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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any News
하태훈수석 지식경제부장관상 표창
지난 12월 8일 중소기업청은 유망 신기술에 대한 벤처캐피털업
계의 투자 확대를 위해 서울 역삼동 르네상스호텔에서 ‘신성장기
술투자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 어려운 여건에서도 적극적인 투자와 경영지원을
통해 우수한 성과를 거둔 ‘우수 벤처캐피털리스트’에 대한 시상식
이 있었는데, LB인베스트먼트 하태훈 수석팀장이 지식경제부 장
관 표창을 수상했다.

‘09-8 LB투자조합 15호 출범
LB인베스트먼트는 지난 10월 19일 300억원 규모의 '09-8 LB 투자조합 15호'
를 조성, 출범시켰다
국민연금(200억)과 산업은행(40억)을 포함한 국내 기관투자자가 참여한 브
라인드펀드로 성격은 창업초기가 아닌. 시장진입, 성장, 확장단계에 진입한
기업을 투자대상으로 하는 Growth Capital 펀드이다.
주 투자분야는 융합산업등의 첨단산업과 전통제조업등의 주력제조업, 신재
생에너지 및 헬스케어등의 미래산업에 주로 투자될 계획이며 기술역량이 우
수하고, 해외시장 진출가능성이 높은 글로벌 강소기업을 발굴하여 투자할 예
정이다. 구중회 이사가 대표펀드매니저로 운용하게 된다.

LB제미니 신성장펀드 16호 출범
지난 12월 8일, 7년 만기의 979억원 규모의 대규모 펀드인 ‘LB Gemini 신성장펀드 16호‘가 조성, 출범되었
다. 이 펀드는 중소기업 M&A 활성화 및 미래성장동력 지원을 위한 Growth Capital 투자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신성장동력 첨단융합 분야 중 차세대 디스플레이, 시스템 IC 등 IT융합 관련 분야에 35%, IPTV,
Wibro, DMB 등 방송통신 융합 관련 분야에 25%, 서비스 로봇/친환경 소재 등에 10%를 투자할 계획이다.
또한, 미래 고성장 유망 분야로, 태양광 및 LED 등 에너지 관련 분야에 15%, 지식서비스 및 바이오 분야에
15%를 투자하여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할 계획도 갖고있다.
주요 투자대상은 비즈니스사이클상 시장 진입단계를 벗어나 성장 중기단계에 진입한 기업으로서, 기술적
역량이 뛰어나고, 글로벌시장 진입가능성이 높은 글로벌 강소 후보기업이며, 본 펀드는 M&A와 Growth
Capital 자금투자 및 Value-add 네트웍 지원을 통해 투자기업이 2차 성장의 기반을 확보하고, 자본시장에서
도 기업가치를 재평가받는 기업으로 재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Office Renovation!
지난 2009년 11월부터 2달여 간에 거친 공사 끝에 LB인베스트먼
트의 내부인테리어가 새롭게 재탄생 했다.
임직원들의 끊임없는 도전과 변화를 추구하는 열정을 담아 기능,
구조, 아름다움의 세가지 요소에 중점을 두고 renovation을 기획,
진행하였다.
눈에 띄게 달라진 곳은 단연 회사의 입구, 로비이다. 밝은색의 대
리석과 조명을 사용하여 보다 더 밝고 경쾌한 곳으로 탈바꿈하였
다. 또한 회사가 계속 성장 하는 만큼 LB식구들이 늘어남에 따라

회사로비

더 많은 사무공간 확보가 필요했다. 불필요한 공간을 줄이고, 업
무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더 많은 회의실과 파티션이 생성되었고,
새롭게 생긴 4개의 회의실에 재미있고 기발한 명칭을 붙여 하와
이, 발리, 피지, 괌이라 부르기로 하였다. 수년된 기존의 카펫도 전
면 교체하여 친환경적이고 세련된 회사분위기가 조성되었다. 그
외에, 가구와 그림 등의 디스플레이 또한 빠져서는 안될 중요한
인테리어 요소인만큼 신경을 많이써서 배치하였다.
아직 새단장한 LBI를 방문 못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오셔서 차 한잔 하시고 가세요^^

