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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B News
LB인베스트먼트, KDB산업은행 2016년 사모펀드 위탁 운용사 선정
LB인베스트먼트는 지난 9월 KDB산업은행(이하 산업은행)이 공고한 2016년 사모펀드 위탁 운용사 선정 사업의 소형리그
에서 최종 위탁 운용사로 선정되었다.
산업은행은 올해 PE펀드 출자사업에서 운용자산을 기준으로 리그를 구분하고, 별도의 경쟁 리그를 마련했다. 정량적
기준이 유사한 투자사간 경쟁을 통해 역량있는 신생사들의 시장 진출을 도모하기 위한 결정이었다고 한다.
이번 공고사업은 LB인베스트먼트를 비롯한 총 9개사가 최종 선정되었으며, LB인베스트먼트는 LB세컨더리제1호PEF
(가칭) 조합결성을 위한 업무에 속도를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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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인즈랩
ICT 서비스
유태준
2014.01.01
2016.08.25
딥러닝 기반 Smart Assistant 솔루션
http://mindslab.ai/

스탠다임
바이오/의료
김진한
2015.05.04
2016.07.22
AI 기반 생물학 문제 해결 솔루션
www.standigm.com

마인즈랩은 딥러닝 기반 Smart Assistant 솔루션을 보유한 회사
입니다. 동사 솔루션은 다양한 분야에 적용 가능하지만 1차로 콜
센터 분야에 적용하여 좋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기존 콜센터
는 상담원이 전화나 인터넷을 통해 고객의 질문과 요청사항에
대해 모두 응대를 진행하지만, 동사 솔루션을 이용할 경우 인공
지능의 딥러닝에 기반한 인공지능 상담사가 단순한 질문이나 정
형화된 질문에 대해서는 자동으로 응대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
해 콜센터는 비용 효율화와 운영 효율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국
내외 유명 기업의 사이트에서 실전 검증을 마쳤으며 상용화 하
였습니다. 동사는 기존 전통적인 콜센터 산업에 AI를 도입하여
효율화를 추구함으로써 콜센터 산업의 패러다임을 변화 시키는
선도기업이 될 가능성이 높은 회사입니다.

스탠다임은 인공지능 기반 독립적인 신약 설계 회사로, 신약 개발
의 불확실성 때문에 접근하지 못하는 영역을 시간과 비용 효율적
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합니다. 외부 파트너들과 협력연구를 통해
발전하며, 궁극적으로 제약분야 추천물질을 L/O할 수 있는 회사
로 발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동사 경영진의 딥러닝(Deep
learning)을 이용한 생물학 문제 해결에 대한 전문성 기반으로 신
약 추천물질 발굴 디자인 설계 및 궁극적인 인사이트 도출 시스
템 구축을 지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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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파인더
ICT 제조
Ronald Ro
2013.11.01
2016.08.04
실내 공기 측정 디바이스 및 플랫폼
https://getawair.com

비트파인더는 집과 사무실, 차와 같은 실내환경과 관련된 사물인
터넷(IoT)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실내환경 중에서도 공기
에 초점을 맞춘 비트파인더의 첫 제품라인은 어웨어(Awair)입니
다. 어웨어(Awair)는 공기의 질을 모니터링하고 맞춤형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어웨어 내부에 장착된 센서가 실내 온도, 습도, 이산
화탄소, 미세 먼지, 화학물질 등을 측정하고, 사용자는 모바일 앱
을 통해 측정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기 상태를 측정하
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타 제품과 연동하여 맞춤형 환경을
디자인해 주고 사용자 개인에게 최적화된 정보와 생활습관을 제
공해줍니다. 어웨어(Awair)는 계속하여 제습, 가습, 환기, 정화 등
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더 나아가 소음, 조도 등도 조절하여 개인
에게 최적화된 환경을 디자인해주는 방향으로 진화할 것입니다.
축적된 실내환경 데이터는 개인이나 기업에게 분석리포트를 제공
함은 물론 보험, 공조/환기 시스템 등과 연동 서비스를 만드는 등
다양한 방향으로 활용될 것입니다.
비트파인더는 아이데오(IDEO), 보잉, 삼성과 시스코(Cisco) 등 글
로벌 기업 출신의 인재들이 모여 설립한 실리콘밸리 벤처기업입니
다. 세계 최고 수준의 사물인터넷(IoT) 기술력과 디자인의 우수성
을 인정 받아 설립된지 3년에 이르고 있는 지금까지 약 75억원의
펀딩을 유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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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동일품당
소비재 (F&B)
Mr. Chou Shou-Pao (周守炮)
2010.02.11
2016.07.21
배, 망고 등 과일 주스 및 에너지 드링크 제조

