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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B인베스트먼트, KDB 산업은행 첫 앵커
출자 사업 위탁운용사 최종 선정

마라톤 신고식으로 진짜 LB人이 되다

LB인베스트먼트는 지난 9월 24일 산업은행(이하 산은)이 공고한 ‘2015년 중소ㆍ벤처투자펀드 위탁

지난 10월 10일 토요일, 농림축산식품부와 농협중앙회가 주최하는 제 14회 러브미(米) 농촌사랑 마

운용사 선정’ 사업의 글로벌익스펜션 분야에서 최종 위탁운용사로 선정되었다.

라톤 대회가 한강 시민공원에서 개최됐다. 여의도 한강 시민공원 이벤트광장에서 출발해 5km,

이번 공모사업은 올해 통합 산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주축투자자로서 출자하는 사업으로 중소ㆍ벤

10km, 21km 세 가지 코스로 진행됐으며, 당사에서도 2015년에 LB의 새 식구가 된 김도윤 이사, 김

Portfolio News
New Portfolio

처기업 지원을 위해 유망서비스산업 지원펀드 등 3개 분야에 산은이 1,420억원을 출자 약정해 총

소희 차장, 강아름 사원이 10km 코스에 참여했다.

3,0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지난 6월 접수를 마무리한 바 있다.

당일 새벽에 내린 가을비로 날씨는 흐리고 쌀쌀했지만, LB人 세 사람은 준비운동을 하며 몸을 녹

LB인베스트먼트가 선정된 글로벌 익스펜션 분야 펀드는 해외기업(해외현지법인 포함) 또는 해외

이고 즐거운 마음으로 나란히 출발했다. 반환점을 돌고 다시 돌아가는 길에 떨어지는 빗방울에도

투자자로부터 투자가 예정된 국내기업에 출자를 주목적으로 운용될 예정이다.
이번 공고사업은 LB인베스트먼트를 비롯한 총 7개사가 최종 선정되었으며, 조합결성을 위한 업무
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번 글로벌익스펜션 펀드의 대표펀드매니저를 맡은 당사 VC부문 박기호 대표는 “중국투자실적

세 명 모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결승선에 도착하였다. 궂은 날씨 속에서도, 힘을 내준 세 사람에
게 박수를 보낸다.
세 사람은 10km 마라톤 신고식을 통해 이제 진짜 LB人이 되었다. 진정한 LB人이 된 세 사람의 앞
으로의 활약상을 기대해 본다.

과 최근의 모바일바이오주 성공결과를 바탕으로 1,000억 규모의 펀드를 계획대로 결성하여 2016
년 이후 적극적으로 한국과 중국에서 투자해나갈 계획”이라고 소감을 전했다.

『국민연금 07-06LG투자조합 12호』 ·
운용조합 청산완료

New Face

LB인베스트먼트가 운용하는 국민연금07-06LG투자조합12호의 청산이 지난 8월 28일 완료되었다. 당

LB인베스트먼트는 경영기획그룹에 문정희 사원을 신규로 영입했다.

펀드는 국민연금공단이 당사에 처음 출자한 펀드로서 2007년 4월 20일 270억원 규모로 결성되었다.

성신여자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한 문 사원은 금융권에 대한 관심을 바탕으로 성신금융아카데미와

대표펀드매니저는 구본천 대표이사가 맡았으며, 주요 핵심인력으로 박기호 VC부문대표, 구중회

NH농협증권 신탁팀에서 업무보조한 경험으로 LB인베스트먼트가 Asia Leading Investment Firm이

상무 등이 참여했다.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하겠다고 포부를 전했다.

이 펀드는 2010년 중국 게임퍼블리셔인 Shanda가 인수한 국내 게임개발사 아이덴티티게임즈에

또한 우수한 운용성과와 따뜻한 기업문화를 가진 LB인베스트먼트에서 사회생활의 시작을 맞는

30억을 투자하여 100억원에 회수하였고, 2008년 투자한 반도체 테스트업체 테스나에는 15억을 투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며 LB인베스트먼트의 오랜 가족이 되고 싶다는 소감을 전했다.

