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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드라마 산업 핵심기업 ‘래몽래인’ 

회사소개 

‘래몽래인’은 꿈과 사람이 오는  

드라마를 지향하는 전문가 집단입니다. 

TV속에 투영된 메시지를 통해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이 있고, 내일이 있고, 할 수 있다” 라는  

메시지를 전파하고  

세계의 사람들과 함께하는  

미디어 기업이 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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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몽래인’ 회사 개요 

회사소개 

 사           명  

 대 표 이 사 

 직           원 

 설           립  

 주 요 사 업  

 

 자    본    금 

 주            소  

 연    락    처 

 

 홈 페  이 지  

㈜ 래몽래인 (RaemongRaein.CO., Ltd.) 

김 동 래 

14명 

2007년 03월 02일 

드라마제작 및 음반제작  

매니지먼트 및 각종 부가사업 

약 7억 원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397 부띠크 모나코 #1907 

TEL_   +81-2-761-9978 

FAX_   +81-2-761-9976    

www.raemongraein.co.kr 

http://www.google.co.kr/url?sa=i&rct=j&q=&esrc=s&frm=1&source=images&cd=&cad=rja&uact=8&ved=0CAcQjRw&url=http://iffekff.tistory.com/category/Story In %EC%A0%84%EB%B6%81&ei=sPBrVZ3LNNHn8AX7_oHQAw&bvm=bv.94455598,d.dGc&psig=AFQjCNHtfMG5vzgOpwqNKnmNJR4rdET-QQ&ust=1433223561973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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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몽래인 조직구성 

회사소개 

드라마 
제작본부 

콘텐츠 
기획본부 

음반&배우 
매니지먼트 
사업본부 

경  영 
관리본부 

마케팅 
사업본부 

부사장 

대표이사 



» 2007~2010 » 2011~2012 » 2013~2014 

» 2015 

2007.03   ㈜래몽래인 법인 설립 

 

2008.02   KBS 미니시리즈 <싱글파파는 열애 중> 제작/방송 

2008.10   KBS 주말연속극 <내사랑 금지옥엽> 제작/방송 

 

2009.04   KBS 미니시리즈 <그저 바라보다가> 제작/방송 

2009.09   벤처기업 등록 인증 

 

2010.08   KBS 미니시리즈 <성균관 스캔들> 제작/방송 

2011.03   벤처기업협회 수출선도 기업 선정 

2011.05  <성균관 스캔들 더 무비> 이케멘 페스티벌 특별 상영 

                    일본 전국 워너 마이칼 극장 180여개관 

2011.09   경기도 유망 중소 기업 선정 

 

2012.02   TV조선 창사특집 미니시리즈 <한반도> 제작/방송 

2012.03   KBS TV영화 <성균관 스캔들 더 무비> 방송 

2012.11   기업은행-문화관광부 주관 문화콘텐츠 강소기업 선정 

2013.02   KBS 미니시리즈 <광고천재 이태백> 제작/방송 

2013.06   신한금융투자 코넥스 자문인 계약 

2013.07   E.D.E.N 일본 데뷔, 첫 싱글 앨범 발표 

 

2014.04   E.D.E.N 일본 2번째 싱글 앨범 

                    오리콘차트 100위 진입 

2014.08   MBC 월화 특별기획 <야경꾼일지> 제작/방송 

2014.12   코넥스 상장 

2015.03   <야경꾼일지> 일본 프로모션 콘서트 개최 

2015.04   자회사 ㈜래몽래인씨앤씨 설립 

2015.06   대표주관 계약 체결 및 지정감사 신청 

2015.06   SBS 심야드라마 <심야식당> 6월 중 방영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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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소개 

김동래 (1967.01.30) 
 
1992  미디아트 팀장 
1995  ㈜ 사운드 매니아 대표이사 
2001  ㈜ 휴 엔터테인먼트 대표 
2004  ㈜ 휴 픽쳐스 대표 
2005  ㈜ 올리브나인 부사장, 드라마 제작 총괄 
2007  ㈜ 래몽래인 대표 

 
 
대표작품 소개 
 
      IN 올리브나인 
      불량주부, 그린로즈, 프라하의 연인, 황진이, 황금신부, 위대한 유산,  
      헬로 애기씨, 미스터 굿바이, 마왕, 에일리언 샘, 왕과나, 쾌도 홍길동, 주몽 
 
