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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 create future.
Our Mission:
We build startups in a sustainable way that will change human life within 10 years
10년내 인류의 삶을 바꿀 스타트업들을 지속 가능한 방법으로 만든다.

저희는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스타트업을 만들어 갑니다.
Our Mission:
10년내 인류의 삶을 바꿀 스타트업들을 지속 가능한 방법으로 만든다.

① Equity Investments

10년 내 인류의 삶을 바꿀
스타트업들을
발굴, 투자, 성장지원 한다.

② Company Building

10년 내 인류의 삶을 바꿀
비지니스 모델을 수립하고
이룰 사업체를 만든다.

그리고 독립적 + 협력 기반 방식으로 이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Our Mission:
10년내 인류의 삶을 바꿀 스타트업들을 지속 가능한 방법으로 만든다.

FP
Independent

With
Corporates

① Equity Investments

② Company Building

③ Innovation Consulting

기존 증명된 사업 유닛 + 추가 필수요소 강화로
성장 기반을 완성합니다.
① Equity Investments

② Company Building

③ Innovation Consulting

④ Human Acceleration
10년 내 인류의 삶을 바꿀 인재를 선발하고 좋은 창업가로 육성한
다

Investment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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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estment Funds / Metrics (2022년 3월 기준)
우수 기술 스타트업 투자 8년, 대표적인 초기 투자사로 자리매김 하고 있습니다
주요 투자 지표

포트폴리오사 산업 현황

185개사

21.8x

4.9조원

지분가치 상승배수(1)

전체 투자기업 가치

투자 스타트업 수

1,112억

투자 운용 규모 (AUM, 단위 : 백만원)

뉴 엔터테인먼트 펀드(2) (조성중)

1,050억
120,000

로보틱스, 자율주행, 드론

7.6%

인공지능

12.4%

헬스케어

4.9%

사물인터넷

10.8%

IT 인프라, 빅데이터

37.8%

기타
(핀테크, 에듀테크, 등)

9.7%

푸드테크

포트폴리오사 후속투자 유치율(3)
(March. 2022 / 출처: Captin)

제 2호 신한-FP 테크이노베이션 조합 (205억)
혁신 솔루션 펀드 (298억)

Funds
본계정

16.8%

~73%

546억

90,000

제2호개인투자조합 (55억)

447억
신한-FP 테크이노베이션 조합 (151억)

60,000

284억
KDBC-FP 테크넥스트 조합 (180억)
30,000

91억

엑셀러레이터 6개사 평균

99억

64.4%

제1호개인투자조합 (50억)

We creat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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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퓨처플레이 투자 이후 가치 성장 배수의 평균; (2)메타버스, 블록체인, NFT, 영화, 웹툰, 연예기획 등 집중 투자 (3) 2018년도 투자건 중 이후 3년간 후속투자 유치한 포트폴리오 비율. 2021년 1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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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estment Group

Investment Funds / 투자 포트폴리오 성장 사례
급격한 성장중인 다수의 포트폴리오사 외, IPO, M&A를 통한 Exit Case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IPO Cases
• 전 세계 유일 3D LiDAR 활용 인공지능 기반 자율주행
•
•
•

소프트웨어 개발 스타트업
3D 컴퓨터 비전 소프트웨어 기술이 핵심. 라이다로 입력
된 영상 이미지를 컴퓨터가 실시간 이해 가능토록 지원
3D 라이다 AI 플랫폼 ‘센서' 통해 물체의 정밀 식별 지원
BMW, 벨로다인 등 해외 주요 기업들과 파트너 관계

• 자율주행 안전성 높여주는 하이브리드 LiDAR 제품 개발
•

•

우수한 성능, 신뢰성, 가격 경쟁력의 SL-1(자율주행차량
용), GL-3(산업자동화/드론용), TL-3(보안감시용) 등의
LiDAR 제품 개발 완료
한국전자전 2019, 한국전자전 2020, CES 2020, CES
2021 수상, 2020 최고의 특허상 세종대왕상 수상

•

딥러닝 기반 인공지능 의료기기 VUNO Med
BoneAge 필두 의료 영상, 안저 등 비의료영상, 병리,
생체신호, 의료 음성 등 광범위한 의료 데이터를 분석

•

인공지능과 자체 보유 기술인 고체기반 차세대 염색
및 면역진단 기술을 기반으로 혈액과 조직세포를 분석
해 질병을 진단하는 ‘마이랩(miLab)' 플랫폼 개발
차세대 헬스케어 진단검사 플랫폼

•

M&A Cases

We creat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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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estment Group

Pan-Pacific Expansion Acceleration
직간접 투자를 통해, 미국, 일본, 동남아를 포함한 범태평양 지역에 지속적으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Fund Inv.

