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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요

□ 이스라엘 첨단 기술 회사들의 투자금 회수 2012-2016 ($B)

- 2016년 이스라엘 첨단 기술 회사들의 인수합병과 IPO 계약이 총 $88억이였는데, 그
중 50%는 Giant Interactive Group의 Playtika 인수합병 $44억 계약이 차지했음.
- 2015년의 $77.9억에 비해 인수합병과 IPO 계약금이 총 13% 올랐음
- 2016년엔 96개의 계약이 성립, 이것은 2015년의 계약수의 17% 낮고, 5년 평균에
비하면 10% 낮음

□ 투자금 회수의 유형: IPO, 인수합병, 매수 2012-2016 ($B)

- 인수합병은 여전히 우세한 선택으로 2016년 투자금 회수 유형의 88%를 차지하지만
계약의 수는 2011년 부터 최저였음
- 지난 5년간, 매수는 투자 회수금의 15%를 차지했고, 2013년을 제외한 ($5.6억) 매
년 평균 $15억을 유지했음
- 17건의 계약을 통해 $21억 기록을 세운 2014년을 제외하면, IPO는 지난 10년간 평
균적으로 투자 회수금의 5%를 차지함 (지난 5년간은 7%) 실제로, 2016에는 IPO 계약
건수가 오직 3개로 총 $15억으로 2번째로 낮은 기록이였음
- 공공 시장의 부재로 인해, 매수 방법은 회사가 독립이여도 투자가들에게 수익을 내

기 위한 방법 중 하나였음
□ 이스라엘 첨단 기술 회사들의 투자금 회수 2012-2016

- 2012년 $50억 NDS 계약과 2016년 $44억 Playtika 계약이 그래프를 왜곡하여 이 두
개의 계약을 제외하고 인수합병과 IPO 계약들을 다시 분석함
- 분석 결과로는 지난 5년간 2015년과 2014년이 총 투자 회수금이 제일 컷음. 2014
년의 계약 수는 2015년의 계약 수보다 7% 높았음
- 분석 결과로는 2016년의 투자 회수금이 2012년의 92 개의 계약으로 $47.6억과 매
우 비슷했음. 지난 10년을 되돌아보면, 2016년은 2007년과 2012년과 비슷했고,
2008-2010년의 평균 86 개의 계약으로 $26.5억 보다 훨씬 컸음

□ 평균 투자 회수금 2012-2016: NDS & Playtika 계약 제외

- 2016년 이스라엘 첨단 기술 회사들의 인수합병과 IPO 계약이 총 $88억이였는데, 그
중 50%는 Giant Interactive Group의 Playtika 인수합병 $44억 계약이 차지했음.
- 2015년의 $77.9억에 비해 인수합병과 IPO 계약금이 총 13% 올랐음
- 2016년엔 96개의 계약이 성립, 이것은 2015년의 계약수의 17% 낮고, 5년 평균에
비하면 10% 낮음

□ 투자금 회수의 유형: IPO, 인수합병, 매수 2012-2016 ($B)

- 인수합병은 여전히 우세한 선택으로 2016년 투자금 회수 유형의 88%를 차지하지만
계약의 수는 2011년 부터 최저였음
- 지난 5년간, 매수는 투자 회수금의 15%를 차지했고, 2013년을 제외한 ($5.6억) 매
년 평균 $15억을 유지했음
- 17건의 계약을 통해 $21억 기록을 세운 2014년을 제외하면, IPO는 지난 10년간 평
균적으로 투자 회수금의 5%를 차지함 (지난 5년간은 7%) 실제로, 2016에는 IPO 계약
건수가 오직 3개로 총 $15억으로 2번째로 낮은 기록이였음
- 공공 시장의 부재로 인해, 매수 방법은 회사가 독립이여도 투자가들에게 수익을 내
기 위한 방법 중 하나였음

Ⅱ

2016년 주요 거래 내역

□ 2016년 상위 10건

- 2016년의 상위 10건은 매수를 제외한 총 투자 회수금의 84%를 차지함
- 10건 중 3개는 반도체 회사였고 총 투자 회수금의 15%를 차지함
- 2016년 최대 규모의 인수 합병은 중국 온라인 게임 업체인 Giant Interactive Group
이 Playtika를 $44억에 인수 합병한 것임. (그 전의 가장 컷던 인수합병은 2011년
Caesars Entertainment에 의한 것) 이건 투자 회수라고 불릴 만한 자격이 있는지에 대
한 논쟁이 있었고 기존의 방식과 살짝 다르지만 Caesar Entertainment의 현 주주가 투
자 회수로 보았기 때문에 포함시켰음
- 2016년 두번째로 큰 규모의 거래는 두 개의 이스라엘 회사를 포함함 - 2015년 말
의 Mellanox의 Ezchip $8.11억 인수합병 계약이 발표되었고 2016 2월에 TASE 거래소
에 완료되었다고 등록함
□ 상위 5 건 2012-2016: $10억 보다 많은 계약들

