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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any News
NH-LB Growth Champ 2011-4호 PEF 금감원 등록 완료
2012년 9월 11일자로 총 1,500억원 규모의 NHLB
Growth Champ 2011-4 PEF가 정식으로 출범하였다.
LB인베스트먼트는 15년간의 Equity 투자 경험을 바탕
으로, 3년 전부터 본격적으로 PEF 출범을 추진하면서,
PEF운용을 담당할 투자2본부의 인력을 7명까지 확대하
는 등 오랜 기간 준비과정을 거쳤으며, 그 결실이 2012
년에 와서 이루어지게 된 것이라 할 수 있겠다.
금번 PEF는 녹색기술, 첨단융합, 고부가서비스 등 국내
신성장동력분야 기업을 주요 투자대상으로 하고 있다.
PEF 결성 전까지 LB인베스트먼트는 중소/벤처 기업을
주요 투자 대상으로 해온 것과 달리, 금번 PEF의 투자

대상은 안정성과 수익성을 확보하고 있는 매출 5005,000억원 수준의 중견 및 대기업이 중심이 되며,
Business model이 검증되어 고성장 단계에 있는 중
소기업을 일부 포트폴리오에 포함할 계획이다. 개별
기업당 투자금액은 100-500억원이며, 10-50% 내외
의 주요 지분률 취득, BOD멤버 참여, 주요 경영진
파견 등 적극적인 사후관리와 Value-add 활동으로
고수익을 실현할 계획이다. 또한 금번 펀드는 결성이후
열흘만인 지난 9월 20일 첫 건으로 동성하이켐에 투자
를 실행하였으며, 금년 내 총 500억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

LB인베스트먼트 중소기업청 정기검사
중소기업청에서 실시하는 2012년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정기검사 대상으로 당사가 선정됨에 따라, 7월 4일에서
5일 양일간 검사를 받았다.
중소기업청 뿐만 아니라 한국벤처투자, 회계사가 참여하여
창업지원법 제 40조를 근거로 ‘09년부터 현재까지 조합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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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계정의 투자, 회수 거래 및 실적을 점검 받았고, 그 결과
중소기업창업지원법 등 관련법령의 위반사실이 없음을
통보 받았다. LB인베스트먼트는 앞으로도 관련법령을
준수하고, 기업과 VC의 상생과 상호발전을 위한 모범적인
투자사례를 만들어 나갈 것이다.

LP SUMMIT 2012 개최
매년 이어지고 있는 LP Summit행사가 금년에는 단풍과
함께 10월에 진행되었다. 경기를 감안하여 하루 일정으로
축소됐지만 어느 해보다 알차고 뜻 깊은 내용으로 진행
되었다. 아침에 여의도에서 파주로 이동하여 LG이노텍
공장과 LG디스플레이 공장을 탐방하였는데 쉽게 찾아볼
수 없는 곳이었기에 더욱 의미가 있었고, 무엇보다 LG디스
플레이 공장내 Guest House에서의 장어구이 점심은
분위기와 맛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의 수준이었다.

