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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성장금융은 FoFs 운용전문기관으로서,  

건강한 기업 성장 생태계 마련을 위한 모펀드를 기획, 운용, 관리하며  

우수한 GP에게 자펀드 운용을 위탁하여 시장 친화적인 방법으로  

모험자본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 FoFs(Fund of Funds) : 펀드(자펀드)에 투자하는 펀드(모펀드)

대한민국 대표 모험자본

한국성장금융

한국산업은행
성장금융사모 

투자합자회사

한국증권금융 중소기업은행

재단법인 

은행권청년창업재단

주주구성

연혁

한국성장금융은 “창업-성장-회수·재도전”으로 이어지는 건강한 기업 성장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2016년 2월에 설립되었습니다. 그동안 한국성장금융은 ‘건강한 기업 성장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다양한 모펀드를 결성하고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영역에 선제적으로 투자자금을 공급하여  

대한민국 대표 모험자본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앞으로도 한국성장금융은 시장에서 쌓아온 신뢰와  

시장과의 소통을 기반으로 기업의 스케일업 지원 및 회수 재도전 분야의 마중물 역할을 강화하여, 

건강한 기업성장 생태계 조성을 위한 모험자본으로서의 중심적 역할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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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성과

한국성장금융은 7.2조의 모펀드를 통해 모험자본시장에 내재된 시장실패적 요소를 보완하여 

총 34조원 규모의 자펀드를 조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한국성장금융은 모험자본의 구심점으로서

다양한 민간 및 정책자본의 출연을 견인하여 대한민국 대표 모험자본의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운용 규모 

투자기업 현황 [2022년 06월 말 누적 기준]

[2022년 06월 말 누적 기준]

[ 운용 모펀드 규모 ] [ 운용 자펀드 규모 ]

투자 기업 수

2,990+

[ 운용펀드 출자기관 수 ]

2019 2019

2020 2020

2021 2021

2022.6 2022.6

[ 관리 자펀드 수 ]

ICT 제조 1.7조원 8%

전기/기계/장비 1.9조원 8%

화학/소재 1.6조원 7%

영상/공연/음반 0.4조원 2%

게임 0.3조원 2%

유통/서비스 3.8조원 16%

기타 5.3조원 23%

바이오/의료 3.4조원 15%

ICT 서비스 4.6조원 20%

창업 - 1.7조원

7%

성장 - 18.0조원

71%

회수 및 재도전 - 3.4조원

12%

Key Figures

2020 20202021 20212022.6 2022.6

금액

연도 연도

금액7.2조원

4.8조원

3.5조원

34.0조원
31.6조원

22.7조원

15.7조원

6.5조원

33개

41개

42개

31개 163개

232개

347개

375개



투자자 투자자 투자자

FoFs(Fund of Funds) 구조

운용

전문 GP
자펀드 자펀드

프로젝트블라인드

자펀드

LP지분 인수

직접투자

What is FoFs?
FoFs(Fund of Funds) : 펀드에 투자하는 펀드

산업, 금융계에 분산되어 있는 자본의 출자를 통해 대규모 모펀드를 조성, 관리하여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자펀드에 자금을 배분하여 기업 성장을 지원합니다.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보유하여 리스크 대비 높은 수익 기회를 창출하고  

우수한 GP에게는 원활한 펀드 결성을 도와 투자 전문성을 적극 발휘할 수 있게 합니다.

기업 기업 기업투자자

운용

한국성장금융

출자

매칭 LP
(민간자본 등)

자산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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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펀드
(Fund of Funds)

Strategy of FoFs

블라인드 펀드 출자 

운용사(GP)에서 펀드의 투자분야 및 펀드규모(결성액)을 정하고, 결성된 자금을 활용하여  

투자분야에 맞는 기업들에 투자 

운용사(GP)에서 펀드의 투자분야 및 펀드규모(결성액)을 정하고, 결성된 자금을 활용하여 투자분야에 맞는 기업들에  

투자하는 전략으로, 향후 시장의 환경 변화에 보다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FoFs의 대표적 투자 전략입니다.

