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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스퀘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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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대표스타트업액셀러레이터
벤처스퀘어는 2010년 벤처를 위한 소통과 나눔의 공간을 제공하고자, 

스타트업 생태계의 전문가들이 창간한 스타트업 전문 미디어이자 등록 액셀러레이터입니다. 

대한민국 No.1 액셀러레이터로의성장, 올바른투자와액셀러레이션으로스타트업의성공지원합니다. 

벤처스퀘어는스타트업의성장을함께하는

종합서비스브랜드입니다.
We are

We are 벤처스퀘어는중소벤처기업부등록액셀러레이터이자
TIPS 프로그램운영사입니다.



액셀러레이터는 투자자이자 인큐베이터!

#밸류업 #멘토링 #전문지원 #홍보

#투자 #EXIT #후속투자유치 #연계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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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사업영역

대한 민국 NO.1  Total Start up Accelerator

스타트업미디어액셀러레이션프로그램

보육프로그램및이벤트투자및지원

 중소벤처기업부 TIPS 운영사 11개사 추천

 신기사조합 1개, 개인투자조합 3개 운영 중

 직접, 조합 등을 통해 총 55개 기업, 총 31억 원 투자

 선발 · 육성부터 멘토링, 네트워킹, 투자지원 매칭까지 스타트업

성장 지원 종합 서비스

 Startup NOMAD - 글로벌 액셀러레이션 프로그램

 정부/공공, 민간 등 다양한 영역의 액셀러레이션 프로그램 진행

 민간/공공 등을 대상으로 스타트업 관련 이벤트를 위탁 운영 진행

 대기업 이노베이션 전략, 공공 부문 스타트업 보육 정책 자문

 스타트업 투자사 ·  대기업 ·  정부 기관을 이어주는 스타트업 허브

 국내 대표 스타트업 미디어, 자회사 운영

‘스타트업의 모든 것’을 담고자 스타트업의 소식을

전달(국문/영문)

 매일경제, 전자신문, 네이버, 카카오 등 유통 채널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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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발굴•지원으로새로운창업생태계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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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발굴및성장

스타트업
생태계 이해

스타트업
네트워크

스타트업
경험

다양한 분야
전문가 확보

글로벌
네트워크

창업생태계
활성화

글로벌 역량 강화

스타트업에 대한 이해도 제고

창업 문화 기반 조성

성공 사례 확대

정보 비대칭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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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액셀러레이터및개인투자조합운영

4개 투자조합
투자재원 운용 규모

24억원 운용중

+

2개 투자조합
20억 규모 추가 결성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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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투자실적

상장일 : 2018. 12. 26
시총액 : 3,200억원(19.04.10 기준)

팁스 연계 투자 11개를 포함하여 총 55개 기업, 31억 원 투자 진행.

17개 기업 348억원의 후속투자와 KONEX 1개 기업 상장. (2019.2 기준)

이노본
후속투자 17억원

자비스앤빌런즈
후속투자 21억원

주빅
후속투자 34억원

메디코젬
후속투자 25억원

더커머스
후속투자 10억원

닥터스팹 한국축산데이터 삼십구도씨 소테리아
퍼스트펭귄 선정

애드인텔리전스
후속투자 4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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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액셀러레이션주요성과

40
액셀러레이팅 기업수

(5기수)

5.0
직접 투자 총액

(억원)

936
후속투자 유치액

(억원)

총 759억 후속 투자 유치

122억 투자 유치
- 소프트뱅크, DT캐피탈 등

아시아 스타트업 최초 선발

10억 투자 유치
- SK-KNET 청년창업투자조합

21억 투자 유치
- 산업은행,코리아오메가 등

196억 투자 유치
- 코리아오메가 등

후속투자유치 해외액셀러레이터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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밸류업성과및노력 - 마케팅, 컨설팅, 고객유치, 후속투자유치

2014년 12월 50억원(10억원후속투자)X 6.5

 인포그래픽 자동 생성 솔루션 개발 및 컨설팅

 컨텐츠 기반 스타트업에 대한 명승은 대표의 비즈니스 모델 멘토링 및 판로 개척

 적극적인 피보팅 노력

2015년 11월 45억원(6억원후속투자)X 1.8

 이슈 기반의 협업툴 서비스 제공

 비즈니스 모델 멘토링 / 판로 개척에 대해 벤처스퀘어가 고객 입장에서 이용 및 적극적인 피드백

 해외 진출을 돕기 위해 스타트업 그라인드 유럽 2016 동행

2016년 2월 90억원(20억원후속투자)X 3.7

 쉽고 체계적인 온라인 세무지원 서비스

 초기 비즈니스 모델 멘토링 / 판로 개척

 서비스 대상이 스타트업, 벤처스퀘어 네트워크를 활용한 마케팅 지원, 9,000 고객 확보

2016년 8월 20억원(1.2억원후속투자)X 4.2

 해외 교육기관과 유학 예정자를 이어주는 플랫폼 서비스 제공

 비즈니스 모델 멘토링

 유학생을 위한 송금 서비스 개발을 위해 KB 금융지주, 신한퓨처스랩 연결

2016년 8월 3,200억원(196억 원후속투자)X 18

 인간 마이크로바이옴의 연구경험 바탕으로 인체에 유익한 세균을 유전체 분석

 후속 투자 유치 적극 세일즈 및 IPO 안착을 위한 적극 홍보 활동

 TIPS 선정을 통한 고급 연구인력 확보

http://www.google.com/url?sa=i&rct=j&q=&esrc=s&source=images&cd=&cad=rja&uact=8&ved=2ahUKEwi19e_66cvhAhVK57wKHTy7AlIQjRx6BAgBEAU&url=http://genomecom.co.kr/&psig=AOvVaw3ByFmKD0y075tbtmfk_pl7&ust=155520223955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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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후주요 EXIT 사례

2012년 5월

보통주 0.2억원

2016년 8월

50% EXIT 1억원X20

2016년 8월

보통주 1억원

2019년 4월(코넥스 장내 매각)

25%EXIT 4.3억원X18

2013년 5월

보통주 0.3억원

2015년 9월, 2016년 9월

2차례 EXIT 2.4억원X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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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대상스타트업발굴

팁스사이트를통한참가기업검토 투자자네트워크

스타트업미디어 채널 데모데이등이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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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단계별 Value Up 전략

비즈니스 진단 밸류업 프로그램 사업확장 연계



벤처스퀘어소개 12

액셀러레이션을위한네트워크 - 국내

BNH investment

보육 공간 및

교육 인큐베이팅 협력

스타트업 미디어 운영 및

컨퍼런스 운영 협력

액셀러레이션 협력 공동 / 후속 투자 협력

우리은행위비
핀테크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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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셀러레이션을위한네트워크 - 해외

유럽권

중국

미주권

일본

동남아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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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진출지원사례

• 스타트업 노매드 1기 센드버드
• 와이컴비네이터 프로그램 선정 및 투자유치
• 미국 법인으로 전환(Flip), 총 759억원 후속 투자 유치

• 스타트업 노매드 2기 데이투라이프
• 500 스타트업 프로그램 선정 및 투자유치

• 아시아 기업 최초 선정
• 스타트업 사우나 프로그램 선정 및 투자 유치
• 바이엘과 협력 및 투자 논의

• 스타트업 노매드 3기 콜라비팀
• 스타트업 사우나 2017년 가을 프로그램 선정

• 스타트업 노매드 4기 라이비오
• 미국 블루스타트업 프로그램 선정 및 투자유치
• 미국 법인으로 전환(Flip)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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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미디어네트워크

벤처스퀘어는 2010년 4월 오픈한 한국을 대표하는

스타트업 전문 미디어입니다.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사람, 기술, 제품과 서비스 등을 심도 있는 분석 기사로

소개, 초기 스타트업의 1등 도우미를 자부합니다.

