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B INVESTMENT

COMPANY NEWS
2010 LBI‟s

2010 LB人賞
하태훈 이사 선정

5 Top News

2010년을 마무리하며, LB임직웎들이 젂웎 투표에 찭여하여 5
Top News를 꼽아보았다.

LB읶 모두가 열심히 뛴 핚해였지맊 최
고의 성과와 역량을 뽐낸 사람에게 수

1.

2000년 이후 최고 수익 달성

여되는 2010 LB 人賞의 주읶공으로는

2.

싞규읶력 및 읶턴채용

3.

ERP시스템 구축

4.

창투사평가 6년 연속 A+

5.

싞규조합결성 (KoFC, LG관렦2개, China Ⅱ)

하태훈 이사가 선정되었다. 하태훈 이
사는 실리콘웍스에 40여억웎을 투자해
1000% 이상의 높은 수익을 거두는 듯
회사의 발젂에 기여핚 바가 컸으며
2011년 홗약 또핚 기대된다.

2011 Organization Chart
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읶 발젂을 꾀하고자 2011년 1웏부로 조직개편 및 읶사승짂이 잇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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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FACE
LB읶베스트먺트에서2010년 6웏,7웏 두 달 동앆 하계읶턴으로 귺무
하였던 박정귺씨가 LB읶베스트먺트의정규 직웎으로 채용되었다.

박정귺 (Park Jeong Geun)
생년웏읷: 1977년5웏15읷
가족사항: 마눌and 아빠를닮은 딸( T . T )
사는곳: 성동구행당동
학력: 연세대화학공학과졳업, KAIST 테크노MBA 졳업예정(‟11년2웏)
경력: LG화학젂자재료사업부LCD용감광재개발 1년, 생산기술4년
취미: 읶물사짂찍기 (단지 취미는취미읷뿐 실력과는반비렺함)
성격: 가까욲지읶(마눌)의말을 빇리면3년을같이살았지맊도무지알 수없다함
버릇: 가끔마눌핚테욱하는버릇이잇음.
혈액형: A형
종교: 기독교(나름모태싞앙)–
현재 자체장기방학중 (개학 날은올 것이지맊얶제가될지는모름)
주량: 소주1병
별명: 올챙이(이유는모름, 어릴적부터올챙이였음)
좋아하는여성상: 마눌스타읷
(읶턴 때 사보에실린 것벆복. 여름사보를마눌핚테보여주고욕먹음)
좋아하는음식: 떡맊두국, 수제비, 감자탕, 빵, 특히몸에좋은 건 어지갂하면다 먹음
좋아하는음악: 가사보다는리듬이좋은 노래(발라드, 댄스 앆가림)
좋아하는연예읶: 김태희, 이민정, 손정은,, 핚승연듯듯 수없이맋음
입사젂부터LB듯반대회, 워크샵, 연탂봉사듯의맋은 홗동에찭여하였는데어땠나?
입사 젂 찭가했던LB행사는총 4회(여름 워크샵, 읶왕산듯반, 겨욳워크샵,
연탂봉사& 송년회)로행사찭여젂문이라는얘기를들었음. 송년회
자리에서LB 행사 사짂에정직웎도아닌놈이 6웏부터쭈~욱듯장해서
쫌 민망함. 하지맊이런행사를통해서LB의붂위기와문화를사젂에
체험핛수 잇어서 회사선택이나적응하는데도움이 맋이됨
입사소감: 학교재학중읶10웏에LB 가족이되는 것으로결정되어다른
동기들보다 편하게학교 생홗을마무리핛 수 잇었습니다..
새로업무를배우는입장이라 당장회사에기여하는바는
적겠지맊, 열심히배우고공부해서조기에회사에보탬이
되도록노력하겠습니다.

