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3
1

해외 액셀러레이터별 참고자료

10X Innovation Lab

10X Innovation Lab
기 관 개 요
기관명

10X Innovation Lab

소재지

미국 실리콘밸리

설립년도

2018년

대표자

Klaus Wehage

홈페이지
프로그램
일정(안)

https://www.10xinnovationlab.com/
▪ (온라인 프로그램) ’21.6.14.(월) ~ 7.16.(금)
▪ (현지 프로그램) ’21.8.2.(월) ~ 9.13.(월)
프로그램 주요내용
▪ 정부, 기업 및 기업가를 위한 맞춤형 기업가정신, 교육 및 혁신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글로벌 혁신 기관

현황 및
특징

▪투자자와 스타트업이 협력하는 생태계를 개발 및 연결하여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 50개국 이상의 정부, 기업 및 기업가들과 협력하고 있으며 4,000명
이상의 산업전문가를 소개함, 2,500개의 창업기업을 코칭하였으며 전체
보육기업이 약 3억 7천만 달러의 투자 유치
▪일본, 대만, 뉴질랜드 등에 위치한 글로벌 스타트업 및 기업을 지원하여
기업과 시장, 투자자 등이 함께 상호 협력하는 글로벌 생태계를 구축
- 일본 JETRO, 대만 과기부 등 해외 기관과 함께 다수의 스타트업 보육
프로그램을 운영한 경험 보유
▪ Klaus Wehage, CEO
- 약 2,000개 기업에 대한 멘토링 경험 및 일본 및 대만 정부 등과 함께
스타트업 관련 프로그램 협업 경력 보유

참여인력

▪ Aaron McDaniel, Head of Entrepreneurship
- 10X Innovation Lab의 공동창업자이며, 2번의 엑싯 경험 보유
▪ Victor Barbosa, Program Manager
- E-commerce 플랫폼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으며, 10X에서 근무하며
프로그램 관리를 담당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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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주차 : 버츄어 부트캠프
온라인
프로그램
운영계획

(비즈니스 문화소개, 기업가적 모범사례, 조사 및 자료 준비 등)
2주차 : 피치덱 수정, 개요서, 가치제안 재정의, 시장 조사 등
3주차 : 1대 1 멘토링, 전문가 초청강연
4주차 : 1대 1 멘토링
5주차 : 1대 1 멘토링, 전문가 초청강연
▪ 1주차 : 오리엔테이션 및 전문가 초청강연
2주차 : 멘토링
3주차 : 오리엔테이션 및 전문가 초청강연

현지
프로그램
운영계획

4주차 : 멘토링
5주차 : 데모데이
6주차 : 멘토링
▪ 현지프로그램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 매니저가 한국을 방문하여 2주간
한국에서 대면 프로그램 운영 후 4주간 온라인 프로그램 진행 예정
▪ 2명의 전담 매니저가 주기적인 대화를 통해 한국 창업기업 관리 예정

창업기업
지원관리
방안

▪ Zoom을 통해 기업들과의 1:1 미팅, 웨비나, 부트캠프, 피칭행사를 주관
▪ Slack을 활용하여 기업들과 커뮤니케이션
- “10X Community Channel” 활용하여 참가기업 간 교류 활동 지원

네트워크
보유현황
및
활용계획
주요
평가항목

▪ (네트워크 보유현황) 실리콘밸리에서 구축된 투자자, 창업자 및 멘토 네트
워크를 통해 국내 창업기업의 현지 네트워크 발굴 및 시장 진출 지원
-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SpaceX, NASA 등 네트워크 보유 중
▪ (활용계획) 네트워크 맞춤형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
발표의 명확성, BM의 차별성, 기술 차별성, 강력한 팀 구성, 글로벌 잠재력

해외 액셀러레이터 소개자료
소개자료

▪ Startup Presentation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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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ab Collective

iLab Collective
기 관 개 요
기관명

iLab Collective

소재지

미국 실리콘밸리

설립년도

2019년

대표자

Bobby Amiri

홈페이지
프로그램
일정(안)

https://ilabcollective.com/
▪ (온라인 프로그램) ’21.6.7.(월)~7.2.(금)
▪ (현지 프로그램) ’21.8.30.(월)~10.8.(금)
프로그램 주요내용
▪ 30년 이상 실리콘밸리, 로스엔젤레스, 여러 신흥 시장에서 활동 경력 보유

