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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ompa ny N ew s
LB인베스트먼트, '1000% 수익률'
‘반도체설계업체 실리콘웍스와 휴대기기 입력 솔루션 기업 크루셀텍 투자로 각각 1000%대 수익률'
주식시장의작전주수익률이아니다. 이는 벤처캐피탈전

그러나분위기가 반전된것은 실리콘웍스가작년 애플과의 계약이성사되면

문업체인LB인베스트먼트(이하LB)가 비상장사투자를통

서부터. 실리콘웍스의기술력이 애플로부터인정을받고 애플로제품을납품

해얻게 되는수익률이다.

하기시작하자실적은드라마틱하게급성장을 했다.

두회사에지분투자를했던 LB는 올해이들 회사가잇달

애플과의계약체결로실리콘웍스의2008년영업이익은전년도에 비해 3배

아상장하게 됨으로써투자자금의10배가넘는금액을 회

가량늘어난211억원을기록했고, 작년영업이익도361억원으로빠르게늘어

수할수 있는기회를 얻게됐다. 투자 당시 지분취득가보

났다. LB가 생각했던 것보다두 배 이상의실적을달성한것이었다.

다공모가가 10배이상 높은 수준에서결정됐거나(실리콘

실리콘웍스투자를담당한LB 관계자는"지금은마음 편하게얘기할수 있지

웍스) 결정될가능성이 높기(크루셜텍) 때문이다.

만그 당시만해도마음 고생이워낙 심했다"고말했다.

투자금액은각각 약 45억원, 10억원정도니 50여억원투자

크루셜텍투자역시 실리콘웍스투자 때만큼더욱 시장상황은 안갯속이었

로무려 500억원이넘는이익달성이가능하게됐다. 투자

다. LB가 크루셜텍에투자한2004년말당시 크루셜텍이집중하던광통신시장

기간은각각 약 2년과6년으로이 기간 이같은고수익을

에대한 시장의반응은싸늘했다.

거둘수 있게됐으니 '대박중대박'이라할 만하다.

박기호LB 상무는"그 때만해도 누가 광통신에관심을 가졌겠나. 광통신 시장

'1000%대수익률'이놀라울 따름이지만이같은과실을얻

에대해서는 아무도쳐다도보지 않던 때"라고당시 분위기를 전했다.

기까지의과정은그리 순탄치만은않았다.

LB는 그러나크루셜텍이새롭게개발한'초소형 광 조이스틱'을주목했다. '옵

실리콘웍스의경우LB가 투자를단행한시기는2008년하

티컬트랙패드(OTP)'로알려진'초소형 광 조이스틱'은손가락의움직임을 감

반기리먼발글로벌금융위기가확산되던때였다. 실리콘

지해휴대기기의화면에커서를조정하는 초소형장치로다방면에 활용도가

웍스는위기 상황에대비한현금 확보가필요했고LB는

높을것이라고분석했다.

과감히투자를단행했다.

예상은적중했고 2008년RIM사의스마트폰인블랙베리에OTP가사용되면서

쉽지않은결정이었지만IT전문가들이주축인LB는 오랫

크루셜텍의매출이증가, 작년 스마트폰 열풍이불면서부터급증하기 시작했

동안지켜봐온실리콘웍스의가치를믿었다.

다.

하지만리먼발금융위기는좀처럼수그러들지않았고투

크루셜텍은그동안쌓아올린 실적을바탕으로 내달 코스닥시장에상장할계

자담당자들은마음을졸이며 사태를지켜봐야했다. 투자

획이다.

를단행한직후에는 LG디스플레이의LCD패널생산이중

투자회사들의잇단상장으로 LB는 대박을터트리게됐지만 막상LB 관계자들

단되기도하는등 그 해 연말시장 상황은더욱 악화됐다.

은이에 대해무덤덤한 반응이다. 그만큼하나의대박을 위한희생도크기 때

투자실패에대한불안감은 더욱 커졌다.

문이다. 지난 2008년LB는 좋지못한시장 상황에부실자산을정리하면서 6년
만에적자를기록하기도했다.
이런상황을겪어본LB 관계자는 이번과같은 대박사례에대해 "그저 운이
좋았을뿐이죠"라고말했다. 하지만해당분야에대한 정확한배경지식과전
망, 투자회사에 대한믿음이없었다면 오랜 기다림을참고 견딜 수 있었을까.
이번'1000%대수익률' 대박은벤처캐피탈이불확실성이 큰 시기에초기 리
스크를감수하고 핵심역량을가진 회사를발굴, 지원해보상을받게 된 사례
이기에더욱 값지게느껴진다.
숨어있는'흙속의진주'를 발굴하는사례가 더 많이늘어나길 기대해본다.
[머니투데이2010-06-18]

Summer Intern 채용
LB인베스트먼트에서6월,7월두달동
안Display Market t rend 및 향후이슈
사항, 기타VC업무관련 research 등
의업무를맡게 된 하계인턴 박정근,
구본근, 신동우씨를 소개하고자 한다.

1. 박정근(Park JeongGeun)
생년월일: 1977년5월15일
가족사항: 마눌and 아빠를닮은 딸(T.T)
사는곳: 성동구행당동
학력: 연세대화공과졸업, KAIST 테크노MBA 재학
중(11년2월졸업예정)
경력: LG화학전자재료사업부LCD용감광재개발
1년, 생산기술4년
취미: 인물사진찍기 (예전에는주 모델이마눌이었
으나출산 이후팽(烹) 당하고딸내미가주 모델로
급부상함)
성격: 조용한편 But 친해지면시끄러움
버릇: 가끔마눌한테욱하는버릇이있음
혈액형: A형
종교: 기독교였으나현재자체 장기방학중(개학날
은올 것이지만언제가될지는모름)
주량: 소주1병~2병
별명: 올챙이(이유는모름, 어릴적부터올챙이였음)
좋아하는여성상: 이쁜사람
좋아하는음식: 떡만두국, 수제비, 감자탕
좋아하는음악: 가사보다는리듬이좋은 노래(발라
드, 댄스안가림)
좋아하는연예인: 김태희, 이민정, 손정은, 이수경,
한승연등등수없이많음
내가느끼는LB 회사분위기:
처음에각자점심을해결해야하는 분위기에적응
못함(지금은다른 분들이사주시는날 이외에는
인턴끼리잘 먹고다님)
사무실이조용하고독립적인분위기
상하관계가기존 대기업에서느끼는것과 달리경
직되어있지않고젊은분위기
하고싶은말: 벌써인턴 생활한지도1달이다되어
갑니다. 남은기간도열심히하겠습니다.

