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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Forum key 
statistics 2019년 
포럼 주요 통계:

32
Speakers 연사

190+
Companies 기업

13
Countries 개 국가

146
LPs 

The 8th Annual AVCJ Korea Forum will bring together over 400 senior professionals 
from the global alternative investments industry for a day of thought-provoking 
discussion and focused sessions on market trends. The forum offers an exclusive 
platform to network and connect with 150+ local institutional investors who are 
looking to commit capital to private markets across the globe.   

제8회 AVCJ 한국 포럼에서는 400여명의 글로벌 대체투자 전문가가 의견을 나누고 시장 트렌드에 
대한 세션이 진행됩니다. AVCJ 한국 포럼은 글로벌 사모 투자 기회를 물색하는 150여명의 기관 
투자자와의 네트워킹 기회를 제공합니다. 

Co-Sponsors 협력 후원업체

350+
 Delegates 참석자

Asia Series Sponsor 아시아 연속 후원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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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ONNECT WITH THE COMMUNITY 

커뮤니티와 다시 만나보세요

Network safely and efficiently at this year’s AVCJ Korea Forum.

The AVCJ Korea Forum, scheduled on 3 September in, will 
provide a highly productive opportunity for the private markets 
community to meet, interact and conduct business online.

The AVCJ Korea Forum will bring key members of the 
industry together in a controlled environment that allows 
safe and productive networking while also providing multiple 
opportunities to interact with LPs and GPs from across the 
globe via our best-in-class virtual platform.

2021년 AVCJ 한국 포럼에서 안전하고 효율적인 방식의 
네트워킹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9월 3일 서울에서 개최되는 AVCJ 한국 포럼은 사모 투자 시장 
관계자들과 온라인으로 만나 소통하고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생산적인 기회입니다.
AVCJ 한국 포럼은 업계 핵심 인사들이 함께 하는 안전하고 
생산적인 네트워킹의 장이며, 화상 플랫폼으로 LP, GP와의 
다양한 소통 기회를 제공합니다.

Key features of the immersive virtual pass

           On-demand 
  다시 보기 기능

 
Replay all sessions at your 
convenience so you never miss 
the content and experts that are 
key to your business. 
모든 세션은 다시 보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중요한 콘텐츠와 전문가 의견을 놓치지 
않고 모두 접하실 수 있습니다. 

24
         Virtual Expo 
                온라인 엑스포

 
Browse the expo hall and learn more 
about the exhibitor’s services and 
products. Access educational resources 
and videos and chat with the team online.

    엑스포 홀을 구경하시면서 전시자의 서비스와 
제품에 대해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교육 자료 및 
비디오, 온라인  채팅을 이용해보세요!

           Watch Live  
	 		실시간 시청

 
Your front row seat to watch 
panel discussions, presentations 
and fireside chats from thought 
leaders. 
패널 토론, 프레젠테이션, 오피니언 
리더들의 대화 등을 실시간으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Video meetings

            영상 미팅
 

Chat and catch-up for a face-to-
face video call with your 400+ fellow 
participants. Promote your fund and 
services to the people who matter to 
you. 
400여분의 다른 참석자와 영상 통화로 교류하실 수 
있습니다. 귀하의 펀드와 서비스를 홍보해 보세요. 

           Audience Interaction

               청중 간의 의사소통

   Our proprietary online platform 
enables you to take part in live Q&A 
sessions and audience polls. Get the 
in-depth answers in real-time. 
AVCJ의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라이브 Q&A 
세션 및 청중 설문조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심도있는 답변을 들어보세요. 

         Virtual roundtables

            
 

   Join interactive roundtables to discover 
new opportunities in the market. Don’t miss 
this opportunity to connect and be part of 
interactive discussions with your peers.

    인터랙티브 라운드테이블에서 새로운 시장 기회를 
발굴하세요! 온라인에서 참석자들과 만나실 수 
있습니다. 

