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증권학회 - 한국금융연구원 공동 정책심포지엄

오시는 길
은행회관 :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 11길 19 (명동1가)

올바른 사모펀드의 역할 및
발전방향
| 일시 : 2019년 11월 7일(목) 14:00
| 장소 :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서울 명동)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43(금융투자협회 6층)
TEL : (02) 783-2615
FAX : (02) 783-6539
http://www.iksa.or.kr
http://www.apjfs.org

후원 :	미래에셋자산운용, 삼성자산운용, IBK기업은행
삼성증권,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 한국성장금융
한국자산관리공사

프로그램

초대의 말씀
최근 국내 사모펀드 시장은 2015년 사모펀드 관련 규제 완화를 계기로 매우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2019년 10월 기준으로 국내 사모펀드의 총 설정액은
395조 원으로 이는 지난 4년간 2배 이상으로 성장한 규모입니다. 전문 사모운용사
역시 2014년 10개사에서 2018년 말 169개 사로 급증했습니다. 사모펀드 시장의

진행 : 최수정 (숭실대학교 교수)
14:00~14:30

등 록

14:30~14:40

개회사
신진영 (한국증권학회 회장)

확대는 전 세계적인 추세로서 금융시장이 보다 고도화 되고 성장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모펀드는 기업에게 다양한 자본조달 수단을 제공하여 기업의 각 성장단계
별로 요구되는 자금의 공급을 원활하게 할 뿐 아니라 기업의 구조조정 역시 원활하게

14:40~14:50

수행될 수 있도록 기능합니다. 한편 사모펀드는 투자자들에게 다양한 투자 대상을 제공

축 사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함으로써 자산관리를 더욱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러나 최근 사모펀드와
관련된 일련의 상황에서 볼 수 있듯이 사모펀드 상품 개발, 운용과 판매 전 과정에서

14:50~15:30

발표주제

여러 문제들이 노정되고 있으며 특히 사모펀드 투자자들의 투자 상품에 대한 이해

기업 입장에서 바라본 Private Equity 의 효용성

및 투자자 책임, 금융소비자 보호 차원의 과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빠른

어준경 (연세대학교 교수)

규모 확대 과정에서 성장통을 겪고 있는 사모펀드의 새로운 역할 정립과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게 된 현 시점에서 사모펀드 현황을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향후 과제를

전문투자자 제도 현황 및 개선 과제

점검하고 그 개선 방안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류혁선 (KAIST 교수)

이에 한국금융연구원과 한국증권학회는 각 분야의 전문가 여러분들을 모시고
사모펀드의 현황을 살펴보는 한편 향후 사모펀드가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바람직한
정책적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본 정책심포지엄을 개최합니다. 이번 심포지엄이 사모
펀드와 나아가 우리 금융시장의 발전을 위한 심도 깊은 논의와 의견교환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학계, 업계, 정책당국 등 관심 있는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2019년 11월
한국증권학회 회장

신진영

한국금융연구원 원장

손상호

15:30~15:40

Coffee Break

15:40~17:00

패널토론
사회자 : 김창수 (연세대학교 교수)
토론자 :	고상범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장)

		

김수민 (유니슨캐피탈 대표)

		

연태훈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준서 (동국대학교 교수)

※ 가나다 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