회의실

2010

new organization chart

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발전을 꾀하고자 아래와 같이 2010년 1월부로 조직개편 및 인사승진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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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C News
모태조합 출자펀드 투자성과지수(VI Index) 발표
중소기업청(청장 홍석우)과 한국벤처투자(주)(대표이사 김형기)는 12월 8일 모태조합에서 출자한 벤처펀드의
투자성과를 조사하여 지수화한 VI(Venture Investment) 지수를 발표하였다.
이번 조사는 ‘09. 6월말 현재 모태조합 출자펀드 중 펀드결성 후 일정기간(투자기간의 2/3이상)이 경과한 50개
펀드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조사결과 VI 지수는 기준점 100 대비 113.8로 나타났다.
이는 모태조합 출자펀드의 투자원금 대비 예상 투자수익률이 13.8%임을 나타내는 것으로 모태조합 출자가 수익성
측면에서 일정한 성과를 시현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이와 같은 수치는 ‘08.12월을 기준으로 조사된 지수(103.08)와 비교할 경우 10.7p 상승한 것으로, 벤처투자시장이
지난해 금융위기에 따른 침체국면을 벗어나 회복국면에 진입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07년부터 ’09.6월까지 증권시장 주요지수인 KOSPI 및 KOSDAQ 지수가 큰 폭으로 하락한 반면, 동 기간 VI
지수는 오히려 9.8% 증가하여 벤처투자가 장기투자로서 투자포트폴리오의 한 영역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 VI지수 : (07.12) 103.73 → (08.6) 104.84 → (08.12) 103.08 → (09.6) 113.87
* KOSPI : (07.12) 1,897 → (08.6) 1,675 → (08.12) 1,125 → (09.6) 1,391
* KOSDAQ : (07.12) 704.2 → (08.6) 590.2 → (08.12) 332.1 → (09.6) 485.2
모태조합 출자펀드의 투자성과지수를 조사·발표하게 된 것은 지난 ‘05년부터 ’09.10월까지 모태조합 재원조성
규모가 1조 451억원에 이르고 출자펀드 수 145개, 총 펀드결성 규모가 3조 5,460억원에 달해 출자펀드에 대한
운용성과를 중간 평가할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간 모태조합 출자펀드에 대한 투자성과 측정이 어려웠던 것은 운용중인 벤처펀드의 경우 펀드 운용성과에 대한
공시의무가 없을 뿐만 아니라 벤처펀드의 투자대상이 대부분 비상장주식이기 때문에 투자자산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자료 산출이 어려웠고, 투자수익률에 대한 객관적인 데이터 확보가 가능한 해산조합이 2개*에 불과하여 동
조합에 대한 투자성과만으로 전체 투자펀드의 수익성을 예상하기 곤란했기 때문이다.
* KD-IBKC 기업구조조정조합(등록 06.2.3, 해산 07.3.2) : 투자금 100억원, 회수금 137억원(수익률 37%)
KTB콘텐츠전문 유동화 투자조합(등록 07.3.22, 해산 08.8.22) : 투자원금 100억원, 회수금 102억원(수익률 2%)
이번 VI 지수는 50개 출자펀드 업무집행조합원(GP)이 개별 투자기업에 대한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투자자산에 대한 조합별 예상수익률을 종합하여 지수화한 것으로,
모태조합의 투자성과에 대한 정보를 시장참여자에게 제공함으로써 벤처투자시장의 정보비대칭성을 완화하고, 이를
통해 민간투자가들의 투자시장 참여를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중소기업청과 한국벤처투자(주)는 향후 VI 지수를 매 반기별로 조사하여 공개함으로써 벤처투자 시장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고, 벤처투자 성과지수를 창업초기·신성장·M&A·문화산업 등 출자 분야별로 세분화하여
발표함으로써, 민간투자가의 정보수요를 충족하는 등 벤처투자시장의 투명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중소기업청 보도자료 2009-12-08]

[지경부 새해 업무보고]

신성장동력 산업

신성장 산업에 1조6,500억 투입
바이오설비 투자에 5,600억등 신성장펀드 자금 2,000억 추가
지경부는 바이오ㆍLEDㆍ로봇ㆍ방통융합ㆍ신재생에너지 등 신성장동력 산업이 내년에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투자 확대에 나선다.
우선 신성장동력 예산을 올해 1조4,100억원에서 내년 1조6,500억원으로 확대한다.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하고 올해 6,500억원이 조성된 신성장동력 펀드에 2,000억원을 추가할 방침이다. 추가 투자자금은 정부가 1,500억원,
민간이 500억원을 부담한다.
이를 통해 바이오 분야는 바이오시밀러 설비투자 비용을 올해 302억원에서 내년에 5,654억원으로 5,000억원 넘게 늘리고
LED 분야는 핵심 장비 국산화율을 올해 10%에서 내년에 20%로 두 배 높인다는 목표다.
또 국내 서비스로봇 생산규모를 올해 905억원에서 내년 1,177억원으로 늘리고 신재생에너지 분야 중 차세대 태양광
기술수준을 올해 55%에서 내년에 70%로 높일 계획이다.
3~4년 내에 대규모 설비투자가 예상되는 신성장동력 장비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3조원 규모의 투자유치를 추진한다.
내년에 150억원 규모의 시범사업을 추진한 후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 2011년부터 2018년까지 총 3조원의 투자자금을
확보할 계획이다.
특히 그린에너지 산업을 성장동력으로 삼기 위해 연구개발(R&D)에서 시장창출까지 전 과정에 걸쳐 전폭적인 지원에
나선다. 에너지 R&D 예산을 7,622억원(19%)으로 확대하고 원천기술 확보를 위해 10대 'E-챌린지 프로젝트' 를 가동한다.
또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구매조건부 공동 R&D 등을 통해 핵심 부품과 장비의 국산화를 추진한다. 신재생에너지 분야는
올해 3조2,000억원 규모인 민간투자를 내년에 4조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태양광ㆍ풍력ㆍ연료전지 등 에너지원별로
차별화된 지원에 나선다.
[서울경제 2009-12-21]