화상 라운드테이블 

온라인 포럼 주요 기능

AVCJ GOES HYBRID 
 
RECONNECT WITH THE COMMUNITY 
 
Network safely and efficiently at this year’s AVCJ Korea Forum. 
 
The AVCJ Korea Forum, scheduled on 3 September in Seoul, will provide a highly productive opportunity 
for the private markets community to meet, interact and conduct business both in-person and online. 
 
The AVCJ Korea Forum will bring key members of the industry together in a controlled environment that 
allows safe and productive networking while also providing multiple opportunities to interact with LPs 
and GPs from across the globe via our best-in-class virtual plat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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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How has South Korea emerged from the pandemic and 
what are the most attractive opportunities for global 
investors at all stages? 

2. How have Korean LPs managed the past year and what 
aret they planning for future commitments?  

3. How can Korean investors capitalize on a global 
recovery? 

4. What are the best ways for Korean investors to aaccess 
the private debt market of today? 

5. What are the emerging trends shaping global venture 
capital investments in 2021 and which ones are the best 
opportunities for Korean companies? 

• • NETWORKING: Connect with a diverse and renowned NETWORKING: Connect with a diverse and renowned 
group of local and international GPs, LPs, and advisorsgroup of local and international GPs, LPs, and advisors

• • MEET LPs: Talk to the established and emerging LPs who MEET LPs: Talk to the established and emerging LPs who 
are committing capital to alternatives are committing capital to alternatives 

• • South Korea: Learn about the evolution of deal South Korea: Learn about the evolution of deal 
opportunities and why it is a promising market for opportunities and why it is a promising market for 
investors investors 

• • Global view: Discover the key macroeconomic trends Global view: Discover the key macroeconomic trends 
and how private investors can navigate them in 2021 and and how private investors can navigate them in 2021 and 
beyond  beyond  

• • Fundraising: Understand LPs’ needs and considerations Fundraising: Understand LPs’ needs and considerations 
regarding portfolio construction and how to win their regarding portfolio construction and how to win their 
commitments commitments 

• 네트워킹: 국내외 유수의 GP, LP, 자문사와의 네트워킹 
기회를 잡으세요.

• LP와의 만남: 대체투자 자산에 투자하는 LP와 만나실 수 
있습니다.

• 한국: 한국 시장의 딜 기회 변화 과정과 한국이 유망한 
시장인 이유를 알아보세요.

• 글로벌 시장에 대한 견해: 주요 거시경제적 트렌드와 
이에 대한 사모 투자자들의 올해 대응 방안을 
논의합니다.

• 자금 조달: 포트폴리오 구성에 대한 LP의 니즈와 고려 
사항을 알아보고 이들의 투자를 유치하는 방법을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Topics will include:  포럼 주제: 

Benefits of attending include:  포럼에 참석하시면 다음과 같은 혜택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1. 한국의 판데믹 극복 방법과 글로벌 
투자자들에게 가장 매력적인 기회

2. 한국 LP 들의 지난해 성과와 향후 계획

3. 한국 투자자들이 글로벌 경기 회복에 
투자하는 방법

4. 한국 투자자들이 채권 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

5. 2021 년 글로벌 벤처 캐피탈 투자를 구성할 
트렌드와 한국 기업에 기회가 될 요인

Simultaneous interpretation in Korean and English

한국어와 영어 동시통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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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LEGATE COMPANIES 참여 회사 및 기관
• 500 Startups
• Adams Street Partners
• Affirma Capital
• AIA Life
• Altos Ventures
• Aon
• Apax Partners
• APFS
• Ascendo Ventures
• Australian Trade and Investment Commission
• Axiom Asia Private Capital
• Bae, Kim & Lee
• Bain & Company
• Bain Capital
• Baker McKenzie
• Beijing Hosen Investment Management
• Bharat Innovation Fund
• BlackRock
• BNP Paribas Cardif Korea
• Boryung Holdings
• Brisk & Young Associates, InterSearch Korea
• Brookfield Asset Management
• Brothers Angel
• CCV
• CD&R
• Centurium Capital
• China Investment Corporation
• CIC Private Equity
• CJ Logistics
• Coller Capital
• Construction Workers Mutual Aid Association
• Control Risks
• Corstone Asia
• Cowell Investment Group
• CPPIB
• Crescendo Equity Partners
• CVC Capital Partners
• Dadam Investment
• Daishin Securities
• Davis Polk & Wardwell
• DB Insurance
• DB Life Insurance
• DEVICEENG
• DGB Asset Management
• DGB Daegu Bank
• Dotmill
• Dyal Capital Partners
• East Ventures
• Goldman Sachs

