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자료는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Presentation에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컴퍼니케이파트너스㈜ (이하 “회사”)에 의해 

작성되었으며 이의 반출, 복사 또는 타인에 대한 재배포는 금지됨을 알려 드리는 바입니다. 

본 Presentation에의 참석은 위와 같은 제한 사항의 준수에 대한 동의로 간주될 것이며, 제한 사항에 대한 위반은 관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대한 위반에 해당 될 수 있음을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에 포함된 “예측정보”는 별도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정보들입니다. 이는 과거가 아닌 미래의 사건과 관계된 사항으로 

회사의 향후 예상되는 경영현황 및 재무실적을 의미하고, 표현상으로는 ‘예상’, ‘전망’, ‘계획’, ‘기대’, ‘(E)’ 등과 같은 단어를 

포함합니다. 

위 “예측정보”는 향후 경영환경의 변화 등에 따라 영향을 받으며, 본질적으로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는 바, 이러한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실제 미래 실적은 “예측정보”에 기재되거나 암시된 내용과 중대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향후 전망은 Presentation 실시일 현재를 기준으로 작성된 것이며 현재 시장상황과 회사의 경영방향 등을 고려한 것으로 

향후 시장환경의 변화와 전략수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별도의 고지 없이 변경될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의 활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에 대하여 회사 및 각 계열사, 자문역 또는 Representative들은 그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과실 및 기타의 경우 포함) 본 문서는 주식의 모집 또는 매매 및 청약을 위한 권유를 구성하지 아니하며 

문서의 그 어느 부분도 관련 계약 및 약정 또는 투자 결정을 위한 기초 또는 근거가 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주식 매입과 관련된 모든 투자 결정은 오직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증권신고서 또는 (예비)투자설명서를 통해 제공되는 정보만을 

바탕으로 내려져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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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벤처캐피탈 산업 Mega Trends

4차산업혁명에 따른
혁신·고성장 신규산업분야
지속적인 등장

대규모 모험자본 육성과
회수시장 활성화 정책 지속

혁신산업분야를 중심으로
벤처캐피탈 투자·육성을 통한
다수의 유니콘1 기업 배출 전망

벤처캐피탈 매출 및 수익성
지속적인 성장·호조 추세

4차산업혁명: 
AI/빅데이터, 5G, 정보보호, 지능형센서, AR/VR 등

혁신창업 및 성장지원 펀드 10조원 조성, 
운용펀드규모 대형화 등

글로벌 유니콘 기업 수: 341개

총기업가치: 1.15조 달러

상장 벤처캐피탈기업2 
최근 3개년 평균 매출성장률 25%

바이오: 
신약개발, 유전체분석, 분자진단, 바이오칩, 기능성식품 등 

코스닥·코넥스 시장 활성화: 
바이오·4차산업 업종별 맞춤형 상장기준 등 

국가별 보유: 
미국 151, 중국 82, 영국 16, 인도 13, 독일 6, 한국 6

상장 벤처캐피탈기업 
최근 3개년 평균 영업이익률 27%

주1) 유니콘기업: 기업가치가 1조원을 넘는 비상장 스타트업 기업을 전설속의 동물인 유니콘에 비유하여 일컫는 말

주2) 상장 벤처캐피탈 기업 13개사 中 3월 결산 법인 2개사 제외, 이후 자료 동일, 각 사 사업보고서 참조

VC수

익
성

정
부

정책

투
자

분
야 투자

기
업

Mega Tre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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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VC 비즈니스모델 & 핵심성공요소

벤처캐피탈 비즈니스 프로세스 및 수익창출구조

VC Pro�t Model

VC
Business
Process

벤처캐피탈 핵심성공요소 (Key Success Factors)