2. 구본근( Bryan Koo)
생년월일: 1978년11월29일
가족사항: 부인, 딸 (21개월)
사는곳: 강남구압구정동
학력: Boston University (Business) 졸,
UCLA Anderson (MBA) 재학 중
경력: 삼성전자무선사업부해외영업/마케팅3년
취미: 골프, 사진, 째즈음악
성격: 밥굶으면예민해짐
버릇: 밥꼭 챙겨 먹음
혈액형: A
종교: 천주교
애인: 점점아빠를휘어잡기시작한딸
주량: 소주1병반
별명: 가제트(얼굴이길어서….지금은둥글둥글함)
좋아하는여성상: 배려할줄 아는 속 깊은여자
좋아하는음식: 맛있는것은모두 다 (동양식살짝
더선호)
좋아하는음악: Oldies but Goodies
좋아하는연예인: 카라, 브아걸, 소녀시대, 다비치,
원더걸스, 애프터스쿨, 티아라…..등등
내가느끼는LB 회사분위기: 화기애애하면서모두
들개성만점인멋진회사
하고싶은말: 짧은기간이나마LB 식구들과같이근
무하고친해져서너무기쁩니다. LA 오실일 있으면
꼭연락주세요.

3. 신동우(DongwooShin)
생년월일: 1988년4월25일
가족사항: 부모님, 어린여동생
사는곳: 서울시양천구목동, 미국 메디슨
학력: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재학중
경력: 인턴이나알바 경험전무
취미: 자전거타기, 아주조용한곳에서책읽기
성격: 너무느긋한거빼면다 좋습니다.
버릇: 집중하면자기도모르게입술을핥기
혈액형: A
종교: 천주교
애인: Yes
주량: 소주2병
별명: 푸(곰돌이 푸)
좋아하는여성상: 서로가서로에게의지할수 있는사람
좋아하는음식: 굴 빼고 모두다 (특히 고기!)
좋아하는음악: 졸린 음악빼곤다 좋아함
좋아하는연예인: 유리~
내가느끼는LB 회사분위기: 느긋한듯 하면서도매우단단하고날카로운느낌입니다.
꿈: 사회인으로살아가는기간 동안꼭 한번은VC에서일해보고싶습니다.
하고싶은말: 처음하는인턴경험을LB에서하게된 것을큰 행운이라생각합니다. VC에대해서
잘몰랐었는데이번 기회에배우게된 것도여러분들을만나면서새로운세상에대해알게
된것도행운이따른것이라생각합니다.
배울수 있는 것은모두다 배워가고싶습니다. 많이 가르쳐주세요.

늘미쿡인들과일하고생활
하다가한국에돌아오니마음이
편하면서도긴장되는묘한 느낌입니
다. 굉장히떨리고또 기대되는한국
첫직장에서의새 출발. 여러가지
서투르고모자라지만, 많이 도와주시
고많이챌린지해주세요: D
앞으로잘 부탁드립니다!

N ew f a ce
최지은 (Jayna)
생년월일: 1982. 05. 15
가족사항: 부모님, 3살아래여동생
태어난곳: 여의도... (서울 촌년입니다)
살았던곳: 여의도, 반포, 은평구, 분당, Northfield (Boston에서차로 2시간정도떨어
진New England 첩첩산중의시골), Washington D.C., New York, 東京
사는곳: 분당
학력: Northfield Mount HermonSchool (고등학교), Georgetown University (B.S. in
Business Administration)
경력: JPMorgan New York - Investment Banking 3년
취미: 공연/콘서트, food enthusiast
성격: 난잘 모르겠는데생긴것과다르게푼수(?!)라고함! 세계어디에던져놔도잘
살것 같은적응력
버릇: 끊임없이할일/놀일/재밌는일을찾고있음
혈액형: O형
종교: music, new shiny gadget, mom
애인: it's complicated, 쉿!
주량: 굉장히, 매우, 정말, 진짜, FOR REAL 못마심... 반의 반의반의반의반잔? 레드와
인한잔마시는데4시간걸림
별명: JJC (이름 이니셜), 고래돌(돌고래닮았어요?)
좋아하는남성상: 조인성의신체와패션센스+빌게이츠의재력+오바마의말빨+유
재석의유머
좋아하는음식: 샐러리, 오이 들어간거 빼고 전부
좋아하는음악: J-POP, Brit Rock, Classical (to your surprise…)
좋아하는연예인: 최근내한왔던MIKA, 마음의고향L'Arc~en~Ciel, Mr. Children 외 밴
드다수
좌우명: Don't waste your life on the living. It's always better to regret for having done
something than for not having done something.

V C N ew s

벤처캐피털，
하반기 유망 중기·벤처에

7천억 투자

줄지 않는 코스닥 상장폐지
올들어 상장폐지실질심사로 인한 코스닥 상장사 퇴출 선고

벤처캐피털(VC)들이 하반기에 3D,게임관련 유망 중기·벤처기업 중

가 이어지는 등 상폐 행진이 여전히 진행형이어서 투자자

심으로 7000억원규모의 신규투자에 나설 전망이다.

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올해 VC들의 신규투자규모가 약 1조원에 달할

9일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에 따르면 올해 들어 상장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가운데 올 상반기에 3000억원 정도가 집행

폐지실질심사로 코스닥시장에서 퇴출되거나 퇴출예정인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국벤처캐피털협회가 집계한 지난 4월

상장사는 총 15개사에 이른다.

까지 신규투자금액은 2327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804억원보

이는 지난해 상장폐지실질심사로 상폐된 상장사 수(16개사

다 29% 늘어났다. 이러한 추세라면 6월까지 3000억원 정도가 투자

)와 맞먹는 수치다.

