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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스타트업 액셀러레이터 플랫폼 지원
참여기관(AC) 세부 소개자료 (공고용)

2021. 7.

참여기관(AC) 총괄표
액셀러레이터
티비에스파트너스

개요
- 대표 : 이동규
- 설립일 : 2013년

와이앤아처

- 기술사업화, R&D 기획 지원
- 해외법인 : 미국, 멕시코 등

- 설립일 : 2015.10
- H/P : ynarcher.com
- 대표 : 이준배
- 설립일 : 2012년
- 본사소재지 : 세종
- H/P : ibuilt.kr

컴퍼니에이

- 대표 : 조병현
- 설립일 : 2018년
- 본사소재지 : 대전
- H/P : companya.kr

스마트파머

(Business Model Design Solution)

- H/P : tbspartners.com
- 대표 : 신진오

비고

- BDMS 프로그램 보유

- 본사소재지 : 부산

- 본사소재지 : 서울

아이빌트

핵심역량

- MDP(Market Driven Program)운영
- 아시아 스타트업 컨퍼런스 개최
- 해외법인 : 베트남,스위스,광저우

1천만원이상
직접투자예정

1천만원이상
직접투자예정

- 제이비엘을 강소기업으로 성장시킨
‘제88호 기능한국인’ 이준배 대표의
성공 노하우를 바탕으로 설립된 제조
기반 기술창업 글로벌 액셀러레이터

1천만원이상
직접투자예정

- 중기부 TIPS 운영사(2017~)

- 중기부 TIPS 협력기관(2019~)
- 중기부 수출바우처 수행기관
- 스타트업 투자조합 결성

1천만원이상
직접투자예정

- 대표 : 이주홍
- 설립일 : 2016년

- 스마트물류/유통 전문 AC

1천만원이상

- 본사소재지 : 부산

- 해외현지법인 : 베트남

직접투자예정

- H/P : ac-smartfarmer.com

비즈니움

- 대표 : 이창형
- 설립일 : 2015년
- 본사소재지 : 구미
- H/P : www.biznium.net

- 기술거래/기술사업화 전문 AC
- 중소기업상담회사 / 경영컨설팅
- 중기부 수출바우처 수행기관

1천만원이상
직접투자예정

참여기관 소개

㈜티비에스파트너스
설립년도
홈페이지
관심 분야
진출 지원국(지역)

2013. 07. 12.

소재지
부산
www.tbspartners.com
선발기업 지원내용
액셀러레이팅, 투자유치, BM개발/혁신, 기술가치평가, R&BD
미국
기관명
대표자

㈜티비에스파트너스
이 동 규

설립연도

2013년 07월 12일

본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97, A동 2407호

기관 개요
소재지

지사: 부산광역시 사상구 엄궁로 70-16 403호
해외지사 : 2020 Stonington Avenue, Suite 160

르무

Estates, Illinois 60169, USA

- 글로벌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핵심역량
(해외네트워크 등)

- 투자연계 기업 IR 자료 제작
- 직접투자 및 개인투자조합 운영
- BMDS 프로그램 활용 BM 고도화 지원, R&D 기획 및 사업 연계 지원
■ 글로벌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프로세스

글로벌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 글로벌 진출 사전 검증
- 현지 네트워크를 활용한 수요검증 및 현지 진출 전략 수립
- 글로벌 사전 분석/검증 리포트 도출
◦ BM 및 사업계획 고도화 멘토링
- 기업진단 및 BM 고도화 멘토링

- 사업계획 고도화 멘토링
◦ 현지 홍보 활동 및 현지기업 발굴
- 현지 기업 바이어 대상 우수기술 소개 및 홍보
- 현지 네트워크를 활용한 현지기업 대상 홍보 활동 수행
◦ 해외 투자 IR 자료(국문/영문) 제작
- 지원기업의 투자역량 강화를 위한 IR 자료 제작지원
- 기존 IR 자료 검토 및 보완 사항 도출
◦ 글로벌 向 R&D 기획 지원(특화)
- 자사 R&BD Framework에 따른 컨설팅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기술기반의 지원기업 사업화 지원
- 핵심 기술 확보 방안에 중점을 둔 성장전략 컨설팅 프로세
스를 통한 해외 판로 개척 지원
◦ 직접투자 및 후속 지원
- 자체 보유 주자재원 활용 스타트업 직접 투자 지원
- BMDS 프로그램 연계, 인포밍서비스 지원, 후속투자 연계
지원, 보육공간 연계지원 등
기업 선발 기준