• Goodwater Capital
• Government Employees Pension Service 

(GEPS)
• Green Cross Holdings
• Green Shoots Capital
• Gyeonggi Provincial Government
• H8 Capital Partners
• Hahn & Co.
• Hana Alternative Asset Management
• Hana Bank
• Hana Financial Investment
• Hanwha Asset Management
• Hanwha Life
• HarbourVest Partners
• Heungkuk Life Insurance
• HOPU Investments
• Hyundai Marine & Fire Insurance
• IBK Asset Management
• IBK Insurance
• IBK Securities
• IMM Private Equity
• Indus Capital Management
• Industrial Bank of Korea
• International Finance Corporation
• Invest Chosun
• Invest Korea
• KB Insurance
• KDB Bank
• KIF
• Kiwoom Asset Management
• Kobre & Kim
• Korea Business Angels Association
• Korea Eximbank
• Korea Federation of Community Credit 

Cooperatives
• Korea Fire Officials Credit Union
• Korea Growth Investment Corp.
• Korea Institute for Advancement of Technology
• Korea Investment Corporation (KIC)
• Korea IT Fund
• Korea Scientists & Engineers Mutual-aid 

Association (SEMA)
• Korea Venture Investment Corporation
• Korean Federation of Community Credit 

Cooperatives
• Korean Reinsurance Company
• Korean Teachers’ Credit Union
• Korean Venture Capital Association
• KPMG Korea

• KSCFC
• KTB Asset Management
• Kyobo Life Insurance
• Lee & Partners
• Lexington Partners
• LG Chemical
• LGT Capital Partners
• Lindeman Asia Investment
• LS Holdings
• Marsh Korea
• MBK Partners
• Meritz Fire & Marine Insurance
• Merrill Corporation
• MG Non-Life Insurance
• Military Mutual Aid Association
•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 Mirae Asset Daewoo
• Mirae Asset Global Investments
• Morgan Stanley Alternative Investment Partners
• Multi Asset Global Investments
• MVision Private Equity Advisers
• National Agricultural Cooperative Federation 

(NACF)
• National Pension Service
• Navis Capital Partners
• NH Investment & Securities
• Noah Holdings
• NOROO Holdings
• Oaktree Capital Management
• OMERS Asia
• Openspace Ventures
• Orchestra Private Equity
• PAG Private Equity
• Pantheon
• Partners Group
• PeopleFund
• Korea Fintech Industry Association
• PineStreet Group
• POSCO
• Potentum Partners
• Praxis Capital Partners
• Preqin
• Proterra Investment Partners
• Public Officials Benefit Association (POBA)
• PwC
• Q Capital Partners
• Quintessa Investment
• Reinhart Boerner Van Deuren
• Ropes & Gray

• S&P Global Market Intelligence
• Samsung Asset Management
• Samsung Electronics
• Samsung Fire & Marine Insurance
• Schroders Korea Limited
• Sensetime
• Seoul Guarantee Insurance
• Shearman & Sterling
• Shinhan Bank
• Shinhan BNP Paribas Asset Management
• Shinhan Capital
• Shinhan Investment Corp.
• Siguler Guff
• Simone Investment
• SK Hynix
• SK Lubricants
• SOCAR
• VCNC
• SPARX Asset Management Korea
• STIC Investments
• Strategic Asset Partners
• Strategic Year Holdings
• Sungdam
• TAU Investment Management
• The Korea Development Bank
• The Korean Teachers’ Credit Union
• The Police Mutual Aid Association
• The World Bank
• The-K Non-Life Insurance
• Tokenomica
• Top Tier Capital Partners
• TPG Capital
• Unison Capital
• UTM Management
• Pavilion Capital
• Vicidice Partners
• Vickers Venture Partners
• VIG Partners
• VinaCapital
• Warburg Pincus
• Wendel Group
• Wong & Partners
• Woori Bank
• Woori Private Equity Asset Management
• WP Global Partners

