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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금리 장기화에 따른 대체투자 수요 증가, 정부의 벤처투자 활성화 정책, 국내 

벤처기업의 성장성 입증으로 우리나라 벤처투자 규모는 2017~19년 연평균 

29.7%의 높은 증가세를 시현

Ÿ 2019년 국내 신규 벤처투자액(7.5조원)은 GDP 대비 0.6% 규모로 중국

(1.8%)보다 낮으나 미국(0.6%)과 대등한 수준  

코로나19 사태의 여파로 2020년 벤처투자가 일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나, 

2021년 이후 중장기 전망은 매우 긍정적

Ÿ 인구 고령화 진전, 기존 중후장대 산업의 생산성 저하 등으로 한국 경제의 

저성장·저금리 기조가 고착화되어 대체투자 수요가 더욱 증가

Ÿ 정부도 신성장 동력의 일환으로 혁신금융(벤처투자 포함)의 확산을 적극 지원

Ÿ 신생기업이 다수 포진한 4차 산업에 대한 잠재적 투자수요가 풍부     

                           작성자: 성지영 책임연구원    (02-2173-0561)  
                           책임자: 권영선 센터장        (02-2173-0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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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벤처투자의 개요와 우리나라의 특징 

1. 벤처투자의 개요 

n 벤처투자는 벤처캐피탈 회사(General� Partner;� GP)가� 출자자(Limited�

Partner;� LP)를 모집하여 혁신창업기업에 지분인수를 대가로 투자자금을 공급

하거나 인수·합병·구조조정 등을 통해 수익을 추구하는 대체투자의 일종

Ÿ 혁신 기술과 성장 잠재력을 가졌으나 영세하여 공모 자금 모집·은행 대출이 
어려운 신생기업(startups)의 성장을 지원하는 금융수단

Ÿ 펀드 모집에서 투자 회수까지 5~10년이 걸리기 때문에 주로 장기자금여력이 
풍부한 연기금과 고액자산가들이 출자자로 참여

벤처펀드 투자 흐름도

자료: 우리금융경영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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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우리나라 벤처투자의 특징   

n 벤처투자가 가장 활발한 미국은 민간 주도로 발전해온 반면,� 한국은 정부 주

도로 육성됨에 따라 ①펀드 결성·투자 주체,� ②대기업 참여 비중,� ③투자기업

의 선정 요건 등에 있어서 차이가 있음

① 미국은 GP(벤처캐피탈사)가 벤처투자 아이디어를 제시하여 출자자를 모집하
는 반면, 한국은 자금을 공급하는 LP가 벤처투자를 주도 

- 미국은 GP가 투자수익률, 운용 규모, 전문성 측면에서 투자 역량을 인정받은 
반면, 한국은 전문 인력이 부족하고 GP가 투자기업에 부당한 거래와 압력을 
행사하는 사례도 빈번     
* 2000~2019년 미국 벤처펀드의 연평균 수익률은 11.0%1)로 S&P� 500(6.3%)를 상회

* 중기부는 2019년도 창투사 검사에서 피투자기업에게 투자조건으로 원금보장 또는 수수료

지급을 요구하는 사례를 적발하고,� 벤처투자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2020.3.23일부터 가동2)

② 미국은 대기업의 벤처펀드 출자가 활발한 반면, 한국은 저조
- 한국은 금산분리원칙에 따라 기업의 벤처펀드 출자가 펀드설정액의 10% 이

내로 제한되며 CVC3)(자회사형 벤처케피탈)도 설립할 수 없음4)

* 벤처투자에서 CVC� 비중:� 미국 50.9%,� 한국 9.5%(미국 NVCA,� 2018년)�

③ 미국은 벤처기업에 대한 자격요건이 없는 반면, 한국은 정부가 출연한 모태
펀드(LP)5)의 경우 GP와 계약시 ‘주목적투자’를 의무화하여 투자대상기업의 
선정에 정책금융의 성격을 반영 
* 주목적투자는 펀드 결성액의 40%� 또는 60%를 출자자가 지정한 분야(예:� 소재부품

장비 등)에 의무적으로 투자하는 계약조건

1) Cambridge Associates LLC US VC Index 중 20년 투자수익률, US Venture Capital, 2019.3Q  

2) 중기부, 벤처투자 부당행위 신고센터 가동, 매일경제, 2020.3.22

3) CVC(Corporate Venture Capital)은 기업의 자회사 형태로 구글벤처스, GE벤처스 등과 국내 삼성벤처투자, 타임
와이즈(CJ)등이 있으며, 모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적 투자 성격이 강함