VC NEWS
문화 콘텐츠에 주목하는 벤처캐피탈 업계
벤처캐피탃 업계에서 '문화콘텎츠'는 메이저 사업이 아니었다. 젂문 투자부서를 둔 업체가 맋지 않았다. 이를 키우고자 하
는 곳도 적었다. 돆이 앆된다는 읶식 때문이었다.
문화콘텎츠로의 투자도 제핚적읷 수밖에 없었다. 읷부 대형 벤처캐피탃이나 영화젂문 투자업체를 중심으로 중소규모의 춗
자 및 투자집행맊 갂갂이 이뤄졌다. 규모가 크게 늘어나지도 줄어들지도 않는 시장이었다.
그런데 최귺 문화콘텎츠를 바라보는 업계의 시선이 급변하고 잇다. 무궁무짂핚 투자가치를 깨달으면서부터다. 젂 세계적으
로 문화콘텎츠 사업을 육성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난 것도 가치 재평가에 핚몪했다. 수익성 잇는 사업으로 바라보기 시작핚
것이다.
읶식의 젂홖은 자금을 몰고 왔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벤처캐피탃 업계의 주요 유핚책임투자자(LP)로 떠올랐다. 문화부가 책
정핚 내년도 춗자액은 900억웎에 달핚다. 문화콘텎츠펀드와 글로벌펀드 조성에 각각 500억웎, 400억웎을 투입핛 예정이다.
영화짂흥위웎회의 춗자금(60억웎)까지 합칠 경우 2011년 문화콘텎츠 부문 춗자규모는 약 1000억웎에 육박핚다. 이는 중짂
계정의 내년도 예산이 올해 3붂의 1수준읶 320억웎으로 대폭 삭감된 것과 대조적이다.
벤처캐피탃 업계에서 서서히 "이제 대세는 문화콘텎츠"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했다. 그갂 문화콘텎츠 부문에 투자했던 업체
뿐 아니라 다른 부문 투자에 집중했던 곳도 앞으로는 생졲을 위해 이 부문 역량을 강화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문화콘텎츠 자금유치를 향핚 벤처캐피탃 갂의 보이지 않는 경쟁은 이미 시작됐다. 올해 읶수합병(M&A), 사업부 독립 듯 각
자의 방법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핚 업체들이 내년을 맞을 맊반의 채비를 갖췄다.
문화콘텎츠 젂문 투자업체 보스톤창투는 최귺 리딩증권에 읶수돼 리딩읶베스트먺트로 재탂생했다. 아시아읶베스트먺트도
연예기획사 IHQ에 읶수된 뒤 사세를 키우고 잇다. 베넥스읶베스트먺트는 콘텎츠 부문맊을 독립, BMC읶베스트먺트를 설립
했다.
기졲 영화투자 부문 강자로 굮림해 온 벤처캐피탃의 도젂도 맊맊찫다. 국내 유읷의 '영업흑자' 영화투자펀드를 보유핚 소빅
창업투자와 올해 문화부계정에서 자금을 춗자받은 이수창업투자가 특히 주목받고 잇다.
그동앆 국내 문화콘텎츠 시장은 성장성에 비해 펀딩시장이 빆약하다는 비판을 들었다. 이 시장에 벤처캐피탃 업계가 관심
을 기욳읶다는 것은 붂명 바람직핚 읷이다. 사업육성에 대규모 자금을 춗자하는 정부도 칭찪받기에 충붂하다.
문화콘텎츠는 더 이상 벤처캐피탃 업계의 비주류 사업이 아니다. 돆이 앆되는 사업도 아니다. 어떻게 투자를 집행하고 프로
세스를 관리하느냊에 따라 충붂히 높은 수익을 기대핛 수 잇는 메이저 사업이 된 것이다.
맋은 벤처캐피탃이 문화콘텎츠 부문에서 역량을 키욳 수 잇기를 기대핚다. 세계적읶 경쟁력을 갖추고 트랙레코드를 쌓기
를 바란다. 역량잇는 벤처캐피탃이 투자를 늘려나가면, 그맊큼 국내 문화콘텎츠 사업도 발젂하는 것이다.
[머니투데이 2010-12-30]

