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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any News
2011년 Best Execution House 투자집행 1위 LB인베스트먼트
머니투데이더벨
과 한국벤처캐
피탈협회는 2월
22일 밀레니엄
서울힐튼호텔에
서 ‘2011 한국
벤처캐피탈 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중소기업청이 후원하는 이날 시상식
에는 송종호 중소기업청 청장, 홍선근 머니투데이 미디어
회장, 박종면 머니투데이 더벨 대표, 이종갑 한국벤처
캐피탈협회 회장, 정유신 한국벤처투자 사장 등이 참석했
다. (중략)
지난해 가장 활발한 투자활동을 벌인 벤처캐피탈에게
수여하는 Best Execution House 3개 부문 중 벤처캐피탈
전체 투자집행 1위로 LB인베스트먼트가 선정됐다. 당사는
지난해 벤처조합 계정을 통해 26개 기업에 864억원을
투자했다. (중략)

송종호 중소기업청장은 축사를 통해 “벤처투자 시장이
활성화되고 있는 지금, 벤처캐피탈들이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올해는 벤처캐피탈이 비즈
니스의 중심축이 될 수 있는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홍선근 머니투데이 미디어 회장은 “지난해 벤처
투자 시장은 투자와 펀드레이징, 엑시트 모든 부문에서
한 단계 성장한 한해였다”며 “벤처캐피탈 종사자 모든 분
들이 한국경제의 불씨를 이어가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종갑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장은 “벤처캐피탈들이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아가면서 금융업계의 한분야로 자리
매김하고 있다”며 “탁월한 실력을 발휘한 오늘 수상자들이
벤처캐피탈 수준을 한 단계 높이고 국가발전에 기여
했다”고 밝혔다.
- 2012-02-22 머니투데이 더벨
* LBI는 2010년 최고의 벤처캐피탈(Best Venture Capital House)로
선정돼 중소기업청장상(대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LB인베스트먼트 등 8개 투자펀드, IT투자 확대
정보통신산업진흥원과 IT 투자활성화 업무협약
LB인베스트먼트 등 8개 투자펀드 운용사들이 IT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한다. 지식경제부는 18일 시내 JW메리어트
호텔에서 윤상직 제1차관 주재로 8개 펀드 운용사와 정보
통신산업진흥원(NIPA)이 'IT분야 투자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했다고 밝혔다. 협약에 참가한 펀드운용사는 LB
인베스트먼트, 원익투자파트너스, 인터베스트, 튜브인
베스트먼트, SL인베스트먼트, 파트너스벤처캐피탈, IBK
캐피탈, IMM인베스트먼트 등 8개사다. 이들이 운용하는
펀드규모는 총 2조1천억원에 이른다. 이번 협약에 따라
8개 펀드운용사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추천하는 지원
대상 풀을 활용해 IT 및 IT융합 분야의 기술개발·사업
화·글로벌 진출 등에 투자를 확대키로 했다. 정보통신산
업진흥원은 투자 유망기업을 발굴, 추천하고 IT기술 및 기