펀드 관리보수
펀드규모 or 투자잔액 x 약 2%

펀드 출자지분 배분수익
펀드청산재산 x 운용사 지분율

펀드 성과보수
기준수익률 초과수익 20~30%

영업이익
&

당기순이익

[1]
투자펀드 결성

[5]
투자펀드 해산·청산

[2] 
중소·벤처기업 투자

[4]
투자자산회수

[3]
투자기업 가치증대

펀드결성역량 적시투자역량 Value-up역량 Exit역량 펀드청산역량

LP 네트워킹

회사명성/투자실적

재무안정성

유망 스타트업 발굴

성장산업 인사이트

사업모델분석

기업성장 컨설팅

파트너 네트워킹

리스크관리

펀드·포트폴리오 관리

회수구조 설계

IPO/M&A 주선

청산시점·구조 설계

잔여자산 매각

출자자 수익극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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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Corporate Identity

“혁신성장산업 유니콘 기업을 양성하는 스타트업 투자·성장 파트너”

혁신·고성장 산업
집중 투자

초기·스타트업 중심
균형·선순환 투자

투자기업 Value-up
노하우 축적

진취적인 기업문화
체계적인 관리시스템

최고의 수익성을
창출하는 VC

S/W, ICT, AI, 바이오 등
4차산업혁명

혁신산업 집중

초기·스타트업 투자 초점

초기-중기-후기

균형·선순환 투자

성장전략자문 및 
파트너 네트워킹

다양한 성공사례 보유

심사역 높은 자유도 보장

독립적인 투자의사결정

시스템

업계최고수준 
ROE/영업이익률

주주이익 최우선 정책



01. Quantum Jump VC, 컴퍼니케이파트너스

02. 혁신·고성장 산업 집중 투자

03. 초기·스타트업 중심의 균형·선순환 투자

04. 검증된 투자관리시스템과 자율적인 기업문화

05. 혁신 산업 투자전문가, 최고의 맨파워 구축

Company 
Overview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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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Quantum Jump VC, 컴퍼니케이파트너스

혁신성장산업 유망 스타트업을 발굴·투자·육성하며 역동적으로 성장 중인 Quantum Jump Venture Capital

대표이사 소개 및 주요 Highlight

핵심가치 (Core Value)

사람 중심
(People-oriented)

혁신 추구
(Innovation)

첨단기술 초점
(Technology)

창업정신
(Entrepreneurship)

진정·진실성
(Integrity)

회사 설립 이후 

12년 연속 흑자 경영

투자 기업 포트폴리오

122개

누적운용펀드규모

4,301억원

청산펀드 수익률(IRR)

17.1%

투자조합 결성 펀드 수

18개

3년 평균 당기순이익률

49%

김 학 범 대표이사

• 투자경력: 23년

• 고려대 무역학 학사

• 일신창업투자, 삼양종합금융, 삼성물산 등 

• 총 26개(5,779억원) 벤처투자펀드 결성 및 총괄 운용

• ICT서비스, ICT제조, 바이오/헬스케어, 부품소재 등 
  다양한 성장산업 투자

• 2018년 벤처창업진흥유공 ”산업포장”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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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의료 – 신약개발, 의료기기, 헬스케어 등

02. 혁신·고성장 산업 집중 투자

다양한 혁신산업의 인사이트를 바탕으로 4차산업·바이오 중심 각 세부분야 선도기업에 집중 투자

ICT서비스 – 인터넷, 모바일, SW, AI/빅데이터 등

ICT제조 – 첨단부품소재, 유통/소비재, 해외 등 

국내 1위 
모바일부동산플랫폼

족부궤양 치료제 등
희귀의약품 개발

국내 최고
에스테틱 화장품 개발

국내 유일
핵융합로 정밀제어S/W

국내 1위
방사성의약품 개발

국내 1위
중소·벤처 MCN

국내 최고
마이크로비옴 

신약개발

게임 
6.7%

유통/서비스 
2.9%

주식 
(보통주, 우선주)

 69.7%

프로젝트

19.4%

주식연계채권 
(CB,BW) 
10.9%

기타
(콘텐츠, 화학/소재 등)