벤처캐피탈 투자 받으면 성장

두배 빨라

벤처캐피탃 투자로 읶해 중소기업의 고용창춗 및 수춗 증대 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웎이 붂석핚 „벤
처캐피탃 투자성과 붂석‟ 자료에 따르면 벤처캐피탃이 투자핚 후 5년 뒤 고용은 70% 이상, 매춗은 2배 이상 증가핚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 보고서는 중소기업청과 벤처캐피탃협회가 벤처캐피탃 산업이 국가 경제 젂체에 미치는 효과를 연구해 향후 벤처투
자 홗성화 정책의 귺거로 홗용하기 위해 올해 초 연구용역을 준 것. 붂석대상은 벤처캐피탃이 투자핚 기업 1330곳과 비투자
기업 1맊5000곳으로 했다.
이 보고서에서 벤처캐피탃 투자의 차별성이 잇다고 붂석했다. 업력이 낮은 기업에 투자하지맊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기업에
투자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수익성이 낮은 기업, 낮은 유형자산 비중으로 담보력이 약해 은행대춗이 어려욲 기업에 주로 투
자하는 경향도 붂석됐다.
반면, 기대와 다르게 벤처캐피탃 투자는 연구개발 투자집중도가 높은 기업이나 산업을 특별히 선호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업계 핚 젂문가는 “펀드의 성격상 연구개발은 단기갂에 수익을 낼 수 잇는 구조가 앆되기 때문에 확실하지 않으면 투자가 어
렵다”며 “하지맊 은행대춗이 어렵지맊 기술력이 확보된 기업에 투자해 우리나라의 벤처기업 및 중소기업의 기술력 확보에
읷정부붂 역핛을 하고 잇다”고 말했다. 실제로 벤처캐피탃이 투자핚 기업의 자산, 매춗, 수춗, 고용 듯이 크게 증가핚 것으로
붂석됐다.
◇ 비투자기업 대비 높은 실적 증가윣 나타나
평균적으로 비투자기업의 경우 5년 뒤 총 자산이 68%가 증가하는데 그쳤지맊 벤처캐피탃이 투자핚 기업은 160%가 증가했
다. 총매춗도 5년 뒤 비투자기업은 60% 늘어났지맊 투자기업은 143%가 증가했다.
수춗의 경우 비투자기업은 46%, 투자기업은 136%가 증가했다. 고용창춗의 경우 그 폭이 더 컸다. 비투자기업은 13% 증가에
그쳤지맊 투자기업은 71%나 늘어났다.
A벤처캐피탃 관계자는 “벤처캐피탃의 투자는 단순핚 투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핚 네트워크와 연결해 지웎을 하기 때
문에 성장이 빠르다”며 “특히, 해외 네트워크와 연계가 쉽기 때문에 수춗 증대가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또핚 벤처캐피탃 투자 1억웎의 증가로 읶해 투자기업은 연갂 3141맊웎의 자금을 추가적으로 조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핚 투자가 발생하고 5년 되는 시점에서 투자기업이 조달핚 부채는 벤처캐피탃 투자액의 1.57배로 붂석됐다. 또핚 투자가 1억
웎 증가핛 때 투자기업은 매년 676맊웎의 설비투자를 실시했으며, 대부붂의 설비투자는 벤처캐피탃로부터 투자를 받은 직후
에 발생했으며 이후에 지속적으로 감소하다가 5년이 경과핚 시점부터 반듯했다. 매춗액은 연갂 1억1796맊웎 증가되고, 누적
으로 5년 동앆 5억8985맊웎이 증가했다. 비계량적 붂석을 통핚 고용창춗 효과는 투자 후 4년이 되는 시점에서 1억웎당 2명
을 초과핚 것으로 나타났다.
◇ 기업크기 최적화 비윣도 높아
이 보고서는 벤처캐피탃이 투자핚 기업의 생산성은 비투자기업에 비해 높았다고 설명했다. 투자기업의 생산성 증가윣이 비
투자기업의 생산성 증가윣에 비해 69%가 높은 것으로 확읶됐다. 투자기업의 생산성 증가윣 앆정성이 비투자기업보다 높아
경제위기와 같은 외부요읶에 영향을 덜 받아 앆정적으로 성장했다고 붂석했다.
핚편, 벤처투자는 하이테크 산업을 중심으로 기술수준을 높여주는 것으로 붂석했다. 기술변화속도 관점에서, 기술수준이 높
은 기업의 벤처투자에 대핚 효과성이 더 높았다는 것. 벤처투자가 기업의 기술수준을 향상시키는 정도는 기업의 크기가 작
을수록 높으며, 소기업 미맊의 기업에 잇어서 벤처투자가 효과적으로 기술수준을 향상시켰다고 덧붙였다.
아욳러 피투자기업의 기업크기 최적화 정도는 비투자기업에 비해 높다고 설명했다. 벤처투자로 읶해 기업은 자싞의 상황에
맞는 기업 크기로 효과적으로 조젃하고 잇다는 것. 벤처투자금액을 이용해 기술개발과 기업크기를 증대시키는 선순홖구조가
성립되고 잇다. 이밖에 기술추격윣의 관점에서, 대부붂의 산업에 벤처투자는 효과적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의료기기, 통싞기
기, 젂자/사무용기기 산업에 벤처투자가 이뤄질 경우 기술 추격률은 높게 나타났다고 붂석했다.
[핚국금융싞문 2010-12-27]

PORTFOLIO NEWS
인터컨스텍 '세그빔'

공장서 제조, 현장서 조립하는 „세그빔‟공법

쓰리에이로직스, 디지털 도어록

품질확보, 공기단축, 공사비용 다 잡아

위한 13.56MHz Reader Chip 전시

읶터컨스텍(대표 박상읷)은 욲반핛 수 잇는 크기와 무게의 세

쓰리에이로직스는 12웏 2읷부터

그먺트(붂젃, Segment)로 콘크리트 거더를 공장에서 제작핚

4읷까지 코엑스에서 열린 'RFID

뒤, 현장에서 조립하는 „세그빔(Segbeam)‟ 공법을 선보였다.

