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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any News
China Team 방문!
지난 9월 1일부터 일주일간 LB인베스트먼트 상해사무소의 Haitong, Chao, Lily가 서울사
무소를 찾았다. 2007년 10월 중국사무소를 개소한 이래 3번째 방문인 중국 직원들은 빡
빡한 미팅 일정을 모두 소화해가며 임직원 간의 긴밀한 정보공유 및 친목도모를 할 수 있
었다. 특히, 상해팀의 새식구가 된 Chao와의 만남이 뜻 깊었던 서울 방문이었다.

9월 1일 저녁에는 LBI의 투자업체 중 하나인 엑스티
라이프스타일즈(XT Lifestyles)에서 운영중인 시안
(Xian)이라는 중식당에서 저녁 만찬을 함께하며 즐
거운 시간을 보냈다.

9월5일에는 상해사무소 Haitong과 Chao를 비롯
서울사무소 임직원 몇몇이 모여 서울 시내가 훤히
내려다 보이는 북악산 서울성곽을 따라 2시간 정도
산행을 하면서 팀웍을 다졌다.
(왼쪽부터 이정석 과장, Chao, 구중회 이사, Haitong,
이현근상무, 최원연 상무)

LBI, 공무원연금 대체투자 운용사로 선정!
공무원연금이 400억원 규모의 대체투자 운용사를 최종 선정했다. 총 4곳으로 각 100억원씩 출자된다.
공무원연금은 LB인베스트먼트(첨단융합부분)를 비롯하여, 스틱인베스트먼트, KTB투자증권·쿠웨이트파이낸셜하우스
(KFH) 신성장동력펀드 컨소시엄, 일신창업투자(녹색성장 부문)를 운용사로 내정했다. 첨단융합 부문에선 3개 운용사
가 선정됐고 녹색성장 부문에선 한 곳의 벤처캐피탈이 뽑혔다.

New Face
Welcome!
It’s very nice to be a part of LBI family.
One man, no man.
I expect to team up with all of you to
achieve any goal we want.
Together, we are stronger.

-Name: Chao Zhao
-Birthday: October 11th, 1976
-Family: Wife, Son
-Education: M.S in electronic engineering, Tsinghua University
MBA, China Europe International Business School
-Title/Position: Principal
-Favorite Food: Healthy Food
-Hobbies: Basketball, Reading, Movie
-Likes: Friends, Family, Knowledge
-Dislikes: Loneliness

VC News
외식업체

“투자 족쇄 풀어주길”

“주가가 너무 올라 고민입니다.”
우회상장을 준비 중인 한 외식업체 관계자는 오르는 주가 때문에 우회상장 대상기업을 선정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
고 있다고 토로했다.
우회상장을 준비 중인 외식기업들에 주가 인상은 반갑지만은 않은 소식이다. 우회상장할 기업의 주가가 오를 경우 인
수자금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외식기업들이 이처럼 직상장 대신 우회상장을 선택하는 것은 직상장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물론 외식기업들의 직상장이 직접적으로 제한받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많은 제약이 따
른다.
외식기업이 매출을 확대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투자가 필수지만 외식기업은 벤처캐피털의 투자제
한 업종이다. 이 때문에 외부에서 투자자금을 끌어들이기 어렵다.
공장을 증설하거나 새로 물류센터 등을 오픈할 경우 법인의 재산을 담보로 한 대출을 받거나 기존 자산을 매각해야
신규 투자를 단행할 수 있는 것이 이들의 현실이다.
매각할 자산이 없는 경우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지만 이 경우 초기 투자비용 때문에 적자경영으로 이어지고 이는
곧 직상장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이들이 ‘재도약’을 위해 우회상장을 택하는 이유다.