· 비전 : 한국 스타트업의 더 나은 미래 생태계 조성

· 콘텐츠 : 주당 80건. 누적 기사 건수 1만 5천 건(19.2 기준)

· 필진 : 전문 기자 5명, 필진 250명

· 방문자 수 : 일 2만여 명, 월간 80만 페이지뷰(19.2 기준)

· 페이스북 페이지 팬 수 : 8만 3천 명

· 배포처 : 네이버, 다음 뉴스 검색 제휴, 줌, 네이트 뉴스 송고

스타트업미디어사간 업무협약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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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지원채널

기사및콘텐츠

8,3000 Fan

국문/영문 배포- 전문기자 작성
- 전문가 기고
- 영상 콘텐츠
- 행사 개최 등

주요포탈검색노출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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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미디어네트워크 - 해외

China

Singapore
India

US (Silicon Valley)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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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IEGOGO(인디고고) –크라우드펀딩플랫폼

Pre-
pilot

* 오리엔테이션

* 인디고고오버뷰

* 인디고고팀,지원및혜택

* 1:1 미팅

스크리닝

* 참여기업정보수집

* Fast-Track(5주), 8주프로그램,

기타지원등기업상황에따라

적합프로그램추천

Pilot
프로그램

* 크라우드펀딩캠페인런칭을

위한미국인디고고전략팀과

영국멘토들의1:1 멘토링

인디고고
런칭

* 멘토링내용을반영하여

인디고고플랫폼에

크라우드펀딩캠페인 런칭

인디고고에 진출에 적합한 팀 인디고고 아시아총괄 포렌스그룹과의 협력을 통해 직접 선발 후 프로그램에 직접 참여를 지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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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스퀘어는대한민국 No.1 액셀러레이터그룹으로성장하고있습니다.

벤처스퀘어는올바른투자를통하여스타트업이성공할수있도록힘쓸것입니다.

벤처스퀘어는대한민국스타트업대표미디어및이벤트를기획및운영해나갈것입니다.



www.venturesquare.net

invest@venturesquare.net 



APPENDIX

일반 현황 및 주요 연혁



벤처스퀘어소개 22

조직현황

설립 : 2010. 9. 1• 대표 이사 : 명승은 • 직원 : 8명(자회사 포함 15명) • 자본금 : 2억 3,819만 원 • 2017 매출(자회사 연결) : 34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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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사업연혁(1)

2010
9월 벤처스퀘어 설립

2012
5월 매경 모바일 창업코리아 주관

11월 제 1회 글로벌스타트업 컨퍼런스 개최

2013
5월 중소기업청 주최, 창업진흥원 주관

액셀러레이션사업 SparkSquare 진행

6월 SK Telecom 
브라보! 리스타트협력운영

10월 미래창조과학부 주최, NIPA 주관
글로벌액셀러레이터육성사업선정
Startup Nomad

7월 “실전창업리그-슈퍼스타V” 스타트업 챌린지 진행

2월 중소기업청글로벌시장형
창업사업화연구개발(R&D) 프로그램
운영협력기관선정(TIPS) 

LG MBA 스타트업
벤처프로젝트 진행

4월 한국콘텐츠진흥원, 
창의인재동반사업
플랫폼기관선정 및 운영

6월 미래창조과학부 주최, NIPA 주관
글로벌 액셀러레이터 육성사업 선정
Startup Nomad

8월 SK플래닛트라이앵글콘서트협력운영

11월 제 4회 GSC Fall 개최
- 글로벌스타트업 컨퍼런스

2014

5월 kt econovation center운영
(서초,우면,성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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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사업연혁(2)

G-Star 2015 게임 투자마켓
투자매칭 프로그램 운영

2015
3월 LG MBA 벤처 프로젝트 진행

4월 제 5회 GSC Spring 개최
- 글로벌스타트업 컨퍼런스

6월 미래창조과학부 주최, NIPA 주관
글로벌액셀러레이터육성사업
선정 Startup Nomad

9월 제 6회 GSC Fall 개최(킨텍스)
- 글로벌스타트업 컨퍼런스

경기콘텐츠진흥원
글로벌허브사업 선정
액셀러레이션프로그램(중국/싱가폴)

5월 kt econovation center 운영(서초,우면,성남)

11월

2월 한양대학교
창업 15개팀 액셀러레이팅 진행

LG인화원 벤처프로젝트

한국문화정보원 문화데이터 활용기업 기업컨설팅

휴젤 바이오 데모데이

경기콘텐츠진흥원경기문화창조허브
민간액셀러레이터협력운영

미래창조과학부주최, NIPA 주관
글로벌액셀러레이터육성사업선정
Startup Nomad

IoT Biz Factory7월

2016

3월

6월

제 8회 GSC Fall 개최(판교)
- 글로벌스타트업 컨퍼런스

11월

G-Star 2016 게임 투자마켓
투자매칭 프로그램 운영

제 7회 GSC Spring 개최(COEX)
- 글로벌스타트업 컨퍼런스

5월

한국콘텐츠진흥원
거점형글로벌액셀러레이팅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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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사업연혁(3)

4월 미래창조과학부, 연구개발재단특구
액셀러레이터연계지원사업
경기/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한국문화정보원 문화데이터 활용기업 기업컨설팅

경기콘텐츠진흥원 경기문화창조허브
민간액셀러레이터협력운영(2년연속)

미래창조과학부주최, NIPA 주관
글로벌액셀러레이터육성사업선정
Startup Nomad

중소기업벤처부액셀러레이터등록(24호)7월

2017

6월

제 9회 GSC Spring 개최(COEX)
- 글로벌스타트업 컨퍼런스

5월

신용보증기금 스타트업 네스트 2기 운영

경기도, 경기콘텐츠진흥원
넥시드 액셀러레이션 프로그램 운영

10월

제 9회 GSC Fall 개최(판교)
- 글로벌스타트업 컨퍼런스

11월

한국콘텐츠진흥원
콘텐츠 특화 액셀러레이터 지원사업

벤처스퀘어 액셀러레이션 투자조합 1호, 2호 결성완료8월

4월 미래창조과학부, 연구개발재단특구
액셀러레이터연계지원사업
경기/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한국문화정보원 공공저작물 활용기업
창업 및 성장지원 사업

신용보증기금스타트업네스트 3기운영

신용보증기금스타트업네스트 4기운영7월

2018

제 11회 GSC Spring 개최(서울창업허브)
- 글로벌스타트업 컨퍼런스

6월

3월

한국콘텐츠진흥원
콘텐츠 특화 액셀러레이터 지원 시즌2

SK Hynix 사내벤처 프로그램
HiGarage 운영

10월

국가혁신클러스터 지원(비R&D) 사업 참여
-자율주행서비스 분야 육성

디랩 브이에스 개인투자조합 1호 결성완료(12.7억)12월

2019 브이에스 스타 개인투자조합 1호 결성완료(9.9억)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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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사업진행내용(1)

신용보즘기금 Start-up NEST 액셀러레이팅프로그램(2기~5기)

•스타트업 육성 플랫폼인 “스타트업 네스트(Start-up NEST)”를 통해 스타트업이 본격적인

성장궤도로 진입할 때까지 체계적으로 육성하는 프로그램

- 스타트업 선발, 비즈니스 모델 개선, 투자유치 역량 강화 등 교육 및 워크숍,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

K-Global 액셀러레이터육성사업(2013~2017)

문화데이터/공공저작물활용기업창업지원(2016~2018)

