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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B인베스트먼트, 국민연금 500억 출자 확정

LB Investment (Shanghai) Co., Ltd. 법인 설립

총 1000억 규모 펀드결성 예정

LB인베스트먼트는 2007년 12월에 상해에 대표처를 설립하고 중국현지인력을 통해 현재까지 2개 펀드 약 1,100억원을

LB인베스트먼트가 국민연금으로부터 500억 원을 출자받고 1000억 원 규모의 펀드 결성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운용해 오고 있다.

23일 벤처캐피탈 업계에 따르면 LB인베스트먼트는 최근 국민연금으로부터 500억 원의 수시출자액을 받기로 확정받았다.

금년 Baidu에 의한 M&A로 투자회수를 실현하여 갖게 된 중국 투자시장에 대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해외진출을 회사의

LB인베스트먼트는 작년 말 국민연금 우수운용사로 선정됐다. 국민연금이 지난 2007년 출자한 약정액 270억 원의 ‘국민
연금07-06LG투자조합12호’가 우수운용사 선정 당시 IRR 14%이상으로 집계됐기 때문이다.
국민연금 우수운용사 선정기준은 국민연금 펀드 내부수익률(IRR) 12% 이상이다. 이를 만족시켜 우수운용사로 선정되
면 운용사가 펀드 결성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시기에 국민연금에 출자 요청을 할 수 있는 혜택을 부여받는다.
LB인베스트먼트는 국민연금에서 출자받은 금액으로 총 1000억 원 규모의 펀드를 결성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유한책임
투자자(LP) 모집 차원에서 다수의 연기금 등과 활발하게 접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요한 성장축의 하나로 설정함과 동시에, 그 일환으로 ‘13년 9월 상해에 ‘LB Investment (Shanghai) Co., Ltd.’ 법인을
설립하였다.
이번 법인 설립과 함께 상해 현지 투자인력도 총5명으로 보강하였고, 사무실도 상해 중심지인 인민광장 인근으로 이전
하였다.
LB의 이와 같은 사전포석의 목적은 주식, 채권시장 등 포화상태에 이른 국내 투자시장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필연적으
로 해외로 재원을 배분하게 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에 적합한 해외투자 전문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자 하는 비전을
실현해 나가고자 하는 것이다.

펀드가 결성되면 LB인베스트먼트는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운용할 전략을 가지고 있다. 큰 틀에서 투자 방식과 투자
지역을 분산하는 전략이다.

이렇게 재정비된 전력을 기반으로 내년에는 1,500억원 규모의 중국 향 크로스보더 펀드를 조성하여 규모 있는 투자를
진행할 계획이다.

투자 방식은 인수·합병(M&A)과 중견기업에 투자하는 그로스캐피탈 방식을 50%씩 구사할 방침이다. M&A 방식은 인수
금융이 아닌 투자업체의 M&A를 유도해 성장할 수도록 도와주는 방식을 의미한다.
투자 지역의 경우 국내에 한정을 두지 않고, 중국 투자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비율은 8대 2 정도 예상하고 있다. LB인
베스트먼트의 경우 이미 중국 상하이에 사무소를 두고 투자를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지난 5월과 8월에는 중국 현지
에서 투자했던 업체 두 곳을 한꺼번에 회수하며 각각 투자금액의 3~5배를 회수하는 성공적인 성과를 보여주기도 했다.
LB인베스트먼트가 결성할 국민연금 펀드의 대표 펀드매니저는 박제현 상무, 핵심운용인력은 구본천 대표와 채두석
이사다. 다만 해당 펀드에는 LB인베스트먼트의 모든 투자인력들이 심혈을 기울일 계획이다.
LB인베스트먼트 고위관계자는 “이번 펀드가 결성된다면 회사의 모든 심사역들이 투입될 예정”이라며 “좋은 성과를
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3-10-23 더벨
상해 사무실 내부

상해 사무소에서 바라본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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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벤처캐피탈, 코넥스 상장기업 신주 취득하면 법인세 비과세 혜택”