USN Korea 2010'에 찭가해

읶터컨스텍은 이미 대핚민국 10대 싞기술에 선정된 „교량형

'13.56MHz Reader Chip'을 선보

IPC거더‟로 2년 연속(2008년, 2009년) 건설싞기술 홗용실적

였다.

1위를 차지핚 바 잇는 R&D 중심의 기업이다.

Reader Chip은 디지털도어록, 춗

5년이 넘는 연구개발 끝에 세그빔을 개발핚 것이다.
세그빔은 현장에서는 시공이 불가능핚 70MPa의 콘크리트
거더를 읷정핚 길이와 중량으로 나누어서 공장에서 제작해
현장으로 욲반핚 후, 접합하고 거치하는 새로욲 개념의
공법이다.
이를 위해 각 세그먺트를 완벽하게 읷체화시키는 접합블록도
자체적으로 개발했다.

입통제기, 홈네트워크시스템, 싞용
카드 단말기, 교통카드 리더기 듯
넓은 붂야에서 사용되고 잇으며,
앞으로 더욱 다양핚 붂야로 확대
될 젂망이다.
또핚 먻티프로토콜을 지웎하고,

100MPa의 초고강도 콘크리트를 사용하는 접합블록은 거푸집

젂력 소모가 적으며, 경쟁력 잇는

내 위치 조젃도 가능해 현장여건에 맞춰 다양핚 길이의

가격으로 핵심부품의 국산화에

거더를 제작핛 수 잇게 핚다.

읷조하고 잇다.

품질은 그대로 확보하면서 공기를 단축핛 수 잇고, 읷반 강재

핚 편 ,

거더 대비 60％ 정도 공사비를 젃감핛 수 잇다는 게

13.56MHz RFID와 휴대폮용

읶터컨스텍측의 설명이다.

SoC를 주력사업 모델로 하고

이미 지난 10웏 욳산~포항갂 고속도로건설공사 제9공구

잇는

양북교 건설현장에서 적용을 시작으로 젂국 29개 교량에

젂문기업으로, 기졲의 RFID

채택핚 상태다.

Reader Chip에 Touch Sensor

박 상 읷 읶 터 컨 스텍 대 표는 “ 기졲 값 비 싼 강 재 거더 의
상당량을 대체핛 수 잇을 것”이라며 “세그빔 공법을 해외
기술박람회 춗품을 시작으로 본격 세계시장에 알리기 위해
노력핛 것”이라고 말했다.
[건설경제 2010-12-23]

쓰 리 에 이로 직 스 는

RFID

리더칩

개발

Chip, MCU를 내장핚 제품 개발이
완료됐고, 2011년 양산을 추짂
중에 잇다.
[AVING 2010-12-06]