자하여 49억에 회수하며 성공적인 투자를 기록했다. 특히, 미화 2백만불을 투자한 중국 온라인 비
디오업체인 PPStream은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기업인 Baidu에 매각되어 투자원금대비 약 6배의
고수익을 달성했다.
국민연금07-06LG투자조합12호의 청산시 Gross IRR은 17.19%이며, 앞으로도 LB인베스트먼트의
성공적인 투자와 회수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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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티젠, 오는 23일 코스닥 상장…·
“내년부터 매출 가시화”

하이즈항공, 최소 10배 투자수익 기대

LB News

우선주 매입 대주주 등재… 일부 원금 회수, 중장기 보유 전략

New Portfolio

면역세포 진단키트 개발·제조기업인 에이티젠이 오는 23일 기술특례 상장을 통해 코스닥 시장에

LB인베스트먼트(이하 LB)와 DSC인베스트먼트(이하 DSC)가 하이즈항공 투자로 최소 10배 이상의

입성한다.

수익을 낼 전망이다.

박상우 에이티젠 대표는 8일 여의도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상장 후 국내외 실적이 본격화될 전

9일 벤처캐피탈 업계에 따르면 LB와 DSC는 각각 하이즈항공의 보통주 266만 주, 66만 5000주를

망”이라며 “장기적으로는 세계적인 바이오 기업으로 성장 시키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각각 보유 중이다. 상장 전 지분율은 각각 19.1%, 4.8%다. LB와 DSC는 하이즈항공 상장을 앞두고

특히 그동안의 실적 부진을 털어내고 내년부터는 매출 성장을 본격화해 흑자전환에 성공하겠다고

보유 중이던 우선주를 전량 보통주로 전환하며 회수 준비를 마쳤다.

강조했다.

LB는 지난 2010년 운용중인 ‘LB제미니신성장펀드 16호’를 통해 하이즈항공의 전환상환우선주

이는 에이티젠이 한국거래소의 기술성 평가를 통해 증시에 입성하는 만큼 부실한 수익구조와 재

(RCPS) 133만 주를 인수했다. 매입단가는 주당 3750원으로 총 인수규모는 50억 원이다. 이후 무상

무상황에 대한 우려가 높았던 탓이다. 기술성 평가는 적자 기업이 기술에 대한 평가만으로 코스닥

박상우 대표이사

Portfolio News

증자(1주당 2.5주) 등을 거쳐 하이즈항공 주식 266만 주를 갖게 됐다. 전환가액은 증자이후 발행당

에 상장할 때 활용하는 제도다. 에이티젠은 지난해 기준 50억6,600만원의 영업손실, 58억4,000만원

시 3750원에서 1500원으로 조정됐다.

의 당기순손실을 냈다.

DSC는 지난해 8월 LB로부터 하이즈항공 우선주 66만 5000주를 구주 인수했다. 주당 인수가격은

에이티젠이 이 같은 적자에도 불구하고 기술성 평가를 통과할 수 있었던 데에는 핵심 경쟁력인

2700원으로 총 인수규모는 18억 원 수준이다. 투자자금은 운용 중인 ‘DSC드림제3호청년창업투자

하상헌 대표이사

NK뷰키트가 주효했다는 게 업계 평가다. NK뷰키트는 NK세포(암세포와 정상세포를 구별해 암세

조합’과 ‘DSC드림제4호성장사다리조합’을 통해 조달했다.

포만 공격하는 면역세포)의 활성도를 측정해 면역력을 판단, 암 진단의 보조지표로 사용할 수 있

LB와 DSC는 연내 상장을 추진 중인 하이즈항공의 공모가격이 희망밴드 수준에서 결정될 경우 대

게 하는 진단 제품이다. 에이티젠이 지난 2012년 세계 최초로 개발해 상용화에 성공했다. NK뷰키

규모 수익을 낼 수 있다.