연기금 덕에 힘세진 `토종 PEF` 올들어 8조6천억 투자

코넥스 상장기업, 코스닥 시장으로 쉽게 이전 상장하기 위해 ‘신속 이전 상장제도’ 도입

운용규모 총42조…10년새 무려 140배 늘어
부실 기업집단 되살릴 구원투수로 급부상
정부정책·의지가 `PE자본주의 성공` 관건

정부가 코넥스 시장 조기 안착을 위해 벤처캐피탈이 코넥스

아울러 지정자문인을 확대 지정해 성장가능 유망기업을 적

상장기업의 신주를 취득할 경우 법인세 비과세 혜택을 주기

극 발굴하고 지정자문인별로 기존 상장기업의 유상증자 애

로 결정했다. 또 코넥스 상장기업이 코스닥 시장으로 쉽게 이

로요인을 파악해 가급적 조기에 유상증자를 추진토록 지원

전 상장할 수 있는 ‘신속 이전 상장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할 방침이다. 또 거래 주식물량이 소진된 기업은 대주주 등

정부는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20회 ‘국가정책조정
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 TF가 마련한 코넥스 시장 보완대
책을 논의하고 이를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7월1일 개장한 중소기업 전용 주식시장인 코
넥스 시장이 당초 우려보다 순조롭게 출발하고 있다”며 “하
지만 중소·벤처기업의 직접금융 조달의 장으로 조기에 안
착하기 위해 거래를 보다 활성화 할 수 있는 보완책을 선제
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코넥스 상장주식에 대한 투자수요 확충
△코넥스 상장주식 공급물량 확충 △코넥스 상장기업의 코
스닥 이전 상장 원활화 △코넥스 시장에 대한 홍보활동 강
화 방안 등이 논의됐다.

이 보유 주식 일부를 매도하도록 유도하고 향후 지정자문인
이 상장기업 선정시 주식분산 정도를 감안하도록 유도하기
로 했다.

한국 경제에서도 기업 소유 지형이 바뀌고 있다. 산업자본
주의에서 금융자본주의를 거쳐 사모투자회사(PE) 자본주
의로 변하고 있는 것. 이는 시작에 불과하다. 향후 국내 시
장에서 PEF의 성장세는 더욱 거세질 것이라는 분석이 지
배적이다.

정부는 코넥스 상장기업의 코스닥 이전 상장을 원활하게 하
기 위해 ‘신속 이전 상장제도(Fast Track)’를 도입하기로 했
다. 이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코넥스 상장기업이 상위 주식
시장인 코스닥으로 쉽게 이전상장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상장 후 1년이 경과했거

는 상황이다.
상속세 부담으로 인한 기업 승계 작업의 어려움도 향후
PE 자본주의의 득세를 예고하고 있다. 증권사 유럽 지점
에서 다년간 근무했던 업계 관계자는 “유럽에서는 과중한
상속세 부담으로 인해 기업 경영권이 PEF로 넘어가는 사
례가 허다하다”고 말했다. `부자가 망해도 삼대는 간다`는
속담은 옛말이 되고 `부자 소유 기업이 삼대가 지나면 PEF
소유가 된다`는 신조어 탄생을 유럽의 사례가 예고하고 있

생산(GDP) 대비 PE 투자액 비중은 미국, 영국과 비교하면

다는 것이다.

현저히 낮은 수준”이라며 “이는 국내 PEF 시장의 성장 가
능성이 상당히 크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GDP 대비 PE 투자액 비중으로 정의한 PE 침투율을 보

립연수, 질적 심사요건을 완화해서 적용하는 식이다.

면 2010~2011년 2년간 평균 기준 영국이 1.02%, 미국이

다. 중소기업 및 벤처캐피탈 등을 대상으로 전국 순회 설명

이 중 3분의 1 규모인 10조6000억원을 PEF에 투자하고 있

박용린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13일 “한국의 국내총

나 시가총액이 300억원 이상인 경우 코스닥 상장요건 중 설

또 코넥스 시장에 대한 홍보활동 등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

지난 5월 말 기준 국민연금 대체투자 규모는 36조원으로

1.05%인 데 반해 한국은 0.05%로 0.06%인 터키와 비슷한
수준이다.