4) 「간접투자자산 운용법」 제144조의 16, 「공정거래법」 제8조의 2, 「금융지주회사법」 제2조의 1 

5) 8개 정부부처가 예산을 출연하여 조성하는 ‘한국모태펀드’는 중소벤처기업의 성장을 위해 투자를 촉진하고 재원
을 공급할 목적으로 2005년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법」에 근거하여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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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벤처투자 통계 현황   

n 벤처펀드는 사모펀드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GP의 공시의무가 없기 때문에 주

로 협회나 Pitchbook(투자모집서)을 통해 간접적으로 현황을 파악

* 미국은 NVCA(미국벤처캐피탈협회)가� TPP(제3자 정보제공기관,� Third� Party�

Information� Provide)인 PitchBook과 공동으로 벤처투자 데이터를 집계하여 발표

Ÿ 한국벤처캐피탈협회6)와 여신금융협회7)가 매월 통계를 발표하고 있으나, 두
협회간 합산된 통계가 없고 여신금융협회는 시계열 자료를 제공하지 않아 
국내 벤처투자의 현황과 추세를 분석하기 어려움
* 이외 농수산식품투자조합과 창업벤처PEF,�기타 정책금융기관의 벤처투자가 전체 투자

의 9%를 차지하나 투자 실적 등 통계가 공개되지 않음

n 우리금융경영연구소는 한국벤처캐피탈협회와 여신금융협회의 통계를 기반으로

과거 10년간(2009~19년)� 벤처투자 통합 시계열 자료를 새로이 구축

Ÿ 2020년 이후 중장기 유망 벤처업종을 파악하기 위해 시계열 자료에 더하여 
국내 대형 벤처캐피탈 회사를 대상으로 인터뷰도 실시

II. 2017~19년 국내 벤처투자 급성장의 배경  

n 2019년 신규 벤처투자 규모는 7.5조원으로 2016년(3.5조원)� 대비 2배 이상

Ÿ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신규 투자 증가율은 연평균 29.7%(2017~19년)로 박
근혜 정부(17.4%)와 이명박 정부(8.6%)를 크게 상회   

- 2019년 기준 국내 신규 벤처투자는 GDP의 0.6%에 해당하는 규모로 중국
(1.8%) 보다 낮으나 미국(0.6%)과 유사한 수준 

Ÿ 펀드 설정액에서 민간이 출자한 비중이 2016년 63.3%에서 2019년 77.7%
로 상승

- 민간 중에서는 연기금의 비중(13.9% → 7.9%)이 줄었드나, 금융회사(21.7% 
→ 33.3%)와 개인(5.2% → 8.6%) 비중은 높아짐

6)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32조 1에 근거하여 설립되었으며 중소벤처기업부 관할  

7) 여신전문금융업법 제62조에 근거하여 설립되었으며 금융위원회 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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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신규 벤처투자액 부문별 출자액 비중

주: 점선은 해당 정부의 평균 신규투자 규모
자료: 벤처캐피탈협회, 여신금융협회, 우리금융경영연구소

자료: 벤처캐피탈협회, 여신금융협회, 우리금융경영연구소

n 벤처투자의 급성장에는 ①저금리 기조 장기화,� ②정부 지원 강화,� ③벤처기업

의 성장 잠재력이 배경 요인으로 작용

① 장기간 저금리 환경에서 기관투자자·고액자산가들이 수익률을 높이기 위하
여 대체투자(벤처투자 포함)를 늘리는 추세  
* 국내 대체투자 펀드 규모:� 2015년 77.6조원 →� 2019년 230.3조원8)� �

② GP 자격요건 완화, 정부의 모태펀드 증액, 2018년 개인 소득공제 혜택 확
대도 출자액 증가에 기여    
* 2016년 10월 금융투자회사(증권사,� 운용사 포함)의 신기술금융업에 대한 겸업이 허용된

이후 신기술금융업 등록회사 수는 2015년 말 51개에서 2019년 말 113개로 증가

* 모태펀드 연평균 출자액은 2.4조원(2013~16년)에서 2.7조원(2017~19년)으로 확대

* 개인이 벤처펀드 출자시 출자금액의 10%(300만원 한도)까지 소득세 공제

③ 바이오·의료9)·ICT서비스10) 분야에서 벤처투자 성공 사례가 증가 
* 미국 코그넥스사가 국내 수아랩(제품의 결함을 감지하는 머신비전 기술 개발)을