현황 및
특징

▪ 전세계 주요 기업 및 정부와 글로벌 혁신 생태계 및 프로그램을 구축
▪ 기업벤처캐피탈, 스타트업 액셀러레이팅, 벤처 스튜디오 프로그램을 운영
▪ Bobby Amiri, Partner
- 실리콘밸리 액셀러레이터에서 창업기업 보육 경험을 바탕으로 높은
실리콘밸리 창업 생태계 이해 보유

참여인력

▪ Joe Vasquez, Partner
- Lenovo, Panasonic, KDDI, ADT 등과 이노베이션 프로그램 운영 경력
▪ Phil Dillard, Partner
- 3년간 스타트업 멘토링 경험 및 17개 스타트업 보육 프로그램 운영
경험 보유
▪ (프로그램 관리자 미팅) 프로그램 관리자는 정기적으로 각 팀과 일대일
회의를 통해 창업기업 현황 확인

온라인
프로그램
운영계획

▪ (맞춤형 커리큘럼) 창업기업별 수요, 단계 및 목표에 따라 주간 체크, 명
확한 지표, 네트워킹 이벤트 및 워크샵 등으로 구성
▪ (네트워킹) 프로그램 전반에 걸쳐 참가기업을 위해 소셜 및 커뮤니티
이벤트(해피 아워, 창업자 점심, 저녁 수다방 또는 게임의 밤 등)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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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차별로 2번의 워크숍 제공(미국 시장 소개, 투자 유치 방법, 케이스
스터디, 피보팅 등의 주제)
▪ 멘토링 18회, 비즈니스 미팅 18회, Facebook, Google 등 기업 또는
현지
프로그램
운영계획

Stanford 등 대학방문 5회, 데모데이 1회, 네트워킹 행사 4회
- 세부 주제 : 스타트업 미국진출을 위한 비즈니스 문화, 스타트업 사례
분석, MVP에서 IPO로 가는 전략, 수익모델 피보팅 등
▪ 현지프로그램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 2명의 매니저가 방한하여 국내에서
멘토링 및 워크숍 등을 병행하여 진행

창업기업
지원관리
방안
네트워크
보유현황
및
활용계획

주요
평가항목

▪ OKR(Objectives and Key Results)에 기반을 둔 KPIs결정을 지원
- 매주 각 창업기업과 미팅을 통해 목표 달성 정도 및 달성여부를 파악

▪ (네트워크 보유현황) 실리콘밸리 150여명의 멘토 및 투자자 네트워크
▪ (활용계획) 멘토/투자자를 매칭하여 기업당 최소 60분씩 멘토링 예정

팀, 성과, 글로벌 성장 잠재력

해외 액셀러레이터 소개자료
소개자료

▪ iLab Collective Accelerator Overview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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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d The Bridge

Mind The Bridge
기 관 개 요
기관명

Mind The Bridge

소재지

미국 실리콘밸리

설립년도

2007년

대표자

Marco Marinucci

홈페이지
프로그램
일정(안)

https://mindthebridge.com/
▪ (온라인 프로그램) ’21.6.8.(화)~7.2.(금)
▪ (현지 프로그램) ’21.8.30.(월)~10.8.(금)
프로그램 주요내용
▪ 10,000개 이상의 기업 지원, 그 중 4개의 스타트업이 IPO에 성공
▪ 빅데이터, 디지털 출판, 교육 플랫폼, 디자인, 패션, 전자결제와 관련된

현황 및
특징

혁신 기술 분야에 집중
▪ ’12년부터 자체 펀드 운영 중
▪ 일본 JETRO, 창업진흥원 및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등과 스타트업 보육
프로그램 운영 경험 보유

▪ Marco Marinucci, CEO
- MTB의 공동 창업자이자 엔젤투자자로 활동 중이며, 구글 파트너십
파트에서 근무한 경력을 보유하고 있음
참여인력

▪ Frederico Gobbi, Program Manager
- 500startups, Alchemist Accelerator 등에서 창업기업 멘토링 경험 보유
▪ Sun Choi, General Manager
- MTB에서 근무하며 아시아 지역 운영을 담당하고 있으며, MTB 합류 전
2개 창업기업의 엑시트 업무 담당 경험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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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주차 : 오리엔테이션, 실리콘밸리 창업 생태계 소개, 린스타트업 소개,
피칭 연습 및 1:1 매니저 미팅 등
온라인
프로그램
운영계획