현재 우리 경제가 처해 있는 상황도 기업 소유권 중 상당
부분을 PEF에 넘겨 이들이 `구원투수` 역할을 해줄 것을
기대하고 있는 모습이다.
당초 2004년 금융당국이 국내 PEF를 도입했던 취지 자체
가 PEF를 기반으로 한 상시 구조조정을 통해 기업 경쟁력
을 강화하고 유휴자금 선진화를 촉진한다는 것이었다. 이

회, 안내책자 배포 등 코넥스 상장시 장점 등을 적극 홍보할

이를 방증하듯 우리에게도 친숙한 글로벌 기업인 휴고보

먼저 코넥스 상장주식에 대한 투자수요 확충 방안으로 벤

런 측면에서 올해 STX, 동양 등 부실화된 기업집단은 물

방침이다. 또 벤처캐피탈 등 투자자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스, 델몬트, 토미힐피거, 짐보리, 도미노피자, 아웃백스테

처캐피탈이 코넥스 상장기업 신주를 취득할 경우 양도차익

론 선제적 구조조정에 나선 기업집단의 계열사 매각에

IR도 추진될 예정이다.

이크하우스, 델 등은 이미 PEF의 손아귀에 넘어가 있는 대

PEF가 나서는 것은 필연적 모습이다.

등에 대한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또 벤처캐피탈
의 상장기업에 대한 투제제한(총 출자금의 20% 이내)을 코
넥스 상장기업에는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그밖에 하이일드펀드의 투자대상에 코넥스 상장주식을 포
함하는 것을 검토하고, 기업은행·정책금융공사 등과 같은
국책 금융기관, 성장사다리펀드, 증권유관기관 펀드의 코넥
스 투자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 측은 이번 보완대책 마련을 통해 코넥스 시장의 투자

기업 구조조정이 앞으로 시장과 PEF에 의해 꽃을 피울 것

국내 연기금 규모가 급속히 늘어나는 동시에 PEF 투자

이냐에 대해 아직 낙관은 이르다는 관측이다. 과거 정부 주

등 대체투자 비중을 늘린다는 점도 자금 공급 측면에서

도 기업 구조조정에서 앞으로 PEF에 의한 시장 주도 구조

PEF 시장의 대형화를 예고하고 있다.

조정으로 확실히 넘어가기 위해선 그에 상응한 정부 의지

고 신속 이전 상장제도의 도입으로 내년 7월1일 이후 코스

국민연금이 대표적 사례다. 국민연금의 대체투자 비중은

가 전제돼야 하기 때문이다. 관치 등 정부의 시장 개입이 여

닥으로 이전 상장하는 성공모델이 출현할 경우 코넥스 시장

2006년 말 1.2%에서 2012년 말 8.4%로 7배나 증가했고

전한 상황에선 자칫 무늬만 바뀌는 수준일 수 있다는 지적

이 중소기업 자금조달의 장으로 점차 자리를 잡아갈 것”으

2014년 말에는 이 비중을 11.3%로 늘릴 계획이다.

도 있다.

수요와 공급이 확충될 경우 거래가 보다 활성화 될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 관계자는 “올해말까지 상장기업 수가 50여개로 늘어나

코넥스 상장주식 공급물량 확충을 위해 올해 예정된 추가

로 전망했다. 이어 “보완대책이 가급적 조기에 시행될 수 있

상장을 가급적 조기에 추진해 올해말까지 상장기업을 50여

도록 필요조치를 신속이 진행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개 수준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이 경우 코넥스 시총규
모는 1조원 내외에 이를 전망이다.

표적 기업들이다.

2013-10-10 이투데이

2013-10-13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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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스디스플레이, 다이렉트 본딩 사업 강화로 올 해 매출 두 배 도전

테스나, 코스닥 신규 상장…22일부터 매매거래

코넥스 상장기업, 코스닥 시장으로 쉽게 이전 상장하기 위해 ‘신속 이전 상장제도’ 도입

반도체 후공정 테스트 전문업체 테스나가 22일 코스닥

지난해 매출액 552억5100만원, 당기순이익 76억43000만

소형 LCD 모듈 및 터치모듈 전문업체인 넥스디스플레이가

문업체로 이름을 날리기 시작했다. 생산 능력도 대폭 늘렸

시장에 신규 상장한다.