국내 첫

'창의자본 1호' 250억원 결성

대학과 공공연구원, 기업 등이 보유한 유망 아이디어나 발명, 특허 등에 투자하는 지식재산투자 펀드인 ‘창의자본’이
국내에서 처음 조성됐다.
22일 한국벤처투자에 따르면 최근 국내 발명특허관리회사에 집중 투자하는 ‘창의자본(Invention Capital) 1호’를 결성,
본격 투자에 나선다.
창의자본은 국내 산학연에서 보유한 아이디어나 특허권 매입 후 부가가치를 높여 라이선싱, 인큐베이팅 등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자본을 말한다.
창의자본은 모태펀드 90억원, 민간자금 155억원 등 총 245억원 규모로 결성됐다. 운용기관으로 산은캐피탈이 선정됐다.
운용 기간은 향후 10년이다. 창의자본은 아이디어, 발명 및 특허 등을 매입하거나 관리하면서 이를 권리화하고 라이선싱
등을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발명 및 특허관리회사에 투자될 예정이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선 지식재산 거래 및 투자 시장 성숙하지 않아 우수 아이디어나 발명, 특허 등 지식재산을 제대로
활용하지 않아 사장된 경우가 다반사다. 최근에는 인텔렉추얼벤처스(IV) 등 해외 자본이 국내 대학과 중소기업 등의
아이디어, 특허 등을 매입하면서 우수 기술의 해외 유출 문제가 불거지기도 했다.
이번 펀드 출범으로 투자가 활성화될 경우 지식재산 창출 및 활용이 촉진되고, 국내에서도 창의자본이 본격적으로 육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국내 우수 특허 기술의 해외 유출을 막는 데도 상당부분 일조할 것으로 예측됐다.
한국벤처투자 관계자는 “실질적으로 이번 지식재산투자 펀드는 국내 창의자본 활성화에 기폭제로 작용할 것”이라면서
“지식기반 경쟁 시대에 국가 경쟁력 강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자신문 2009-12-23]

Portfolio News
상장 축하합니다!
• 디에스케이 : 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계 생산업체. 2009년 9월 23일 코스닥 상장.
• 아이앤씨테크놀러지 : 반도체 제조업체로 모바일 TV용 시스템온칩(SoC)을 주력생산. 2009년 10월 6일 코스닥 상장.
• 디엠씨 : 해상크레인 업체. 2009년 11월 6일 코스닥 상장.
• 슈람(SCHRAMM) : 자동차 내외장재 코팅, 코일코팅, 전자절연재코팅 업체. 2009년 12월 29일 홍콩증권시장 메인보드
(Main Board)에 상장.

디엠씨 "해양플랜트용 크레인

국산화 앞장"