대표자의 글로벌 진출 의지, 제품(서비스)의 차별성, 기술력

별첨자료

http://asq.kr/xE2fC

문의처

[한진경 책임연구원 / 051-911-3343 / tbsphan@gmail.com ]

[와이앤아처(주)]
설립년도

2015

홈페이지

소재지

서울

www.ynarcher.com
선발기업 지원내용

관심 분야

IT, SW, IoT, ICT, AI, 빅데이터, 소재부품, 컨텐츠, 관광, 제조

진출 지원국(지역)

유럽
2015년 10월에 설립한 와이앤아처는 국내(서울, 대구, 제주),

기관 개요

해외(베트남, 스위스, 광저우)에 지사를 두고 다양한 형태로 국
내 스타트업들에게 글로벌 진출 및 국내 사업화 프로그램 그
리고 투자 등을 제공하고 있는 글로벌 액셀러레이터입니다.
- MDP(Market Driven Program)운영

핵심역량
(해외네트워크 등)

- 11개국 43개 글로벌 파트너사 보유 (미주, 유럽, 동남아, 중화권 등)
- 약 139억원 펀드 및 개인투자조합 운영 (39개사 이상 투자 진행)
- 아시아 스타트업 컨퍼런스 “A-STREAM” 자체 개최
- 해외법인 : 베트남,스위스,광저우
■ 진단 컨설팅 (DI)
 기업별 사업 진척도, 글로벌 진출 니즈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진단 컨설팅
진행. 이를 통해, 글로벌 사전 진단 보고서 도출

■ 스타트업 어벤져스 (멘토링)
 진단 결과를 통하여, 기업별 맞춤형 1:1 멘토링 프로그램 진행 (기업별 3회 이상)

■ IR Run
 서면으로 현직 VC가 직접 기업 IR 자료에 대한 피드백 및 개선 컨설팅 진행

글로벌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 IR 리디자인 및 번역
 고도화 된 IR을 바탕으로, 기업별 IR 리디자인 및 영문 번역 제공

■ 영어 피칭 컨설팅
 최종 IR을 갖고 영어 피칭 전문 컨설턴트가 1:1 피칭 컨설팅 진행

■ A-STREAM
 와이앤아처의 글로벌 컨퍼런스 참가 지원

■ Online Global VCRT
 현지 VC와의 라운드 테이블 형태의 온라인 쇼케이스

■ Scale Up
 유럽 현지 컨설턴트가 직접 참여하여, 기업별 진출 전략, 시장 조사 등 현지
진출 맞춤형 프로세스 진행

기업 선발 기준
별첨자료
문의처

팀 및 대표자 역량 / 시장성 / 차별성 / 비즈니스모델 / 타당성
www.ynarcher.com
[김현수 팀장 / 02-2690-1550 / charles@ynarcher.com]

㈜아이빌트
설립년도

2012년

소재지

홈페이지

세종특별자치시

선발기업 지원내용

관심 분야

4차산업 기반 바이오, 환경, 에너지, 문화, 핀테크 등

진출 지원국(지역)

중국
■ 회사개요 및 비전

기관 개요

■ 아이빌트 강점 및 역량

핵심역량
(해외네트워크 등)

■ 기업진단 및 BM컨설팅
- 기업진단 : 아이빌트 고유의「글로벌 진출 역량 진단Tool-Kit」을
- 활용하여 참여기업의 니즈 및 문제점을 분석한 후 개선해야 할
- 핵심과제 도출 및 액셀러레이팅 지원방향 제시
- BM 고도화 1단계 : 사전진단을 통해 참여기업에게 적합한 내부
- 전문가를 매칭하여 중국 파트너사 (바이어, 투자자 등)가 선호하는
- BM 및 수익모델 기반의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해외 액셀러레이팅
- 프로그램 맞춤형 기획
- BM 고도화 2단계 : 참여기업에게 전문가를 매칭하여 1단계에서
-작성된 사업계획서를 점검한 후 중국 시장에 현실적으로 진출
- 할 수 있도록 최적의 BM 및 수익모델로 구체화하고 글로벌 자료를
- 고도화
■ Product-Market Fit 검증
- 중국 현지 액셀러레이터 HiA의 내·외부 전문가 및 협업 네트워크를
- 통해 시장조사단을 구성하여 시장반응조사 실시