2,300억원에 인수하였고,� 국내 5G� 네트워크 장비 제조사인 HFR이 지분매각에 성공

8) 부동산, 실물, 특별자산, 혼합자산 펀드 설정액 합산 기준, 금융투자협회

9) ‘바이오의료 업종’은 신약·치료제 개발 등 의·약학 연구개발 부문과 디지털 헬스 등 의료기기, 의료시설·서비스를 
포함하며 국내의 경우 신약·치료제 개발에 대한 투자비중이 바이오의료 업종 투자에서 80%를 차지

10) ICT서비스업종은 소프트웨어 개발업이 대부분으로 AI와 빅데이터, 핀테크 등 4차 산업분야와 부동산 등 생활
서비스의 기술개발과 사업화에 필요한 솔루션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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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서 초기 투자자인 스톤브릿지벤처스(VC)는 투자수익률(ROI)� 515%�달성

* 2019년 美식품의약국(FDA)의 국내업체 판매허가 실적은 신약 2종,� 바이오시밀러 3종

등이며,� 국내 바이오의료 분야 IPO�규모는 6천억 원(전체 공모액 19%)에 달함�

III. 2020년 이후 국내 벤처투자의 중장기 전망   

n 코로나19� 사태의 여파로 민간 LP의 출자가 줄고,� GP도 유동성 확보를 위해

투자를 연기할 것으로 보여 2020년 신규 벤처투자 규모는 지난해 보다 19%�

감소한 6조원 내외로 예상

* 2008년 금융위기 당시 국내 신규 벤처투자는 22.4%�감소

n 올해 벤처투자가 일시 위축되더라도 향후 3년간(2020~22년)� 신규 벤처투자

는 연평균 32%�증가하여 2017~19년(29.7%)� 수준을 상회할 전망

① 인구 고령화 진전, 기존 중후장대 산업의 생산성 저하 등으로 한국 경제의 
저성장·저금리 기조가 더욱 고착화될 것으로 보임

- 안전자산(예: 국채, 예금)의 수익률이 낮은 수준에 머물러 연기금과 고액투자
자들이 중장기 포트폴리오에서 대체투자(벤처투자 포함)의 비중을 꾸준히 늘
릴 것으로 전망
* 코로나-19사태에 따른 경기위축에 대응하여 한은이 기준금리를 1.25%에서 0.75%로 인

하하면서 역사상 처음으로 1%�하회(3월 16일)

② 정부도 혁신금융(벤처투자 포함) 확산을 적극 지원
- 금융위는 글로벌 성장잠재력을 갖춘 30여개 혁신기업에게 국내외 벤처캐피

탈의 대규모 투자유치 기회(예: 산은 Next Round 투자설명회)를 제공11)

- 금융위는 증권사의 벤처대출 활성화를 위해 자기자본의 일정규모(예: 일반증
권사 자기자본의 50%) 내의 벤처대출은 순자본비율(NCR) 산정시 영업용순
자본에서 차감하지 않도록 건전성 규제를 완화12)

- 금융위는 은행, 보험사의 혁신창업기업에 대한 출자규제(펀드 설정액의 15% 
이내)를 완화할 방침13) 

11) 「혁신금융 확산을 위한 2020년 중점 추진과제」 금융위원회, 2020.2.26 

12) 「2020년 업무계획 상세자료 – 혁심금융 활성화를 위한 자본시장 정책과제」 금융위원회, 2020.3.5

13) 「금융산업 혁신정책 추진계획」, 금융위원회, 20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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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벤처기업부는 일반지주회사의 CVC 설립 허용안을 마련14)    

③ 신생기업이 다수 포진한 4차 산업에 대한 잠재적 투자수요가 풍부 
- 국내 대형 민간 벤처캐피탈 회사(10개)를 대상으로 향후 투자 의향이 높은 

업종을 조사한 결과, AI(5개사), 빅데이터(3개사), 바이오, 5G 통신, 핀테크
(각각 2개사), 모빌리티(1개사) 순으로 답변

- 정부는 2029년까지 차세대·원천기술(차세대 메모리 소재, 시스템반도체, 친환
경자동차, 자율자동차)의 R&D 투자를 벤처기업 중심으로 추진할 계획15)