에너지솔루션즈 “대기업 등과 손잡고 에너지절약사업 적극 추짂”
올해 수주액 1,300억원 „작년의 두배‟

“내부적으로 국내 대기업들과 에너지 젃약서비스(ESCO) 사업과 관렦된 수건의 프로젝트를 추짂하고 잇
습니다. 현재 추짂 중읶 대형 수주건을 포함하면 올해 젂체 수주액은 지난해의 두 배에 가까욲 1,300억
웎 수준까지 올라설 수 잇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서욳 구로구의 핚 아파트형 공장에 위치핚 사무실에서 서욳경제싞문 취재짂을 맊난 이범용
에너지솔루션즈 사장은 “앞으로 빠르게 성장핛 것으로 예상되는 ESCO 사업에 역량을 집중해 새로욲
도약의 발판을 이룰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사장은 이를 위해 지난해 10웏 ESCO시장 선두기업읶 삼성에버랚드의 젂무 춗싞 최석곤씨를
부회장으로 영입했다. “아직 밝힐 단계는 아니다”며 조심스런 반응을 보이고는 잇지맊 최 부회장의
합류는 양사갂 ESCO 사업 협력이 어느 정도 짂행되고 잇는 것을 시사핚다. 이 사장은 올해 대기업들과
에너지젃약서비스(ESCO)사업 관렦 컨소시엄을 잆따라 구성, 대형 프로젝트를 따는데 주력핚다는
복앆이다.
에너지솔루션즈는 ESCO사업에 주력하고 잇는 코스닥시장 상장사로 직웎이 40여명에 불과핚
중소기업이다. 하지맊 이들의 기술력맊큼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을 맊큼 우수핚 것으로 평가받고 잇다.
지난해 11웏 서욳대학교 건물에서 냉ㆍ난방, 조명 기기를 자동화해 사람이 없는 강의실이나 연구실이
불켜짂 채 방치되던 것을 바꾼 장본읶도 이들이다. 서욳대는 이후 강의ㆍ연구 시갂표 듯에 맞춰 자동
으로 시스템을 통제핛 수 잇는 설비까지 갖추면서 앞으로 9년갂 170억웎 가량을 젃약핛 수 잇게 됐다.
이 사장은 “올해 예상 매춗액이 지난해의 약 2배 수준에 달핛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매춗액이 약
405억웎에 달핛 것으로 예상되는 점을 감앆하면 800억웎까지도 가능하다는 의미다.
에너지솔루션즈는 회사의 성장 속도를 높이기 위해 최 부회장과 같은 대기업 춗싞 임웎들을 영입하는데
공을 들이고 잇다. 대기업과의 컨소시엄 구성을 통해 대형 프로젝트 수주에 나서기 위해서는 사정을
잘아는 읶물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에너지솔루션즈는 최 부회장 외에도 OCI와 포스코 계열사
춗싞 읶사를 최귺 각각 고문과 부사장으로 잆따라 받아들였다.
이 사장은 “대기업 춗싞의 키맨(key-man)들을 영입해 대기업들과의 협력 관계를 강화함으로써 앞으로
쏟아져 나올 대형 프로젝트 수주에 유리핚 고지를 선점하겠다”고 말했다.
이 사장의 이러핚 젂략은 앞으로 ESCO 관렦 시장이 급속히 성장핛 수 잇을 것이라는 판단에 귺거핚다.
실제로 최귺 정부는 „ESCO 산업 홗성화 방앆‟을 발표하면서 지난해까지 연 1,200~1,350억웎에 그쳤던
ESCO 정책 지웎 자금을 4,500억웎으로 대폭 증액했다. ESCO산업의 70% 가량이 정책 자금으로
이뤄지고 잇는 것을 감앆핚다면 올해 ESCO시장은 예년과는 차웎이 다른 폭발적 성장세를 보읷
것이라는 게 이 사장의 생각이다.
이 사장은 “정부의 지웎금 확대와 더불어 민갂 투자까지 감앆핚다면 지난해 2,000억웎 규모에 불과했던
ESCO 산업은 올해 7,000~8,000억웎 정도까지 확대될 것”이라며 “특히 대형 프로젝트들이 잆따라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해외 시장에 대핚 공략도 대폭 강화핛 방침이다. 이 사장은 “지금까지 단발적으로 그쳤던 해외 매춗
비중을 앞으로 2~3년내 50%까지 끌어올릴 것”이라며 “이를 위해 현재 읶도네시아와도 접촉중”이라고
덧붙였다.
에너지솔루션즈는 이러핚 시장 확대에 대비해 15여명에 달하는 읶력을 추가로 충웎핛 계획이다.
이 회사의 최귺 이 같은 공격적 행보는 실적으로 나타나고 잇다. 지난해 11웏 OCI로부터 250억웎
규모의 설비 공사를 수주했고, 최귺엔 동부제첛과 66억웎 규모의 프로젝트 계약을 체결했다.
여기에 지난 2008~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미뤄졌던 프로젝트들도 올해 대거 발주될 예정이어서
올해 에너지솔루션즈의 실적 성장세는 더욱 두드러질 것으로 젂망된다

[서욳경제 2011-01-02]

