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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현황 및 대표이사 약력

회사명 (주)래몽래인

대표이사 김동래

설립일 2007년 03월 02일

자본금 1,013 백만원

주요사업 드라마 등 방송프로그램 제작

본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 214, 5층

임직원 수 17명

대표이사의 대표작품
프라하의 연인, 주몽, 황진이, 위대한 유산,    
미스터 굿바이, 왕과나, 쾌도홍길동, 성균관
스캔들, 에셈블리, 야경뀬일지 등 30여편

대표이사 김 동 래

대표이사 주요 경력
(주)휴 픽쳐스 대표이사

(주)올리브나인 부사장, 드라마 제작 총괄

(주)래몽래인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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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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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제작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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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몽래인 지분도

100%61% 4.2 %일본 저작권
유통 시장 개척

중국 현지 드라마 제작

및 T2O사업 진출

VR, AR시장진출을
위한 Biz Synergy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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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조직구성 및 핵심인력

(주)휴 픽쳐스 대표이사
(주)올리브나인 부사장, 드라마 제작 총괄
(주)래몽래인 대표이사
드라마 제작업무 경력 20년

(전) 삼일회계법인 이사
(전) 삼화회계법인 상무

회계, 상장 및 경영업무경력 16년

보조작가 및
드라마 기획업무 15년

(전) KBS, 프리랜서 PD

드라마 제작업무 20년
마케팅, 홍보, 컨텐츠 관련
업무 11년

(전) 올리브나인
OST업무경력 15년
매니지먼트업무경력 15년

(전) 한솔그룹
회계,경영업무경력 10년

(전 ) 아이엔에스 대표
(현) MGB PARTNERS 대표
(현) MGB ENTERTAINMENT대표
문화예술 투자관련 18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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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사업

작가발굴 및 기획

제작

• 주요 대표작

• 2017년확정방영분

• 2017~2018 예상방영분

• 임호

• 이현재

• 동호

• 김태형

• 곽희성

• 해외방영권

• 판권의 판매

• 일본내 컨텐츠 발매

• 중국 판권판매

• 뉴미디어 서비스



주요사업
작가발굴 및 기획

보유작가 라인업
작가 대표작 현황

기승태 영화[강력3반],  [잔혹한 출근]각본, KBS [조선총잡이]원안 [천사의 적] 집필 중

김지은 SBS [순결한 당신],  [청담동 스캔들], MBC[결혼합시다] [전생의 웬수들] 집필 중

김태희 KBS [뷰티풀 마인드],  [성균관 스캔들],  [대왕세종],  차기작 논의 중

목연희 MBC [세 친구]  SBS [대박가족],  [압구정 종갓집] [뷰티풀 보이즈] 집필 중

문선희 KBS[별난 며느리]  MBC[남자 셋 여자 셋]  tvN[꽃할배 수사대] 차기작 논의 중

박계옥 SBS[카인과 아벨]. [건빵선생과 별사탕],  KBS[투명인간 최장수] [리틀 차이나] 집필 중

박지현 MBC [이브의 모든 것],  [잘했군 잘했어], [ 사랑해 당신을], [행복을 주는 사람] 차기작 논의 중

변원미 MBC [왕초], 영화 [중독], [서프라이즈], [열한번째 엄마] 차기직 논의 중

유남경 KBS [올드미스 다이어리], [별난 며느리], SBS [아테나] 차기작 논의 중

이현주 KBS [학교2013],  MBC[오만과 편견][심야병원] 차기작 논의 중

임선희 SBS [네명의 웬수들], [우리 집에 왜 왔니] 차기작 논의 중

최경희 SBS [연인],  [온 에어],  [시티 홀], [시크릿 가든] 보조작가 [낼 모레 마흔] 집필 중

(주)래몽래인은 모든 보유작가와 작품을 동시에 기획 및 개발함에 따라 매년 안정적인 방송편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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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사업