국내 주요 벤처캐피탈의 투자 관심분야 국내 신규 벤처투자액 전망

주: 2019년 국내 신규투자액 상위 20개 VC 중 인터뷰 등을 
통해 자료수집이 가능한 10군데 VC의 향후 투자 
관심분야  

자료: 우리금융경영연구소

자료: 우리금융경영연구소

14) 2019년 10월 국정감사 중 중소벤처기업부 발표 내용으로 ①일반지주사가 100% 출자한 완전자회사, ②중소벤
처기업 투자전문창투사, ③100% 자기자본으로 결성한 벤처펀드를 운용하는 CVC로 한정할 계획

15) 「정부R&D 중장기 투자전략」,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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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 국내 벤처펀드 출자 및 투자 현황

n 국내 벤처펀드의 출자 규모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합계 17,973 20,686 27,550 12,633 19,717 31,218 34,150 49,309 64,599 74,149 77,390

(증가율) 65.3% 15.1% 33.2% -54.1% 56.1% 58.3% 9.4% 44.4% 31.0% 14.8% 4.4%

정책금융 6,309 7,603 8,731 5,528 9,555 12,248 13,334 18,113 21,335 18,495 17,227

(비중) 35.1% 36.8% 31.7% 43.8% 48.5% 39.2% 39.0% 36.7% 33.0% 24.9% 22.3%

모태펀드 � � 3,751� � � 2,130� � � 2,526� � � 2,666� � � 5,994� � � 4,891� � 6,579� � � 6,530� 13,075 4,500 9,865

(비중) 20.9% 10.3% 9.2% 21.1% 30.4% 15.7% 19.3% 13.2% 20.2% 6.1% 12.7%

산업은행 1,073 3,773 4,437 771 3,304 3,471 1,493 4,226 3,034 3,897 2,050

성장사다리 0 0 0 0 0 3,261 2,950 2,760 1,867 4,217 2,218

기타정책금융 1,485 1,700 1,768 2,091 257 625 2,312 4,597 3,359 5,881 3,094

민간　 11,664 13,083 18,819 7,105 10,162 18,969 20,817 31,196 43,265 55,654 60,163

(비중) 64.9% 63.2% 68.3% 56.2% 51.5% 60.8% 61.0% 63.3% 67.0% 75.1% 77.7%

금융회사 1,205 1,481 1,818 1,240 1,946 3,006 6,013 6,759 12,288 17,669 20,058

(비중) 6.7% 7.2% 6.6% 9.8% 9.9% 9.6% 17.6% 13.7% 19.0% 23.8% 25.9%

연금 공제회 1,975 1,085 4,802 866 1,410 5,290 1,155 3,420 4,380 5,430 4,762

VC 2,882 3,649 4,500 2,318 2,744 4,092 4,587 7,229 8,452 9,889 11,225

일반법인 4,704 4,398 5,362 2,360 3,393 4,457 7,145 10,480 12,887 15,684 16,453

(비중) 26.2% 21.3% 19.5% 18.7% 17.2% 14.3% 20.9% 21.3% 19.9% 21.2% 21.3%

기타단체 94 1,735 1,626 60 155 419 326 1,300 2,732 2,586 2,268

개인 583 188 190 68 299 870 1,126 1,622 2,035 4,150 5,155

(비중) 3.2% 0.9% 0.7% 0.5% 1.5% 2.8% 3.3% 3.3% 3.1% 5.6% 6.7%

외국인 222 546 832 194 215 835 464 386 492 164 168

자료: 벤처캐피탈협회, 여신금융협회, 우리금융경영연구소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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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국내 벤처펀드의 신규 투자 규모

국내 벤처펀드 신규 투자 규모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합계

(억 원)
11,385 14,417 18,753 18,190 23,001 20,177 31,644 34,535 40,411 59,181 75,278

창업벤처조합

(억 원)
8,671 10,910 12,608 12,333 13,845 16,393 20,858 21,503 23,803 34,249 42,777

(비중) 76.2% 75.7% 67.2% 67.8% 60.2% 81.2% 65.9% 62.3% 58.9% 57.9% 56.8%

신기술조합

(억 원)�
2,714 3,507 6,145 5,857 9,156 3,784 10,786 13,032 16,608 24,932 32,501

(비중) 23.8% 24.3% 32.8% 32.2% 39.8% 18.8% 34.1% 37.7% 41.1% 42.1% 43.2%

자료: 벤처캐피탈협회, 여신금융협회, 우리금융경영연구소 추정

업종별 신규투자 규모 (억 원)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합계 11,385 14,417 18,753 18,190 23,001 20,177 31,644 34,535 40,411 59,182 75,278