▪ 2주차 : 가치 평가, 파트너십 구축 방법, 시장 진출 전략, 실리콘밸리의
UI/UX 스타일 및 1:1 매니저 미팅 등
▪ 3주차 : 상품(서비스)의 해외 진출 방안, 시장 내 경쟁 전략, 피칭 연습, 스
피치 세션, 1:1 매니저 미팅 및 멘토링 등
▪ 4주차 : 법률(IP 및 기업 지배구조 등), 스피치 세션 2회, 1:1 매니저 미팅
및 멘토링 등

현지
프로그램
운영계획

▪ 현지 프로그램 6주간 1:1자문, 멘토링, 비즈니스 매칭, 현지기업 방문,
네트워크 이벤트 등의 주요 프로그램 운영
- 1:1 자문 : 스타트업의 니즈에 맞는 피치덱 개선, 시장조사, 마케팅, 법률
등의 자문 제공(내부 인력풀 활용)
- 멘토링 : 산업별 외부 전문가 매칭을 통한 멘토링 진행
- 비즈니스 매칭 : 잠재 파트너, 투자 네트워크 등 연계
- 현지기업 방문 : 실리콘밸리의 생태계를 경험할 수 있는 구글, UC버클리,
스탠포드대학, 마이크로소프트 등 방문 프로그램 진행
▪ 현지프로그램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 매니저 2명이 한국에서 근무하며
- 미국의 멘토와 매칭하여 창업기업에게 1:1 멘토링, 기업당 2회 비즈
니스 미팅, 글로벌 대기업 방문 3회 등 지원

창업기업
지원관리
방안

네트워크
보유현황
및
활용계획

▪ MTB 액셀러레이팅 앱을 통해 프로그램 내용 확인, 부트캠프 공지, 멘토
매칭, 창업기업 평가, 미팅 스케쥴링 등 서비스 제공
▪ Scaling Manager System을 운영하며 창업기업별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 (네트워크 보유현황) 30여개 교육기관 네트워크 보유
- 50여개 연구기관 네트워크 보유
- 350명의 산업계 전문가 네트워크 보유
- 210개 투자사 네트워크 보유
- 포춘 500 기업/포브스 2,000 기업 중 200여개사 네트워크 보유
- 실리콘밸리 상위 기술 기업 10개사 네트워크 보유
▪ (활용계획) Scaling Manager가 기업별 맞춤 네트워크 연결 지원

주요
평가항목

제품, 시장성, 성과, 사업모델, 팀, 전달력

해외 액셀러레이터 소개자료
소개자료

▪ MTB for STARTUPS_영문 (다운로드)
▪ MTB for STARTUPS_국문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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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Innoway

Innoway
기 관 개 요
기관명

Innoway

소재지

중국 베이징

설립년도

2014년

대표자

Nie Lixia

홈페이지
프로그램
일정(안)

http://en.z-innoway.com
▪ (온라인 프로그램) ’21.6.1.(화)~6.25.(금)
▪ (현지 프로그램) ’21.8.2.(월)~9.10.(금)
프로그램 주요내용
▪ 2014년 중국 국영소유의 회사로 중관춘 핵심 및 랜드마크 지역에 위치

현황 및
특징

▪ 중관춘의 혁신 생태계에서 innoPlanet를 통해 글로벌 플레이어간 교류
가능

▪ Jelte Ansgar Wingender, Senior Manager
- RISE, Startup Grind, 500스타트업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서 스타트업
멘토로 활동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음
참여인력

▪ Kaha Gogiashvili, Head of Operations at Innoway
- 러시아 스타트업의 중국 진출 프로그램을 운영한 경험 보유
- 린스타트업 방법론에 대한 세계 최고의 부트캠프인 린 스타트업 머신의
라이센스를 취득하는 중

온라인
프로그램
운영계획

▪ 기업별로 매주 2회 이상의 투자자 피칭, 현지 전문가 매칭 제공
▪ 해외기업으로써 중국진출에 대한 멘토링 제공
▪ 네트워크 풀을 활용하여 네트워크 확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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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주차 : 베이징 환영투어 및 환영행사 진행, 아이스브레이킹 및 팀빌딩,
피칭자료 준비, 관련기관 방문, 커뮤니티 활동, 이노웨이 투어 등
▪ 2주차 : 중국 내 이벤트 참가지원, 1:1 멘토링, 미디어 노출 지원
▪ 3주차 : 현지기업 및 잠재고객과의 연결, 사업제안서 지원, 투자자세션,
현지
프로그램
운영계획