될 것으로 보여 하반기 투자쏠림 현상이 두드러질 전망이다.

특히 상장위원회로부터 상폐 결정이 타당하다는 통보를 받

현재 예상되는 하반기 신규투자금액은 7000억원으로 이는 전년동

거나 실질심사위원회에서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한다"는

기 5501억원보다 20% 이상 증가한 규모다. 특히, VC들이 3D, 게임,

결정이 내려진 상장사만 7개사에 달해 향후 추가 퇴출 상

영화 드라마 등 문화콘텐츠, 에너지 관련 분야 유망기업발굴에 역

장사가 나올 전망이다.

량을 집중시키고 있어 관련기업에 대한 투자가 부쩍 늘어날 것으

현재 위지트와 샤인시스템는 이의신청 후 상장위원회의 상

로 예상되고 있다.

폐 여부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에스씨디와 액티투오는 지

LB인베스트먼트 김윤권 상무는 "상반기에는 펀드조성을 위해 국민

난 7, 8일 상장폐지실질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상장폐지기

연금, 시중은행 등 메이저 투자자들의 자금 유치에 치중하기 때문

준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받았다. 메카포럼, 엔티피아, 스멕

에 통상적으로 하반기에 신규투자가 몰린다"며 "3D와 대체에너지

스도 실질심사위원회에서 같은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이들

분야의 중기·벤처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벤처캐피털리스트(투자심

은 향후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상장폐지절차에 돌입한다.

사역)도 작년에 비해 20% 이상 늘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의 신청을 하면 향후 퇴출 여부 판단이 상장위원

LB인베스트먼트는 하반기에만 200억원 이상의 신규투자를 계획하

회로 넘어간다. 이와 관련, 스멕스는 한국거래소 코스닥시

고 있고, 올 초 게임, 문화콘텐츠 전문 투자펀드를 조성한 소프트뱅

장본부에 이의신청서를 제출, 향후 상장위원회에서의 퇴출

크벤처스 등도 200억원 이상을 해당분야에 집중 투자할 방침이다.

여부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VC들은 이 중 3D , 대체에너지의 경우 늦어도 3∼4년 내에 본격적

이외에 이날 상장위원회로부터 5개월의 개선기간을 부여

인 성장궤도에 진입할 것으로 내다보고 투사심사역을 늘리는 추세

받은 트루맥스와 마이크로로봇은 상장폐지 결정이 미뤄졌

다

다. 이들은 개선기간이 끝나는 5개월 뒤 개선계획 이행실

투자회수시장(주식시장)도 견조한 흐름을 보이면서 기업가치를 높

적 및 이행결과에 대한 전문가 확인서 등을 고려, 개선기간

게 받으려는 관련기업 대주주들의 투자유치 문의도 이어지고 있는

추가부여나 상장폐지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 올해 모태펀드 등 투자재원이 대거 늘어

현재 상장폐지실질심사 대상 여부를 조사받는 상장사만도

난데다 신생 VC들이 가세하면서 VC간 투자경쟁이 후끈 달아오르

횡령·배임과 관련한 CMS와 쎄라텍이 있다.

고 있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 관계자는 "이미 13개 상장사

업계관계자는 "3D 유망기업을 발굴해 지난달부터 투자를 계획했지

가 상장폐지실질심사로 코스닥시장에서 퇴출되고 현재 알

만, 이미 다수의 VC들이 뛰어들어 투자계획을 포기해야만 했다"고

이네트웍스와 선우중공업은 정리매매가 진행되고 있다"며

전했다.

"이미 15개사가 최종 퇴출되고 향후 상장폐지 가능성이 있

올 들어 신설된 VC는 슈프리마인베스트먼트, 마그나인베스트먼트,

는 기업들이 7개사에 달해 투자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

매그넘벤처캐피털 등 7개사이며, 창투사 등록을 자진반납한 곳은

했다.

교원나라벤처투자,신한창업투자,엠케이벤처캐피털 3곳뿐이다. 지

[파이낸셜뉴스 2010-06-09]

난해보다 VC가 4개사나 늘어난 것도 신규투자확대에 영향을 미치
고 있다는 게 업계의 판단이다.
[파이낸셜뉴스 2010-06-13]

작년 벤처투자 20% 증가..
비수도권 늘어

한몸사리는 벤처캐피털 `엔터` 투자비중 확 줄여

벤처기업, 특히 비수도권 소재 기

고위험.고수익 업종 기피

업에 대한 투자가 많이 늘어난 것

보통주보다 우선주.CB투자, 제조업.서비스.교육 비중 늘려

으로 나타났다.

국내 벤처캐피털의 투자 성향이 보수화하고 있다.

20일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지난

21일 벤처캐피탈협회에 따르면 벤처캐피털들은 보통주보다는 비교적 안정성이 높은

해 벤처기업에 투자된 액수는 8천

우선주나 CB(전환사채),BW(신주인수권부사채) 등의 투자 비중을 늘리는 것으로 나타

671억원으로 2008년(7천247억원)

났다.

에 비해 19.6% 증가한 가운데 비

또 고위험 고수익 업종에 대한 투자를 크게 줄이고 업력이 높은 업체에 대한 투자 비

수도권 기업에 들어간 돈이 2천4

중을 늘린 것으로 조사됐다.

73억원으로 전년 대비 55.6%나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잠재성이 높은 초기 벤처기업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벤처캐피털

늘었다.

본연의 기능이 취약해지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비수도권 기업에의 투자 비중도 2

협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벤처캐피털의 전체 투자유형 중 우선주가 41.0%,주식연계

1.9%에서 28.5%로 6.6%포인트

채권(CB,BW)이 22.9%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프로젝트 투자는 18.4%,보통주

상승했다.

는 11.0%에 머물렀다.

중소기업청은 2008년 금융위기로

2006년만 해도 보통주 투자 비중이 40.5%로 가장 높았지만 지금은 최하위를 나타내

주춤했던 벤처투자가 회복세를

고 있다. 벤처캐피털들이 우선주 투자를 늘리는 이유는 보통주보다 투자자금 회수가

보인데다 지방을 돌며 개최한 `벤

쉽기 때문이다. 상환 우선주나 전환 우선주 형태로 투자해 기업이 청산하거나 배당을

처투자 로드쇼' 행사가 큰 성과를

할 때 우선 순위에 서겠다는 뜻이다.