단지 날씨만 좋았다면 북녘땅을 보다 선명하게 볼 수 있었
을 것이라는 아쉬움도 적지 않았다. 다시 여의도 63빌딩
으로 와서는 McKinsey 전은조 AP의 세계 경기동향에
대한 짜임새 있는 분석 발표와 당사 투자업체인 CIS(2차
연료전지), 인트론바이오, 빅히트(엔터테인먼트) 대표분들의
간단한 회사현황과 업계 동향 발표가 진행되었다. 금년 LP
Summit에는 국내 연기금과 LG계열회사 실무자를 비롯해
총62명이 참석한 가운데 순조롭게 마무리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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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C News
모태펀드, 구주유통망 의무참여 규약 개정
올해 1차 자펀드까지가 개정 대상
한국벤처투자가 모든 모태펀드 자조합들을 구주유통망에
의무적으로 참여시키기 위한 규약 개정에 나섰다. 개정
대상은 2005년부터 올해 1차 출자사업을 통해 결성된 모태
자펀드다.
25일 벤처캐피탈 업계에 따르면 한국벤처투자는 최근 모태
자조합을 보유한 벤처캐피탈들에게 해산일까지 처분하지
못한 자산을 의무적으로 구주유통망에 등록해야 한다는
내용을 조합 표준 규약에 삽입해줄 것을 요청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모태펀드 자조합을 운용하는 무한책임사
원(GP)은 펀드 해산 3개월 전 미처분 자산들을 구주유통
망에 등록해야 한다. GP들은 등록에 앞서 미처분 자산에
대해 외부 기관의 공정가치평가를 거쳐 가격 하한선을
정한다. 구주유통망에 등록된 이후 3개월 동안 거래가
이뤄지지 않은 자산은 GP가 인수하거나 제 3자에게 매각을
추진한다.
한국벤처투자는 2012년 2차 모태펀드 정기 출자사업부터
자조합 표준 규약에 구주유통망 의무 참여 조항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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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한국벤처투자가 규약 개정을 요청한 자조합은 지난
2005년 모태펀드 출범 이후부터 올해 1차 출자를 통해
결성한 조합들로 한정된다.
통상 결성이 완료된 조합의 규약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조합 지분을 보유한 모든 유한책임투자자(LP)들의 동의가
필요하다. 한국벤처투자는 LP들마다 이해관계가 서로
다를수 있고 이들의 의견을 조율해야 하는 벤처캐피탈들의
입장을 고려, 개정을 강제하기보다는 GP-LP간 협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시행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한국벤처투자 관계자는 "2005년부터 본격 결성된 모태
펀드 자조합 해산이 20건을 넘어서는 만큼 기업공개(IPO)
나 풋옵션 행사(원금 상환) 위주인 투자금 회수(엑시트)
방안 다양화가 절실하다"며 "LP뿐 아니라 GP들에게도
구주유통망의 장점을 적극 알려 참여를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2-09-25 머니투데이

중기청, 상장 벤처캐피탈 관리감독 강화
최대주주 변경 등 이유로 조기청산한 조합, 실적 인정하지 않기로
상장 벤처캐피탈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된다. 최근 들어
상장 벤처캐피탈에 대한 시장의 불신이 고조되자 중소기업
청이 내린 초강수다. 중소기업청은 최대주주 변경 등의
이유로 조기청산하는 조합의 경우 결성 실적을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중소기업청은 2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2년
창업투자회사 평가 방안'을 발표했다. 평가를 총괄하는
중소기업청은 한국벤처투자를 주관 기관으로 선정, 오는
10월 8일부터 총 89개사에 대한 평가에 착수한다. 이번
평가에 설립 1년 미만인 창투사는 제외된다.
2012년 창투사 평가영역 및 배점
평가영역

평가영역

조합결성 및
운영성과

평가항목
자본잠식비율

10

총 부채비율

5

순운전자본비율

5

자산수익률(ROA)

10

수익률(IRR)

15

조합결성실적

15

기관·해외투자자 결성능력
전체인력 이직률

운용인력

운용인력관리 시스템
운용인력규모 적정성(감점)
투자운영 시스템(투자/사후관리)

투명성 및
리스크관리

출자자 보고 체계화
이해상충·모럴해저드 방지
투명성·윤리성 관련(감정)
법규 준수 관련(감점)

가감점

배점

창투사 투자 전문화(가점)

up to 3
3
7
up to -3
13

'평가기간 중 중대한 문제가 발생한' 창투사에 대해서는
해당 사항이 해소될 때 까지는 등급 부여를 보류한다. △감사
보고서가 미적정 △분식회계 △상장폐지 진행 중이거나
상장폐지된 상장사 △최대주주나 대표이사의 횡령 혹은
배임 발생 △최대주주나 임원이 회사와 관련해 경찰·검찰
조사를 받는 경우 등이 보류 대상이다.
이는 일부 창투사와 최대주주가 도덕적 물의를 일으키며
업계에 대한 신뢰를 추락시킨 데 대해 중소기업청이 내린
특단의 조치로 풀이된다. 따라서 올해 평가에서는 코스닥
시장에서 '문제아'로 낙인찍힌 일부 창투사들은 보류 판정
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
결성일로부터 1년 이내에 조기 청산되는 조합은 결성 실정
을 인정받지 못한다. 총 30점이 부여된 조합결성 및 운영성
과 영역에서 조합결성 실적 부문의 배점은 15점이다. 프로
젝트 투자의 경우에는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지 않을 경우
감점(최대 1점) 대상이다.
엔젤투자와 초기투자를 장려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엔젤 단계의 기업이나 창업 초기 기업의 경우에는 심사보
고서를 작성할 경우에는 실사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간주
한다. 단, 5억 원 이상을 투자하기 위해서는 실사보고서를
작성해야 실적으로 반영한다. 설립 3년 이내의 기업 투자
비중이 높을 경우에는 가산점을 받는다.