 프로젝트 펀드 출자

운용사(GP)에서 투자하고자 하는 대상기업 및 투자조건 등을 정하고 그에 따라 투자 규모 등을 정하여  

펀드를 조성하여 투자

운용사(GP)에서 투자하고자 하는 대상기업 및 투자조건 등을 정하고 그에 따라 투자 규모 등을 정하여  

펀드를 조성하여 투자하는 전략으로, 우량한 투자기회를 선별하여 수익성을 제고할 수 있습니다.

LP지분 인수

펀드 출자지분 직접 인수

이미 결성되어 투자가 이루어진 펀드의 투자자(출자자) 지분을 인수함으로써, 투자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회수 기간은 

단축하여 높은 수익률을 추구하는 전략입니다. 특히, VC/PE 시장 출자자들에게 보다 다양한 회수 기회를 제공하여  

회수시장을 활성화 시키고, 이를 통해 모험 자본 시장 참여자를 확대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매칭 투자

기관투자자와의 매칭 방식으로 기업에 직접 투자

FoFs 사업을 통해 확보한 우수한 GP 네트워크로부터 얻은 다양한 투자 정보를 바탕으로 수익성이 높은  

우수한 투자기회를 발굴하여 기업에 직접 투자하는 전략입니다. 주로 자펀드 GP와의 공동 투자 형태로 진행되며,  

투자 대상 기업과 모펀드 출자자 간 사업 연계 지원도 가능합니다.



Business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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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 펀드 요약

펀드명 출자기관 운용 방향 모펀드

기술혁신전문펀드 중소기업은행, 신한은행
중소·중견기업의 기술혁신(R&D)  

활동 지원
2,800억원

기업구조혁신펀드 정책금융기관, 한국자산관리공사, 시중은행, 한국성장금융 자본시장 중심의 기업구조혁신 지원 1.48조원

뉴딜산업스케일업펀드 한국산업은행, 산은캐피탈 한국판 뉴딜 성공적 지원 9,600억원

반도체성장펀드 

시스템반도체상생펀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반도체 산업 생태계 강화 750억원

시스템 반도체 산업의 육성 지원 800억원

사회투자펀드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사회적 기업의 자립과 성장 75억원

KB금융공익재단, KB자산운용 소셜가치를 창출하는 임팩트 투자 750억원

성장사다리펀드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은행권청년창업재단 건강한 기업 성장 생태계 조성 1.85조원

성장지원펀드 한국산업은행, 산은캐피탈 혁신기업의 성장자금 공급 3,200억원

소재부품장비혁신펀드 한국산업은행, 산은캐피탈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육성 지원 4,400억원

은행권일자리펀드 은행권청년창업재단, 중소기업은행 기업의 고용 창출과 지속성장 3,200억원

이차전지성장펀드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SK온
국내 이차전지 산업의 경쟁력 향상과  

기술혁신 지원
201억원

자본시장 스케일업펀드
한국거래소, 한국증권금융, 한국예탁결제원, 

금융투자협회, 코스콤 등

혁신·중소기업의 성장 지원과  

코넥스 시장 등 자본시장 활성화
1,000억원

코스닥 스케일업펀드
한국거래소, 한국증권금융, 한국예탁결제원,  

금융투자협회, 코스콤
코스닥 시장 경쟁력 강화 1,000억원

포스코신성장펀드 포스코, 포스코기술투자 포스코 신성장 동력 발굴 지원 801억원

핀테크혁신펀드
시중은행(국민, 농협, 신한, 우리, 하나), 

은행권청년창업재단, 지방은행(부산, 경남, 대구), 코스콤
핀테크 산업 활성화 1,200억원

하나뉴딜국가대표성장펀드 하나은행, 하나금융투자, 하나캐피탈 한국판 뉴딜정책 지원 1,000억원

현대차그룹미래차성장펀드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현대모비스 국내 미래차 사업 경쟁력 강화 300억원