낸 것으로 분석했다.

대신 의결권이 없는 만큼 기업 경영에는 간여를 하지 않겠다는 것.경영에 적극적으로

지난해 7차례 열린 로드쇼를 통해

참여하면서 대신 리스크를 짊어지던 과거와는 달라진 모습이다. CB,BW 투자가 늘어

총 61개 기업 중 10곳이 17개 벤

난 것 역시 돈을 빌려주는 형태로 투자했다가 기업의 수익성이 어느 정도 확보되면

처캐피탈사로부터 384억5천만원

주식으로 바꾸겠다는 취지다.

을 투자받았다.

업종별로는 '고위험,고수익'업종의 대명사로 불리는 엔터테인먼트 투자 비중이 확 줄

투자 유치에 성공한 기업은 창업

었다. 작년의 경우 전체 투자액 중 엔터테인먼트 비중이 40.5%로 가장 높았지만 올해

한 지 평균 6.6년이 된 것으로 조

는 24.2%로 2위에 머물렀다. 대신 최근 다시 각광받고 있는 정보통신 업종 투자비중

사됐으며 창업 3년 이내인 기업 3

이 작년 29.7%에서 올해 31.6%로 늘어나며 1위에 올라섰다. 또 일반제조업과 서비스,

곳도 31억원을 제공받았다.

교육 등도 지난해보다 비중이 증가했다.

김영태 중기청 벤처투자과장은 "

업력별로는 후기단계(설립 후 7년 초과)기업에 대한 투자 비중이 30.5%에서 46.4%로

올해 열린 3차례의 로드쇼에 참여

크게 늘었다. 3년 이내 초기단계 기업 투자 비중은 25.1%에서 29.8%로 소폭 증가하는

한 21개 지방 벤처회사 중 15개사

데 그쳤고,외부 투자가 가장 절실한 중기단계(3~7년)기업은 44.4%에서 23.8%로 급감

가 벤처캐피탈과 후속 협상을 진

했다. 미국의 경우 초기,중기,후기 기업 투자비중이 각각 30%대로 고른 분포를 보이고

행 중"이라고 전했다.

있다.

김 과장은 "하반기에는 대전ㆍ충

한편 올해 1분기 투자실적 기준으로 한국투자파트너스가 157억원(조합투자 포함)을

남권, 충북권, 강원권 순으로 로드

투자해 1위에 올랐다. 2위는 스톤브릿지캐피탈(98억원)이었고 한화기술금융,일신창업

쇼를 열어 지방 벤처기업들에 자

투자,원익투자파트너스,엠벤처투자,린드먼아시아인베스트먼트,CJ창업투자,LB인베스트

금 수혈이 이뤄지도록 도울 계획"

먼트 순이었다. 창투사 숫자는 올해 2곳이 말소되고 6곳이 새로 등록해 6월 현재 105

이라고 덧붙였다.

개로 조사됐다.

[연합뉴스 2010-06-20]

[한국경제 2010-06-23]

생활친화·친환경 글로벌 강소기업 주목
녹색성장 시대를 맞아 독보적인 기술력과 창의성을 갖춘 글로벌 강소(强小) 기업의 성
공 사례를 주목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5일 코트라가 발간한 ‘그린리포트’와 ‘녹색시대를 앞서가는 세계 시장의 강소기업들’
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과감한 역발상으로 그린 시장을 주도하는 중소기업들이 늘
어나고 있다.
이들 기업은 크게 △생활친화형 그린제품 △친환경 아이디어제품 △대기업도 실패한
분야에서 기술개발로 승부를 건 제품 등으로 나뉜다.
기존 친환경 제품들은 전용매장에서만 구입이 가능하고 그것마저 가격이 비싸 일반
소비자들이 접근하기가 쉽지 않았다. 그러나 미국의 EPS는 버려진 감자튀김이나 옥수
수, 대나무 등 폐농산물을 활용한 일회용 식기류를 시장에 내놓아 선풍적인 인기몰이
를 하고 있다. 가격도 저렴할 뿐 아니라 내열성 등 기능적인 면이나 디자인에서도 우
수해 파티용, 기업 및 학교 구내식당용으로 사용되고 있다.
미국의 중소기업인 리젠은 아이폰의 선풍적인 인기를 타고 태양광 전용 충전기 패널
을 개발해 아이폰 마니아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있다. 충전시간이 짧고 사용이 간
편해 출시 전부터 구매요청이 빗발치고 있다.
친환경 아이디어 제품들도 그린 대중화에 한몫하고 있다. 이탈리아 스쿠터 제조업체
피아지오는 자동차의 하이브리드 기술을 응용한 하이브리드 스쿠터를 개발했다. 이
제품은 친환경 연료를 사용하고 성능이 우수하다는 점 외에 독특한 디자인으로도 눈
길을 끌고 있다.
스위스의 코비악스는 ‘속 빈’ 건축공법을 개발, 원가절감은 물론 폐기물 감소에 따른
환경보호, 지진과 같은 재난에 대한 안전 등 일석삼조의 효과를 얻고 있다. 태양광 나
노기술을 응용해 스스로 깨끗해지는 페인트를 개발한 싱가포르의 하루나도 이 분야에
서는 빼놓을 수 없는 기업이다.
대기업들이 즐비한 전기자동차 시장이나 에너지 효율,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도 실력
있는 중소기업들이 두드러진다. 미국 테슬라와 잽은 대기업도 실패를 거듭했던 전기
자동차의 상용화 및 대중화에 한발 앞서 성공한 기업들이며 캐나다의 일렉트로바야는
독자기술로 전기차용 이차전지를 생산, 크라이슬러에 납품하고 있다.
이 밖에 독일의 노바레드는 전력효율이 높고 다용도로 사용이 가능한 유기발광다이오
드(OLED)를 개발했으며 네덜란드의 오르가월드는 유기물 쓰레기를 활용한 고부가 비
료를 제품화했다.
코트라 한선희 통상조사팀장은 “녹색성장 붐이 일면서 녹색시장의 일부 분야에서는
이미 과열경쟁이 일고 있다”며 “우리 기업들이 세계 그린시장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탄탄한 제조업, 특히 정보기술(IT)과 반도체 기술을 십분 활용해 그린오션을 창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파이낸셜뉴스 2010-07-06]