원, 올해 상반기 매출액 325억9600만원, 당기순이익 49억

LCD와 터치스크린패널(TSP266)를 접착하는 `다이렉트 본

다. 지금까지 경기도 시화 사업장에서 다이렉트 본딩과

한국거래소는 17일 테스나의 코스닥시장 신규 상장을

3700만원을 기록했다.

딩` 사업을 강화해 올 해 두 배 매출 성장에 도전한다.

LCD 모듈, 터치모듈 작업을 모두 진행해 왔으나, 생산 물량

승인, 매매거래가 22일부터 시작된다고 밝혔다.

최대주주는 이종도(21.55%)외 8인(36.41%)이다.

넥스디스플레이(대표 김태윤)는 최근 구미 공장 가동에 따

이 늘면서 구미에 신규 공장을 열었다. 보통 다이렉트 본딩

2002년 설립된 테스나는 반도체 후공정 테스트 전문업체로

라 다이렉트 본딩 외주 업체로는 생산능력이 국내 최대인 월

은 LCD 패널 업체들이 직접 소화하는 경우가 많지만, 넥스

시스템반도체에 대한 테스트를 주력사업으로 하고 있다.

150만개로 늘었다고 18일 밝혔다. 다이렉트 본딩은 광학성

디스플레이는 기술을 특화해 패널 업체에 이 기술을 공급

투명 접착레진(OCR188:Optical Clear Resin)이나 광학성 양

하게 됐다. 다이렉트 본딩 작업을 LCD 패널 업체에 공급하

면테이프(OCA:Optically Clear Adhesive)을 이용해 부품을

는 외주업체로는 최대 생산능력이다. 생산능력이 늘어나면

접착시키는 방식이다. TSP를 LCD 위에 부착하면서도 야외

서 올해 전체 매출은 지난해의 두 배를 바라보고 있다. 지

시인성을 향상시키고 베젤도 얇게 만들 수 있다. 최신 스마

난해 500억원대에서 올 해 1000억원을 달성하는 것이 목표

트폰 117에는 대부분 다이렉트 본딩 방식이 사용됐다.

다. 김태윤 사장은 “본딩 공정은 LCD·티치 모듈과 재료 특

이 회사는 3년 전부터 다이렉트 본딩 기술을 독자 개발하

성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LCD 모듈과 터치 모듈

기 시작했다. 양산 경험만 500만개 이상이다. 이 과정에서

사업을 영위하면서 각 부품에 대한 노하우가 쌓여 경쟁력

본딩 장비도 직접 개발했다. 자체 개발한 장비로 보증 수율

을 갖출 수 있었다”고 말했다.

95%(실제 평균 수율 97%)를 달성하면서 다이렉트 본딩 전

2013-08-18 전자신문

카톡 신작 ‘온리원’…네시삼십삼분의 첫 SNG ‘수호지’ 단독 출시
10월 3주차 금요일 카카오 게임하기 플랫폼을 통해 출시된 신작은 SNG
(사회관계망게임) 1종 뿐이다. 네시삼십삼분의 ‘수호지 for Kakao(이하
수호지)’만 단독으로 선보인 것.
카카오 게임하기는 일주일에 화요일과 금요일 두 차례 신작을 선보이는
데 화요일엔 퍼즐과 러닝들 라이트 게임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금요일은
주말을 이용해 긴 시간 즐길 수 있는 SNG나 RPG 장르가 출시되고 있다.
이번에 출시된 ‘수호지’도 SNG인데다 하나의 게임만 출시된만큼 주말간
유저들의 많은 관심을 얻을 전망이다. 수호지는 SNG와 전투의 재미를 합친 게임으로 자신의 마을을 강력히 성장시키고

pantone black

볼빅, ‘컬러볼 마케팅’으로 명품 브랜드 도약
pantone 151c C:0, M:48, Y:95, K:0

지난 5월 이일희(25·볼빅)가 미국여

미래의 선진국은 명품 브랜드가 많은 나라라고 생각한다”

자프로골프(LPGA) 투어 퓨어실크-

고 소신을 밝혔다.

