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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B News
“펄어비스 상장, 글로벌텍스프리, 비디아이, 빅히트엔터테인먼트…… 줄줄이 수익 기대”
최근 대규모 다중 접속 온라인 역할 게임(MMORPG) ‘검은사막’을 개발한 펄어비스가 지난 9월 14일 코스닥 시장 상장 첫
날 시가총액 상위 20위권에 진입하면서 LB인베스트먼트가 또 한번 투자수익을 높였다. 전 세계 100여개 국가에서 서비스
중인 검은사막은 가입자 수가 이미 누적 735만명을 넘어섰고, 게임을 출시한 뒤로 총 판매액은 3400억원을 돌파했다.
LB인베스트먼트는 2014년 이 회사에 50억원을 투자하였으며 현재 16배로 회수 완료되었다. 펄어비스는 지난 3월 세계 최
대 규모 게임시장인 중국에 진출하면서 중국에서의 성과도 낙관적인 전망이다.
또한 외국인의 세금 환급 서비스를 처리하는 글로벌텍스프리(GTF)가 지난 9월 19일 기존에 상장돼있던 유안타제1호스팩
과 합병 후 코스닥 시장에 입성하면서 LB의 회수전략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LB인베스트먼트는 지난 2015년 2월
운용중인 ‘미래창조LB선도기업투자펀드20호’를 통해 GTF의 전환상환우선주(RCPS) 70억 원 어치를 인수한 바 있다. 무상
증자 이후 보통주 전환에 나선 LBI는 GTF의 보통주 44만 6700주를 보유해 왔다.
GTF는 이미 일본과 싱가포르 등 해외 택스리펀드 시장에서 성공을 거두며 해외 시장에서의 남다른 경쟁력을 보이고 있
다. 상장과 함께 유럽시장 진출이 본격화될 경우 현지 시장 내 빠른 연착륙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매출과 순이익
은 각각 408억원과 47억원이었다.
1992년 설립된 비디아이(BDI)는 화력발전소 환경설비 전문기업으로 석탄화력발전 보조기기 설비전반의 제품을 갖추고 있
다. LB인베스트먼트는 2014년 75억 원을 투자해 23.08%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 비디아이가 이번에 공모하는 주식수는 총
135만주이며, 총 135억원 모집을 위해 528만 500주를 상장한다. 11월 9일 코스닥시장에 입성할 예정으로 LB인베스트먼트
역시 투자금을 안정적으로 회수할 수 있을 전망이다.
그 밖에 LBI는 내년 상장 가능성이 꾸준히 언급되고 있는 방탄소년단의 기획사 빅히트엔터테인먼트에 투자한 바 있으며 5배
이상의 수익을 노리고 있다. 앞으로도 끊임 없이 국내 벤처와 VC 시장에서 활발한 투자를 이뤄낼 LBI의 행보가 기대된다.

“LB프라이빗에쿼티, 독립법인으로 분사”
LB인베스트먼트 PE부문은 회사 내 VC부문과 분리되어, LB프라이빗에쿼티 (대표: 구본천)를 설립하기로 결정하였다. 분
사는 자산양수도 방식을 택하게 될 예정이며 현재 분사를 위한 내부 절차를 진행 중이다.
신규 사무실은 삼성동 트레이드타워 44층에 마련될 예정이며, 분사 절차는 이사회 결의, GP 변경 관련 LP 동의안 수령
등의 과정을 거친 후, 11월 중순 경 최종 완료될 전망이다.
기존 LB인베스트먼트 VC 부문과 PE 부문은 같은 회사 안에서 누리던 양 부문간의 시너지에도 불구하고 각 부문간 최
적의 조직문화 정착 및 각 부문의 효과적인 펀딩 활동을 위해 이와 같은 결정을 내리게 되었다.
현재 PE부문의 운용펀드 규모는 2,920억원으로, PEF 1호 펀드 (1,500억)와 프로젝트 펀드 (210억)에 대한 투자를 끝냈으
며, 현재는 지난 7월 결성된 PEF 2호 펀드 (1,210억) 투자에 집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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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박재홍
2013.05.24
2017.09.15
화장품 개발 및 국내외 판매
www.duftndoft.com

