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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any News
2012년 LB인베스트먼트 조직개편
2012년 5월 LB인베스트먼트는 규모 있는 사모투자그
룹으로서 보다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투자업무 추진을
위해 VC CIO(Chief Investment Officer)직을 신설하
면서 조직을 개편하였다. CIO에는 박기호 전무가 선임
되어 투자1본부장과 겸직하게 되며, 앞으로 벤처딜 총
괄, 펀딩/LP관리, VC회의 주재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CEO

VC CIO

박기호 전무

투자1본부

투자3본부

전략투자본부

투자2본부

경영기획본부

박기호 전무

최연원 상무

이현근 상무

안근영 이사

김윤권 상무

* CIO로서의 박기호 전무의 이야기는 Good people 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상해지사

상반기 전략회의 in Konjiam resort
여 중국상해의 변화하는 투자환경, 상해지사의 현 상
황에 대한 이야기도 들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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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29일 LB인베스트먼트는 곤지암리조트에
상반기 전략회의 가졌다. 아침 9시 투자1본부를 시작
으로 각 본부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경영목표, 투
자계획을 발표하였다.
오후에는 LBI의 2017년 비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
는 시간을 가졌다. 각자 생각하는 회사의 비전의 정
의, action plan 등에 대해서 토론하였고, 이것을 바
탕으로 LBI의 Vision TFT는 2017년 비전작업을 수
행하게 된다.
이번 전략회의도 상해사무소 임직원이 함께 참여하

저녁에는 전 임직원이 모여, 곤지암리조트 테라스에
서 드넓은 슬로프를 바라보며, 바비큐 요리를 먹었다.
뜨거운 숯불 위에서 땀 흘리면서 먹는 고기의 맛은 정
말 으뜸이었다. ^^
6월의 마지막 출근 날, 곤지암에서 상반기를 즐겁게
마무리하고 새로운 2012년 하반기를 힘차게 시작하
길 바라본다.

VC News
‘PEF’ 투자주체 자리잡았다
국내 사모투자전문회사(PEF)가 기업 인수합병을 비롯
에너지 개발 등 자본시장 투자 주체의 하나로 확실하게
자리를 잡고 있다.
2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사모투자전문회사
(PEF)가 실질적으로 사모펀드에 투자한 금액이 절반이
상 급증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PEF 투자액은 25조
9000억원으로 전년(16조7000억원)대비 55.1% 증가
했다고 밝혔다. PEF 수는 181사로 전년말(148사) 대
비 22.3%(33사) 증가했고, 투자자가 PEF에 출자하기
로 한 약정액도 전년말(26조6000억원) 대비 19.6%
증가한 31조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사모투자전문회사(PEF)는 49명 이하의 소수 투자자
로부터 자금을 조달해 기업의 의결권 있는 주식에 투
자 및 경영권 참여로 인수기업의 가치를 제고한 후 매
각을 통해 고수익을 추구하는 합자회사 형태의 사모펀
드를 말한다. PEF의 투자행위 및 그 결과에 대해 무한
책임을 지는 무한책임사원(GPㆍ운영자)과 재무적 투자
자로서 출자액 범위 내에서만 PEF 투자결과에 책임을
부담하는 유한책임사원(LPㆍ투자자)이 있다. GP 중