       IN 래몽래인 
      싱글파파는 열애 중, 내사랑 금지옥엽, 그저 바라보다가, 
      성균관 스캔들, 한반도, 광고천재 이태백, 야경꾼일지 

대표이사 약력 



01 

 IN 올리브나인  :  주몽, 프라하의 연인, 황금신부 등 약 20편의 드라마 기획, 제작 

회사소개 

대표이사 대표 작품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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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래몽래인 : 싱글파파는 열애 중 / 내사랑 금지옥엽 / 성균관 스캔들 / 그저 바라보다가 / 한반도 / 광고천재 이태백 /  야경꾼일지 / 총 7편 

회사소개 

드라마 기획 및 제작 

http://www.google.co.kr/url?sa=i&rct=j&q=&esrc=s&frm=1&source=images&cd=&cad=rja&uact=8&ved=0CAcQjRw&url=http://www.poweroftruth.net/news/mainView.php?uid=546&ei=6RtsVejRLIvZ8gWAqYPwAg&bvm=bv.94455598,d.dGc&psig=AFQjCNE1E7F3l_VTMDbkQZ6bGhvu_IGNbg&ust=1433234789435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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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소개 

성명 직책 경력 

고지석 부사장 SBS, 제이이비씨, 보노비젼, 위너스터디 

백광현 제작총괄 이사 황진이, 빛과그림자 외 20여편 프로듀싱 

윤희경 기획 본부장 패션70, 서울1945, 자명고 등 공중파  방송작품 20여편 기획 

래몽래인 핵심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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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현황 

드라마명 방송사 
최고시청률 

제작비 매출 
닐슨 TNS 

싱글파파는 열애중 KBS 5.9 5.3 21억 2천 24억 3천 

그저 바라보다가 KBS 14.4 15 23억 3천 23억 6천 

내 사랑 금지옥엽 KBS 32.5 32.5 50억 7천 68억 7천 

성균관 스캔들 KBS 14.3 13.7 51억 107억 5천 

한반도 TV조선 1.65 108억 100억 3천 

광고천재 이태백 KBS 6.7 6.2 33.5억 42억 9천 

야경꾼일지 MBC 12.7 14.3 106억 132억 

효율적인 제작 관리 

*상기 매출액은 제작 당해연도 매출집계이며 실제 총 매출액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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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현황 

작가 대표작품 현황 

기승태 
대한민국 스토리 공모전 우수상 ‘조선총잡이’ 

대한민국 스토리 공모대전 우수상 ‘화의’ 
‘정거장Q’ 집필 중 

김지은 ‘청담동 스캔들’ ‘순결한 당신’  차기작 논의 중 

김태희 ‘성균관 스캔들’ ‘대왕세종’  ‘뷰티풀 마인드’ 집필 중 

목연희 ‘세친구’ ‘대박가족’  ‘뷰티풀 보이즈’ 집필 중 

문선희 ‘남자 셋 여자 셋’ ‘꽃할배 수사대’ ‘시어머니 죽이기’ 집필 중 

박계옥 ‘건빵선생과 별사탕’ ‘카인과 아벨’ 차기작 논의 중 

박지현 ‘이브의 모든 것’ ‘잘났어 정말’ ‘잘했군 잘했어’ 차기작 논의 중 

변원미 영화 ‘중독’ ‘서프라이즈’ ‘왕초’ 보조작가 차기작 논의 중 

유동윤 ‘여인천하’ ‘야경꾼일지’ ‘엽기적인그녀’ 집필 중 

이윤진 영화 ‘홍반장’ ‘B형 남자친구’ 차기작 논의 중 

임선희 ‘우리 집에 왜 왔니’ ‘네 명의 웬수들’  ‘그녀를 믿지 마세요’ 기획 중 

최경희 ‘시크릿 가든’ 보조작가 ‘오늘 사랑을 시작합니다’ 기획 중 

[가나다라순] 

래몽래인 보유작가 라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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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현황 

E.D.E.N (에덴) 
리더 김태형 (보컬/기타) / 이현재 (드럼) / 곽희성 (기타) 
 
---------------------------------------------- 
 
2015 
 
2014 
 
 
 
 
 
 
 
2013  
 

아티스트  매니지먼트 _ E.D.E.N  

 
 
 
 
 
 