"해양 플랜트용(Offshore) 크레인으로 세계를 들어 올리겠습니다"
지난달 6일 코스닥 시장에 입성한 선박용 크레인 전문기업 디엠씨(Dongnam Marine Crane)의 배영달 사장은 코스닥 상장
을 기념해 한국거래소(KRX)에 남긴 글에 위와 같은 문구를 적었다. 배 사장은 고도의 기술력이 요구되는데다 수익성도 높은
벌크선 용 데크 크레인과 해상 플랜트용 크레인 시장에 주목하고 수년 전부터 이 분야를 집중 육성해 왔다.
이에 사업 구조가 고도화되면서 지난 2006년 181억원, 2007년 200억원였던 매출액이 지난해 427억원으로 증가했고 올해
에도 550억원 이상의 매출을 기대하고 있다.
선박에 들어가 단순 기능을 하는 일반 크레인이 대당 1억원 수준인데 반해 데크 크레인은 대당 6억~8억원, 해양 플랜트용
크레인은 20억원에 육박한다. 데크 크레인은 화물을 나르는 벌크선에서 쉼 없이 부두와 배로 화물을 옮기는 역할을 하기에
마모가 쉽다. 이에 한 단계 높은 기술력이 필요하고 대당 가격도 일반 크레인 보다 비싼 것. 해상 플랜트용 크레인은 심해에
서 가스나 석유를 채굴하는 장비이기 때문에 파도로 인한 흔들림에 대비해야 하고 폭발위험에도 대비해야 한다.
배 사장은 "올해 매출액 기준으로 데크와 해상 플랜트용 크레인의 비중이 55%까지 올라왔다"며 "2011년에 70% 이
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디엠씨는 국산화 수준이 현저히 떨어지는 해상 플랜트용 크레인 시장에서 기술력을 인정받아 국책 과제도 수주했다. 정부
가 주관하고 동남광역경제권선도산업지원단이 추진하는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기술개발에 주관사로 참여해 국비 36억원을
지원받게 된 것. 디엠씨는 오는 2011년 말까지 부유식 원유 생산 저장 설비용 크레인 관련 기술을 개발하게 된다.
현재 해상플랜트 용 크레인은 유럽 회사들이 99%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이에 일부 유럽 회사들이 시장을 주도해가며 가
격 책정을 좌지우지 하는 상황.
배 사장은 "국산화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디엠씨가 받은 국책 과제가 성공한다면 큰 의미를 갖게 된다"며 "유럽 회사들이 대
당 60억~70억원을 받는다면 우리는 50억원만 받고도 수익을 남길 수 있는 가격 경쟁력이 있다"고 주장했다.
수출처 다변화도 차근차근 추진하고 있다. 현재는 중국과 싱가포르 등이 주 수출처지만 브라질, 말레이시아, 인도네
시아, 베트남 등 자원 개발이 가능한 국가들로 점차 범위를 넓혀갈 계획이다.
배 사장은 "브라질 현지 회사인 미셀(Misel)과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해 입찰 참여에 들어갔다"며 "한 달 이내에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전했다. 브라질은 2014년에 월드컵을, 2016년에 올림픽을 유치할 예정이기에 투자 재원 마련을 위한 자원 개발
이 활발하다.
그는 "브라질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발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며 "브라질에서 수주에 성공하면 내년부터 매출로 인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디엠씨는 브라질 정부의 자국 회사 보호 정책을 감안해 이 나라 국영 석유 기업인 페트로브라스에
등록된 업체인 미셀과 함께 사업을 벌이기로 결정했다.
배 사장은 "브라질 정부가 플랜트의 60% 이상을 자국에서 제작하게끔 하고 있다"며 "이에 현지에서 DMC(동남미셀
크레인)이라는 이름으로 일부는 현지에서 제작하고 일부는 한국에서 조립해 가져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아시아경제 2009-12-01]

드래곤네스트 “겨울방학 중 공개서비스 돌입”
MORPG 장르로 주목을 받고 있는 '드래곤네스트'가 올 겨울 방
학에 공개시범서비스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아이덴티티게임즈가 개발하고 넥슨이 서비스하는 ‘드래곤네스
트’의 기자간담회가 지스타가 열리고 있는 부산 벡스코에서 26
일 오후 4시에 열렸다.
드래곤네스트는 MORPG 장르 게임으로 콘솔 게임 수준의 그래
픽과 속도감 넘치는 액션 RPG다.
아이덴티티게임즈 이은상대표는 “2차 테스트를 마치고 공개서비스 돌입에 임박했다”라며 “겨울 방학 중으로 드래
곤네스트가 오픈 할 것이다”라고 일정을 밝혔다.
또한 그는 넥슨의 마비노기영웅전처럼 PC방 사전 서비스를 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는 “PC방 사전 서비스가 장단
점이 있다”라며 “그러나 아직 결정한 바 없다”라고 밝혔다.
아이덴티티게임즈 오태훈 기술이사는 “공개 서비스전까지 시간이 남아 있는 만큼 서비스 안정화에 최대한 노력을
할 예정이다”라고 언급했다.
공개시범서비스에는 다양한 ‘신규 퀘스트’, ‘히든스테이지’, ‘무기별 액션’, ‘대규모 장비아이템’, ‘우편시스템’, ‘아이템
업그레이드 시스템’ 등 2차테스트에서 선보였던 콘텐츠가 안정화 되어 선보인다.
특히 최대 8대 8의 팀 데스매치 방식의 플레이어 간 대전(PvP)도 안정화를 시켜 보다 박진감 넘치는 전투를 즐길
수 있다.
[지디넷코리아 2009-11-26]

