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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B News
LB인베스트먼트 하반기 전략회의
2016년 12월 26일 LB인베스트먼트는 코엑스 컨퍼런스 룸에
서 2016년 업적 보고 및 2017년 사업계획을 위한 전략회의
를 진행했다.
중국 상해 법인의 Weizhou Zheng 이사와 Lei Bao 부장
은 각각 2017년 중국 투자 시장 트렌드와 중국 경제 전망에
대한 발표를 진행했다. 중국에서 직접 뛰는 그들에게서 들
을 수 있어 더욱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또한 LB인베스트먼트는 매년 한 해의 성과를 격려하는 내
부 시상을 한다. 회사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큰 직원에게는 LB人賞을, 당해년도 투자 및 회수 Deal 중 의미가 가장 큰
Deal에는 올해의 Deal賞을, 그리고 회사 신수종사업 등 혁신적 발전에 기여한 직원에게는 LB Innovation賞을 수여한
다. 2016년 영예의 LB人賞은 20주년 기념행사와 Vision 2020 TFT를 성공적으로 이끈 정민식 부장에게, 올해의 Deal VC
부문에는 빅히트엔터테인먼트(박기호 VC부문대표, 채두석 상무, 정형록 차장), PE부문에는 산동일품당(전필규 상무, 김
지홍 차장)이 선정되었다.
특히 LB인베스트먼트 VC부문은 기존 벤처1,2,3 그룹을 POOL제로 변경하며 2017년을 시작하게 되었다. 바이오/헬스케
어/모바일/콘텐츠/소비재유통 등의 5개 전문 분야 섹터(Sector)로 개편해 전문성을 강화키로 했다. 박기호 VC부문 대표
는 딜 중심으로 조직을 개편해 투자의 선택과 집중을 강화하고, 심사역의 전문성을 높이고, 또한 시니어 심사역과 주니
어 심사역을 해당 섹터에 고르게 배분해 조직문화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다가오는 2017년에는 투자환경이 다소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되지만 어려움 속에서 더 발전 된 LB인베스트먼트가 되기를
바라며 전 임직원이 파이팅을 외치며 회의를 마쳤다.

올해의 Deal
VC부문 - 빅히트엔터테인먼트
2012년 8월과 2016년 5월 두 차례에 걸쳐 투자하였으며, 특히 지난 2016년 5월 추가 투자 시에
는 중국 레전드캐피탈(Legend Capital)과의 동반투자가 이루어졌다.
빅히트엔터테인먼트는 작곡가이자 음악 프로듀서인 방시혁 대표가 2005년 설립한 연예 기획
사로 방탄소년단, ‘2AM’ 출신 이창민, ‘에이트’ 출신 이현 등이 소속돼있다. 특히 방탄소년단
은 지난 12월 ‘제26회 하이원 서울가요대상’에서 본상, 댄스퍼포먼스상, 뮤직비디오상과 더불
어 최고앨범상을 수상해 4관왕에 오르며 지난해 활약상을 입증하기도 했다.

PE부문 - 산동일품당
2016년 7월 투자한 산동일품당은 2010년 설립, 설립과 동시에 인수한 Yizhibi(一枝笔)라는 브
랜드로 배 주스를 포함한 과일주스 및 에너지 드링크, 차 등을 생산하고 있다. 최근 중국 내
대기오염 심화 및 소득증가에 따라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면서, 기관지 등에 좋다고 알
려진 배를 원료로 한 당사의 배 음료 또한 지속적으로 판매량이 성장 중이다. 산동성 내 지역
회사에서 전국적인 공급체인을 갖춘 종합 음료 회사로 성장을 꾀하고 있으며, 동시에 2017년
초 홍콩 증시 상장을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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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트파이브
게임
정순렬
2014-12-11
2016-10-10
모바일게임
www.act5.co.kr

Homi
ICT 서비스
Junlei
2015-06-15
2016-10-07
IoT Smart home을 위한 모듈 및 자사의 제품
www.myroome.com

액트파이브는 국내 및 중국 최고 인기 온라인 게임으로 연매출
6,000억 이상을 기록하고 있는 네오플(넥슨 자회사) 던전앤파이
터의 총괄 PD 및 실장을 비롯하여 기획, 캐릭터, 스킬, 밸런스,
아트, 서버 등을 담당한 주요 개발진과 Business Model, 운영,
QA, 해외사업 등 핵심 사업 멤버로 구성된 모바일 게임 개발 전
문회사입니다. 동사는 국내뿐만 아니라 중국 내에서도 지명도가
높은 컨텐츠인 열혈강호를 원작으로 모바일게임 (가칭 열혈강호
M)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열혈강호M은 횡스크롤 방식의 액션게
임으로 기존의 타 게임과 차별화되는 타격감, 콤보, 이펙트, 밸런
스와 재미를 제공할 계획이며, 2017년 넥슨을 통해서 국내 서비
스하는 것을 시작으로 중국 및 글로벌에 출시할 계획입니다.