5
12
감정반영
(기본 10점)
감정반영
(기본 10점)
up to 3

초기투자(가점)

up to 3

프로젝트계좌 미개설(감점)

up to 1

중소기업청은 90점 이상을 받는 창투사들에게는 A+등급
을 부여할 방침이다. 80~90점에게는 A등급을 부여한다.
A+등급과 A등급은 모태펀드 출자 신청시 가점을 받는다.
C등급(50~70점) 창투사들은 감점 대상이며 D등급
(40~50점)과 E등급(40점 미만)은 출자를 제한받는다.
2012-09-24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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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rtfolio News
골프공업체 볼빅, 2015년 재상장 추진
국내 골프공 시장에 ‘컬러볼 열풍’을 일으킨 볼빅이 2015년
코스닥시장 기업공개(IPO)를 추진한다.
9일 벤처캐피털 업계에 따르면 볼빅은 지난달 말 국내
벤처캐피털인 LB인베스트먼트에서 50억원을 투자받았다.
볼빅이 진행한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LB인베스트가
참여하는 형태다. LB인베스트먼트는 볼빅의 IPO를 통해
투자자금을 회수할 계획이다.
볼빅이 투자를 유치한 것은 운영자금 및 시설자금을 충당
하기 위해서다. 회사는 내부적으로 2015년 IPO를 진행한다
는 계획을 세우고 영업실적을 끌어올리는 데 집중하고 있다.
볼빅은 지난해 매출 222억원, 영업이익 13억원을 올렸다.
당기순이익은 9억원이다.

볼빅 관계자는 “최근 여성 골퍼가 늘어나면서 볼빅 골프공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며 “내년 초쯤 상장주관사 선정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벤처캐피탈협회에서
추가 투자를 받는 일도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볼빅은 2001년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경험이 있다. 이후
비티앤아이(현 SM C&C)로 상호를 바꿨다가 2008년 12월
비티앤아이가 골프공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하면서 독립했다.
벤처캐피털업계 관계자는 “볼빅은 최근 1~2년 새 매출이
급증해 코스닥시장에 상장하는 데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며
“다만 수익성을 꾸준히 유지해야 높은 밸류에이션 (실적
대비 주가 수준)을 평가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12-10-09 한국경제

씨아이에스, 상장예비심사 청구서 제출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31일 씨아이에스가 제출한
상장예비심사 청구서를 접수했다고 3일 밝혔다.
2차전지 공정장비를 만드는 씨아이에스는 지난해 기준
자본금이 16.7억원으로 352억원의 매출에 55억원의 당기
순이익을 기록했다. 공모금액 예상치는 153억~202억원,
주당 공모가 예상치는 2만2000~2만9000원(액면가
500원)이다. 교보증권이 주관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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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아옵틱스, 세계 최광폭 프리즘시트 생산
세계에서 가장 큰
LCD 프리즘시트
가 국내에서 생산
된다.
코아옵틱스(대표
정윤정)는 최대
108인치 프리즘
시트를 생산할 수
<코아옵틱스의 프리즘시트 생산설비>
있는 설비를 구축
하고 이달 말부터 본격 양산에 들어간다고 26일 밝혔다. 롤
형태의 원단을 들여와 롤투롤(Roll to Roll) 공정으로 이음
새가 없는 것이 특징이다. 일부 가전 업체들이 100인치가
넘는 LCD TV를 선보인 적이 있지만 이는 프리즘시트를
이어 붙인 것으로 화면에 이음새가 보이는 단점이 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이 설비에는 코아옵틱스가 지식경제부 산업원천기술개발
과제로 개발한 세계 최대 길이의 마스터롤을 적용했다.
마스터롤 필름에 일정한 패턴을 새기는 장비로 그간 해외
에 의존해왔다. 코아옵틱스는 초정밀 미세가공으로 마스터
롤의 패턴 간격 오차는 ±0.1㎛에 불과하다.
원가 경쟁력도 앞선다. 롤형태의 시트에다 광폭이어서 생산
한 원단을 여러 개로 잘라 쓸 수 있다. 일정한 패턴이 있는
프리즘시트 LCD 후면에 삽입할 때 패턴이 겹치는 현상을
피하기 위해 마스터롤을 사선으로 가공했다. 정윤정 대표
는 “LCD TV가 점차 얇고 커지는 추세라 프리즘시트의
수요적으로 늘어날 것”이라며 “세계에서 가장 크고 우수한
품질의 프리즘시트를 생산하기 위해 마스터롤 금형부터
롤 제작, 시트 생산까지 가능한 원스톱 생산설비를 갖췄다”
고 설명했다.
2012-09-26 전자신문