글로벌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 현지 파트너 연계
- 바이어, 투자자, 정부기관, 연구기관, 대학교 등 중국 현지 액셀러레이터
- HiA의 협업기관 전문가 매칭을 통한 상담 및 IR과 네트워킹을
- 실시하여 중국 시장진출을 위한 교두보 확보
■ 중문IR제작 및 피치교육
- 아이빌트와 현지AC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는 ｢한·중 직무별 글로벌
- 인재양성 프로그램｣을 통해 수료한 인재 중 참여기업 사업분야에
- 적합한 인재를 기간 인턴제를 적용하여 제작
■ 글로벌사업화지원(특화)
- 한·중국제창업센터 프로그램 : 중국의 액셀러레이터 및 창업 유관
-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국내 창업기업이 성공적으로 중국시장에
- 진출 및 안착할 수 있는 시장창출 (매출, 투자 등) 중심의 HiA- 글로벌 오픈 이노베이션 프로그램 지원
- 하얼빈 한·중국제창업경진대회 참가 : 중국 및 한국의 유망한 창업
- 아이템을 보유한 창업자 대상 경연을 통해 창업 능력을 키우고
- 우수 아이템 포상을 통해 창업 분위기 확산 및 중국 및 한국에
- 있는 유망한 창업 기업을 하얼빈에 유치 및 현지화 실현

기업 선발 기준
별첨자료
문의처

해외사업 수행 경험, 기술 경쟁력, 사업화 전략 등
문의시 메일로 기관 소개자료 발송예정
담당자(이도현), 연락처(044-868-3670), 이메일(bbq@ibuilt.kr)

유한회사 컴퍼니에이
설립년도

2018년 3월 19일

홈페이지

소재지

대전광역시 유성구

www.companya.kr
선발기업 지원내용

관심 분야

소비재, 식품, 바이오, 소부장, IoT 외

진출 지원국(지역)

동남아시아 외(북미, 유럽 등 기업 아이템에 따른 맞춤형 국가 매칭)

기관 개요
핵심역량
(해외네트워크 등)

글로벌 진출 및 투자유치, 소셜, 여성 특화 액셀러레이터(AC)
싱가포르 및 태국 현지 지사 및 12국, 32기관, 187협력체 보유

■ 기업진단 및 BM컨설팅


기업별 1대1 사전 인터뷰 및 글로벌 진출 역량 진단



글로벌 진출 기본 소양 온라인 교육



비즈니스 모델 고도화 멘토링



맞춤형 전문가(글로벌 인증, 변호사, 변리사, 마케팅 등) 멘토링

■ Product-Market Fit 검증
글로벌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현지 전문가 온라인 인터뷰



기업별 맞춤형 현지시장조사 시행 및 시장검증 보고서 수신

■ 현지 파트너 연계


현지 파트너를 통한 해외 잠재바이어 발굴 및 매칭



진성 잠재 바이어와의 온라인 비즈니스 미팅 지원

■ 영문 IR제작 및 피치교육


영문 IR 자료 고도화 멘토링 및 피칭 교육



기업 IR자료 디자인 리터칭 지원

■ 글로벌사업화지원(특화)

기업 선발 기준
별첨자료
문의처



해외투자자 대상 모의 투자유치 프로그램 참여지원



글로벌 이커머스 플랫폼(Shopee, Q10, Kmallph) 입점 지원

기업 및 제품의 차별성, 글로벌 역량, 팀 역량, 기술력 등
컴퍼니에이 회사소개, 컴퍼니에이 주요지표
[이은호 과장 / 042-867-0319 / leo@companya.kr]

⃞ 컴퍼니에이 주요지표

⃞ 컴퍼니에이 글로벌 협력기관

⃞ 컴퍼니에이 글로벌 성과지표

㈜스마트파머
설립년도

2016년

소재지

부산

www.ac-smartfarmer.com

홈페이지

선발기업 지원내용
관심 분야

물류, 유통, 제조 등 기술 기반의 스타트업

진출 지원국(지역)

베트남 (호치민)
강

점


자체 경영지원
시설 보유





차별화된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및 체계적
경영지원 역량

기관 개요






청년창조발전
소 꿈터+ 위탁
운영 및
프로그램
지원사업 운영

다수의
전문인력
Pool을 활용한
전문화된 교육
및 멘토링
실시









내
용
자체 인큐베이팅센터, 청년창조발전소 꿈터+를 운영하여 초기
기업의 사무 공간 및 경영, 투자유치, 특허 및 지재권 상담, 마
케팅 등의 서비스를 all-in-one 으로 제공할 수 있는 플랫폼 보
유
기업 지원 운영 노하우 및 보육 역량 보유
LAB 및 오픈랩, 미팅룸, 다목적 강당, 스튜디오 등 기업의 사
무공간 및 미팅, 세미나 장소로 활용 가능
코워킹 스페이스 제공, 네트워크 플랫폼 기능 수행