작가발굴 및 기획

신인작가의 작품을

개별 1:1 검토 및

개별 모니터링

신인작가의 기획능력 및 작품개발지원

래몽래인이 신인작가들과 함께

작품기획 및 개발

신인작가 작품 검토Special 팀

신인작가 지원 접수 및 신청한 신인작가

작품검토

발굴작가 라인업

작가 주요 작품 현황

신인작가 박석호 한국콘텐츠진흥원 대한민국스토리공모대전 우수상 수상 [빽넘버] 기획중

신인작가 서주연/양재선
서주연: 시트콤, 라디오 프로그램 집필/양재선:I believe,네게

오는 길 등 작사, 뮤지컬 <파라다이스티켓> 대본
[미치도록 너만을] 기획중

신인작가 심은정 tvn 웹드라마 [시크릿 메시지] 및 로맨스 소설 6권 출간 [오늘 사랑을 시작합니다]집필 중

신인작가 윤효제 패션70, 서울 1945, 자명고 등 드라마 기획 [엽기적인 그녀] 집필 중

래몽래인 기획팀 래몽래인 작품 기획 [색기발랄 도화] 집필 완료

래몽래인의 주요 대표작은 신인작가 및 초보작가와의 래몽래인 기획팀과의 공동작업에 의하여 기획,개발되었습니다.

(주)래몽래인은 작가의 발굴과 개발, 기획 능력에 탁월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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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사업

컨텐츠 제작

작가발굴 및 기획

• 작가발굴

• 작품개발

• 작품의 기획 및 구성

제작

• 주요 대표작

• 2017년확정방영분

• 2017~2018 예상방영분

• 임호

• 이현재

• 동호

• 김태형

• 곽희성

• 해외방영권

• 판권의 판매

• 일본내 컨텐츠 발매

• 중국 판권판매

• 뉴미디어 서비스



컨텐츠 제작: 주요 대표작

제작진

2010년 08월 30일
~2010년 11월 02일

연출 김원석, 황인혁/ 
극본 김태희

출연진

박유천, 박민영, 송중기, 
유아인, 전태수, 서효림, 
김민서, 강성필, 조성하, 

김갑수, 이재용 등

조선시대 금녀의 공간 성균관에서 벌어지는 청춘 4인방의 성장 멜로 드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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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사업

컨텐츠 제작: 주요 대표작

제작진

2013년 02월 04일
~2013년 03월 26일

연출 박기호, 이소연 / 
극본 설준석, 이재하, 이윤종

출연진

진구, 박하선, 조현재, 
한채영, 고창석, 곽희성, 

한선화 등

실존 인물 이제석 광고 디자이너를 모티브로 창작한 작품으로, 그림에 타고난 재능을 가진 통영
출신 이태백이 고졸 학력을 딛고 서울에서 광고장이로 성공하는 스토리의 드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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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텐츠 제작: 주요 대표작

제작진

2014년 08월 04일
~2014년 10월 21일

연출 이주환,윤지훈 / 
극본 유동윤, 방지영, 김선희

출연진

정일우, 정윤호, 고성희, 
서예지, 김성오, 김흥수 등

조선 시대를 배경으로 귀신을 부정하는 자와 귀신을 이용하려는 자, 그리고 귀신을 물리치려는
자, 세 개의 세력 사이에서 펼쳐지는 이야기를 경쾌한 감각으로 그려낸 판타지 로맨스 활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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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텐츠 제작: 주요 대표작

제작진

2015년 08월 17일
~2015년 09월 22일

연출 이덕건, 박만영 / 
극본 문선희, 유남경

출연진

다솜, 고두심, 류수영, 
기태영,  김보연, 이문희, 
손은서, 곽희성, 정다솔 등

며느리 체험이라는 예능프로그램에 출연하게 된 걸그룹 멤버와 가상 시어머니가 된 종갓집 종부
의 한판 승부를 담아낸 홈 코믹 명랑드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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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텐츠 제작: 주요 대표작

제작진

2016년 06월 20일
~2016년 08월 02일

연출 모완일, 이재훈 / 
극본 김태희

출연진

장혁, 박소담, 윤현민, 
박세영, 허준호, 이재룡, 

오정세, 류승수 등

공감 제로 천재 신경외과 의사가 어느 날 갑자기 시작된 환자들의 기묘한 죽음에 얽히기 시작하
면서 사랑에 눈뜨고 인간성을 회복해나가는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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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텐츠 제작: 2017 라인업

제작진

2016년 상반기 예정
70분 X 20부작

연출 오진석 / 극본 윤효제

출연진

주원, 오연서, 이정신
김윤혜, 손창민, 정웅인

개봉 당시 아시아를 뒤흔든 영화 <엽기적인 그녀> 이번엔 조선시대의 엽기적
공주로 재탄생이다! 