P or t f ol io N ew s
에이알텍, 광트랜시버 개발 NEC에 공급
쓰리에이로직스, RFID판독기 1위
우리나라가 정보통신 강국이 된 데는 광통신 부품, 무선인식전
자태그(RFID), 회로, 방열등 각 분야에서 기술을 이끌어온 중소
기업들의 활약이컸다.
에이알텍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광트랜시버를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 광트랜시버는 각 가정과 전화국을 광섬유로 연결해
정보를 광신호로 주고받는 초고속 광가입자망(FTTH)에 들어가
는 핵심 부품이다.
에이알텍은 광학, 전자회로, 소프트웨어, 기계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포진한 30여 명의 엔지니어 인력을 바탕으로 속도ㆍ거리
ㆍ기능별로 100여 가지에 달하는 다양한 광트랜시버를 개발해
냈다.
특히 FTTH를 구현하는 방식 중 하나인 GE-PON(기가비트이더넷
수동형 광네트워크)용 광트랜시버는 일본 통신장비 업체 OFN과
전자업체 NEC에 독점 공급하고 있다. 김연호 에이알텍 대표는 "
지난해부터는 차세대 FTTH 방식인 WDM-PON(파장분할다중화
수동 광네트워크)용 광모듈과 광트랜시버 10여 가지를 개발해 L
G노텔에 3만회선 분을 공급했다"고 말했다.
RFID와 휴대단말기 통신용 칩을 생산하는 쓰리에이로직스(대표
이평한)는 13.56㎒의 주파수를 사용하는 RFID 시스템온칩(SoC)
국산화에 성공했다. RFID는 태그에 배터리를 탑재하지 않고도
판독기(Reader)에서 나오는 전자파를 전원으로 삼아 데이터를
송수신하는 무선통신 기술이다.
13.56㎒ 대역은 10㎝ 이내의 근거리에서 데이터를 읽고 쓸 수
있으며, 출입통제와 전자결제 분야에 널리 사용된다. 쓰리에이
로직스는 이 대역의 RFID 판독기 시장에서 점유율 1위를 달리
고 있다. 이 업체는 종업원 20명 가운데 13명이 연구개발(R&D)
인력이다. 덕분에 저전력 설계를 비롯해 자동 카드감지 같은 독
창적인 기능까지 갖추고 있다.
[2010-05-31 매일경제]

드래곤네스트, 日공개 서비스...
최고동접 1만7000명 돌파
아이덴티티게임즈(대표 이은상)는 자사가 개발하고 NHN재팬(
대표 모리카와 아키라)이 서비스하는 액션MORPG '드래곤네스
트'가 지난 27일 일본 공개서비스(이하 OBT)를 실시했다고 밝
혔다.
27일 오후 1시에 공개서비스를 시작한 '드래곤네스트'는 오픈
2시간 만에 동시접속자수 1만명을 넘어섰고, 저녁 9시 경부터
준비된 전체 서버의 한계까지 유저가 몰려 최고동접 1만 7000
명을 기록했다. NHN재팬 관계자는 “이는 상반기 일본에 오픈
한 온라인게임 중 가장 높은 수치 중 하나”라고 말했다.
일본 최대 규모의 게임 포털 한게임의 10주년 기념 타이틀로
선정된 ‘드래곤네스트’는 코키아, 각트 등 일본 초대형 스타들
과 유명 성우진들이 참여하여 많은 화제를 낳았으며, OBT를
기념하여 진행된 대형 런칭 행사는 성황리에 치뤄지는 등 OBT
전부터 강력한 마케팅으로 일본 게임 업계와 유저들의 주목을
끌어왔다.
이번 OBT에서는 8종의 전직 클래스와 24레벨까지의 레벨 오
픈, 캐더락 지역 공개 등 폭넓게 '드래곤네스트'를 즐길 수 있는
컨텐츠가 공개되었으며, 다양한 이벤트도 진행 중이다.
회사측은 '드래곤네스트'가 한국에서도 마치 콘솔 게임을 하는
듯한 호쾌한 액션과 스토리 몰입으로 유저들의 호응을 얻고 있
으며, 이러한 장점은 특히 콘솔 게임에 익숙한 일본 유저들의
시선을 끈 것으로 보고있다.
이은상 아이덴티티게임즈 대표는 “온라인게임 시장 보다 콘솔
게임 시장이 강한 일본에서 기대 이상의 성적으로 출발하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하며, 드래곤네스트가 해외에서도 좋은 성
적을 거두어 한국 온라인게임의 우수성을 알릴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2010-05-28 조선일보]

아이앤씨테크,

전세계 공용 모바일TV 수신칩 소형화

특허

취득

아이앤씨테크놀로지(대표 박창일)는 전세계 공용 모바일TV 수신칩을 소형화하는 기술에 대한 특허권을 취득했다고 8일 밝혔다.
이 특허를 통해 세계 각 지역의 모바일TV 표준을 한 개의 반도체 칩으로 처리할 수 있는 소형화된 제품을 개발할 수 있을 것으
로 보인다.
기존 한국 DMB, 미국 ATSC-M/H, 일본 ISDB-T, 중국 CMMB 등 지역별로 다른 모바일TV 표준을 사용하고 있어 이에 대응하는
각각의 반도체 칩이 필요했다.
회사 관계자는 "세계 어느 지역에서나 한 개의 칩으로 모바일 TV를 시청할 수 있는 전세계 통합칩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아이앤씨테크놀로지는 최근 출시되는 삼성전자 갤럭시S, LG전자 옵티머스Q, 팬택 시리우스 등 국내 최신 스마트폰에 DM
B칩을 공급하며 모바일 TV용 반도체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2010-06-08 아시아경제]