아이디어 개발, IT, SW, 4차산업, 사업화, 투자, 유통, 마케팅,
글로벌 등의 전 영역에 걸쳐 교육 프로그램 운영 가능
특정 산업분야에 국한되지 않은 전방위 교육지원 가능
기업이 필요한 부문의 특화 프로그램 제공

콘텐츠 개발 / 유통 / IT / 서비스 분야의 부산지역 초기 기업
육성을 위해 개소한 부산대학교 인근 5층 규모의 청년창조발
전소 꿈터+ 위탁 운영사 선정
10∼20여개 기업이 입주할 수 있는 입주 공간 및 부산지역 초
기 기업들이 경영 자문 및 사업 고도화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는 추가 시설 보유
연속적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인 ‘S-Dreamers 3기’ 프로
그램 수행을 통해 초기 스타트업들의 사업 진출 가속화 및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한 특화 교육 실시

각 분야에 특화된 전문인력 Pool을 활용하여 창업자의 니즈에
맞는 분야별 전문가들의 경험과 전문 지식을 활용한 교육 및 멘토
링 효과 극대화
단순 멘토링에서 그치지 않고,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의 협업
을 통한 시너지효과 창출

강

점

전국, 지역,
글로벌
유관기관
네트워크를
통한 행사기획
및 플랫폼
제공

내





실질적
투자연계체계
보유

정량적,
정성적 평가에
의한 피드백
시스템 보유

스타트업
성장전략
도출을 위한
마케팅 및
리서치
지원역량 보유

핵심역량











용

전국 및 지역 유관기관, 글로벌 유관기관과의 탄탄한 네트워
크를 바탕으로 다양한 행사 기획, 운영가능
기업 성장에 필요한 네트워크 플랫폼 제공, 성장지원 가능
기관, 대학, 투자자, BI(business incubating) 센터 등 다양한 초
기기업 생태계 구성원들이 함께 참여하는 행사 운영

발굴, 심사, 투자, 사후관리, 회수에 이르기까지 전 단계에 걸친
업무수행 가능
자체투자, 조합펀드투자 등의 형태로 초기(seed) 단계의 투자를
기획하며, TIPS 프로그램 연계 및 VC(venture capital) 단계의 후
속투자 연계가 가능함
기업 사업화 단계에 따른 차별화된 역량키트 활용
분야별 역량진단키트를 활용하여 사업 영역별 능력 측정지표를
통한 기업별 강약점 파악 및 체계적 피드백 가능
프로그램 참여 후에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지원

국내외 시장 트렌드 조사, 소비자 반응조사, 제품 컨셉조사,
웹 데이터 기반 마케팅 조사 등을 전방위적으로 지원 가능
상황별, 니즈별 맞춤형 마케팅 리서치 서비스를 제공하고, 결
과기반의 전략도출 멘토링을 수행하여 결과 활용도 극대화
조사결과 기반으로 한 최적의 마케팅 전략 수립 지원 가능

◦ 유럽을 비롯한 아시아 권역 등의 바이어 확보

- 유럽 40여개국 (바이어 및 업체 리스트)

(해외네트워크 등)
◦ 베트남, 캄보디아 시장 진출 기지 활용 및 입주 가능 공간
확보
- 현재 베트남과 캄보디아의 비즈니스를 실행할 수 있는
베트남 법인이 설립되어 자체 검증 및 시장성, 성공가능
성을 가진 스타트업이 이 법인을 통하여 현지 시장 진입
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사업 진출 분야는 유통, 물류, 서비스, 제조, 프랜차이즈,
IT, Food 등을 중점적으로 육성시키며, SAG Vietnam은 각
분야에서의 사업화 구조를 설계하고 현지 법인 설립 및
사업네트워크 구성 등을 실행
■ 기업진단 및 BM컨설팅
자체 기업진단 kit를 활용하여, 글로벌, 기획, 재무, 판매 인사
등의 분야별 기업 진단 실시하며, 이에 맞춤형 BM 멘토링 구
성함
구
분

글로벌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BM
컨
설
팅

프로그램
명
진단
멘토링
BM
멘토링

프로그램 내용


담당 전문 멘토진들이 기업을 대상으로 준비된 서
류와 인터뷰를 중심으로 심층진단 실시하여 향후
평가 결과 산출



진단 결과에 따른 기업별 개선 사항들을 과정별 멘
토들을 통해서 과업 기간 동안 개선/해결/보완을
목적함

■ Product-Market Fit 검증
현지화에 포커스를 맞추어 기업별 산업 분야, 해당 타겟 시장
을 조사하고 실질적인 기업 시장 진출에 근거한 시장 보고서

