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보다 앞

서서 대체투자

를 시작한 호주

국부펀드 퀸즐

랜드투자공사(QIC) 최고투자책

임자(CIO)가 방한해처음으로국

내투자자들과투자경험을공유한

다. 한국과 호주가 자유무역협정

(FTA)을 체결한 뒤 금융 분야 첫

교류 활동이다. 매일경제는 주한

유럽상공회의소(ECCK)와 함께

오는 13일 서울 호텔신라에서 국

내 최대 규모의 글로벌 대체투자

콘퍼런스 룏GAII(Global

Alternative Investment In뎶

sights) 2014룑를개최한다.

이번 콘퍼런스에는 QIC와 록히

드마틴기업연금 등 해외 기관투자

가는 물론 누버거버먼굛에버딘자

산운용굛칼라일그룹굛파트너스그

룹굛맥쿼리그룹굛JP모간굛악사부

동산운용굛유니슨캐피탈 등 글로

벌금융업계거물들이대거참석해

글로벌대체투자현황과미래전략

을심도있게논의한다.

코카콜라사장출신인패트릭시

워트칼라일그룹MD도포럼에참

가해소비재와유통부문에서의풍

부한바이아웃경험을토대로유망

한 사모펀드 투자전략을 조언한

다. 운용 규모가 350억유로(약 50

조원)에 달하는 세계 최대 펀드오

브사모펀드인 알프인베스트 중역

도연기금과협력투자모델을제시

한다.

국내에선 국민연금(NPS)굛한

국투자공사(KIC)굛우정사업본

부굛사학연금굛공무원연금굛교직원

공제회굛군인공제회굛행정공제회굛

새마을금고중앙회 등 기관투자가

는 물론 대외경제정책연구원굛자

본시장연구원굛국제금융센터 등

연구계와 사모투자회사(PE) 중

역들이총출동한다.

이번콘퍼런스는국내외대표투

자자들이모여빠르게변화하는세

계투자시장흐름을점검하는자리

다. 총 16개 세션에서대체투자경

험이 앞선 해외 투자자들과 국내

기관들의 애로를 공유하고 전략을

제시하는한편대체투자확대에따

른 리스크 관리 방식 등에 대해 패

널토론이이뤄진다.

특히호주최대국부펀드가운데

하나로 750억호주달러(약 72조

원)를 운용하는 QIC의 에이드리

언 라이더 CIO는 기조연설을 통

해 1991년 설립 때부터 부동산 등

실물투자에나선경험과리스크관

리변화를제시할예정이어서이목

이 쏠린다. 윤창호 우정사업본부

보험사업단장과 추흥식 KIC

CIO도 대체투자 현황과 전략을

소개한다.

미국 록히드마틴사 퇴직연금 25

0억달러(약 26조원)를 운용하는

록히드마틴기금운용 아시아 헤드

는 사모투자 분야 기관 네트워크

확대 전략을 제시하고, 국내 빅3

생명보험사와 공제회 등 기관들이

미래 투자전략에 대해 패널토론을

벌인다.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대체투자

시장매력도집중논의된다. 존 에

하라일본유니슨캐피탈회장과정

유신 한국벤처투자 대표, 장훈 정

책금융공사 투자부장 등이 한국의

투자 매력과 아시아 투자 위험 요

인을점검한다.

대체투자 주역으로서 PE와 기

업의 상생 방안을 토론하는 장도

열린다. 대기업 주도 인수굛합병

중가장성공적인것으로평가받는

SK하이닉스의 박성환 수석IR팀

장과 임석정 JP모간 한국대표 등

이기업과금융자본이시너지를내

는전략을진단한다.

주식과채권등전통적투자자산

은 시장 가격을 통한 가치평가로

위험관리가비교적쉽지만대체투

자는 가치 산정이 어려워 위험 관

리가 난제로 여겨진다. 실제 리스

크 관리 시스템 시연을 통해 해법

을 모색하고, 이현철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에게 정책당국 시각

을들어본다.

이번 콘퍼런스에는 영국 파이낸

셜타임스(FT)와맨데이트와이어

가미디어파트너로참여해행사관

련 정보를 전 세계에 전달할 예정

이다.

GAII 콘퍼런스 등록은 홈페이

지(www.gaii.or.kr)에서 가능

하다. 문의는 매일경제신문(02-2

000-2808)이나 유럽상공회의소

(02-6261-2713)로하면된다.

서태욱기자

▶레이더M(RaytheM.kr) 보도

6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

면 KTB PE는 한라그룹 계열 만

도가 결성한 펀드인 한라SV

PEF와 손잡고 동부익스프레스

인수에나선다.