콘텐츠특화액셀러레이터지원사업(2018)

•콘텐츠 분야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액셀러레이터 지원 프로그램

- VR, AR, MR 등 가상현실 분야와 블록체인 분야의 콘텐츠 생산 및 유통, 지원하는 스타트업을

선발하여 국내외 전문가를 통한 멘토링 및 투자 연계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운영

Cel 해외거점형맞춤액셀러레이팅프로젝트(2016)

•해외 투자 및 액셀러레이터와 연계하여 현지 거점을 통해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 미국, 중국 등 현지 투자자 및 액셀러레이터와 연계하여 현지 3주 체류 프로그램

- 국내 사전 교육 및 워크숍, 현지 전문가를 통한 교육 및 네트워크, 데모데이 등을 기획하여 운영

AC연계액셀러레이터지원사업(경기/제주)

•창조경제혁신센터와 민간 액세레이터가 연계하여 스타트업을 선발 및 육성, 투자를 진행

- 경기, 제주 창조경제혁신센터와 협력을 통해 진행하였으며, 총 16개 기업을 선발 육성하여

8개 기업에 대한 자체 투자를 집행

넥시드엑셀러레이터지원사업(2017)

•경기도와 경기콘텐츠진흥원의 넥시드 투자조합과 연계된 스타트업 선발 육성 프로그램

- 경기도 내 콘텐츠융합 스타트업의 선발과 육성, 투자 유치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기획 운영

- 프로그램 참가기업 4개사 중 2개 기업에 대한 직접 투자 진행

액셀러레이션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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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사업진행내용(2)

사내벤처프로그램HiGarage운영(2018~2019)

•하이닉스의 사내벤처 프로그램인 하이게러지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 사내벤처 참가자의 사업계획서 및 발표자료의 작성,  기초 교육 진행과 선발 평가 진행

- 대중소협력재단을 통한 정부지원 프로그램과 연계한 사업화 지원 및 관리 수행

LG MBA 스타트업밴처프로젝트(2012~2016)

•LG그룹 내 임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사내 MBA 프로그램 중 스타트업 사례 적용 프로그램

- 실제 스타트업의 사례를 바탕으로 개선 방향 도출을 통해 스타트업 경영을 체험

- 스타트업 임직원과 함께 문제 해결을 방안을 도출할 수 있는 워크숍 및 1:1 코칭 프로그램 운영

사내벤처 & Open Innovation 컨퍼런스

글로벌스타트업컨퍼런스(2012 ~ 2018)

•‘글로벌 스타트업 컨퍼런스’는 2013년부터 벤처스퀘어가 매년 봄/가을 개최해 온

민간 최대 규모의 스타트업 컨퍼런스.

봄 행사는 스타트업 트랜드 및 글로벌 진출에 대한 정보 공유를,

가을 행사는 컨퍼런스 겸 스타트업 데모데이를 중점으로 진행.

봄행사 총 5회진행

글로벌 진출 정보 공유

참관객 500~1,000명 규모

가을행사 총 5회진행

컨퍼런스 + 스타트업 데모데이

참관객 3,000~1만 명 규모

SK텔레콤 True Innovation 밋업(2018~2019)

•SK텔레콤과 외부 파트너간 협업 프로그램 중 외부 변화를 내부로 끌어들여 기업의 비즈니스 확장과

혁신 가속, 개방과 공유, 협력 문화를 정착하려는 목적으로 진행하는 밋업 행사.

- 블록체인, 드론, AI, 사물인터넷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스타트업이 함께하는

테크 중심의 인사이트 제시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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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사업진행내용(3)

U-Star 워크숍 (2기, 3기진행)

울산창조경제혁신센터-SKC Startup Plus 워크숍

IR 코칭프로그램

Korea Startup in NY Program

•디자인 기반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을 위한 미국 동북부 지역 프로그램 진행

- 현지 진출 한인 기업인과의 밋업, 현지 전문가의 강연 및 1:1 상담, 기업의 벤치마킹, 

현지 스타트업과의 네트워킹 진행 등

세대융합캠퍼스 데모데이 개최

•창업진흥원-한국디자인진흥원 세대융합캠퍼스 참여기업의 최종발표회를 겸한 데모데이 개최

- 기곤 투자자, 액셀러레이터, 개인투자자 등 30여명의 투자자 대상의 피칭 프로그램 기획 운영

2017 문화창의네트워크액셀러레이팅프로그램운영

• 콘텐츠 스타트업의 3개 대륙(중국/아시아/유럽) 진출 지원 프로그램

- 중국/싱가폴/파리 현지 프로그램 및 데모데이를 기획 운영

2016 판교경기문화창조허브민간액셀러레이터협력운영

• 경기문화창조허브 활성화를 위한 민간 협력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프로그램

- 교육프로그램/스타트업세미나/네트워킹 등 총100여 개의 스타트업 프로그램 진행

- 스타트업을 위한 마케팅지원사업(10개 기업) 및 데모데이 개최

2017  광주스마트벤처창업학교 IR 데이운영

•스마트벤처창업학교 참가기업에 대한 투자역량 강화 및 투자 유치 기회 마련 프로그램

- 참가기업에 대한 IR 역량강화 워크숍 및 1:1 멘토링 진행

- 40여명의 투자자 및 액셀러레이터가 참여한 데모데이 개최

세대융합캠퍼스 데모데이 개최

•창업진흥원-르호봇 세대융합캠퍼스 참여기업의 최종발표회를 겸한 데모데이 개최

- 기곤 투자자, 액셀러레이터, 개인투자자 등 30여명의 투자자 대상의 피칭 프로그램 기획 운영

교육 / 워크숍 / 이벤트–성장지원및투자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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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사업진행내용(4)

2016 판교경기문화창조허브민간액셀러레이터협력운영

• 경기문화창조허브 활성화를 위한 민간 협력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프로그램

- 교육프로그램/스타트업세미나/네트워킹 등 총100여 개의 스타트업 프로그램 진행

- 스타트업을 위한 마케팅지원사업(10개 기업) 및 데모데이 개최

교육 / 워크숍 / 이벤트–성장지원및투자유치

에코노베이션센터운영관리(14~15)



APPENDIX

Value-up 프로그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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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임웍

31

비즈니스진단을위한워크시트및템플릿(1)

비즈니스모델
1

판로개척
2

마케팅전략
3

액셀러레이팅구성및
방향

특허및법률이슈
4

투자유치
5

VENTURESQUARE – Startup Business Valueup Canvas

비즈니스모델을진단할수있는프레임워크가이드와진단결과를바탕으로기엽별맞춤형액셀러레이팅구성및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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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진단을위한워크시트및템플릿(2)

VENTURESQUARE –투자심의기본검토자료

투자검토를위한기업의기본적인정보를담은엑셀시트를배포.
벤처스퀘어내부 IR 참여를원하는기업대상으로매월본시트와 IR 자료를제출받아검토후 IR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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밸류업프로그램예시 - 비즈니스역량강화(공통교육)

구분 1회차 2회차 3회차 4회차 5회차 6회차 7회차 8회차

필요 영역 기획 마케팅 개발 운영 마케팅 & 홍보 마케팅 & 홍보 마케팅 & 홍보 투자

교육 주제
브랜딩 구축 및

전략
초기 고객확보를

위한 마케팅
스몰비즈니스의

프로젝트 관리방법

스타트업을 위한

스마트 워크

설득을 위한

비즈니스 문서작성

진정성과 임팩트

있는 말하기

스타트업과

미디어, PR

스타트업을 위한

IR과 투자

내용
지적 재산권, 세무, 

해외서비스 벤치마킹, UX/UI,

서버 구축 및 관리

예정
강사

각 영역별 전문가
정규프로그램에서 다뤄지지
않는 교육내용을 다양한 행사
중 특강 /세미나 형식으로 진행

진행
방안

• 정규프로그램

• 특강 / 세미나

정규 프로그램(8~10회)

