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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 전세계전세계 PEF PEF 시장시장 규모규모

활황기인 2000년의 경우 전세계적으로 약 2,500억불의 자금이 모집되었고, 2,060억불 가량이 실제

투자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PEF의 투자금액 및 모집금액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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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 전세계전세계 PEFPEF의의 주된주된 투자영역투자영역 변화변화 추이추이

벤처 버블붕괴이후 경영권 획득목적의 Buyout영역이 전체의 63%로 높아지고 있음.

PEF의 투자영역 비교(1)

(단위 : US$십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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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 전세계전세계 PEFPEF의의 주된주된 투자영역투자영역 변화변화 추이추이((계속계속))

이러한 변화의 근본 원인은 2000년도에 Technology bubble이 붕괴되면서 벤처 투자 영역에 대한

기대수익률이 낮아진 반면 Buyout에 대한 투자매력도는 여전히 높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됨

PEF의 투자영역 비교(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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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3. 세계세계 주요국의주요국의 PEFPEF시장시장 규모규모

각국별 투자규모(세계 상위10개국)

PEF가 가장 활발한 국가는 미국으로 2002년도의 투자금액과 자금모집규모가 각각
US$626.8억, US$548.9억에 달하여 전체 PEF 시장의 72.3%를 차지
미국 다음으로 PEF가 활발한 국가는 영국으로 투자금액과 자금모집규모가 각각 US$95.8,
US$134.2억에 달하여 전체 PEF 시장의 9.4%를 차지
한국도 투자금액 US$19.5억에 달해 7위에 올라있는데, 자금모집규모는 US$3.6억로 14위

국내에서 상대적으로 해외PEF의 활동이 활발함을 입증

(단위: US$ 십억)

국   가 투자금액 모집금액 투자순위

USA 62.68 54.89 1
UK 9.58 13.42 2

France 5.53 4.54 3
Italy 2.48 1.89 4
Japan 2.38 0.72 5
Germany 2.37 1.55 6

South Korea 1.95 0.36 7
Netherlands 1.63 1.13 8
Canada 1.57 2.07 9
Sweden 1.39 0.6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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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4. 국내국내 시장시장 동향동향

1999년 이후 국내 PEF영역에 대한 투자는 CRC(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등에 의해 명맥을 유지
했으며, 그 투자의 누적규모는 2002년 기준 약 1조 5천억 원(부채조달 포함) 수준임.

대기업에 대한 구조조정투자 및 정상기업에 대한 M&A투자는 외국계 기관에 의해 대부분 독식

국내기관의 동 시장에 대한 진출을 위해서는 선진투자기법을 갖춘 대형 PEF가 절실한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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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4. 국내국내 기업구조조정기구의기업구조조정기구의 발전단계발전단계

국내시장 동향

한국

미국

일본

정부주도 특정목적달성

(기업구조조정)
시장주도

(정상기업포함)

KAMCO(자산관리공사)

RTC(정리신탁공사)

RCC

CRC, CRV, CR Fund
M&A 펀드

Vulture Fund, CR Fund
M&A 펀드

PEF, 투자은행

IMF 경제위기 등을 거치면서, 주변국들 보다도 많은 기업구조조정 Know-how 습득

PEF도입으로 정상기업에 대한 상시 구조조정 기능과 함께 해외구조조정 시장 진출의 발판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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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PEF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 영국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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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 유럽의유럽의 Private Equity Fund Private Equity Fund –– 영국이영국이 주도주도

1996년 이후 펀드 결성액이 급격하게 확대, 2000년에는 480억 유로 규모. 국가별로는 영국이

가장 크며 그 뒤를 프랑스와 이태리가 큰 규모의 시장을 형성

유럽 PEF시장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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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 Private Equity FundPrivate Equity Fund의의 성과성과

유럽Buyout펀드는 80년대 후반 30%에 이르는 높은 수익률을 달성하였고, 90년대 후반에도

20%이상을 상회하는 수익률을 달성하여 벤처캐피탈 뿐만 아니라 주식시장지수보다도 높은

수익률을 달성

유럽 PEF의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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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 영국영국 PEF PEF 시장의시장의 특징특징

영국에서 buyout펀드의 성장은 투자자에게 높은 투자수익을 제공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회, 

기업, 경영진, 종업원 모두에게 좀 더 효율적인 방향으로 기업을 운영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였으며, 미국식의 주주 중심의 자본주의가 뿌리내리게 하는 계기를 마련