기업방문 등
▪ 4주차 : 현지 진출을 위한 법률, 고용 및 중국 정부지원사업 안내 등
▪ 5주차 : 베이징 외 도시의 기업 방문, 피칭세션, 데모데이 준비
▪ 6주차 : 데모데이 준비 및 운영
▪ 현지프로그램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 담당자가 방한하여 국내에서
투자자 미팅 및 전문가 멘토링 등을 온라인으로 운영

창업기업

▪ 스타트업 버디 프로그램 운영(개인별 연락담당자 배정)

지원관리

▪ 스타트업 생태계 또는 각계 분야의 우수 멘토를 발굴 및 확보하여 기업의

방안

네트워크
보유현황
및
활용계획

주요
평가항목

요청사항을 충족

▪ (네트워크 보유현황) 41개 대학, 206개의 연구기관, 100개 이상의
Fortune500 기업, 500개 이상의 투자기관
▪ (활용계획) 관련 회사방문, 투자자 초청, 스타트업 개별 멘토 지정 등
교류 지원

팀 역량, 제품 상태, 수익모델, 유저현황, 중국과의 연관성, 최근 1년간 기업의 성장정도

해외 액셀러레이터 소개자료
소개자료

▪ Innoway Introduction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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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Innospace

InnoSpace
기 관 개 요
기관명

InnoSpace

소재지

중국 상하이

설립년도

2011년

대표자

Richard Tan

홈페이지
프로그램
일정(안)

http://www.innospaceplus.com.cn/en
▪ (온라인 프로그램) ’21.6.1.(화)~6.25.(금)
▪ (현지 프로그램) ’21.8.2.(월)~9.10.(금)
프로그램 주요내용
▪ 2011년에 설립되어 스타트업 커뮤니티, 학술기관, 벤처와의 광범위한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초기 단계의 스타트업을 위한 엔젤투자, 인큐베이팅,
대기업과의 오픈이노베이션 등 진행

현황 및
특징

▪ 상해, 선전, 난징에 위치한 4개의 인큐베이터와 2개의 액셀러레이터를
통해 총 500개 이상의 글로벌 스타트업 지원
▪ 투자펀드 총액은 2억 위안이며, 지금까지 52개사에 직접 투자하여 총
평가액이 35억 위안이상
▪ 투자한 회사의 5년 생존율은 70%이상을 유지하고 있으며, 5G, IoT와
같은 딥테크와 스마트시티 분야에 초점
▪ Richard TAN (CEO)
- 국제 경제전략 기획 및 사업개발에 대한 풍부한 경험 보유
- 주뭄바이총영사관 부영사

참여인력

▪Kevin Yang (Head of Open Innovation)
- 빅데이터, 로봇공학, 반도체 산업 전문가 / 상하이 스타트업 멘토리그 회원
▪Satoshi Yamamoto (Senior Open Innovation Manager)
- 일본, 한국, 중국의 투자 관리사와 스타트업 매칭 경험 보유
- 중국내 거시경제, 산업정책, 혁신 등에 전문지식 보유
- 일본어, 영어, 중국어 구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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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주차 : 현지 정보를 위한 세미나 중심(중국 법률, 마케팅전략, 투자,
현지 생태계), 오리엔테이션을 포함해 총 4회의 세미나 진행

온라인
프로그램

▪ 3~4주차 : 멘토링 및 전문가 컨설팅 중심, 전속 멘토와 현지화 전략

운영계획

및 비즈니스 컨설팅, 현지 프로그램 진행 시 매치메이킹을
위한 기업 사전 점검
▪ 1~2주차 : 현지파트너 및 전문가 매칭(중국 현지시장에서 제품 포지셔닝
및 비교우위를 위한 피드백 제공)

현지

▪ 3~5주차 : 추가 협력을 위한 현지 파트너와의 후속 미팅, 스타트업 니즈에
따라 현지 투자자 및 이해관계자와의 네트워킹 구축

프로그램
운영계획

▪ 6주차 : 현지 파트너에게 피칭 및 후속 네트워킹 지원
▪ 현지프로그램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 매니저가 한국에서 프로그램을 운영
(중국 정부 방침을 고려하여 하반기 중 운영방법 최종 확정)