특강 / 세미나(월 1회)

수요
조사

기본 역량 : 기획, 프로젝트관리, 마케팅/홍보, IR 등

전문 역량 : 세무, 법무, 해외사업, 개발 기술 등

교육니즈
도출

비즈니스를 추진하기 위한 구성원들의 기본적인 역량향상의 상향 평준화를 위해 체계적인 수요조사를 통해
필요 역량과 교육니즈를 도출하여, 이를 바탕으로 청년기업들에게 특화된 맞춤형 커리큘럼을 구성하여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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밸류업프로그램예시 - 투자유치/ IR 피칭워크숍

[IR용사업계획서작성방법론

및실제사례분석]

- 설득을 위한

Baseline Logic의 이해

- IR용 사업계획서 작성 방법

IR 기본교육

[IR피칭을위한이야기구조와

발표스킬]

- 스타트업 피칭 무엇이

문제인가?

- IR피칭의 효과적인 이야기

구조

IR 피칭스킬교육

[사전진단결과코칭]

- 개별 또는 3개 그룹으로

나누어 각 팀별 IR 심화 코칭

진행

IR심화코칭

[IR 피칭및멘토링]

- 피칭 영역 및 투자 영역으로

구분하여 멘토를 배정하고

각 팀별 모의IR 진행

- 각 팀당 15분 배정

(7분 발표, 8분 피드백)

모의 IR

실제 투자 유치 및 데모데이 등을 대비한 실전에 준하는 IR 교육과 실습 프로그램 진행



APPENDIX

투자 포트폴리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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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포트폴리오(1)

No. 회사명 서비스(제품) 소개 URL 대표 투자계약일 재원구분

1 오픈트레이드 투자형 전문 크라우드펀딩 플랫폼 www.opentrade.co.kr 고용기 2012-05-00 벤처스퀘어 법인 투자

2 IT&Basic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이 서로 소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청중 응답 시스템 www.symflow.com 민경욱 2013-09-09 벤처스퀘어 법인 투자

3 뉴스젤리 데이터 시각화, 데이터 커뮤니케이션 newsjel.ly 정병준 2014-12-15 벤처스퀘어 법인 투자

4 아이비베리
매장 방문 시점별로 각기 다른 할인율을 적용할 수 있는
후불결제형 모바일 쿠폰 앱 서비스

www.cousto.net 박용덕 2014-12-15 벤처스퀘어 법인 투자

5 콜라비팀 업무시간을 반으로 줄여주는 협업도구 www.collab.ee 조용상 2015-11-10 벤처스퀘어 법인 투자

6 스파코사 비콘 기반 RTLS 솔루션, Catchloc www.spacosa.com 조우주 2015-11-19 벤처스퀘어 법인 투자

7 토이스미스 IoT 플랫폼 & 솔루션 www.toysmyth.com 서형준 2015-11-24 벤처스퀘어 법인 투자

8 이노본 이식용 인공뼈 제조 회사 www.inobone.com 박용상 2015-12-07 VS스타트업투자조합

9 자비스앤빌런즈 세무비용을 줄여주는 인공지능 서비스 jobis.co 김범섭 2016-02-11 VS스타트업투자조합

10 지놈앤컴퍼니 장내 미생물 연구/개발 회사 www.genomecom.co.kr 배지수 2016-08-03 VS스타트업투자조합

11 어브로딘(뉴학) 어학연수나 홈스테이를 연결해주는 서비스, ‘뉴학’ www.newhak.com 강호열 2016-08-29 벤처스퀘어 법인 투자

12 엣카르타 부동산 전문 VR 서비스 www.atcarta.io 김수종 2016-09-10 벤처스퀘어 법인 투자

http://www.opentrade.co.kr/
http://www.symflow.com/
http://newsjel.ly/
http://www.cousto.net/
http://www.collab.ee/
http://www.spacosa.com/
http://www.toysmyth.com/
http://www.inobone.com/
http://jobis.co/
http://www.genomecom.co.kr/
http://www.newhak.com/
http://www.atcarta.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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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포트폴리오(2)

No. 회사명 서비스(제품) 소개 URL 대표 투자계약일 재원구분

13 이넘넷 기계학습 사물인식 기반의 이미지 배경제거/추출 서비스 www.enumnet.com 최승혁 2016-09-11 벤처스퀘어 법인 투자

14 더핏 신발 사이즈를 추천해주는 맞추 커머스 도우미 서비스 www.thefitshoes.com 김현호 2016-09-12 법인 투자

15 주빅 마이크로니들 전문 연구개발회사 http://juvicbio.com/ 정형일 2016-12-07 VS스타트업투자조합

16 니나노 노래방 반주기 제작 판매 및 콘텐츠 플랫폼 서비스 양태식 2016-12-10 벤처스퀘어 법인 투자

17 더브이씨 스타트업 투자 데이터베이스 제공 서비스
thevc.kr

변재극 2016-12-16 벤처스퀘어 법인 투자

18 메디코잼 바이오 의료용소재와 의료용기기를 개발/판매 회사 www.medicogem.com 신재민 2017-03-20 VS스타트업투자조합

19 더커머스 AI 기반 최저가 온라인 쇼핑 플랫폼 http://oneprice.co.kr 문성환 2017-08-02 VS스타트업투자조합

20 해링스 신약개발 임상 디자인 플랫폼 http://heringsglobal.com 남병호 2017-08-02 VS스타트업투자조합

21 블루골드 자가세정기능을 구현하기 위한 초발수/초친수 나노소재를 융합하는 연구 개발 http://bluegold.co.kr/ 김봉현 2017-08-14 벤처스퀘어 법인 투자

22 아일랜드 제주지역 콘텐츠 기반 특화 상품 및 서비스 www.studioisland.co.kr 정제환, 심우아 2017-08-14 벤처스퀘어 액셀러레이션 투자조합 2호

23 리앤컴퍼니 Wi-Fi 기반 스마트 마케팅 솔루션, 'Waffle' waffle.at 이광민 2017-08-14 벤처스퀘어 법인 투자

24 투비콘 의료증명서 발급 및 실손보험청구 플랫폼 clinic.mycerti.com 노정한 2017-08-14 벤처스퀘어 법인 투자

http://www.enumnet.com/
http://www.thefitshoes.com/
http://juvicbio.com/
http://thevc.kr/
http://www.medicogem.com/
http://oneprice.co.kr/
http://heringsglobal.com/
http://bluegold.co.kr/
http://www.studioisland.co.kr/
http://waffle.at/
http://clinic.mycert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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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포트폴리오(3)

No. 회사명 서비스(제품) 소개 URL 대표 투자계약일 재원구분

25 톤28 기후변화반영 화장품 구독 서비스 www.toun28.com 정양숙/박준수 2017-08-14 벤처스퀘어 액셀러레이션 투자조합 2호

26 이씨쓰리 가상현실 기반 인도어 사이클링 플랫폼 www.bitelli.kr 김근우 2017-08-14 벤처스퀘어 액셀러레이션 투자조합 1호

27 자란다 유치원, 초등학생 대상, 대학생 방문교육/돌봄 서비스 jaranda.kr 장서정 2017. 10. 16 벤처스퀘어 액셀러레이션투자조합 2호

28 닥터스팹 IoT 기반 입원환자 배뇨(소변) 및 수액(링거) 모니터링 시스템 doctorsfab.co.kr 김근배 2017-10-20 벤처스퀘어 액셀러레이션 투자조합 1호