영국의 경우, 초기부터 미국 투자자들의 buyout펀드 투자 비중이 높아 자금조달이 원활하였고, 

공개된 기업의 인수에도 제한이 없어 투자대상 기업이 상대적으로 많았으며, 주식시장이 잘

발달하여 투자이후 회수가 원활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다는 점이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

유럽 국가별 Buyout Value/GD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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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 . PEFPEF가가 경제에경제에 미치는미치는 역할역할 –– 영국의영국의 사례사례

British Venture Capital Association(벤처캐피탈협회, 이하 BVCA)는 PEF 투자기업에

대한 설문조사(213개 기업)를 통하여 이들 기업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

영국 벤처캐피탈 협회(BVCA)

- 1984년 설립당시 50개도 안되는 회원사에서 479개 기업에 투자하였고 전체

투자금액도 ￡1.9억에 불과

- ’02년 현재 회원사 수는 164개로 증가하였고, 투자대상 기업과 규모도 각각 1,459개,
￡55억 (이중 영국 기업은 1,196개, ￡45억)으로 증가

※Source:AM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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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 . PEFPEF가가 경제에경제에 미치는미치는 역할역할 –– 고용창출고용창출

1997년 4월부터 2002년 3월까지 약 4년반 동안 PEF 투자기업의 직원 수가 연19% 증가

(동기간 FTSE 100 기업과 FTSE Mid-250 기업의 직원수 증가율인 6%와 9%를 크게 앞지름)

이러한 직원수의 증가가 타기업의 인수 또는 합병에 의해서가 아니고 필요에 의한 자연스러운

증가였다고 대답한 회사가 전체 응답회사의 83%에 달함

영국에서 PEF 투자기업의 직원수는 270만명으로 전체 민간기업 직원수의 18%를 차지

※ 영국의 FTSE 100지수는 시가총액 상위 100개기업에 대한 주가지수로서 전체 시가총액의 80%를

나타내고, FTSE Mid 250은 FTSE 100에 포함되지 않는 250개 중소기업으로 구성되어 전체 시가총액

의 18%를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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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 . PEFPEF가가 경제에경제에 미치는미치는 역할역할 –– 매출증대매출증대

’02년 3월까지 이전 5년간 PEF 투자기업의 매출 성장률은 연21%에 달해 FTSE 100 

기업의 10%나 FTSE Mid-250의 14%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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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 . PEFPEF가가 경제에경제에 미치는미치는 역할역할 –– 주주구성의주주구성의 효율화효율화

PEF 투자기업의 경우 우리사주제도를 지원하는 회사의 비중이 펀드에서 투자하기

이전에는 31%에 불과하였으나, 투자 이후 72%로 증가

또한 우리사주를 보유하고 있는 직원수의 비중도 PEF 투자를 계기로 10%에서 29%로

증가

응답회사의 44%는 이러한 소유구조 변화가 기업의 효율적인 경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답하였으며

37%는 기업이 혁신할 수 있도록 보다 자유롭게 환경이 개선되었다고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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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 . PEFPEF가가 경제에경제에 미치는미치는 역할역할 –– 회사운영의회사운영의 효율화효율화

PEF는 지분참여 이외에 투자 대상기업의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도 많은 기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남

전체 응답회사의 76%가 PEF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특히 PEF 

투자회사의 전략수립, 재무분야의 자문, 대외적인 계약체결 부문에 관해서는 전체

응답회사의 50%가 PEF의 기여도가 높다고 응답

또한 응답회사의 81%는 PEF가 없었더라면 자신의 회사가 퇴출되거나, 지금처럼 성장하지

못하였을것이라고응답



2002년 9월

Ⅲ. 국내 투자사례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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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 팬택앤큐리텔팬택앤큐리텔 –– 국내국내 PEF PEF 사례사례

딜개요

지난 1984년 하이닉스반도체(구 현대전자)의 통신부문으로 출발해 설립된 휴대폰

전문개발업체로, 2001년 5월 현대큐리텔로 사명을 변경하고 분사

무선단말기 분야에서 기술력을 인정 받고 있었지만 내수시장에서 4%대의 낮은

시장점유율로 사실상 내수시장을 포기하고 수출에 의존하며 명맥을 유지하는 등 고전, 

더욱이 모기업인 하이닉스반도체의 부실로 인해 금융거래 등을 할 수없는 어려운상황

2001년 11월 Strategic Investor인 국내 팬택의 대주주 및 Financial Investor인 국내

K사는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일본의 도시바나 이스라엘의 다이텔레콤 같은 경쟁자를

물리치고 2001년 11월 현대큐리텔 지분 80%를 인수함.