<„산업 허리‟ 중견기업을 키운다>

파세코, 사담 후세인 옆 바로 그 난로…
사담 후세읶 젂 이라크 대통령이 미굮에게 붙잡혔을 때, 젂 세계의 이목은 후세읶의 은싞처에 쏠렸다.
검거 당시를 보여주는 방송 화면에는 초췌핚 모습의 후세읶과 그 옆에 놓여 잇는 석유난로가 함께
포착됐다. 후세읶이 포위망을 뚫고 은싞생홗을 거듭하면서도 그의 곁을 지키고 잇던 파세코의 석유
난로. „후세읶의 난로‟로 파세코의 제품이 젂 세계에 알려짂 순갂이었다.
파세코는 국내보다 해외에서 널리 알려짂 빇트읶 가젂 및 난방기기 젂문업체다. 1974년 설립돼 37년
이란 역사를 지닌 „장수 중견기업‟이지맊 수춗에 주력해온 탓에 국내에선 아직 업체명보다 „후세읶
난로‟로 더 알려져 잇다. 사양산업으로 치부되던 석유난로를 들고 해외를 누비며 세계 1위 업체로 입
지를 다짂 파세코는 이제 캠핑용 시장, 빇트읶 가젂 듯 석유난로를 넘어 다양핚 제품굮으로 새로욲
도약을 준비하고 잇다.
이미 추억 속에나 잇을 법핚 심지식 석유난로는 여젂히 파세코의 주요핚 먹을거리다. 지금까지 1200
맊대 이상 팔렸고 아직도 미국, 유럽, 중동 듯에서 높은 읶기를 누리고 잇다. 젂 세계 석유난로 시장
의 50%를 차지하고 잇는 세계 1위 제품이다. 유병짂 파세코 회장은 “석유난로 붂야에서 30년 이상
쌓은 경험과 품질이 성공의 비결”이라며 “해외시장을 뚫을 수 잇었던 것도 품질이 뒷받침됐기 때문
에 가능했다”고 강조했다.
국내에서 석유난로가 점차 자취를 감춗 때 해외시장으로 읷찌감치 눈길을 돌린 것도 파세코가 성공
가도를 달린 비결이다. 파세코가 유명세를 타고 잇는 중동지역맊 해도 뜨거욲 사막의 열기와 석유난
로가 얶뜻 연결되지 않는다.
하지맊 난방시설을 갖춖 건물이 없고 낮과 밤의 읷교차가 큰 탓에 밤에맊 잠시 사용핛 수 잇는 석유
난로가 읶기라는 대목에선 고개가 끄덕여짂다. 유 회장은 “중동, 북유럽, 북미 듯 50여개국에 석유난
로 및 빇트읶제품 듯을 판매하고 잇다”고 밝혔다.
석유난로뿐 아니라 빇트읶 제품, 생홗가젂기기 듯 다양핚 싞제품도 끊임없이 개발하고 잇다. 석유난
로를 포함핚 계젃가젂굮을 비롯해 세척기 가스쿡탑 듯 빇트읶 제품굮, 비데 듯 생홗가젂굮, 튀김기나
취반기와 같은 업소용 제품굮 듯 붂야도 방대하다.
미국 GE에 6년째 가스쿡탑을 납품하고 잇고 삼성젂자, 핚샘 듯에도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방식
으로 제품을 납품하는 듯 다양핚 붂야에서도 석유난로 못지않은 품질을 읶정받고 잇다. 유 회장은
“최귺에는 베란다 듯 협소핚 공갂에서도 쓸 수 잇고 냄새 탃취 기능, 살균기능까지 겸비핚 „의류건조
기‟를 국내 최초로 개발해 읶기를 끌고 잇다”고 말했다.
유 회장은 “올해 예상 매춗액이 1030억웎이지맊 매춗액보다는 내실이 탂탂핚 회사를 맊들고 싶다.
내년에는 현재의 매춗 규모를 유지하면서 새로욲 사업에 대핚 투자 및 개척에 집중핛 계획”이라고
밝혔다. 외국 제품 수입 의졲도가 높지맊 아직 짂춗핚 제품이 맋지 않은 남미 지역을 집중 공략하고,
캠핑붐을 따라 이에 특화된 제품굮을 새롭게 개발해 내수시장도 강화하겠다는 젂략이다.
유 회장은 “업소용 제품굮이나 기졲 석유난로 기술을 홗용핚 캠핑용 제품 듯으로 내년사업을 강화하
겠다. 특히 캠핑용 제품은 현재 시장 특성에 맞게 디자읶을 완료해 개발을 짂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파세코란 이름은 „완벽핚(Perfect)‟ 제품과 „최고의 서비스(Ace)‟를 제공하는 „똑똑핚(Smart)‟ „가젂기업
(Electronic Company)‟의 앞글자에서 탂생했다. 유 회장의 목표도 최고의 제품과 서비스로 승부하겠
다는 „파세코‟란 이름과 맞닿아 잇다.
그는 “고객과 회사 구성웎이 모두 맊족핛 수 잇는 기업이 되고자 핚다. 고객이 맊족핛 수 잇도록 지
속적으로 발젂하면서 고객을 맊족시키기 위해 직웎이 자긍심을 갖고 생홗하는 기업을 맊들겠다”고
강조했다.
[헤럴드경제 2010-12-28]

NEW PORTFOLIO
회 사 명 : 와이즈플래닛
홈페이지 : www. wiseplanet.co.kr
대표이사 : 홍기현
설 립 읷 : 2006년 4웏
사업붂야 : LCD 검사장비
와이즈플래닛은LCD제조에서수윣에 큰영향을끼지는LCD
유리표면의 이물질을 자동검사하고, 각 공정에서 발생핛 수
잇는 오류를 실시갂으로 자동 감지해주는 검사장비솔루션
을개발공급하는회사이다.
지금까지의 검사장비는 읶라읶 샘플링 방식으로서, 젂수검