창업기업
지원관리
방안

▪ 중국에서 9년간의 기업지원 서비스 경험을 활용하여 중국 시장조사
기업과 연계, 상하이 지역의 플레이어들과의 매치메이킹 지원
▪ 데모데이, 피치데이 등 정기 이벤트 지원
▪ (네트워크 보유현황) 정부, 대기업, 학술기관, 투자사 등
- 정부 : 상하이, 쑤저우, 난징, 선전 등 시정부와 협력
- 대기업 : 한국 스타트업의 잠재적인 파트너인 Siemens, BMW,
Alibaba, Tencent, Huawei, Bilibili, Weibo, Sino Group 및 Fung Group과

네트워크

같이 중국에 기반을 둔 100 개 이상의 중국 및 외국 기업과 협력

보유현황

- 학술기관 : 상해 최고대학 포함하여 상해과학기술아카데미 등과 긴밀한

및
활용계획

파트너십
- 투자사 : 2,000명 이상의 투자자와 매년 30개 이상의 로드쇼를 진행하여
8,000개 프로젝트를 관리하는 Innospace Venture Club을 보유
▪ (활용계획) 현지파너트와 일대일 미팅 제공을 통해 피드백 수집
-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로드쇼에서 피칭기회 제공 등

주요
평가항목

팀역량, 시장규모, 비즈니스 모델, 잠재 리스크, 자금 상황

해외 액셀러레이터 소개자료
소개자료

▪ InnoSpace Intro Deck (다운로드)

- 10 -

6

CyLon

CyLon
기 관 개 요
기관명

CyLon

소재지

영국 런던

설립년도

2015년

대표자

Nick Morris

홈페이지
프로그램
일정(안)

www.cylonlab.com
◈ 영국 정부 방침에 따라 운영방법 및 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
▪ (온라인 프로그램) ’21.6.14.(월)~8.9.(월)
▪ (방한 프로그램) ’21.10.4.(월)~10.15.(금)
프로그램 주요내용
▪ ’15년에 설립된 사이버보안 분야 전문 액셀러레이터로 싱가포르에 지사
운영 중

현황 및
특징

▪ 현재까지 전세계 30여개국의 100여개의 기업을 보육하였고, 보육 기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음
▪ 글로벌 대기업 및 350명 이상 전문가 네트워크(사이버보안, 시장 전문가,
법률 전문가 등)를 통한 네트워킹 제공
▪ Nick Morris
- CyLon의 CEO로 ’16년부터 Commercial Director로서 회사를 이끌어옴
- Nick은 딥테크 스타트업을 운영하여 유럽 및 미국 전역의 글로벌 기업
들과 협력했으며 Epsilon Advisory Partners에서 디렉터로 근무한 경력 보유

참여인력

▪ Joanna Wlazlak
- CyLon 프로그램 구성을 위한 책임자로 멘토를 발굴
- 유럽, 아시아, 중동지역의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하는 영국 진출 프로
그램을 성공적으로 운영
- 산업디자인보호법에 전문성을 보유한 변호사
▪ David Chan
- 사이버 보안 스타트업 eCora의 설립자
- 비즈니스, 소프트웨어 개발, 스타트업 환경 분야의 전문성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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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주 운영, 창업기업당 매주 평균 4시간 분량의 콘텐츠 전달 예정
- (1~2주차) 오리엔테이션 및 소개, 영국에서 사업 시작하기, 세금과 법인,
온라인
프로그램
운영계획

비자 프로세스와 주요규정을 포함한 영국의 인재풀 및 고용
- (3~5주차) 고객 발굴 및 시장 조사, 영국의 경쟁적 환경, ‘Mom Test’
방법론, 기술 환경, 기회 및 동향
- (6~8주차) 자금 조달 전략 및 Executive Day, 창업기업별 실현 가능
한 투자 전략 및 피칭 전략 개발에 주력

현지

▪ 영국의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현지 프로그램 운영이 불가할 것으로 예상

프로그램

▪ (9~10주차) CyLon팀이 2주동안 방한하여 창업기업별 온라인 프로그램

운영계획

창업기업
지원관리
방안

이후 창업기업별 전략과 계획을 검토하고 주요 멘토와의 미팅을 진행

▪ 멘토와 창업기업간 모든 미팅의 진도를 추적하는 온라인 시스템 보유
- 창업기업과 1대 1 위클리 미팅을 통해 기업별 진행상황을 모니터링

▪ (네트워크 보유현황) 글로벌 대기업 및 400명 이상 전문가 네트워크
네트워크

(사이버보안, 시장 전문가, 법률 전문가 등)를 통한 네트워킹 제공

보유현황
및
활용계획

▪ (활용계획) 창업기업과 프로그램 내내 정기적으로 미팅할 멘토 2~3명 매칭
- 창업기업의 진행상황과 성숙도에 따라 전문가 및 잠재적 고객과의 미팅을
추가로 지원할 예정