외식 프랜차이즈의 우회상장은 2007년 쪼끼쪼끼로 알려진 태창가족(현 태창파로스)이 파로스이엔아이를 인수하면서
부터다. 이후 할리스커피, 미스터피자 등이 줄줄이 우회상장을 통해 증시에 입성했다. 크라제버거도 우회상장으로 증
시 입성을 시도했지만 실패한 바 있다.
외식 프랜차이즈 관계자들은 정상적인 경로로 거래소에 입성하는 외식기업이 늘어나려면 벤처캐피털의 투자제한 업
종에서 외식업을 제외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외식업체가 자금지원을 받기 어려워지면서 여러 가지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
대부분 프랜차이즈 기업의 주요 수익원은 가맹점 개설이다. 그러나 어느 정도 브랜드가 안정화된 이후에는 가맹점 개
설속도가 더뎌지게 마련이다. 이 경우 자금 확보가 어려운 일부 프랜차이즈는 기존 가맹점 중 매출이 부진하거나 확
장할 필요성이 있는 곳에 매장 확장이나 장소 이전을 요구하고 이것이 지켜지지 않을 때 가맹계약을 해지하기도 한
다. 가맹점이 하나 줄어들면 본사의 물류수익이 당장 줄어들지만 해당 상권에 새로운 가맹점을 오픈할 경우 더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어 본사의 횡포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프랜차이즈협회 한 관계자는 “외식업보다 기반이 더 약한 엔터테인먼트 기업들도 벤처캐피털로부터 투자를 받는 데
제한이 없는 것은 물론 직상장까지 하고 있다”며 “국내는 물론 해외진출까지 활발히 진행하는 외식기업들을 위해서
라도 투자제한이 풀려야 한다”고 말했다. 또 프랜차이즈 본사들이 가맹사업법을 위반하면서까지 무리수를 두는 이유
는 벤처캐피털 투자가 제한된 상황에서 자금 확보를 위한 어쩔 수 없는 방책이라고 덧붙였다.
[파이낸셜뉴스 2009-09-17]

중국 ‘차스닥’ 23일 개장 … 벤처 28곳 상장
‘차스닥(China+Nasdaq)’으로 불려온 ‘중국판 벤처기업 전문 주식시장(촹예반:創業板)’이 23일 광둥성 선전에서 공식적으로 문
을 연다고 중국 언론들이 18일 보도했다. 중국 증권당국으로부터 이미 세 차례의 심사를 거쳐 기업공개(IPO)를 승인받은 28개
기업이 상장할 예정이다. 차스닥 개장으로 기술력은 있으나 자금력과 시장 기반이 취약했던 중국의 무수한 벤처기업들이 자금
을 조달하는 데 숨통이 트이게 됐다.
중국 언론에 따르면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 상푸린(尙福林) 주석은 최근 ‘2009년 차스닥과 중소기업 투자유치포럼’에 참석해
“상장 승인을 받은 기업들이 23일 동시에 상장해 거래를 시작한다”며 “오랜 기간 준비해온 촹예반이 업계의 예상보다 일찍 출
범하게 됐다”고 말했다. 상 주석은 “촹예반 출범은 중국의 자본시장 발전과 혁신을 위한 터 닦기 공사”라며 “정부가 국가 전략
산업을 육성하고, 독창적 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성장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증권감독관리위원회가 상장을 승인한 28개 기업의 주가수익비율(PER:주가를 주당순이익으로 나눈 것) 평균은 56.7배였다. ‘차
스닥 벼락 부자’도 줄줄이 등장할 전망이다. 상장 예정인 러푸(樂普)의료기의 푸중제(蒲忠杰) 사장은 이 회사 주식 6043만 주(평
가액 17억5300만 위안, 약 2980억원)를 보유하고 있다.
[중앙일보 2009-10-19]

[기자수첩]