PEF의 재산운용을 담당하는 업무집행사원(EP)을 선
임하게 된다.
금감원은 최근 PEF 산업의 특징으로 △자금모집의 지
속화 △PEF 전문 운용자 증가 △운용전략의 다양화 △
투자규모 및 해외투자 확대를 꼽았다.
이는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글로벌 PEF 자금모
집이 감소한 반면 국내는 국민연금의 대체투자 비중 확
대와 정책금융공사의 정책자금 출자 등 안정적인 모습
을 띠고 있기 때문이다. 또 지난해 미래에셋PEF의 아
큐시네트 인수 및 포스코와 국민연금 컨소시엄의 브라
질 광산회사 인수 등 대형 PEF 거래도 이뤄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PEF가 전문 운용자 중심으로 재편
되고 LP의 투자목적도 운용전략에 반영시키는 등 국
내 사모투자산업이 변모하고 있다”며 “PEF 자금모집
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등 향후 성장기 진입이 가능
할 것”으로 예상했다.
2012-05-30 디지털타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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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C News
中, 사모펀드·벤처캐피탈 통한 기금운용 늘린다
전국사회보장기금(NCSSF),
2015년 실물투자 2배로 늘려
우리나라의 국민연금공단 격인 중국 전국사회보장기금
(NCSSF)이 기업 직접투자는 물론 사모펀드(PE)·벤처캐
피탈(VC)을 통한 운용액을 2배 정도 늘리기로 했다.
17일 중국 관영 영자지 차이나데일리에 따르면, NCSSF
는 오는 2015년까지 기업직접투자와 사모펀드·벤처캐
피탈을 통한 간접투자 등 실물경제 투자규모를 2500억
위안(396억달러)으로 늘리기로 했다. NCSSF는 지난
해 총 운용기금 8688억위안(1374억달러)중 1376억
위안(218억달러)을 실물경제에 투자한 바 있다.
NCSSF는 중국 정부가 지난 2000년 설립한 전략적
비축기금 성격의 전국사회보장기금을 관리한다.
NCSSF가 실물경제에 투자하기 위해선 중국 국가발
전개혁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데 국영기업 직접
투자는 총 운용기금의 20%까지, 사모펀드·벤처캐피
탈 간접투자는 10%까지 가능하다.

NCFFS는 국영기업의 구조조정이나 증자 등을 통해
우선주에 투자하고, 안정적인 수익률을 보장받는 방법
을 연구중이다. NCFFS는 지난해 말까지 중국공상은
행 등 주요 국영기업에 870억위안을 투자한 바 있다.
NCFFS는 또 하니캐피탈·CDH인베스트먼트 등 벤처
캐피탈·사모펀드가 운용하는 13개 펀드에 125억위안
을 투자하기도 했다.
왕종민 NCSSF 부위원장은 “현재 NCSSF는 운용기금
의 2.2%만 벤처캐피탈과 사모펀드에 투자하고 있는데,
이를 늘릴 수 있는 여력이 충분히 있다”고 말했다. 현재
중국 사모펀드 시장은 초기 단계이며, NCFFS와 협력중
인 사모펀드 선두그룹은 블랙스톤·칼라일 정도다.
중국 국제경제교류센터 관계자는 “국영기업, 벤처캐피
탈, 사모펀드에 대한 투자는 리스크가 낮고 수익률이
좋다”면서 “NCSSF는 미래의 사회보장 지원을 위해
전략적인 기금운용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NCSSF는 각 지방 사회보장기금의 조정역할도 담
당하는데, 이들의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정책도 필요
하다”고 말했다.
2012-05-17 이데일리

lbinvestment
6

Portfolio News
아토솔루션, 팹리스업계 최초로 낸드플래시 양산 개시
팹리스 전문업체 아토솔루션(대표 박찬웅)은 자체 설계
기술로 개발한 256Mb·512Mb 싱글레벨셀(SLC) 낸
드플래시 메모리 제품을 양산 체제로 전환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제품은 각각 1.8V와 3.3V를 지원하며 입출력핀의
데이터 전송속도가 267Mbps에 달하는 등 우수한 성
능을 구현한다. 특히 이 회사만의 특화된 설계 기술을
통해 현재 시장 제품 중 가장 작은 칩 크기를 실현했다.
원가 경쟁력도 탁월해 반도체 패키징 방식 중 하나인
TSOP와 BGA 형태의 디스크리트 및 MCP 패키지를
제작할 때 소형화가 가능하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아토솔루션은 중국 피처폰 시장을 겨냥해 해외 유수
모바일 베이스밴드 칩에 대한 인증을 마쳤으며 지난 5
월부터 중국 시장에 제품 공급을 시작했다. 디지털카메
라·셋톱박스·블랙박스·디지털TV 등 소비자 제품에
도 인증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 하반기에는 1Gb SLC
낸드플래시 제품도 출시, 저용량 낸드플래시 제품군을
점진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박찬웅 사장은 “올해는 아토솔루션에게 새로운 도약의
기회가 마련될 것”이라며 “안정적인 공급과 우수한 가
격·품질 정책으로 이미지를 높이는 한편, 저용량 낸드
플래시 틈새시장을 적극 개척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12-06-17 전자신문