□ 2016년 매수계약 상위 3건

- 2016년의 이 3개의 매수 계약은 총 투자 회수금의 18%를 차지했고, 지난 5년 동안
총 매수 계약금의 17%를 차지함
- 외국 사모 펀드- Siris Capital, Francisco Partners와 Providence Strategic Growth
가 XURA (전 Comverse), SintecMedia와 Skybox 각각 매수했음
- Francisco Partners에게는 지난 3년간 이스라엘에서 했던 4번째 계약이지만 - Siris
Capital과 Providence Equity에게는 2016 이스라엘에서의 한 첫 계약임

III

섹터별 투자 회수 분석 2012-16

□ 클러스터에 대한 정의
- 투자자들로부터 상당한 관심을 끌고 있는 세가지 기술 클러스터에 대한 집중적인 분
석임. 이 분석은 5년 동안 이 클러스터에 대한 데이터와 관찰 결과를 제공함. 우리는
이러한 분석이 클러스터의 발전과 동향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믿음.
- 일반적으로 IVC-Online Database는 각 회사를 하나의 섹터로 분류하는데 회사들은
기술적 능력, 목표 시장, 그리고 제품 또는 서비스 애플리케이션 때문에 대부분 하나
이상의 클러스터 관련되있음. 그렇기에 회사들은 하나 이상의 클러스터로 분석될 수 있
고 여러 클러스터의 데이터 집합은 적용할 수 없음. 별도의 섹션이 섹터 분석에 할애할
것임.
- 우리는 사이버 보안, 애드테크, 자동차 산업에 집중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우리는 이
클러스터들이 업계를 대표하는 분야라고 생각하기 때문임. 사이버 보안은 이스라엘의
능력자를 보유하고 450개 이상의 회사의 클러스터 기준이 됨; 애드테크는 수년 간 성
장세를 보이긴 했지만 최근 몇 년간 충격과 어려움을 겪으면서 불확실성에 직면함; 자
동차 클러스터는 지난 1년간 전 세계의 이목을 끌었으며 자율 자동차 기술에 영향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전통적인 자동차 회사들에게도 영향을 끼침
□ 섹터별 투자 회수 분석 2012-16 (%)
- 2016년에 55%의 인터넷 회사들이 투자 회수를 했음. 이건 지난 5년 간의 평균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임. 이건 Playtika 인수 때문에 일어난 일임.
- 반도체 회사의 16%가 투자 회수했는데 그 중 3개의 회사의 투자 회수금이 각 $2억
을 넘음 – Mellanox의 Ezchip 인수 ($8.11억), Cisco의 Leaba 인수 ($3.2억), Sony의
Altair 인수 ($2.12억)
- 2015년의 선두 소프트웨어 섹터가 2016에선 3위로 총 투자 회수금의 14%으로 5년
평균의 24%보다 낮음. 소프트웨어 2016년에 28개의 계약들은 $12.5억을 회수함.

상

위 2개의 계약이 모든 소프트웨어 투자 회수의 58%를 차지함. (Oracle의 Ravello 인수
($4.3억)와 Cloudlock의 Cisco 인수 ($2.93억))
- 그 후 통신 섹터의 투자 회수는 7%로 5년 평균의 27% 훨씬 낮음. SES의 RR

Media 인수 ($2.42억)가 통신 섹터의 투자 회수를 이끌음.

