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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B프라이빗에쿼티 설립

LB인베스트먼트의 PE부문을 분사하여 삼성동 트레이트타워 44층에 새로운 터를 마련한 LB프라이빗에쿼티 (운용펀드
규모 2,920억원, 이하 LB PE)는 지난 11월 30일 현판식 행사를 진행하며 성공적인 앞날을 위한 힘찬 발걸음을 시작했다.
행사에 앞서, LB프라이빗에쿼티의 남동규 대표가 구자두 회장 이하 경영진들을 모시고 회사 현황과 중장기 계획을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이후 테이프 커팅식과 제막 행사를 진행하였다.
LB인베스트먼트 내의 VC부문과 PE부문은 서로 간의 시너지(Deal sourcing 연계, 투자대상 업계 reference 체크 등)
에도 불구하고 한 하우스 내에 있다는 이유로 펀딩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러한 단일 하우스 내 PE/VC 두 부문의
분리 독립은 IMM, 스톤브릿지캐피탈에 이어 최근에는 STIC, 네오플럭스 등에서도 활발히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분사 이전, LB인베스트먼트는 2011년 결성한 PEF 1호 펀드 (1,500억 규모로 NH투자증권과 Co-GP)를 시작으로 PEF
업무를 시작했다. 2013년에 NH투자증권에서 PE본부장 등을 역임한 남동규 대표와 전필규 상무 등을 영입하며 현재의
조직 구조를 갖추었으며, 2017년 PEF 2호 (1,210억원) 결성을 전후로 주니어 인력과 관리팀 인력을 충원하며 분사를 위한
인력 구성작업을 완료하였다. 두번째 블라인드 펀드인 PEF 2호는 Secondary Buyout을 주요 전략으로 하는 펀드로 다른
PEF 운용사들의 포트폴리오 가운데 해당 회사 자체는 추가적인 성장 여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운용사 이슈(펀드 만기 등)
로 인해 지분을 매각하게 되는 투자 건에 집중하고 있다. PEF 2호는 현재까지 빅히트엔터테인먼트(방탄소년단 소속사),
에코프로비엠(2차전지 배터리 소재제조)에 투자 집행을 완료하였으며, 두 포트폴리오 모두 높은 성장성과 수익성을
인정받고 있어 현재 진행 중인 IPO 과정에서 높은 Valuation이 기대되고 있다.
LB프라이빗에쿼티는 올해 내로 1호 펀드 Exit와 2호 펀드 소진 후, 2019년 상반기에는 PEF 3호 설립을 계획하고 있다.
이와 같은 추세라면, LB프라이빗에쿼티의 중장기 계획인 ‘2021년 누적 AUM 1조를 달성’도 머지않을 것으로 보인다.

LBI News
◦ BDI의 코스닥 이전 상장, 펄어비스 멀티플 15배 수익 ‘잭팟’
지난 11월 9일, 국내 주식 시장은 친환경 발전플랜트 전문 기업인 BDI의 코스닥 상장에 주목했다. 이는 2017년 1월
코넥스 시장에 상장된 지 약 10개월 만에 이루어진 결과로써, 그 동안 탄탄한 기술력으로 꾸준히 성장해왔던 것이 크게
기여하였다. 1992년에 설립된 BDI는 현재 미세먼지를 거르는 탈황설비와 전기집진기, 석탄 취급 설비, 회처리·회정제 설비
생산을 주요 사업으로 하며, 업계 최초로 석탄 화력발전 보조기기(BOP) 라인업을 구성했을 뿐만 아니라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회처리·회정제 설비 부문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LB인베스트먼트는 대규모 다중 접속 온라인 역할 게임(MMORPG) ‘검은사막’을 개발한 펄어비스 투자로 잭팟을
터트리기도 했다. 펄어비스가 발행한 전환상환우선주(RCPS)에 투자한 지 3년 만에 멀티플(원금대비 회수금액) 15.62
배를 달성한 것이다. LB인베스트먼트는 2014년 KoFC-LB파이오니어 챔프 2011-4호와 미래창조 LB 선도기업 투자펀드
20호를 통해 50억을 투자했으며, 총 781억 원을 회수하였다.
펄어비스는 지난 2010년 설립되어 약 4년간의 개발 끝에 2014년 온라인게임 ‘검은사막’을 첫 서비스하였으며, 국내뿐만
아니라 일본, 러시아, 북미, 유럽, 대만, 남미 등 100여 개 국가에도 진출하였다. 최근 국내 공개 테스트(OPT)에서 150만 명
유저의 회원가입과 최고 동시 접속자 10만 명의 기록을 이루어내기도 하였다.