도출 예정
■ 현지 파트너 연계
기업 성장을 위한 베트남 현지 AC 및 투자자, 참여기업 사업
분야에 맞춘 시장 전문가 멘토 Pool 보유
현지 스마트파머 투자 법인 활동으로 비즈니스 시장 진입 용
이

■ 영문IR제작 및 피치교육
기업 IR을 위한 IR 자료 구성 및 피치덱 교육을 실시하여 글로
벌 비즈니스 가능성을 향상 시킴

■ 글로벌사업화지원(특화)
스마트파머와 MOU 체결이 되어있는 Zone StartUp Vietnam을
통하여 베트남 현지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이나, 현지 진출 프
로그램을 연계 실시함
S-Challenge IR 피칭 기회 제공 – 스마트파머가 매년 진행하는
AC/VC 대상 투자 IR 로서, 투자 유치 및 비즈니스 사업화 가능
성을 확인하는 과정임
1. 아이템의 적정성
2. 기술의 차별화
기업 선발 기준

3. 액셀러레이팅을 통한 기업 사업화 니즈
4. 팀 구성과 역할 분배의 적정성
5. 사업화 의지

별첨자료

기업 소개 자료 첨부
정용 투자⦁운영팀장

문의처

/ 010.2838.9642
/ jeongyong02@gmail.com

주식회사 비즈니움
설립년도
홈페이지
관심 분야
진출 지원국(지역)
기관 개요
핵심역량
(해외네트워크 등)

글로벌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기업 선발 기준
문의처

2015년 01월

소재지
구미
www.biznium.net
선발기업 지원내용
기술기반 전분야
동남아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
액셀러레이팅, 경영컨설팅, 학술연구용역, 기술화사업
- 경북 소재 AC로서 높은 접근성의 현장 밀착지원과 직접투자 및 투자유치 지원 가능
- 지역의 스타트업을 포함한 다수의 컨설팅 수행으로 폭넓은 이해와 경험 보유
- 동남아 현지 바이어 및 투자자에 대한 글로벌 네트워크 다수 보유
■ 기업진단 및 BM컨설팅
- 자사 보유 Tool를 활용한 진단 및 이슈, 시사점에 대한 전략 방향 도출 진행
(CEO 역량분석, 시장기회분석, 아이템분석, 비즈니스모델분석, 전략분석)
- 다수의 사업수행 경험을 토대로 참여기업의 지속적 성장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 제공을 통해 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
- 기술사·기술거래사·변리사·경영지도사 등 분야별 전문가 60여명 보유
하고 있어 다각도로 활용 가능 (성장전략, 글로벌 진출, R&D과제기획 전문
인력 및 수행경험 보유)
■ Product-Market Fit 검증
- 아이디어 검증단계와 시장검증 단계를 구분하여 유형별 Product-Market Fit
컨설팅 지원 및 타깃시장 분석 서비스 제공
■ 현지 파트너 연계
- 글로벌 진출 전문인력 보유하고 있어 국가별 시장 진출 전략 수립 및 진
출 장벽 분석 등 세부 항목별 맞춤형 지원
- 자사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현지 VC 및 바이어 발굴과 매칭, 기타
제품등록·인허가 등 직접지원
■ 영문 IR제작 및 피치교육
- 영문 제작 및 디자인 전문조직을 보유하고 있어 영문 IR 제작 및 각종 디
자인 DB 활용한 마케팅 자료 제작 지원
- 피칭 관련 교육 진행 및 피칭 전문가의 IR 피칭을 코칭
■ 글로벌사업화지원(특화)
- 하노이 국제 상설 전시장 입점 지원 (호안끼엠)
(베트남 현지 파트너사인 종합무역 유통기업의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하노
이에서 가장 유동인구가 많은 호안끼엠에 위치한 국제 상설 전시장에 오
프라인 제품 입점 지원)
팀역량, item의 사업성, 혁신성 및 차별성, BM 등
[박성용 주임 / 010-9425-9389 / sypark@biznium.net ]

□ 종합컨설팅 회사로 기술, 디자인, 솔루션등 다각도 지원 가능
- 기술전문가 및 기술특성을 반영한 특허 및 기술 분석지원
- 카탈로그, CI·BI 등 디자인 및 스마트솔루션 지원

□ 글로벌 네트워크 보유
- 현지법인설립, 바이어발굴, 현지 온라인 플랫폼 입점, 현지 유통망 구축 등 글로벌 진출
지원

□ 경북 소재(구미) AC로 밀착 지원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