Simultaneous interpretation in Korean and English

한국어와 영어 동시통역 제공

www.avcjforum.com/korea #avcjkorea

TOPICS WILL INCLUDE 포럼 주제 :
1   How has South Korea emerged from the pandemic and what are the most attractive opportunities for global investors at all stages? 

한국의 판데믹 극복 방법과 글로벌 투자자들에게 가장 매력적인 기회

2   How have Korean LPs managed the past year and what are they planning for future commitments?  
한국 LP 들의 지난해 성과와 향후 계획

3   How can Korean investors capitalize on a global recovery? 
한국 투자자들이 글로벌 경기 회복에 투자하는 방법

4   What are the best ways for Korean investors to access the private debt market of today? 
한국 투자자들이 채권 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

5   What are the emerging trends shaping global venture capital investments in 2021 and which ones are the best opportunities for Korean companies? 
2021 년 글로벌 벤처 캐피탈 투자를 구성할 트렌드와 한국 기업에 기회가 될 요인

The 8th Annual AVCJ Korea Forum will bring together over 400 senior professionals from the global alternative investments industry for a day of 
thought-provoking discussion and focused sessions on market trends. The forum offers an exclusive platform to network and connect with 150+ 
local institutional investors who are looking to commit capital to private markets across the globe.   

제 8 회 AVCJ 한국 포럼에서는 400 여명의 글로벌 대체투자 전문가가 의견을 나누고 시장 트렌드에 대한 세션이 진행됩니다 . AVCJ 한국 포럼은 글로벌 사
모 투자 기회를 물색하는 150 여명의 기관 투자자와의 네트워킹 기회를 제공합니다 . 

BENEFITS OF ATTENDING INCLUDE 포럼에 참석하시면 다음과 같은 혜택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

THE DELEGATES 참석자 구성도：
We expect a diverse audience of 400 senior level delegates including  AVCJ 한국포럼에는 400 분의 귀빈이 함께 하실 예정입니다 :

•Banks - Investment bankers
투자 은행 - IB

•Legal - Lawyers
로펌 - 변호사

•Investors - International and
Asian LPs, Family offices,
Private equity and venture
capital GPs
인베스터 - 국내외 LP, 패밀리 오
피스 , PE, VC GP

•Advisors - Financial advisors,
Management consultants 재무
자문사 - 재무 자문사 , 경영 컨설
팅 관계자

•Corporates - Corporate
executives
기업 - 기업 임원

South Korea
한국, 77%

Singapore
싱가포르, 3%

Hong Kong SAR
홍콩, 12%

China 중국, 3% 
Banks / Investment Banks
금융기업·투자은행, 1%

U.S.A. 미국, 2%Chairman/ CEO/ 
Founder회장/
대표/창업자,
10%

Principal / VP /
Associate /

Manager 
수석/부사장/

어소시에이트/
매니저, 46%

Managing Director /
Partner / Head of Finance
MD/파트너/재무 부문장, 
24%

Professional
Services
회계·법무법인, 9%

Associations협회, 5%

Government
정부기관, 2%

Corporates기업, 11%

PE / VC
General Partners, 24%

Others 기타, 3%

Director / GM /
Portfolio Manager /
Chief Representative
이사/GM/포트폴리오 
매니저/팀장, 20%

Limited
Partners
LP, 48%

BY TYPE OF
COMPANY
회사 유형별

BY TITLE
직함별

BY
GEOGRAPAHY

지역별

2019 DELEGATE COMPOSITION | 2019 참가자 구성도

AVCJ PE & VC 한국 포럼
September 3, 2021 - Seoul and Online | 2021 년 9 월 3 일 - 오프라인 / 온라인

AVCJ Private Equity & Venture Forum Korea

Discover the key 
macroeconomic trends 
and how private 
investors can navigate 
them in 2021 and 
beyond  

주요 거시경제적 트렌드
와 이에 대한 사모 투자
자들의 올해 대응 방안을 
논의합니다 . 