바하마 클래식에서 정상에 올랐다.
국산 골프볼 볼빅을 쓰는 선수의
LPGA 투어 첫 우승으로 열악한 환
경에서 볼 하나로 골프용품 시장에 지각변동을 몰고 온 기
업인 문경안 회장의 노력이 결실을 맺은 순간이었다.

명품 브랜드를 만들기 위한 마케팅 대상으로 LPGA 투어
를 선택했다. 특히 올해는 박인비(25·KB금융그룹)가 메이
저대회 크래프트 나비스코 챔피언십에서 우승을 차지해
소위 홍보 대박이 났다. 이 대회와 3년째 후원 계약을 이어
오고 있는 볼빅은 자사의 로고를 캐디빕(캐디가 입는 옷)에

2009년 철강 유통을 하던 문 회장은 전혀 생소한 분야인

부착했고, TV로 전 세계에 생중계되면서 브랜드 노출 효

골프산업에 뛰어들었다. 그것도 성장 가능성이 제일 낮다

과를 톡톡히 얻었다.

는 볼 제조업이었다. 회사를 인수한 후 문 회장은 브랜드 이
미지를 높이기 위해 시간과 비용을 모두 쏟아 부었다. ‘이윤
추구’는 잠시 미뤄뒀다. 그렇게 시작된 ‘컬러볼 마케팅’. 국내
최고의 디자이너를 동원해 제품을 만들고 매출을 고스란
히 브랜드 작업과 마케팅에 투자했다. 효과가 있었다. 사업
초기 국내 볼 점유율 최하위 수준이었던 볼빅은 이제 2위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고, 1위와의 격차는 크지만 매년
조금씩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다.

자신의 군대를 양성시키는 재미를 선사한다. 또한 산채를 공격해 자원을 약탈할 수도 있으며 위기의 상황에서 친구의

볼빅은 국내에서 자리를 잡은 후 해외로 눈을 돌렸다. 일본

병사를 지원 받을 수도 있다.

의 미즈노, 독일의 아디다스, 미국의 나이키 등 국제적인 브

마을은 생산 건물 외에 대포와 궁수 초소, 곡사포 등 다양한 방어 건물을 건설해 침략해 오는 적을 방어할 수 있으며

랜드를 한국에서도 만들 수 있다는 자신감에서였다. 문 회

성벽 배치 따라 적의 공격을 지연 시키는 것도 가능하다.

장은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스포츠 이벤트를 모두 개최한
2013-10-18 게임조선

2013-10-17 머니투데이

나라다. 하지만 나라를 대표하는 스포츠 브랜드는 없다.

LPGA 투어는 중계방송에서 매일 최고의 샷을 선정하는 ‘
볼빅 샷 오브 데이’(Volvik Shot of the Day)를 진행한다. 이
또한 볼빅의 이름을 홍보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최근에
는 LPGA 투어 2부 투어인 시메트라 투어 볼빅 챔피언십을
성공적으로 치러냈다. LPGA 정규 투어 출전권과 연계된
대회로 작년에 이미향(20·볼빅) 등이 시메트라 투어를 거
쳐 빅 무대 진출을 이뤘다.
문 회장은 “볼빅 챔피언십이 LPGA 투어 입성을 희망하는
골퍼들에게는 기회의 장이자 볼빅이 지향하는 해외 마케
팅의 기반이 되고 있다. 앞으로도 미국은 물론 중국 대회
와 선수 후원 등 활발한 해외 마케팅을 멈추지 않을 것이
다“라고 밝혔다.
2013-10-02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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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온텍, 세계 최소 전력 마이크로 디스플레이로
고해상도 스마트안경 시대 연다
국내 벤처기업이 세계 최소 전력 마이크로 디스플레이를 개발, 고해상도