4.7%

국내 1위
골프거리측정기 개발

국내 1위 
전자책 플랫폼

궤양성대장염 치료제 등
혁신신약 개발

국내 유일 5G 스마트폰
전력증폭기 모듈 제조

글로벌 최대
에듀테크 기반 플랫폼

 차세대 정밀진단 
의료기기 개발

글로벌 모바일 잠금화면
광고 플랫폼

ASEAN 유일
 WHO-GMP

바이오시밀러 개발

글로벌 1위
명품시계 오픈마켓 운영

세계 최초
언리얼4 모바일게임 개발

호중구 감소증 치료제 등
글로벌신약 개발

국내 1위
패션 편집스토어 운영

국내 최대
면세환급사업자

국내 최대
모바일 광고플랫폼

AI 기반
뇌졸중 재활치료기기 개발

국내 1위
모바일 자산관리 플랫폼

녹내장 치료제 등
저분자 기반 

혁신신약 개발

차세대
반도체 아키텍처 개발

기업지분 투자금액

2,075억원

혁신성장산업분야 투자 비중

90%이상

주1) 산업분야별, 투자형태별 투자비율은 2014년 부터 2018년까지 최근 5년 기준

투자 형태별 투자 현황

23.8%

15.8%

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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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초기·스타트업 중심의 균형·선순환 투자

초기·스타트업 중심의 선순환 투자를 통해 초기-중기-후기 단계별 균형 잡힌 투자 운용

“투자기업 성장에 따른 파트너십 책임 투자를 통한 기업가치 제고”
(최근 5년간 총 지분투자금액의 23% 기투자기업 추가투자 진행)

“초기-중기-후기 선순환 투자를 통한 투자회수 수익확대”

주1) 기업성장단계별 투자비중

<초기 기업 투자 비중 약 50%> <기업 성장 단계 별 균형잡힌 투자>

총 지분투자기업 수 총 지분투자금액

91개 2,075억원

중기

18%

후기

36%

초기

46%

초기

32%
중기

29%

후기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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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검증된 투자관리시스템과 자율적인 기업문화

대외적으로 우수성이 검증된 관리시스템과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는 기업 문화

[ 벤처캐피탈 투자 특성에 최적화된 자율적이고 기민한 조직문화 정착 ]

중소벤처기업부 실시 2011년 ~ 2018년 창투사 평가 결과 

심사역 전원이 참가하고
직급에 무관하게 격의없이
토론하는 투자심사회의

스타트업 창업 주축세대인

30대 심사역에 대한 
높은 투자 자유도 보장

전방위적인 정보공유와
유기적인 협업을 통한

투자심사 시너지 극대화

기민하고 합리적인
투자의사결정을 통한 

적시투자 집행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A A A A A A A+

2011년 ~ 2016년

6년 연속 A 등급
2017년

최고등급 A+ 달성
2018년

모든 평가항목에서 최상위권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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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혁신 산업 투자전문가, 최고 맨파워 구축

평균 투자 경력 20년의 벤처캐피탈 업계 Top-tier 인력으로 구성된 베테랑 경영진

4차산업·바이오 등 혁신 성장 산업 분야에 특화된 투자심사역

• 고려대 산업공학 학사·석사·박사

• 일신창업투자, NHN인베스트먼트 등
• 투자경력: 19년

• 중소·벤처기업 총 1,300억원 이상 투자

• 코스닥 IPO 15개사

• VC업계 종사 이후 신성장 산업분야를 중심으로 안정적인 
  투자 회수 실적을 창출하고 있는 4차산업혁명 분야 국내 
  대표 벤처캐피탈리스트

• 고려대 기계공학 학사/ KAIST 기계공학 석사

• 일신창업투자, 한국릴리 등
• 투자경력: 21년

• 중소·벤처기업 총 900억원 이상 투자

• 코스닥 IPO 13개사

• 바이오·헬스케어 등 하이테크 분야에 풍부한 투자경험을 
  보유한 초기기업 발굴·투자·육성 전문가

• 2016년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표창 

• 이화여대 불문학 학사/ 이화여대 경영전문대학원 석사

• 바른손, 바른손이앤에이 등
• 재무관리경력: 25년

• 바른손 등 코스닥 기업 10년 이상의 CFO 경력을 바탕으로 
  상장사 재무 및 공시 관리 전문 
• 2017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표창