트는 소량의 혈액(1ml)만으로도 24시간 만에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에이티젠은 이러한

하이즈항공은 지난 달 13일 한국거래소에 제출한 예비심사청구서에서 공모 예정가격을 2만

핵심기술을 바탕으로 2013년 ‘전혈 시료를 이용한 NK세포의 활성 측정 방법 및 측정 키트’, 지난해
‘NK세포의 활성측정을 이용한 암 진단 방법 및 진단키트’ 특허를 획득하는 등 세계 60여개국에 특
허를 출원했다.
(중략)
특히 최근들어 NK뷰키트를 도입하는 의료기관이 빠르게 늘어나면서 매출 역시 본격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박 대표는 “암 세포만 공격하는 면역세포 ‘NK세포’의 활성도를 측정하는 ‘엔케이뷰키트’
를 도입하는 기관이 지난해에는 5개에 불과했지만 올해 8월 기준 190개까지 늘어난 상황”이라면서
“최근 미국의 신베니오사와 제휴를 맺은 만큼 내년에는 북미를 중심으로 한 해외 시장에서도 매출
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자신했다.
오는 23일 코스닥시장에 상장하는 에이티젠은 이날 수요예측을 마치고 14일부터 15일까지 이틀 동
안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공모주 청약을 받는다.
총 공모 예정 주식수는 100만7,255주로 전량 신주 모집한다. 우리사주 20만1,451주(20%)를 제외한
일반공모 주식 중 20만1,451주(20%)는 일반투자자에게, 나머지 60만4,353주(60%)는 기관투자자에
게 배정된다. 희망 공모가는 1만2,500원~1만4,500원으로 상장을 통해 약 126억원~146억원의 자금
이 조달될 것으로 보인다. 공모된 자금은 시설자금과 연구개발비용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다.
● 2015-10-08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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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2만 6000원으로 제시했다.
금융투자업계는 최근 한국항공우주, 아스트, 오르비텍 등 동종업계에 대한 시장 관심이 높은데다
하이즈항공이 안정적 수익 창출 구조를 갖춰 공모가가 상당히 높게 형성될 것으로 보고 있다.
LB와 DSC는 하이즈항공의 상장 이후 일정기간 보호예수 기간을 거쳐야 하지만, 공모가가 밴드 하
단에서 정해진다고 해도 최소 10배가량의 투자 수익을 거둘 수 있을 전망이다.
투자에 나선 벤처캐피탈 관계자는 “상장 후 본격적인 기업 본래 가치를 인정받는 데는 다소 시간이
필요하다”면서도 “일부 원금 회수에 나서겠지만, 수익 극대화시점까지 투자회수 전략을 장기적으
로 가져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001년 설립된 하이즈항공은 보잉과 에어버스 등 항공기 주날개의 고부가가치 복합소재 부품을
생산 공급하는 항공부품 제작사다. 지난해 매출 313억 원, 영업이익 50억 원, 순이익 31억 원을
각각 달성했다. 최대주주는 하상헌 대표와 특수관계자들로 상장 전 전체 지분의 54%가량을 보유
중이다.
하이즈항공은 동종 기업인 아스트를 상장시킨 KB투자증권을 주관사로 선정하고 코스닥 상장을
추진 중이다.
● 2005-09-14 더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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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터메이트, 대박 ‘기대’

중국 차이나크리스탈, 11월 코스닥 상장

LB News

한국2호스팩합병시 최소 2배 수익… 12월 29일 상장

합성운모 세계 1위 업체 4년 만의 중국기업 입성

New Portfolio

LB인베스트먼트와 블루런벤처스코리아가 게임개발회사인 엔터메이트 투자금 회수로 대박 수익을

합성운모 세계 1위 업체인 중국 차이나크스탈이 오는 11월께 코스닥에 상장한다. 2011년 상장했던

기대하고 있다. 오는 12월 한국2호스팩(SPAC)과의 합병으로 코스닥시장에 상장하면 투자 2년만

중국고섬이 회계 부정으로 3개월 만에 거래 정지당하고 상장폐지된 ‘고섬사태’ 이후 4년 만의 중국

에 최소 2배 가량의 수익을 확정할 수 있다. 상장이후 주가 상승으로 얻을 수 있는 수익은 덤이다.