‘SK와 폭넓히는 루멘스’...SKC라이팅에 100억 규모 LED 조명 공급
소재 사업을 추진해왔다. 반면 루멘스는 LED 패키지
와 조명 전문이다. 각사 강점을 토대로 시너지 도모를
위해 이번 계약이 성사됐다.

기간은 1년이며 형광등을 대체하는 직관형 LED 램프
를 납품할 계획이다. SKC라이팅은 이 조명에 전원공급
장치(SMPS)를 추가, 하나의 완제품으로 시장을 공략
할 예정이다.

루멘스는 SKC라이팅과의 협력으로 대형 수요처 발굴에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루멘스는 지난 1월 SK케미칼과
SK건설이 60% 출자한 인터베스트 투자조합으로부터
100억원을 투자 유치한 바 있다.

SKC라이팅은 작년 9월 출범한 SKC 계열사다. 전원
공급장치·방열소재·렌즈 등 주로 조명에 필요한 부품

SKC라이팅에 공급될 직관형 LED 램프는 기존 형광등
대비 40% 정도의 에너지 절감 효과가 있는 제품이다.
2012-06-28 전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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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멘스(대표 유태경)는 SKC라이팅과 100억원 규모의
발광다이오드(LED) 조명 공급 계약을 맺었다고 2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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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rtfolio News
인트론바이오, 국토해양부 장관상 수상
인트론바이오는 ‘2012 국토해양기술대전’에서 국토해
양부 장관상인 연구개발상을 수상했다고 7일 밝혔다.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최된 이번 행사는 국가 신상
장동력 창출과 녹색기술 개발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국토해양 R&D의 우수성과를 전시하기 위해 격년으로
열린다.

기관을 포상하는 상이다.
인트론바이오 강상현 연구소장은 “오랜 연구를 통하여
축적한 핵심기술과 많은 투자로 확보한 연구역량을 토
대로 바이오신약 및 분자진단 분야 연구개발을 추진하
고 있다”며 “앞으로 사업화를 진행하는데 매진토록 하
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연구개발상’은 기술적 성과가 뛰어나고 국내 산업에 미
치는 파급효과가 큰 우수 신기술이나 제품을 개발한

2012-06-07 매일경제

맥스로텍 코스닥 상장예비심사 청구서 접수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지난달 30일 맥스로텍
의 상장예비심사 청구서를 접수했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상장예비심사를 진행중인 회사는 12개
로 늘어났다.
갠트리로봇 공정자동화 시스템 등을 제조하는 벤처기
업인 맥스로텍은 작년에 매출액 459억원, 순이익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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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원 등의 실적을 냈으며 액면가 500원인 주식을 8천
500∼1만원에 발행해 85억∼100억원 공모자금을 모
을 예정이다.
이 회사의 상장주선인은 미래에셋증권이다.
2012-06-04 연합뉴스

New Portfolio
CHINA SYNTHETIC MICA TECHNOLOGY
HOLDINGS LIMITED
회 사 명 : 아토솔루션
홈페이지 : www.atosolution.com
대표이사 : 박찬웅
설 립 일 : 2007년 10월
사업분야 : NAND Flash memory 업체 (Fabless)

China Synthetic Mica는 진주광택운모의 원료인 운
모를 화학 합성 방식으로 인공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을 갖추고 합성운모 Sheet, 파우더, Tape 등의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회사이다.