종합기계 전문기업 맥스로텍, 증권신고서 제출… 본격 상장 절차 돌입
종합기계 전문 기업인 맥스로텍은 금융위원회에 증권신고
서를 제출하고 코스닥 시장 상장을 위한 공모절차에 착수
했다고 26일 밝혔다.
증권신고서 제출을 계기로 본격적인 상장 절차에 돌입한
맥스로텍은 이르면 오는 11월 중 코스닥 시장에 상장할
계획이다.
증권신고서에 따르면 맥스로텍이 상장을 위해 공모하는 총
주식수는 100만주 이며, 공모예정가는 6000~7000원
으로 총 공모금액은 60억~70억원 규모다. 오는 10월 31
일 수요예측을 거쳐 최종공모가를 확정한 후, 11월 7~8일
청약을 받는다. 상장 주관사는 미래에셋증권이다.
맥스로텍은 공장자동화시스템, 엔진실린더블록 임가공
영역을 핵심 사업 분야로 하는 종합기계 기업이다. 공장자
동화시스템의 핵심 부분인 유·무선갠트리로봇 모두를

생산할 수 있는 국내 유일한 기업이며 대한민국 중소기업
사상 최초로 자동차용 엔진블록 전 공정 양산설비를 구축
한 기업으로 공장자동화시스템 산업과 자동차핵심부품
산업에서 각각 높은 기술경쟁력을 인정받고 있다. (중략)
이에 맥스로텍은 지난 2009년 162억원, 2010년 297억
원, 2011년 459억원의 매출액을 달성하며 매년 68.5%
(CAGR)의 외형성장을 달성하고 있다.
김인환 맥스로텍 대표이사는 "이번 코스닥 상장을 통해
맥스로텍의 인지도를 제고하는 한편, 신기술 개발에 집중
하여 기존 자동화시스템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하고 프리
미엄 시장인 자동차핵심부품(엔진실린더블록) 사업과 병렬
역학로봇(PKM) 시장 공략을 통해 세계적 정밀종합기계
전문 기업으로 도약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2012-09-26 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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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명
㈜빅히트엔터테인먼트
서비스사이트 www.ibighit.com
대표이사
방시혁
설립일
2005년 2월
사업분야	가수발굴/트레이닝, 음원제작,
연예인매니지먼트 등 엔터테인먼트

회사명
㈜동성하이켐
서비스사이트 www.dshighchem.com
대표이사
양석모
설립일
1978년 08월 23일
사업분야	TPU(열가소성폴리우레탄),석유정제,
N-Hexane,유기과산화물제품 제조,판매

빅히트엔터테인먼트는 가수발굴/트레이닝, 음원제작, 연예
인매니지먼트 등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로
현재 2AM, 글램, 임정희, 에이트, 옴므 등 소속가수를 보
유하고 있다.
대표이사인 방시혁은 97년부터 JYP엔터테인먼트 프로듀서/
작곡가로 활동을 시작하였고, GOD, 비, 백지영, 다비치,
2AM, 임정희, 옴므 등의 수많은 히트곡을 작곡하였으며,
국내 가요 차트 1위곡 30곡 이상, 국내 가요 차트 Top 10,
50곡 이상을 보유한 업계 최상위권 프로듀서겸 작곡가이다.
방시혁 대표는 2005년에는 동사를 설립하였고 5년간
JYP 시절 각광받지 못하던 임정희를 데려와 2005년 여자
신인상을 수상하게 하여 기획력을 인정받기 시작하였다.
2AM 역시 JYP시절 부진하였으나, 동사와 계약한 후
2010년 죽어도 못 보내 앨범으로 골든디스크 올해의
음원대상을 수상하고 이후 멜론 차트 1위 수차례 랭크
시켰다. (잘못했어, 전활받지 않는 너에게, 너도 나처럼 등)
또한, 2012년 3월 발표한 2AM의 앨범 피츠제럴드식 사
랑은 전곡 모두 차트 10위권에 진입하였고, 최근에는 성
공적인 일본 진출(오리콘 차트 3위, 콘서트 전석 매진) 등
데뷔 이후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다.
그외 옴므, 에이트 등 다수의 차트 최상위곡 가수들을
보유하고 있고, 향후 여성그룹 글램, 데이비드 오, 남성
그룹 방탄소년단의 데뷔와 활약이 기대되고 있다.

