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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SSAGE TO STOCKHOLDERS



지난 22년간 투자 중에서도 가장 어렵다는 초기 벤처 투자를 해왔고 520개이상의 포트폴리오 기업 중에 120개의 기업을 상장시킨

경험과 고도의 기술적 분석력과 더불어 리엔지니어링 역량을 갖춘 전문 인력 그리고 국내외의 전략적 파트너쉽을 통한 폭넓은 네트워

크를 바탕으로 로벌 금융시장에서 주목받는 동북아시아 최고의 직접투자회사로 도약합니다!

존경하는 주주 여러분,

항상 아낌없는 신뢰와 격려를 보내주시는 주주 여러분들께 한국기술투자 임직원 모두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 을 드립니다.

특히, 지난해 하반기부터 이어진 코스닥 시장의 약세와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인한 세계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3년 연속

세 자리수 흑자 경 을 가능하게 했던 것은 다름아닌 주주 여러분들의 사랑과 신뢰가 뒷받침되었기 때문입니다. 당사는 지난해 여러 가

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전년 대비 108% 성장한 208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했습니다. 더 좋은 실적으로 보답하지 못한 것이 아쉬

움으로 남지만, 전년 대비 102% 증가한 556억원 규모의 매출과 195% 늘어난 221억원 규모의 업이익은 향후 지속적으로 성장 가능

한 경 환경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007 내실 경 : 1인당 업이익 1위, 당기순이익 524위

한국기술투자는 2007년 상반기에 코스닥시장 시가총액 100대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1인당 업이익 순위에서 1인당 평균 2억

5천만원으로 당당히 1위를 기록하 습니다. 이는 100대 상장기업의 1인당 업이익 평균이 2,300만원인 것과 대비하여 무려 10배가

넘는 수치를 기록한 것으로, 1년으로 보면 1인당 평균 4억3천만원의 업이익을 달성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놀라운 성과는

당사 인력의 전문성과 높은 생산성이 모두 입증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중앙일보, 경향신문 / 2007년 8월 27일) 

또한, 내실 경 의 지표가 되는 당기순이익의 경우 국내의 모든 상장기업 중에서 524위를 차지함으로써, 인원 55명 규모의 중소기업임

에도 불구하고 효율적인 경 의 측면에서는 대기업 또는 그 계열사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습니다. (매일경제 / 2008년 4월 16일)

2008 경 키워드 : 국제화 대형화 전문화

2008년도 한국기술투자는 국제화, 대형화, 전문화를 바탕으로 동북아시아 최고의 직접투자회사로 성장하기 위한 기반을 닦을 것입니다.

국제화의 경우 한국기술투자 자체의 국제화도 중요하지만, 당사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의 국제화를 위해서도 노력할 것입니다. 세계적인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여러 가지 열악한 여건으로 인해 로벌 기업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있는 국내 벤처기업 및 중소기업들이

부지기수이며, 우리는 그런 기업들이 한국기술투자의 로벌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여러 방면에서 아낌없이 지원

할 계획입니다. 그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아시아 신흥 시장을 중심으로 해외 거점을 순차적으로 확보할 예정입니다. 기 설립된 미주사무

소에 이어 2008년 1월엔 일본 동경에 현지법인(KTIC Japan)을 설립했고, 향후 북경, 대련, 홍콩, 호치민, 뭄바이, 두바이, 리야드 등지

에도 현지 법인 또는 사무소를 추가로 설립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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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화를 위해서 한국기술투자는 운용자산 규모를 대폭 확대할 계획입니다. 올해 5천억원 규모의 국제 바이아웃(Buyout) 펀드조성과 함

께 운용자산 1조 5천억원을 달성하는 것이 가장 큰 목표입니다. 공격적인 국내외 펀드 조성을 통해 대규모 자본력을 바탕으로 효과적인

투자에 임한다면, 한국기술투자가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전문화된 금융투자회사로의 위치를 확고히 하기 위해 투자 심사역을 비롯한 전문인력 스카우트 및 육성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

여, 지난 4월 인력 채용 및 평가 전담 조직인 인사위원회를 신설하 습니다. 또한, 기존에 확보된 우수한 인재들의 역량을 보다 강화하기

위한 내부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국제적 마인드 강화의 일환으로 어, 중국어, 일본어 교육은 물론이고, 전 사원의 투자 전문가화를

목표로 기업 평가 및 재무 분석 등에 관한 외부 세미나 참여 및 내부 세미나를 활성화함으로써 궁극적으로 한국기술투자 전 임원직의 전

문 역량을 한층 더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이와 더불어 인센티브제도 개선 프로젝트를 통하여, 투자 성과에 따른 합리적인 보상 시스템을

구축하여 내부 전문인력들의 사기를 한 층 높여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주주에 대한 약속

1980년대까지만 해도 돈 있고 능력 있고 인맥 좋은 사람들만 사업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사는 1986년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의 제

정에 기여하고 더불어 벤처캐피털이라는 제도를 국내에 도입함으로써, 능력과 열정이 있는 사람들이 당사와 같은 벤처캐피털로부터 자금

을 지원받아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냈습니다.