바이오 의료 838 1,110 1,388 1,552 2,431 3,604 5,802 7,866 7,840 14,500 18,736

(비중) 7.4% 7.7% 7.4% 8.5% 10.6% 17.9% 18.3% 22.8% 19.4% 24.5% 24.9%

ICT서비스 730 1,062 1,327 1,354 2,580 2,355 5,529 5,886 7,484 10,958 15,809

(비중) 6.4% 7.4% 7.1% 7.4% 11.2% 11.7% 17.5% 17.0% 18.5% 18.5% 21.0%

유통 서비스 1,166 1,261 1,889 897 1,814 2,518 4,229 3,928 6,014 8,469 11,103

전기 기계 장비 2,207 2,829 4,412 3,588 3,816 1,920 3,065 3,871 4,632 6,331 6,911

(비중) 19.4% 19.6% 23.5% 19.7% 16.6% 9.5% 9.7% 11.2% 11.5% 10.7% 9.2%

ICT제조 1,506 2,458 2,609 3,096 4,909 2,401 3,027 2,849 3,974 5,104 5,881

(비중) 13.2% 17.0% 13.9% 17.0% 21.3% 11.9% 9.6% 8.2% 9.8% 8.6% 7.8%

영상 공연 음반 1,766 2,290 3,098 3,481 3,261 3,434 3,030 3,069 3,372 4,069 4,548

(비중) 15.5% 15.9% 16.5% 19.1% 14.2% 17.0% 9.6% 8.9% 8.3% 6.9% 6.0%

화학 소재 1,385 1,406 1,883 2,057 1,643 1,018 1,928 2,036 1,951 2,373 2,804

(비중) 12.2% 9.8% 10.0% 11.3% 7.1% 5.0% 6.1% 5.9% 4.8% 4.0% 3.7%

게임 1,012 1,249 1,513 1,661 1,562 2,169 1,823 1,596 1,485 1,735 1,777

(비중) 8.9% 8.7% 8.1% 9.1% 6.8% 10.7% 5.8% 4.6% 3.7% 2.9% 2.4%

기타 775 752 635 504 985 758 3,210 3,434 3,658 5,642 7,711

자료: 벤처캐피탈협회, 여신금융협회, 우리금융경영연구소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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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 창업/벤처투자조합과 신기술사업투자조합 결성 요건

n 국내 벤처펀드의 설립 요건

구분 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설립 근거 중소기업창업지원법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여신전문금융업법

관할 기관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청 금융위원회

조합

결성주체
Ÿ 창업투자회사(자본금 50억원)

Ÿ 창업투자회사

Ÿ 신기술사업금융회사

Ÿ 상법상 유한회사

Ÿ 외국투자회사

Ÿ 신기술사업금융업자(자본금

100억원)

Ÿ PEF운용사

Ÿ 창업투자회사,� 은행,� 보험,�

신보,� 기보 등

Ÿ 상법상 유한회사

결성 요건

Ÿ 조합원 49인 이하,�GP(운용

사)�1%�이상 출자,�최소출자

금 30억원,�존속기간 5년 이

상

Ÿ 창투조합 동일

Ÿ (2019년 이전에는 모태펀드

출자가 의무화 되어 있었음)�

Ÿ 명시적 규정 없음

투자 범위

Ÿ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신주,�

무담보CB,� BW�인수

Ÿ 지분 취득

Ÿ 프로젝트 투자

Ÿ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신주,�무

담보CB,� BW�인수

Ÿ 유한회사 출자 인수

Ÿ 창업투자조합 출자

Ÿ 신기술을 개발 또는 사업화

하는 중소 벤처기업에 투자

하는 여신전문금융사

Ÿ 신기술 사업자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 대한 채무증

권,�지분증권,�수익증권,�투

자계약증권

투자 의무

Ÿ 비상장 중소기업은 창업 7년

이내 또는 벤처기업은 창업 3

년 이내 대상

Ÿ 출자금의 40%�이상을 상기

방식으로 집행

Ÿ 규정 없음 Ÿ 규정 없음

융자 한도 Ÿ 해당 없음 Ÿ 해당 없음 Ÿ 연간 투자액의 15배 미만

자료: 언론보도(2019.4), 우리금융경영연구소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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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3 � 2020년 이후 업종별 신규 벤처투자 전망

n 벤처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 예산을 분석하고,� 모태펀드 운영 담당자와 민간