GIFT펀드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신한은행, 신한캐피탈,  

중소기업은행, IBK투자증권
기술혁신형 기업 육성 및 기술간 융합 1,201억원

IBK뉴딜펀드 중소기업은행, IBK캐피탈 IBK 뉴딜 5대과제 중점 지원 4,000억원

IBK혁신솔루션펀드 중소기업은행, IBK투자증권 기업의 생애주기 전반에 걸친 금융 지원 2,500억원

K-Growth 세컨더리펀드 NH투자증권, 우리은행 등 모험자본의 선순환 구조 활성화 405억원

KSM펀드 
한국거래소, 중기특화증권사 5개사 (IBK투자증권,  

유안타증권,유진투자증권, 코리아에셋투자증권, 키움증권)
크라우드펀딩 및 KSM 활성화 30억원

기술혁신전문펀드

반도체성장펀드 
시스템반도체상생펀드

성장사다리
펀드

이차전지 
성장펀드

핀테크
혁신펀드

포스코 
신성장펀드

GIFT펀드

KSM펀드 

소재부품장비혁신펀드

자본시장 스케일업펀드

IBK혁신솔루션펀드

하나뉴딜국가대표성장펀드

기업구조혁신펀드

사회투자펀드

은행권일자리펀드

코스닥 스케일업펀드

현대차그룹미래차성장펀드

K-Growth 세컨더리펀드

뉴딜산업

스케일업펀드

성장지원
펀드

IBK
뉴딜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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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chnology Innovation Fund

기술혁신전문펀드

   기업의 다양한 기술혁신(R&D) 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합니다.

민간 금융투자와 기업의 기술혁신(R&D)이 융합

기술혁신전문펀드(TIF)는 순수 민간 재원으로만 조성되어 기업의 기술혁신(R&D) 활동에  

중점적으로 투자되는 최초의 펀드입니다.

중소·중견기업의 R&D 용도에 2,800억원 규모의 앵커자금 공급

3년간 시장자금 매칭을 포함하여 총 5,000억원 규모의 자금을 중소·중견기업의 R&D 용도에 투자하여,  

국내 기업들의 기술 경쟁력 강화에 기여합니다.

Corporate Restructuring Fund

기업구조혁신펀드

   어려울 때 힘이 되는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자본시장을 통한 시장 친화적 기업구조조정 방식 도입

기업구조혁신펀드는 채권금융기관 중심에서 자본시장 중심의 기업구조혁신 지원을 위해 1.48조원 규모의 모펀드를 마련하고  

약 3조원 규모의 자펀드를 결성할 계획입니다. 기업구조혁신펀드의 운용 인력들은 성장사다리펀드의 운용 경험과 구조조정에  

직접 참여한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축적된 FoFs 전문 운용 노하우를 바탕으로 민간 모험자본의 참여를 적극 유도해, 

기업구조조정시장의 마중물을 충분하게 공급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관정책기관 및 금융기관들과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어려움에 처한 기업이 구조혁신에 성공해 

제2의 도약을 할 수 있는 사례를 만들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금융기관, 한국자산관리공사, 

시중은행(국민, 농협, 신한, 우리, 하나) 등

출자기관

1.48조원

모펀드 규모

중소기업은행, 신한은행 등

출자기관

2,800억원

모펀드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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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Deal Industry Scale-up Fund

뉴딜산업스케일업펀드

   한국판 뉴딜의 성공을 지원합니다.

한국판 뉴딜과 정책형 뉴딜펀드의 성공 지원

자펀드투자 재원으로 구성된 Fund of Funds를 단계적으로 조성, 디지털·그린 뉴딜 관련 기업·인프라 등에  

5년간 총 20조원을 공급합니다.

뉴딜 전분야에 원활한 성장자금 공급지원 및 민간자금 투자 촉진

자펀드 조성의 마중물 역할 수행 및 다양한 인센티브 확대를 통해 뉴딜산업 내 자금 투입을 지원합니다.

Semiconductor Growth Fund/System Semiconductor Win-Win Fund

반도체성장펀드/시스템반도체상생펀드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생태계 강화를 지원합니다.

반도체 관련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집중 투자

반도체성장펀드는 중소·중견 기업 위주로 구성된 반도체 전·후방 Value-Chain에 집중적으로 투자함으로써,  

국내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목적으로 조성된 펀드입니다. 글로벌 경쟁력을 보유한 국내 반도체 대기업들이  

국내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모험자본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시스템반도체설계기업에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집중 투자

시스템반도체상생펀드는 국내 중소·중견 시스템반도체 설계기업에 적시에 집중적으로 투자함으로써,  

국내 메모리반도체 산업 경쟁력을 시스템반도체 산업으로 확장하기 위해 조성된 펀드입니다. 