• 연세대 경영학 학사/ 서강대 경영전문대학원 석사

• 삼성물산, 버추얼텍 등
• 투자경력: 11년/ 산업경력 12년

• IT, 소프트웨어, 디지털콘텐츠 산업실무경험 기반으로

  뉴미디어/ICT/콘텐츠 분야 투자 전문

• <명량>, <극한직업>, <베테랑> 등 천만관객동원 한국영화 
  8편 포함, 영화 130여편 투자

• KAIST 경영공학 학사·석사 
• 솔본인베스트먼트, KIS채권평가 등
• 투자경력: 6년/ 유관경력 9년

• 중소·벤처기업 총 700억원 이상 투자

• 모바일/인터넷 플랫폼, AI, 빅데이터, 헬스케어 등 ICT 기술 
  기반 고성장 스타트업 발굴 및 투자 전문 
• 직방, 리디, 네오펙트 등 신성장 분야 선도기업 및 스타트업

  투자에 탁월한 실적을 기록 중

• 서울대 약학대학 학사·석사·박사수료 
• KTB네트워크

• 약학전공(약사)과 다양한 바이오 분야 연구활동을 기반으로 
  바이오/헬스케어(신약개발, 진단, 의료기기) 분야 유망기업 
  발굴 및 투자 전문

• 국내 유망 바이오 기업 뿐만 아니라 미국, 중국, 대만 등 
  글로벌 바이오 기업 투자 확대 중 

• KAIST 산업 및 시스템공학 학사

• SKT, 소프트뱅크벤처스

• 무선통신산업 및 VC 경험을 기반으로 국내 및 해외 
  ICT 업체 발굴 및 심사·보육 전문

• 5G, 모바일 비즈니스, 뉴미디어, 디지털 콘텐츠 등 신성장 
  산업 분야 초기기업 발굴 투자에 집중

• Univ. of California 전자공학 학사/ 
  Univ. of Illinois 전자공학 석사·박사

•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 ETRI 연구원 경력을 통한 부품소재(반도체, 신소재, 
  나노소재, 통신부품, 전자소자), 반도체 장비, 제조 분야에

  관련된 다양하고 풍부한 연구개발 경험을 기반으로 지능형

  센서, 부품소재 분야에 집중

• Georgetown Univ. 경제학 학사 
• J.P. Morgan 투자금융부

• 글로벌 벤처투자동향 및 해외 성장유망산업에 대한 다양한 
  리서치를 바탕으로 글로벌 신성장 산업 분야 스타트업 발굴 
  및 투자에 집중

황 유 선  부사장, CIO 이 강 수  부사장, CIO 조 선 희  부사장, CFO

장 욱 진  이사 변 준 영  이사 김 우 영  이사

이 연 구  팀장 도 재 원  심사역 박 윤 식  심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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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AUM의 비약적 성장

단일 규모 펀드 확대 등 AUM 양질의 성장 가속화 → 안정적인 투자 재원 확보와 관리 보수를 통한 Cash Cow 확충

‘08 ‘09 ‘10 ‘11 ‘12 ‘13 ‘17‘14 ‘18‘15 ‘19‘16

250

2
4

5

7 7
8

12
13

15
16

18

500 600
1,000 1,000 1,091

1,961 2,018

2,988 3,108

4,301

견조하고 안정적인 성장 지속 양질의 성장 가속화

1,000억원 이상
최대규모 펀드

조성 예정
누적AUM
3,000억원

돌파누적AUM 
2,000억원

돌파

누적AUM 
1,000억원

돌파

벤처펀드
1호 결성

조합청산수익률
전체 1위 달성

(IRR 68%)

누적 AUM
4,000억원 돌파

최대규모 펀드 조성
(863억원)

폭넓은 펀드 출자자 네트워크로 지속적인 펀드결성 기반 구축

+250
+400

+91
+870

+57
+970

+120

+1,200

연도별 누적 AUM 현황
AUM 누적펀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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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업계 평균을 상회하는 탁월한 수익률