팬택과의 계열관계 형성으로 이원적 통합 경영방식을 적용해 중복비용을 줄이고 부품

공동 구매를 통한 비용 절감, 생산기술 및 품질관리 Knowhow 공유 등 시너지 효과를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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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 팬택앤큐리텔팬택앤큐리텔 -- 국내국내 PEF PEF 사례사례

성과

인수 후 10개월만인 2002년 10월 내수시장에 재진입하여 내수시장 진출 불과 6개월만에

시장점유율 10%을 상회하면서 삼성전자, LG전자에 이어 3위를 유지하였으며, 첨단

카메라폰 시장에서는 휴대폰 소비자들의 욕구를 정확히 포착한 제품 출시로 삼성전자에

이어 점유율 2위를 기록할 정도로 빠른 성장세를나타냄.

2002년 매출 7300억원, 영업이익 487억2700만원, 순이익 437억7000만원으로 창립 후

최대실적을 올렸으며, 2003년 상반기에는 매출액이 2002년 같은 기간의 2178억원에서

123% 늘어난 4855억원, 영업이익은 96.% 증가한 209억원, 순이익도 22% 늘어난

123억원을 기록함

2003년 9월 17일 증권거래소에 상장(공모금액 1,092억원, 주당 공모가격

@2,600원)되었으며, 참여하였던 기업구조조정 기업은 지분 매각을 통해 투자한 지 2년

만에 IRR 170% 이상의 투자 성과를 거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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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 팬택앤큐리텔팬택앤큐리텔 -- 국내국내 PEF PEF 사례사례

시사점 – S/I, F/I, 회사, 종업원 모두가 Winner

S/I(Strategic Investor)는 투자수익은 물론이고 이원적 통합 경영방식을 적용해

중복비용을 줄이고 부품 공동 구매를 통한 비용 절감, 생산기술 및 품질관리 Know-how 

공유 등 시너지 효과를 창출

F/I(Financial Investor)는 기업구조조정조합의 결성을 통해 불과 2년 사이 높은 투자수익

향유

회사는 취약한 내수매출기반, 모회사의 재정난에 휩쓸려 금융거래가 어려웠던 위기에서

벗어나 재도약의 기회를 맞았음은 물론 IPO를 통해 대폭적인 투자재원 확충이 가능해짐.

종업원은 피 인수시 우리사주형태의 지분(약 20%) 인수에 참여, 주인의식 고취 및

IPO이후 높은 투자수익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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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 해태제과해태제과 –– 외국계외국계 PEF PEF 참여사례참여사례

딜개요

2001년 9월 CVC Asia Pacific Limited, UBS Capital Asia Pacific Limited, JP Morgan 

Partners Asia Limited 등 3개 해외 유명PEF 컨소시엄이 벨기에소재 SPC를 활용

법정관리중인 해태제과의 제과부문사업 및 자산 일체를 영업양수

인수에 필요한 자금의 상당부분을 국내외 금융 기관들의 신디케이트론을 통해 조달한

차입 매수 (LBO) 방식의 대표적 사례

제과사업부문

-건과/유제품/냉동식품

제과사업부문

-건과/유제품/냉동식품

Korea Confectionery
Holdings NV
(벨기에소재)

영업양수도 출자

하이콘테크㈜
- 구, 해태제과 해태제과식품제조(주) 주주- 해외PEF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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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 해태제과해태제과 –– 외국계외국계 PEF PEF 참여사례참여사례

투자성과

해외 PEF컨소시엄은 해태제과라는 이름을 승계하고 새 사장에 마케팅전문가인 차석용 전

P&G 한국 총괄 사장을 선임

2001년 10월 제과전문 기업으로 새롭게 출범한 후 부실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주변

사업들을 대대적으로 정리해 제과와 아이스크림사업에 역량을 모으고 새롭게 브랜드

매니지먼트 제도와 주5일 근무제, 연봉제, 직급 단순화와 함께 윤리경영체제 확립, 

공장가동률 증대, 물류개혁 등 제도개혁과 스탁옵션제도입

2003 회계연도(2002년7월1일~2003년6월30일)의 경영실적을 결산한 결과 매출과

영업이익은 각각 6,128억원과 554억원으로 전년대비 7%, 30% 상승했으며 순이익은

74%증가한 158억원을 달성함.