한국산업은행, 산은캐피탈 등

출자기관

9,600억원

모펀드 규모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출자기관

750억원

모펀드 규모

800억원(시스템 반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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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투자펀드(한국소셜펀드, KB사회투자펀드)

K-Social Impact Fund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경제 활동을 지원하고, 임팩트 투자의 기반을 조성합니다.

사회적기업의 자립과 성장을 돕는 투자 영역으로 확장

사회투자펀드는 사회공헌 활동의 시계(視界)를 기존 일회적·시혜적 기부 방식에서 투자 방식으로 확장시키는 펀드입니다.

공공성 기관이 선도적으로 펀드에 출자하고 성공사례를 창출하여, 민간자본이 적극 참여하는 임팩트 투자의 기반을 조성합니다.

사회 문제 해소와 함께 사회적 가치의 Scale-up 효과 도모

사회투자펀드는 기업의 성장을 통해 사회 문제를 해소하는 제품·서비스의 생산과 고용 창출 규모를 확장하는  

사회적 가치의 Scale-up 효과를 도모합니다. 자본시장의 풍부한 투자자금이 사회 공헌의 차원을 넘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새로운 기술과 산업에 관심을 갖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Growth Ladder Fund

성장사다리펀드

   건강한 기업 성장 생태계 조성에 기여합니다.

성장사다리펀드는 건강한 기업 성장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2013년에 출범한 대한민국 대표 모험자본으로 Fund of Funds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출범 이후 현재까지 총 15조원의 자펀드를 조성하여 2,949개 기업에 투자하였으며 투자한 기업의 88%가 창업 초기 또는  

중소기업으로 성장사다리펀드는 자금이 꼭 필요한 기업의 Death Valley를 효율적으로 극복하는 마중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였습니다. 

나아가 성장사다리펀드는 회수자금 등의 재투자 재원을 이용하여 민간의 협력을 이끌어내고 기업의 Scale-up 지원을 본격화할 것입니다.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은행권청년창업재단 등

출자기관

1.85조원

모펀드 규모

창
업

· 스타트업펀드 - 창업 초기기업 투자

· Follow-on펀드 - 연속적인 성장 자금 공급

· K-크라우드펀드 - 크라우드 펀딩 기업 투자

· 재기지원펀드 - 워크아웃 기업 재기 지원

· 코넥스펀드 - 코넥스 상장 기업 투자

· LP지분 세컨더리펀드 - 펀드 출자지분 거래

회
수

· 기술금융펀드 - 기술평가 기업 투자

· 성장전략M&A펀드 - M&A 지원

· K-Growth펀드 - 해외진출 지원

성
장

성장 단계별 주요 자펀드

START

창업

성장

회수

출자기관

  75억원

모펀드 규모

KB금융공익재단, KB자산운용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750억원



성장지원펀드
Growth Support Fund

   민간 중심의 모험자본을 통한 혁신기업의 성장자금을 지원합니다.

혁신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으로 벤처생태계 선순환 구조 마련

성장지원펀드는 정부가 발표한 혁신창업생태계 조성방안에 따라 한국산업은행, 산은캐피탈 등 

공동출자자와 함께 3년간 총 8조원 규모로 운용합니다. 혁신 중소, 중견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모험자본으로서 

초기 이후 성장 및 회수 단계의 기업에 중점적으로 자금을 지원합니다.

민간 중심의 모험자본을 통해 벤처 생태계의 자율성 및 창의성 제고

성장지원펀드는 민간 중심의 창의적인 모험투자를 추구합니다. 펀드 규모, 운용 전략 등 자펀드 운용사의 자율성을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다양한 인센티브를 통해 민간 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1716

Materials, Parts and Equipment Innovation Fund

소재부품장비혁신펀드

     글로벌 무역 환경의 변화로 높은 대외의존형 산업구조 탈피가 필요한 국내 소재·부품·장비  

기업의 혁신성장을 지원하여 산업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는 펀드입니다. 

우수 소재·부품·장비 기업 성장을 통한 국내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성장 기반 확대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

소재부품장비혁신펀드는 국내 투자를 통한 산업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총 9,000억원 이상의 자펀드를 조성하여  

투자자금을 지원합니다. 