아이앤씨,

기아 ´K7´에 DMB칩 공급

아이앤씨테크놀로지는 24일 출시된 기아자동차 ´K7´에 전장 내비게이션용 DMB칩(T3500)을 공급한다고 밝혔다.
아이앤씨의 DMB칩은 지난 9월 현대 YF소나타에 적용된데 이어 기아 ´K7´에 적용되며 시장을 넓혀나가고 있다. 이
칩은 현대모비스를 통해 현대·기아차에 공급된다.
T3500 DMB 칩은 수신한 신호의 잡음을 제거하는 RF와 이를 디지털 해독하는 베이스밴드 기능을 하나의 칩으로
원칩화해 단말기 소형화와 60mW 이하의 저전력으로 사용 가능하다.
아이앤씨는 향후 현대·기아자동차의 다른 모델에도 전장용 칩 공급을 확대해 휴대폰, 내비게이션에 이어 전장용 칩
분야까지 국내 지상파 DMB칩 시장을 석권하겠다는 전략이다.
또, 북미를 비롯한 해외수출 자동차에 적용할 수 있는 글로벌향 모바일 TV칩도 개발 중으로, 향후 DMB칩의 적용범
위는 더 커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창일 아이엔씨테크놀로지 대표는 "기존 각각의 DMB칩셋이 아닌 하나의 SoC제품으로 현대·기아자동차에 채택된
것은 제품 안정성과 가치를 높이 인정받았음을 의미한다"며 "더 넓은 사업영역에서 최고의 퀄리티를 자랑하는 기
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EBN산업뉴스 2009-11-24]

애리스테크, 국내 최고 속도 SSD 출시

파이오링크, '세계일류상품'에 선정

플래시메모리 컨트롤러 전문기업 애리스테크(대표 김

파이오링크(대표 조영철 www.piolink.co.kr)가 ‘백만불탑’

세정 www.aristech.com)는 국내 최고 속도의 1.8인치

포상에 이어 지식경제부가 인증하는 ‘세계일류상품’에 선

솔리드스테이트드라이브(SSD)를 출시했다고 1일 밝혔

정됐다고 26일 밝혔다.

다.

지난 2000년 국내 기업으로는 드물게 애플리케이션 스위

회사가 새로 내놓은 SSD ‘아이빈 울트라버전(1.8인치)’

치를 직접 개발, 국내 시장점유율 1, 2위를 다투고 있다.

은 기존에 판매되는 제품보다 2배 이상 빠른, 최고

조영철 사장은 “내년이면 창립 10주년이 된다”며 “이번

115MB/s의 속도를 자랑한다. 용량 역시 128GB로 국

수출탑 수상과 세계일류상품 선정으로 2015년까지 아시

내 최대 사양이다.

아 시장 1위 기업이라는 비전에 한 단계 도약하도록 노력

회사 측은 하드디스크 성능이 낮은 노트북에 장착할

하겠다”고 밝혔다.

경우 자체연구소 실험 결과 6배가량 속도가 빨라지는

[전자신문 2009-11-26]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커넥터는 ZIF(Zero
Insertion FORCE) 타입을 채택하고 있다.
울트라버전과 함께 출시된 ‘프로버전’ SSD은 최고 속
도 240MB/S로 윈도XP에서는 15초만에, 윈도7은 20초
만에 부팅이 가능하다. ‘에코버전’은 울트라와 프로버

인스프리트,

대한민국 기술대상 지경부 장관상 수상

전에 비해 속도는 떨어지지만 가격이 저렴해 사무용

인스프리트는 지난 15일 2009 대한민국기술 대상에서 우

PC나 산업용 시장을 타깃으로 한다. HDD대비 무게가

수상에 해당하는 지식경제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16일

3분의 1수준이어서 PMP, 캠코더 등에 적합한 제품이

밝혔다.

다.

대한민국기술 대상은 지식경제부가 주최하고 한국산업기

지난 2002년 설립된 애리스테크는 저장장치용 플래시

술진흥원이 주관하는 행사다. 매년 기술적 성과가 뛰어나

메모리 컨트롤러, SSD를 주사업으로 한다. 김세정 대

고 국내 산업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가 큰 신기술·신제품

표를 포함해 임직원 다수가 하이닉스 출신이다.

을 개발한 기업 및 개인을 뽑아 시상한다.

김세정 애리스테크 대표는 “회사는 플래시메모리 기

인스프리트는 모바일 솔루션의 하나인 DCD플랫폼 인트

반기술부터 컨트롤러, 시스템 온 칩 기술까지 모두 갖

로패드를 개발한 성과를 인정받아 지식경제부 장관상을

춰 관련 제품에 대한 ‘원스톱서비스’가 가능한 것이 강

수상했다.

점”이라고 강조했다.

[파이낸셜뉴스 2009-12-16]

[전자신문 2009-11-02]

에이알텍 '대구경북 첨단벤처산업대상'
에이알텍(대표 김연호)을 비롯한 태린(〃 윤봉한), 우창엔지니어링(〃 정원석), 폴리쉘(〃 김종원) 등 4개사가 '제9회 대
구경북첨단벤처산업대상'을 수상한다. 대구경북첨단벤처기업연합회를 비롯한 대구경북 9개 벤처ㆍ첨단기업 관련 단
체는 8일 대구 인터불고호텔에서 '제9회 대구경북첨단벤처산업대상 시상식'을 갖고 수상기업을 시상한다.
대구경북첨단벤처산업대상은 2001년부터 개최돼 오던 '대구첨단벤처기업인대회'가 지난해부터 대구경북 벤처ㆍ첨단
산업 활성화 등을 위해 9개 기업단체가 공동 주관하는 통합 행사로 확대된 행사다.
[서울경제 2009-12-08]