Homi는 중국 베이징에 본사를 둔 회사로, 자사 제품을 위한 브랜
드, Roome를 통해 스마트 스탠드, 스마트 스위치 등을 개발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 동사의 핵심은 ‘스스로 판단’하여 작동하고 ‘스
스로 학습’하는 기능이 있는 데에 있습니다. 또한 동사는 Smart
Function을 가능하게 하는 모듈을 중소 가전업체에 제공하고 있
습니다. 중소 가전업체는 동사의 모듈을 사용하여, 모듈에 내장된
센서와 그 센서 응답을 바탕으로 하는 스마트 알고리즘과 모바일
앱을 통해 모니터링, 동작 제어가 가능합니다. 중국 정부의 정통
제조업, IT 산업의 부흥을 위한 “인터넷 플러스” 및 소비 장려를 위
한 “Consumer Upgrade”분야에 속하는 시장으로, 향후 시장의
성장이 매우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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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chu

회사명

더파머스

유통/서비스

투자분야

유통/서비스

Liu Zhi

대표이사

김슬아

2014-12-16

설립일

2014-12-31

투자일

2016-11-28

사업분야

신선식품/가공식품 온라인 유통

홈페이지

http://www.kurly.com

2016-12-08

사업분야

신선제품 (육류, 해산물 및 채소 류) / Ready to
Cook (바로 조리 가능 음식 류)

홈페이지

http://wochu.cn

Wochu는 중국내 신선제품(육류, 해산물, 채소 등) 및 Ready to
Cook(바로 조리가 가능한 음식류)를 제공하는 모바일 커머스 서
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특히 Ready to Cook 제품은 조리
직전 단계의 식자재로서, 사용자가 이미 다듬어진 식재료와 양념
류료 단순 조리를 통해 손쉽게 요리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
다. 200여가지의 각기 다른 음식을 보유하고 있으며, 다양한 전통
음식 또한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일 오후 12시 이전 구매한
제품에 대해서는 당일 배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의 식
재료 안전 및 신선도가 삶의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는 상황에서 동
사의 비즈니스는 시간 절약과 음식의 안전성을 보장한 형태로 새
로운 라이프 스타일의 제시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 됩니다.

더파머스는 고객이 온라인에서 신선식품과 가공식품을 전날 밤
11시까지주문하면 다음날 아침 7시까지 배송하는 서비스를 ‘마켓
컬리’라는 브랜드로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MD가 엄선한 최상급
품질의 상품과 자체적으로 구축한 ‘샛별배송’ 시스템을 차별화 포
인트로, 설립 1년 6개월만에 빠르게 성장하였습니다. 소위 강남
주부들이 선호하는 서비스로 입소문이 나면서 프리미엄 브랜드
이미지를 공고하게 만들었으며, 이를 토대로 백화점급 프리미엄
상품 소비자 영역에서 유기농, 친환경 소비자 영역으로 카테고리
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식품 유통 산업은 최근 연 30% 이
상 성장하는 고성장 산업으로 1인, 2인 가구 증가로 인해 온라인
에서의 식료품 구매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금
번 투자를 기반으로 동사는 더욱 빠르게 성장하여 Top Tier로서
산업을 이끌어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회사명
투자분야
대표이사
설립일
투자일
사업분야
홈페이지

회사명
투자분야
대표이사
설립일
투자일
사업분야
홈페이지

이엔캐스트
영상/공연/음반
허윤무
2015-09-01
2016-12-26
예능 방송 콘텐츠

주식회사 이엔캐스트는 SBS 예능 및 교양 PD 출신인 허윤무 국
장이 창업한 예능, 방송 콘텐츠 기업으로, 국내 정상급 예능 PD
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동사는 국내의 우수한 예능 컨텐츠 제작
능력을 바탕으로 예능 콘텐츠를 기획, 제작하여 국내 방송채널
및 모바일 플랫폿 등에 콘텐츠를 유통할 계획이며, 또한 한류의
인기가 높은 해외 국가의 방송 플랫폼에도 동사의 컨텐츠를 유통
할 계획입니다. 동사는 첫 번째 예능 콘텐츠로 “팬심공략 아이돌
TV”을 기획, 제작한 바 있으며, 국내의 피키캐스트와 중국의 YYT
플랫폼에 유통하여, 1,000만뷰와 2,000만뷰를 기록하였습니다. 동
사는 2017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예능 방송 컨텐츠 제작에 들어갈
예정이며, 국내 방송 채널뿐만 아니라, 해외의 모바일 플랫폼 등
과 컨텐츠 유통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동사는
이러한 예능 컨텐츠의 IP화하여 미디어 커머스와 연계된 사업을
추가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향후 동사는 아시아 정상급의 예
능 컨텐츠 기획, 제작 전문 기업으로 성장할 계획입니다.