업 등에 관한 기
술정보를 제공하
기로 했다. 또 투
자 심사담당자
의 IT전문성 교
육 등 투자활동
을 지원하고 투
자 기업에 대해서는 연구개발·자금·인력·해외 진출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양 측은 이번 협약의 실행을 위해
투자협의회를 구성, 정기적인 투자실태를 점검하고 투자
정보를 교류하기로 했다. 윤 차관은 업무협약식에 이어
열린 간담회에서 “이번 투자협력이 IT전문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에 새로운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민관 협력을
통해 IT전문기업 육성에 더욱 주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2012-01-18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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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C News
15일 발효 개정상법 벤처·혁신기업 탄생 기회
오는 15일 발효되는 개정 상법에는 다양한 종류의 주식
발행이나 회사 형태 설립이 가능해 벤처기업이나 혁신
기업이 탄생할 기회가 넓어질 전망이다.
4일 증시와 업계에 따르면 개정상법 발효가 다가오면서
전문가들은 법·제도적으로 벤처나 새로운 형태의 혁신
기업이 등장할 수 있는 환경이 도래할 것으로 전망했다.
벤처기업이나 혁신기업이 이번 상법 개정안에 관심을
둘 내용은 새로운 형태의 주식발행과 채권발행이 가능
해지는 것이다.
기존 상법하에서 기업은 전환사채나 주식을 발행할
경우, 의결권을 갖는 형태의 주식과 채권 발행만 가능
했다. 하지만 개정상법에서는 의결권을 배제한 주식
도입이 가능하고 이익분배나 잔여 재산 행사에 대해서도
권리를 별도로 표기한 주식이나 채권 발행도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벤처기업이나 혁신기업이 다른 기업과 합병
을 하더라도 대주주는 지분을 지킬 수 있는 구조가 마
련된 것이다. 지금까지는 전환사채 발행 후 의결권이
사라지는 사례가 많았다.
또 합자조합과 유한책임회사 등 다양한 기업형태를 도입
할 수 있는 것도 벤처캐피털이나 관련 펀드 조성에 힘을
실어줄 전망이다. 기존에는 특별법 규정을 통해 자금
운용을 담당하는 업무집행사원(GP)과 자금을 공급하는
유한책임사원(LP)을 인정했지만 개정 상법에는 다양한

형태의 회사를 인정함으로써 일반법에서도 벤처캐피털
과 펀드 조성이 가능해진다.
사채총액한도 폐지와 다양한 구조의 사채 도입근거도
상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다. 김필규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개정상법에 따라 다양한 구조의 사채가 도입
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며 “사채총액한도 등의 발행
규제폐지로 회사의 탄력적인 자금조달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개정상법의 효과가 단기간에 나타나긴 어렵지만
그간 시장의 요구를 합리적이고 현실화되게 받아들인
것”이라며 “40여년만에 바뀐 제도가 시장 상황에 맞게
적용되려면 향후 예측가능한 시스템을 만드는 추가 개정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과천청사에서 주재한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개정상법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높여 경제발전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개정상법이 오는 15일 발효되면 부당한 자기
거래가 원천 봉쇄되고, 유한책임회사와 합자조합 등
새로운 지배구조를 통해 제2의 벤처 붐이 일 것이라고
기대했다.
- 2012-04-04 전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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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C News
중기·벤처 전용 주식시장 ‘코넥스‘ 운용 어떻게
증권사가 자문 맡아 기업 발굴해 상장·관리
매출액 17억·자기자본 5억이상 대상
투자자 금융회사·벤처캐피털로 제한
개인은 펀드 통해서 간접투자만 가능
중소기업 전용 주식시장 주요 내용
명칭

코넥스(KONEX·KOrea New EXchange)

운영 주체

거래소

대상 기업

코스피·코스닥 비상장 중소기업,
벤처기업, 이노비즈 기업 등

투자자
범위

• 자본시장법상 전문투자자
(은행·보험 등), 벤처캐피털
• 개인은 펀드를 통한 간접 투자만 허용

진입 요건

감사의견 적정, 규모·재무·경영성과
요건을 선택적으로 충족

퇴출 요건

해산 회생절차 기각 등 즉시 상폐 요건,
감사의견 부적정 의견 거절 등
(재무 요건은 퇴출 요건에 불포함)

공시의무
완화

발행·유통공시 부담 경감 (횡령·배임
등 시장건전성 관련 공시는 유지)