KINX, IX 인프라 기반의 고효율 CDN 서비스 개시
IX 전문업체인 케이아이엔엑스(KINX, www.kinx.net)가 인터넷 연동(IX, Internet eXchange) 인프라를 통한 CDN(Contents Delivery
Network)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케이아이엔엑스의 CDN은 국내외 40여 ISP와 연동된 IX 백본망에서 직접 콘텐츠를 전달하여 네트워크 안정성을 강화한 것이 특징
이다. 최대 300Gbps 규모의 안정적인 IX 백본망을 이용하기 때문에 전송 품질이 뛰어나고, 각 ISP의 회선 상황에 따라 최적의 전
송 경로를 설정해 장애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
특히, IX에 연동된 해외 ISP망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해외 전송에도 효과적이다. 또한 회선 상태가 좋지 않은 동남아 지역의 경
우, 현지 ISP를 통해 직접 전송되기 때문에 보다 저렴하고 안정적으로 콘텐츠를 전송할 수 있다.
또한 가상화 시스템을 통해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을 구축, 백업은 물론 급격히 증가하는 콘텐츠 전송 요청에도 지능화된 부하분
산이 가능하여 끊김이나 느려짐이 발생하지 않는다. 케이아이엔엑스 CDN 서비스는 도곡, 분당, 가산, 상암에 구성된 자사의 IDC
내 200여 서버를 하나로 묶어 약 500TB 규모의 스토리지에 분산 처리된다.
케이아이엔엑스 이선영 대표는 "인터넷 최상단 IX 네트워크를 통해 다양한 전송 경로를 제공하고 지능형 분산 시스템을 구축, 지
원해 기존 CDN 서비스와 차별화했다”며, “회선 품질에 민감하고 트래픽 예측이 어려운 게임, 음원, 동영상과 같은 다운로드 서비
스 시장을 먼저 공략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케이아이엔엑스는 CDN 서비스 출시와 함께 5월 한 달 동안 전문 엔지니어 컨설팅, 무료 체험 프로그램 등을 제공한다.
[2010-05-04 한국아이디지]

크루셜텍은 스마트폰 시장이 보다 본격화되는 올 해 기존 공급처
인 글로벌 기업들과의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더욱 다양한 모델에
공급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옵티컬 트랙패드 No.1

크루셜텍

특히 옵티컬 트랙패드의 주요 공급처인 림사의 경우 향후 출시
예정인 블랙베리 모델에 옵티컬트랙패드의 탑재를 적극 추진하
고 있으며 지난해 40억원에 불과했던 모토로라, HTC, LG전자의

현재 세계 옵티컬 트랙패드(Optical Trackpad) 시장 점유율 95%를

공급량을 더욱 늘려 올 해에는 이 부분 매출만 300억원 이상을

장악하며 이 부분 시장 No.1 자리를 꿰차고 있는 크루셜텍(대표이

목표하고 있다

사 안건준)은 올해 7월 21일 코스닥 시장 상장으로 ‘제 2의 도약기’

또한 고화소 카메라 모듈인 LED 플래시모듈과 PL Lens 역시 중

를 준비하고 있다.

저가 모듈 개발과 매출처 다변화를 통해 올 해를 기점으로 회사

지난 2001년 4월에 설립한 크루셜텍의 주력제품인 옵티컬트랙패

의 미래 성장 동력으로 키워나갈 계획이다.

드는 회사가 지난 2006년 세계 최초로 개발한 휴대기기 입력 솔루

아울러 크루셜텍은 올 하반기 소프트웨어 시장에 본격 진출할 계

션이다.

획이다. 회사는 현재 안드로이드 기반의 UI(유저인터페이스)를

안건준 크루셜텍 사장은 “크루셜텍은 성장성, 방향성에 대해 시장

개발 중에 있으며, 빠르면 올 하반기 세계 시장에 출시할 것으로

의 큰 기대를 받고 있다”며 “올해는 이에 대한 환경을 맞추기 위한

보인다.

첫해이며 IPO는 그 첫걸음을 내딛는 것이다”고 말했다.

회사측은 그 동안 옵티컬 트랙패드 등 하드웨어 개발에 주력해

옵티컬트랙패드는 지난해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선택한 블랙베리

왔으나, 올 해부터는 UI와 같은 소프트웨어 개발에 적극 나섬으

커브 8520을 비롯해 최근 출시된 HTC의 디자이어(Desire)와 레전

로써 하드웨어는 물론 소프트웨어 분야까지 세계적인 기업으로

드(Legend), LG전자의 맥스(MAXX), 팬택의 시리우스(Sirius), 모토

나아가겠다는 전략이다.

로라의 디바워(DEVOUR) 등 세계적인 휴대폰에 주요 솔루션으로

안건준 사장은 “크루셜텍은 지난 10년간 독자적인 기술력과 글

사용되고 있다.

로벌 네트워크를 통해 세계 옵티컬 트랙패드 시장의 독보적인 선

터치스크린 입력장치가 대세인 모바일 시장에서 옵티컬 트랙패드

두기업으로 자리매김해왔다”고 말했다.

가 이처럼 각광 받는 이유는 바로 옵티컬 트랙패드가 갖는 사용자

이어 그는 “이번 상장을 통해 기존 사업의 비약적인 성장에 집중

중심의 최적화된 사용성과 터치스크린 입력장치와의 상호보완성

함은 물론, 제2의 성장동력을 확보함으로써 앞으로의 10년을 준

때문이다.

비해나갈 것이다”며 “올해 하반기 출시되는 안드로이드 기반의

옵티컬 트랙패드는 PC마우스 커서와 동일한 사용성을 모바일에

UI를 시작으로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 분야에서도 세

구현해주는 기술로, 휴대폰 상의 마우스 커서를 이용하여 모바일

계적인 기술을 보유한 글로벌 기업으로 거듭날 것”이라는 포부

인터넷 및 다양한 멀티미디어 기능을 더욱 정확하고 편리하게 이

를 밝혔다.

용할 수 있다.

크루셜텍은 지난해 매출액 622억원, 영업이익 73억원을 기록하

또한 기존의 터치 스마트폰에 정확성, 편의성 등의 기능을 부가하

였으며, 올해에는 전년 대비 3배가량의 매출을 기록할 것으로 전

여 터치스크린의 풀 브라우징(Full Browsing) 기능을 더욱 강력하

망하고 있다.