기업 상장이다.

LB인베스트먼트와 블루런벤처스는 지난 2013년 말 엔터메이트가 발행한 전환상환우선주(RCPS)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25일 상장위원회를 열어 차이나크리스탈의 코스닥 상장을 승인했

를 각각 25억 원씩 인수했다. 주당 발행가액은 50만원으로 총 1만 주를 매입했다.

다. 청구서에 적어낸 희망공모가는 3,770~4,610원으로, 공모 규모는 652억~797억원이다. 시가총액

엔터메이트는 이후 15억원의 무상증자와 2대 1의 액면분할을 진행, LB인베스트먼트와 블루런벤처
이태현 대표이사

Portfolio News

은 최대 3,228억원으로 예상된다. 최종 공모가와 공모구조를 확정해 10월 초 금융감독원에 증권신

스의 보유주식이 증가했다.

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주관사는 신한금융투자가 맡았다.

현재 LB인베스트먼트는 ‘LB제미니신성장펀드 16호’와 ‘KoFC-LB 파이오니어 챔프 2011-4호 투자

차이나크리스탈은 천연운모보다 순도가 높은 합성운모를 생산하는 회사다. 운모는 합성자동차 도

조합’을 통해 RCPS 15만 5,000주씩을 보유하고 있다. 블루런벤처스는 ‘BRV 로터스 펀드 2012 L.P’
를 통해 31만주를 갖고 있다.
올해 말 엔터메이트의 당기순이익에 따라 전환가격 조정이 가능한 것을 감안하면 전환가격은 주
당 1,600원 가량 낮아진다. LB인베스트먼트는 두 펀드를 통해 38만 7,500주를, 블루런벤처스도 38

다이자룽 대표이사

료나 화장품 안료, 각종 절연재로 쓰인다. 중국 장쑤성 장인시에 공장을 갖고 있으며 연간 1만
5,000t가량의 합성운모를 생산한다. 독일 바스프와 머크 등 세계적인 회사에 제품을 공급한다. 지
난해 매출 3억1,623만위안(약 588억원), 법인세차감전이익은 1억3,767만위안(약 256억원)을 올렸다.
● 2015-09-25 한국경제

만 7,500주를 확보하게 된다.
여기에 한국2호스팩과의 합병비율이 1대 5.43인 것을 감안하면 합병 이후 보유 주식은 각각 207만
483주씩으로 늘어난다.
한국2호스팩의 기준주가 2,200원으로 계산하면 엔터메이트 상장시 LB인베스트먼트와 블루런벤

아이진, 11월 코스닥으로 이전 상장

처스는 각각 45억원을 회수할 수 있다. 2년 만에 20억원의 수익을 올려 투자수익률(ROI기준) 82%
를 달성할 수 있다.
스팩합병이후 주가 상승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은 덤이다. 일반적으로 스팩합병 기업의 주가가 상
장이후 오르는 것을 고려하면 LB인베스트먼트와 블루런벤처스의 수익은 더 늘어날 수 있다.
벤처캐피탈 관계자는 “상장직후 물량부담이 있을 수 있지만 엔터메이트의 성장성을 감안한다면 상장
이후 수익은 더 커질 수 있다”며 “매각시기를 조율하면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략)

코넥스 상장사인 아이진이 11월 코스닥시장으로 이전 상장한다.
노화 관련 질환 예방·치료용 바이오 의약품 개발기업인 아이진은 2일 한국거래소와 금융감독원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고 이전 상장을 위한 본격적인 공모절차에 돌입한다고 2일 밝혔다. 아이진이
이전 상장을 위해 공모하는 주식은 148만5,257주다.
공모희망가는 1만2,000~1만3,500원으로 총 공모금액은 밴드 하단 기준 178억원이다. 10월 29,30일
수요예측을 거쳐 공모가를 확정한 후 11월 4,5일 청약을 받는다.

