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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관·민펀드인 산업혁신기구, 산업혁신투자기구로 새로운 출발
- 산업혁신기구의 역할과 성과에 대한 평가 일본 최대의 관·민펀드인 산업혁신기구(INCJ)

면에서는 전체의 80%를 차지하였으나 금액기준

가 기한만료됨에 따라 2018년 9월부터 산업혁신

으로는 20% 남짓에 불과하였다. 그간 회수한 47

투자기구(JIC)로 개편되어 새로운 출발을 하였다.

건의 안건을 대상으로 INCJ의 투자실적을 평가

일본에서는 관·민펀드에 대해 민간의 업무를 압

해 보자. 2018년 11월 현재 3,430억엔을 투자하

박할 뿐만 아니라 정치가나 관료의 입김이 강하

고 9,880억엔의 자금을 회수하여 6,450억엔의 이

게 작용하는 관계로 이익 경시 경향이 나타나기

익을 올렸다. 부문별로는 사업재편투자에서 약

쉽다는 비판이 있었다. 반면 일본의 벤처기업 육

6,000억엔, 해외투자에서 약 500억엔의 흑자를 보

성이 부진한 현실과 업계 사업 리스트럭처링(재

았다. 투자이익의 대부분이 르네사스, JDI, 유니

편) 수요에 대한 대처 측면에서 필요하다는 주장

캐리어(포크리프트 사업재편), 스위스의 랜디스

도 있다. 본고에서는 종래의 INCJ의 성과를 검토

기어(스마트 미터 제조)에 대한 투자에서 발생하

하고 신설된 JIC의 역할과 과제에 대하여 고찰하

였다. 그중에서도 르네사스에 대한 투자가 가장

고자 한다.

성과가 컸다. 한편 벤처기업투자에서는 약 100억
엔의 적자(14% 손실)를 보았다. 이는 관·민펀드

산업혁신기구의 만족할 만한 성과에도 

의 의사결정 속도가 늦어서 리스크가 큰 상황에

불구하고 정부주도 이익·경시 현상으로 

대한 기민한 대처가 어렵기 때문이다. 하지만 벤

새로운 기구로 출발

처기업에 대한 INCJ의 투자가 상당한 역할을 하였
음을 부정할 수는 없다. 2009년 이후 일본벤처기

INCJ는 발족 후 9년 동안 135건에 1조 1,078억

업이 조달한 자금 중 2할 정도를 INCJ가 담당해 왔

엔의 투자(지원결정 상한액)를 하였다. 이 중 대

고, 주요 투자도 바이오, 의료, 첨단소재 분야 등

기업을 대상으로 한 사업 리스트럭처링 투자 안

사업화가 곤란한 분야에 집중되었기 때문이다.

건이 전체 투자금액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

향후 JIC는 정책목적에 부합한 투자 안건 발굴

다. 사업 리스트럭처링 안건에 대해서는 총 11

과 투자이익 실현을 통해 자신의 존재를 부각해야

건 중 액정의 반도체디스플레이(JDI), 유기EL의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또한 향후 14개의 일본의

JOLED, 반도체의 르네사스 테크놀러지에 대한

관·민펀드 중 적자가 나는 6개의 펀드를 매입해

투자사례가 대표적이다. 해외안건에 대해서는 종

야 하는 부담도 가지고 있다.

합상사와 대형 전기업체 등의 공동투자가 대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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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차지하고 있다.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는 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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