한국기술투자는 앞으로도 대기업과 벤처기업만이 존재하는 허리가 부실한 경제 구도에서 벗어날 수 있게, 매출 1조원 규모의 중견기업을

육성하는 등 균형 잡힌 경제 구조를 만들어 가는데 앞장 설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자금 지원뿐만 아니라 투자 기업의 신기술 개발 및 도

입을 통한 제품 다변화와 국내에서 벗어나 해외로의 진출을 통한 시장 다각화를 이루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한국기술투자의 전 임직원은 이러한 업활동을 바탕으로 주주 여러분의 성원에 보답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항상 주주 여러

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기술투자는 주주 여러분의 신뢰를 바탕으로 끊임없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항상 한국

기술투자와 함께 해주시는 주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변함없는 신뢰와 뜨거운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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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부러워하는화려한수식어에결코

만족하거나안주하지않겠습니다. 한국기술투자의

빛나는내일보다대한민국기업의눈부신내일을

위해뛰겠습니다. 세계금융환경의변화와경쟁에

맞서끊임없이도전하겠습니다. 

대한민국벤처캐피털의리더를넘어동북아시아

최고의직접투자회사로! 이제한국기술투자의

힘찬도약이시작됩니다. 

Never Stop!



“동북아시아 최고의 직접투자회사”를 향하여…

한국기술투자는 벤처라는 개념조차 생소하던 1986년 국내 최초로 벤처캐피털 개념을 도입한 이래, 투자자산의

90% 이상을 벤처기업에 지속적으로 투자함으로써 벤처기업의 도전과 좌절, 그리고 화려한 성공의 역사 속에서

대한민국 기업 발전의 진정한 파트너로서 자리매김 했습니다.

한국기술투자는“To help passionate, talented people create extraordinary value”를 기업의 사명으로

삼고, 유망 벤처기업을 발굴하여 직접 투자는 물론 다른 투자기관들과의 연계를 통해 추가 자금 유치를 지원하

고, 기술, 마케팅, 기업공개(IPO), 법률, 세무, PR 및 IR 등 각 분야에 걸쳐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단

순히 가치 있는 기업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투자한 기업의 가치를 높이는데 힘이 될 수 있는 벤처캐피털의 역

할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습니다.

한국기술투자는 지난 22년간 520개 이상의 기술력과 시장성 있는 국내외 벤처기업을 초기 단계부터 육성한 결

과 자화전자, 풍제지, 경인양행 등 6개 유가증권(KSE) 상장기업을 배출하 으며, NHN, 메가스터디, 엠텍비젼,

마크로젠 등 코스닥(KOSDAQ)을 대표하는 약 120개의 기업들이 공개시장에 등록되기까지 중요한 산파역을 담

당해왔습니다. 또한, 실리콘이미지(Silicon Image), 퀵턴(QuickTurn), 아이소테크니카(Isotechnika), 인피네라

(Infinera) 등 9개 업체를 나스닥(NASDAQ) 등 해외증권시장에 상장시킨 바 있습니다.

특히, 외환위기시대(IMF)의 여파로 많은 국내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던 1999년에는 기업구조조정(CRC) 및 인수

합병(M&A) 분야로 사업 역을 확대하여, 업계 최초로 2,080억원 규모의 기업구조조정펀드를 결성, 경이적인 수

익률을 기록하며 성공적으로 해산시킨 바 있습니다. 이후 현재까지 바이아웃(Buyout) 펀드를 포함하여 총 17개

의 기업구조조정펀드를 통하여 미도파, 기아특수강 등 대규모의 프로젝트도 성공적으로 수행하 습니다.

한국기술투자는 2007년 교육과학기술부가 주관하는‘제2호 과학기술사모투자전문회사(PEF)’운용사로 선정되는

등 미래의 발판을 착실히 쌓아가고 있으며, 2007년도 매출 규모 또한 전년 대비 102% 증가한 556억원, 업이

익은 195% 늘어난 221억원을 기록하 습니다. 또한, 당기순이익은 전년 대비 108% 증가한 208억원을 달성함

으로써 3년 연속 세 자릿수 흑자 경 을 실현했습니다.

최근 한국기술투자는 급변하는 국내외 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2008년도 경 키워드로 국제화, 대형

화, 전문화를 내걸고 해외 펀드 조달 및 해외 투자를 강화시키는 동시에 운용자산 규모를 1조 5천억원 규모로 대

폭 확대하고, 지속적인 전문 인력 양성 및 국내외 네트워크를 두루 갖춘 인재 입을 통해 궁극적으로‘동북아시

아 최고의 직접투자회사’로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 발 한 발 나아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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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최초의 벤처캐피털 업체 설립 (자본금 20억원)1986

대한민국 최초의 벤처투자조합 결성 (50억원)1987

대한민국 벤처캐피털 업계 최초로 코스닥(KOSDAQ) 시장에 상장1989

대한민국 최초의 기업구조조정전문조합 결성 (2,080억원)1999

대한민국 벤처캐피털 업계 최초로 외자유치

( 국 Baring Group, 1,300만달러, 220% 할증부 유상증자)1990

대한민국 벤처캐피털 업계 최초로 중동 국부펀드 운용사로 선정

(아랍에미리트 및 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 유치, 3억달러)2008

대한민국 벤처캐피털 업계 최초로 해외CB 발행 (1,000만달러)2005

한국기술투자가 이뤄낸 성과를 살펴보면‘최초’라는 수식어가 많이 등장합니다. 

남들이 가보지 않은 길을‘최초’로 시도하며 다져온 강인한 도전정신이 현재의

한국기술투자를 있게 했으며, 보다 밝은 미래로 이끌어나가고 있습니다. 