e

www.qdjason.com

스마트안경 시대를 열 수 있게 됐다. 특히 배터리 소모가 심했던 HMD(Head
Mounted Display)도 헤드세트처럼 언제든지 휴대가 가능한 제품으로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e www.newesol.com

e www.imktkorea.com

라온텍(대표 김보은)은 28일 소비전력이 150㎽에 불과하면서 HD(1280×720)
급 영상을 재생할 수 있는 마이크로 디스플레이 `RDP500H`를 개발하고
샘플 공급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 패널은 실리콘 반도체 회로 위에 액정을 올려 만드는 LCoS(Liquid Crystal on Silicon) 방식이다. 라온텍이 개발한 제품
은 전력 소모가 종전 제품 대비 4분의 1 미만이다.
그동안 스마트안경·HMD에서 고선명 영상을 재생하려면 패널과 칩세트의 전력 소모가 너무 커 무거운 배터리를 사용하
거나 전원을 연결해야만 했다. 소용량 배터리를 장착한 구글 글라스는 단순 정보만을 디스플레이에 표시할 수 있었다.
라온텍은 저전력 아날로그반도체 기술을 활용해 최소 전력으로 영상을 구동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또 외부 별도 칩으로
탑재되는 디스플레이 구동 회로와 광원 구동 회로를 세계 처음 패널 반도체 회로에 집적해 부품 수도 최소화했다.
이 제품은 인치당픽셀 수(ppi)가 3000ppi에 이른다. 렌즈를 통해 확대 투영함으로써 안경이나 HMD를 장착한 사람은 60인

회사명

치 대형 디스플레이에서 HD급 화질을 즐길 수 있도록 했다. 외산 패널을 사용한 기존 HMD는 50인치 화면에 SD급

홈페이지 www.qdjason.com

(854×480) 영상을 보여주는 정도에 그쳤다.

대표이사 Zhang Guohua

이 회사는 정부의 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 지원을 받아 제품을 개발했다. 이 제품은 1차연도 성과물로 조기 상용화를 기대

설립일

했다. 라온텍은 내년 풀HD급 패널을 출시하고, 다양한 크기의 디스플레이 패널도 내놓을 예정이다.

사업분야 UV LED (UVA, UVB, UVC) chip 제작 및 판매

저전력 LCoS가 개발됨에 따라, 다양한 분야에 이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구글 글라스와 웨어러블 컴퓨터는
물론이고 자동차 앞 유리창에 속도나 운행 정보를 표시해주는 HUD303 (Head Up Display), 빔프로젝터와 프로젝션 TV,
3D 홀로그램 291 등에 LCoS를 적용할 수 있다.

Qingdao Jason Electric

2001년 8월

자외선 (UV)을 출력하는 LED를 자체 제작하는 회사로서, UV LED chip 뿐만 아니라 UV LED 모듈 및 응용 제품도 제작
하여 판매하고 있다.
특히 deep UV 파장에 해당되는 UVC LED는 중국내 유일하게 상용화에 성공하였다. 동사는 UV LED와 관련된 IP에 강점

김보은 대표는 “스마트안경은 60인치 TV로 컴퓨터 작업과 웹서핑을 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줄 것”이라며 “특히 휴대폰에

을 가지고 있을 뿐만아니라, UV LED를 제작하기 위한 MOCVD(Metal-Organic Chemical Vapor Deposition) 장비를

서도 3차원(D) 게임이 가능하고 컴퓨터도 3D로 보면서 작업을 할 수 있는 등 다양한 응용 분야가 생길 것”으로 전망했다.

자체 제작하는 기술력을 바탕으로 생산 비용을 낮춰 경쟁력을 확보 하였다.

2013-07-28 전자신문

UV LED가 가진 장점을 바탕으로 현재 UV Lamp의 수요를 교체해 나갈 것으로 예상되며, 동사는 렌즈 크리너와 같은
소형 전자 제품과 물 디스펜서, 정수기 제품을 포함한 가전 분야에서도 수요가 잠재되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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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명

아이마케팅코리아

New Face_김 지 홍

홈페이지 www.imktkorea.com
대표이사 이상혁

김지홍 과장은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 후 UBS 증권에서 Analyst 로

설립일

4년여간 경력을 쌓았다. 앞으로 PE부문에 젊은 혈기로 새로운 바람을

2012년 8월

일으켜 주길 기대해 본다.