구조조정 주연 맡은 자본시장

"이제 멍석은 깔렸다. 뛰어놀기만 하면 된다."
정부가 자본시장을 통해 기업 구조조정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잇따라 추진하면서 관련 전문가들이 들뜬 분위기다. 구조조
정 영역에서 해외 자본이나 산업자본의 들러리가 아니라 마침내 주연을 맡을 기회를 가졌기 때문이다.
정부는 국내 금융자본의 활약을 위해 파격적으로 길을 터줬다. 구조조정 기업에 투자하는 사모투자펀드(PEF)의 투자제한을
완화한 데 이어 PEF가 기업을 인수할 때 세금을 감면해 주는 특례조항까지 마련키로 했다.
그동안 국내에서는 시도되지 못했던 새로운 형식의 투자제도도 다수 도입됐다. 인수합병(M&A)을 목적으로 설립되는 페이퍼
컴퍼니인 기업인수목적회사(SPAC)가 빠르면 연말께 선보일 예정이다. 여기에 일반 PEF와 달리 구조조정 대상 기업에 50% 이
상을 투자하는 기업구조개선 PEF도 도입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다.
국내 자본시장에 남은 마지막 빗장 이었던 헤지펀드까지 곧 허용될 예정이다. 당초 연내 국내 헤지펀드 도입을 주저했던 정부
는 기업구조개선 PEF의 도입이 예상보다 늦어지자 헤지펀드가 기업 구조조정에 활용될 수 있도록 방향을 맞췄다.
국내 증권ㆍ운용업계도 모처럼 맞은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경쟁적으로 구조조정과 인수합병(M&A) 시장에 뛰어들고 있다.
해외 자본에 질 이유가 없다며 단단히 벼르고 있는 것이다.
돌아보면 1997년 외환위기 직후 기업 구조조정으로 시장에 나왔던 알짜 매물들은 외국 자본의 독차지였다. 2006년 당시 불었
던 기업 M&A 붐에서도 두산과 금호 등 대기업들이 주축이 되면서 국내 금융자본이 비집고 들어갈 틈은 많지 않았다.
그러나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M&A에 적극 나섰던 기업들은 '승자의 저주'에 시달리며 M&A 시장에서 발을 빼고 있고 나머지
기업들 역시 관심이 있더라도 실탄 부족으로 인수를 꺼리는 상황이다. 국내 기업의 해외 매각 역시 국부 유출 논란으로 쉽지
않다.
이러한 가운데 자본시장이 기업 구조조정과 M&A를 주도하는 구원투수로 선택을 받았다. 아마 이 기회에서 무엇을 보여주는
가에 따라 국내 자본시장의 앞날이나 신뢰도 많이 달라질 것으로 본다. 구조조정의 열매를 직접 맺고 스스로 맛보며 투자자에
게 돌려줄 때 자본시장은 또한번 재평가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은 정말 자본시장 플레이어들에게 넘어왔다.
[머니투데이 2009-10-21]

Portfolio News
아이두잇, 풀HD 영상

무선전송 송수신기 개발

영상 솔루션 개발업체인 아이두잇(대표 임승준)은 방송통신 전문 개발업체인 님버스(대표 송주빈)와 공동 개발을 통해 초고화
질 풀 HD영상을 각종 디스플레이 장치로 끊김 없이 보낼 수 있는 무선 디지털 풀HD송수신기를 출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새롭게 출시된 무선 디지털 풀HD 송수신기 '아이트리오'는 위성 및 유선 방송 셋톱박스, 각종 게임기, PC 등 디지털 멀티미
디어 장치의 영상 컨텐츠를 LCD TV, PDP TV, 프로젝터 및 각종 디스플레이 장치에 전송해주는 장치다.
아이두잇의 임승준 사장은 “이 제품으로 인해 소비자들이 추가 비용 및 번거로운 케이블 없이 초고화질의 풀 HD컨텐츠를 댁
내 어디에서 즐길 수 있는 환경을 갖출 수 있을 것은 물론, 현재 거실에 설치되어 있는 TV에 연결된 복잡한 케이블을 없애
버릴 수 있는 장점도 있다"라고 말했다.
이 제품은 H.264 압축 방식을 활용했으며, 아이두잇이 개발한 기술 방식을 통해 1080p(60hz)의 풀HD 영상을 무선으로 40m
까지 끊김 없이 전송이 가능하다.
전송 영역이 40m로 대형 가옥, 벽이 두꺼운 아파트, 또는 사무실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 무선 통신 방식은 802.11n 방식의 W
i-Fi 기술이며, 주파수는 5GHz 대역이다. 이 제품은 PC부터 최신 TV까지 모든 영상장치와 연결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접속 단
자를 갖췄다. HDMI, 일반 AV 연결단자, PC 비디오를 위한 RGB 연경장치 등이 있어 거의 대부분의 멀티미디어 장치와 연
결이 가능하다.
또한 적외선(IR) 전달기능을 채용, 원격에 있는 멀티미디어 장치의 조작을 디스플레이 장치 쪽에서도 가능하다.
[ZDNetKorea 2009-08-26]