1st

KTIC’’s Fir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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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대차대조표 단위 : 억원

* ROE = {당기순이익 / (전기자본총계 + 
당기자본총계) / 2} × 100

* 배당율 = (주당배당금 / 액면가) x 100

자기자본이익율 (ROE)

배당율

7.32%

2006

14%
12%

20062005

9.94%

2005

13.93%

2007

20%

2007

자산총계

투자자산

투자자산

조합출자금

현금자산

유가증권

기타자산

부채총계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자기자본

자본금

자기주식

부채비율

주당순이익(원)

주당자산가치

Financial Highlights

2005
1,609

1,124

953

171

352

110

133

285

178

107

1,324

452

-150

22%

157

1,622

2006
1,956

1,325

942

383

486

137

146

546

187

359

1,410

474

-127

39%

130

1,727

2007
2,449

1,633

1,074

559

635

253

181

866

682

185

1,582

483

-132

55%

250

1,898

INTROD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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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손익계산서 단위 : 억원

* EPS = 당기순이익 / 보통주평균발행주식수

* 인당 업이익 = 업이익 / 총임직원수

1인당 업이익 (억원)

주당순이익 (EPS)

4.3

1.7

20072006

229원

117원

20072006

2.6

2005

140원

2005

2007
556

171

126

20

25

180

205

335

145

75

57

3

10

56

109

221

208

2006
275

199

152

39

8

56

20

200

91

32

24

24

11

25

78

75

100

2005
363

234

205

24

5

78

51

250

109

18

78

11

2

22

80

114

116

업수익

투자수익

투자자산처분익

지분법평가익

기타 투자수익

투자조합수익

기타운용수익

업비용

투자손실

투자자산처분손

투자자산감액손

지분법평가손

기타 손실

이자비용

일반관리비

업이익

당기순이익

Financial Highlights



2007
1,318

722

41

1,277

-19

280

198

81

85

64

177

2006
915

770

20

895

-9

418

265

153

207

167

213

2007
1,552

633

76

1,476

-13

296

293

4

50

0

216

2006
1,142

820

33

1,108

23

106

99

7

63

0

31

2007
2,870

1,405

117

2,753

-32

576

491

85

135

64

394

2006
2,057

1,591

52

2,003

14

524

364

160

270

167

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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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억원

자산총계

투자자산

부채총계

자기자본총계

평가손익

업수익

투자수익

운용수익

업비용

투자손실

순이익

벤처투자조합 기업구조조정조합 투자조합합계

투자조합 운용성과

Financial Highlights

신규 투자조합 결성 추이
2005 2006 2007 (단위 : 백만원)

30,000

15,000

62,000

기업구조조정 투자조합 Buyout 투자조합 PEF (사모투자전문회사) 합계

2
1

3

36,500

41,100

19,400

30,900

23,000 

70,000
66,500

87,000 

174,400 

4

7
8

2

4
3

20 0 0
1 1

13
11

10

KOSDAQ

1

0

NASDAQ

2

1 1

0

기타

15

13
11

합계

신규 투자조합 결성건수 추이 (단위 : 건)

IPO 실적 추이 2005 2006 2007 (단위 : 건)

벤처투자조합

INTROD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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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속성 + 투자의 안정성 + 주주의 권리보호

한국기술투자는‘회사의 속성’, ‘투자의 안정성’및‘주주의 권리보호’라는 세 가지 철학을 토대로 리스크관리

정책을 구축하 습니다. 벤처투자, 기업구조조정투자, 해외 투자 등 다양한 투자 역에 수반되는 모든 리스크는

역별, 업무별, 요인별 특성에 따라 분류되어 인식되고, 합리적으로 측정되며, 체계적으로 관리됩니다. 정확한

리스크 관리를 위하여, 매번 사전에 리스크 검토를 수행하며, 승인된 투자는 사후 리스크관리 시스템을 통하여

측정되고 관리됩니다.

한국기술투자는 리스크관리에 대한 최고 경 진의 확고한 인식을 바탕으로 전사적인 위원회를 설치하여 운 하

고 있습니다. 신규 업체 발굴을 통한 투자 검토 시에는 심의기구인 투자심의위원회와 투자 의사 결정에 대한 최

종적 책임을 가지는 투자위원회를 거치도록 하여 투자 위험에 대한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 투자 업체에 대한 사후 관리의 경우에는 리스크관리 위원회를 두어 지속적인 성장성 측정 및 관리 감독

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각 위원회는 상호 정보 및 의견 교환을 통해 유기적으로 결합된 리스크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고 있으며, 리스크관리 업무의 효율적 감독 및 정책 수립을 위하여 개선 및 보완에 대한 논의를 지

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리스크관리 위원회는 이사회 산하 기관으로 각종 위험에 대한 종합적인 정책 수립과 관리 책임을 담당하며, 각종

리스크를 검토하고, 이사회가 정한 회사 전체의 운용 한도 및 리스크 한도 내에서 업무 단위별, 위험의 종목별로

총 리스크 한도를 배분하는 리스크관리 최고 의사결정 기구입니다. 리스크관리 위원회는 대표이사, 각 사업본부

장, 경 기획팀장, 리스크관리 담당 임원, 컴플라이언스 담당 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원장인 대표이사는 출

석한 일부 위원과 직 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이 위원회에 상정되는 경우 직권으로 당해 위원의 의결권

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마련된 철저한 리스크관리 시스템은 때때로 투자 및 사후 관리 업무에 제동을 거는 역할을 함으로써 업

무 진행을 더디게 만들기도 하지만, 당사는 이러한 조절과 조율 과정이 더욱 더 효과적이고 생산적인 투자 결과

를 이끌어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철저한 리스크관리 시스템이 궁극적으로 한국기술투자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Risk Management 



윤리경 + 공정거래질서유지 + 법규준수

한국기술투자는 철저한 내부통제가 기업 가치를 극대화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윤리

경 , 공정거래질서유지, 법규준수 등의 책임을 다하기 위한 효율적인 준법감시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 하고

있습니다.