29 미스터마인드 중소상공인을 위한 인공지능기반 챗봇 패키지 서비스 mindmap.ai 정우식 2017-11-06 벤처스퀘어 액셀러레이션 투자조합 2호

30 엔블리스컴즈 버킷리스트, 위시리스트를 공유하는 SNS www.wishingnote.com 정지후 2017-12-01 벤처스퀘어 액셀러레이션 투자조합 2호

31 프론티 화상채팅 기반 학습 시스템 ziktalk.com 심범석 2018-03-26 벤처스퀘어 법인 투자

32 애드인텔리전스 이커머스 상품 판매 정보의 머신러닝 분석을 통한 광고 키워드 추출 기술 ad-i.net 박정배 2018-04-11 VS스타트업투자조합

33 한국축산데이터 데이터 기반의 축산농가 맞춤 헬스케어 솔루션 aidkr.com 경노겸 2018-11-09 VS스타트업투자조합

34 삼십구도씨 모바일 라이브 솔루션 LILAY를 이용한 중계플랫폼 및 AR기반의 가상 스튜디오 39degreesc.com 우승원 2018-12-11 벤처스퀘어 법인 투자

35 거북선컴퍼니 동대문 B2B 주문 결제 플랫폼을 활용한 AI 패션 데이터 및 거래 신용 데이터 평가시스템 염승헌 2018-12-11 디랩 브이에스 개인투자조합 1호

36 소테리아 AI, 포텐식 빅데이터 기반 앤드포인트 지능형 보안위협 대응 기술 soteriasystemsllc.com 김종만 2018-12-18 디랩 브이에스 개인투자조합 1호

http://www.toun28.com/
http://www.bitelli.kr/
jaranda.kr
doctorsfab.co.kr
mindmap.ai
http://www.wishingnote.com/
http://ziktalk.com/
ad-i.net
aidkr.com
39degreesc.com
soteriasystemsll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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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포트폴리오(4)

No. 회사명 서비스(제품) 소개 URL 대표 투자계약일 재원구분

37 아레나에이
AR, VR, MR을 이용한 새로운 개념의 뮤지컬과 라이브공연을 기획/제작하는

콘텐츠 기업
유현경 2018-12-20 디랩 브이에스 개인투자조합 1호

38 앞뜰컴퍼니 스타트업과 건물주 간의 상생의 생태계를 조성하는 골목기반의 도시재생 창업 모델 윤성호 2018-12-20 디랩 브이에스 개인투자조합 1호

39 시그웨이힉스코리아 P2P 초고속 망 중립성 분산화 인터넷 인프라 플랫폼 솔루션 decenternet.com 김도영 2018-12-20 디랩 브이에스 개인투자조합 1호

40 재미엔터테인먼트 ICT(블록체인)을 접목한 연예매니지먼트 MCN 사업 안신영 2018-12-20 디랩 브이에스 개인투자조합 1호

41 더화이트커뮤니케이션
IT솔루션(클라우드게이트 SaaS) & 인적리소스를 제공하여 효율을 높여주는
스타트업 스마트 오퍼레이션 컴퍼니

www.thewc.co.kr 박민영 2018-12-20 디랩 브이에스 개인투자조합 1호

decenternet.com
http://www.thew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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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트폴리오–기업소개

회사명 ㈜이노본 총투자금액 3,337백만원

자본금 1,164,708,000원 임직원수 7명 (박용상 공동대표 외 6명)

주요제품 골이식재–프레본(Frabone) 외 설립일 2010. 11. 25

주요주주/
투자자

두솔메디칼, 벤처스퀘어 브이에스스타트업 투자조합 외 개인

본사주소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백석공단 1로 10 천안미래하이테크시티 B동 606호

서비스소개
이노본은 세계적 수준의 미세 세라믹 제어 원천기술을 기반으로 다양한 골 대체재를

개발, 생산하는 생체재료 이식용 뼈 전문 기업입니다. 

뼈 이식재 프레본(Frabone)은 기계적 강도와 기공을 동시에 만족하는 인체뼈에

가장 근접한 뼈 이식재로, 뼈 재생 기간 동안 신 혈관 생성 및 뼈세포 부착, 증식 및

형성에 최적의 환경을 제공하는 독창적 원천 기술입니다.

현황및성과
2010. 법인 설립

2015. 수상 - 대한민국 우수특허 대상

2015. 인증 – 보건 복지부 보건신기술(NET) 제99호 획득

2016. 정책자금 –중소벤처기업부 TIPS 프로그램 등 약 12억원 자금지원

2017. 매출 – 약 9억원 창출

2018. 투자 – 총 26억원 후속 투자유치

2018. 지식재산권 – 특허, 실용신안, 상표권, 디자인 포함 총 5개 등록

2018. 출시- FRABONE – C제품, W제품 출시

2019. 인증- ENISO13485:2016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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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트폴리오–기업소개

서비스소개
IT&Basic은 기존에 없던 일대 다수의 커뮤니케이션을 위해 사용하기 쉬운 실시간
청중응답시스템인 심플로우(Symflow)를 개발하는 스타트업 입니다. 심플로우는
교육 현장이나 컨퍼런스에서 발표자와 청중 모두가 하나 될 수 있도록 양방향 소통을
이끌어내는 서비스입니다.

현황및성과
2014. 법인설립

2015. 체결 - 지란지교소프트 재팬 일본서비스 사업 제휴

2016. 설립 -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인정)

2016. 수상 – 경기콘텐츠진흥원 주최‘넥스트 스타트업 어워드 2016’ 우수상 수상

2017. 설립 – 일본 법인 (IT&BASIC Japan) 설립 (도쿄)

2017. 선정 – 신용보증기금 퍼스트펭귄 기업 선정 15억원 자금 지원

2018. 수상 - 경기콘텐츠진흥원 주관 ‘2018 빅스타 선발대회’ 우수상 수상

2018. 선정 –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창업도약패키지사업’ 선정

2018. 체결 – 삼성 멀티캠퍼스와 전략적 제휴 협약 체결

회사명 ㈜아이티앤베이직 총투자금액

자본금 1.3억원 임직원수 16명 (민경욱,강모희 외 15명)

주요제품 청중응답시스템 심플로우 설립일 2014. 07. 01

주요주주/
투자자

벤처스퀘어, 경기엔젤투자매칭펀드, 빅뱅엔젤스투자조합2호 외

본사주소 경기도 부천시 경인로 494 조양프라자 6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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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트폴리오–기업소개

서비스소개
자비스는 영수증 처리를 편리하게 함으로써 기업 회계 업무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
절약할 뿐만 아니라, 실시간 비용 모니터링과 데이터 분석을 제공하여 기업 세무회계
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클라우드 백 오피스 서비스입니다.

현황및성과
2015. 법인 설립
2016. 자금 –중소벤처기업부 TIPS 프로그램 등 약 5억 4천만원 자금지원
2016. 수상 – 한국데이터진흥원 K-Global DB-Stars 최우수상
2016. 수상 - 미래창조과학부 제2기 K-Global 300 선정
2017. 특허 – 국내 특허 (상표권) 7건
2017. 서비스 - 세무지원 법인 고객 250개사, 8월 자비스 서비스 오픈
2017. 매출 – 약 12억원 창출
2017. 투자 – 프라이머, 산업은행, 캡스톤파트너스 등 총 36억원 후속투자유치
2018. 지식재산권 –상표권 11개 등록
2018. 출시 – 급여관리 자동화 서비스 ‘인공지능 경리’ 출시, 고객사 8,800개 유치
2018. 채결 – 가상 CFO 전문기업 파인드어스와 서비스 제휴

회사명 ㈜자비스앤빌런즈 총투자금액 100백만원

자본금 162,724,000 원 임직원수 16명 (김범섭 대표 외 15명)

주요제품 클라우드 경영 지원 서비스 설립일 2015. 08. 20

주요주주/
투자자

벤처스퀘어 브이에스스타트업 투자조합, 프라이머, 원앤파트너스, 엔텔스 외 개인

본사주소 서울 강남구 논현로청송빌딩3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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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트폴리오–기업소개

서비스소개
지놈앤컴퍼니는 최신의 유전체 분석 기술을 통한 마이크로바이옴(microbiome, 장
내 미생물)을 함유하고 비만 개선 및 면역항암제 효과를 지닌 발효유/프로바이오틱스
를 개발 및 상품화해 국내 및 해외 의료 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기업입니다. 