가우디오디오랩
ICT 서비스
오현오
2015.05.06
2016.09.26
가상현실 오디오 솔루션
http://www.gaudiolab.com/

가우디오랩은 가상현실(VR)용 오디오 솔루션을 만드는 회사입니
다. VR 오디오는 3차원의 가상 공간에 소리를 정확하게 위치시키
고 어디든 움직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기술입니다. 진정으로 몰입
감있는 VR 경험을 하기 위해서, VR 오디오는 유저가 가상 공간
에서 어디에 위치하고 있으며, 어디를 보고있는지를 실시간으로
계산하여 적합한 신호를 양쪽 귀에 전달해야 합니다. 이는 VR 경
험을 위해 필수적인 기술이지만, 기존의 입체 음향 오디오 기술은
유저가 의자에 앉아 정면만 쳐다보고 있는 시나리오만 가정하였
기 때문에 VR에 적합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유저가 정면의
전축에서 나오는 음악을 듣고 있다고 가정시, 화면이 정면에 있
고, 정면에서 소리가 나는 기존의 시나리오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만일 유저가 VR기기를 착용하고 고개를 오른쪽으로 돌리
면, 전축의 이미지는 유저의 왼쪽에 남아있는데 소리는 유저를 따
라와서 정면에서 나게 됩니다. 전축의 이미지와 소리의 위치가 맞
지 않아 몰입감이 저해되며, 이는 몰입감이 생명인 VR에 치명적
입니다. 가우디오랩은 이와 같은 문제를 소프트웨어 솔루션을 제
공하여 해결합니다. 당사는 오디오 전문가들이 주축이 되어 설립
된 회사이며, 현재 7명의 오디오 석/박사 등 전문가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적인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데, 일례로 당사
에서 개발한 기술이 퀄컴, 프랑스텔레콤, 화웨이 등을 제치고
MPEG-H 3D 오디오 바이노럴 렌더링 세계 표준 기술로 선정되기
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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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C글로벌
자동차 부품
김정렬
2016.06.24
2016.08.23
자동차용 변속기기

http://en.yizhibi.cn/comcontent_
detail/&i=2&comContentId=2.html

산동일품당은 2010년에 설립되었으며, 설립과 동시에 인수한
Yizhibi(一枝笔)라는 브랜드로 배 주스를 포함한 과일주스 및 에
너지 드링크, 차 등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Yizhibi는 처음 출시된
2000년대 초부터 산동지역 특산품인 Laiyang 배를 원료로 한 배
주스 전문 브랜드로써 자리잡아왔으며, 판빙빙(중국 여배우)을 모
델로 지금까지도 TV광고를 하는 등 적극적인 마케팅을 통해 산동
지역 내 높은 브랜드 인지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 내 대기오염 심화 및 소득증가에 따라 건강에 대한 관심
이 증대하면서, 기관지 등에 좋다고 알려진 배를 원료로 만들어진
당사의 배 음료 또한 판매량이 지속적으로 성장하였습니다. 회사
는 이제 산동성 내 지역 회사에서 전국적인 공급체인을 갖춘 종합
음료 회사로 성장을 꾀하고 있으며, 동시에 2017년 초 홍콩 증시 상
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디아이씨 글로벌은 국내 상장사 디아이씨의 중간지주회사로, 중
국 현지 법인 대일기배유한공사를 100% 소유하고 있습니다. 중국
자회사의 주요제품은 변속기용 부품 및 기어 샤프트로 북경현대
및 중국 현지 완성차 업체인 Geely에 주로 납품하고 있습니다.
Volvo의 오너이기도 한 Geely차는 최근 독자적으로 개발한 변속
기에 대일기배 부품을 채택하였으며, 북경현대차의 발빠른 7단
DCT 도입 결정 등으로 회사는 향후 몇 년간 안정적인 외형 및 이
익 성장을 거둘 것으로 기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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