윤리경 전담 조직으로 컴플라이언스 위원회를 두고 내부통제기준을 제정하여 임직원의 법규준수를 위한

기본적인 환경을 마련하 으며, 법규준수 여부에 따라 컴플라이언스 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및 점

검, 법규준수 교육 등도 동시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임직원이 일정 기간을 두고 교대로 준법감시 실무위원이 되어 컴플라이언스 위원회에 참여하고 내

부점검 결과를 보고하는 등의 순환 근무 시스템을 갖춤으로써 체계적으로 컴플라이언스 규정을 숙지하고 업

무 수행 시에 적용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한국기술투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준법감시 시스템을 개선 및 보완함으로써, 주주 및 이해관계자가 모두

신뢰할 수 있는 회사, 금융사고 없는 회사로 거듭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13  Annual Report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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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이념

“Others Invest in Value, but We Create Value Itself.”
일반적인 투자 회사나 투자자들은 투자 대상의 가치를 보고 그 가치에만 투자합니다.

하지만, 한국기술투자는 투자 기업과 함께 가치를 만들어가는 파트너로서의 역할에 충실합니다.

그것은 분명 수익만을 쫓는 투자와는 다른 것이며, 진정한 투자를 위한 길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기업사명

“To Help Passionate, Talented People Create Extraordinary Value”
열정적이고 재능있는 사람들이 자금력의 부족 때문에 꿈을 포기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한국기술투자는 꿈을 가치 있는 현실로 만들어가는데 있어서 진정한 파트너가 됩니다.

꿈을 가진 사람들과 같은 꿈을 꾸고 함께 가치를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일입니다.

핵심경쟁력

Proven Investment Performance
벤처투자(VC)부문 : 520개 이상의 포트폴리오 회사 중 약 120개 기업들을 기업공개(IPO)

기업구조조정(CRC)부문 : 80여개 회사를 단 한번의 실패없이 모두 성공적으로 재건(평균 IRR 38%)

인수합병(M&A)부문 : 30여개 회사의 성공적인 제품 다변화 및 시장 다각화 달성

Outstanding Professionals
기술분석력 : 엔지니어링 지식과 노하우 및 관련 업계 경험을 가진 테크놀로지 전문가

가치통찰력 : 기업가치 분석과 지속 성장 가능성 예측을 통한 정확한 투자 판단 능력

리엔지니어링 : 조직을 혁신적으로 재설계하고 최선의 경 전략을 제시하는 컨설팅 역량

Extensive Network & Reach
국내네트워크 : 정부 및 공공기관을 포함한 기관투자자와의 폭넓은 협력 체계 구축

해외네트워크 : 해외 유수 투자 전문기관과의 전략적 제휴, 해외 현지법인 및 사무소 운

부가가치창출 : 국내외 네트워크와의 시너지를 통한 부가가치 서비스 제공

Philosophy & Competency



INVESTMENT

Venture Capital

Corporate Restructuring

Merger & Acquisition

International Markets



때로는새로운비전에과감히도전할줄아는

비즈니스파트너로, 때로는변화에민첩하게

대응해나가는냉철한전문가로. 기업이웃는

대한민국을만들겠다는신념으로언제나기업과

함께하겠습니다. 투자에대한바른생각으로, 

투자에대한정확한판단으로!  한국기술투자가

대한민국기업과함께새로운가치를만들어

나가겠습니다. 

Create Va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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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nture Capital 

한국기술투자는 고도의 기술력과 성장 가능성은 있으나, 자본과 경 능력이 취약한 창업기업 및 중소, 중견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의 성장단계에 맞추어 자본, 경 관리, 기술지도 등의 다각적이며 체계적인 지원 활동

을 통해, 투자기업이 해당 산업분야의 최고 기업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21세

기를 이끌어 나갈 성장산업이자 국제적으로 경쟁력 있는 정보통신, 생명/의료, 전기전자, 대체에너지, 미디

어 컨텐츠, 서비스 등의 분야에서 선도적, 전략적인 투자를 지속하고, 동북아시아를 중심으로 해외펀딩 및

해외투자를 확대하여 로벌 포트폴리오를 구축해 나아갈 것입니다.

IT & Communication

21세기 정보사회를 주도하는 핵심 인프라로 자리잡은 정보통신 분야는 한국 최대의 유망 산업으로 손꼽히

고 있습니다. 전세계의 주목을 받으며 괄목할만한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멀티미디어 및 디지털 네트워크,

인터넷, 무선통신 분야의 기업들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투자기업들이 급변하는 기술환경에 적응할 수 있

도록 지원하는 한편, 국내외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Biotech & Healthcare

‘제4의 물결’이라고 불리는 바이오테크 분야는 난치병 치료와 자원 고갈 등의 의료, 환경, 식량과 관련한 인

류의 공통적인 문제를 해결할 실마리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의약, 화학, 농업 등의 연관산업도 국

가와 기업 차원의 관심과 투자가 높아지면서 국가 발전의 핵심 산업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기술

투자는 바이오/생명 관련 기업의 원천기술 발견 초기 시점부터 기술의 상용화 시점까지 안정적인 자금 및

기타 지원을 통해 체계적으로 육성함으로써 국가와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가고 있습니다.