게 만들어줌으로써 최상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구현해 준다.

[2010-07-06 이투데이]

크루셜텍은 이러한 기술력으로 삼성전자를 비롯해 림, 모토로라,
HTC, 소니에릭슨, HP, Sharp 등 세계적인 모바일 제조업체에 옵티
컬 트랙패드를 공급하고 있다.
크루셜텍은 현재 세계 옵티컬 트랙패드 시장 점유율 95%를 장악
하며 옵티컬 트랙패드 시장 단독 선두를 달리고 있다.

크루셜텍,

7월 21일 코스닥 상장

크루셜텍은 핵심원천기술 확보를 위해 전체 인력의 40%를 연구·

크루셜텍이 7월 21일 코스닥시장에 상장한다.

개발인력으로 배치하고, 매년 매출액의 5% 이상을 연구개발비로

크루셜텍은 7월 5~6일 수요예측, 12~13일 청약을 거쳐 21일

투자하는 등 R&D 투자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코스닥시장에 상장한다. 상장 주관사는 미래에셋증권이다.

그 결과 현재 관련분야의 250여 건의 특허를 등록, 출원하고 있으

크루셜텍의 상장 전 자본금은 37억 원이다. 주당 공모 예정가

며, 전략적인 특허 경영을 통해 회사가 보유한 원천기술의 진입장

는 2만~2만3500원(액면가 500원)이다. 상장 예정 주식 수는 1

벽을 견고히 함으로써 선두기업으로써의 입지를 강화하고 있다.

20만5388주다. 공모 예정 금액은 241억776만~283억2661만8

크루셜텍은 이번 코스닥 상장을통해 기존 사업에 역량을 강화함은

000원이다. 크루셜텍은 공모를 통해 확보한 자금을 아산공장

물론, 신규 성장동력 확보를 통해 제2의 도약을 목표로 하고있다.

증설과 베트남 공장 신설 등에 쓴다.

N ew P o r t f o l io
회사명:
홈페이지:
대표이사 :
설립일:
사업분야 :

(주)에이스테크
www.iacetech.com
유명호
2001년 3 월
휴대폰부품소재 제조

㈜에이스테크와 투자조인식 거행

경기도화성에위치한(주)에이스테크는주로IT부품제조업체로LG전자의1차벤더또는EM

2010년5월3일LB인베스트먼트는IT부품제조업체인㈜에이

S 를주요거래처로하고있고그외삼성전자와다국적기업등과거래를하고있다.

스테크에영향력있는투자를집행하였으며,이에앞서㈜에

주요제품은IT제품에사용되는케이스, 터치패드윈도우,키패드, 사이드키, 젠더등이다.

이스테크와LB인베스트먼트의대표이사및임직원들이참여

㈜에이스테크는중국위해와연태에자회사인금우전자유한공사를두고, 중국현지LG전

한가운데투자조인식이거행되었다.양사임직원은향후경

자, 삼성전자및그외다국적기업등에도제품을공급하고있다.그외지엠에이스와시드

영파트너로서㈜에이스테크의기업가치향상을위해상호협

텍등의자회사가있다.

조하고노력할것을다짐하였다.

L B I A ct iv it y
봉사활동
우리는 지난 5월 14일 안국역에 위치한 서울노인복지센터을 찾아 무료급식
봉사활동에 참여하였다. 오전 9시에 1층 식당에 모두 집합하여 자원봉사 교
육을 받은 후 각자 맡은 업무를 시작할 수 있었다.
이 날은 당사 외에도 타 기업과 단체에서 오셔서 봉사활동을 함께 해주셨다.
어르신들을 직접 맞이하는 곳에서 했다면 더욱 좋았겠지만 뒷일이 더 중요
했기 때문에 LB인들은 배식 후 잔반처리와 설거지 부분을 자원해 도와드렸
다. 우리는 모두 고무장갑, 앞치마, 장화, 등으로 중무장을 하고, 식기세척기
에 넣기 전의 식판과 수저를 애벌로 씻어내는 역할을 하였다. 처음에는 요
령없이, 힘만으로 식판을 애벌닦기 하려다 보니, 다들 실수도 하고 고생하
였지만 나중에는 오히려 각자 요령을 터득하여 왠만큼 속도도 나고 자신감
있게 봉사활동에 임할 수 있었다. 어느덧 급식소 푯말이 배식 마감을 알리
면서 길고도 짦았던 점심 배식은 끝이 났다. 물론 장시간 서서 설거지를 했
기에 허리와 팔 다리에 약간 통증이 있었지만, 2000여명의 어르신에게 따
뜻한 밥 한끼 제공해드리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릴 수 있었던 점에서 기
분만큼은 정말 좋았다.
이날은 설거지 외에도, 안경닦아드리기, 핸드폰사용법 알려드리기 등의 행
사에도 참여하여 어르신들과 소소한 대화도 나누고 정보도 드리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손녀,손자 대하듯 먼저 다가와 말을 건네는 어르신도 계셨
고,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할지 등의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시던 어르신도 기억이 난다. 이번 봉사활동을 통해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베풀었다기 보다는 오히려 많은 것을 배우고 느낄 수 있었던 것 같다.

야구관람
5월 14일 봉사활동을 마친 후, 우리는 잠실야구경기장으로
향했다. 이날은

LG vs 롯데 경기가 있던 날. 인기 구단들

답게 거의 빈자리 없이 꽉 찬 경기장, 그 열기만으로도 와이래서 야구장 오는구나 싶은 생각이 절로들 정도였다. 특히
응요(응원요정)라 불린다는 LG의 응원단장의 포스는 대단했
다. 같이 목청터져라 응원 안할래야 안할수 없는 분위기를
유도하는 그의 능력이 아주 대단했다. 6회까지 LG가 3:0으로
지고 있던 상황..이대로 끝나는 것인가 싶었는데 7회말 LG공
격에서 조인성-서동욱-김태완 홈인하면서 3:3 동점을 만들었
다! 손에 땀을 쥐게 하던 그 긴장감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다. 8회초..정훈, 박종윤, 박기혁 타순..어느덧 정훈이
3루까지 가더니 홈인… 점수는 다시 4:3…
우리는 역전할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응원을 게을리하지
않았지만 LG의 병살로 결과는 4:3 롯데의 승이었다. 비록 LG
가 패했지만, 승패를 떠나 야구장에서 한바탕 소리지르고 응
원하면서 일상의 스트레스를 한방에 날려버릴 수 있었던 아
주 즐거운 날이었다.