소재·부품·장비 기업의 성장과 기업가치 제고 지원

소재부품장비혁신펀드는 국내 소재·부품·장비 관련 기업에 투자하는 펀드를 조성함으로써 소재·부품·장비 기업의 성장과  

기업가치 제고를 지원합니다. 

한국산업은행, 산은캐피탈 등

출자기관

4,400억원

모펀드 규모

한국산업은행, 산은캐피탈 등

출자기관

3,200억원

모펀드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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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일자리펀드
Job Creation Fund

   은행권과의 협업을 통해 일자리창출에 기여하는 기업의 성장을 지원합니다.

고용 창출 효과가 기대되는 기업의 성장자금 조달

은행권일자리펀드는 중소기업 등 투자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은행권이 은행권청년창업재단을 통해  

3년간 총 3,2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합니다. 더불어, 한국성장금융은 일자리 창출이 기대되는 기업의 고용 확대 및  

고용시장 활성화를 위해 1조원 이상의 자펀드를 조성하여 국내 일자리를 창출하는 중소·중견기업 등에 투자 자금을 지원합니다.

기업의 고용 창출 및 지속성장을 위한 은행권과의 협업 프로그램

은행권일자리펀드는 운용사와 협업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은행권 및 은행권청년창업재단이 발굴·육성한 기업에 대해 투자하여  

기업의 고용 창출 및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합니다.

이차전지성장펀드
 Second Battery Growth Fund

   신성장 미래 먹거리 분야인 ESS, 이차전지 산업의 성장을 지원합니다.

미래 유망산업 ESS·이차전지 관련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집중 투자

이차전지성장펀드는 중소·중견 기업 위주로 구성된 ESS·이차전지 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함으로써,

ESS·이차전지 산업의 기술 주도 및 선점을 위한 R&D 투자를 지원할 목적으로 조성된 펀드입니다. 

글로벌 경쟁력을 보유한 대기업 배터리 3사가 국내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모험자본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기술혁신전문펀드와 함께 500억원 규모의 앵커자금 공급

산업기술 자금 전담은행이 출자하여 중소·중견기업의 R&D 용도로 투자하는 기술혁신전문펀드 300억원을 포함하여,  

총 500억원의 규모를 ESS·이차전지 기업에 투자하며, 민간자금과 함께 1,800억원 이상의 펀드를 조성하여  

ESS·이차전지 관련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성장을 지원합니다.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SK온 등

출자기관

200억원

모펀드 규모

은행권청년창업재단, 중소기업은행 등

출자기관

3,200억원

모펀드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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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ital Market Scale-up Fund

자본시장 스케일업펀드 코스닥스케일업펀드
KOSDAQ Scale-up Fund

   혁신·중소기업에 대한 성장(Scale-up) 자금 공급을 통해 코스닥 시장 활성화를 지원합니다.   자본시장을 통한 혁신·중소기업 성장지원과 코넥스 시장 등 정체된 자본시장의 활성화를 지원합니다.

코스닥 기업에 대한 성장 자금 지원을 통한 코스닥 시장의 경쟁력 제고

코스닥스케일업펀드는 혁신·중소기업의 자금 조달 및 회수를 위한 전용시장인 코스닥 시장의 활성화를 지원하는 목적으로 조성된  

펀드입니다. 코스닥 기업의 성장 자금을 원활히 공급하고 우수한 혁신기업이 지속적으로 코스닥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을 기대합니다.

코스닥에 상장된 우수한 혁신기업의 질적 성장 유도

코스닥스케일업펀드는 위험감내능력이 있는 기관투자자들이 모험자본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사업확장, 해외 진출, M&A 등을 통한  

코스닥 상장기업의 질적 성장을 유도합니다.

우수한 중소 기업을 코넥스 시장으로 유도하여 정체된 코넥스 시장 활성화 

자본시장스케일업펀드는 위축된 코넥스시장이 중소기업과 자본시장을 연결하는 핵심 플랫폼으로서 본연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우수한 혁신·중소기업의 코넥스 상장을 유도하고 상대적으로 정체되었던 자본시장에 대한 투자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코넥스 상장기업 스케일업 및 코스닥 이전 상장 지원

코넥스 시장에 상장된 우수한 혁신·중소기업에 성장 자금을 공급하여 기업과 시장의 동반 성장을 지원하며 코넥스 시장을 통해  

성장한 기업을 코스닥으로 이전할 수 있게 지원하여 궁극적으로는 대한민국 자본시장의 성장을 도모합니다.