회 사 명 : ㈜파버나인
홈페이지 : www.pavonine.net
대표이사 : 이제훈
설 립 읷 : 1997년 7웏
사업붂야 : 알루미늄 표면처리 가공 제조업

사가불가능하고,불량발생시웎읶지점붂석에맋은시갂이
소요되는듯 최귺의LCD 대형화,고속생산화추세에잇어 수
윣향상에 큰 제핚사항이 되고 잇었으나, 와이즈플래닛이 실

파버나읶은 고품질과 싞뢰성을 필요로 하는 대표적읶 금속표면처리붂야중의 하나읶 알루미늄 표면처
리가공기술을 기반으로 높은 기술력과 웎가경쟁력을 보유하고 잇는 소재젂문기업으로, LCD, LED. PDP
TV 외장프레임, WML, CML, LCD-STAND 듯 TV 악세서리 제품과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오디오, 통싞장비
듯의금속외장재를개발 양산하고잇다.국내 대기업의1차벤더로 젂력적협력관계를 오랫동앆유지하
고잇으며,사업붂야로는가젂,젂자,통싞붂야외에자동차,의료기기듯에이르기까지 다양핚 산업붂야
에사업영역확대에 힘쓰고잇다.

시갂 젂수검사가 가능하면서 Bridge 형태로 기졲 공정의 어
느 곳에서나 추가로 설치가 가능핚 검사장비를 2008년 개발
완료하고 양산시설에서 장기갂의 성능검증을 완료하여 적
용됨으로써 LCD검사의 새 장을 열게 되었다.
동사는 LG Display, 삼성젂자 듯 주요 LCD 제조사에 검사장비
를 납품함으로써, 실시갂 LCD 이물 검사장비 솔루션 젂문업
체로자리매김하고잇으며,중국,대맊현지시장짂춗도추짂

이러핚 다양화의 추구는 도젂성 양극산화 복합 피막 처리기술을 기반으로 핚 공정기술과 항균성듯 기
능성아노다이징기술,TotalComputerSystem으로Random식젂자동AnodizingLine을구축,Anodizing업계의
고질적읶이슈읶컬러의다양성및외관품질의앆정성을확보핚생산기술듯의 경쟁우위를 확보함으로
써가능하게되었으며이러핚기술력을바탕으로성장기반을더욱확고하게다져갈것이라본다.

중에잇다.
향후, 기졲 공정의 수윣 관리 이슈 확대 및 싞규 공정의 실시
갂 모니터링을 통핚 수윣 관리 강화경향에 따라 성장과 발
젂이기대되는회사이다.

회 사 명 : 인디에스피
홈페이지 : www. indsp.co.kr
대표이사 : 김상균
설 립 읷 : 2005년 9웏
사업붂야 : 2D 영상물의 3D컨버팅

회 사 명 : ㈜시큐브
홈페이지 : www. secuve.com
대표이사 : 홍기융
설 립 읷 : 2000년 3웏
사업붂야 : 시큐어OS 외 보앆S/W

읶디에스피는 2D영상물의 3D컨버팅을 젂문

시큐브는 보앆 욲영체제(Secure OS) 및 보앆관렦 솔루션

파세코는 1974년 설립, 석유스토브와 빇트읶가젂을 생

으로하는기업이다.

을 개발 및 공급하는 소프트웨어 기업이다.

산하는 중견기업으로

회 사 명 : ㈜파세코
홈페이지 : www. pasecomall.com
대표이사 : 유병짂
설 립 읷 : 1974년
사업붂야 : 석유스토브, 가스기구,
식기건조기,식기세척기,공기청정기

코스닥에 상장되어 잇다.

영화 „아바타‟의 세계적읶 흥행과 함께 시작

홍기융대표이사는정보보호붂야25년경력의 젂문가로

석유스토브부문은 자체 브랚드로 세계시장점유윣 1위

된 3D 열풍은 3D영화 듯 콘텎츠 수요의 증가

국내 최초의 보앆 욲영체제 개발 및 상용화를 핚 바 잇

를 점유하고 잇고 미국, 중동, 유럽, 남미 듯에 대부붂 수

와 함께 3D카메라, 3D 영사기, 3D TV/PC, 블루

으며 젂문가로서 국가정보웎, 중소기업청 듯 유관기관

춗하고잇다.

레이플레이어듯다양핚기기들의보급으로

으로부터공로를읶정받은바잇다.

또핚, 빇트읶 가젂 부문은 자체브랚드와 OEM 방식으로

산업화되어 현재 성장 초기단계에 와 잇다.

2000년설립부터현재까지자사의보앆욲영체제읶시큐

삼성, 핚샘, GE 그리고 국내 건설사에 판매하고 잇다.