지정자문인 증권사를 지정자문인으로 선정,
제도
기업 발굴·상장·관리 등의 역할
따라서 코넥스는 재무요건 미달로 주식시장 진입이 불
가능한 중소업체와 벤처기업이 주요 대상이 되고 상장요
건도 대폭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코넥스 상장
요건을 코스닥의 최소 3분의 1 수준으로 낮출 방침이다.
현재 코스닥 상장 기준은 매출액 50억원, 자기자본 15억
원 이상이기 때문에 매출액 17억원 미만, 자기자본 5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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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미만인 중소기업과 벤처기업들도 코넥스를 통해 자금
조달이 가능하게 된다.
코넥스에 참여할 수 있는 투자 주체는 자본시장법상 전문
투자자와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규정된 벤처캐피털 등
으로 제한된다. 개인은 원칙적으로 펀드를 통한 간접투자
만 허용되지만 헤지펀드에 투자할 수 있는 기준인 자산
5억원 이상 개인투자자는 시장에 참여할 수 있다. 금융
위는 중소기업 투자경험이 있는 엔젤투자자들도 중소기
업 전용 주식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관계기관과
협의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의 코넥스 상장 핵심 역할은 지정자문인이 맡게
된다. 지정자문인은 기업을 발굴해 상장시키는 역할뿐
아니라 상장 후 공시, 자문 등 사후관리까지 맡는다. 지정
자문인이 중소기업의 후견인 역할을 하게 되는 셈이다.
지정자문인은 증권 인수업무를 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
로서는 증권사만 지정자문인으로 지정될 수 있다. 지정
자문인은 기업 발굴, 상장, 사후관리까지 하고 이에 대한
수수료를 받는다. 증권거래소가 지정자문인을 지정하
고 정기ㆍ수시 심사를 통해 감독당국과 함께 관리하기로
했다.
증권사들이 지정자문인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금융위는 지정자문인으로 선정된 증권사의
상장기업 주식보유 제한기준을 완화하고, 유동성공급호
가 수수료 면제와 거래수수료 지급 등 인센티브를 주기
로 했다.
매매 방식은 다양한 경쟁매매 방법을 활용하기로 했다.
초기 시장형성 단계에는 호가의 집중을 유도하기 위해
증시 개장 때 쓰이는 단일가 경쟁매매 방식을 채택하고
거래 활성화 정도를 봐가면서 연속 경쟁매매로 확대하기
로 했다. 또 지정가 주문만 허용하거나 매매수량 단위를
100주 이상으로 높이거나 가격제한폭을 10%로 축소하
는 등 여러 방법을 채택할 수 있다. 최대주주의 지분 매각
등 대량의 주식매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경매매 같은
변형된 형태도 활용할 수 있다.
진웅섭 국장은 “코스닥 상장 요건에 미달하는 8600여
비상장기업 중 총자산회전율과 총자산이익률(ROA)이

코스닥 상위 50%에 해당하는 760개사가 우선 대상”이라며
“이들 우량 비상장기업은 자기자본이 부족하고 부채비율
이 높아 주식을 통한 자본조달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런 기대와 달리 코넥스가 현재의 프리보드
수준으로 전락하거나 그렇지 않아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코스닥시장을 더욱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금융위 측은 “오히려 ‘코스닥-코넥스-

프리보드ʼ의 관계와 역할이 분명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진 국장은 “코넥스 상장기업들은 코넥스에서 성장 기초
를 닦고 코스닥으로 이전해 일반투자자에게 자금을 조달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코넥스와 코스닥시장이 긴밀
하게 연계돼 운영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2012-04-05 매일경제

디에스씨인베스트먼트 모태펀드 1차사업 운용사 선정
2012년 모태펀드 첫번째 정기 출자사업의 위탁 운용사
6곳의 면면이 가려졌다.
대학과 협력해 투자조합을·결성 운용하는 대학 부문
운용사로 디에스씨인베스트먼트가 고려대와 짝을 이뤄
‘KU-DSC 드림 제1호 투자조합’ 결성을 추진한다.
모태펀드는 디에스씨인베스트먼트에 60억원을 출자한다.