Electronics, Components & Materials

최근 첨단산업의 기반이 되는 전자 및 부품 소재의 전세계적 수출입이 확산되면서 전자 및 부품 소재 산업

의 기술력이 한 국가의 산업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요소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세계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차세대 핵심기술을 발굴하여, ‘선택과 집중’방식에 따라 사업성을 평가하고 다양한 지원활동을 전개함으로

써 투자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돕고 세계적인 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유도할 것입니다.

Renewable Energy & Energy Efficiency

자원 고갈과 함께 에너지 부족 현상은 전세계 경제에 엄청난 파급효과를 만들어내고 있으며, 기존의 화석연

료를 대체할 수 있는 대체에너지의 필요성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근래에는 단순한 화석연료의 대체가 아

니라 환경오염을 발생시키지 않는 클린에너지를 대체에너지의 정의에 포함시키고 있으며, 기존의 에너지 자

원을 더욱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노력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국기술투자는 이러한 분야

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기업을 도와 미래의 에너지원을 마련할 수 있는 기반을 함께 닦아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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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ia Contents

대표적인 고부가가치 산업인 미디어 컨텐츠 산업은 향후 한국의 지식기반 경제를 이끌어 나갈 주력 분야입

니다. 최근 급속한 산업 성장세에 힘입어 국제적인 경쟁력을 가진 문화 컨텐츠를 제작, 공급하면서 미디어

컨텐츠의 주요 생산국이자 수출국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습니다. 한국기술투자는 국내 기업들이 고품질의 컨

텐츠를 개발, 제작하고 세계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속적인 자금 지원과 관련업체 간의 상

호 시너지를 유도함으로써 한국 미디어 컨텐츠 산업의 질적 향상을 위해 힘쓸 것입니다.

Services

서비스산업은 로벌 경제의 발전과 서비스화의 급속한 진행에 따라 경제성장과 고용창출의 주된 요인이 되

고 있으며, 국가의 무역수지 등에도 큰 향을 끼치는 요인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특히, 교육과 의료서비

스는 관광 등과 맞물려 서비스산업 중에서도 가장 큰 부가가치를 창출해내는 것으로 국내 기업들이 세계적

인 경쟁력을 갖추어야만 하는 분야입니다. 한국기술투자는 풍부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서비스산업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내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Venture Capital 

▶▶

▶▶ ▶▶

시장 및 기술 트렌드 분석
업계 향후 전망 분석

Step 01 I 업계분석
업계 전문가 추천
관련 업계 리스트 작성

Step 02 I 업체조사
연구소, 엔지니어, 투자심사역 컨설팅
기술력 및 시장 경쟁력 평가
경 진, 사업모델, 기업구조 및 시스템 평가

Step 03 I 기업평가

법무법인, 회계법인 실사
기업 재무상태 감사

Step 04 I 기업실사
심사보고서 작성 및 심의

Step 05 I 심사보고
투자심의 위원회
투자 위원회

Step 06 I 투자승인

▶▶ ▶▶

추가 투자자금 지원
인력 및 내부관리시스템 보강
Business Opportunity 제공
IPO 및 M&A 업무 지원

Step 07 I Value-up 서비스
투자수익 실현

Step 08 I 투자회수

투자절차

INVES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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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porate Restructuring 

주식투자 및 기업금융
채무 재조정, 감자 및 출자 전환

신주 인수

회사채 및 기업어음 등 인수

부실채권(NPL)인수
금융기관, 자산관리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부실채권을 적정 가격으로 인수 후 구조조정, 매각 혹은 출자전환

한국기술투자의 구조조정 사업은 재무적 부실기업의 회생에 국한되지 않고, 상시 구조조정을 통한 기업가치

의 제고를 목표로 합니다. 오늘날 급변하는 환경 변화에 따라 재무, 사업, 조직의 구조조정은 기업의 생존을

위한 필수 불가결한 사항이자, 산업의 고도화와 국가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방안입니다.

외환위기시대(IMF)를 계기로 한국의 기업들은 지나친 외형성장 중시, 과도한 차입의존도 및 고비용 저효율

의 고조 등을 극복하지 못하고, 대규모 부실 사태에 직면하 고, 이에 따라 본격적으로 구조조정 시장이 활

성화 되었습니다. 한국기술투자는 최고의 공신력, 자금력 그리고 전문성을 가진 집단으로서, 투자 역의 확

대, 적극적인 바이아웃(Buyout) 강화, 투자규모의 대형화를 지속적으로 창출해 나갈 것입니다.