아토솔루션은 업계 최초 Fabless 형태의 NAND Flash
memory 회사로서, NAND Flash 설계 기술을 바탕으로
다국적 IDM(Integrated Device Manufacturer)의 공정기
술의 고사양화와 대규모 생산 설비 확장으로 인해 단종되는
low density 제품의 SLC(single level cell) flash memory
시장에 집중하는 회사이다.
하이닉스 출신들로 구성된 동사의 인력들은 Flash Memory
의 설계 역량 뿐만 아니라 양산 및 영업에 걸쳐 다양한 역량
을 보유하고 있다. 기존 동사의 주요 제품군은 mobile향
MCP(Multi Chip Package) 제품군으로, 저가의 낮은 수익
률을 갖는 제품이었으나, 현재 동사는 독자적으로 설계한
NAND Cell 제품 양산/판매 및 NAND SPI memory 제품
의 양산 준비에 주력하고 있다. 동사가 양산 할 NAND SPI
memory는 NAND cell이 가지는 장점을 그대로 보유한 상
태에서 자사 특허인 알고리즘을 통해 NOR cell 급의 Read
speed를 구현할 수 있어 성능과 원가 경쟁력이 모두 뛰어
난 제품이다. 동사의 NAND SPI memory가 시장에 성공적
으로 출시될 경우, 원가 우위의 low density memory 시장
내 상당한 파급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동사는 자체 보유 공정 기술력을 통해, 국내의 Hynix와 같
은 주요 Foundry 이외에도 중국 내 여러 Foundry 업체와
의 협업으로 향후 안정적으로 충분한 생산 능력을 유지할
수 있는 Foundry 교섭력을 갖추고 있다. 세계 Low Density
Memory의 주요 시장인 중국 내에도 뛰어난 영업망을 확보
하고 있어 경쟁업체 대비 더욱 효과적으로 중국 시장에 진
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합성운모제품이 출시되기 이전에는 진주광택안료의
원료로서 천연운모가 대부분 활용되어져 왔으나, 순도
및 반사도, 채도 등 모든 부분에서 천연 운모 성질보다
뛰어난 인공운모가 개발되면서 기존 천연 운모 시장을
고부가가치 제품을 중심으로 점차적으로 대체해나가
고 있다.
현재, 천연 운모 광산 내 고급 운모 매장량이 계속 고
갈되고 있어 향후 고급 합성 운모의 시장 수요는 점점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고급 합성 운모의 공급량은 전
세계적인 과수요 현상에 못 미치고 있어 합성운모의
생산량이 증가와 더불어 대량 생산을 통한 가격 경쟁
력까지 갖출 경우 기존 천연 운모를 대체하는 대체재
로서 더욱 큰 각광을 받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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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사 명 : China Synthetic Mica Technology
Holdings Limited
대표이사 : Mr. Dai Jialong
설 립 일 : 2003년 6월
사업분야 : 합성 운모 (Sheet, 파우더,Tape 등)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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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Face
조 경 훈 (Cho Kyung Hoon)
• 생년월일 : 1969년 4월 5일 (식목일)
• 가족사항 : 집사람과 2남(중1, 초1) – 집안이 항상 시끄럽습니다
• 태어난 곳 : 서울 이문동
• 살았던 곳 : 염창동, 노량진, 둔촌동, 방학동, 일산
• 사는 곳 : 분당 이매동
• 학력 : 용문고등학교, 서울대학교 경영학과(’89)
• 경력 : 아세아종합금융(5년), 우리기술투자(7년), 현대증권(5년)
• 취미 : 구기는 다 좋아하고 웬만큼 플레이함
• 성격 : 다른 사람들의 말을 잘 들어주는 편이어서 사람들과 편하게 대화하는 타입.
입이 무거워서 사람들 말을 잘 옮기지 않는 편(장점인거 같습니다)
• 버릇 : 소심한 편이어서 안 좋은 일이 일어나면 계속 생각하는 습관이 있음
• 혈액형 : AB형
• 종교 : 현재는 없는데 나이들면서 종교를 가져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애인 : 회사분들을 다 애인처럼 생각하고 싶다는…
• 주량 : 옛날같지 않네요 소주 1병 + 맥주 500CC
• 별명 : 하도 오래되서 기억이 안 나네요
• 좋아하는 여성상 : 저의 조용한 성격에 조약돌을 던질 수 있는 상큼한 성격
• 좋아하는 음식 : 남도음식 (삼합, 꼬막, 낙지 등) 맛집을 찾아 주위 분들과 식사하는 즐거움을 좋아 합니다
• 좋아하는 음악 : Rock (80-90년대를 풍미했던, 지금은 할아버지들이 된 그룹들)
• 좋아하는 연예인 : 손현주, 김윤석, 김정태 등 연기파 배우
• 좌우명 : 天下大事 必作於細 – [도덕경]
천하의 어려운 일은 반드시 쉬운 것에서 시작되며, 천하에 큰 일은 반드시 작은것에서 시작된다.
(요즘으로 얘기하면 detail에 강한 사람이 모든 일에 강한 법이죠)
• 하고싶은 말 : 마음의 고향이었던 VC업계로 돌아오니 산천도 의구하고 인걸도 다들 잘 계신듯 합니다.
하지만 제반 환경은 많이 바뀌어서 대형화, PEF로의 변신 등 새로운 시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LB의 활약은 단연 돋보입니다. LB의 이름에 걸 맞는 멤버가 되도록 열심히
lbinves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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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력하겠습니다.

