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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사모투자 시장은 벤처펀드와 PEF로 크게 나뉘며 가파른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으나,
개별 펀드의 규모, 투자분야 등 성장경로에서는 벤처펀드와 PEF가 서로 다른 양상
- 글로벌 트렌드인 ‘테크기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에 비추어 보면 그 차이가 더욱 뚜렷
◆ 대규모 성장자금이 필요한 스케일업(Scale-ups), 신산업 투자 대응을 위해 국내도
운용사 저변확대에서 나아가 ‘펀드 대형화’, ‘투자분야 전문화’ 등 질적도약이 필요

□ 국내 사모투자 시장은 벤처펀드와 PEF로 크게 나뉘며, 가파른 성장세를 지속

○ 일반적으로 사모

펀드는 자금모집 대상을 소수의 투자자로 제한하는 투자

(私募)

기구를 의미하며,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모집하는 공모펀드와 대비되는 개념
-

해외의 경우, 펀드설립 단계에서 소수 투자자를 대상으로 자금을 모집한다면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벤처펀드도 사모펀드 범주로 분류
* 1,000억달러 규모의 Softbank Vision펀드는 초대형 사모펀드이지만 투자대상으로 보면 벤처펀드

-

반면, 국내는 창업지원법 또는 벤처특별법에 근거하여 설립되는 벤처펀드와
자본시장법에 근거하는

지분형 사모펀드,

PEF(

Private

Equity

로 구분

Fund)

* 벤처펀드는 중소・벤처기업에 투자(신주 위주), PEF는 규모 제한 없이 경영권 참여(구주 투자)

○ 최근 국내 사모투자 시장은
-

년 국내 시장은

’18

AUM(Asset Under Management,

조원 규모로

99

약정액) 확대 지속

년(49조원) 대비 6년만에 약 2배 성장, 이는

‘12

글로벌 트렌드인 ‘저금리 환경 아래 연기금 등의 대체투자 선호 강화*’의 영향
* 사모펀드 출자확대 의향 비중(연기금 등 기관투자자 대상 설문조사, Preqin)
- ’12년 33% → ’13년 39% → ’14년 36% → ’15년 52% → ’16년 48% → ’17년 53% → ‘18년 46%
-

특히 벤처펀드 시장의 급성장*이 두드러지는데, 이는

‘17

‧

년 추경편성

0.8

조원,

년 혁신창업펀드 2조원 조성(3년간) 등 강력한 창업 벤처 지원정책의 영향

’18

* ‘16년까지 벤처펀드는 국내 시장의 약 1/5 규모였으나 ’17년을 기점으로 1/4 규모로 영향력 확대
국내 사모투자 시장 규모 및 유형별 비중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벤처펀드

9.4(19%)

10.5(19%)

12.0(19%)

14.1(19%)

16.9(21%)

20.4(25%)

24.0(24%)

PEF

40.0(81%)

44.0(81%)

51.2(81%)

58.5(81%)

62.2(79%)

62.6(75%)

74.5(76%)

계(비중)

49.4(100%)

54.5(100%)

63.2(100%)

72.6(100%)

79.1(100%)

83.0(100%)

98.5(100%)

자료 : 금융감독원(‘19.5.10일), 중소벤처기업부‧벤처투자정보센터(’19.1.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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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벤처펀드와 PEF 시장은 성장경로에 있어 다른 양상을 보이며, 글로벌 트렌드인
‘테크기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에 비추어 보면 그 차이가 더욱 뚜렷

○

국내 벤처펀드 시장은 개별 펀드 규모의 대형화가 뚜렷한 반면,

시장은

PEF

소형화 추세 지속
-

년 벤처펀드 시장은 ’전년 수준(4.7조원)의 자금모집‘이 이루어졌으나 대형화를

‘18

지속하고 있어, 개별 펀드의 규모는
-

반면,

PEF

’12

년 대비

160%

수준으로 확대

시장은 ’역대급(16.4조원) 자금모집’에도 불구하고 신규

급증*으로 인해, 평균 규모는 오히려

’12

의 설립

PEF

년 대비 절반 수준

* ‘12년 60개 → ‘13년 45개 → ’14년 71개 → ‘15년 76개 → ’16년 109개 → ‘17년 135개 →
‘18년 198개(금융감독원)
국내 벤처펀드 시장 자금모집액 추이

자료 : 중소벤처기업부(‘19.1.24일), 언론보도 재구성

국내 PEF시장 자금모집액 추이

자료 : 금융감독원(‘19.5.10일), 언론보도 재구성

○ 태생적으로 테크기업에 투자하는 벤처펀드와 달리

,

투자하고 있어 글로벌 시장의
-

’Mega Tech Fund’

국내

는 전통산업 위주로

PEF

트렌드와는 상당한 차이

글로벌 시장에서는 벨류에이션 급증에 대응하여

PEF

의 대형화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초대형 테크펀드의 설립*이 부각
* ‘17년 1,000억달러 규모의 Softbank Vision펀드를 필두로 Sliver Lake, Vista펀드 등이 잇달아
설립되었으며 ’18년에도 이러한 경향 지속, 非테크펀드로는 Apollo Fund Ⅸ가 240억달러 규모
-

반면, 국내

PEF

시장은 중소규모*일 뿐만 아니라 여전히 제조업, 도소매업 등

전통산업 위주로 투자**
* ‘17년 설립된 PEF의 평균규모는 글로벌 시장의 경우 4.92억달러, 즉 5,400억원 수준이나
국내 PEF 시장은 733억원으로 글로벌 시장 대비 1/7 수준
** ’18년 국내 PEF의 투자 분야별 비중(금융감독원) : 제조업 42.6%, 통신‧정보 16.8%, 도소매 10.1%,
과학기술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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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PEF시장 자금모집액 추이

美 경영권인수 투자 벨류에이션 : EBITDA-multiple

자료 : Bain&Co.(‘19.2월), “Global Private Equity Report 2019”

Mega Tech Fund
명칭
규모(십억달러) 설립시기
Softbank Vision Fund
100 ‘17.5월
Silver Lake Partners V
15 ‘17.4월
Vista Equity partners Ⅵ
11 ‘17.5월
Sequoia Capital Fund
8 ‘18.6월
Tiger Global Partners Ⅺ
3.8 ‘18.10월
자료 : Preqin

자료 : Preqin, Economist('18.5.10일), FT(‘18.6.26일)

□ 대규모 성장자금이 필요한 스케일업(Scale-ups), 新산업 투자 대응을 위해 국내도
운용사 저변확대에서 나아가 ‘펀드 대형화’, ‘투자분야 전문화’ 등 질적도약이 필요

○ 글로벌 시장에서는

초대형 테크펀드’라는 트렌드가 분명해지고 있는 가운데,

‘

국내에서도 정책의 방향성*이 변화하는 조짐
* ‘19.3.21일 금융위는 ’5,000억원 이상의 대형펀드 조성 유도‘ 정책을 발표하였으며, ’19.5.10일
금감원은 ’운용사의 내부통제 강화‘ 등 질적성장을 강조

○ 이러한 환경변화에 따라

,

시장

는 ’투자분야 전문화‘, ’신뢰 확보를 위한

Player

내부통제 강화‘ 등에 대비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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