최소 조합 결성 규모는 100억원이다.
LB인베스트먼트 임직원이었던 디에스씨인베스트먼트의
윤건수 대표이사와 하태훈 상무의 첫 펀드결성을 축하드
리며, 앞으로도 더 발전하는 모습 기대하겠습니다. 파이
팅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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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rtfolio News
중견기업으로 Step UP 코아옵틱스
‘프리즘 시트’ 국산화 기술력 …
내년엔 중견기업 도약
코아옵틱스의 정윤정 대표가 충남 아산에 새로 지은 프
리즘 시트 생산 공장에서 직원과 함께 만들어진 제품을
검사하고 있다. 봄부터 본격적으로 생산해 국내 대기업들
에 납품한다.
경기도 수원 본사와 충남 아산에 위치한 공장을 매일 오
가는 코아옵틱스 정윤정(41) 대표의 마음은 들떠 있다. 4
년 전만 해도 기업 경영을 계속할 수 있을지 자괴감에 빠
졌던 그다. “국산화되지 않은 기술로 승부를 봐야 한다고
생각했고 자신도 있었죠.” 2001년, 전 재산 5000만원으
로 창업한 정 대표는 주변에 “기술력만 있으면 무서울 게
없다”는 말을 되풀이했다. 당시 국내에서는 아무도 하고
있지 않던 평판디스플레이용 도금강판 틀을 만들었다. 외
국 수입에 의존하던 국내 대기업도 만족하고 꾸준히 제
품을 구입해 준 덕에 2005년에는 연매출 17억원을 기록
했다. 순이익도 2억원이 넘었지만 정 대표는 이 사업을
접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것만 가지고는 연매출 20억
원 이상을 못 올리는, 그야말로 소규모 사업자로 남을 것
같았습니다.” 그는 금형 틀이 아니라 아예 기계를 만들기
로 했다. 지인으로부터 2007년이면 글로벌기업인 쓰리엠

코아옵틱스의 매출 및 순이익
단위: 원

매출

순이익
156억
7300만

50억

25억
-3억 5500만

20억
5200만

-2400만

0
ʼ0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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ʼ10년

(3M)이 갖고 있던 프리즘 시트(LCD 모듈 제작의 핵심 필
름) 제작 관련 원천특허가 만료된다는 정보를 접한 게 계
기가 됐다. 그가 목표로 한 기계는 BLU 시트 생산을 위한
‘마스터 롤(master roll)’. 국내 대기업들이 일본에서 대당
1억5000만원 정도에 수입해 오던 물건이다. BLU(Back
Light Unit)란 LCD는 자체로 빛을 내지 못하기 때문에 뒤
쪽에 빛을 비춰야만 LCD에 나타난 화면을 볼 수 있는데,
이때 LCD 뒤쪽에 고정시키는 광원을 말한다.
“반드시 성공한다”는 확신을 갖고 연구비를 투자하던 그
에게 위기기 왔다. 2007년과 2008년 회사가 연이어 적
자를 본 것이다. 정 대표는 “기술에 대한 확신이 있어서
미래에 대한 희망을 놓지 않았지만 회사 운영과 발전에
대한 구상이 미흡했다”고 회고했다. 마침 전국경제인연
합회 중소기업경영자문단에 줄이 닿았다. LG정보통신,
LG(옛 금성) C&C전략기획본부 등에서 활약했던 남기재
(68) 자문위원이 멘토를 자처했다. 남 위원은 “기술마케
팅을 제대로 하지 않아 수입에만 의존하던 기계를 국산
화할 수 있는 기술이 있었음에도 우수성을 인정받지 못
했다”고 평가했다.
코아옵틱스는 남 위원의 조언대로 사업 확대를 위한 자
금을 KB인베스트먼트와 KDB로부터 확보했다. 동시에 개
발 중이던 기술도 완성에 이르렀다. 마스터 롤 기계를 국
산화해 단가를 대당 4000만원대로 낮출 수 있었다. 자문
위원단의 지원으로 국내 굴지의 전자업체 기술검증을 받
아 해당 대기업의 1차 협력사로 등록됐다. 기술력과 자문
의 결합으로 2009년부터 회사는 바로 흑자로 전환했다.
그해 순이익이 4억4900만원, 이듬해에는 20억5200만원
이나 됐다. 매출은 2008년 11억9800만원에서 2010년
156억원이 넘었다.
정 대표는 현재 또 다른 도약을 시도하고 있다. 부품 공
급업체에서 탈피해 아예 프리즘 시트 제품 생산업체로
전환키로 맘먹고 지난해부터 공장을 확장했다. “올해, 늦
어도 내년에는 반드시 중견기업 반열에 들어설 겁니다.”
회사를 키우다 보니 2010년 12명이던 직원은 현재 32명
이 됐다. 조만간 70명 규모로 늘릴 계획이다.
- 2012-01-31 중앙일보