New Portfolio
EMLSI는 모바일용 버퍼메모리를 설계하는 Fabless 업체로,
SRAM, PSRAM, DRAM 등 다양한 제품라인업을 보유하고
있으며, 글로벌 핸드셋 제조업체에 주로 판매하는 회사이다.
동사의 임직원들은 주로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의 해외 영업
및 연구 개발 출신 인력들이며, 2000년 설립 이후 Fabless로

이엠엘에스아이(EMLSI)
홈페이지
대표이사
설 립일
사업분야

: http://www.emlsi.com/kr/
: 박성식
: 2000년 4월
: 모바일용 메모리
(SRAM, PSRAM, DRAM)설계

는 유일하게 Nokia 납품 및 Spansion 공급을 성사시킨 뛰어
난 마케팅 능력을 갖추었고, 또한 Nokia향 16M PSRAM, 범
용 CRAM 을 개발하는 등 뛰어난 R/D 능력을 보유한 국내
정상권의 Fabless 업체이다.
2000년대 초중반에 글로벌 핸드셋 업체에의 대규모 납품
이후 실적이 부진하였지만, 현재 새로운 제품라인업을 갖추
고 신규 매출처 발굴 과 다변화로 향후에는 새로운 도약이
기대되는 회사이다.

선우씨에스㈜는 엔진용 일체형 중속 크랭크샤프트(Crankshaft) 가
공완제품을 생산하는 업체이다.
크랭크샤프트는 엔진을 구동하는 주요핵심부품중의 하나로 각 실
린더의 폭발행정에서 받은 피스톤의 힘을 회전운동으로 전환하여
엔진의 회전력을 외부에 전달하고 흡입, 압축, 배기의 행정에서는
피스톤에 운동을 전달하는 핵심기능을 하는 부품으로 엔진가격의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고부가가치 제품이다.
동사는 공급부족인 선박용 중속 엔진 및 지상발전용 엔진의 핵심
부품인 일체형 Crankshaft 소재를 개발하여 이미 국내,외 글로벌
기업에 단조제품을 납품하고 있는 현진소재㈜를 파트너로 안정적
단조제품의 공급을 통한 가공완제품 생산으로 수입대체 효과와
아울러 안정적으로 시장진입을 노리고 있다.
파트너사와 연계한 원소재부터 가공완제품까지의 신제품개발등
을 통한 2012년 글로벌 기업으로의 성장이 기대되는 회사이다.

회사명 : 선우씨에스 주식회사
홈페이지
대표이사
설 립일
사업분야

:
:
:
:

구축예정
강호경
2007년 8월
엔진용 일체형 중속
크랭크샤프트(Crankshaft) 가공

New Face
성종운 (Joey)
생년월일 : 1980.11.10

별명 :

가족사항 : 부모님, 여동생

성사장 – 절대로 사원급으로는 안보인다고 하여

태어난 곳 : 경기도 수원

럭비 – 대학교 입학당시 럭비부 특기생으로 오해받음

살았던 곳 : 서울, 수원, 이천, 안양, 광주광역시, 구미, 김천

코엘류, 고이즈미 – 대학때 실수로 머리를 길렀을 때

천안, 청주 총 30여 차례 이사

효리눈 – 웃는 모습이 이효리와 똑같다며.. (군시절)

사는 곳 : 강남역 4번 출구 쪽 오피스텔

좋아하는 여성상 : 생머리, 좀 성격 강하신 분

학력 : 경북 김천고 – 연세대 경제학(99)

좋아하는 색 : 파랑색

경력 : 삼성코닝정밀유리에서 4년간 근무.

좋아하는 음식 : 회, 초밥, 떡볶이, 참치김밥

취미 : 음악감상, 야구 등

좋아하는 음악 : 절대로 느리고 애절한 노래들

성격 : 말이 없고 과묵하다가도 갑자기 명랑, 쾌활해짐

좋아하는 연예인 : 유리(소녀시대)

멍하니 4차원 공상세계에도 쉽게 빠지나

꿈 : 성종운쇼의 진행자.

대체로 낙천적임, 약간의 편집증과 귀차니즘

칠레의 산티아고 가보기.

우리 동네 낯가림 대장
버릇 : 옷이나 손끝, 이불을 잘근잘근 잘 씹는다.