동성하이켐은 석유화학, 정밀화학, 폴리우레탄 제품을 국내
과점하고 있는 업체임
• 석유화학사업은 raffinate를 원료로 사용하여 hexane,
solvent 등의 용제를 생산. 과거 10년간 안정적인 성장을
지속하며 동사의 Cash Cow 역할. 제품 가격은 유가와
연동성이 높으며, 동사의 국내 시장점유율은 39%이다.
• 정밀화학사업은 화학제품 중합반응제인 유기과산화물
을 생산. 고난도 합성기술,이동이 어려운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동사의 국내 시장점유율은 57%이다.
• 열가소성 폴리우레탄(TPU)사업은 성형용 TPU, 접착제
용 TPU, 자동차 내장재용 TPU를 생산. TPU는 고무의
탄성을 가진 플라스틱으로서 유연성, 내구성, 내마모성이
우수함. 최근 자동차용 TPU 수요 증가로 2012년 6월
말까지 생산능력 증설예정(2,500톤/연 ⇨ 5,000
톤/연)이다. 현대기아차 내장재용 열가소성 폴리우레탄
(TPU) 적용 증가 예상
•동
 사는 현대모비스와 자동차 내장재용 TPU (Thermoplastic
Polyurethane Elastomer) 소재 개발. TPU는 기존 PVC에
비해 질감이 고급스럽고, 냄새, 촉감, 내구성이 우수함. 현대
기아차는 TPU 소재의 Instrument Panel, Console, Door
Trim제품을 2006년부터 채택, 현재 2,000cc 이상 차량에
적용 중. 현대기아차는 최근 품질경영을 강화하면서 TPU
소재 부품 적용을 늘릴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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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명
서비스사이트
대표이사
설립일
사업분야

㈜볼빅
www.volvik.co.kr
문경안
1980년 5월
프리미엄 골프볼 개발 및 제조

㈜볼빅은 글로벌 시장에 프리미엄 골프볼 및 골프용품을
제작 및 판매하는 회사이다.
㈜볼빅은 1989년 골프볼 R&D를 시작하였고, 1991년에
연간 100만 dozen규모의 공장을 충북 음성에 설립하여
1997년까지는 CHOICE Brand와 OEM수출을 하였으며,
1998년도부터 볼빅 브랜드로 영업을 시작하였다. 볼빅
브랜드가 최초 출시될 때의 ‘비스무스 3PC’는 골프볼부문
베스트셀러가 되었으며 현재까지 그 명성을 이어오고 있다.
㈜볼빅은 사업초기부터 시합용 볼만을 생산하였고 자체의
연구개발로 36개에 달하는 국내외 특허를 획득하였을
뿐만 아니라 3PC, 4PC등의 구조로 만든 선수용, 비거리
용, 칼라볼 등 소비자의 기호에 맞게 다양하게 특화된 제품
들을 선보이고 있는 프리미엄 골프볼 전문제조업체이다.
2009년 문경안 회장의 취임 이 후, 새로운 경영전략과 20
년 이상 축적되었던 골프볼 제조기술이 시너지를 이뤄,
볼빅의 골프볼이 시장 내에서 고속성장하고 있다. 최근
시장에서 컬러볼 돌풍을 일으키며 국내시장 마켓쉐어
30%를 달성하였고, 글로벌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하고
있으며, 글로벌 Top 3 Brand에 들어가는 것을 목표로
열심힘 뛰고 있는 회사이다.