야경꾼일지 일본 프리미엄 팬미팅 진행  
 
MBC 월화특별기획 ‘야경꾼일지’ OST Part3 
 ‘Come to Me’ 
 
MBC 월화특별기획 ‘야경꾼일지’ OST Part2 
 ‘A New Hope’ 
 
일본 2번째 싱글 앨범 오리콘 차트 100위 진입 
 
일본 데뷔, 첫 싱글 앨범 발매 

 
KBS 월화드라마 ‘광고천재 이태백’ OST Part3 
 ‘Never Cry’ 
 
 
               
               
 



1988년 4월 12일 (만 27세) 
182cm, 67kg 
밴드 E.D.E.N(에덴) 드러머 / 백제예술대 실용음악학과 드럼 전공 
 
-------------------------------------------------------- 
 
2015    영화 “나는 원래 착해” (중국/개봉예정) 
              영화 “연애 중의 도시” (중국/2015년 8월 개봉예정, 이와이슌지 작품) 
              드라마 “모델의 왕” (중국/촬영예정) 
              예능 강소위성TV “리얼 히어로’ 1회 게스트 출연 (2015년 7월 방송예정)  
       
2014    영화 “소시대 4 영혼진두” (중국 / 2015년 7월 개봉예정) 
              영화 “소시대 3 자금시대” (중국) 
              영화 “말하지 못해서” (중국) 
               중국 AIQIYI (아이치이) 시상식 영화부문 남자 신인상 수상 (외국인 최초) 
 
2013    드라마 MBC every1“무작정 패밀리”, KBS “직장의 신”  
 
2012    드라마 tvN “닥치고 꽃미남 밴드”  
2011    영화 “플레이” 
2007    그룹 “메이트” 데뷔 
 
CF    
한국 : SK-II, 삼성 갤럭시 라운드, 노스페이스, 신한카드 등 
           패션화보 및 광고 다수  
중국 : 얀약(쩐쉬밍), GQ 및 BAZZAR TV APP 외 다수 
 
OST  영화 “써니” “과속 스캔들” OST 앨범 드럼 연주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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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현황 

아티스트  매니지먼트 _ 이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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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현황 

2014년 아이치이 시상식 영화부문 ‘남자 신인상’ 수상 중국 소시대4, 연애 중의 도시 기자회견 및 로드쇼 

아티스트  매니지먼트 _ 이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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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현황 

1987년 5월 17일 (만 28세) 
180cm, 68kg 
밴드 E.D.E.N(에덴) 메인보컬, 기타 / 백제예술대 실용음악학과 보컬 전공 
작곡, 작사, 일본어 가능 / 수준급 요리 실력 보유 
 
----------------------------------------------------- 
 
2015    드라마 SBS 미니시리즈 “에이스” 2부작 (촬영예정) 
              드라마 MBC “여왕의 꽃” 아담 역 
 
2014    드라마 KBS “사랑은 노래를 타고” 고민 역 
 
2013    Olive “마스터 쉐프 코리아 2” 준우승 
               뮤지컬 “하이스쿨 뮤지컬” 
 
2012    OST 드라마 “아이두아이두” “처음처럼” 보컬 및 작사 참여 
 
2011    OST “한국을 찾아 떠난 여행 (배용준) 편” “걸어가다” 보컬 참여 

 
 CF  
 CJ 알래스카 연어, LG 디지털 홍보관, 스페셜K_이수경 편 외 다수  
 

아티스트  매니지먼트 _ 김태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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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현황 

마스터 쉐프 코리아2 우승 레시피 ‘단호박 타르트’   뚜레쥬르 순호박 타르트 출시  

아티스트  매니지먼트 _ 김태형  

http://c2down.cyworld.co.kr/download?fid=6422405954b52c18676b406192c36cfc&name=2013-08-09 14;35;2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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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현황 

1990년 4월 18일 (만 25세) 
185cm, 72kg 
밴드 E.D.E.N(에덴) 메인기타, 서브보컬 
중앙대학교 프랑스어학과 재학 중 
러시아, 프랑스 유학 (6년) _ 첼로전공  
영어, 일본어, 러시아어, 프랑스어 가능 
 