정착생활
하고싶은 말 :

혈액형 : RH+ O형

항상 웃으면서 즐겁게 좋은 일만

종교 : 무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애인 : 없음
주량 : 소주 2병

김신근 (Simon)
생년월일: 1977.04.03
가족사항: 부인 한명, 딸하나(5세), 성별미상 아이하나(5월예정)
태어난 곳: 경북 안동
살았던 곳: 안동, 원통, 서울, 대구, 수원 등(초등학교 이후 대구에서)
사는 곳: 마포구 현석동(서강대교 북단)
학력: 서울대 기계항공공학부(96), KAIST테크노MBA
경력: 병역특례 3년, 삼성전자 2년, 신한은행IB 2년
취미: 스도쿠
성격: 유들유들, 무난한 성격에 어디가도 굶어죽지는 않을 정도의 붙임성?
혈액형: O형
종교: 교회 다니고는 있음.
주량: 소주1병(max 2병)
별명: 리카(고등학교때 여학생들이 붙여준 별명- OO리카의 준말) / 불타는고구마(같이 술먹어보면)
좋아하는 여성상: 모든...^^;
좋아하는 음식: 징그럽지 않은 해산물 모두
좋아하는 음악: 거위의 꿈(인순이 version)
좋아하는 연예인: 서현 *^^*
하고싶은 말:
인생에는 세번의 기회가 찾아온다고들 하더라구요. LB와 함께하게 된 것이 그 기회 중 하나라 생각됩니다.
제 이름 석자가 부끄럽지 않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세요. 네? ^^

LBI Activity
Inter alia 갤러리 방문 & 하반기 전략회의
지난 12월 4일, LB인베스트먼트의 하반기 전략회의는 조금 특별한 장소에서
진행되었다. 코엑스 인터컨티넨탈 호텔 맞은편의 인터알리아 갤러리(Inter
alia Art Company)라는 곳의 회의실을 대관하여, 전직원이 모여 갤러리도 감
상하고, 회의를 진행하는 등 1석2조의 효과를 누렸다.
2009. 11.13(금) ~ 12.9(수)의 기간동안 만나볼 수 있다는 ‘색을 거닐다’ 전시
전이 열리고 있었는데, 회화와 사진, 조형예술 등 다양한 매체로 색(色)을 다
루는 작가 6명이 '자신만의 눈'으로 해석한 색을 이야기 하고 있었다.
참여작가는 사진작가 배병우씨를 비롯해 고낙범 국대호 박주옥 한정욱 장연
순씨 등이었다. 안개 낀 소나무를 렌즈로 잡아낸 배병우 작가의 작품이 매우
인상적이었다.
20-30분에 거쳐 색의 리얼리티를 탐구한 70여 점의 작품들을 감상한 후, 그
옆에 마련된 회의실에서 우리는 2009년 각 본부별 중장기계획, 투자전략, 펀
딩 계획, 그리고 회사전반에 대한 분임토의를 통해 LBI의 실적점검 및 차기년
도 사업계획을 세우며 의미 있는 하루를 보냈다.

Leeum 미술관 관람 & 할로윈파티
지난 10월 30일, 우리들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남동에 위치한 삼성 리움 미술관을 찾았다. 투자2본부의 도기현대리 wife,
오은경씨가 큐레이터로 활약하고 계신 덕분에 LBI 식구들이 한층 발전된 문화예술적 지식과 정보을 얻고, 미적 영감을 받을
수 있었던 뜻깊은 시간이었다.
리움에 도착하고 보니 미술관 앞에 있는 거미모양의 작품부터가 우리의 시선을 끌었다. 리움의 상징이기도 한 거미 조형물
은 `여기는 고급미술관이니 가볍게 행동하지 마라` 라는 듯 위압적인 분위기를 자아냈다.
먼저, 엘리베이터를 타고 4층으로 올라가 제 1전시장을 관람하고 계단으로 걸어 내려오면서 제2전시장을 관람하는 형식으
로 관람이 진행되었다. 국내 최고의 민간 미술관인만큼 과연 소문대로 국보급, 보물급의 소장품이 즐비하였다. 제1전시장에
서는 청자, 분청사기 및 백자, 고서화, 불교미술 및 금속공예 등의 한국의 고미술품이 전시되고 있었다. 큐레이터분의 작품
한점 한점에 대한 친절하고도 자세한 설명으로, 그 난해하기만 했던 고미술이 너무도 가깝게 다가왔다.
제2전시장으로 이동할 때 사용한 로툰다 계단은 리움미술관의 최고의 작품이라는 생각이 든다. 스위스의 마리오 보타가 우
리나라 도자기 형태에서 영감을 얻어 만들었다는 나선형의 계단이다. `둥글다`는 의미의 이름을 가진 `로툰다`는 깔대기처럼
하부가 좁고 위가 넓었다. 위ㆍ아래에서 바라다볼 때 착시현상으로 인해 왜곡되는 시각 변화가 매우 흥미로웠다.
제2전시장에서는 현대미술을 만나볼 수 있었는데, 한국 근현대미술 뿐 아니라 외국 근현대미술, 국제 현대미술까지 접해볼
수 있었다. 리움의 규모가 워낙 큰지라, 몇시간을 꼬박 걸어다녔기에, 나중에는 작품에 제대로 집중을 못한 면이 다소 있어
서 아쉬움이 많이 남지만, 오랜만에 도심 속에서 자연과 예술을 동시에 느끼고, 배우고, 여유를 가질 수 있었던 좋은 경험이
었던 것 같다.