2004년 10월 국내 크라운제과 컨소시엄을 통해 매각계약을 체결, 투자 후 3년 만에 약

300% 내외의 투자수익 달성이 예상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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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 해태제과해태제과 –– 외국계외국계 PEF PEF 참여사례참여사례

시사점 – 선진 LBO방식을 이용 레버리지 효과 극대화

그룹의 유동성 위기에 따라 법정관리하에 있던 해태제과의 시장에서의 선도적인 위치, 

회사가 보유한 브랜드 파워 및 기 보유중인 전국적 유통망으로 신규투자 등에 따른 추가

자금 부담이 없었고, 국내 동업계내 기업들의 경우 공정거래법상의 규제 또는 취약한

자금력으로 인해 선뜻인수에 나서지 못하고 있는 중해외 PEF의 표적이 됨.

해외 PEF는 초기의 높은 인수자금의 부담을 이미 해외에서는 보편화 되어있는 LBO 

방식을 통해 국내 금융기관 등을 활용함으로써 국내 여타 경쟁자를 따돌릴 수 있었음. 

이후 전문 경영인의 영입과 조직슬림화 및 단순화를 통해 핵심역량을 집중해 수익성

위주의 경영으로 단기간 높은투자 수익을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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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3. (주주))SK SK –– 해외해외 PEFPEF의의 적대적적대적 M&AM&A시도시도

딜개요

SK글로벌 분식회계와 오너 회장의 구속 등으로 혼란에 빠져있던 2003년 4월3일

'크레스트 씨큐러티즈'라는 낯선 이름의 외국계 펀드가 SK의 지분 8.64%를 매입했다고

공시

당시만 해도 이 낯선 펀드를 눈여겨 본 사람은 많지 않았으나 크레스트는 SK에 대한

지분율을 순식간에 14.99%까지 끌어올리며 SK C&C를 제치고 최대주주로 급부상

급기야 경영권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을 느낀 오너 일가가 경영일선 퇴진과

사외이사 비율 70%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획기적인 지배구조개선안을 내 놓으며

정면돌파를시도, SK는 결국 정기주총의 표대결에서 승리

SK와 치열한 경영권 다툼을 벌였던 소버린 자산운용이 2004년 10월 들어 또다시 최

회장의 퇴진을 위한임시주총 소집을 요구하고 나서면서 SK의 경영권 다툼 재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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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주))SK SK –– 해외해외 PEFPEF의의 적대적적대적 M&AM&A시도시도

시사점 – 지배구조 개선, 주주중시 경영유도, 내재가치 재평가의 계기

분식회계와 이에 따른 오너의 구속 등으로 혼란에 빠져있던 거대 SK그룹이 해외 PEF의

표적이 됨.

해외PEF의 공격을 계기로 사외이사 비중의 확대(50%에서 70%로), 사외이사 후보 추천

자문단 등 사외이사 독립성 제고를 위해 추천절차의 개선 및 투명경영위원회 설치 등, 

이사회 독립성 및 통제기능 강화를 통해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M&A 시도를 계기로 시장에서는 해당기업의 가치를 재평가하는 계기가 되었고, 투명경영, 

효율경영, 주주중시 경영의 실천으로 주가 레벨업으로 이어짐.

소버린은 작년 4월 약1,768억원을 투자해 SK㈜ 주식 1,902만8,000주(14.99%)를 확보한

후 1년 6개월 여 만에 1조원 이상의 시세차익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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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향후 기대되는기대되는 PEFPEF의의 역할역할

구 분 PEF의 역할

기 업
• 지배구조의 개선
• 주주 중시 경영, 경영효율성 제고
• 상시 구조조정체제 확립

종업원
경영진

• 효율적 구조조정으로 인한 장기적 고용증대 효과 유도
• 동기부여를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제도 도입
• 전문 경영인 체제 확립

투자자
• 장기성의 고수익 추구형 투자상품 제공
• 경영권에 대한 투자기회의 제공
• 향후 소액 투자자에게도 Fund of Fund 등을 통한 투자기회 제공

사 회

• 국내 자본에 의한 구조조정시장의 활성화 유도
• 상시 구조조정에 따른 기업의 경쟁력 강화로 사회적 비용 감소
• 부동자금 흡수에 따른 시중자금의 선순환을 촉진(유휴자금 생산성 제고)
• 자산운용산업 발전 유도
• 국내 자본시장 선진화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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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rae Asset 안내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45-1 미래에셋빌딩

http://www.miraeasset.com

대표전화 : 3774-1500

미래에셋사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