벤처캐피탈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한 결과 2020년 이후 중점 투자 분야는

①인공지능(AI)을 포함한 ICT서비스,�②소재·부품·장비16)� 산업이 될 것으로 보임

Ÿ 모태펀드의 계정별 출자 예산과 정부의 R&D 중점투자 부문을 종합하면 올
해는 시스템 반도체, 데이터, 바이오 헬스, 소재부품장비 분야에 정책 역량
이 집중될 것으로 보임
* 모태펀드 출자사업은 펀드 투자액의 일정 비율(40~60%)을 특정 분야에 투자(주목적

투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모태펀드는 Big3(시스템 반도체, 자율주행차, 바이오헬스)와 D.N.A(데이터, 네트
워크, AI) 위주로 투자할 계획이며, 소재부품장비 부문의 계정을 신설하여 해당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모태펀드 운영기관인 한국벤처투자 인터뷰)  

모태펀드 계정별 출자액 (2017~20년,� 억 원,�%)
출연 부처 계정명 2017년 2018년 2019년 비중(%) 2020년 비중(%)

중소벤처

기업부

혁신모험 2,800(신설) 2,000 20.3% 4,700 39.4%

소재부품장비 600(신설) 5.0%

중소기업진흥 6,927 1,500 5,320 53.9% 2,600 21.8%

청년 3,615 600 5.0%

지방 200 300 3.0% 500 4.2%

엔젤 360 3.6%

소계 10,742 4,300 7,980 80.9% 9,000 75.4%

기타 부처

문화 912 1,080 10.9% 1,460 12.2%

기타 1,420 200 805 8.2% 1,470 12.3%

소계 2,332 200 1,885 19.1% 2,930 24.6%

합계 13,075 4,500 9,865 100% 11,930주) 100%

증가율 100.2% ▲65.6% 119.2% 20.9%

주: 2020.2 기준 출자사업이 공고된 금액으로 추후 수시사업을 통해 계획과의 차액(1,070억원)이 출자될 예정
자료: 한국벤처투자(KVIC)

- 정부의 R&D 중점투자 분야는 인공지능(AI)의 원천기술인 ‘시스템 반도체’ 개
발과 일본 수출규제에 대응하는 소재·부품·장비 분야로, 2개 분야에 대한 투
자 규모가 전년대비 2~3배 확대됨

16) 소재부품장비 산업은 표준산업분류 중 전기기계장비 업종과 화학소재 업종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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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R&D� 중점투자 분야 중 ‘혁신성장’� 부문 예산 (2019~20년)
2019년 2020년

중점 분야 세부 분야 R&D�투자액 (%,� YoY) 중점 분야 세부 분야주) R&D�투자액 (%,� YoY)

혁선성장

가속화

3.9조원
(+22.9%)

8대 선도분야 8,476억원 27.2
혁선성장

전략투자

4.7조원
(+27.8%)

8대 선도산업 2.34조원 20.1

4차산업 대응 1.75조원 13.4
3대 중점육성 1.72조원 30.1

시스템

반도체
2,478억원 181.3%

에너지 바이오

신산업 육성
1.29조원 7.6

4대 플랫폼 6,308억원 57.1

- 소재부품장비 (신설) 1.72조원 109.0%

주1. ① 8대 선도산업은 초연결지능화, 자율주행차, 고기능무인기(드론), 스마트시티, 스마트공장, 
스마트팜, 정밀의료, 지능형 로봇 ② 3대 중점산업(Big 3)은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자동차 
(자율주행차와 수소·전기차) ③ 4대 플랫폼은 시스템 반도체, 빅데이터, 5G(네트워크), 수소경제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시스템 반도체는 기존의 메모리 반도체보다 연산능력이 향상되어 복잡한 AI�알고리즘

실행에 최적화된 반도체로,�AI,�자율주행차,�바이오헬스 등 4차 산업의 핵심기술임.�시

스템 반도체 설계의 경우 기술적 진입장벽이 높고 부가가치 유발 효과가 큰 편으로 업

종 구분상으로는 대부분 ICT서비스의 소프트웨어 개발에 해당

Ÿ 업종별로는 시스템 반도체 개발을 포함하는 ICT서비스에 대한 투자가 더욱 
확대되고, 바이오·의료업17)으로의 투자 쏠림이 완화되면서 소재·부품·장비 
업종에 대한 신규 투자 비중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 