IV 인수합병 – 인수자 측면
□ 2016 첨단 기술 회사 인수합병: 나라에 따른 인수 회사
- 북아메리카의 기업들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기업들을 인수하는 측면에서 선두를 차지
하고 있음. 2016년에는 47 계약으로 51%를 차지하고 2015년에는 54계약으로 50%를
차지했었음
- 이스라엘 기업들이 2016년에는 이스라엘 회사가 이스라엘 회사를 인수하는 계약이
25건으로 27%까지 점유율을 늘리면서 2위를 차지하고 있음. (2015년의 27건의 25%
보다 살짝 높음)
- 영국, 유럽, 러시아 회사들이 12%로 3위를 차지하고, 동 아시아 회사들이 9%로 그
다음임. 2016년에는 중국 회사 하나가 동 아시아의 투자 회수금의 50%를 차지했음
- 북아메리카 회사, 특히 미국 회사들이 이스라엘 투자 회수 마켓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었지만 지난 몇 년간 인수합병에서 양쪽이 이스라엘 회사인 경우가 많이 늘어나 많은
이스라엘 회사들이 인수합병을 통해 기업 확장이 가능하고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있
음. 이러한 경향은 요번 해의 최대 규모의 계약으로 나타남.
□ 이스라엘 첨단 기술 회사들의 인수 2012-2016
- 이스라엘 첨단 기술 회사들이 국제 시장에서 기업 인수합병을 늘리면서 현지 첨단
기술 회사들을 인수하는 데 3년 동안 $10억 이상을 쓰면서 비록 계약 수는 살짝 줄었
지만 유지하고 있음.
- 이스라엘 첨단 기술 회사들의 외국 기업 인수는 총 $25억에 달했는데 이는 5년 만
에 최고치임. Teva의 $455억 인수를 제외한 이스라엘 첨단 기술 회사들의 총 인수 계
약은 $35.4억으로 기록을 찍으면서 2015 인수합병에 쓰인 돈의 60% 이상으로 이스라
엘 회사들의 확장에 대한 욕구를 보여줌.
- 2016년의 최대 규모의 거래로 Mellanox의 Ezchip $8.11억 인수가 양쪽이 이스라엘
회사인 총 인수합병의 79%를 차지함. 그 다음은 Amdocs의 Pontis $9천만 인수임.

- 이스라엘 첨단 기술 회사들 중 인수합병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회사들은 Amdocs,
IronSource, Somoto와 SuperCom으로 각각 2건의 인수합병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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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고에 대해

□ 개괄
이

리포트는

IVC-Online

Database에서

파생된

정보를

포함함.

이

보고서는

2012-2016년 동안 이스라엘 또는 이스라엘과 관련된 첨단 기술 회사들의 인수합병 및
민간 투자자들에 의한 매수에 대한 투자 회수를 요약함. 이 보고서에서 언급된 벤처캐
피털이 지원한 계약들은 적어도 하나의 벤처캐피털이 투자 회수전에 관련되어 있었던
계약을 의미함. 또한 이 보고서는 이스라엘 첨단 기술 회사들이 인수하는 회사 입장인
인수합병 계약에 대해서 언급함. 인수합병에 대한 완전한 정보는 IVC High-Tech
Yearbook 2017 에 있음.
□ Meitar Liquornik Geva Leshem Tal
Meitar Liquornik Geva Leshem Tal는 이스라엘의 선도적인 국제 로펌이자 기술 섹터
에서 인정 받는 선두 주자임. 이 회사의 Technology Group에는 기술 회사들을 변호하
는100명 이상의 숙련된 전문가로서 과세, 지적 재산권, 노동법 등 분야의 전문 변호사
와 협력한다. Meitar는 이스라엘 기술 섹터에서 일어난 인수합병과 외국 증권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주식을 거래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음.
이 회사는 고객 회사 전체의 "라이프 사이클"동안 함께 일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을 갖
추고 있다. 이 회사는 고객들이 성공적으로 시작부터 투자 회수까지 할 수 있도록 도와
줌. Meitar는 신흥 기업뿐만 아니라 미국이나 중국, 유럽에 있는 국제기업과 거래한 이
스라엘 상장 기업들 대부분을 대변했었음.
이 회사는 이스라엘 기술 섹터에서 활동하고 있는 주요 벤처 캐피털을 대변하고 성공적
인 펀드를 형성하는데 적극적인 역할을 함. Meitar는 미국과 다른 나라의 주요 국제 로
펌들에서 근무했던 파트너들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에선 유일무이한 로펌이다. 이 회
사는 세계 각지의 유수 기업들과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여 국제 및 이스라엘 고객
들에게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로펌들과 비슷한 최고 수준의 서비스와 품질을 제공함.
□ IVC 연구소

IVC 연구소는 이스라엘의 첨단 기술, 벤처캐피털 및 사모 산업에 대한 데이터와 분석
을 공급하는 온라인 업체임. IVC 연구소는 1만 5천개의 이스라엘 스타트업 회사 정보,
민간 기업, 투자자, 벤처캐피털 및 사포 펀드, 엔젤 그룹, 인큐베이터, 투자 회사, 전
문 서비스 제공 업체 등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IVC-Online Database 를 운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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