주요
평가항목

팀, 제품(서비스)의 차별성, 지금까지의 성과, 기술력

해외 액셀러레이터 소개자료
소개자료

▪ CyLon Spark - Programme Overview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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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betahausX

betahausX
기 관 개 요
기관명

betahausX

소재지

독일 베를린

설립년도

2009년

대표자

Maximilian Von Der Ahe

홈페이지
프로그램
일정(안)

www.betahaus.com
▪ (온라인 프로그램) ’21.6.28.(월)~7.26.(월)
▪ (현지 프로그램) ’21.8.16.(월)~9.27.(월)
프로그램 주요내용
▪ 독일 2개소를 포함하여 유럽 내 7개소 운영(베를린, 소피아, 바르셀로나, 함부르크,
티라나, 밀란)

현황 및
특징

▪ 대표 파트너사로 WIRED, BOXIE 24, Coffee Circle, NOMAD BARBER,
NORN, ERGO 등 25개사 보유
▪ 전세계 10개 도시에서 창업기업이 참가하는 BETAPITCH GLOBAL 행사 운영
중이며, 우승자에겐 실리콘밸리를 비롯한 창업기업 Metropolis 여행과
5,000유로의 상금, 6개월간 Betahaus 무료 이용 가능 등의 혜택 제공
▪ 자체 커뮤니티에 1,500여개사, 250여개 이상의 전세계 협업 파트너사 보유
▪ Maximilian Von Der Ahe, CEO
- 10년 이상의 PoC 관련 분야 경력보유자로, betahausX의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에 메인 역할
▪ Katka Nagyova, CPO

참여인력

- 액셀러레이팅 및 해커톤 등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500여개 창업기업의
액셀러레이팅 경험 보유
▪ Mateusz Matuszevski, Manager
- 외부 이노베이션 프로젝트를 담당하며, Deutsche Bahn 및 B.Braun사
등과 협업 경험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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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프로그램
운영계획

현지
프로그램
운영계획

▪ 온라인 프로그램 주요내용
- (세미나 및 강의) EU 마켓 현황, 혁신, 세일즈&마케팅, 글로벌화
- (1대1 코칭) KPI워크숍에서 확인한 요구사항에 따른 개별 코칭시간
- (스타트업 개별업무) 매니저가 코치(멘토)와 함께 창업기업별 추진업무
현황 검토 및 평가
- (창업기업별 코칭 또는 컨설팅) 매니저, 스타트업 그리고 코치(멘토)가
모두 동의, 추천한 경우 진행
- (주간 현황리뷰) 창업기업별 KPI 검토, 과제 및 잠재적 솔루션 식별,
추가 멘토/비즈니스 코칭 요구사항 점검
▪ 현지 프로그램
- (1주차) Landing Week, 현지 프로그램 진행 대한 이해
- (2~6주차) 창업기업별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주
1~2회 네트워킹 이벤트, 주 1회 IR 기회 제공, 주 1회 스타트업이 요청
하는 코칭 또는 컨설팅 진행, 3주차부터 주 2회이상 스타트업 생태계 구성원과
비즈니스 미팅 진행
▪ 현지프로그램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 1명의 매니저가 방한하여 국내에서
프로그램 운영
- 팀빌딩 세션, 온라인 네트워킹 이벤트, 데모데이, 온라인 비즈니스 미팅,
1:1 코칭 세션, 프로그램 리뷰 미팅으로 구성

창업기업
지원관리
방안
네트워크
보유현황
및
활용계획

▪ 온라인 협업툴을 사용하여 창업기업과 소통
▪ 주차별 1:1 미팅을 통해 창업기업 현황 체크
▪ (네트워크 보유현황) 약 1,500개사의 활발한 커뮤니티,10만명의 Tech
Ecosystem 회원 보유, 50만명의 betahausX 방문자, 250여개의 글로벌
협업 파트너, 120여개의 교육 기관, 80여개의 조사 기관, 200여명의 산
업계 전문가, 100여개의 투자사, Berlin Partner(정부) 기관 등
▪ (활용계획) 창업기업별 적합한 멘토 매칭 및 현지 파트너사 발굴 지원 등