----------------------------------------------------- 
 
2015   예능 tvN “언제나 칸타레 시즌2”  
             드라마 SBS “하이드 지킬 나” _ 성석원 역 
 
2014   드라마 KBS “사랑은 노래를 타고” _ 윤상현 역 
             드라마 SBS “비밀의 문”_ 김무 역 
             영화 “라이크 러브” (일본단편) 
             영화 “K5_signature perfume” (프로모션영화) 
 
2013   드라마 KBS “광고천재 이태백”_ 마이찬 역 
             드라마 SBS “결혼의 여신” _ 필호 역 
             드라마 KBS “드라마 스폐셜_불침번을 서라” _ 김진혁 역 
 
2012   드라마 TV조선 “한반도” _ 민동기 역 
 
CF  
삼화페인트, 카카오톡 외 패션화보 등 다수 

아티스트  매니지먼트 _ 곽희성  



02 
사업현황 

많은 작품 주/조연 출연, 넓은 연기 스펙트럼 tvN ‘언제나 칸타레 시즌2’ 첼리스트  고정 출연 예정 

아티스트  매니지먼트 _ 곽희성  



02 
사업현황 

네트워크 내용 

국외 

ACC JAPAN ‘엽기적인 그녀’ 판권 계약 / E.D.E.N 일본 매니지먼트 계약 

VICTOR Entertainment E.D.E.N 일본 앨범 발매처 

하쿠호도 드라마 ‘한반도’ 계약 

JD International ‘엽기적인 그녀’ 계약 / ‘야경꾼일지’ 부가판권 계약 

제네온 유니버셜 ‘야경꾼일지’ 계약 

SOHU.COM ‘야경꾼일지’ 계약 / 차기 작품 선구매 우선 협상권 

유쿠투도우 예능 및 드라마 공동제작 논의 중 

국내 

KBS ‘성균관 스캔들’ 외 당사 다수 작품 방영 

MBC ‘야경꾼일지’ 방영 

SBS ‘심야식당’ 방영 예정 

JTBC 드라마 및 예능 편성 협의 중 

TV조선  드라마 ‘한반도’ 방영 

다수 온라인 기반 플랫폼 업체 웹 드라마 관련 사업 논의 중 

국내외 네트워크 소개 



03 
자회사소개 

㈜래몽래인씨앤씨 ‘쇼퍼라마’ 

“드라마를 보다가 마음에 드는 상품이 눈에 띄면 바로 클릭하라!” 
“난 드라마를 보면서 쇼핑한다!” 



03 
자회사소개 

㈜래몽래인씨앤씨 ‘쇼퍼라마’ 

드라마 시청과 동시에 상품구매 
(실시간 전자상거래) 



03 
자회사소개 

㈜래몽래인씨앤씨 ‘쇼퍼라마’ 

중국 언론이 주목하는 ‘쇼퍼라마’ 



03 
자회사소개 

1) 화면 터치 
 

2) 화면정지 하면서 동영상 배경화면 약간 흐려짐 
 

3) 제품 등장 (움직임 주는 효과) 
 
4)     제품 터치 → 구매 관련 화면 
 
5)     가격정보 + 즉시구매 or 장바구니 

‘쇼퍼라마’ 사용자 인터페이스 



04 
재무요약 

구분 2012 2013 2014 

자산 2,585,624,944 3,465,403,043 8,132,527,350 

부채 2,719,793,080 2,798,651,626 3,925,982,092 

자본 (134,168,136) 666,751,417 4,206,545,258 

매출액 6,534,121,440 5,225,950,080 14,826,055,094 

영업이익(손실) (462,567,035) 123,287,732 1,944,820,556 

영업 외 수익 54,412,027 988,108,946 117,631,163 

당기순이익(손실) (1,795,130,354) 863,252,842 1,507,221,539 

2012-2014 재무요약 



05 
주식정보 

 보통주식 

61% 

13% 

26% 

주주구성 

최대주주 

기관투자자 

기타 및 개인주주 

 자본금 

 지정자문인 

 액면가 

 우선주 

 발행주식의 총수 

 시가총액 

 주가 

* 상기 원형 차트는 2014년 12월 31일 주주명부를 기준으로 작성 

주식정보 

  : 1,254,417주 

  : 738,319,500원 

  : 신한금융투자 

  : 500원 

  : 222,222주 

  : 1,476,639주 

  : 약 295억 원 

  : 23,500원 

* 주식정보 내용은 2015년 06월 18일 기준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