현황및성과
2015. 법인 설립
2018. 자금 –중소벤처기업부 TIPS 프로그램 약 9천만원 자금지원
2018. 자금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혁신형기술개발사업
2018. 자금 –(재)경남테크노파크 항노화산업 육성 지원 사업 등 약 8억 6000만원
2018. 투자 –글로벌바이오성장제일호 사모투자합자회사, 주식회사 마크로젠 등

총196억원 후속투자유치
2018. 지식재산권 – 특허 4건 출원
2019. 시가총액 – 총 3159억 (KONEX 상장)
2019. 체결 – 휴온스 · 지놈앤컴퍼니 · 마이크로바이옴 공동연구 체결
2020. 상장 - 2020년 코스닥 이전 상장 목표

회사명 ㈜지놈앤컴퍼니 총투자금액 100백만원

자본금 5,020 백만원 임직원수 29명(배지수 공동대표 외 28명)

주요제품 프로바이오틱스,의약품 설립일 2015. 09. 24

주요주주/
투자자

벤처스퀘어 브이에스스타트업 투자조합, DSC인베스트먼트, 한국투자파트너스, 코리아오메가
투자금융, 파라투인베스트먼트(산은캐피탈, 엔에스인베스트먼트와 펀드 공동 GP), 프리미어
파트너스, DS자산운용, CKD창업투자

본사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253, A동 801,8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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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트폴리오–기업소개

서비스소개
주빅은 생분해성 마이크로니들 개발사로, 약물을 체내에 전달하기 위한 약물전달 시
수백 마이크로미터 크기의 미세바늘이 피부에 침투하여 간편하게 약물을 전달하는
제품에 관한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니들 약물전달기술을 바탕으로 미용, 의약품, 의약외품 및 의료기기 분야의
다양한 업체들과 공동연구개발 ·OEM ·ODM을 통해 새로운 제품 개발 및 가치
창출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황및성과
2015. 법인 설립
2015. 자금 –사회문제 해결형 기술개발 과제 참여 (미래창조과학부/한국연구재단)
2016. 기술이전 – 저통증 혈액채취 기술 기반 스마트 혈액진단 시스템
2016. 자금 – 미래창조과학부 신산업 창조프로젝트 참여

중소벤처기업부 TIPS 프로그램 약 1억원 자금지원
2017. 인증 – 벤처기업 인증 완료
2018. 투자 –TWI농식품상생투자조합,코리아오메가 성장산업협력투자일호조합 등

총 34억원 후속투자유치
2018. 지식재산권 – 특허 47건 출원 및 25개 등록
2019. 체결 -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쯔쯔가무시 백신 마이크로니들 상용화 MOU
2019. 투자 – 3월 31일 TIPS 프로그램 성공 판정

회사명 ㈜주빅 총투자금액 100,082,500원

자본금 281,360,000 원 임직원수 13 명(정형일,김준배 대표 외)

주요제품 의료용 마이크로니들 개발 설립일 2015. 10. 25

주요주주/
투자자

벤처스퀘어 VS스타트업투자조합,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 외 개인

본사주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세로 50, B118EA호(신촌동, 연세공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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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트폴리오–기업소개

서비스소개
메디코젬은 2016년에 의약/의료기기 및 화장품용 바이오 소재개발 관련 풍부한 기술
을 가진 독보적인 책임자 3명으로 발인하여 설립한 바이오 의료용 소재와 의료용 기기
를 개발 또는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전량 고가 수입 시장을 국산화하는 것이 목표이며, 세포독성에 대한 안전성과 접착력
의 뛰어난 효과로 의료보험 적용을 받거나 일보 전진하여 OTC 제품으로 허가 받아 일
반인 대상으로 상용화 예정입니다. 또한 BT/IT/NT 등 융합기술 기반 신개념 의약/
백신/진단기기 등 혁신적인 바이오 제품개발을 위한 노력도 지속하고 있습니다.

현황및성과
2016. 법인 설립
2016. 지식재산권 – 전임상 자료 및 특허기술 이전
2016. 제품 - 제조공정 확립 및 샘플제조
2017. 정책자금 - 중소벤처기업부 TIPS 프로그램 약 1억원 자금지원
2017. 특허 - 생체접착제 관련 후속 특허 출원(4건) 및 상표 특허 출원
2018. 투자 – 기술보증기금 보증 및 엔젤 등 총 19억원 후속 투자유치
2018. 지식재산권 – 상표권 및 생체접착제 관련 후속 특허 포함 총 14개 등록
2018. 협약 – 나노바이오연구센터 MOU 체결
2018. 특허 – 방부제 조성물 특허 출원
2018. 증자 – 제 3자 배정 신주발행(유상증자) 실시

회사명 ㈜메디코젬 총투자금액 1,649.5백만원

자본금 506,550,000원 임직원수 12 명(신재민 대표 외)

주요제품
바이오 의료용소재와 의료용기기
개발/판매 회사

설립일 2016. 05. 17

주요주주/
투자자

벤처스퀘어 VS스타트업투자조합 외 개인,기술보증보험,기타개인,운영사 외

본사주소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388, 24 우림라이온스밸리3차 1204호, 12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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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트폴리오–기업소개

서비스소개
더커머스는 AI &amp; IT(비동기식 분산 크롤링, 빅데이터 처리 및 딥러닝) 기술을
통해 판매자에게 경쟁 단순화와 손쉬운 상품 등록을, 소비자에겐 실시간 최저가 제품
한가지만 보여주어 소비의 효율성을 높이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NoSQL 기반 고객 맞춤형 최저가 인공지능 커머스 플랫폼 개발 및 고도화를 통해 정
교한 가격자동조정프로그램 및 그래프, 상품자동등록, 최저가 추천 장바구니를 개발
합니다.

현황및성과
2015. 법인 설립
2017. 매출 - 순익율 63%, 누적 방문객 123만명
2017. 정책자금 - 중소벤처기업부 TIPS 프로그램 약 1억원 자금지원
2018. 투자 –산업은행, 삼성벤처스등 총 14억원 후속투자유치
2017. 선정 - 대한민국 모바일 어워드 2017 '9월의 모바일’ 선정
2017. 지식재산권 – 특허 및 상표권 3개 출원
2017. 매출– 약 30억 원 창출

회사명 ㈜더커머스 총투자금액 100,190,000 원

자본금 74,675,00원 임직원수 15명(문성환 대표 외 14명)

주요제품 원프라이스(커머스 플랫폼) 설립일 2015. 07. 10

주요주주/
투자자

벤처스퀘어 VS스타트업투자조합, Tall Woods Capital LLC 외 개인

본사주소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165 해성빌딩 5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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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트폴리오–기업소개

회사명 닥터스팹 총투자금액 100,101,750

자본금 45,840,000원 임직원수 7명(김근배 대표 외 7명)

주요제품 드롭케어 (DropCare) 설립일 2016. 07. 01

주요주주/
투자자

벤처스퀘어 액셀러레이션 투자조합 1호, 빅뱅엔젤스 외

본사주소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165 해성빌딩 5층

서비스소개
닥터스팹은 의료현장에서 사용되는 기구에 사물인터넷 기술을 접목하고, 의료 현장
의 데이터를 수집/분석하는 플랫폼을 제공하는 스타트업입니다.