사업분야 로컬 비즈니스 관련 인터넷 웹사이트 및 App
아이마케팅코리아는 설립된 지 1년 밖에 되지 않은 신생 기업이지만, 로컬 비즈니스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1, 2, 3위

•생년월일 : 1983. 12. 08

회사 인수 및 양수를 통해 비즈니스 포트폴리오와 서비스 통합으로 인한 규모의 경제를 구축하였다.

•가족사항 : 부모님, 쌍둥이 남동생

네이버와 제휴를 통해 네이버 쿠폰 서비스인 ‘12시’ App에 로컬 비즈니스 컨텐츠를 공급하고 있다. 소셜 커머스 및 인터

•태어난 곳 : 서울

넷 오픈마켓 메타사이트 1, 2위 기업인 쿠폰모아, 쿠폰차트를 인수해 향후 급격하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모바일

•살았던 곳 : 서
 울 (압구정동, 삼성동, 일원동, 잠실), 대만 (생후 약 1년), Dallas

커머스 시장에서 기회를 찾고 있으며, 여가 활동을 중요시하는 트렌드에 부합해 다양한 펜션들과 제휴하고 있는 예약

(2년), LA (2년, 미국에서는 5살까지 살았기 때문에 사실 기억은

대행 서비스 1, 2, 4위 회사에 대한 인수와 통합을 통해 로컬 비즈니스 업주인 펜션주 뿐만 아니라 고객에게도 다양한

잘 나지 않습니다 ^^;;)

정보와 편리함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하고 있다. 또한 향후 로컬비즈니스 사업주들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본

•사는 곳 : 잠실

의 ‘구루나비’와 같은 모델을 위해 국내 호텔 인테리어 디자인 1위 회사 인수를 통해 이 분야에 진출하였다.

•학력 : 서울 영동 고등학교, 서울대 경영학과 (03학번)

다양한 포트폴리오와 로컬 비즈니스 컨텐츠 확보를 통해 로컬 비즈니스 관련 서비스 분야의 ‘네이버’가 되는 것을 목표

•경력 : UBS – Equity Research 3년 8개월

로 도전하고 있다.

•취미 : 혼자 음식 만들어 보기, 메이저 리그 경기 보기
•성격 : 유
 들유들, 새로운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합니다. 살면서 딱히 누군가에게 짜증을 내거나 화가 난

회사명

이솔

홈페이지 www.newesol.com
대표이사 이종철

•혈액형 : B형

설립일

•종교 : 공식적으로는 기독교

2011년 12월

사업분야	비산방지필름 및 스마트폰용 Flip Viewer
Cover, 액정보호필름
이솔은 2011년 12월에 설립된 신생 벤처기업으로, 신일본제철화학에서 신규로 개발한 Silplus라는 소재를 세계최초로
양산가공에 성공한 회사이다. 회사는 Silplus 소재를 이용하여, 비산방지필름 및 Flip Viewer Cover, 액정보호필름 등을
생산하고 있으며, 해당 제품은 국내외 스마트폰 제조사에 공급되고 있다.
Silplus의 경우 기존 PET Film 대비 표면 경도가 높아, 스크래치가 쉽게 발생하지 않아 제품의 내구성을 높여주고, 유리와
유사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 display 표면에 부착하였을 때 높은 시안성을 유지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Silplus
의 경우 PET Film의 특성인 Flexibility도 가지고 있어 향후 다양한 형태의 Display제품에 사용될 수 있는 소재로 예상
되고 있다.