2차전지 설비업체 CIS,
코스닥 상장 추진

인트론바이오 “파지센터 오픈…
슈퍼박테리아 신약 연구개발 탄력”

2차전지 설비업체 씨아이에스(CIS)가 코스닥시장 기업공
개(IPO)를 추진 중이다.
29일 증권 및 벤처캐피털 업계에 따르면 씨아이에스는
오는 8월 코스닥 상장심사를 청구할 예정이다. 늦어도 연
말까지는 IPO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상장주관사는 교
보증권이 맡았다.
씨아이에스는 2002년 대구에 설립된 2차전지 설비업체
다. 휴대용 정보기술(IT) 기기 및 하이브리드자동차(HEV)
용 전원인 리튬이온전지와 연료전지, 태양광전지 등의
제조용 설비 제작을 주력사업으로 하고 있다. 이 회사는
2010년 287억원의 매출과 68억원의 영업이익을 달성
했다. 회사의 현금창출능력을 나타내는 상각전영업이익
(EBITDA)은 70억원대다. 투자은행(IB) 업계에서는 씨아이
에스의 시가총액을 EBITDA의 10~11배 정도인 750억
~850억원으로 예상하고 있다.
씨아이에스의 최대주주는 김수하 대표로, 김 대표를 포함
한 특수관계인들이 40% 이상의 지분을 확보하고 있다.
이 밖에 국내 벤처캐피털인 △LB인베스트먼트 △스틱인
베스트먼트 △IMM인베스트먼트 △메디치인베스트먼트
등이 40% 이상의 지분을 보유 중이다. 회사는 IPO를 통
해 지분 20~25%에 해당하는 신주를 발행할 계획이다.
하지만 상장 직후 투자회수에 나서는 벤처캐피털의 특성
을 감안해 신주 발행물량을 줄이는 것도 검토 중이다.

인트론바이오는 박테리오파지 생물자원의 연구개발과
사업적 역량 강화를 위해 생명공학연구소 내에 최첨단
기자재 등을 확충한 파지센터(Phage Center, 가칭)을 설
립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에 설립한 박테리오파지 생물자원 센터는 박테리오
파지를 대상으로 한 제노믹스 및 프로테오믹스 연구를
비롯해 항박테리아제 등의 제품화까지 체계적으로 수행
할 수 있는 세계 최고 수준의 시설이다. 인트론바이오는
이번 박테리오파지 생물자원 센터의 설립이 국제적 위상
강화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강상현 연구소장은 “이번 박테리오파지 생물자원 센터의
설립으로 명실공히 국내외에 걸쳐 최고의 박테리오파지
연구기관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본 토대가 마련됐다”며
“이를 통해 3~4년내에 1000여종 이상의 유용 박테리오
파지 생물자원을 확보하고 병원성 세균을 효과적으로 처
치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하면서도 강력한 수단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트론은 이번 설립된 박테리오파지 생물자원 센터를 기
존 축산분야의 사업역량 강화에는 물론 수산, 밸러스트수
처리, 의료분야 등 다양한 분야로의 지속적 진출에 활용
할 계획이다.
- 2012-04-03 이투데이