닥터스팹은 의료 현장의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정보들을 실시간으로 모아 전송 시킴
으로써 간호 인력의 업무량을 줄여주고, 의사의 결정들에 도움을 주며, 환자의 적신
호를 미리 간파 할 수 있게 하는 등 최종적으로 간호사, 의사, 환자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현황및성과
2016. 닥터스팹 법인 설립

2017. 투자 – 중소벤처기업부 TIPS 프로그램 선정 및 벤처스퀘어 투자유치

2017. 선정 –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Biz Factory 선정

2017. 체결 – DropCare 임상시험 · 비브라운 유통협력 업무 제휴 체결

2017. 펀딩 – KTB 투자증권 크라우드 펀딩 성공

2017. 선정 – 빅뱅엔젤스 투자유치 액셀러레이터 연계청 R&D 지원 사업 선정

2018. 체결 – 닥터스팹 · 비브라운 국내외 시장 진출 협업을 위한 업무 제휴 체결

2019. 체결 - 닥터스팹 · 충남대학교병원 · 헤링스 업무 제휴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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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트폴리오–기업소개

회사명 한국축산데이터㈜ 총투자금액 99,960,000원

자본금 149,755,000원 임직원수 11명(경노겸 대표 외 10명)

주요제품 가축 헬스케어 솔루션 설립일 2017.11.20

주요주주/
투자자

벤처스퀘어 브이에스스타트업 투자조합, 신용보증기금, 패스트코웰창업벤처전문사모투자합자
회사 주식회사 에프에스티 외

본사주소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새내로 122, 3층 8-1호

서비스소개
한국축산데이터는 축산 농가 맞춤 헬스케어 솔루션 제공을 위한 면역화학진단 및

인공지능 기술 기반의 다중 빅데이터 수집 및 분석 시스템을 개발하는 스타트업

입니다. 가축의 면역체계에 대한 연구와 농장 데이터와 가죽 헬스 데이터 등 다양

한 소스의 데이터 수집과 유기적인 분석, 면역 증강을 통해 건강한 가축 사육과 건강

한 축산물 연구, 데이터에 기반한 수의학적 컨설팅 등 가죽의 건강과 농가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현황및성과
2017. 법인 설립

2018. 수상 - 한국데이터진흥원 K-GLOBAL DB-STARS 최우수상

2018. 수상 - 서울대 공과대학 기술 스타트업 육성프로그램 ENNO-TANK 대상

2018. 수상 – 머니투데이 대한민국 모바일 어워드 우수상

2018. 선정 – 농림축산식품부 첨단생산기술개발사업 선정

2018. 선정 – 중소벤처기업부 TIPS 프로그램 선정

2018. 투자유치 – 신용보증기금, 패스트코웰창업벤처전문사모투자합자회사 외
2018. 투자유치 - 브이에스스타트업투자조합(벤처스퀘어) 외

2019. 선정 - <축산기술 스타트업 기업> 가축병정감정 실시기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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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트폴리오–기업소개

서비스소개
십십구도씨는 모바일만으로 구현하는 멀티 생방송 앱 릴레이(LILAY)를

이용한 중계 플랫폼 및 AR기반의 가상 스튜디오 개발 스타트업입니다.
누구나 쉽게 영상을 촬영, 중계, 편집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 ‘릴레이(LILAY)’는

와이파이 다이렉트 기술을 통해 공유기가 없어도 기기들 간에 무선통신으로 직
접 연결되고, 한 장면을 동시에 여러 대가 다른 각도로 촬영해서 라이브 중계
할 수 있는 비디오 스위칭 기능이 있으며, 다수의 영상을 받아 인코딩하여 송출하
면서도 사용자 이미지 삽입, 영상 삽입, 워터마크, 자막 등 실시간편집이 가능
한 프로세싱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황및성과
2015. 법인설립

2016. 선정 - 스마트콘텐츠기업 파워업 선정

2017. 선정 – 글로벌 엑셀러레이팅 활성화- 해외진출인력채용 지원사업 선정

2017. 선정 – 크라우드 연계형 R&D

2018. 선정 – 중소벤처기업부 TIPS 프로그램

2019. 선정 –SW고성장클럽 200사업 선정, 1억원 마케팅비 지원

2019. 진출 - B2C서비스 출시, 글로벌시장 본격 진출

회사명 삼십구도씨 총투자금액 100,056,306원

자본금 124.600,000원 임직원수 6명(우승원 대표 외 5명)

주요제품 스마트폰 라이브 중계 플랫폼 설립일 2015.09.01

주요주주/
투자자

벤처스퀘어, 엑트너랩, 미래클랩, VIP엔젤스개인투자조합, 크라우드펀딩 개인주주

본사주소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165, 2층 A-5호 (역삼동, 해성빌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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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트폴리오–기업소개

서비스소개
소테리아시스템은 하드웨어 기반 사이버 보안(Hardware-Cooperative Cyber 
Security)과 변조불가 분산 저장 장치, 자가 형상 관리 파일 시스템 분야 기술을 바
탕으로 3년간 미국 현지 R&D 개발을 통해 설립한 기술 스타트업입니다.

해킹에 대비해 클린 데이터를 실시간 추출해 축적하고 해커 추적과 침입 감시, 탐지
를 가능하게 해주는 트러스트 컴퓨팅(Trust Computing), 포렌식 빅데이터를 분산
독립형 하드웨어 형태로 제공해 안정적 서버 운용을 보장합니다.

현황및성과
2018. 법인설립

2018. 선정 - 서울대학교 창업선도대학 육성사업 선정

2018. 선정 - 중소벤처기업부 TIPS 프로그램 선정

2019. 선정 – 신용보증기금 10억 보증 퍼스트펭귄 스타트업 지원 프로그램 선정

특허출원 - 정보 저장 장치,HARDWARE-ASSISTED LOG PROTECTION 

DEVICES AND SYSTEMS DIGITAL ARCHIVING SYSTEM & 

METHOD 외

회사명 소테리아시스템 총투자금액 100,000,000원

자본금 150,000,000 임직원수 6명(김종만 대표 외 6명)

주요제품 서버 블랙박스 설립일 2018.01.22

주요주주/
투자자

디랩브이에스개인투자조합 외

본사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 135, 서관 10층 (가락동, IT벤처타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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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트폴리오–기업소개

회사명 ㈜애드인텔리전스 총투자금액 100,001,650원

자본금 224,489,800 원 임직원수 20명 (박정배 대표 외 19명)

주요제품 광고 분석,광고자동운영 솔루션 설립일 2015. 07. 28

주요주주/
투자자

브이에스스타트업투자조합(벤처스퀘어), 서울대STH제1호개인투자조합 외

본사주소 서울시 광진구 능동로296, 401호 (능동,퓨처큐브타워)

서비스소개
애드인텔리전스는 이커머스 상품 판매 정보의 머신러닝 분석을 통한 광고 키워드 추
출 기술 스타트업입니다. 현재 패션 이커머스를 주 고객으로 하는 온라인 광고 분석
및 AI자동 운영 솔루션 AdVisor(애드바이저)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애드바이저는 사용자 유입 경로와 광고가 게재됐던 시간, 행동, 패턴 등을 섞어 데이
터를 분석하여 이를 통해 유입 대비 구매 전환율과 성과 등을 뽑아내며, 분석된 데이
터를 기반으로 최적화된 광고 상품을 자동 집행할 수도 있으며, 효과가 떨어지는 광
고는 줄이고 효율 높은 광고 위주로 집행, 적은 돈을 들이면서도 높은 광고 효과를 나
타냅니다.

