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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비즈니스 트렌드와 자본시장의 과제

                                              강 준 영(미래전략개발부, kangjy@kdb.co.kr)

 ◆ 최근 글로벌 기업을 중심으로 ‘데이터 플랫폼 확보’라는 새로운 동인(動因)에 따라 

초대형 M&A와 거액의 투자가 촉발

 ◆ 산업 현장에서는 기존 사업 칸막이를 뛰어넘는 대규모 투자로 4차 산업혁명에 대응

하고 있는 바, 이를 지원하는 자본시장의 준비와 대응이 필요

□ 플랫폼 확대 경쟁에 따라 데이터 확보를 위한 새로운 유형의 M&A가 촉발

○ 데이터 확보를 통한 경쟁력 제고와 이로 인해 발생하는 독점 효과를 누리기

위해 글로벌 플랫폼 기업은 ‘Data-driven M&A’를 지속

- 플랫폼 기업은 일정한 생태계를 생성하고 생태계 내에서 발생되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차별화된 서비스를 창출하는 바, 데이터 확보가 경쟁력 유지의 근간

- 데이터 집중은 사업 독점* 효과로 이어지는 바, 이는 M&A의 동인으로 작용
     * 데이터 집중에 따라 ‘Big 5’(Facebook, Google, Microsoft, Amazon, Apple)의 이익과 시가총액이 

급증하고 있는 바, 미국 경제는 신독점 시대(New Monopoly)에 직면(니혼게이자이신문 ‘17.7월)

○ 이들 ‘Data-driven M&A’가 Tech M&A의 대형화를 주도하고 있는 가운데,

과도해 보이는 밸류에이션을 데이터 가치로 설명하려는 연구가 시작

- Tech M&A 대형화 추세를 감안하더라도 ‘Data-driven M&A’ 규모는 단연 부각
     * Tech M&A 평균 규모(억달러) : ‘12년 1.5→’13년 1.5→‘14년 1.6→’15년 2.1→‘16년 2.6(BCG, '17.9월)

- ’17.3월 MITSloan Management Review는 ‘Microsoft의 LinkedIn 인수가격, 262억

달러’에 대해 "1명의 정보를 260달러에 구입하려는 기업이 존재한다"고 평가

Date-driven M&A 주요 사례 LinkediIn M&A 주요 내용

회사명
타겟 회사
(딜 시기)

딜규모
(억달러)

타겟 사업 구분 내용

Facebook
Instagram(‘12) 10 포토 공유

기업 개요
‧ ‘03년 설립, ’11년 NYSE 상장
‧ 비즈니스 인적관리 SNS 서비스

WhatsAPP(‘14) 220 포토 메시징
Google Waze(‘13) 12 내비게이션

핵심 경쟁력

‧ 활성 사용자 1억명
  (총가입자 4.3억명)
‧ 구인‧구직 등에 활용가능한 개인 

경력정보를 보유

Microsoft
SwiftKey(‘16) 2.5 키보드, AI

LinkediIn(‘16) 262 비즈니스 
인맥 SNS

IBM

The Weather 
Company(‘15) 20 기상 정보

Truven Health 
Analytics(‘16) 26 헬스케어

거래 조건
‧ 주당 196달러, 전액 현금지급
‧ 시가 대비 49.5% 프리미엄Intel Mobileye(‘17) 153 자율 주행

자료 : Economist('17.5월), “Data is giving rise to a new 
economy"를 참조하여 작성

자료 : MITSloan Management Review('17.3월), “What's Your 
Data Worth?"를 참조하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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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데이터 플랫폼 확보를 위한 대규모 투자는 업종과는 무관하게 확산

○ IT서비스 기업은 경쟁력 유지를 위해 데이터센터 시설투자를 대폭 확대

- Amazon, Google, Microsoft의 시설투자*는 3년전 대비 각각 4배, 3배, 2배 증가
     * 데이터센터 투자액(억달러, ’16년 기준) : Amazon 40, Google 29, Microsoft 20(WSJ, '17.3월)

○ 최근 글로벌 제조 기업은 ‘제조업의 서비스화’를 추진하고 있는 바, 데이터

플랫폼 확보를 위한 시설에 거액을 투자

- GE는 SW센터에 10억달러를 투자하여 개발한 ‘Predix 플랫폼’*을 바탕으로

이익의 약 70%를 서비스 부문(장애 예측 수리, 공정 관리 등)에서 실현
     * “디지털 트윈”을 구현하는 SW플랫폼으로 Amazon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기반으로 운영

      - 디지털 트윈 : 현실의 사물(기계, 공장 등)을 컴퓨터상에 복제하여, 시뮬레이션을 하는 기술

- Bosch는 외부 데이터센터 및 클라우드를 활용하는 GE 사례에서 나아가, 자체

IT인프라 확보를 위한 대규모 투자*로 3S(Sensor, Software, Service) 전략을 가속화
     * Bosch는 자율주행 등 신사업을 위해 ‘16년 수익(850억유로)의 약 10%를 R&D 및 IT시설에 투자

하였으며, ‘17년 독일, 미국, 인도에 3억유로를 투자하여 AI센터를 구축(Economist, '17.5월),

      - Bosch는 속도, 유연성, 데이터 보안을 위해 자체 데이터센터와 클라우드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 자체 IT인프라를 구축하여 IoT부품으로부터 연간 10만테라바이트 Data를 수집

GE의 Predix를 활용한 엔진 수리 Bosch의 자율주행 클라우드

자료 : SKC&C 홈페이지 자료 : Bosch 홈페이지

□ ‘데이터 플랫폼 확보’라는 새로운 동인(動因)에 따라 초대형 M&A와 거액의 투자가 

촉발되고 있는 바, 4차 산업혁명을 지원하는 자본시장의 준비와 대응이 필요

○ 구매자에 따라 다르게 가치를 인정받는 ‘Data-driven M&A’가 활성화되고

있는 바, 거래 당사자를 발굴하고 매개하는 자본시장 Player의 역할이 부각

○ 최근 ‘제조업의 서비스화’에 따라 이업종 투자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그 금액도

대형화되고 있어, 융합산업에 대한 폭넓은 시각과 심사 역량 강화가 중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