◦ e-신산업 LB 1호 펀드, LB기술금융펀드 1호 결성
LB인베스트먼트가 2017년 10월과 12월에 각각 “e-신산업 LB 1호 펀드(에너지 펀드)”와 ”LB기술금융펀드 1호(이하
TCB펀드)”를 결성했다.
지난 10월 30일 결성 총회를 개최한 에너지 펀드는 총 335억 원의 투자 조합으로, 에너지 산업분야의 유망 벤처 기업들을
투자할 예정이다. 조합 만기는 10년, 투자 기간은 4년이며, 대표펀드매니저는 박정근 이사가 맡는다. 12월 15일 결성된
TCB펀드는 540억 원의 규모로, 4차 산업으로의 대응을 위한 혁신 벤처 기업의 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투자 조합이다. 전체
운용기간은 8년, 투자 기간은 4년이며, 대표펀드매니저는 박중건 상무이다.
이번에 새로이 결성된 두 펀드에 LB인베스트먼트의 좋은 성과를 기대해 본다.

◦ 2017 실적보고 및 전략회의
2017년 12월 26일 LB인베스트먼트는 코엑스
컨퍼런스 룸에서 연간 실적보고 및 2018년 사업
계획 수립을 위한 전략회의를 진행하였다. 중국
상해법인을 비롯한 전 임직원은 지난 한 해의
성과를 돌아보며, 급변하는 국내외 투자 시장
속에서 내실 있는 성과를 내기 위해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상해법인의 Weizhou Zheng
이사와 Lei Bao 부장, 그리고 VC부문의 백수진
대리가 발표한 중국과 미국의 투자 시장 트렌드 및
향후 경제 전망은 앞으로의 LB 모습에 구체적인
방향성을 제시해주었다.
2018년에는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 속에서 더욱 능동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LB인베스트먼트가 되기를 희망하며 파이팅으로
회의를 마쳤다.

2017 올 해의 Deal, 올 해의 LB人賞

△ 왼쪽부터 VC부문 올 해의 Deal ‘91Health’, PE부문 올 해의 Deal ’빅히트엔터테인먼트’, 올 해의 LB人賞 정형록 차장

2017년 12월 26일 LB인베스트먼트 송년회에서는 한 해의 성과를 격려하는 올 해의 Deal과 LB人賞 시상을 진행하였다.
2017년 가장 의미 있는 Deal에 수여하는 올 해의 딜(Deal of the year) 시상에서는, VC부문에서 중국의 의료 환경을
개선하여 2017 36th annual top100에도 이름을 올렸던 ‘91 Health(만성병 관리 플랫폼, 당뇨병 관련 환자와 의사를
연결해주며 의사와 환자간의 커뮤니티 제공)’ 건이 선정되었다. PE부문에서는 방탄소년단(BTS)의 확장 가능성에 투자했던
‘빅히트엔터테인먼트(작곡가이자 음악 프로듀서인 방시혁 대표가 설립한 연예 기획사, 방탄소년단 소속)’ 건이 수상하였다.
올 해의 LB人賞은 왕성한 열정과 노력으로 투자 Deal을 이끌어냈던 정형록 차장이 영예의 주인공이 되었다.

LBI Activity
◦ 한사랑장애영아원 봉사활동
2017년 10월 27일, LB인베스트먼트 전 임직원은 경기도 광주에 위치한
한사랑장애영아원(이하 한사랑)을 찾아 뜻깊은 봉사의 시간을 가졌다.
한사랑은 초록우산 어린이 재단에서 운영하는 장애영유아 시설로,
아이들이 세상과 소통하며 성장할 수 있는 안정된 주거 공간과 의료, 통합
교육 등을 제공하고 있다.
지난 2014년부터 4년 째 한사랑에서 아이들과 만났던 LB이지만 올
해는 조금 더 특별한 시간을 보냈다. 대부분 영아원 내부에서 생활해야만
하는 아이들이 경험하기 어려운 시장놀이를 진행한 것이다. 두 팀으로
나뉘어 한 팀은 시장놀이를 위한 상점의 준비를, 다른 한 팀은 아이들과 짝을 이루어 직접적으로 소통하는 시간을
보냈다. 시장놀이에서는 LB직원들이 정성껏 준비한 김밥, 와플, 달고나, 샌드위치 등을 아이들이 가상화폐로 직접
구매하며, 조금이나마 경제관념을 익힐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길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봉사를 마친 후 한사랑의 아이들이 보다 더 나은 환경에서, 더 건강하게 그리고 더 밝게
자라날 수 있기를 희망하며 준비했던 후원금을 전달하는 것으로 봉사 활동을 마무리 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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