조선 최고의 까도남 견우와 조선 최고의 문제적 그녀가 펼치는 을남갑녀의
예측불허 청춘 로맨스 사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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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텐츠 제작: 2017 라인업

제작진

2017년 상반기 예정(MBC)
35분 X 120부

연출 미정 / 극본 김지은

출연진

미정

하나, 둘씩 밝혀지는 두 가족의 얽히고 설킨 비밀을 묻어두고, 결혼까지 강행하려는 두 사람. 
최고야와 민지석의 비밀 가득한 결혼생활은 잘 유지될 수 있을까? 가족들이 저마다 가지고
있는 비밀은 무엇일까? 최고야네 가족을 중심으로 얽히고 설킨 비밀을 간직한 웬수들이 만
나 하나의 가족이 되어가는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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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텐츠 제작: 2017 라인업

제작진

중국 국영H 방송
45분 X 50부작

연출 이정표 / 극본 목연희

출연진

미정

천재적인 재능을 가졌지만, 정작 꿈이 없는 천재 수영선수와 전부를 가
졌지만, 정작 갖고 싶은 것을 가질 수 없는 재벌 수영선수, 그리고 그들
사이에서 현실과 욕망을 넘나들며 진정한 사랑을 깨달아가는 한 여자의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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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텐츠 제작: 2017 라인업

제작진

미정(웹드라마 예정)
10분 X 7부작

미정

출연진

미정

연애 하면서 만날 수 있는 갖가지 개자식들,
28세 모쏠녀 도화를 중심으로 벌어지는 본격 연애 공감 웹드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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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진

미정(중국드라마)
45분 X 36부작

극본 미정
(시놉시스 1개, 대본 1~3부)

출연진

미정

컨텐츠 제작: 2017~2018 예상 라인업

패션의 메카 상해에서 펼쳐지는 달콤한 로맨스와 반짝이는 성장 스토리!!
나락으로 떨어진 탑 모델 송웨이롱, 탑 모델을 꿈꾸는 모델지망생 뤄샤오

탑 모델이 되기 위한 그들의 당당한 워킹이 시작된다!!



02
주요사업

제작진

미정
70분 X 16부작

극본 심은정

출연진

미정

컨텐츠 제작: 2017~2018 예상 라인업

열여덟 결혼! 스무 살에 이혼! 20대 이혼남녀가 두 남녀 톱스타와 매니저로 아슬아슬한 비밀 재회
를 시작하다.

일본 소학관 원작의 작품으로 일본 전국 301개 스크린에서 개봉되어, 첫날 2일간으로 흥행 수입
2.2억 엔, 관객수 18만 8,378명으로 영화 관객 동원 랭킹 (흥행 통신사 조사)에 첫 등장 3위에 올랐
던 흥행작이 한국 드라마로 부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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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진

미정
70분 X 16부작

극본 서주연 / 양재선

출연진

미정

컨텐츠 제작: 2017~2018 예상 라인업

피가 파랄 것 같은 살벌한 재벌2세 재현!!! 걸크러쉬 소공녀 세희를 만나 벌어지는 하드캐리 할리퀸!

네이버 웹드라마 순위 평균 3위 이내 및 평점 약 9.98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작품이 드라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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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사업

제작진

미정
70분 X 16부작

극본 미정

출연진

미정

컨텐츠 제작: 2017~2018 예상 라인업

교통사고로 부모님을 잃고 중상을 입은 남자. 어느 날, 다른 이의 등에 쓰인 ‘숫자’를 보는 능력을
갖게 되고 곧 그 숫자가 사람들의 남은 일 수 라는 걸 알게 되는데! 

과연 이 ‘빽넘버’를 보기 시작하면서 그의 숫자로 그려지는 삶과 세계의 미스터리를 어떻게 풀어
갈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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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사업

제작진

미정
70분 X 16부작

극본 심은경

출연진

미정

컨텐츠 제작: 2017~2018 예상 라인업

꼬인 팔자를 바꾸기 위해 느닷없이 ‘곧 죽을 사람들’을 구해야 하는 여자와 그녀가 그들을
살려야만 ‘자신도 살 수 있는’ 희한한 운명에 갇힌 박수무당, 그 남자.