프로탄바이오
바이오/의료
조제열
2007-03-16
2016-12-15
폐암 조기 진단 바이오 마커 및 키트 개발
http://www.protanbio.com

2007년 설립된 프로탄바이오는 서울대학교내 위치한 벤처회사로
서 폐암 조기진단키트와 바이오마커(bio-marker)를 개발하는 업
체입니다. 프로테오믹스(proteomics) 기반 단백질 마커 발굴 전
문성을 바탕으로 혈액을 통한 새로운 폐암 진단 마커 발굴을 위
해 다년간 연구를 진행해 왔습니다. 국내외 허가 진행과 제품 파
이프라인 강화에 주력하고 있으며 중동·남미 등 적극적인 해외
진출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2개 폐암 진단 마커들에 대해 신
속진단(POCT)이 가능한 급속키트 제품 개발을 마친 상태로, 저
선량CT(LDCT) 검사와 함께 쓰여 조기발견이 어려운 폐암 진단을
보완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습니다.

New face

VC부문

손우성 차장

PE부문

서울대학교 환경재료과학을 전공한 손우성 차장은 2011년 NHN(現,네이버)에 입사하여 약 5년간 이커머스본
부, 후스콜사업부, 스노우사업부에서 서비스 기획, 마케팅, 사업개발 등 인터넷/모바일 서비스에 대한 다양한
경험을 하였다. 이커머스본부에서는 쇼핑키워드 검색 서비스 기획 및 운영을 담당하였으며, 후스콜사업부와
스노우사업부에서는 Mobile APP 서비스의 글로벌 마케팅과 사업개발을 담당하였다. 특히, 국내뿐 아닌 동남
아와 남미시장의 마케팅 기획 및 실행에 주력하였다. 이후, KAIST 경영대학원에서 MBA 과정을 마쳤으며,
Business Analytics 집중트랙을 이수하였다. 대학원 과정 중 ‘IoT기반 초연결사회의 미래 비전을 위한 연구’의
RA 활동도 하였다. 손우성 차장은 “다양한 인터넷/모바일 서비스의 경험과 대학원에서 쌓은 지식으로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 역시 성장하는 시장과 기술을 찾고 Value-Add 하는 기업을 찾아 투자하는 LB인베스트먼트
에 기여하고 싶다.” 는 포부를 밝혔다.

서울대학교에서 산업공학을 전공한 서동철 과장은 한국공인회계사로 2013년 삼정KPMG에 입사하여, 제조업
감사본부를 거쳐 Deal Advisory본부에서 4년간 근무하였다. Deal Advisory 본부에서는 휴비스의 한국정수
공업 인수자문, 휴비스의 삼양사 산업자재사업부 인수자문, 한앤컴퍼니의 쌍용양회 인수자문, JKL파트너스
의 위드이노베이션(여기어때) 투자자문, 코오롱글로텍와 코오롱인베스트먼트의 데크컴퍼지트 인수목적 가치
평가 등 다수 국내 대기업과 PEF의 기업 인수/매각자문, 가치평가 업무를 수행하였다. 서동철 과장은 "회계법
인에서 수행한 다수의 M&A 자문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PEF들과 차별화된 투자를 통해 LB인베스트먼트가
국내 선두 PEF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신입사원으로서의 포부를 밝혔다.

서동철 과장

PE부문

박정환 과장

서울대학교에서 경제학을 전공한 박정환 과장은 2013년 삼성증권 리서치센터에서의 하계 인턴을 시작으로 호
주 계 인프라투자회사 (Hastings Infra)에서 인턴 생활을 거친 후 삼성증권 리서치센터에 입사하였다. 약 3년
동안 Research Associate로 근무한 그는 교내에서 투자 동아리 활동을 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정유/화학섹
터, 은행섹터 애널리스트들과 함께 일하며 Equity research 보고서 발간에 필요한 자료 조사 업무를 담당하
였다. 중학교 때까지 경상남도 대표 육상선수 (주종목 800m)로 활동한 특이한 경력을 지닌 박정환 과장은 PE
본부에 입사하게 되는 포부를 밝히는 자리에서 “리서치센터에서 축적한 투자에 대한 기본 지식들과 남들에
비해 뛰어난 끈기와 체력을 바탕으로 LB가 Local best를 넘어 아시아에서도 주목 받는 회사로 커나가는데 일
조하고 싶다” 고 하며 본부 막내로서의 당찬 포부를 밝혔다.

연세대학교 불어불문학을 주전공으로, 경영학을 부전공으로 이수한 이수정 대리는 2012년부터 약 5년간 삼성
물산 건설부문에서 근무했다. 평택 내 건설 현장 관리팀으로 1년 간 현장 경험을 한 후, 본사 재경팀 자금그룹
에서 4년 간 근무하며 PF, EPC 프로젝트의 입찰 시 재무리스크 검토 및 투자 심의 업무를 주로 수행하였고, 그
밖의 자금수지 관리 및 대금 집행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이수정 대리는 “LB의 성장의 밑거름이 되는 인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필요한 곳에 쓰임을 받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사 포부를 밝혔다.

경영기획부문

이수정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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