동사는 국내 화장품 브랜드 최초의 향기 코스메틱 회사로, 동사
에서 자체 개발한 총 12가지의 향기를 바탕으로 핸드크림, 바디크
림, 핸드솝, 바디미스트, 바디워시, 입욕제, 스크럽, 샴푸, 립케어
등 다양한 제품군을 출시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지속적인 향기 개
발을 통해 라인업을 확대 중에 있습니다. 동사가 타겟하는 시장은
백화점, 면세점과 같은 고가화장품 시장이 아니라, 중간 가격대의
시세이도, 니베아, 록시땅, 바디샵과 같은 H&B, 드럭스토어, 대형
마트형 화장품 브랜드로 포니셔닝하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트코,
이마크, 올리브영 등 다양하고 안정적인 유통채널 계약을 바탕으
로, 글로벌 Maas Market 형 화장품회사로 성장중이며, 2017년 미
국 드럭스토어 매장 진입계약이 완료되어, 제품 생산을 위한 자금
으로 LB인베스트먼트에서 투자를 진행하였습니다.
동사는 뛰어난 제품개발력과 더불어, 박재홍 대표이사의 Mass
브랜드에 대한 감각과 성공경험이 강점입니다. 앞으로 글로벌 브
랜드로의 성장이 기대됩니다.

회사명

Big Toys Limited

투자분야

서비스

대표이사

Li Yanzhu

설립일

2014.08

투자일

2017.08

사업분야

신차 B2B 매매 플랫폼

홈페이지

https://b.maihaoche.com/

헬스케어
Kuang Ming
2015.08.24
2017.09
당뇨병 관리 플랫폼
http://www.91jkys.com/

동사는 1억명이 넘는 당뇨환자들을 대상으로 더 나은 의료환경
을 제공해주는 것을 사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환자들간 커뮤니티
에서 식습관, 생활습관 등 정보를 교류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
하고, 나아가 의사들이 전문지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환자들도 이곳으로 유치하여 인공지능 채팅 플랫폼을 이용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혈당 측정기와 약품, 보험 등을 전자상거래로
판매하는 등 당뇨환자들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원스탑으로
해결해주고 있습니다. 경영진은 J&J, 알리바바 등 일류의 헬스케
어 회사와 인터넷 기업 및 병원에서 10년 이상의 경험을 보유한
베테랑들입니다. 회사의 안정적인 세일즈 네트워크와 병원과의
제휴 모델로 쉽게 갑상선염, 고혈압 등 다른 만성 질병 업무를 확
장해 나갈수 있습니다. 2017년 9월 기준 사용자 수는 700만명, 활
성 사용자 수는 300만명에 근접하며 월간 매출액은 상승세를 유
지하여 2017년 9월에는 1500만 위안을 초과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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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신차 B2B 매매 플랫폼으로 거대한 판매량을 차지하는 중
국 소형 자동차 거래업체를 상대로 물류와 창고 서비스,금융 서비
스를 통합한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16년 중국 신차
시장 규모는 RMB 5.6 조 위안(USD 8000억 )에 달하였습니다. 그
중 2선도시 - 4선도시의 신차 판매는 전체 신차 판매량의 50%를
차지하고 이 부분은 주로 소형 자동차 거래업체들이 주도하고 있
으며 앞으로도 고성장이 기대되는 시장입니다. 당사의 주요 매출
은 거래 수수료와 금융 서비스 이자수입입니다.

91 health Group Ltd.