Understand LPs’ needs 
and considerations 
regarding portfolio 
construction and 
how to win their 
commitments

포트폴리오 구성에 대한 
LP 의 니즈와 고려 사항
을 알아보고 이들의 투자
를 유치하는 방법을 알아
보실 수 있습니다 . 

Talk to the established 
and emerging LPs who 
are committing capital 
to alternatives

대체투자 자산에 투자하
는 LP 와 만나실 수 있습
니다 .

Learn about the 
evolution of deal 
opportunities and 
why it is a promising 
market for investors

한국 시장의 딜 기회 변
화 과정과 한국이 유망한 
시장인 이유를 알아보세
요 . 

Connect with a 
diverse and renowned 
group of local and 
international GPs, LPs, 
and advisors

국내외 유수의 GP, LP, 
자문사와의 네트워킹 기
회를 잡으세요 .

NETWORKING
네트워킹 : 

MEET LPS
LP 와의 만남 :

SOUTH KOREA
한국 :

FUNDRAISING
자금 조달 :

GLOBAL VIEW
글로벌 시장에 대한 견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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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akers 연사

Sungwoo Ahn
CEO
ZIGBANG

Jin Ho Chai
Executive Managing Partner / Head of Large 
Cap Private Equity
STIC INVESTMENTS, INC.
채진 호
Executive Managing Partner / Head of Large Cap 
Private Equity
STIC INVESTMENTS, INC.

Fred Chung
Partner & Head of Credit Underwriting, Private 
Credit
ADAMS STREET PARTNERS
프레드 정
파트너
ADAMS STREET PARTNERS

Cindy Yun Jung Jin
Partner
SOFTBANK VENTURES ASIA

Jason Taebok Kang
Managing Director
KAKAOPAY SECURITIES / GLOBAL 
ALTERNATIVE INVESTMENT

Daewon Kim
Vice President, LDI Investment Division
HANWHA ASSET MANAGEMENT

SOOBIN KIM
Senior Manager, Corporate Finance Department
KOREAN TEACHERS' CREDIT UNION

Chulmin Lee
Managing Partner
VIG PARTNERS
이 철민
대표
VIG파트너스

Hae-Joon Joseph Lee
Partner & Chief Investment Officer
IMM PRIVATE EQUITY
이 해준
부사장, CIO
IMM PRIVATE EQUITY, INC.

Young J. Lee
Managing Director
AUDAX PRIVATE EQUITY

Ehud Levy
Managing Partner;
CANAAN PARTNERS ISRAEL; VENTURE 
PARTNER; LENOVO CAPITAL

Sunil Mishra
Partner
ADAMS STREET PARTNERS

Bernard Moon
Co-founder & Partner
SPARKLABS GROUP

Innchul Oh
Senior Manager (Private Equity Team)
HYUNDAI MARINE & FIRE INSURANCE
오 인철
차장 | 대체투자1팀 | 대체투자부
현대해상화재보험

Leading GPs and LPs confirmed are 확인된 주요 GP와 LP 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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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akers 연사
Leading GPs and LPs confirmed are 확인된 주요 GP와 LP 들은:

Carol Lee Park
Managing Director, Lending Ark Asia Secured 
Private Debt
CLSA CAPITAL PARTNERS (HK) LIMITED

Heeeun Park
Partner
ALTOS VENTURES

Wansun Park
Head of Overseas Alternative Investment Team
FUBON HYUNDAI LIFE INSURANCE