아이앤씨테크놀로지, 日에 모바일TV 수신칩 수출
모바일TV 수신칩 업체인 아이앤씨테크놀로지의 일본 시장 진출이 임박했다.
박창일 아이앤씨테크놀로지 사장은 15일 “일본 휴대폰 제조사로부터 제품을 공급해도 좋다는 통보를 받았다”면서
구체적인 내용은 현재 논의 중이며 조만간 최종 계약서를 작성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회사가 해외 휴대폰 제조사에 모바일TV 수신칩을 공급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아이앤씨테크놀로지는 그동안 삼
성전자, LG전자, 팬텍 등 국내 기업들과 거래해왔다.
일본 휴대폰 제조사와의 계약이 주목 받는 이유는 일본이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이기 때문이다. 일본은 휴대폰 10대
중 9대가 모바일TV 기능을 지원할 정도로 모바일 TV는 대중화돼 있다. 그 만큼 모바일 TV 칩 수요가 많다는 뜻인데, 관
련 업계에 따르면 일본의 모바일TV칩 시장 규모는 연간 3500∼4000만대에 달하는 것으로 현재 추산되고 있다. 연간 1
200만대 수준인 우리나라보다 3배 이상 커 아이앤씨테크놀로지의 일본 진출은 새로운 성장 기회를 찾았다는 의미여서
앞으로의 결과가 주목된다.
박창일 사장은 “휴대폰 제조 업체 공급 외에도 다른 일본 기업들과도 진입장벽이 높은 사업을 준비 중인 것이 있다”며
“해외 시장 공략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아이앤씨테크놀로지는 내년 매출 목표를 1070억원으로 제시했다. 국내 시장 지배력을 더욱 강화하고 해외 시장
에서도 본격적인 성과를 거둬 이 같은 매출 목표를 달성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자신문 2009-09-16]

크루셜텍㈜

‘제10회 중기 기술혁신대전’ 대통령상 수상

휴대기기 입력장치 전문기업인 크루셜텍㈜(대표이사 안건준)이 9월2일에서 4일까지 코엑스 (구)대서양홀에서 열리는 `제10회
중소기업 기술혁신대전`에서 기술혁신부문 최고상인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기술혁신부문 대상인 대통령상은 올 한 해 기술적, 경제적 파급효과가 가장 큰 기술을 개발한 기업에게 주는 상으로, 크루셜
텍㈜은 2006년 세계 최초로 개발한 휴대폰 입력기술인 Optical Joystick™(*OJ™:옵티컬 조이스틱)으로 이번 대통령상을 수상
하게 됐다.
현재 크루셜텍의 OJ™는 삼성전자를 비롯해 소니에릭슨, RIM, Sharp, LG, HP 등 글로벌 기업의 주력 스마트폰 입력장치로 채
택돼 왔으며, 최근 RIM사가 출시한 ‘블랙베리 커브 8520’모델에 기존 입력장치인 트랙볼을 대체해 채택되기도 했다.
크루셜텍 관계자는 “모바일 업계의 트랜드를 선도하며 입력장치기술분야의 선두기업으로 자리 잡아 왔다”며 “크루셜텍은 핵
심적인 원천기술 개발과 전세계적인 비즈니스를 통해 국가 산업발전 및 경제성장에 대한 기여도가 높이 평가돼 이 같은 상을
수상한 것 같다”고 말했다.
크루셜텍의OJ™(Optical Joystick™)는 나노광학 기술을 바탕으로 손가락 움직임을 처리해 PC의 마우스 커서(Mouse Cursor)와
동일한 사용성을 모바일 폰에서 지원하는 솔루션으로, OJ™ 모듈은 처음 개발 당시 4mm 대의 크기였지만 점차 슬림 해져가
는 휴대폰의 동향에 맞추어 세계 초소형 크기인 2mm 대의 OJ™모듈을 개발해 2007년 IR52 장영실상을 수상한 바 있다.
크루셜텍의 안건준 대표이사는 “크루셜텍의 OJ™가 세계적인 기술이 된 데에는 연구개
발에 대한 과감한 투자와 100여명이 넘는 우수한 연구개발인력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입력장치분야의 특허기술력과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핵심인재
를 기반으로 최고의 기술력을 가진 국내 입력장치업계의 선두기업은 물론 휴대기기(모
바일) 입력장치 부문의 세계 1위 기업이 되고 싶다”는 강한 포부를 밝혔다.
[헤럴드경제 2009-09-03]

제10회 기술혁신대전 개막식에서 한승수 국무총리 및 홍석우
중기청장 등이 시작을 알리는 버튼을 누르고 있다.

New Portfolio
나인 (naain)
http://www.naain.co.kr/
대표이사 : 김미영
설립일 : 2009년 5월
사업분야 : LED 조명용 Heat Block 개발, 생산
나인은 금속코팅 전문업체로 09년 5월 설립되었다.
동사를 창업한 창업자들은 금속코팅분야의 전문가들로 그 동안 마그네슘, 알루미늄 등
금속에 코팅을 통하여 금속의 특성을 변화하는 기술을 개발해왔다.
그 동안 개발해 온 금속코팅 기술을 이용하여 알루미늄에 화학물질을 첨가하여 방열특
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방열 블록을 개발하여 LED Lighting에 적용하고 있다.
양산용 설비도 개발하고 코팅용 용액과 공정도 일괄적으로 개발하여 양산샘플을 완성
하였고, 동사의 Heat Block이 적용된 제품이 출시를 앞두고 있다.
LED lighting system에 있어 방열문제는 제품의 수명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 해결해야
할 과제이었으나 아직까지 뚜렷한 해결책이 없었다. 동사가 개발한 heat block은 알루
미늄 블록을 코팅함으로 열 전달 효과도 있으며 더욱이 칼라 페인팅을 하여도 방열특성
이 유지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동사의 기술은 알루미늄은 물론 마그네슘 등에도 적용 가능한 기술로 향후 LED
Lighting의 방열솔루션으로 자리잡을 것이다.