박 중 건 (Park Jung Gun)
• 생년월일 : 1971년 5월 20일
• 가족사항 : 토끼같은 아내, 출생을 계획하는 새끼 토끼
• 태어난 곳 : 부산 (LB에는 유난히 부산 출생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반갑습니다^^)
• 살았던 곳 : 부산, 서울, 포항 (모두가 정말 애착이 가는 도시들입니다)
• 사는 곳 : 서울 용산구 이촌동
• 학력 : 대원외국어고등학교, POSTECH (B.S. Life Science, M.E.
BioChemical Engineering), 건국대학교 (ABD. Finance..
올해 내로 논문 3편 쓰고 박사학위 따렵니다)
• 경력 : 녹십자벤처투자, 무한투자, 한국창업투자, 농업정책자금관리단
• 취미 : 고전음악 / 미술관람 / 독서 / 운동 (검도-2단, 요가-신체적으로 남성이 따라할 수 없는 동작 빼고는 다
상당히~ 꽤~ 흉내냅니다, 비둘기 자세 요거 절대 안됩니다, 그리고 장거리달리기(!)-무릎 고장나기 전까
지 계속해서 달릴 수 있었습니다)
• 성격 : 차분 / 열정 / 진취.. tempo di valse부터 vivace까지.. 결국은 moderato이지요.
• 버릇 : 가끔씩 의도적으로 썰렁한 농담을~
• 혈액형 : O형
• 종교 : 기독교
• 애인 : 토끼같은 아내 (영원한 내 애인.. 흐흐)
• 주량 : 단거리 경주 선수와 같은 스타일. 독주를 즐기는 편. 소주와 맥주는 쥐약. 그 나마 최근 2년간 술을 끊고
지내서 거의 대학교 들어가던 시절 수준으로 복귀.
• 별명 : 똘똘이. 바바리 가제트 (한때 겨울에 즐겨 입던 바바리 때문에 나왔던 별명, 스키탈 때조차 입었던..)
• 좋아하는 여성상 : 운동 좋아하고 애교많은 센스쟁이!
• 좋아하는 음식 : 웬만하면 다 좋아합니다. carbohydrate와 fat 위주의 음식은 가급적 섭취 감량중.
• 좋아하는 음악 : 고전음악, 재즈, 국악
• 좋아하는 연예인 : 음.. 그게 누구였더라??
• 좌우명 : Ich denke, also bin ich. Impossible is not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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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싶은 말 : 다양한 주제에 대해 하고 싶은 말이 많기는 합니다만, 딱 ‘네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Live
Beyond. All is well. Best in class. Construct the world better. 제 신념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God bless you, LB and LBians!
(아이고, 또 제 버릇이 나와 버렸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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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BI Activity
LBI의 봉사활동을 따라해 보아요~!
지난 6월 1일 4번째 찾은 ‘다일 공동체 밥퍼 나눔 운동본부’.
이제는 모두의 손놀림이 능숙하고, 숙련되어 있다. 우리의 봉사활동 한 번 따라 해 보시겠어요?
1