Direct Inv.
Fund Inv.

Nextrans Fund에 출자
→ 우수 스타트업 투자참여 기회 확대

Pacific Bays Capital에 출자

8년간 실리콘밸리 및
미국 스타트업 투자

→ 우수 스타트업 투자참여 기회 확대

Direct Inv.

Fund Inv.

물류, 반도체 등 유수 스타트업 투자
Haulio 투자

Direct Inv.

Essence VC Fund에 출자
→ 우수 스타트업 투자참여 기회 확대

ITB (반둥공대)와 업무 협약
Seed - Series A 영역의 스타트업 발굴 및 투자
Quiks 투자

We creat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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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any Building은 스타트업 성장 속도를 가속

퓨처플레이는 Company Building 추진 최적의 player

Series A

Series A

풍부한 Experience

Company Building

▪

국내외 165+개사의 스타트업 투자 경험

전통적인 스타트업

▪

직간접 스타트업 육성 경험
ㅡ

FutureMap, FutureInside, TechUP+

경쟁력 있는 Human Resources
타 스타트업

▪

▪

성공적인 스타트업 창업가 & 신사업 전문가로 구성
ㅡ

류중희 대표: 올라웍스 창업, M&A

ㅡ

정선희 CPO : CJ 그룹 엔터 계열 3사, 청담러닝 등 신사업 전략

각 분야의 Specialist 보유
ㅡ

Company creation

25 개월

56 개월

내부 수익률
(IRR)

TVPI
(Total value to
paid in capital)

0→Series A
기간(개월)

0→Seed
기간(개월)

Seed→Series A
기간(개월)

전통적인 스타트업

21.3%

1.57

56

36

20

Company Building

53%

5.8

25.2

10.7

14.5

출처: Global Studio Network

재무 / HR / IP / PR / PO 각 분야에서

2

New Initiative Group

•

Hyper Local 1인샵 Platform - 1인샵 Open의 모든 고민을 해결

•

한남, 청담, 도산 Flagship Salon 운영 중

•

AI 시스템을 통해 Context를 기반으로 고객의 기호와 상황을 고려해 최적의 메뉴를 추천

•

전통 오프라인 뷰티 Key Player + Big Data & AI로 뷰티 산업 재정의

•

치킨을 시작으로 주문형 배달이 가능한 다양한 음식 영역으로 확장

2

New Initiative Group

Startup Studio / Entrepreneur in Residence
깊은 전문 지식과 열정을 가진 Entrepreneur를 사내에서 지원, 매력적인 투자 기회를 만듭니다.

Looxid Labs

Studio XID

•

•

사용자가 VR 컨텐츠를 사용할 때 뇌파와 시선, 표정 정보를 측정, 머신러닝 기술로 사용
자의 인지와 감정 상태를 실시간으로 분석할 수 있는 솔루션 개발

•

CES2018 VR 분야 최고 혁신상 수상

We create future.

코딩 없이도 인터랙션을 포함한 프로토타입 설계 가능한 모바일앱 인터랙션 설계 툴,
‘ProtoPie’ 개발

•

현재 전세계 80여개국에서 사용, 개인 및 기업 고객 꾸준히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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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iness Group

Innovation Consulting / Overview
대기업과 스타트업의 협력 생태계를 새롭게 구축해오고 있습니다.

대기업 니즈

대기업 & 스타트업
협력 생태계 구축

Innovation Consulting

유망 스타트업 투자
사업의 연결성이 있는
스타트업에 초기투자

TechUP+
역량있는 스타트업 및 예비창업자의 pool을
확보하여 기업 고객 신사업 육성 및 투자

대기업의 스타트업
투자 예산 증대

Start
up

기회 창출

Start
up

Start
up

기업문화 고취
유연하고 창의적인 업무
환경과 문화를 흡수

FutureInside
신성장동력 발굴
스타트업과 접점을 만들어 함께
새로운 비지니스 모델 개발

We create future.