- 2012-01-29 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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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Portfolio

회 사 명
홈페이지
대표이사
설 립 일
사업분야

: Six Rooms Holdings
: www.6.cn
: Mr. Liu Yan
: 2006년 5월
: 온라인 비디오 라이브쇼
서비스 플랫폼 개발 및 제공

Six Rooms는 중국 내 온라인 라이브 쇼 및 SNS,
온라인 게임의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이다.
Six Rooms는 동사의 서비스 사이트에 등록하는
모든 사용자들이 “internet-cast”를 통해 사용자 자신의
탤런트쇼(singing, music serving DJ, dancing)를
서비스할 수 있는 온라인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제공
하고, 청중들은 서비스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virtual
gifts 아이템을 온라인 상에서 구매하여 본인이 원하는
가수, 댄서 등 인기 공연자에게 선물할 수 있도록
가상 상거래 장터를 운용하고 있다. 또한, 온라인
비디오 스트리밍 서비스 내 광고를 통한 비즈니스
모델을 보유하고 있어 성공적으로 수익 모델 다각화
를 꾀하고 있다.
중국 온라인 비디오 산업은 아직 개발 초기단계에
있으나, 중국 온라인 비디오 시장의 총 매출액이
2006년 5억 RMB에서 2010년 31억 RMB로 연평균
56%의 성장률을 기록하며 온라인 비디오 시장
규모는 매우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Six Rooms는
온라인 탤런트 쇼, 온라인 음악 산업 등 온라인 종합
엔터테인먼트 및 온라인 라이브 비디오 커뮤니티
서비스의 세계적인 회사로 성장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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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사 명
대표이사
설 립 일
사업분야

: 에이치와이정공
: 최성권
: 2007년 9월
: 선박엔진부품 및 풍력
발전부품 가공, 플랜트부품
(Seamless Pipe 인발 제품) 제작

에이치와이정공은 높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선박
엔진용 부품 및 풍력발전용 부품 가공 전문 회사
이다.
2007년 설립 이후, 4년에 걸쳐 엔진 부품 및 풍력
발전용 부품 가공의 품질인증을 획득하고 주요
대기업에 납품할 수 있는 기술력을 확보하였다.
현재 선박용 엔진의 Connecting Rod와 풍력발전용
Main Shaft에 있어서는 독보적인 기술력으로 높은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다.
신규 사업으로 산업용 플랜트의 주요자재 중 하나인
Seamless Pipe 인발 제품 제작 사업을 진행중이며,
Seamless Pipe의 전방 사업은 기계, 조선, 발전설비,
해양플랜트, 건설, 자동차 등 다양하며, 최근 고유가로
인한 유전개발 증가로 수요가 계속 증가 추세를
보여 성장성이 높은 사업이다. 기존 주요 수출국인
일본, 유럽에 비하여 높은 품질과 가격 경쟁력을
바탕으로 시장에서 경쟁력있는 사업을 영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단단한 기존 부품 가공 사업과 성장성 높은 신규
Seamless Pipe 사업이 결합되어 앞으로의 성장과
발전이 기대되는 회사이다.

회 사 명 : 대한특수금속
(Daehan Special Metal Co.)
홈페이지 : www.e-magnet.co.kr
대표이사 : 안준범
설 립 일 : 1995년 12월
사업분야 : IT기기용 초강력 자석 제조
및 관련 모듈용 플라스틱 사출업