전체적인 전략수립
업계 전문가 입
투자후보업태 1차 분석

Step 01 I 사업준비 및 전략수립
구체적인 투자전략 수립
투자후보업체 분석
업체별 구조조정 방안 사전협의

Step 02 I 투자대상 업체선정

구조조정 실행전략 수립
구조조정 업체지원 및 감독방안 수립
대상 업체별 구조조정 시행 및 지원감독

Step 03 I 구조조정 실행
최적의 회사 및 관리방안 수립
투자수익 실현

Step 04 I 투자회수

▶▶

▶▶

투자절차



Merger & Acquisition 

한국기술투자의 인수합병(M&A) 사업은 각 기업의 핵심역량을 식별하여, 경 지원을 효율적으로 결집할 수

있게 하며, 경 다각화를 통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기 위하여 두 개 이상의 기업을 통합, 신설합병, 흡수합

병, 공개매수, 기업분할을 모색합니다. 대상기업 및 특정사업부의 매각자문과 대리, 대상기업의 가치평가, 매

도자와 매수자간의 M&A 중계 및 관련 컨설팅 등 M&A 업무 프로세스의 각 단계별로 구성된 모든 실질적

인 업무를 지원합니다.    

재무적 부실 기업에 맞는 최적의 자본구조를 확보하기 위해, 재무구조와 유동성을 개선하여 부채비율을 축

소합니다. 또한, 대상기업이 변화에 적응할 수 있게 한국기술투자의 국내외 네트워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새로운 패러다임을 설정하고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유연한 조직체제로 탈바꿈 시키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하

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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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가 필요한 기업 물색
대상기업(매도자, 매수자) 접촉

Step 01 I 대상기업 선정
Deal Structure 제시
대상기업 간 협의 중재

Step 02 I 거래구조 수립

변호사, 회계사, 전문경 인 등 자문위원회 활용
기업 재무상태 감사

Step 03 I 기업실사
대상기업의 가치 평가
M&A 조건 평가

Step 04 I 가치평가 (Valuation)

▶▶

▶▶

M&A 자금유치 지원
기업 재무조정 추진

Step 05 I 자금유치
대상기업 간 계약 협상
수익 실현

Step 06 I M&A 계약▶▶

투자절차

INVES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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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ational Markets 

해외 펀드를 통한 국내 투자
풍부한 자금력을 자랑하는 중동 국부펀드 등을 유치하여 국내 벤처기업 및 중소, 중견기업에 투자함으로써,

국내 산업을 육성하고 국내 경제를 활성화시킨다는 측면에서 해외 펀드를 통한 국내 투자는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기술투자는 지속적인 해외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서 국내 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

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국내 펀드를 통한 해외 투자
국내의 자금을 성장성이 높은 아시아 신흥 시장 등에 투자하여 국내 자금을 증식시킬 수 있는 기회로서 국

내 펀드를 통한 해외 투자를 강화하고 있으며, 당사의 해외 거점 및 전략적인 투자 파트너를 통해서 정확한

기업가치 분석 및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국기술투자는 세계화에 발맞추어 해외 투자를 더욱 활성

화할 것입니다.

국제화나 세계화라는 단어는 더 이상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의미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그대로 표현

하는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에 발맞추어 한국기술투자는 자체적인 국제화와 투자기업의 국제화를 동시에

꾀하기 위해서 해외 투자기업 및 투자자와의 전략적 파트너쉽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으며, 이를 통한 해

외투자사업 또한 성장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한국기술투자의 해외투자사업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됩니다. 하나는 해외에서 펀드를 끌어와서 국내의 벤처

기업 또는 중소, 중견기업에 투자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국내의 펀드를 활용하여 해외기업에 투자하는 것

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투자 유형은 정확히 구분되기 보다는 서로 적절한 조화를 통해 상호 시너지를 극대

화시키고 있습니다.

▶▶

▶▶ ▶▶

출자자의 관심 산업 선정
투자대상 지역의 산업별 투자매력도 분석

Step 01 I 산업선정
투자대상 산업의 Supply Chain 분석
전문가 조사
업체리스트 작성 (상장기업 포함)

Step 02 I 업체조사
연구소, 엔지니어, 투자심사역 컨설팅
기술력 및 시장 경쟁력 평가
경 진, 사업모델, 기업구조 및 시스템 평가

Step 03 I 기업평가

법무법인, 회계법인 실사
기업 재무상태 감사

Step 04 I 기업실사
심사보고서 작성 및 심의

Step 05 I 심사보고
투자심의 위원회
투자 위원회

Step 06 I 투자승인

▶▶ ▶▶

추가 투자자금 지원
인력 및 내부관리시스템 보강
Business Opportunity 제공
IPO 및 M&A 업무 지원

Step 07 I Value-up 서비스
Cross-border M&A
투자수익 실현

Step 08 I 투자회수

투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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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w Time!
한국기술투자안에는한국기술투자, 그이상의

특별한가치가숨어있습니다. 남다른열정과

마인드로앞서가는사람들과22년간의놀라운

기록들이있습니다. 세계무대에서활약하고있는,

그리고활약해나갈차별화된경쟁력이있습니다. 

투자에관한가장정직하고믿을수있는힘! 

이제투자의새로운미래, 한국기술투자와

만나십시오. 