월드컵응원
2010 남아공월드컵 B조 2차전 한국 vs 아르헨티나전이 펼쳐진 지난 6월 17일,
LBI 인들은 사내 대회의실에 모두 모여 16강을 기원하며 열띤 응원을 펼치기로
하였다. 응원에 꼭 필요한 시원한 맥주와 그 밖의 간단한 안주를 준비하여 경기
시작 30분전부터 대형스크린 앞에 모두 모여 앉았다. 8시 30분 드디어 경기시작!
전반 17분. 아르헨티나 상대의 프리킥 상황에서 수비에 가담하기 위해 문전까지
내려온 박주영은 왼쪽 측면 메시가 프리킥 한 공을 보지 못한 탓에 결국 자책골
을 기록했다. 너무 어이없던 순간..우리모두는 할말을 잃고 멍-하니 있을 수 밖에
없었다.
아르헨티나는 메시-테베스-이과인으로 짜여진 스리톱 공격진이 유기적으로 움
직이며 대한민국을 압박했고, 결국 이과인이 2번째 골을 넣으며 2:0으로 앞서갔
다. 그러다 전반 추가시간 이청용이 만회골을 넣은 것! 우리는 모두 일어나 환호
성을 지르며 기뻐했다. 전반과 후반 사이 광고시간에 완전 들떠서 우리가 역전할
수도 있다는 기대를 가지고 후반전을 기다렸다. 후반전 내내

“대~한 민국”을

외치며 열띤 응원을 펼쳤지만 결과는 1:4로 대한민국의 대패. 집으로 돌아가는 발
걸음이 너무나 무거웠지만 오는 23일 새벽 3시 30분에 펼쳐지는 나이지리아와의
마지막 3차전이 남아있기에..아직 포기할 수 없었다….

상반기 워크샵
지난 6월 25일, LBI는 충남 태안군 안면도로 1박2일 상반기 워크샵을 다녀왔다. 이번 워크샵의 컨셉은 회의를 전혀 하지 않는
100% 즐기기 위한 워크샵이라 더욱 특별했다. 오전 9시, 서울에서 대형 리무진을 대절하여 다같이 탑승하여 3시간 남짓 지나자
안면도 도착! 영양만점 굴밥으로 약간의 허기를 채운 우리들은 본격적인 스케줄인

바다낚시를 하러 고고씽~사실 바다낚시를

처음 경험해 본 임직원이 많아서 멀미걱정을 많이했었는데, 다행히 그날따라 날씨도 너무 좋고, 파도도 낮아서 누구하나 멀미 고
생 없이 바다낚시를 100% 즐길 수 있었다. 각자 낚시대에 미끼를 꿰어서 바다에 던져놓고 뭐라도 잡히기를 고대하며 기다리고
있는 순간, 하태훈 수석이 제일먼저 놀래미 1마리를 낚아올렸다! 그리고 다른 임직원들도 놀래미, 우럭, 뽈락 등을 줄줄이 낚아
올렸다. 특히 구중회 이사가 뭔가 큰 놈이 잡힌 것 같다며 소리지르자 다들 집중! 낚시대를 걷어올리자 팔뚝만한 우럭이 2마리나
잡혀있었다. 모두 환호성을 지르며 부러움의 눈길을 보냈다. 바다낚시는 3-4시간 동안 지속이 되었는데, 잡은 고기들을 비교하여
큰 우럭을 잡은 송희씨, 가장 빨리 고기를 낚은 하태훈 수석, 가장 많은 고기를 잡은 성종운 대리에게 상품을 지급하는 시간도 가
졌다. 그리고 선장님이 우리가 잡은 어종들을 직접 회를 떠주셔서 배 위에서 쫄깃쫄깃한 자연산 우럭을 먹어보는 영광도 누렸다.
둘째 날은

서바이벌 게임 행사가 있었다. 게임 시작 전, 경기복 상하의와 헬멧, 장갑, 보호구 등 을 착용하고 교관을 통해 총기

사용법, 전사자 규칙, 게임규칙 등을 들은 후 BLACK팀, BLUE팀으로 나눠 경기시작! 수성물감이 들어있는 연질의 캡슐을 사용해
가스 충전에 의해 총알이 발사되는 구조였는데, 위력이 엄청났다. 여담이지만 남들 몰래 바지를 두 겹씩 입은 사람도 더러 있었
지만, 게임 끝난 후 똑같이 멍이 들어 있었다는..어쨌든 전투가 시작되고, 각자 나무 뒤나 방패물 뒤에 숨었다가도 가끔 대담하게
위치를 바꾸기 위해 뛰어나가기도 했다. 얼굴을 내밀며 적의 동태를 살펴보지만, 여지없이 내민 머리에 총알이 쏟아졌다. 총탄에
맞은 사람은 사망이라고 외치며 걸어나가, 전투지역 밖인 안전지대로 나간다. 그리고는 전투가 끝날 때 까지 자신의 팀이 이기기
를 숨죽이며 고대한다. LB의 남자임직원들.. 군대갔다온 것 맞는지 의심스럽다며 교관들이 소리친다. 더 힘을 내어 열심히 싸워본
다. 마지막 게임은 람보전으로 총알을 다 소모할 때까지 싸웠다. 맞아도 죽지않는 게임방식이다. 최원연 상무가 적진으로 뛰어 들
어가 온몸에 총을 맞고 나오는 장면이 아주 인상적이었다.
결과는 BLACK팀의 승리! 임직원끼리 팀워크도 다지고 재미와 스트레스도 해소도 동시에 경험할 수 있는 아주 스릴만점이었던
행사였던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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