Ricardo Leonel Scavazza
Managing Partner and CEO & CIO of Private 
Equity
PATRIA INVESTMENTS

Junghoon Seo
CEO
ZIGZAG

Aaron Shin
Managing Director and Co-founder
ASCENDO VENTURES

Ken Shin
Vice President
HYUNDAI MOTOR COMPANY
신 성우
상무
현대자동차

Supporting Organisations 미디어 파트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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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gramme
Day 1 : FRIDAY, 3 September

08:55 Welcome address

09:00 Opening keynote address

09:30  Networking break

09:45 Private markets outlook: Navigating global recovery 

The global economy began its recovery in 1Q 2021, as a result 
of businesses adjusting to the new normal. Although everyone 
expects a worldwide rebound, the private equity industry faces 
multiple challenges, such as geopolitical issues, unused dry 
powder fuelling record valuations, and travel constraints on 
deal-making and fundraising. Our panel of global and regional 
leaders share their approaches to investing in this critical time 
and predict the market outlook. 

• How have investment practices and theses changed in 
response to the pandemic?

• What will the recovery look like, and where has it started?
• Which geographies and strategies present the most attractive 

opportunities?
• Is this the best time to buy, and what are the critical factors 

justifying valuations?

10:30  Networking break

10.45 The emergence of private credit

The pandemic has traumatised economies, globally starving 
companies of revenue, challenging business models, and 
prompting concerns regarding the capacity to service existing 
debts. Once deemed too expensive, private debt financing is now 
an attractive proposition, and most private debt providers have 
seen a surge in demand. A panel of experienced investors offer 
their views on the state of the debt market and the opportunity 
set across a range of markets.

• How are GPs dealing with rising default rates, high leverage, 
and the prevalence of covenant-lite loans?   

• Which strategies and structures have evolved to better meet 
investors’ needs?

• Are we expecting more opportunities to emerge from Asia? 
• How should LPs access the debt market?

11.30  Networking and lunch break

11.45 Global venture: A new hype?

With technology playing a bigger role than ever in the business world 
and everyday life, global venture looks set to scale a new peak. More 
players are crowding into the space, due to disruptive innovations and 
frothy valuations offering fresh opportunities for historic returns. Despite 
the skyrocketing valuations and worries over unproven business models, 
venture capital retains its allure. Our panel of venture capital experts 
discuss the current conditions and future expectations, including exciting 
sectors and how South Korean LPs should approach the asset class in 
today’s market.

• What are the emerging investment themes in the venture capital 
space?

• Which markets and sectors look the most attractive? 
• Is over-supply of capital driving up valuations?
• What is the risk/return profile at different stages of venture capital 

investment, and how should LPs approach the asset class?

12.30 Intermission

14:00 South Korea: The evolution of deal opportunities 

South Korea remains an attractive deal market for private 
investors. In addition to large and mid-market buyouts driven 
by accelerated chaebol restructuring and succession, investors 
are finding emerging growth opportunities as the country’s tech 
sector prospers. President Moon’s pledge to create a greener 
economy has also highlighted themes of energy transition 
and environmental management. However, as competition 
intensifies and valuations soar, fund managers face challenges. 
Our panellists share their views on this competitive yet evolving 
market.

• How has the deal market in South Korea evolved, and what 
does the pipeline look like for 2021?

• How can private equity improve corporate governance, 
and which best practices mitigate conflicts and align with 
shareholders’ interests?

• Will the Green New Deal Policy create more energy/ESG 
opportunities and even dedicated funds in South Korea?

• How will the exit environment develop in 2021 and beyond? 

14.45  Networking break

15.00 South Korean venture capital: Getting global attention

South Korean venture capital is booming. Last year, the country 
recorded more than USD3 billion of venture capital investment, 
rivalling that of India and China. This year, the sector saw its 
biggest-ever exit, with the e-commerce platform Coupang being 
listed on the Nasdaq. This bullish outlook is underpinned by the 
government’s Digital New Deal Policy, which will further enrich 
R&D capacity in advanced technologies such as 5G, big data, 
and AI.  Our panel discuss the competitive dynamic in different 
segments of the market and offer their views on the outlook for 
innovation in South Korea.