회사명
서비스사이트
대표이사
설립일
사업분야

라온텍
www.raon-tech.com
김보은
2009년 10월
모바일 TV/Fixed TV용 반도체 제조

라온텍은 DMB 등으로 대표되는 모바일 기기 등에 들어가
는 TV 수신용 반도체를 개발/제조하는 회사이다.
회사는 현재 갤럭시 S3에 들어가는 DMB 칩을 독점 개발/
납품하고 있으며, 일본의 차세대 모바일 TV인 ISDBTmm 수신 칩의 경우 시장 점유율 60%로 1위를 차지하고
있다.
모바일 TV의 경우 중국의 CMMB 시장의 급성장 및 일본
의 ISDB-Tmm 등으로 대표되는 차세대 고화질급 모바일
TV 서비스 등으로 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
되며, Analog 반도체 분야의 독보적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라온텍은 중국, 일본 등의 현지 파트너 회사들과의
전략적 제휴 등을 통하여 글로벌 RF 회사로의 성장을
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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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민 철 (Billy Jung)
생년월일 : 1980년 11월 25일
가족사항 : 와이파이 (Wife + 아이,정재이 군 12년2월생)
태어난 곳 : 전라남도 광주 (촌놈입니다.)
살았던 곳 : 한남동, 분당, 안암동, 광주, 순천
사는 곳 : 여의도
학력 : 고려대학교 전기전자전파공학부('99), 고려대학교 전기공학 대학원-반도체공학 ('04), KAIST Techno MBA('11)
경력 : L
 G전자 System IC 연구센터 - Mobile display IC 설계, Analog design ('06 - '11, 총5년 2개월)
취미 : 싸이클, MTB, 스키, 테니스, 케틀벨, 수상스키, 사진찍기, HiFi, 클래식/재즈 듣기, 미술품 관람
(매우 잡다하나, 제대로 잘하는 것이 없다는 것이 치명적임)
성격 : 솔직함
버릇 : 사소한 것에 장기간 집착함
혈액형 : AB형
종교 : 기독교
애인 : 전현주 (현 와이프와 겸직중)
주량 : 소주 한잔(19% 가정)/2 hours (2시간동안 소주 한잔을 마셨을 시, 매우 기분 좋게 취해있음. 즉, 알콜 효율 대박.)
별명 : Billy goat (염소, 제 영어 이름의 기원), 긴팔원숭이, 개구리 (그러고보니 다 이상하게 생긴 동물들이네요.)
좋아하는 남성상 : 슬림한 근육에 세련되어 보이는 젊은 남자 사람 (근데, 제가 이걸 왜 적고 있을까요?)
좋아하는 여성상 : 당당하고 똑똑한 사람
좋아하는 음식 : 낙지는 알레르기 때문에 못먹고, 그것 빼고는 육/해/공 및 국적을 가리지 않고 다 잘 먹습니다.
좋아하는 연예인 : 여자 김수현
좌우명 : People don't care how much you know until they know how much you care.
하고싶은 말 : 언젠가는 누군가에게 제 소개를 할 때, "예, 제가 정민철입니다."라는 문장 하나로도 충분한 날이 오기를 소
망합니다. 잘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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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대 호 (Kim Dae Ho)
생년월일 : 1982년 03월 31일
가족사항 : 부모님, 여동생
태어난 곳 : 화곡동 (서울의 서쪽 끝이지요 ^^)
살았던 곳 : 전남 신안, 화곡동, 목동, 사는 곳: 목동
학력 : 명
 덕외국어고등학교,
서울대학교(전공: 영어교육/경영학)
경력 : 삼일회계법인 - Deal business 4년
취미 : 스타크래프트, 농구, 골프(구력 3개월입니다 ^^)
성격 : 호기심이 많은 성격
버릇 : 술을 마시면 웃음이 헤퍼지는 남자
혈액형 : A형
종교 : 성당
애인 : 수지는 아닙니다.^^
주량 : 소주 1병
별명 : 월리 (닮았나요?)
좋아하는 여성상 : 미쓰에이 수지
좋아하는 음식 : 아버지가 끓이시면 더 맛있는 어머니표 김치찌개
좋아하는 음악 : 90년대 발라드
좋아하는 연예인 : 휴 그랜트 (제가 휴형님의 English Accent를 따라 했다가 싼티난다 라는 반응이..ㅠ)
좌우명 : 사람이 꽃보다 아름답다.
하고 싶은 말 : 큰 조직에 있다가 비교적 이른 시기에 운좋게 꿈을 찾아 올 수 있었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기회에 감사하며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 부탁 드리겠습니다.