2013년에는 사업영역을 확대해 ‘아이러브삼국지 for kakao’, ‘노예가되어줘 for kakao’, ‘일분RPG

현재 프랑스에서 임상 2a상이 진행 중인 아이진의 당뇨망막증 치료제(EG-Mirotin)는 내년 상반기

for kakao’ 등으로 모바일 게임시장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지난해 매출액 267억 원, 영업이

완료 예정으로 다국적 제약사와 라이센싱을 추진 중이다.

익과 당기순이익은 각각 41억원과 29억원을 기록했다. 오는 11월 16일 합병승인을 위한 주주총회를
열어 12월 18일 스팩과 합병할 예정이다. 신주 상장 예정일은 12월 29일이다.
● 2015-10-02 더벨

당뇨망막증과 더불어 대표적 노화 질환에 속하지만 마땅한 치료제가 없는 욕창을 겨냥해 아이진은
사용하기 편한 연고제 형태의 욕창 치료제를 개발해 현재 국내에서 임상 2상을 진행 중이다.
올해 7월 기술성평가를 통과한 아이진의 상장주관사는 NH투자증권이다.
● 2015-10-02 전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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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덱스터, 영상시각효과 기업 투자 ·
‘각양각색’

LB News

툴젠, 기술성평가 통과…·
이전 상장 ‘청신호’

Portfolio News
New Portfolio

코스닥 예심 청구 추진, LB인베스트 최대 6배 투자 수익 전망

LB인베스트먼트와 유니온투자파트너스는 지난 2013년 5월 ‘KoFC-LB 파이오니어 챔프 2011-4호

코넥스 상장기업 툴젠의 코스닥 이전 상장에 청신호가 켜졌다. 첫 번째 관문인 기술성 평가를 통과

투자조합’과 ‘유니온콘텐츠전문투자조합’을 통해 덱스터가 발행한 전환상환우선주(RCPS)에 각각

하면서 연내 상장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30억 원과 10억 원을 투자했다. 김용화 감독이 덱스터를 설립한 지 2년 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기업
가치를 200억 원으로 평가했다. ‘오브라더스’, ‘미녀는 괴로워’, ‘국가대표’를 연출한 스타감독이 만든
회사인데다 영화, 게임, 애니메이션 등으로 VFX 사업을 확장할 것으로 기대했기 때문이다. 예상은
적중했다. 장기프로젝트 위주로 사업을 수주하며 인력(아티스트)들의 경험과 능력치를 끌어올리
자 기술력에 대한 시장의 평가가 달라졌다. (중략)
덱스터에 투자한 벤처캐피탈들은 함박웃음을 짓고 있다. 유니온투자파트너스는 최근 보유하고 잇
김용화 대표이사

던 덱스터 주식 전량(8475주)을 매각해 24억 5000만 원을 회수 했다. 투자금액의 2.5배의 수익을 거
둔 것이다. LB인베스트먼트는 얼마 전 RCPS를 보통주로 모두 전환해 언제든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했다. 후속투자자로 참여했던 KTB네트워크와 대교인베스트먼트 등도 최소 2배 이상의 대
박 수익을 기대하고 있다. (중략)
벤처캐피탈업계 관계자는 “지금은 선발주자인 에프엑스기어가 후발주자인 덱스터에 밀리고 있는
형국”이라며 “다만 덱스터의 상장 이후 에프엑스기어가 반사효과를 누릴 수 있어 벤처캐피탈의 수
익이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 2015-09-25 더벨