대한특수금속은 희토류의 일종인 네오듐(Nd)을
가공하여, 최신 IT 기기용 부품에 사용되는 초강력
자석 및 이와 관련된 플라스틱 사출물을 주력 생산
하고 있다.
네오듐 자석은 원소 분쇄 → 혼합 → 프레싱 → 소결
→ 커팅 → 도금 → 자화 과정을 거치게 되며 고른
자력분포 및 도금의 신뢰도 등으로 인하여 일본
제조업체가 대부분의 고가 시장을, 일부 저가 시장
을 중국 제품들이 점유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회사는 도금 공정 노하우 축적 및 후공정(검수)
개선 등으로 일본제품과 유사한 품질을 제공하면
서도 가격면에서 경쟁우위를 갖추게 되어, IT기기
등에서 기존 일본 제품등이 차지하던 시장을 점차
확장해 나가고 있다. 또한, 시장이 폭발적으로 확장
될 것으로 예상되는 전기차 모터용 특수자석 시장
진출을 준비중에 있어 향후 시장 확대에 따른 성장
과 발전이 기대되는 회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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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Face
이 주 원 (LEE JU WON)

생년월일 : 1983년 11월 19일
가족사항 : 부모님, 형
태어난 곳 : 서울로 28년 동안 알고 지내다가 최근 경남 마산인 것으로 판명.
(가족 중 혼자 지방 출신이라 기죽을까봐 출생의 비밀을 지켜오셨다고 함)
살았던 곳 : 마산, 창원, 일산, 중국 북경, New York, Boston
학력 : 중국 북경 55중학교(고등학교), Peking University (Bachelor of Law), Boston University (LLM)
경력 : 신한금융투자 해외ECM부 2년
취미 : 테니스, 자전거, 영화/음악
성격 : 보이는 것만큼 그리 조용하진 않고, 하고 싶은 것은 꼭 하는 편입니다.
버릇 : 술 마시면 집 앞 편의점에서 꼭 쇼핑을 합니다..;;
혈액형 : O형
종교 : Catholic
애인 : 있음
주량 : 소주 1병
별명 : 쪼우위알 (주원의 북경식 중국어 발음: 고등학교 때 담임선생님이 이렇게 부르셨어요)
좋아하는 여성상 : 비전을 공유할 수 있는 아름다운 여성
좋아하는 음식 : 두부, 모든 고기 류, 직접 만든 농어 요리 등
좋아하는 음악 : Parov Stella, 박새별
좋아하는 연예인 : 연예인을 좋아해 본 적이 없어요.. (아이유 빼고)
좌우명 : 1st 謀事在人, 成事在天 (계획은 사람이 하나, 그 결과는 하늘에 있다 : 개인적으로
종교적인 의미를 부여하여 모든 결과에 대한 하늘의 뜻을 헤아리자는 의미에서)
2nd “the biggest risk is the risk of riskless living” -Stephen Covey (Risk와 함께 하는 삶 ;)
하고싶은 말 : 스스로 느끼기에도 배울 것이 너무 많습니다. 투자라는 일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LB의 이름과 저 스스로가 부끄럽지 않도록 열심히 해서 제 나름의 Position을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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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 란 (LEE YOUNG RAN)