2

• 사무실에 모여모여 밥퍼의
역사를 살펴보기

8

• 오늘의 밑반찬 재료 다듬기

7

10

4

• 일하다가 잠깐 딴짓하기

6

• 식판 전달전달

• 아코 배고파~
우리도 이제 밥먹어요

9

3

• 일렬로 서서 배식 준비하기

5

• 반찬 전달전달

• 맛있게 드셔주세요~
인사말씀 전하기

• 이제 마무리 단체사진

찰칵~!
• 뒷정리는 깔끔하게

lbinves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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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사원 마라톤 신고식
5월 20일 일요일 푸르른 5월에 상암동 월드컵공원 평화
의 광장에서 펼쳐진 마라톤 축제에 LBI의 새로운 가족이
된 박천명, 류덕수, 이주원, 이영란 직원이 참가했다.
10km코스 완주를 목표로 가벼운 스트레칭과 함께 첫 도
전의 설레임과 완주의 두려움을 안고 경기에 임했다.
출발 신호와 함께 달리기를 시작할 때는 의욕적으로 앞
서 나갔지만 쉽게 피로가 몰려와 좀처럼 속도를 낼 수가
없었다. 역시, 마라톤은 속도 경쟁이 아니라 나만의 페이
스대로 꾸준히 달려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느낄 수 있었다.
처음에는 각자의 속도로 흩어졌던 동료들이 어느 시점에서는 자연스럽게 한 팀이 되어 서로 의지하면서 보폭을
맞추고 응원해주면서 마침내 그토록 기다리던 결승선에 도착할 수 있었다.
경기가 끝난 뒤 4명의 완주자들은 가까운 식당에 들러 맛있는 점심을 함께 하며, 그날의 이야기도 나누고, 친목
도 다지는 소중한 시간을 보냈다.

LG트윈스 VS 한화이글스 경기 관람기

lbinvestment

봉사활동이 끝나고 시원한 마음으로 달려간 잠실 야구
경기장. 입구부터 들리는 함성소리는 야구 열기를 실감
케 했다.
오늘은 LG트윈스와 한화이글스의 경기가 있는 날. 박빙
의 승부를 기대하며 응원가에 맞춰 한마음이 되어 ‘무적
엘지~!’ 외쳤다. 하지만 이 날의 한화의 컨디션이 너무 좋
았다. 한화는 선발 라인업에 이름을 올린 타자 모두 안타
를 쳤다. 그 중 3번타자 장성호는 5타수 4안타 2타점을
기록했다. LBI임직원은 맥주로 목을 축이며 끝까지 희망
을 버리지 않았다. 하지만 결과는……………………………
그래도 궁금하시다면 6월 1일자 뉴스 기사를 참고 바란다. ^^
이 날의 하이라이트는 전광판에 ‘LB인베스트먼트 임직원’ 문구가 나온 것! 와아아~!! 우리의 즐거운 모습이 화면에
비추어지며 잠실야구장에 LBI를 그려 넣었다.
야구의 결과는 좋지 않았지만, 야구장에서 맘껏 소리지르고 맘껏 웃으며 스트레스를 날려 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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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od People
박기호 전무님을 소개합니다.
박기호 전무님은
1964년생으로, 2003년에 입사해서
CIO, 투자1본부장을 겸직하고 계십니다.