두 남녀의 팔자 리셋 로맨틱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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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사업

제작진

미정
10분 X 12부작

극본 김나래

출연진

미정

컨텐츠 제작: 2017~2018 예상 라인업

겁 많은 27살 모태솔로 태구. 어느 날 그의 집으로 찾아 온 초절정 절세미녀 미수. 너무나 예쁘지만
너무나 수상한 그녀.

이 여자의 정체는 무엇일까…? 겁나게 예쁘지만 겁나게 겁나는 여자와 겁나게 겁 많은 모태솔로 태구의
부들부들 살 떨리는 오싹한 로맨스가 펼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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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사업

매니지먼트사업

작가발굴 및 기획

• 작가발굴

• 작품개발

• 작품의 기획 및 구성

제작 매니지먼트

• 주요 대표작

• 2017년확정방영분

• 2017~2018 예상방영분

• 임호

• 이현재

• 동호

• 김태형

• 곽희성

• 해외방영권

• 판권의 판매

• 일본내 컨텐츠 발매

• 중국 판권판매

• 뉴미디어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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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사업

매니지먼트 사업

드라마
2016 옥중화 (MBC)

2015 장사의 신 (KBS) / 화정 (MBC) / 

TV 소설 별이되어 빛나리 (KBS)

2014 정도전 (KBS)

2013   당신의 여자 그외 다수 (SBS)

2011 광개토태왕 (KBS)

2010   여자를 몰라 (SBS)

2009 선덕여왕 (MBC)

/ 결혼 못하는 남자 (KBS)

2006 맨발의 사랑 (SBS) / 대조영 (KBS)

2005 바람꽃 (KBS) / 꽃보다 여자 (SBS)

2004 사랑을 할꺼야 (MBC) / 혼자가아니야(SBS) 

/ 4명의 웬수들 (SBS)

2002    대장금 (MBC)

2000 허준 (MBC) 

연극 및 뮤지컬
2014-15  민들레 바람되어

2013 선녀씨 이야기

2012   부활 더 골든 데이즈

2009 돌아오는 길

배우로서 탄탄한 입지를 구축하며 20년간 수많은 영화, 드라마에
출연한 안정적인 중견배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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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사업

매니지먼트 사업

중국 드라마 / 예능
2016  중국 사극드라마 “사미인” 촬영

2015  예능 강소위성TV “리얼 히어로”

게스트 출연 (2015년 7월 방송

2015  “모델의 왕” (중국/촬영예정)

중국 영화
2015 “나는 원래 착해”(중국개봉예정)

“연애 중의 도시” (중국개봉, 이와이슌지 작품)

2014 “소시대 4 영혼진두”  

(중국 / 2015년 7월 개봉예정)

“소시대 3 자금시대” (중국)

“말하지 못해서” (중국)

한국드라마 / 영화
2013 MBC ”무작정 패밀리”/ KBS “직장의 신” 

2012 드라마 tvN “닥치고 꽃미남 밴드” 

2011 영화 “플레이”

CF  
한국 : SK-II, 삼성 갤럭시 라운드, 노스페이스, 

신한카드 등 패션화보 및 광고 다수

중국 : 얀약(쩐쉬밍), GQ 및

BAZZAR TV APP 외 다수

2014년 아이치이 시상식 영화부문 ‘남자신인상’수상 (외국인 최초)

중국에서 최근 가장 많은 영화, 드라마, 예능에서 러브콜을 받고 있는

글로벌 Rising star !!!



02
주요사업

매니지먼트 사업

영화
2012  돈 크라이 마미

2011  마이 블랙 미니드레스

2010  이층의 악당

드라마
2012  홀리랜드

2010  로열패밀리 / 레알스쿨

음반
2015  DJ 활동 (Rushin Justin)

2013 유키스 싱글 및 미니 앨범 / 유키스 3집 앨범 [COLLAGE]

2012 유키스 싱글 및 미니 앨범

2011 유키스 2집 앨범 [NEVERLAND] / 동호 앨범 [사랑 매뉴얼]

2010 유키스 1집 앨범 [U-Kiss Only One Album]

2009  유키스 미니 앨범 ‘N-Generation’ 데뷔

수상
2011 대만 채널V 아시아 유망주상

2010 제4회 케이블TV 방송 대상 올해의 스타상

2008 제5회 아시아송페스티벌 아시아 인기가수상

기타
2010  80일만에 서울대가기 2기

2010  쉐프의 키스

아이돌그룹 유키스의 멤버로, 음반 및 앨범발매 및 DJ활동, 다양한
드라마, 예능 등 다양하게 스크린을 누비고 있는 아시아 유망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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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사업