MORE ABOUT KTIC

_ 학 력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화학공학과 졸업

미국 스탠퍼드대학교 대학원 산업공학과 수료

서울대학교 최고경 자과정 수료

_ 경 력

호남석유화학(주) 건설본부

한국기술개발(주) 벤처투자부장

한국기술투자(주) 대표이사 사장

한국벤처캐피탈협회 부회장

한국부품소재투자기관협의회 초대회장

한국기업인수합병(M&A)네트워크 회장

_ 수 상

국무총리 표창

자랑스런 한국인 대상

대통령 표창

_ 저 서

해외벤처캐피탈의 동향과 우리의 대응전략

벤처캐피탈

Chairman & Founder

서갑수회장

Our People 



_ 학 력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공업교육학과 졸업

미국 펜실베니아 주립대학교

경 대학원 졸업 경 학석사(MBA)

연세대학교 경 대학원 최고경 자 과정 수료

_ 경 력

삼성전자 기술개발실

한국개발금융(주) 기술심사부

장기신용은행 투자개발부장

장기신용은행 국제금융부장

장기신용은행 런던현지법인장

국민은행 국제금융본부담당 부행장

현 한국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협회 회장

_ 수 상

재무부장관 표창

President & CEO

정성현사장

Our 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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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달섭 감사

_ 학 력
서울대학교 상과대학 경 학과 졸업
스위스 제네바 Webster 대학원 금융경제학 석사
연세대학교 경 대학원 고급기업분석가과정(AAP) 이수
한국이사협회 정규과정 이수

_ 경 력
제13회 행정고시 합격
재정경제부, 관세청
주 제네바 대표부 재무관보
재무부 생명보험 과장
재경부 관세국장
주 미국대사관 재정경제관
신용보증기금 감사
현 세계경제연구원 초빙연구위원

Chief Auditor

Non-standing Director

정견만 사외이사

_ 학 력
성균관대학교 법학과 졸업
미국 Vanderbilt University 경제학 석사

_ 경 력
한국은행 감사실 수석검사역
한국은행 국장, 강릉본부장
도이치은행 고문
현 신용회복위원회 위원
현 도이치투자신탁 사외이사
현 부산시 외국인투자유치 위원

문강배 사외이사

_ 학 력
서울대학교 어교육학과 학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수료

_ 경 력
제26회 사법시험 합격
제16기 사법연수원 수료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 동부지원 판사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판사
서울지방법원 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
현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김지훈 상무
벤처투자본부장겸벤처투자1팀장

_ 학 력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제어계측공학과 학사

_ 경 력
한국휴렛팩커드 계측기연구소
한국 케이던스 업부
한국기술투자(주) 벤처투자본부 이사

Our People 

Executive Managing Director

MORE ABOUT KTIC

Managing Director

김대진 이사
경 기획팀장겸자금회계팀장(CFO)

_ 학 력
연세대학교 경 학과 학사

_ 경 력
장기신용은행 종합기획부, 정보혁신실 재무회계팀
삼성화재 Underwriter, 신종금융팀
시티은행 PB(Private Banker)
삼성증권 PB(Private Banker)
제니스건설 이사/CFO

서일우 이사
경 기획본부장(COO)

_ 학 력
고려대학교 산업공학과 학사

_ 경 력
한국기술투자(주) 수석심사역
한국기술투자(주) 경 기획팀장
현 한국창업투자(주) 대표이사
현 KTIC Holdings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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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aging Director

이창로 이사
벤처투자2팀장

_ 학 력
서울대학교 산업공학과 학사
KAIST 경 과학과 석사

_ 경 력
한국증권전산(주) 정보시스템부, 트레이딩시스템팀
한국기술투자(주) 벤처투자본부 수석심사역

권동진 이사
기업투자4팀장

_ 학 력
고려대학교 정경대학 경제학 학사

_ 경 력
장기신용은행
국민은행
이지리서치(주) 대표이사 사장
(주)코마스 부사장

이태용 이사
기업투자2팀장

_ 학 력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학사

_ 경 력
한빛은행(주)
다임기업구조조정전문(주)
지엔이벤처투자(주)
(주)유나이티드소프트

현봉수 이사
벤처투자3팀장

_ 학 력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학사
서울대학교 경 학과 석사

_ 경 력
쌍용양회공업(주)
장기신용은행(주)
한국기술투자(주) 벤처투자본부 수석심사역

박종용 이사
기업투자3팀장

_ 학 력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학사
고려대학교 대학원 경 학과 석사

_ 경 력
(주)대우
서울컨설팅그룹
동양종합금융
(주)인터네티즈

Our People 

김세현 이사
기업투자본부장겸기업투자1팀장

_ 학 력
성균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학사
경남대학교 북한학 대학원 수료

_ 경 력
조양산선(주) 기획실
내일신문(주) 기자
커뮤니케이션북스 편집주간
굿브릿지커뮤니케이션(주)



29   Annual Report 2007

대표이사

경 기획본부

사외이사 고문 감사 리스크관리위원회

인사위원회

컴플라이언스위원회

벤처투자본부 기업투자본부

국제부 특수관리팀 해외네트워크

일본현지법인

기업투자1팀

기업투자2팀

기업투자3팀

벤처투자1팀

벤처투자2팀

경 기획팀

자금회계팀

벤처투자3팀

기업투자4팀

Stockholders Structure

Kap-soo Suh

Small Business Corporartion

Nikko antfactory k.k.

Haeduk Investment 

Treasury Stock

Individuals

서갑수

중소기업진흥공단

Nikko antfactory k.k.