21일 벤처캐피탈업계에 따르면 툴젠은 지난 8월부터 기술성 평가를 통한 특례상장에 앞서 거래소가 지정한 기술
성 평가 전문기관 2곳으로부터 모두 합격 통지를 받았다. 업계에서는 툴젠이 전 세계적으로 3곳에서만 개발에 성
공한 유전자 가위 원천기술을 보유했다며 높은 미래 성장을 기대하고 있다. 유전자 가위란 세포내에서 각종 유
전체 정보를 자르거나 다른 유전자와 함께 편집하는 등 자유롭고 정확하게 교정할 수 있는 기술이다. (중략)
툴젠의 기술성 평가 통과 소식에 투자를 집행한 벤처캐피탈업체들도 들떠있다. LB인베스트먼트

김종문 대표이사

는 지난해 10월 운용중인 ‘미래창조LB선도기업 투자펀드 20호’를 통해 툴젠의 전환사채(CB)와 신
주를 인수했다. 주당 인수가격은 각각 4,990원, 3,360원으로 총 인수규모는 30억 원이다. (중략)
현재의 코넥스 주가 수준에서 공모가가 결정된다고 가정할 때 LB인베스트먼트는 투자 1년 만에 최
대 6배 이상의 수익 달성이 가능하다.
LB인베스트먼트 관계자는 “국내기업으로는 드물게 글로벌 기술을 갖춘 툴젠의 역량이 관련 산업은 물론 다
양한 분야에서 확대 적용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며 “코스닥 상장 이후 꾸준한 기업가치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즉각적인 회수보다 탄력적으로 중장기적 투자 전략을 유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략)
● 2015-09-24 더벨

큐리언트, 기술성 평가 통과…연내 상장 목표
강스템바이오텍, 코스닥 예비심사 청구

신약개발 바이오 벤처기업인 큐리언트가 특례상장을 위한 기술성 평가에 통과했다.

줄기세포 치료제 개발업체

25일 업계에 따르면 큐리언트는 한국거래소가 지정한 2곳의 전문기관이 실시한 기술성 평가에 통과
했다. 이에 따라 기술특례를 통한 코스닥시장 상장 예비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 (중략)

강경선 대표이사

줄기세포 치료제 전문업체인 강스템바이오텍이 코스닥상장에 도전한다.

현재 큐리언트가 보유한 주요 신약후보물질은 약제내성 결핵치료제(Q203, 미국 임상1상), 아토피

2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강스템바이오텍은 지난 22일 코스닥시장본부에 상장 예비심사 청구서

성 피부염 치료제(Q301, 미국 임상2상), 항암면역·내성암 치료제(Q701, 전임상) 등 3건과 천식 치

를 제출했다. 청구서에 따르면 주당 발행 예정가는 8000~1만원으로 공모 예정 금액은 160억~200

료제, 소세포성 폐암 치료제 등 2건의 연구단계 선도물질군이 있다. (중략)

억원이다.

현재 큐리언트는 세계적 연구기관인 막스플랑크연구소 및 산하 중개연구기관 LDC와 전략적 제휴

공모 예정 주식 수는 200만주이며 총 상장 예정 주식 수는 1381만7150주다. 주간사는 키움증권이

를 체결해 향후 지속 성장 기반을 마련한 상태란 설명이다.

맡았다. 이 회사는 지난해 매출액 2억원에 순손실 37억원을 기록했다. 최대주주는 강경선 대표로

남기연 대표는 “올해 안으로 코스닥에 상장시키기 위해 예비심사 청구를 조속히 진행할 예정”이라

지분율은 21%다.