유망기업 적시투자 → 효과적인 가치 증대 → 성공적인 회수로 청산펀드 수익률 업계 평균 1.7배 상회

자료) KVIC 벤처펀드 벤치마크, 한국모태펀드출자 국내벤처펀드 최근 7년 기간수익률(2018년 6월말 기준)

주1) 운용수익률(Net IRR) 평균: 펀드별 청산 Net IRR의 펀드 결성금액 대비 가중평균값

주2) * 일부회수기업 

주요 고수익 창출 회수 기업
탁월한 성과를 창출한 

청산펀드 실적

업계 평균
1.7배의
수익률 기록

IRR 218.4%

IRR 87.3%*

IRR 72.9%

IRR 44.0% IRR 127.5%*

IRR 354.1%

IRR 75.9%*

IRR 375.5%*

IRR 196.3%*

IRR 79.6%

IRR 68.3%

17.1%
당사 청산펀드 수익률

10.3%

최근 7년 국내벤처펀드
 기간수익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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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대표 회수 Track record: 넷게임즈

적시투자와 효과적인 가치 증대 활동을 통한 성공적 회수 사례, 넷게임즈 → 새로운 VC 투자 회수 모델 제시

‘13.05월 ‘13.09월 ‘14.06월 ‘15.11월 ’16.06월

기
업

가
치

넥슨과의 M&A를 통한
성공적 회수모바일 최초 

언리얼4 엔진 액션RPG 게임 
“HIT” 개발 및 게임 출시 후

 국내 모바일 게임 시장 평정

2016년 대한민국게임대상 <대상> 수상

개발 전략 Pivoting
(온라인 게임 → 모바일 게임)

엔씨소프트/블루홀 출신
개발팀 발굴

해당 펀드 적시 청산으로
최고의 펀드 청산 수익 창출

20억원
추가 투자 (2차)

14억원
설립투자 (1차)

[ 총 투자원금 ] [ 총 회수금 ]

13배
증가

60억원 784억원

26억원
추가 투자 (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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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대외적으로 인정받은 우수한 투자실적과 역량

2016년 결산수익금액 기준 벤처캐피탈 1위 & 벤처진흥유공 산업포장 등 다수의 기관 표창 수상

결산 수익금액 기준 벤처캐피탈 업계 1위 달성 (2016) 다수 기관의 표창 수상 내역

순위 회사명 회수원금
(백만원)

회수손익
(백만원)

수익률
(%)

1 컴퍼니케이파트너스 21,919 89,484 408.2 

2 에이티넘인베스트먼트 48,989 71,813 146.6 

3 LB인베스트먼트 33,853 67,829 200.4 

4 한국투자파트너스 81,327 53,954 66.3 

5 KTB네트워크 23,201 46,980 202.5 

6 아주아이비투자 12,114 44,471 367.1 

7 유안타인베스트먼트 33,071 42,534 128.6 

8 인터베스트 47,022 38,657 82.2 

9 대경창업투자 15,475 38,344 247.8 

10 한화인베스트먼트 37,088 31,015 83.6 

자료) 한국벤처캐피탈협회

2018. 12월

2015. 02월

2013. 12월

2017. 12월

2016. 12월

              02월

              12월

“2018 벤처창업진흥유공포상(산업포장)-김학범 대표”

“2015 한국벤처캐피탈대상 Best Investment Deal”

“KVIC Venture Award 2013 최우수펀드상(문화분야)” 

“2017 농림수산식품 모태펀드 투자성과대회 우수 운용사(여묾상)”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표창” 

“2017 한국벤처캐피탈대상 Best Exit Deal(중소기업청장상)” 

“KVIC Venture Award 2016: 우수펀드(청산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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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향후 높은 성과가 기대되는 투자 Portfolio