송 희(이하 송) : 안녕하세요? 전무님, 5월 조직개편으로 이번에 CIO가 되신 것 축하드립니다.
박기호(이하 박) : 감
 사합니다. 새로운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부담감도 많이 느끼지만, 충실하게 제 역할을
수행하여 조직 개편의 목표가 잘 달성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야겠지요.
송:저
 는 CIO라는 말을 찾아보니 Chief Investment Officer, 즉 최고투자책임자라고 하더라고요. 전무님께서
구상하시는 CIO의 역할은 어떤 것인가요?
박 :우리회사는 현재 복수의 펀드들이 운영되고 있으며 각 본부와 펀드에 소속된 투자 담당자들은
각자의 펀드와 분야에 집중하여 최고의 성과를 내는 것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시스템
에서 Top down 투자전략이나 새로운 분야와 deals에 대한 정보 소통과 균형 있는 펀드의 운영이
라는 관점에서 전사적인 접근에는 다소 부족한 부분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CIO로서 제 역할은
본부간, 펀드간 정보교환을 최대한 활성화 시키고, 새로운 분야와 deals에 대한 의사 소통을 확대
함과 동시에 협의를 통한 조정 역할을 수행하여, 각 펀드가 당초의 목표를 달성하는 것과 동시에
우리 회사의 전체 펀드가 균형있게 수익을 창출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일 것입니다.
송:L
 BI의 조직은 외부환경에 맞게 지속적인 변화를 거듭하고 있는데요, 새롭게 개편한 조직구성의 장점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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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벤
 처캐피탈회사로서 우리회사는 외부환경 변화에 맞추어, 강점을 살리면서 규모, 조직의 확대,
새로운 투자영역(PE)과 중국지역을 중심으로 한 해외투자의 강화 등 새롭고 다양한 노력이 성공적
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금번 조직구성의 보완은 세밀하게 현재의 성장 기조를 보완하는 긍정적
인 기능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보, 의견, 다양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원활하게 교환되고
구체화되는 효과가 나타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 : 전무님께서는 KB창업투자에서 시작해서 스틱인베스트먼트, LB인베스트먼트까지 무려 20년을VC업계에
계셨습니다. 벤처캐피탈의 역사를 함께 쓰고 계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 기나긴 스토리를 짧게 나마 듣고 싶습니다. ^^
박 : IMF, 인터넷 급성장, IT bubble, 금융위기 등 지난 세월동안 수많은 벤처기업과 벤처캐피탈들의
성장과 부침을 멀미가 날 정도로 지켜 보았습니다. 그 과정을 지켜보면서 핵심 경쟁력을 보유하고,
최선을 다한 기업과 투자원칙에 충실한 벤처캐피탈들은 성장과 생존이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았다고 생각합니다. 변화무쌍한 이 세계에서도 원칙에 핵심에 충실한 회사들은 살아남고 승자가
된다는 교훈을 더욱 깊이 느끼고 있습니다.
송 : 최근 대내외 경제환경 악화로 VC시장이 많이 어려워지고 있다고들 하는데요, 전무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경제위기 속에 LB의 VC 투자방향 및 전략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 드려요.
박: 위
 기는 위험한 기회이며, 준비된 자에게는 새로운 성장과 도약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위기에
대응하여 준비하고 있는 기업과 새로운 영역(stage/sectors)을 찾아야겠지요. 밤이 깊을수록 새벽
이 가깝다는 얘기가 있듯이, 위기 이후의 큰 기회가 올 것으로 생각되며 이를 준비하는 투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남들과 다른 시각과 전략으로 접근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위기에 맞는 남다른
각오와 노력은 필수적이겠지요.
송 : 요즘 가장 고민거리가 있으시다면?
박: 금
 융위기가 실물경제의 부진으로 전이되고, 유럽의 위기가 심화되고 있어 우선 투자기업들의 안정과
성장이라는 과제가 가장 큰 고민거리입니다. 많은 시간을 투자기업들의 생존과 성장을 위해 투입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좋은 투자대상을 찾는 것도 큰 숙제입니다.
송 : 개인적으로 살면서 꼭 이루어야 할 한가지가 있다면, 어떤 것이죠?
박: H
 alf time의 승리자라는 책을 보면 자신의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을 성실히 도와
주는 성공적인 전문가나 기업인들을 많이 만날 수 있었습니다. 저의 Half time이 지났을 때,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와 경험으로 이런 역할을 해보는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송 : 마지막으로 LB의 비전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 드립니다.
lbinvestment

박: A
 sia Leading 투자회사라는 우리회사의 비전이 하나씩 실현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LB에 함께한 모든 이들이 LB에서 함께했던 시간들을 감사하고 정말 보람 있었다”고 얘기하는 LB가
되는 개인적 비젼을 가지고 있으며 이것의 실현을 위해서 저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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