현황및성과
2015. 법인설립

2017. 선정 - 창업선도대학 창업아이템 사업화사업

2018. 선정 - 대한민국 모바일 어워드 2018 6월의 모바일 선정

2018. 선정 - 중소벤처기업부 TIPS프로그램 선정

2018. 투자 - 서울대STH제1호개인투자조합 투자유치

키워드자동운영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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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트폴리오–기업소개

서비스소개
더화이트커뮤니케이션은 IT솔루션(클라우드게이트 SaaS) & 인적리소스를 제공

하여 클라이언트 서비스에서 필요한 운영업무 효율을 높여주는 스타트업 스마트 오퍼

레이션 컴퍼니입니다. 서비스 관제, 비대면 인증, 라이더심사, Talk 상담, call상담, 

온라인 상담, QA컨설팅, 바이럴, CS, Back-office 등을 제공하여 기업 활동을

지원합니다.

현황및성과
2016. 법인 설립
2016. 액셀러레이션 프로그램 지원 –신용보증기금, 퍼스트펭귄형 창업기업 선정
2017. 매출 – 60억원 창출, 전년 대비 175% 성장
2018. 투자 – 신용보증기금 기업가치 80억 벨류 투자유치
2018. 채용 - 약 200명 신규 영입 및 고용
2018. 계약 - 쏘카, 헬로네이처, 클룩, 스마트스터디, 모바이크 , 블랭크 코퍼레이션

등 30여개 고객 오퍼레이션 유치
2018. 인증 – 한국벤처캐피탈협회 벤처기업인증
2018. 출시 – Cloud Gate 솔루션 게시
2018. 지식재산권 - CloudGate 상표권 출원

회사명 더화이트커뮤니케이션 총투자금액 299,997,000원

자본금 477,000,000원 임직원수 200명 (박민영 대표 외 199명)

주요제품 스마트 오퍼레이션 서비스 설립일 2016.04.04

주요주주/
투자자

벤처스퀘어 디랩브이에스 개인투자조합 1호, 신용보증기금 외 개인

본사주소 서울시 성동구 연무장 11길 10, 우리큐브빌딩 3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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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트폴리오–기업소개

회사명 ㈜콜라비 총투자금액 19,980,000원

자본금 11,237,500원 임직원수 7명 (조용상 대표 외 6명)

주요제품 이슈 기반 업무 협업툴 콜라비 설립일 2015. 05. 04

주요주주/
투자자

벤처스퀘어, 메가인베스트먼트, 메가트렌드스타트업1호 투자조합, 매쉬업엔젤스 외

본사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로 15길 9, 4층(역삼동)

서비스소개
㈜콜라비팀은 기존 커뮤니케이션 채널인 메일과 메신저의 비효율성을 극복하기
위해서 업무에 필요한 정보만 모아 뉴스피드로 알려주는 클라우드 기반 소셜 협업도
구를 제공합니다. 콜라비는 업무 내용들이 이슈 별로 정리되어 있어 자신에게 중요한
정보의 필터링이 가능하여 알림 제어를 할 수 있으며, 공유한 모든 정보/자료가 링크
로 연결되어 있고 탭메뉴에 모아져 있기 때문에 사람이 기억을 찾아가는 로직을 통해
필요한 자료를 ‘평균 8.94초’라는 짧은 시간 안에 찾을 수 있어 높은 업무 효율성을
자랑합니다.

현황및성과
2015. 법인 설립
2015. 통합 액셀러레이터 데모데이 Gold Prize 수상
2015. 투자 – 매쉬업엔젤스, 메가인베스트먼트 등 시드 투자유치
2016. 선정 – Startup Grind Europe Top 10 선정
2017. 국내 사용자 1위 사업자군 형성(월 10만명 이상 이용)
2017. 선정 - U-STAR 1기, 롯데 액셀러레이터 l-camp 3기 선정
2017. 수상 - 본투글로벌 Go to market 데모데이 우승
2017. 투자 – 선보엔젤파트너스, 롯데액셀러레이터 등 후속투자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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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트폴리오–기업소개

서비스소개
자란다는 만 3세~13세 유치원생 및 초등학생을 위한 방문 돌봄 및 교육 매칭

서비스입니다. 학부모가 아이에게 적합한 놀이와 학습 조건을 신청하면 자란다에서

사전 교육을 받은 대학생 선생님(‘자란쌤’)을 추천 및 연결하는 서비스입니다.

자란다는 자란쌤의 성향, 전공, 지역 등 데이터 기반 매칭 시스템의 자동화에 주력하며

담당 선생님의 방문 데이터도 체계적으로 관리해 아이에게 정기적이고 일관된 교육을

가능하게 합니다. 지금까지 자란다를 경험한 고객의 80%가 정기 방문 학습을 이용 중

입니다.

현황및성과
2016. 법인 설립

2017. 에스오피오오엔지 시드 투자유치

2018. 카카오벤처스, 500스타트업 9억원 투자유치

2018. 등록 자란쌤 2,500여 명, 누적 방문 교육 2만 8천 시간 돌파

2018. 자란다-신한은행 업무 협약 체결

회사명 자란다 총투자금액 10,004,625원

자본금 54,350,000원 임직원수 9명 (장서정 대표 외 8명)

주요제품 방문교육/돌봄 서비스 설립일 2016.06.20

주요주주/
투자자

벤처스퀘어, 카카오벤처스, 500스타트업 외

본사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416, 4층 (개포동, 개포디지털혁신파크 신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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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트폴리오–기업소개

서비스소개
뉴스젤리는 데이터 수집, 분석, 인포그래픽 디자인, 스토리텔링을 포괄하는 데이터
커뮤니케이션 그룹입니다. 빅데이터 시각화를 통해 누구나 자유롭게 데이터를 사용
할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합니다.
실시간 빅데이터 시각화 솔루션
- 소셜, 웹, 공공데이터 등 채널을 통해 텍스트, 이미지, 영상 등 데이터수집
- 수집된 또는 분석하고 싶은 데이터의 분석 모듈을 사용해 데이터 정제 및 분석
- 분석된 결과를 차트, 인포그래픽, 태그 클라우드 등의 시각화 도구를 활용하며

인터렉티브한 요소를 추가하여 실시간 콘텐츠 생산

현황및성과
2014. 법인 설립

2014. 투자 - 벤처스퀘어 엔젤투자유치

2016. 투자 - 케이넷투자파트너스 약 10억원 규모 투자 유치

2017. 수상 – 대한민국 발명특허대전 특허청장상 수상

2018. 체결 - 세아홀딩스, 농협중앙회 계약 수주

2018. 선정 - KB국민은행 ‘KB 스타터스’ 및 하나은행 ‘Agile 1Q Lab’ 선정

2018. 출시 - 온라인 광고전략 솔루션 ‘Magic Table’ 출시

회사명 뉴스젤리 총투자금액 19,875,000원

자본금 50,750,000원 임직원수 10명 (임준원 대표 외 9명)

주요제품 빅데이터 기반 데이터 커뮤니케이션 설립일 2014.03.31

주요주주/
투자자

브이에스스타트업투자조합(벤처스퀘어), 서울대STH제1호개인투자조합 외

본사주소 서울시 마포구 서강로9길 24, 2층 (창전동 계린빌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