J사

L사

사내 벤처팀들의 사업계획을 review하고,
팀별 사업 컨셉에 맞춰 start-up
acceleration 가이드

C사

S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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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iness Group

Innovation Consulting / TechUP+
중견·대기업이 신성장 동력/기회를 발굴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을 제공, Win-Win 구조를 완성하고 있습니다.

TechUP+ 란?
기업고객을 위해 우수한 스타트업을 발굴, 육성 하여 최종적으로 사업제휴, 투자, 인수를 도모하는 전략 프로그램

기업 고객 니즈

For Startups

스타트업 역량

TechUP+

기업이 원하는
사업 / 기술
영역 + 역량

기업 니즈에 부합할 가능성이 높은 스타트업
대부분의
스타트업

1. 기업이 원하는 역량을 갖춘 스타트업 발굴
2. 기대 수준에 부합할 스타트업 육성

사업지원 & 투자
사업지원금 1,500만 원으로
사업가능성 확인 후,
5천만 원 ~ 1억 원 투자

전문가 컨설팅
각 분야별 전문가 풀 보유.
스타트업별 전담멘토 지정
통해 밀접 성장 지원

파트너십
업계 선두 중견/대기업과의
협업기회 확보 → 시장 침투
가속화

기업 기대수준

We creat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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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iness Group

Innovation Consulting / FutureInside
사내벤처 육성프로그램을 통해 신사업 발굴 및 시장성 테스트를 가장 빠르고 직관적이며 리스크가 적은 방식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함께 합니다.
FutureInside 란?
사내벤처팀의 사업계획을 검토하고 실제 작동 가능한 business model을 수립

Innovation Consulting

기업 고객 니즈

신사업 발굴 및 시장성 테스트

Speciality

FutureInside
사내벤처 육성 프로그램

Startup DNA

Deep Tech

스타트업 DNA를 이식,

딥테크 분야 스타트업
육성 역량 보유

기민·민첩한 기업문화 고취

그룹 내 사업 연계 방안 도출
1. 사내 벤처팀 사업화
신사업 개발 역량 확보

오픈이노베이션 시스템 구축

We create future.

2. 스핀오프 기업 투자 유치
3.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제도화

Reference

Human Resource

사내벤처 Building 역량
및 사업화 레퍼런스 보유

Business Develop
전문 인력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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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iness Group

Innovation Consulting / 협력 사례
중견·대기업의 신성장 동력/기회 발굴 사례를 다수 확인할 수 있습니다.

TechUP+

FutureInside

More exciting collaborations to come

We creat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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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man Acceleration Group

Human Acceleration / Overview
인재 발굴/교육/경영 솔루션 개발을 통해 내부적으로 활용하고 외부 사업화 기회를 만듭니다.
Internal Integration

External Expansion

•

Entrepreneurs : 우수 창업자 발굴 → FP 신사업 인력 배치
2021년 4분기 커리큘럼 POC 돌입

•

역량 진단 및 발굴 :
개인 혹은 조직의 현재 상황을 진단 → 역량 데이타 기반 맞춤형 솔루션 제공

•

Product Owners :
FP PortCo에 우수 Product 인재 제공 → FP 보유 지분가치 극대화
2021년 4분기 커리큘럼 POC 돌입

•

관리 특화 인력 전문 채용 플랫폼으로 성장 : 관리 / 의사결정 직업군 특화 채용 플랫
폼. 초기 양질의 인재를 소수 공급 → Brand 신뢰 구축

•

인재 경영 솔루션 : 인재 경영 컨설팅 및 관리를 통한 기업 고객의 지속적인 성장을 돕
는 Talent engine 장착

•

Technology Based Managers & More :
개발 기반의 매니저 포함, 난확보 전문직군 점진적 영역확대

FP PortCo

FP 자체 신사업

① Equity
Investments

② Company
Building

역량 진단 및 발굴
• 역량 진단 및 인사솔루션 제시

관리 특화 인력 채용 플랫폼
• 관리 / 의사결정 직업군 특화 채용

Entrepreneurs
Product Owners

We create future.