lbinvestment ... 13

LBInvestment News Letter Autumn
Strong Business Partner

LBI Activity
신입사원
통과의례를 마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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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사원 통과의례를 마치다!
낙후지역과 불우이웃 지원을 위한 Happy Running for
Sharing이라는 주제로 개최된 본 대회는 유력 대선주자
3인이 모두 참석하는 등 1만명의 대규모 행사로 치러졌다.
대회에 참석한 LB인들은 10km코스를 목표로 9시반부터
상암 월드컵공원에 모여서 스트레칭을 하고 파이팅을 외치
면서 출발선에서 힘차게 달려나갔다.
5명 전원이 자신과의 싸움에서 지지 않겠다는 각오로 열심
히 달린 결과 모든 참가자가 10km를 완주하는 성과를
이루어냈다. 결과는 과거 42.195km 완주했다는 박중건
이사가 54.54초의 기록으로 4명 중 1위를 차지하였다.
10월 13일 모처럼 따사로운 토요일에 조경훈, 박중건,
정민철, 김대호 이렇게 신입사원 네 명과, Special guest
이현근 상무까지 이렇게 다섯 명의 직원은 2012 과학기술
나눔 마라톤 축제에 참가하였다.

결승지점에서 먼저 들어온 직원들이 뒤따라 오는 직원들을
축하하며 함께 기념촬영도 하면서 완주의 기쁨을 함께 했다.
마라톤으로 출출해진 배를 마포구청 앞 맛있는 목살과 맥사
(맥주+사이다)로 채우며 신입사원끼리의 단합을 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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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od People

2

투자2본부는 LB제미니신성장펀드16호 및 NH-LB Growth Champ
2011-4호 PEF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새롭게 Private Equity Fund 를 결성하며,
그들의 각오와 다짐을 들어봅니다.

안근영

본부장

첫 PEF인만큼 최선을 다해서, Partners’ satisfaction(LP, GP를 포함
한 펀드 참여자의 펀드 만족도), Enterprise value (피투자기업의 기업
가치), Fund profitability (궁극적 목표인 펀드 수익성)를 모두 극대화
시키는 P. E. F가 되도록 땀 흘리면서 뛰겠습니다.

조경훈

상무

LB인베스트먼트가 새로운 영역으로 발을 내딛는 의미있는 시간을 같이
한다는 것이 큰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처음 출범하는 PEF의 이름처럼
‘성장하는 챔피언 기업’을 찾아서 투자한다면 수익율은 자연스럽게 따라
오리라 판단합니다. 한국의 Growth Champ들이여 파이팅! 저희가 곧
찾아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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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제 현 이사
LB인베스트먼트의 PEF 조합 결성은 중소/벤처기업의 투자에서
중견기업 및 대기업으로 투자 영역이 확장됨과 동시에 기존 Growth
capital 영역에서 buy-out 등 다양한 형태의 투자구조 확대를 의미
합니다. 분명 새로운 도전에 많은 어려움과 시행착오가 있겠지만,
그간의 중소 벤처기업의 투자 성공 경험을 바탕으로 차별적인 PEF
운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투자 2본부 나아가
LB인베스트먼트 파이팅 !!!

박천명

이사

먼저, 당연히 LP들에게 좋은 수익을 돌려줘서 첫PEF의
성공을 바탕으로 2호, 3호 계속해서 성장하는 것!
LBI만의 독특한 기업문화와 투자철학을 담은 첫PEF가
되어서, 앞으로 LP들로부터 차별성을 인정받는 것!

김신근

수석팀장

수많이 만들어지는 PEF 중에서 LB만의
맛깔스런 PEF가 되도록 매콤한 양념이
되겠습니다. ^^

류덕수

수석팀장

LB에서 1호 PEF인 만큼 타 PEF와는 차별성이 있는 투자를 하고자 함.
비록 1,500억원의 작은 사이즈이지만, 펀드안에는 중견기업 그로쓰캐피탈
투자, 중소기업 바이아웃 등의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함. 그러기 위해서는 단순한 천수답 방식의 영업이 아닌 팀웍을 통하여
다양한 사례분석을 통한 딜파이프라인 DB구축, PEF시장의 GP/LP 들과의
활발한 네트워킹 등의 발로 뛰는 영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지은

팀장

수백억 규모의 VC펀드와 수천억 혹은 이상 규모의
mega buyout 펀드가 주축이 되는 한국 투자시장에서
1,500억 규모의 우리 PEF는 전략적으로 좋은 위치에
포지셔닝 되어있다고 생각합니다. 타 VC/mega fund가
보고 있지 않았던, 하지만 maturing stage로 넘어선
한국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small-to-midcap
회사를 중심으로 다양한 종류와 산업의 투자를 경험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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