적이 없는 듯 하네요
•버릇 : 술 먹으면 치킨 폭풍 흡입

•주량 : 점점 자신이 없어지네요 ^^; 약 1병 정도..
•좋아하는 여성상 : 활발하고 유머러스 한 분이 좋은 거 같네요
•좋아하는 음식 : 먹어본 음식은 다 좋아합니다!!
•좋아하는 음악 : Jazz, Alternative rock, Easy listening 그 외 듣기 좋은 음악은 거의 모두
•좋아하는 연예인 : 신민아 (수줍..)
•좌우명 : It ain’t over ‘till it’s over! 유명한 야구 선수 Yogi Berra 씨가 한말인데 모든 일에 이런태도로
접근하고 싶습니다!
•하고싶은 말 : L B에 입사한지도 어느덧 2 달이 되가네요. 초심을 잃지 않고 꾸준히 노력하는 모습
보여 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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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Face_Bao Lei (Roy)

LB인베스트먼트 오대산-하조대 Team Building
10월 25일 금요일 오전 7시, 회사 앞에 모인 임직원들을 태운 버스가 강원도 오대산으로 출발했다. 오대산 휴게소에

상해 법인에 새로이 입사한 Roy는 칭화대에서 자동차공학을 전공하고,

도착해 3개 조별 단체 줄넘기를 시작으로 하조대까지 총 22km에 이르는 산악 종주의 첫 발걸음을 내딛었다.

다양한 분야에서 컨설팅과 산업분석을 해왔다. 앞으로 Roy는 CBI그룹에서

초입 6km구간까지는 오르막길의 연속이었다. 주로 의자에 앉아 일을 하는 업무특성 상 평소보다 갑자기 늘어난 운동량

신사업 분야를 중심으로 딜소싱(Deal sourcing)할 예정이며, Roy 영입과

으로 처음엔 모두 힘에 부친 듯 보였다. 하지만 땀을 식혀주는 시원한 가을바람과 가을 단풍의 절경을 보며 수월하게

더불어 LB는 더욱 다양한 분야에서의 중국 투자를 확대해 나갈 것이다.

걸을 수 있었다. 어성전을 향해 가는 길, 힘들어하는 직원이 있을 때에는 모두가 속도를 맞추고, 다 함께 파이팅을 외치
며 걸어갔다. 이렇게 묵묵히 걷다 보니 끝나지 않을 것만 같던 긴 여정은 저녁 6시쯤 모두 마무리가 되었다. 마지막 일정

•Name : Bao Lei (Roy)

은 하조대 일몰을 바라보며 LB임직원들의 소망을 적은 풍선을 하늘로 날리는 시간이었다. 모두 각자의 바람을 담아

•Birth : 1983.12.27

하늘에 날려 보내며 새로운 에너지를 얻을 수 있었다. 아침 일찍부터 시작 된 고된 일정을 마무리하며 근처 식당에서

•Family : currently live with my wife (married for 2 years)

맛있는 저녁을 함께하고 다시 서울로 향했다.

•Education & Experience : After finishing 7 years of education in
Tsinghua University Automotive Engineering Department,
I first started as a consultant of Nomura Research Institute and worked there for two
years. Then I spent another two years working for Jiuding Capital and Senbo
Investment as PE investment manager. VC career to me is like a combination of
previous experiences, a mix of industrial and financial expertise.
•Lived : Beijing (8 yrs) and Shanghai
•Goal of life : B
 efore the end of my days, I wish to at least make happen one impossible
thing, predict five next big things, and to witness the other nice big things
coming to my life.
•Hobby & speciality : I enjoy doing Taiji & eating food.
•Character : Easygoing in life, kinda tough at work
•Religion : n.a.
•Favorite food : Any spicy food will do.
•Drinking capacity : It quite depends on my mood, health status and the environment at
that moment. On general, half a bottle of wine is fine with me.
•Thoughts on LB Investment : It is both an encouragement and a challenge to work with
so many smart and capable people here.
•Ambitious for LB Investment : H
 ope LB Investment become the longest successful story
in China.
•The last… : It is an honor to become a member of LBI. I will cherish this karma and try
my best to contribute to the firm.

모든 것이 ‘빠르게’로 정의되는 요즘, 천천히 자연을 돌아보고, 소중한 동료와 그간 나누지 못한 이야기들을 나누며 걷던
그 시간이 LB임직원들 모두에게 뜻 깊은 추억으로 남을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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