며 “상장 후 연구개발 투자를 늘려 글로벌 바이오 회사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 2015-09-25 매일경제

● 2015-08-25 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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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명

스템랩

회사명

오픈갤러리

투자분야 바이오/의료

투자분야 유통/서비스

대표이사 오동훈

대표이사 박의규

설립일

2011.07.08

투자일

2015.09.21

설립일

2013.10.21

투자일

2015.09.25

사업분야 역분화줄기세포 기술을 활용한 치료제 개발 및 의료기기 제조 판매

사업분야 미술품 렌탈 및 판매

홈페이지 www.stemlab.co.kr

홈페이지 http://www.opengallery.co.kr/

회사소개 동사는 역분화줄기세포 기술을 활용하여 다발성 경화증, 다계통 위축증, 파킨슨병 치료제

회사소개	대중을 타겟으로 한 그림 렌탈/판매 서비스 ‘오픈갤러리’. 국내 유망 미술 작가의 그림을

등의 주로 신경계통 줄기세포치료제를 개발하고 있으며, 또한 역분화줄기세포 배양액을

합리적인 가격에 렌탈 또는 판매합니다. 기존 갤러리와 경매 방식이 갖는 판매 채널로서

이용한 발모, 재생 치료제를 개발 중에 있습니다. 현재 동 기술은 일본의 야마나카 교수팀

의 제한성을 렌탈을 통한 가격장벽 최소화와 온라인을 접목한 접근성 최대화를 통해

에 의해서 처음 소개된 이후에 동사가 외부 유전자의 도입 없이 화합물 조합에 의해 역분화

풀어내었습니다. 대중 타겟 신규 미술 시장을 만들어가며 렌탈 플랫폼으로서 미술 시장

유도가 가능하도록 기술 개발이 되어 암의 발생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한 것으로 평가

내 지리적 확장 및 사업 영역 확장을 통한 큰 성장을 기대합니다.

됩니다. 현재 개발중인 신경줄기세포치료제는 기존에 마땅한 약이 없는 관계로 다발성경
화증, 다계통위축증, 파킨슨병 등의 신경질환과 척수손상환자들에게 생명의 빛을 안겨줄
것으로 전망됩니다. 동사는 의료기기 사업으로는 자기공명 영상진단장비(MRI)와 골밀도측
정기(BMD)를 제조 판매하고 있습니다. 품질 대비 가격 경쟁력 보유하고 있어 국내를 비롯
하여 중·후진국권에 수출하고 있으며, 동사의 캐쉬카우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회사명

TanTan

회사명

투자분야 ICT 서비스

투자분야 유통/서비스

대표이사 Yu Wang
설립일

2014.12.26

대표이사 심여린
투자일

2015.08.03

사업분야 모바일 소셜 캐주얼 데이팅 앱
홈페이지 https://tantanapp.com/
회사소개	Tantan은 사용자 근방에 위치한 다른 사용자와 연결을 재미있고 쉬운 방법으로 구현

한 모바일 앱입니다. 앱을 실행시켜서 뜨는 사람들이 마음에 들면 오른쪽, 맘에 들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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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터디맥스

설립일

2008.07.02

투자일

2015.10.06

사업분야 외국어 학습 프로그램 스피킹맥스 등
홈페이지 http://www.speakingmax.com
회사소개	디지털 외국어 교육 업체로 주요 제품은 자가 학습 성인 영어 회화 프로그램 ‘스피킹맥

으면 왼쪽으로 밀어서 선택하는 방식이며, 서로 마음에 들게 되면 매치가 성사되어 상

스’. 누드교과서로 유명한 이투스 창업자 출신의 경영진이 직접 지휘 제작한 원어민 배

대방과 채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Tantan은 학업과 취업으로 이동이 많은 중국 내, 젊

우들을 활용한 디지털 교육 컨텐츠가 차별성을 가집니다. 미국, 영국, 호주 등 영어권 국

은 세대들의 새로운 만남을 연결해주는 트렌드로 자리잡아가고 있습니다. 2014년 5월에

가에서 현지 촬영한 현장감 있는 컨텐츠를 제공합니다. 온라인 및 스마트 기기를 활용

런칭하여, 높은 성장률과 활성 사용자 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 기획력 있는 프로그램으로 소비자층 확장을 통한 빠른 성장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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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명