동부익스프레스 인수를 위해

KTB PE가 조달하고 있는 자금

은 총 3100억원으로 한라SV

PEF는이가운데 100억~200억원

가량을투자한다.

7일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예정

인 동양매직 인수전에서도 비슷한

양상이 벌어지고 있다. 동양매직

인수에 나선 현대홈쇼핑은 기업은

행PE, 아주IB 등 PE와 손잡았

고, 밥솥업체쿠쿠홈시스는 KTB

PE와 함께 나섰다. 모두 전략적

투자자(SI)인 기업과 재무적투자

자(FI)인 PE간결합이다.

기업과 PE 간 합종연횡은 새로

운 투자 패러다임이 되어가고 있

다. IB업계 한 관계자는 룕기업 입

장에서는 신사업 투자위험을 낮출

수 있으며 PEF는 기업경영 부담

을 줄이는 이점이 있다룖고 말했

다. 기업 인수과정에서 서로 약점

을 보완하고 위험을 줄여 시너지

효과를낸다는설명이다.

국내 대기업들은 투자를 위한

룏실탄(현금)룑이 충분한 상황이

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

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내 10

대그룹 70개 상장사 유보율은 157

8.5%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유보율은 잉여금을 자본금으로 나

눈 수치로 높을수록 기업 룏곳간룑

에 현금이 가득하다는 뜻이다. 10

대그룹상장사잉여금은 444조200

0억원이나된다. 이는지난 3월말

외국인 국내 상장주식 보유액 424

조6000억원을 넘어선다. 10대그

룹상장사가마음만먹으면외국인

보유주식을모두사들이고남을정

도의규모다.

그동안 경기 불확실성이 지속되

고 경제민주화 바람이 불자 몸을

사리면서 신성장동력 찾기를 주저

하던대기업들은넘치는현금을바

탕으로 지난해 사상 최대에 달한

PE 자금을결합해새투자처모색

에가속페달을밟기시작했다.

이런 흐름은 해외 투자부문으로

도 이어지고 있다. PEF가 앞장

서서투자에인색했던국내대기업

을 이끌고 해외 투자에 나선다는

얘기다. 정책금융공사는 연기금굛

대기업 등 자금을 모아 최근 구조

조정이진행되고있는공기업해외

자산 인수를 위해 1조원 규모

PEF를 조성키로 했다. 한국가스

공사의 이라크 아카스 가스전, 광

물공사보유파나마구리광산지분

등 자원 분야 매물이 줄지어 나오

는상황에서새로운투자기회가열

렸다는평가다.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을 돕기

위해 결성하는 코퍼레이트 파트너

십 사모펀드(코파펀드)도 최근 활

약이두드러진다.

코파펀드는 국민연금과 해당 기

업이 공동으로 자금을 조성하고

PE가 운영을 맡는 PEF다. 최근

결성된 코파펀드 규모를 기업별로

보면 한국전력 8000억원(운용사

우리자산운용), CJ(운용사 스틱

인베스트먼트) 9800억원, 풀무원

(운용사 G&A) 4000억원 등이

다. 코파펀드로 조성된 것만 하더

라도 2조원이넘는자금이해외투

자기회를엿보고있는셈이다.

강두순굛한우람기자

▶레이더M(RaytheM.kr)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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넭넮넯넰 2014년 5월 7일 수요일 A3대체투자의주역PE

국내 PEF 250개 굛룏실탄룑44조…해외녪녫녬굛자원투자이끈다
국내외인수굛합병(M&A)등대체투자에기업들이몸을사리면서

사모투자펀드(PEF)가약진을거듭하고있다.국내에등록된PEF

만 벌써 250개에 달하고이들이성사시키거나투자예정인자금규모

가 44조원에이른다. 사모투자회사(PE)들은최근엔현금을쌓아두

고도쓸곳을제대로찾지못하는국내기업들과손잡고국내외기업

M&A나 해외 자원투자 등에 나서 대체투자 시장이 활기를 띠고 있

다. STX굛동양사태에이어현대굛동부등구조조정매물이쏟아지자

현금여력이풍부한기업들은PE와함께룏실탄룑투입을모색중이다.

10대그룹 유보율 1500%굛잉여금 444조

막강한현금동원력으로새투자처모색

지난 4월글로벌사모펀드인KKR는세계최대맥주회사인AB인베브에OB맥주경영권과지분을총 58억달러(약 6조2350억

원)에매각하는계약을체결했다.사진은OB맥주청원공장전경.

룏GAII 2014룑콘퍼런스 13일서울개최

대체투자 글로벌빅샷몰려온다

＜사모펀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