• What are the latest government initiatives supporting the local 
startup ecosystem?

• What kinds of technologies and innovations differentiate 
South Korea from its peers in the region?

• How will the rise of corporate venture capital impact the 
ecosystem?

• What can be done to raise South Korea venture capital to the 
next level? 

1545  Networking break

16:00 LP spotlight: Creating a sustainable portfolio strategy in the 
new normal

While the macroeconomic environment remains uncertain, South 
Korean LPs appear confident about alternatives delivering steady 
returns and are actively assessing strategies to prepare for the 
post-COVID-19 era. ESG has also made its way up the priority list 
as LPs look to further integrate more factors in their investment 
processes. Our panel of LPs discuss various investment 
strategies and portfolio construction philosophies, as well as the 
outlook for allocations in South Korea and abroad.

• How have portfolio allocations changed in response to the 
risks and opportunities presented by the macroeconomic 
environment?

• Which geographies, strategies, and asset classes interest LPs 
the most?

• What internal resources are required to be an effective co-investor?
• How prominently does ESG feature in the decision-making 

process?

16:45 Closing remarks

16:50 End of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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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55 환영사

09:00 개회 기조 연설

09:30  휴식 시간

09:45 사모 시장 전망: 글로벌  회복세 들여다보기

기업들이 뉴노멀(new normal )을 바탕으로 전략을 조정하면
서 2021년 1분기부터 글로벌 경기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세계적인 경기 반등이 예상되는 가운데, PE 업계는 지정학적 
이슈, 넘쳐나는 유동성으로 인한 밸류에이션 상승 기조 및 여
행제약으로 딜 성사와 자금 조달 활동에 다양한 어려움을 겪
고 있다. 이 세션에서는 국내외 오피니언 리더들이 이 중요한 
시기의 투자 접근법과 시장 전망을 공유한다.

• 판데믹 이후 투자 관행과 이론의 변화
• 경기 회복, 어디에서부터 어떠한 방식으로 시작될 것인가?
• 가장 매력적인 기회를 제시할 지역과 전략
• 지금이 투자 적기인가? 높은 밸류에이션의 명분이 될 요

인은 무엇인가?

10:30  휴식 시간

10.45 사모 크레딧의 부상

판데믹으로 전세계 기업 매출이 급감하고 사업모델 재고 필요
성이 대두되면서 기존 부채에 대한 상환 역량에도 우려가 제
기됐다. 한때 비용이 너무 높다고 여겨졌던 사모 부채 금융이 
관심을 받고 있으며, 대부분의 사모 대출 기관들도 수요 급증
을 경험하고 있다. AVCJ 패널이 현 대출 시장 상황과 다양한 
시장 기회에 대한 견해를 제시한다. 

• GP들이 연체율 증가, 레버리지 상승, 약식 대출 급증에 
대처하는 방법

• 투자자 니즈 충족을 위한 새로운 전략과 구조 
• 아시아 시장에서 보다 많은 기회가 발생할 것인가?
• LP의 대출 시장 접근법

11.30  네트워킹 오찬 

11.45 글로벌 VC: 새로운 유망주?

기업과 일상에 대한 기술의 영향력이 점차 확대됨에 따라 글
로벌 벤처 캐피탈(VC)도 새로운 정점에 오를 준비를 하고 있
다. 파괴적 혁신과 높은 밸류에이션으로 VC가 사상 최고 수
준의 수익률을 제시할 것으로 보이면서 점차 많은 투자자들이 
벤처 분야에 뛰어들고 있다. 이에 따라 밸류에이션이 고공 행
진하고 미검증된 사업 모델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나, 
그럼에도 벤처 캐피탈은 그 매력을 유지하고 있다. 벤처 캐피
탈 전문가 패널은 흥미로운 섹터에 대한 논의와 현재 시장에
서 한국 LP가 벤처 캐피탈에 접근하는 법 등 현재 시장분석과 
향후 전망에 대한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 벤처 캐피탈 분야에서 부상 중인 투자 테마
• 매력적인 시장과 섹터 
• 자금 과잉 공급이 밸류에이션을 끌어올리고 있는가?
• VC 투자 각 단계의 리스크와 예상 수익, 그리고 LP의 VC 