투자 이후 다양하고 효과적인 가치 증대 작업 및 사후관리로 기업가치 상승 및 높은 회수수익 기대

ICT서비스 – 인터넷, 모바일, SW, AI/빅데이터 등

바이오/의료 – 신약개발, 의료기기, 헬스케어 등

ICT제조·기타 – 첨단부품소재, 유통/소비재, 해외 등

1차투자시점 대비

기업가치 20배 상승

‘18년 12월 코스닥

기술상장특례 승인

‘17년 매출 368억원

‘18년 매출 646억원

투자시점 대비

월매출 6배 상승

‘19년 4월 코스닥

기술상장특례 승인

‘13년 매출 308억원

‘18년 매출 1,300억원

투자시점 대비

연매출 5배 상승

투자시점 대비

기업가치 11배 상승

국내시장 압도적 1위

미국 시장 진출

투자시점 대비

기업가치 5배 상승

투자시점 대비

기업가치 5배 상승

GMV 13억 유로(1.7조원) 돌파

연간 매출액
50%이상 성장

투자시점(‘18년 7월) 대비

MAU, 월매출 3배 상승

아토피성피부염

글로벌 임상 
CRO 계약

제품 런칭 9개월 만에

매출 100억원 달성

올해 상반기 중 
일본 대형 플랫폼들에

동사광고플랫폼 탑재 예정

황반변성 치료제

국내 임상2상 
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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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149

136

33

62

206

‘16 ‘16 ‘16‘17 ‘17 ‘17‘18 ‘18 ‘18‘19(E) ‘19(E) ‘19(E)

06. 탁월한 경영 성과 (1) 매출 및 손익

탁월한 수익 실현을 통해 업계 평균 대비 Outperformance 달성: ‘16년 최고실적 창출 이후 또다시 상승 추세

영업수익 영업이익(률) 당기순이익(률)

주1) 2016년 최고실적 창출 사유: 동년 6월 청산한 ‘컴퍼니케이파트너스 M&A투자조합’의 청산실적에 따른 수익영향(성과보수 63억원, 처분이익 54억원)

(단위: 억원) (단위: 억원) (단위: 억원)

조합관리보수 조합성과보수

조합지분법이익 조합출자금처분이익

투자수익 운용투자수익

기타 79% 48% 55% 68% 35% 42%

64

36

33

63

20
6

11
19

41
55

3

41

28

8

158

45

82

7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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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탁월한 경영 성과 (2) 경쟁사 비교

수익성과 안정성 지표 모두 상장 벤처캐피탈 상회

업종 평균 영업이익률 비교 업종 평균 ROE(자기자본이익률) 비교

2018 20183년 평균 (2016~2018) 3년 평균 (2016~2018)

주1) 상장 벤처캐피탈 기업 13개사 中 3월 결산 법인 2개사 제외, 각 사 사업보고서 참조

55%

20%

27%
26%

9%

43%

8%

59%

35%

17%

35%

32%



01. 고수익 창출 시점 진입 (1), (2)

02. 출자비중 확대 → 중장기 수익성 제고

03. 당사 전략 방향에 유리한 환경 변화

04. Vision

Growth 
Strategy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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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고수익 창출 시점 진입 (1) 단기 실적 성장 요인

직방, 네오펙트 등 우량한 기업 포트폴리오를 보유한 펀드 6월 청산 예정

주요투자기업

컴퍼니케이파트너스 
방송콘텐츠전문투자조합

고수익 창출 전망 <직방> 등 잔여자산 회수

펀드청산 ‘성과보수’ 및 ‘배분수익’ 발생 

2019년 당사 실적에 반영

①

펀드청산 성과전망

성공적인
운용

당기순이익

②

③

펀드청산
예정금액

기배분
완료

펀드
결성총액

2017년

성과보수
&

배분수익

2018년
2019년

(E)

100억원 33억원

62억원

직방

네오펙트

퍼플즈

퓨처스트림네트웍스

아이엠컴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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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고수익 창출 시점 진입 (2) 중장기 Pipeline

2016년 ~ 2019년 고수익 창출 구간을 시작으로 우량 포트폴리오 투자의 회수 시점 본격 도래

2010 2012 2014 2016 2018 20242020 20262022

주1) 금액은 각 펀드 결성금액 기준

주2) 펀드명 약식 기재

3rd Harvest Season
(2023~)

