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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3분기
벤처캐피탈은
394억 달러의 투자를 기록

KPMG Venture Pulse Q3 2017

KPMG의 Venture Pulse는 전 세계 주요 지역의 벤처캐피탈(VC)

시장 최신 트렌드, 기회, 문제점을 담은 보고서입니다.

본 보고서는 분기별 VC의 투자 추이, 주요 거래, 전반적인 동향,

향후의 전망을 담고 있습니다.

2017년 3분기 글로벌 VC 투자는 394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미국이 215억 달러로 글로벌 VC 투자를 이끌었으며, 아시아는

123억 달러, 유럽이 47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번 분기의 주요 deal은 미국 WeWork(30억달러 ), 중국

Toutiao(20억달러) 및 BAIC BJEV(16억달러)등 입니다.

최근 VC투자 deal들은 early stage보다는 검증된 mega deal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러한 추세로 인해 VC들의 due diligence 절차가 점차

강화되고 있으며 , 최근 주목 받는 sector로는 가상현실 ,

증강현실 등이 있습니다.

https://assets.kpmg.com/content/dam/kpmg/xx/pdf/2017/10/venture-pulse-q3-2017.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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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3분기 하이라이트

• 3분기 글로벌 벤처캐피탈 투자는 394억 달러로 여전히

강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상위 10위의 메가딜 역시 높은

거래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 모든 단계에서의 글로벌 중앙값(Median)은 여전히 높은

값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 기업의 벤처캐피탈 (Corporate VC) 투자는 총 거래 중

17.7%를 차지하여 높은 비중을 나타냈으며, 이러한 추세는

4분기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가상(VR) / 증강(AR) 현실 산업의 투자는 2017년 3분기 만에

2016년 총 투자 금액인 15.6억 달러를 상회하며 16억

4,500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2018년에도 역시 이러한

추세는 계속 될 전망입니다.

• 전 세계적으로 메가딜이 증가하고 있으며 , 증가하는

거래액에 따른 실사(Due Diligence) 또한 늘어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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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 꾸준한 메가딜로 안정적인 투자 유지

미국은 거래 건수가 감소 했음에도 불구하고 벤처캐피탈 투자

금액은 215억 달러를 기록하여 꾸준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2016년 2분기의 투자금인 234억 달러와 2017년

2분기 투자금인 229억 달러에 비하면 아직 상당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2017년 3분기에는 WeWork의 30억 달러 , Intarcia

Therapeutics의 6.2억 달러, SpaceX의 3.5억 달러를 기록한

거래들을 포함하여 1억 달러를 넘는 거래들이 성사되며 거래

규모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벤처케피탈 투자는 현재 전체 거래의 16 %를 차지하고

있으며 미국 투자 활동에 있어 점점 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주목 할 만한 점은 신생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가 내부

R&D 구축 및 운영에 비해 비용 효율적이며 리스크가 낮은

것으로 투자자들의 시각이 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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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트렌드가 반영된 유럽

낮은 거래량과 고평가 현상이 유럽에서 이어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초기 단계의 투자를 비롯한 전체 거래량이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의 움직임은 더욱 조심스러워졌으며, 초기 단계의

투자 보다는 후기 단계의 투자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유럽의 거래량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영국의

투자로 인해 투자 총액은 증가하였습니다.

2017년 3분기 유럽의 상위 4개 거래 규모는 총 3.9억 달러

이상으로 Deliveroo의 3.8억 달러, Prodigy Finance의 2.4억

달러, Sound Cloud의 1.7억 달러, Tricentis가 1.7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유럽의 기업 벤처케피탈 투자는 21%를 상회하며 새로운

기록을 달성했으며, 특히 상품과 서비스 라인을 다각화 할 수

있는 후기 단계의 투자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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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이끈 아시아의 벤처케피탈 투자

아시아 역시 거래 건수가 지속적으로 감소 했음에도 불구하고

2017년 3분기는 높은 밸류에이션에 힘입어 강세를 보였습니다.

다 시 한 번 중 국 은 인 공 지 능 , 자 율 주 행 및

에듀테크(Edtech)에서 거대한 메가딜 투자로 아시아 시장을

지속적으로 지배하고 있습니다. 아시아의 상위 12개 거래 중

10개를 중국이 차지하여 총 투자 금액 중 83%를 기록했습니다.

인도의 벤처캐피탈 투자자들은 전자 상거래 및 핀테크 산업을

유망한 투자 분야로 꼽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또한 아시아의 벤처캐피탈 투자는 후기 단계의 투자가

엔젤(Angel) 및 씨드(Seed) 단계의 투자를 넘어선 유일한

지역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중국의 Alibaba, Tencent 및 JD.com과 같은 기업 투자자들은

동남아 , 인도 및 유럽 지역의 유망한 기업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어 아시아 지역 내 기업의 벤처캐피탈 투자

참여도는 여전히 높은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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