리움 입구

리움 1층 로비 단체사진

미술관 관람을 마친 후, 청담동의
‘빠진’이라는 중식당을 찾아, LBI임
직원이 모두 모여 저녁식사 및 할
로윈 파티를 하였다. 사내 행사를
담당하는 해피보드가 주최가 되어,
각종 게임 및 파티를 기획, 진행하
였고, 특히, 재치 있는 말솜씨를 지
닌 신규입사자, 성종운대리가 행사
진행을 맡았는데, 그의 입담은..전문
개그맨 못지않게 보통이 아니었다
는…임직원모두 이날만큼은 체면불
사하고 적극적으로 게임에 임하며,
즐겁고 유쾌한 시간을 함께 했다.

할로윈파티 중 마련된 각종 게임에 열심히 몰두하고 있는 LBI인들

<Leeum 미술관 상식>
*뜻 - 설립자의 성(姓)인 'Lee'와 미술관을 뜻하는 영어의 어미 '-um'을 합성한 것이다
*건축가 - 리움의 건축설계는 세계적 건축가, 마리오 보타, 장 누벨, 렘 쿨하스, 세 사람이 맡았다. 하나의 미술관을 위해
각기 개성이 다른 우리시대 최고의 건축가들이 모인 것은 세계 속에서도 그 예가 드문 역사적 사건이라고 한다.
*위치 -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

리움1관의 <로툰다> 계단

거미 조각 <마망>

데미안 허스트의<죽음의 춤>
Damien Hirst, Dance of Death, 스테인

마리오 보타는 한국의 고미술 컬렉

프랑스 출신 여류조각가 루이즈

션을 고려해 도자기를 닮은 원형 천

부르주아가 모성애를 상징해 암

레스 스틸과 유리로 만든 캐비닛, 석고,

창의 로툰다(Rotunda·원통형 벽체와

거미와 새끼거미를 만든 것이다.

금속, 합성수지로 만든 알약이다.

돔형 지붕으로 이뤄진 공간)를 구성

<마망>은 국내에 들어온 유명

매뉴얼과 함께 재료가 들어왔는데, 3명

했다. 두 겹의 로툰다 사이에 이동을

작품 중에서도 거의 최고가 수준

의 큐레이터가 꼬박 2주간 달라붙어 메

위한 계단을 만들었다. 전시물을 보

으로, 리움 쪽이 정확한 구입가

뉴얼대로 작품을 완성했다고 한다.

여주기 위한 공간을 만드는 데 그치

를 밝히지 않지만 미술계는 100

지 않고 공간의 경험을 또 하나의

억원 정도일 것으로 추정한다.

전시물로 제시한 것이다.

해오름홈스쿨 봉사활동 & 송년회
지난 12월 18일 LB임직원은 해오름홈스쿨에 연말 봉사활동을 다녀왔다.
이번에는 크리스마스를 맞이하여 아이들과 함께 트리와 리스 직접 만들어보았다. 크리스마스 장식을 만드는데는 서툴렀지
만 다함께 퀴즈도 맞추고 이야기도 나누는 뜻 깊은 시간이었다.
또한 산타클로스로 변장한 성종운대리가 아이들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전달하는 시간도 가졌다.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게 점퍼, 운동화 등을 선물로 준비하였다. 아이들이 기억에 남을 행복한 크리스마스이었기를 바란다.
봉사활동을 마친 뒤, 신사동 샹하이몽에서 한해를 돌아보는 LB송년회를 가졌다.
지난 해동안 수고를 아끼지 않은 직원 모두에게 감사를 전하고, 조용히 한 해를 마무리 짓는 시간을 보냈다. 자리를 옮겨
Mu Art에서는 LB 5대 뉴스와 야심차게 준비한 설문조사 결과 발표 시간이 이어졌다.
2009년 LB 5대 뉴스
1. 신규펀드결성
2. 사내리모델링
3. 업체상장 4건(아이앤씨테크놀로지, 디엠씨, 디에스케이, 슈람)
4. 인력충원(현재영, 안근영, 성종운, 조은정)
5. 조직변경(투자1,2,3본부제)
송년회를 위한 깜짝 이벤트로 “…할 것 같은 사람은?” 주제로 사전 설문조사를 진행했었다.
LB 임직원은 무인도에 같이 가고 싶은 사람으로 “최원연 상무”를 꼽았고,
천만원을 흔쾌히 빌려 줄 것 같은 사람에는 “하태훈수석”,
LB광고에 사내 모델로 가장 적합한 사람은 스타일이 좋은 “구본천 사장님”이 선정되었다.

송년회

해오름스쿨 봉사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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