주요
평가항목

제품, 시장 적합도, 사업계획(EU 시장 진출 준비 등), 팀, 프로그램 참가 의지

해외 액셀러레이터 소개자료
▪ GAPS 2021 Application intro for startups (다운로드)
▪ betahaus Berlin virtual tour: https://youtu.be/ks3sTihe9HE
▪ Officespace for GAPS startups: https://youtu.be/rxh430tBxYk
소개자료

▪ Some past programs
- Aurea Awards 2021: https://youtu.be/YxAcIdWehiA
- Accessible Transport for Berlin Challenge: https://youtu.be/pXA3_Yonxvo
- hardware.coaccelerator: https://vimeo.com/211457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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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SVA

VSVA
기 관 개 요
기관명

VSVA

소재지

베트남 하노이

설립년도

2014년

대표자

Linh Han

홈페이지
프로그램
일정(안)

www.siliconvalley.com.vn
▪ (온라인 프로그램) ’21.6.28.(월)~7.23.(금)
▪ (현지 프로그램) ’21.8.30.(월)~10.8.(금)
프로그램 주요내용
▪ 베트남의 실리콘밸리 조성을 목표로 설립된 베트남 최초의 액셀러레이터

현황 및
특징

▪ 초기 단계(Early Stage) 스타트업 기업뿐만 아니라 투자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음
▪ 베트남 정부를 대상으로, 스타트업 생태계 구축과 관련하여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Gibs Song
- VSV Capital의 파트너로 4개국의 대학, 스타트업, 글로벌 기업에서 25년
이상 기술개발 및 프로젝트를 관리한 경험보유

참여인력

▪ Chi Han
- VSV Capital의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책임자
- 베트남과 영국에서 6년 이상 패션 및 뷰티 브랜드와 협력하여 시장조
사, 제품 개발, 마케팅 및 브랜드 전략 수립
- ’18년에 전략 컨설턴트로 스타트업과 일하기 시작했으며, 2019년 스타
트업 프로그램 관리를 시작
▪ Tra Hoang
- VSV Capital의 투자 디렉터
- 미디어, 유통, 중소기업 경영컨설턴드에 대한 배경지식을 가지고 6년
이상 전략수립, 사업개발, 마케팅 그리고 베트남의 고위 관리직을 관
리해옴
- VTC2 (티비채널) 상무이사, P&G와 VinFroup에서 근무한 경험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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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프로그램
운영계획

현지
프로그램
운영계획

▪ 온라인 4주 프로그램 동안, 매주 1회씩 현지 프로그램 준비 시간을 가짐
- 1주일에 1번씩 창업기업당 총 4회 개별 멘토링 세션 진행
▪ 현지에서 6주간 베트남 비즈니스 문화,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 고객사
발굴, VC대상 피칭, 위클리 멘토링, 데모데이 운영 등
▪ 현지프로그램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 전담 인력의 방한을 통해 현지
프로그램 내용과 유사한 프로그램 진행 및 전담 인력이 창업기업 방문
하여 멘토링 진행

▪ 현지기업의 고위 경영진과의 개별 미팅을 통해 피드백을 받고, 잠재적인
파트너 및 투자사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
창업기업
지원관리
방안

▪ 베트남의 다른 기업들과 잠재적인 파트너, 판매처, 적합한 서비스 공급
업체 연결
▪ 3~4개 스타트업 당 담당 코디네이터를 배정하고, 미팅 잡기와 시장 조사
수행을 지원
▪ 코디네이터가 스타트업 진행일정을 관리하고, 프로그램 리더가 개별
스타트업의 향후 추진방향 설정 지원

네트워크
보유현황
및
활용계획
주요
평가항목

▪ (네트워크 보유현황) 10개의 대학, 5개의 연구소, 50명의 산업 전문가,
10개의 투자사
▪ (활용계획) 스타트업에게 적합한 네트워크를 연결
시장 잠재력, 시장 준비상태, 팀 역량, 신청서의 충실성 및 구체성, 프로그램 참가 의지

해외 액셀러레이터 소개자료
소개자료

▪ VSV Capital introduction for GAPS startups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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