매니지먼트 사업

드라마

2016  드라마 KBS 미니시리즈 “공항 가는 길” 케빈 역

중국 웹드라마 “내겐 너무 투명한 그녀” 4월말 촬영예정

2015  드라마 SBS 미니시리즈 “에이스” 2부작

2015 드라마 MBC “여왕의 꽃” 아담 역

2014  드라마 KBS “사랑은 노래를 타고” 고민 역

2013  Olive “마스터 쉐프 코리아 2” 준우승

2013 뮤지컬 “하이스쿨 뮤지컬”

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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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 다
수

최근 미니시리즈의 조연으로 지속적으로 스포트라이트를 받
고 있는 유방배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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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사업

매니지먼트 사업

드라마
2016  SBS “엽기적인그녀” 박창휘 역

2015  MBC “최고의 연인” 주인공 백강호 역

KBS “별난며느리” 차동석 역

SBS “하이드 지킬 나” 성석원 역

2014  KBS “사랑은 노래를 타고” 윤상현 역

SBS “비밀의 문” 김무 역

2013  KBS “광고천재 이태백” 마이찬 역

SBS “결혼의 여신” 필호 역

KBS “드라마 스페셜-불침번을 서라” 김진혁 역

2012  TV조선 “한반도” 민동기 역

영화
2014  “라이크러브” (일본단편)

“K5_Signature Perfume” (프로모션영화)

예능
2015  tvN “언제나 칸타레 시즌2”

CF
CASS, 삼화페인트, 카카오톡 외 패션화보 등 다수

많은 작품의 주연, 조연으로 나이답지 않은 넓은 연기스펙트럼을
가진 배우, 수준급의 첼로실력을 보유한 로맨틱한 배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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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천원)

04
재무요약

구분 2015 2014 2013

유동자산 11,038,361 7,448,865 2,963,795

비유동자산 1,500,872 683,661 501,607

자산총계 12,539,233 8,132,526 3,465,402

유동부채 3,073,048 2,589,634 1,349,963

비유동 부채 85,732 1,336,347 1,345,346

부채 총계 3,158,780 3,925,981 2,695,309

자본금 938,319 611,111 500,000

자본 잉여금 6,443,368 1,921,461 0

이익 잉여금 1,998,765 1,673,972 270,092

자본총계 9,380,452 4,206,544 770,092

구분 2015 2014 2013

매출액 15,389,770 14,826,055 5,225,950

매출원가 13,082,594 11,798,060 4,013,573

매출 총 이익 2,307,176 3,027,995 1,212,377

판매비와 관리비 1,563,860 1,083,173 1,089,088

영업이익 743,316 1,944,822 123,289

영업 외 수익 92,646 117,631 988,108

영업 외 비용 365,536 339,889 182,232

법인세 차감 전 이익 470,426 1,722,564 929,165

법인세 등 145,635 215,340 24,903

당기 순이익 324,791 1,507,224 904,262

(단위 :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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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 현황

재무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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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전략

성장전략

• 중국과의 공동제작/공동방영형태의 사전제작의 확대 및

래몽래인의 기획과 대본, 제작지원을 통한 중국현지방송 Biz 확대

• 일본에서의 컨텐츠 발매원 지위를 확보함으로써 일본시장 직접 진출

래몽래인 CNC 설립

• 모바일 컨텐츠의 제작 및 판매를 통한 뉴미디어 사업

• 쇼퍼라마를 통한 T2O사업 개시

• 모바일 컨텐츠와 COMMERCE의 연계사업 개시

뉴미디어사업 진출 및 T2O , M2O사업 확장

• 컨텐츠의 판권을 보유함에 따라 지속적인 수익 창출

• 완전한 판권을 소유한 성균관스캔들의 경우, 2010년 방영 이후

현재까지 매년 약5억 이상씩 총수익 52억원 안정적 발생

지적소유권의 확보 및 해외직접판매

래몽래인 Japan설립

T2O Business

M2O Business



NEW MEDIA

최고의
CONTENTS

최고의 드라마

Globalization

새로운 드라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