2nd Harvest Season
(2020~2022)

1st Harvest Season
(2016~2019)

유망서비스펀드

컴퍼니케이-교원창업초기펀드

컴퍼니케이고성장펀드(가칭)

2,400(E)억원

M&A투자조합
농림축산투자조합

방송콘텐츠전문투자조합

500억원

성과보수 85.5억원

배분수익 73.2억원

성과보수 및 배분수익
2019년 6월 발생 예정

2023년부터
성과보수 & 배분수익

발생목표

스타트업윈윈펀드
챌린지펀드

퀄컴-컴퍼니케이
모바일생태계상생펀드

1,190억원

2020년부터
성과보수 & 배분수익

발생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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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출자비중 확대 → 중장기 수익성 제고

중대형 펀드 연속 결성 & 공모자금 유입에 따른 자본 확대 → 출자비중 확대 → 지분법 이익 증대

설립 후 연도별 자본총계 및 이익잉여금 추이

2009 2011 2013 2015 2017 2019 2021 2023 2025

(단위: 백만원)

자본총계 이익잉여금 누적출자금

누적 운영 펀드 규모 4,301억원

누적 출자 금액 408억원

평균 출자비중 9.5%

수익성 집중 → AUM 확대 

출자비중 증가 → 지분법이익 확대

7,226

194

8,400

13,900

8,144 8,075
10,261

25,325

IPO

797 1,869 3,317

16,711

15,460

23,455

32,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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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당사 전략 방향에 유리한 환경 변화

정부의 제2벤처붐 추진 & 스케일업 펀드 확대 등 컴퍼니케이파트너스에 우호적 환경 지속 전망

제 2 벤처 붐 확산 전략 연도별 신규조합 결성 금액 및 조합 수 증가 현황

초기 투자 기업의 다양한 회수 방법 확대

2015 2016 2017 2018

자료1) 정부 발표 자료, 언론기사 발췌

자료2) Venture Capital Market Brief, 벤처캐피탈협회, 2019년 2월

신산업 및 고기술 스타트업 발굴

벤처투자 시장 내 민간자본 활성화

벤처투자의 회수/재투자 촉진

스타트업 친화적 인프라 구축

스케일업과 글로벌화 지원

신규조합결성금액

신규결성 조합수

(단위: 억원, 개)

정부의 지속적인
벤처 활성화 정책

신규 조합 금액 및 
조합 수 증가

M&A 활성화 등
회수시장 강화

26,205

36,746

46,087 47,809

146
164

120
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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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Vision

혁신산업 유니콘 기업 양성을 리딩하는

“No. 1 스타트업 투자·성장 파트너”

• 차세대 벤처캐피탈 투자 패러다임 제시

• 혁신적인 벤처캐피탈 투자모델·투자전략 개발

• 업계 최고의 수익성을 창출하는 벤처캐피탈

Mission

Investment 
Strategy

Core Value

첨단성장산업 집중

혁신 투자

사람 중심
(People-oriented) 

혁신 추구
(Innovation)

첨단기술 초점
(Technology)

창업정신
(Entrepreneurship)

진정·진실성
(Integrity)

초기·스타트업 중심

성장 투자
파트너십 구축

책임 투자
자율·독립성 보장

안정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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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IPO Information

공모에 관한 사항 Valuation1

주주에 관한 사항

공모주식수 4,000,000주

배정비율
기관투자자: 3,200,000주(80%)

일반투자자: 800,000주(20%)

공모희망가액  3,600 원 ~ 4,000 원

공모예정금액 144 억원 ~ 160 억원

예정시가총액 562 억원 ~ 624 억원

수요예측일 2019년 05월 08일(수) ~ 09일(목)

청약예정일 2019년 05월 13일(월) ~ 14일(화)

납입예정일 2019년 05월 16일(목)

매매개시예정일 2019년 05월 23일(목)