한국거래소, 한국증권금융, 

한국 예탁결제원, 금융투자협회, 코스콤 등

출자기관

1,000억원

모펀드 규모

한국거래소, 한국증권금융, 한국 예탁결제원,  

금융투자협회, 코스콤 등

출자기관

1,000억원

모펀드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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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CO New Growth Fund

포스코신성장펀드

   포스코그룹의 신성장 동력 발굴을 효과적으로 지원합니다.

프로젝트펀드를 통해 포스코그룹의 신성장 동력 발굴 지원

포스코의 신규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포스코그룹 계열사들이 출자하여 조성된 펀드입니다.

에너지저장소재 등 포스코그룹과 시너지가 기대되는 분야에 투자

포스코신성장펀드는 국내 최초 프로젝트펀드 투자 전용 모펀드로, 이차전지, 차세대전지, 배터리 리사이클링 분야 등  

포스코그룹의 신성장 동력과 연관된 분야에 투자합니다.

핀테크혁신펀드
Fintech Innovation Fund

   핀테크기업 투자를 통해 핀테크 및 혁신기업 투자생태계를 육성합니다.

핀테크 및 혁신기업에 성장사다리펀드와 함께 1,500억원 규모의 앵커자금 공급

4년간 시장자금 매칭을 포함하여 총 3,000억원 규모의 자금을 핀테크/혁신기업에 투자합니다.  

특히, 송금/결제/P2P/RA/블록체인/금융플랫폼/보안/인증 등 핀테크 세부영역뿐만 아니라,  

AI, Big Data 등 기술기반 기업 투자로 새로운 핀테크 BM을 창출합니다. 

투자 全과정에서 참여기관 및 핀테크 생태계와의 연계를 강화 

주요 금융지주의 핀테크/혁신 Hub 역할을 담당하는 소속 Lab과 적극 협력하며,  

연계 강화를 통한 새로운 핀테크 BM창출을 유도합니다.

시중은행(국민, 농협, 신한, 우리, 하나), 

 은행권청년창업재단, 코스콤, 지방은행(부산, 경남, 대구) 등

출자기관

1,200억원

모펀드 규모

포스코, 포스코기술투자 등

출자기관

801억원

모펀드 규모



Hana-New Deal K-Growth Fund

하나뉴딜 국가대표성장펀드

   한국판 뉴딜의 성공을 지원하고 뉴딜분야 혁신기업을 육성합니다.

정책형 뉴딜펀드와 공동출자를 통한 뉴딜분야 자금 공급

하나뉴딜국가대표성장펀드는 한국판 뉴딜의 성공을 위해 정책형 뉴딜펀드 하위펀드에 5년간 공동출자하여 자금을 공급합니다.

한국판 뉴딜 혁신기업 육성

하나뉴딜국가대표성장펀드는 정책형 뉴딜펀드와 공동출자를 통해 뉴딜분야 혁신기업을 육성합니다.

Hyundai Motor Group Future Car Growth Fund

현대차그룹 미래차성장펀드

   한국판 뉴딜의 성공을 지원하고 미래차 혁신 기업을 육성합니다.

미래차, 그린모빌리티 분야 중소·중견기업에 집중 투자

현대차그룹미래차성장펀드는 정책형 뉴딜펀드와 공동 출자를 통해,  

차세대 동력장치, 에너지저장, 자율주행 등 미래차 기업 및 해당분야로 전환 계획이 있는 기업에 투자합니다.

수소·전기차 충전 인프라에 투자

현대차그룹미래차성장펀드는 정책형 뉴딜펀드와 공동 출자를 통해, 

수소·전기차 충전 인프라 관련 사업에 투자하고 미래 친환경차 인프라 확대를 지원합니다.

2524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현대모비스 등

출자기관

300억원

모펀드 규모

하나은행, 하나금융투자, 하나캐피탈 등

출자기관

1,000억원

모펀드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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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vernmental Industrial Fund for new Technology & commercialization

GIFT펀드

   Buy R&D·M&A 및 우수 신기술 사업화 활성화를 주도합니다.

