거래 중 70%를 차지하며 VC

투자 시장 활성화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번 분기 최대 규모의 VC거래는 런던 기반의 Improbable사가

5억 2천만 달러의 거래로 높은 기록을 세웠습니다. 이와 같이

파리와 런던에서 2017년 2분기 상위 10대 거래 중 3개가

성립되며 유럽 내 대규모 거래가 이루어지는 도시로 주목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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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내 VC투자, 1,237억 달러로 급증

아시아는 전 분기대비 130% 상승한 127억 달러 규모의

VC투자가 이루어졌습니다 . 이러한 투자금의 증가는 Didi

Chuxing의 55억 달러와 Toutiau의 10억 달러 등의 메가딜이

아시아 내 VC투자 상승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중국이 아시아 내 전체 투자 자본의 80%이상을

보유하게 되면서 아시아 VC투자의 선두 주자의 입지를 다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아시아에서의 후기단계 투자에서는 각각의 산업에서의

독보적인 위치를 선점하기 위해 기업들이 수십억 달러 규모의

모금 활동(Financing Event)을 주최하는 특징을 띄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은 아시아 내 총 VC투자 규모가 45% 까지 대폭

증가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습니다.

전반적으로 낮은 거래 건수는 아직 우려되지만 , 전년대비

증가한 자금조달의 투자규모로 미루어보았을 때 , 남은

2017년에도 VC 투자는 높은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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