이비디앤씨(EBD&C)
http://www.ebdnc.com/
대표이사 : 김우연
설립일 : 2000년 9월
사업분야 : LCD BLU 및 BLU용 광학필름 개발 및 생산
이비디앤씨는 LCD BLU 및 BLU용 광학필름을 개발, 생산하는

이노웍스(Inno-works)
http://www.inno-works.co.kr/
대표이사 : 백종수
설립일 : 2005년 7월
사업분야 : LCD 검사장비용 Probe Unit 개발 및 생산

회사이다.
동사는 2000년 설립하면서 독자적 개발한 BLU 개발하여 LCD
Module 회사에 공급하였다.
창업자인 김우연 박사는 LG Philip LCD 및 원우정밀에서 BLU를

이노웍스는 LCD 검사장비용 Probe Unit를 개발, 생산하는 회
사이다.
동사는 2005년 설립하면서 독자적 개발한 Probe Unit를 LG

개발한 BLU분야 1세대 엔지니어 출신으로 BLU 및 BLU용 광학

디스플레이에 공급하고 있다.

필름을 독자 설계할

동사가 개발한 Probe Unit는 독자 특허 및 기술을 바탕으로

수 있는 역량을 가진 기업이다.

동사는 BLU 개발과 함께 BLU의 핵심부품인 광학필름을 독자 특

기존 경쟁사의 제품과 다르게 개발한 것으로 Probe Unit의 일

허 및 기술을 바탕으로 개발하여 BLU에 적용하고 있으며, 동사

부분을 교체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사용상의 편의를 주

의 우수한 광학특성으로 해외 LCD TV업체로부터 공급 제안을

면서도 원가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어 구매기업으로부터 좋은

받고 SKD 형태로 공급하고 있다. 동사의 광학필름은 투과도 및

평판을 얻고 있다. Probe Unit은 일종의 소모품으로 LCD 생산

휘도 측면에서 경쟁사보다 우수하여 LED TV 등 고휘도 제품군

량 증가에 따라 매출이 급증하는 효과를 나타내고 있으며, 정

에 적용되고 있다.

밀도를 요하는 제품으로 기술적 난이도가 있어 진입장벽이

아울러 중소기업 기술혁신과제를 통하여 복합필름을 개발하여

있는 제품이다.

LCD BLU용 핵심 부품 국산화 및 원가절감에 기여하고 있다.

Innofidei Inc.

에이알텍

홈페이지: http://www.innofidei.com
대표이사 : Tom Zhang
설립일 : 2006년 9월
사업분야 : Digital Mobile TV solution 설계 및 제조
(CMMB baseband 및 RF)

홈페이지: http://www.artech2000.com
대표이사 : 김연호
설립일 : 2004년 7월
사업분야 : 전자제품, 광통신부품 제조 및 판매

Innofidei Inc.는 중국 모바일 디지털 TV용 칩 및 솔루션을 개발,

에이알텍은 2004년 정밀전자 구성품의 생산 및 정비를

생산하는 회사이다.

주 사업으로 설립된 부품/소재분야의 전문회사 이다. 김

동사는 2006년 설립되어 중국 모바일 디지털 TV 표준으로 유력
시되는 CMMB 기술의 표준화 및 칩셋을 비롯한 토탈 솔루션을
개발하여

주요

핸드폰

제조사에

공급하고

있다.