자산군 접근법

12.30  네트워킹 오찬 

14:00 한국: 딜 기회의 진화

사모 투자자에게 한국은 여전히 매력적인 시장이다. 재벌 기업
의 승계 이슈 및 지배구조 개편속에  라지캡, 미드캡 바이아웃
딜이 이루어지는 동시에 기술을 가진 기업들의 성장주 투자에 
대한 기회도 주어지고 있다.현 정부가 친환경 경제에 대한 의
지를 밝히면서 에너지 전환과  환경 관리 분야도 주목받고 있
다. 한편 자산 운용사들은 경쟁 심화와 밸류에이션 상승과 같
은 난제를 맞이했다. AVCJ 패널은 치열한 경쟁속에 나날이 진
화하는국내 시장에 대한 견해를 공유한다. 

• 한국 시장의 진화와 2021년 파이프라인 전망
• 사모펀드(PE)가 기업 지배구조를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

가? 그리고 어떠한 관행이 갈등을 최소화하고 주주의 이
해를 충족시킬 것인가?

• 그린 뉴딜 정책이 에너지/ESG기회를 창출하고 한국에서 
관련 펀드가 추가 조성될 전망인가?

• 2021년과 그 이후의 엑시트 환경 전망

14.45  휴식 시간

15.00 한국의 VC: 세계의 주목을 받다 

한국 VC 산업이 전성기를 맞이했다. 지난해 한국의 벤처 투자
는 30억달러(USD 3 bn)를 상회하며 중국, 인도와 어깨를 나
란히 했다. 올해에는 e커머스 플랫폼 쿠팡이 나스닥에 상장하
며 한국 VC 사상 최대 규모의 엑시트가 이뤄졌다. 이와 같은 
VC 호황은 정부의 디지털 뉴딜 정책으로 날개를 달았으며, 이 
정책으로 5G,  빅데이터, 인공지능(AI )을 기반으로한 첨단 기
술의 R&D 역량이 강화될 전망이다. AVCJ 패널은 VC 시장의 
다양한 섹터에서의 경쟁 구도에 대해 논의하고, 한국의 혁신 
전망에 대해 토론할 예정이다. 

• 한국 스타트업 생태계 지원을 외한 정부 정책 
• 한국의 기술과 혁신이 다른 시장과 어떻게 차별화되는

가?
• 기업 벤처 투자 (CVC) 의 부상이 생태계에 미칠 영향 
• 한국 VC가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 필요한 것

15.45  휴식 시간

16:00 LP 스포트라이트: 뉴 노말의 시대, 지속가능한 포트폴리오 구
성 전략

거시적 불확실성이 산재함에도 불구하고, 한국 LP는 대체투자
의 지속적인 수익 실현에 확신을 가진 것으로 보이며, 판데믹 
이후의 시대를 준비하며 전략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또한 LP
가 투자를 진행하는데  ESG도 우선적으로 고려할 사항이 됐
다. AVCJ LP 패널은 다양한 투자 전략, 포트폴리오 구성 철
학, 국내외 자산 배분 전망에 대해 논의한다. 

• 거시 환경의 리스크와 기회에 따라 포트폴리오 배분 방식
이 어떻게 변화했는가?

• LP들이 주목하는 지역, 전략, 그리고 자산군 
• 효과적인 공동 투자를 위해 요구되는 내부 자원
• 의사 결정 과정에서 ESG가 차지하는 중요성

16:45 폐회사

16:50 네트워킹 칵테일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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