인재 경영 솔루션
• 인재 경영 컨설팅 및 관리 시스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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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man Acceleration Group

Human Acceleration / 성장 로드맵
인재 역량진단 테니지먼트 인수를 통해 성장을 가속화합니다.
Human Acceleration 사업 계획 Timeline
1.Talent Nurturing
2.Talent Recruiting
3.Talent Management

강점 디브리퍼 128명
강점 코치 30명
강점 엑셀러레이터 12명(3월 예정)

Human Acceleration

Human Acceleration
사업 착수

PO 커리큘럼 Night Sprint
+ EIR 선발 프로그램(1)

21년 9월

21년 10월

T사 Introduction

Tangement 인수

전문가 육성 과정

Human Acceleration

21년 11월

2022년 3월

사업화 to be continued

주요 고객사

Tanagement 이용자 추이

단위: 만 명

50
38
25
13

세상 모든 사람이 자신의 재능을 발견하고 강점
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인재 채용 + 관

1. 네이버, 삼성전자, SK텔레콤, 카카오등 70개
기업/공공기관에서 워크숍 진행

리 솔루션

2. 2022년 3월 기준 11만 여명 회원 보유

We creat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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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 +45 우수 기관
& 기업

1. 퓨처플레이와의 시너지 효과를 통한 이용자 수 증가
(개인 이용자 + 기업 고객 이용자)
2. 채용 및 인사관리 솔루션을 이용한 Top talent 확보 및
Talent nurturing

(1) Product owner & Entrepreneur school 2021년 4분기 커리큘럼 POC 돌입, CTO school 2022년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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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any Profile / Leadership
준비된 리더십을 통해 안정적인 가속을 해 나아갑니다.

Partners
류중희

권오형

이원규

석종훈

Founder & CEO
Innovation Consulting

Equity Investments

CFO

COO
Human Accel.

• Deloitte / 사업개발 매니저

• GS ITM / 전략기획팀

• 청와대 중소벤처비서관

• 미국공인회계사

• KAIST 산업디자인학과 학사

• Finomial 전략 영업 총괄

• (주)올라웍스 창업자 CEO
(※ Intel 인수)

CEO
Business

• (주)Iconlab 창업자 및 CTO
• KAIST 정보미디어 경영대학원
/ 문화기술대학원 겸직교수
100+ 미국/한국 특허 및 발명

Investment

• UMass Amherst 경영학 학사

Finance

• 다음커뮤니케이션 CEO

Human Accel.
Operation

• 조선일보 실리콘밸리 특파원
• 연세대학교 경영학 학사

• KAIST 전자전산학과 공학박사

Directors
최재웅

김환수

안지윤

CPO & Company Building

Equity Investments

CTO
Tech Team

Strategic Planning

• CJ 4DPLEX 신사업추진 PM

• 삼성전자 프린팅솔루션 R&D

• CJ CGV ScreenX 사업기획 파트장

• GS 칼텍스 설계지원팀

정선희

New Initiative

• CJ ENM 음악사업부문 신사업 기획
• 청담러닝 전략/신규사업 기획, PMO

Investment

• 서울대 기계공학 박사 중퇴

• Thingsflow AI & Global 팀장

• 띵동, 씽씽 CTO

• 빅피쉬벤처스 마케팅 소싱 그룹장

• 와홈 CTO
● Technology

• 고려대학교 사범대학
컴퓨터교육과

● Strategic Planning

• Sentence Inc. CEO
• Virginia Tech 전자공학부

• 서울여자 대학교 경제학

We creat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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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any Profile / Corporate Partners
다수의 기업 파트너들과 함께 미래를 그리고 있습니다.

Shareholders

Limited Partner

Clients

퓨처플레이의 미래를 믿고 투자를 통해,

퓨처플레이가 운용하는 펀드에 투자하여

퓨처플레이와 함께 새로운 스타트업

주주로 참여해 주신 분들

LP로 참여해 주신 분들

을 발굴하거나, 직접 만드신 분들

We creat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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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any Profile / History
2013

2014

2015

법인 설립

TIPS
운영사 선정

Series A 유치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Q1

Series B 유치

① Equity Investments

제1호
개인투자조합 결성

KDBC-FP
테크넥스트 조합
결성

신한-FP
테크이노베이션
조합 결성

제2호
개인투자조합 결성

퓨처플레이
혁신솔루션펀드
결성

뉴엔터테인먼트
펀드 결성 준비 중

제2호 신한-FP
테크이노베이션
조합 결성
② Company Building
Looxid Labs
Studio XID

FutureBeauty
Launch

Future Kitchen
Launch

TBA

③ Innovation Consulting

TechUP+
TBA

FutureInside

④ Human Acceleration
Tanagement 인수

We creat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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