연호 대표이사를 비롯한 주요 경영진은 정밀 전자산업의
전문가로서 풍부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동사는 부품/소재분야의 전문적인 자체기술력을 보유하

현 경영진은 나스닥 상장업체인 ViMicro를 설립한 경험과 역량

여 RF송수신모듈, 주파수합성기 등의 제품을 생산하고 있

을 갖추고 있으며, 북경 및 실리콘 밸리 등지에 연구개발 네트

으며, 지속적 연구개발 투자를 통해 이 분야의 경쟁력을

웍을 구축하여 고객사에 우수한 제품 및 기술지원 서비스를 제

확보하였다. 신사업부문인 광통신사업 또한 정부의 ALL-

공하고 있다.
현재 China Mobile향 3G폰인 TD-SCDMA 폰이 향후 3년간 5천
만대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급격한 관련 시장의
확대가 예상되며, 이러한 TD-SCDMA 폰에 Mobile DTV
Solution으로 채택된 당사의 CMMB 관련 제품은 경쟁사 대비
경쟁력을 갖추고 있어, 향후 단기간에 매우 큰 매출 확대가 이
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아이덴티티게임즈
홈페이지: http://www.eyedentitygames.com
대표이사 : 이은상
설립일 : 2007년 4월
사업분야 : 온라인게임 개발
아이덴티티게임즈는 온라인게임 개발 스튜디오이다.
이은상 대표를 비롯한 경영진은 주요 게임개발사 출신으로 풍부
한 경험과 팀웍으로 2007년4월 회사를 설립해 2009년 말 드
래곤네스트의 상용서비스를 준비 중에 있다.
MORPG는 RPG의 한 분야로 빠른 액션과 다양한 컨텐츠를 중심
으로, 최근 국내외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분야다. 동사의 게
임 “드래곤네스트”는 콘솔 형태의 빠르고 가벼운 액션을 특징으
로 하고 있으며 국내 뿐 아니라 중국, 일본, 대만, 동남아, 북미
등 해외시장의 선두급 배급사와 배급계약을 체결하여
특히 해외시장에서의 성과가 기대된다.

IP정책과 함께 성장할 전망이며 새로운 동력으로써 수익
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인화정공
홈페이지: http://www.ihpre.co.kr
대표이사 : 이 인
설립일 : 1999년 1월
사업분야 : 선박 엔진부품 개발/생산
인화정공은 선박엔진(디젤엔진)부품 전문업체이다.
선박엔진(디젤엔진)부품제작에 적합한 용접/제관, 중대형 금속가공의 일관생산시스템
을 갖추고 저속 디젤엔진(대형엔진)의 Cylinder Cover, Cylinder Frame, Bed Plate,
Frame Box, 중속디젤엔진(중형엔진)의 Base Frame, Common Bed를 생산하고 있다.
선박엔진산업은 기본적으로 전방시장인 조선산업의 수요와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으며,
최근 5년간의 조선시장 호황 이후 금융위기와 전세계적인 경기 침체 여파로 신조선 발
주량이 둔화되고 있으나, 중국 및 개발도상국들을 중심으로 한 세계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통해 해상 물동량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로 인해 선박에 대한 수요가 증
가하게 되어 수익 신장이 기대된다.

넥스트플레이
홈페이지: http://www.nextplay.co.kr
대표이사 : 양기창
설립일 : 2003년 10월
사업분야 : 온라인게임 개발
넥스트플레이는 온라인게임 개발 스튜디오이다.
양기창 대표는 주요 게임개발사 출신의 기술인력과 함께 2003년10
월 회사를 설립, 1년여의 초기기획을 마친 2005년초부터 본건 프
로젝트 개발에 착수해 2009년 현재 상용화 서비스를 앞두고 있다.
MMORPG는 국내외 여러 국가에서 빠르게 성장 중인 온라인게임
산업의 주류를 차지하고 있는 RPG의 한 분야로 MMO구현을 위한
기술력과 컨텐츠/커뮤니티의 기획 및 운영측면에서 다양한 노하우
가 필요한 진입장벽을 갖춘 분야이다.
동사의 게임 “펀치몬스터”는 국내와 중국의 선두급 배급사와 배급
계약을 체결하여 특히 빠르게 성장 중인 해외시장에서의 성과가 기
대되고 있다.

LBI Activity

2009

전략회의 - 곤지암워크샵

우리는 지난 7월 23일 경기도 광주에 위치한 곤지암리조트에서 전략회의을
가졌다.
서울 강남에서 불과 40분 거리에 있는 이 곳에서 맑은 공기 속 평안한 휴식과
함께 우리는 2009년 각 본부별 중장기계획, 투자전략, 펀딩계획, 그리고 회사
전반에 대한 분임토의를 통해 LBI의 실적점검 및 차기년도 사업계획을 세워
보았다. 저녁에는 분당으로 자리를 옮겨 중식 코스요리를 즐기며 임직원간 친
목 도모와 함께 전략회의 일정을 마무리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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