해덕투자개발

자기주식

기타

69.34%

9.89%

1.28%

4.30%

6.06%

9.12%

Organization Chart 
MORE ABOUT KTIC

미국사무소

중국현지법인

MORE ABOUT KT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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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Corporate History 

1986

1999

2006

1987

1990

1989

2002

1995

2003

2001

1997

2000

2005

2007

2008

11월 국내 최초의 벤처캐피털 업체로 설립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자본금 20억원)
12월 정부로부터 자금 유치 (창업지원기금 10억원)

6월 일반주식 공모 (36억원)
11월 국내 최초 벤처투자조합 결성 (50억원)

8월 국내 벤처캐피털 업계 최초 코스닥(KOSDAQ) 등록

8월 국내 벤처캐피털 업계 최초 외자유치
( 국 Baring Group, 1,300만달러, 220% 할증부 유상증자)

11월 MBO(Management Buyout)에 의한 경 권 이전

2월 2차 외자유치 (JP Morgan, APAI Ltd., 1,337만달러, 400% 할증부 유상증자)
4월 자회사 KTIC M&A 설립
11월 제1회 벤처기업전국대회 대통령상 수상

6월 기업구조조정 전문회사 인가 (산업자원부)
8월 국내 최초 기업구조조정전문조합 결성 (2,080억원)

5월 KTIC Super Venture Fund 결성 (380억원)
8월 미국 실리콘벨리 사무소 개설
12월 대한민국 벤처기업대상 공로상 수상

11월 KTIC 16호 문화콘텐츠 전문투자조합 결성 (문화관광부 출자, 108억원)
12월 MIC 2001-13 KTIC 17호 IT 전문투자조합 결성 (정보통신부 출자, 125억원)

4월 국민연금 벤처투자조합 결성 (국민연금 출자, 153억원)

12월 부품소재 전문투자조합 결성 (중소기업청, 국민연금 출자, 200억원)

5월 2005 KIF-KTIC IT 전문투자조합 결성 (통신자연합회 출자, 240억원)
5월 국내 벤처캐피털 최초 해외CB 발행 (1,000만달러)

11월 NH투자증권과 전략적 제휴 체결
11월 일본 Nikko Antfactory K.K.와 전략적 제휴 체결 및 자본참여

2월 KTIC 문화콘텐츠투자조합 결성 (한국벤처투자 출자, 100억원)
2월 경기. 충남 상생 중소기업조합 결성 (경기도, 충청남도 출자, 250억원)

1월 KTIC Japan 동경법인 개설
3월 국내 벤처캐피털 업계 최초 중동 국부펀드 운용사로 선정

(아랍에미리트 및 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 유치, 3억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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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Network 

MORE ABOUT KT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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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adquarter
대한민국 서울 본사

● Local Presence
미국 실리콘벨리 사무소

일본 동경 현지법인

중국 대련 현지법인

● Strategic Partner
일본 동경 (SBI Holdings)

중국 북경 (Tsinghua Holdings)

U.A.E. 두바이 (Dubai World)

U.A.E. 아부다비 (Bin Salem Holding)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SAGIA)

인도 뭄바이 (Thomas Weisel)

국 런던 (Jasper Capital Group)

프랑스 파리 (Neovia)

스위스 취리히 (Nextech Venture)

● Local Presence (Plan)
중국 상해, 홍콩

베트남 호치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러시아 모스크바

서울본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943-19 
신안빌딩 17층 우. 138-845  
TEL : +82-2-3467-0600

미국사무소 2180 Sand Hill Road, Suite 450 
Menlo Park, CA 94025, U.S.A.
TEL : +1-650-321-3899

일본 현지법인 8th Fl. NEWS-Kyobashi Bldg., 
3-10-1, Kyobashi, Chuo-ku, 
Tokyo, 104-0031, Japan
TEL : +81-3-5524-3118

중국 현지법인 136 DongBei 4 Gie, Dalian KaiFaQu,
LiaoNingSheng, 116600, China
TEL : +86-411-6277-8889



향후 전망에 대한 주의사항

본 보고서에서는 미래 전망에 대한 투자자들의 이해를 돕고 투자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정보 제공을 위해 향후 전망에 대한 정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본 보고서는 한국기술투자의 과거 경 실적과 함께 경제환경 변화, 벤처투자 산업의 전
망, 한국기술투자의 목표와 전략에 대해‘할 것입니다’,‘목표입니다’,‘지속할 것입니다’,‘예
측합니다’,추정됩니다’,‘예상됩니다’,‘계획입니다’,‘믿습니다’등의 단어를 포함하는 향후
전망에 대한 문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현재 시점에서는 예측이 불가능한 요인들에 의해 향을 받을 수 있으며,
실제 경제 상황이나 경 실적은 본 보고서의 내용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향
후 전망에 대한 내용은 본 보고서 작성일 현재 유효한 것으로, 법적 요구사항을 제외하고
이후에 발생하는 사건이나 상황을 반 하여 본 보고서를 수정하거나 재작성할 의무나 책
임을 지지 않습니다.

내용문의 : 경 기획팀 도종원 과장
TEL : 02-3467-0617   FAX : 02-3467-0610   e-Mail : ir@kticgroup.com



22년간전문적이고조직적인네트워크를통해무한한잠재력의벤처기업을

발굴·육성해온벤처캐피탈의선두주자, 한국기술투자. 

이미 520개이상의벤처기업이한국기술투자와함께 로벌경쟁력을

키워가고있습니다. 한국기술투자, 바로벤처기업의미래입니다.    

한국기술투자(KTIC)는 1986년에설립되어업계최초로코스닥에상장된종합벤처캐피탈회사입니다.

한국기술투자주식회사서울시강남구대치동943-19 신안빌딩 17층
http://www.kticgroup.com  Tel:02-3467-0600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943-19 
신안빌딩 17층 우. 138-845  
Tel. 02-3467-0600    
http://www.kticgroup.com
http://www.ktic.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