개방형 혁신성장 기업의 산업기술혁신 활동에 필요한 자금의 원활한 공급

GIFT펀드는 공공자금과 민간자금이 공동으로 펀드를 조성하여 Buy R&D 및 우수 기술의 사업화를 추진하는  

개방형 혁신성장 기업을 지원하는 펀드입니다.

기술혁신형 기업을 발굴·육성하고 M&A를 통한 기술간 융합을 주도

GIFT펀드는 신기술 사업화 영역의 혁신성장 유망기업들에 대해 최적의 기술금융을 지원하고,  

개방형 혁신성장 분야에 대한 집중 육성을 지원합니다.

IBK New Deal Fund

IBK뉴딜펀드

   IBK뉴딜 5대 과제 관련 중소·벤처기업을 지원합니다.

정책형 뉴딜펀드와 공동출자를 통한 자금 공급

IBK뉴딜 5대 과제 관련 중소·벤처기업을 투자하는 하위펀드에 5년간 출자를 통해 자금을 공급합니다.

한국판 뉴딜  IBK 뉴딜 5대 과제에 중점적으로 투자

IBK뉴딜펀드는 DNA 생태계 강화, 비대면 산업 육성, SOC 디지털화,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 등 IBK 5대 과제를 중점 지원합니다.

중소기업은행, IBK캐피탈 등

출자기관

4,000억원

모펀드 규모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신한은행, 

신한캐피탈, 중소기업은행, IBK투자증권 등

출자기관

1,201억원

모펀드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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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 Innovation Fund

IBK혁신솔루션펀드

   혁신창업기업의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금융지원하여 IBK혁신금융을 실현합니다.    벤처펀드의 중간 회수시장 저변 확대를 통해 초기 모험투자 시장 활성화에 기여합니다.

혁신기업을 지원하여 경제 역동성을 높이는 마중물 역할

IBK혁신솔루션펀드는 3년간 2,500억원의 재원을 활용하여 혁신기업을 발굴하고 성장단계별 자금을 공급하는 펀드입니다.

IBK기업은행과의 협업솔루션을 통한 혁신금융을 선도

IBK혁신솔루션펀드는 IBK기업은행의 다양한 금융/비금융 서비스와 투자를 접목하여 혁신기업에 다양한 성장솔루션을 제공합니다.

혁신창업기업 발굴 및 지원 

IBK혁신솔루션펀드는 IBK기업은행의 창업육성프로그램인 'IBK창공'과 협업하여 혁신창업기업을 발굴하고 지원합니다.

벤처펀드 회수시장 다변화

다양한 방식의 LP지분 유동화 거래를 통해 IPO, 장외 매각에 편중된 벤처펀드 회수 시장의 유동성 제고에 기여합니다.

민간 자본의 모험 투자 시장 참여 제고

우량 자산이 편입된 VC, PE 펀드에 대한 실질 만기 단축을 통해 민간 출자자의 벤처투자 부담을 완화하고, 벤처 시장에 대한  

재투자를 촉진하여 모험자본 시장의 선순환을 지원합니다.

K-Growth Secondary Fund

K-Growth 세컨더리펀드

IBK혁신솔루션펀드, 우리은행, NH투자증권 등

출자기관

405억원

모펀드 규모

중소기업은행, IBK투자증권 등

출자기관

2,500억원

모펀드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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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Startup Market Fund

KSM펀드

   국내 기업의 크라우드 펀딩 및 KSM(KRX Startup Market) 제도 활성화를 지원합니다.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 청약 단계에 참여하여 투자

펀드가 전문투자자로서 기업의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 청약 단계에 선제적으로 참여하여 크라우드 펀딩 제도를 지원합니다.

KSM에 등록된 크라우드 펀딩 성공기업에 추가 성장자금 투자

크라우드 펀딩 성공기업의 KSM(KRX Startup Market) 등록을 통해 추가적인 성장 자금 투자유치를 지원합니다.

한국거래소, 중기특화증권사 5개사(IBK투자증권,

 유안타증권, 유진투자증권, 코리아에셋투자증권,키움증권) 등

출자기관

30억원

모펀드 규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