아이빔테크놀로지㈜
바이오, 연구장비
김인선
2017.06.23
2017.09.27
생체현미경(IVM) 개발 및 판매
-

동사는 생체내 현미경 세포이미징 기술(Intra Vital Microscopy;
IVM)을 보유한 업체로, 세계 최초로 일체형(All-in-one) 패키지
시스템으로 구성된 장비를 개발하였습니다. IVM은 세포 내에서
일어 나는 과정에 대한 이해를 시각적으로 도우며, 약물 등이 생
체에 미치는 특정한 영향을 실시간으로 정의 내릴 수 있게 도와
줍니다. 신약 개발 등 연구자들로 하여금 생체 외에서 수집한 데이
터를 실제 생체내 환경(In-Vivo)에서 세포 레벨에서 검증할 수 있
도록 해주며, 전통적인 조직 분석으로는 불가능한 관찰 및 분석
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New face

VC부문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서 기계공학을 전공한 김성현 차장은 2011년 SK텔레콤에 입사하여 3년 6개월간 기
술전략팀에서 Tech. foresight, SK Hynix 투자 기술 타당성 검토를 수행하였고, IT기술원에서 모바일 보안 솔
루션 B2B사업 프로젝트 매니저 업무를 수행하였다. 이후 2014년 웨어러블 디바이스 스타트업인 직토(zikto)를
공동창업하여 CTO로서 피트니스 트래커 설계, 양산 관리 및 모션 분석 알고리즘 개발을 담당하였다. 2017년
에는 Science/Healthcare분야에서 Forbes의 아시아 30세 이하 30인에 선정되기도 한 김성현 차장은 “창업
경험을 바탕으로 실제 투자사들에게 도움이 되고 동반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투자자가 되어 LB인베스트먼트
에 기여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성현 차장
최재훈 차장은 포항공대 신소재공학을 전공한 이후 2012년부터 한국투자증권 리서치센터에서 애널리스트로
근무하였다. 전기전자, 통신서비스 섹터에서 RA로 근무했으며 헬스케어 섹터 애널리스트로 산업과 기업분석
업무를 담당하였다. 국내와 해외 기관투자자들을 대상으로 보고서를 작성해 배포하고 요청자료 대응, 컨퍼런
스 및 해외 NDR 등을 수행하였다. 최재훈 차장은 “기술 사업화에 대한 열정을 갖고 LB의 브랜드와 결합해 시
장을 선도하는 기업을 발굴해 LB를 더 LB다운 회사로 만들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

VC부문

최재훈 차장

PE부문-신설
이윤미 실장

연세대학교 경영학과를 전공한 이윤미 실장은 한국공인회계사로 2004년 삼일회계법인에 입사하여, FS2본부
를 거쳐 금융세무본부에서 8년을 근무하였고, 이후 안진회계법인 BT본부에서 1년간 근무하였다. 그리고 2013
년에 하나금융투자 PE사업단에 입사하여 PE부서 관리업무를 전담하였다. 회계법인 재직시 VIG, IMM 등
의 tax manager로서 PEF-SPC의 실무(tax compliance) 및 세무자문(structuring advice)을 다양하게 수행
하였고, 이 밖에 자산운용사(피델리티자산운용, 슈로더자산운용, 블랙록자산운용 등) 세무조사를 대응하였으
며, 지주사(미디어윌홀딩스, 싸이칸홀딩스 등) 세무진단업무를 수행하였다. 이윤미 실장은 “금융기관계 PEF
운용사에서의 관리 경험 등을 바탕으로 LB프라이빗에쿼티가 LB인베스트먼트로부터 분사된 이후에도 안정
적, 효과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 는 포부를 밝혔다.

성신여자대학교에서 사학과 문화 내러티브학을 전공한 이지현 사원은 2014년 비영리단체인 이주여성자조단
체 톡투미의 사무국 인턴으로 근무하여 다문화 인식 개선과 관련된 사업의 관리와 뉴스레터 제작 등의 업무
를 수행하였다. 그 후 2016년 김&장 법률사무소 특허관리부에 입사하였으며, 해외 특허 접수 건에 대
한 E-Filing 및 기타 업무 지원을 담당하였다. 사람을 만나고 함께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하는 이지현 사원은 “
오랜 시간 역사를 배우며 많은 사람들을 간접적으로 경험하고 이해할 수 있었던 만큼, LB에서도 모든 분들과
즐거이 소통하며 밝게 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경영기획부문
이지현 사원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512 신안빌딩 13층
TEL 02.3467.0500 FAX 02.3467.0530

www.lbinvestment.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