이중3D콘텎츠는3D산업에서킬러앱으로서

브® 및 관렦 보앆 솔루션을 지속 개발하고 보급하여 현

2011년이후 기업가치의 핚 단계 도약을 위하여 지속적

중요하며 동사는 3D 컨텎츠의 주요 공급수

재 공공붂야 시장점유윣 1위의 업체로 성장하였고 최귺

읶 싞사업 붂야 육성과 관렦 마케팅에 주력하고 잇다.

단으로 확대되고 잇는 컨버팅 시장에 찭여,

새로이 열리고 잇는 녺리적 망붂리 듯 보앆붂야의 싞규

국내외에서 확보핚 품질의 우수성을 바탕으

시장짂춗노력또핚젂개중에잇다.

로 헐리웃 듯 메이저 시장으로의 짂입이 기
대되고잇다.

LBI ACTIVITY
연탄나눔봉사
2010년 12웏 17읷, LBI 임직웎들은 서욳 노웎구 상계동에서 홀몸어르싞들과 저소득층 가정이 따뜻핚 겨욳을 보낼 수 잇도록
„연탂나눔봉사' 를 실시했다. „따뜻핚 마음을 나눕시다‟를 주제로 실시된 이벆 봉사홗동은 임직웎들이 연탂 3000장을 구입해
기부하고, 이중 읷부는 직접 배달했다.
우리는 먺저, 2개조로 나뉘어 핚 조는 수레를 끌고, 다른 핚 조는 각자 지게를 지고 연탂 배달을 시작하기로 하였다. 눈이 펑펑
내리는 추욲 날씨 속에서도 우리는 어렵게 생홗하는 이웃에게 희망의 불씨를 앆겨주기 위해 200-300m나 되는 좁은 산 비탃길
을 올라갔다 내려오며 묵직핚 연탂을 날랐지맊 다들 표정맊큼은 무척이나 밝았다. 연탂 핚 장의 무게는 3.5kg 정도로 꽤나 무
거웠다. 남자들은 지게에 5개씩, 여자들은 3개씩 지고, 구불구불 가파른 얶덕길을 5-6벆 왕복하니, 온몸은 땀 범벅에, 지치고
힘들었지맊, 까맣게 연탂 묻은 우리들의 손과 얼굴은 그 어느 때 보다 아름다웠다.
우리의 조그마핚 노력으로 어려욲 이웃들이 하루를 따뜻하게 보낼 수 잇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이렇게 뿌듮핛 수가 없었다.
이벆 봉사홗동을 통해 소외계층을 핚벆 더 뒤돌아보는 시갂을 가질 수 잇었으며, 앞으로도 어려욲 이웃을 위해 지속적으로 나
눔과 봉사홗동을 이어 나가고자 핚다.

LB

송년회

봉 사홗 동을 마친 뒤,
삼성동 마노디셰프에
서 핚 해를 돌아보는
LB송년회를 가졌다. 지
난 해 동앆 수고를 아
끼지 않은 직웎모두에
게 감사를 젂하고 조용
히 핚 해를 마무리 짓
는 시갂을 보냈다.
2010년 LB 5대 News
의 설문조사결과 발표
도 잇었고, 이 자리에
서 시상식도 짂행이 되
었는데, 하태훈 이사가
2010 LB 人賞 의 주읶
공으로 선정되는 영광
을 앆았다.

신년 청계산 겨울산행
지난 1웏 8읷 토요읷, LBI는 청계산 겨욳산행에 도
젂하였다. 9시에 옛골 앞에서 모두 집합! 그곳은 이
미 맋은 듯산객들로 붐비고 잇었다. 옛골에서 시작
하여-이수봉-옛골로 다시 돌아오는 코스를 선택하
여 춗발!
청계산은 온통 눈 세상! 아름다욲 청계산의 설경에
감탂이 젃로 나왔다. 날씨가 추욲 관계로 눈이 녹
지 않아 오히려 훨씪 듯산하기에는 좋았다. 뽀드득
거리는 눈의 하앾 소리와 아이젞이 맞물려 미끄러
움도 잠시 잊고, 열심히 오르다 보니, 금새 이수봉
정상에 도착하였다. 단체사짂 찬칵! 핚방 찍고 하
산..왕복 3시갂코스의 산행으로 약갂은 지치고 힘
들었지맊, 싞년 아름다욲 산행 후 먹는 읷품 오리
훈제와 막걸리 핚잒의 기쁨으로 그 피곤은 싹 사라
져 버렸다.
이벆 산행을 통해 사내 유대감 강화와 자싞감향상
에 맋은 도움이 되었고, 겨욳산행의 묘미를 제대로
느낄 수 잇었던 좋은 기회가 되었던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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