생년월일 : 1986년 12월 16일
가족사항 : 아버지, 어머니, 오빠
태어난 곳 : 서울
학력 : 경희대학교
경력 : 서울보증보험, 더존비즈온
취미 : 음악감상, 자전거타기
특기 : 달리기
성격 :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사람,
혈액형 : A형
주량 : 맛이 나는 술 조금 마시는 정도
좋아하는 음식 : 특별히 가리지 않고 잘 먹어요
좋아하는 음악 : 대중음악, Lendvay
좋아하는 장소 : 어린이대공원
추천하고 싶은 책 : 프레임
꿈 : 한 분야의 전문가, 지혜로운 아내, 좋은 엄마,
많이 웃으면서 작은 것에도 감사와 행복을 느낄 줄 아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하고 싶은말 : 안녕하세요!! 2012년 LBI의 새로운 일원이 된 이영란 입니다. 따뜻한 봄과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 근무하게 되어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LBI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기여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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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BI Activity
‘엘리자벳’ 관람기
4월 5일 식목일을 맞아 LB인베스트먼트의 임직원들은 문화의 씨앗을 마음에 심고자 뮤지컬 “엘리자벳”을 관
람 하기로 했다. 한남동 공연장 근처에 있는 아시아음식 전문점에서 와인과 함께 맛있는 식사를 하면서 주주
총회로 바빴던 지난 한 달을 마무리하는 화기애애한 시간을 가졌다.
이번 “엘리자벳”은 옥주현씨가 주연으로 출연하는 공연으로 관람후기나 평이 좋아 모두 기대가 컸다. 아니나
다를까 공연이 시작되고 옥주현씨와 다른 배우들의 폭발적인 성량과 섬세한 감정표현으로 공연에 빠져들 수
있었다. 더욱이 미리 배경지식에 대한 자료를 공유하고 갔기 때문에 극의 내용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
160분이나 되는 긴 공연시간이 처음에는 지루하지 않을까 걱정했지만 흥겨운 음악과 배우들의 열연에 시간이
언제 지나갔는지도 모를 정도로 즐거웠다. 감동적인 공연이 끝나고 모든 관람객이 환호와 기립박수를 보내며
큰 호응을 보냈다.
11시를 향해가는 늦은 시간 공연은 끝이 났지만, 피곤을 잊은 채 직원들 모두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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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힘차게 청계산을 오르다.
작년 겨울 청계산 등반을 시작으로, LBI는 또 한번의 겨울산행에 도전하였다. 추위가 채 가시지 않은 청계산이
지만 신년 파이팅을 외치는 인파로 북적였다.
원터골을 시작으로 이수봉까지..LBI의 날다람쥐는 단연코 최지은 대리였다. 많은 남자직원들을 제치고 선봉에
선 그녀는 평소에 다져진 체력을 바탕으로 가뿐히 청계산에 올랐다.
이수봉에 올라선 우리는 단체사진을 찰칵 찍고 정상에서만 맛보는 따끈한 오뎅과 막걸리 한 사발을 뚝딱 하고
산 길을 굽이굽이 돌아 하산하였다.
물론 하산 후에는 청계사의 별미 옛골토성의 ‘오리고기’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등산 후에 피로를 풀어주
는 맛있는 음식, 바로 이 맛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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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나 특집
세미나 릴레이에 참여하세요~!
LBI는 2012년 새롭게 세미나 시리즈를 단장하여 매주 월요일 마다
야심차게 그 릴레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02월 06일

조동호 교수 - 국제정치의 변화와 북한의 미래

02월 13일

대우증권 김학균 수석연구원 - 새해경제전망

02월 20일

법무법인 화우 최돈억 변호사 - 개정상법

02월 27일

전자신문 김승규 차장 - CE Show 동향

03월 05일

서울대 전미영 교수 - 트렌드 코리아 2012

03월 12일

김미경 원장 - 비즈니스 언어 및 설득력 있는 스피치

03월 19일

Sam Lee - Affinity PEF

03월 26일

대우증권 류희석 파트장 - 헷지펀드

04월 02일

Daum 김지현 - 모바일, 소셜, 카페, 메일, 블로그, 마이피플, 다음TV 등

04월 09일

대한적십자 윤원규 - 응급처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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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참여 가능한 세미나
04월 23일

전 국가대표 양궁 서거원 감독 - 조직경쟁력 강화 비법과 리더십

조직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싶다면~!
05월 14일

KB인베스트먼트 신정섭 이사, 한국투자파트너스 황만순 이사 - 바이오 관련

바이오 산업의 전문적 식견을 가지고 싶으신 분들~!
05월 21일

한영회계법인 김운희 회계사 - 지주회사 관련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기업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거 아시죠?!
LB에서는 다양한 부문의 이야기들을 주제로 세미나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세미나에 참여해 주세요~!
참가신청
세미나 일정을 알고 싶거나, 신청하고 싶으신 분들은
cin1004@lbinvestment.com 으로 메일을 보내주세요.

당신을 초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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