회사명

엔진

투자분야 ICT 서비스

투자분야 게임

대표이사 정인모

대표이사 남궁훈
설립일

2013.08.22

아이엠컴퍼니

설립일
투자일

2015.10.05

2012.07.27

투자일

2015.10.07

사업분야 아이엠스쿨 app

사업분야 게임 퍼블리싱

홈페이지 http://www.iamcompany.net/

회사소개	엔진은 ‘한게임’ 창업멤버인 남궁훈 대표를 주축으로 모바일/온라인 게임을 성공적으로

회사소개	동사는 ‘아이엠스쿨’이라는 모바일 학교 알림장 서비스를 통해 자녀가 다니고 있는 학교

소식과 학원 소식을 학부모에게 실시간으로 전달 해 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서비스했던 인력들이 모여 모바일 퍼블리싱 플랫폼을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남궁훈 대

기존 학교/학원과 학부모 사이에 종이로 이루어지던 커뮤니케이션을 모바일로 구현하

표는 ‘한게임’창업 이후, 한국 온라인 게임 산업의 성장을 견인하였고, 이후 CJ인터넷 대

면서 학부모가 편리하고 빠짐없이 학교 소식을 알 수 있게 구현했습니다. 현재 전국

표, 위메이드 엔터테인먼트 대표를 지내며, 온라인 및 모바일 게임 산업에서 시장변화에

10,000여개의 초, 중, 고등학교에 대해 서비스를 하고 있으며(약 90% 수준) 특별한 홍보/

맞추어 여러 게임들을 성공적으로 서비스한 경험을 가진 경영자입니다. 엔진은 남궁훈

마케팅 없이 입소문으로 100만건 이상의 다운로드를 기록해 학부모들 사이에서 관심이

대표와 NHN, CJ, 위메이드 등에서 손발을 맞춰온 멤버들을 주축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높은 상황입니다. 금번 투자 유치를 통해 본 서비스에 대해 적극적으로 알릴 예정이며,

2015년 8월 케이벤처그룹의 투자를 받으며 카카오플랫폼과 긴밀한 협업이 가능해졌고,

추가로 교육과 관련된 다양한 컨텐츠를 제공함으로써 국내 1위의 모바일 교육 미디어가

파티게임즈 및 네시삼십삼분과 마케팅 운영의 협력을 가져가며 미드코어/캐쥬얼 모바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일 게임 개발사들에게 최고의 파트너십을 제공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모바일 게임 시장
의 빠른 성장과 퍼블리싱과 게임 플랫폼 시장 변화의 시기 속에서 엔진은 퍼블리싱 사
업 모델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며 메이저 퍼블리셔로 성장해 나아갈 것입니다.

회사명

지피씨알

투자분야 바이오/의료
대표이사 신동승
설립일

2013.11.06

투자일

2015.10.07

사업분야 GPCR Dimer를 활용한 신약재창출 L/O 사업(간접적 CXCR4 억제제)
회사소개	동사는 지난 7년여 동안 서울대와 연구해 온 GPCR Dimer 발굴연구의 결과물을 사업

화하여, 부작용이 적은 맞춤형 항암제를 개발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암에서 과발현되
어 온 GPCR을 직접 타겟으로 개발되어왔던 항암제들은 치명적 부작용으로 상용화되
지 못했으나, 동사에서 개발하는 신규약물표적(GPCR-heterodimer) 타겟의 항암제는
간접 억제제로 신호전달 조절을 통해, 부작용 없이 암 치료의 새로운 길을 열 수 있을 것
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금번 투자 유치를 통해 전임상 및 임상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
을 것으로 예상되며, 2017년 임상2상 승인을 목표로 개발 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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