대표주관회사 NH투자증권

주1) 당사 밸류에이션은 공모가 4,000원 기준이며 상장 VC평균은 2019.04.19 기준

구  분 상장VC평균 당사 할인율

PER 22.4 10.1 55%

PBR 1.84 1.50 19%

주주명 주식수 (주) 지분율 보호예수

최대주주 6,500,000 41.64%

전체 6개월

특수관계인 4,990,000 31.97 %

상장주선인 의무인수분 120,000 0.77 % 3개월

공모

주주

기관투자자 3,200,000 20.50 %

일반투자자 800,000 5.12%

합계 15,610,000 100.00% 7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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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요약 재무제표

요약 재무상태표 요약 손익계산서
(단위: 백만원)(단위: 백만원)

구   분 '18 '17 '16

유 동 자 산 1,531 8,168 8,823

창 업 투 자 자 산 25,533 21,808 18,016

비 유 동 자 산 1,740 1,558 1,039

자 산 총 계 28,803 31,534 27,878

유 동 부 채 4,434 859 2,086

비 유 동 부 채 1,144 5,350 5,357

부 채 총 계 5,578 6,209 7,443

자 본 금 7,695 7,345 7,345

기 타 불 입 자 본 583 72 72

기 타 자 본 항 목 (637) 1,197 (369)

이 익 잉 여 금 15,584 16,711 13,386

자 본 총 계 23,226 25,325 20,434

구   분 '18 '17 '16

영 업 수 익 14,861 9,866 20,555

영 업 비 용 6,705 5,357 4,714

영 업 이 익 8,156 4,509 15,841

기 타 수 익 23 17 10

기 타 비 용 (195) 39 27

법인세비용차감전

순 이 익
7,984 4,487 15,824

법 인 세 비 용 1,786 1,151 2,223

당 기 순 이 익 6,198 3,336 13,601

주1) 2018년도는 개별재무제표이며 2016년, 2017년은 연결재무제표

주2) 최근 3년 배당 및 자사주 취득 후 이익소각 금액 94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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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VC 펀드 개요

청산완료 및 운용 중 펀드 현황

구분 펀드명 결성일 청산일 결성총액 분배금액

청산완료

컴퍼니케이 영화투자조합1호 2008/08/28 2014/05/07

95,700 168,804

컴퍼니케이파트너스 M&A투자조합 2011/12/23 2016/06/24

컴퍼니케이파트너스 게임전문투자조합 2009/09/10 2016/11/24

컴퍼니케이파트너스 콘텐츠전문투자조합 2008/06/03 2017/02/16

컴퍼니케이파트너스 글로벌익스팬션투자조합 2009/05/07 2017/05/18

컴퍼니케이 미래성장펀드 2015/03/19 2018/12/26

컴퍼니케이파트너스 농림축산투자조합 2011/06/30 2019/01/14

합계

구분 펀드명 결성일 약정금액 투자금액

해산완료 및
청산진행중

컴퍼니케이파트너스 방송콘텐츠전문투자조합 2010/12/08 10,000 9,650

KT-CKP 뉴미디어투자조합 2013/06/17 9,060 13,589

투자
완료

컴퍼니케이 스타트업윈윈펀드 2014/07/28 42,000 41,601

컴퍼니케이 애그로씨드투자조합 2014/08/12 10,000 8,150

컴퍼니케이파트너스 디지털콘텐츠코리아펀드 2014/09/01 15,000 12,799

컴퍼니케이 챌린지펀드 2014/09/04 20,000 22,868

퀄컴-컴퍼니케이 모바일생태계상생펀드 2016/06/01 57,000 54,752

투자
진행중

컴퍼니케이 문화-ICT 융합펀드 2016/10/10 40,000 5,324

우리은행-컴퍼니케이 한국영화투자조합 2017/03/24 12,000 18,900

컴퍼니케이 유망서비스펀드 2018/02/08 86,300 48,376

컴퍼니케이-교원 창업초기펀드 2018/06/22 33,000 7,848

합계 334,360 243,857

(단위: 백만원)

자료) 투자금액: 2019년 1월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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