① [ICT서비스업] AI의 핵심기술인 시스템 반도체에 대한 정부 투자지원이 대
폭 확대되면서 벤처캐피탈의 투자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 

- 정부는 R&D 투자 이외에도 2029년까지 1조원 규모의 '차세대 지능형 반도
체 기술개발' 사업 등 시스템 반도체 핵심기술 개발을 추진할 계획

- 주요 벤처캐피탈사의 경우에는 2019년 시밀러 시장 등 바이오·의료 분야 위
주로 투자를 확대하였으나 국내 대형 벤처캐피탈과의 인터뷰 결과 2020년은 
AI,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분야에 대한 투자를 늘릴 계획

② [바이오·의료업] 전년도 하반기 발생한 일부 바이오 기업의 임상실패와 허위
보고의 영향으로 신약 개발 관련 바이오 신규 투자가 다소 둔화될 가능성 

- 2019년 8월 유전자치료제를 개발하던 코오롱티슈진은 임상실험에서 허가되
지 않은 세포를 사용하고, 9월 헬릭스미스도 실험에 부적합한 피실험자를 활
용하여 허위결과를 보고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투자가치가 급락함     

17) ‘바이오의료 업종’은 신약·치료제 개발 등 의·약학 연구개발 부문과 디지털 헬스 등 의료기기, 의료시설·서비스
를 포함하며 국내의 경우 신약·치료제 개발에 대한 투자비중이 바이오의료 업종 투자에서 80%를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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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는 미국과 유럽으로 판매했던 기술이전으로부터 매출이 발생하기 시작하
는 벤처기업이 다수 있어, 투자자들이 신규 투자보다는 투자수익 회수에 중
점을 둘 것으로 예상 

③ [소재부품장비] 올해 정부가 모태펀드 내 소재부품장비 계정을 신설하고 
600억원을 출자하였으며, R&D 중점육성 분야로 신규 지정하여 1.72조원의 예
산을 배정하는 등 지원을 강화함에 따라 화학·소재와 전기·기계·장비 업종으로
의 투자 자금 유입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 

- 2019년 7월 일본의 반도체 소재에 대한 수출규제 이후 정부가 정책적으로 
소재·부품·장비 기업의 R&D 지원과 벤처투자 규모를 확대하는 추세 

- 2020년 화학소재와 전기기계장비 업종에 대한 신규 벤처투자 규모는 전년대
비 약 29.6%* 증가한 1.26조원으로 추정
* 2020년 모태펀드 출자에 기반한 신규 투자액은 2,880억원으로 추정18)

주요 국내 벤처캐피탈의 투자 분야

벤처캐피탈 명 신규투자(2019) 2020년 이후 관심분야 2019년 투자분야

1 한국투자파트너스 3,092억원 AI,� 핀테크�
바이오·헬스케어,� ICT,�디지털 플랫

폼,� 문화콘텐츠,� 중국 동남아

2 KB인베스트먼트 2,620억원 AI,� 빅데이터,� 5G 동남아시아,�핀테크,�AI,�빅데이터

3 인터베스트 1,930억원 AI� 의료업(’20� 초) 치료제

4 소프트뱅크벤처스 1,764억원 - 차량공유,�가정간편식,�중고거래 등

5 KTB네트워크 1,246억원 테크산업,� 중국 바이오의료,� 컨텐츠

6 IMM인베스트먼트 1,239억원 해외 인프라 베트남

7 TS인베스트먼트 1,012억원 차량공유서비스 면역치료 등 바이오의료

8 미래에셋벤처투자 630억원 의료바이오,� 제조업,� 해외시장 자율주행,�바이오,� 게임

9 네오플럭스 438억원 해외시장 인도

10 하나벤처스 ’20� 신규조성 딥테크(AI,� 빅데이터),� 해외시장 -

자료: 더벨 리그테이블(2019), 일부 VC 인터뷰 및 언론보도 종합

18) 소재부품장비 분야 ①모태펀드 출자 600억원, ②창투벤처조합 신규투자 유발효과 4배, ③소재부품장비 기업 투자
비율 60% 가정시 창투벤처조합의 신규투자 1,440억원, ④신기조합투자액이 창투벤처조합과 유사함을 가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