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등록현황 (2020.4.9. 기준)
· 지역별 등록현황 (단위: 개, %)

기업(社) 124 22 9 14 8 19 5 2 4 1 3 6 6 4 4 3 3 237

52.3 9.3 3.8 5.9 3.4 8 2.1 0.8 1.7 0.4 1.3 2.5 2.5 1.7 1.7 1.3 1.3 100

100

· 액셀러레이터 유형 (단위: 개, %)

신기술사업 신기술창업

금융회사 전문회사

기업(社) 166 34 15 13 2 2 5 237 45

70 14.3 6.3 5.5 0.8 0.8 2.1 100 19

· 지역별 액셀러레이터 유형 (단위: 개)

주식 비영리 창조 산학

회사 법인 센터 협력단

서울 106 8 0 0 11 3 2 0 0 130

경기 20 0 1 0 1 1 0 0 0 23

인천 4 0 1 0 0 2 0 0 0 7

부산 9 0 1 0 0 1 0 0 2 13

대구 6 0 1 0 1 0 0 0 0 8

대전 6 4 1 0 1 1 0 2 3 18

광주 3 1 1 0 0 0 0 0 0 5

세종 1 1 0 0 0 0 0 0 0 2

전북 0 2 0 0 0 1 0 0 0 3

전남 0 1 0 0 0 0 0 0 0 1

충북 1 0 1 0 0 1 0 0 0 3

충남 2 1 0 1 0 1 0 0 0 5

경북 2 1 1 0 0 2 0 0 0 6

경남 1 0 1 1ㅇㅇ 1 0 0 0 0 4

울산 2 0 1 0 0 0 0 0 0 3

강원 2 0 1 0 0 0 0 0 0 3

제주 1 1 1 0 0 0 0 0 0 3

계 166 20 12 2 15 13 2 2 5 237

강원 제주 합계

비율(%)
65.4 34.6

전북 전남 충북 충남 경북 경남구분 서울 경기 인천

비영리법인 창투사
기술지주회

사
LLC

울산부산 대구 대전 광주 세종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등록현황 안내

비율(%)

지역별 액셀러레이터 유형

지역 창투사 기술지주 신기사 신창사 LLC 계

액셀러레이터 유형

항목

유형구분

전체 TIPS운영사
주식회사

http://www.ibuilt.kr/
http://www.ynarcher.com/
http://www.postechholdings.com/
http://www.krunventures.com/
http://www.enslpartners.com/
http://www.infrabiz.co.kr/
http://www.epicenter.or.kr/
http://www.bigbangangels.com/
http://www.garagebox.biz/
http://www.sunbonpartners.com/
http://www.synergynet.co.kr/
http://www.ac-smartfarmer.com/
http://www.rowe.kr/
http://www.springcamp.co/
http://www.sagkorea.com/
http://www.venturesquare.net/
http://www.npinvestment.co.kr/
http://www.allcontents.kr/
http://www.iventurus.com/
http://www.elstone.co.kr/
http://www.opusbiz.kr/
http://www.hugel.co.kr/
http://www.kvgcorp.com/
http://www.venturebox.co.kr/
http://www.ssebiz.com/
http://www.technovation.co.kr/
http://www.kuholdings.co.kr/
http://www.mashupangels.com/
http://www.mgni.co.kr/
http://www.ventureport.com/
http://www.bluepoint.vc/
http://www.seoultp.or.kr/
http://www.waps.co.kr/
http://www.a-ventures.co.kr/
http://www.jbth.co.kr/
http://www.gori.or.kr/
http://www.kbic.co.kr/
http://www.playauto.co.kr/
https://jnp-aventures.com/
http://www.jica.kr/
http://www.nvestor.co.kr/
http://www.companyb.kr/
http://www.pacemakers.kr/
https://zephyruslab.co.kr/
http://iacf.hoseo.ac.kr/
http://www.jigoopartners.co.kr/
http://www.hyuholdings.com/
http://www.keytoway.kr/
http://www.yozma.asia/
http://www.kiteef.or.kr/
http://www.venturefield.co.kr/
https://www.snuholdings.com/
http://www.kist.re.kr/
https://ccei.creativekorea.or.kr/incheon
http://www.kstholdings.co.kr/
http://www.cntt.co.kr/
https://ccei.creativekorea.or.kr/daegu
https://ccei.creativekorea.or.kr/gyeonggi
http://www.gn1biz.co.kr/
http://www.shifts.asia/
http://www.spacejump.kr/
http://www.miraeholdings.biz/
http://www.hginitiative.com/
http://www.sypip.com/
http://schmidt.kr/
https://ccei.creativekorea.or.kr/daejeon
https://ccei.creativekorea.or.kr/gangwon
http://www.diva.or.kr/
http://www.cbaventures.net/
http://www.douzone.com/
http://www.makistx.com/
http://www.daraelaw.co.kr/
http://www.actnerlab.com/
http://www.kickstartinvest.kr/
http://www.zetaplan.com/
http://www.tbspartners.com/
http://www.chnp.co.kr/
http://www.igniteinnovators.com/
http://www.metistone.com/
http://ccei.creativekorea.or.kr/gyeongnam
http://ccei.creativekorea.or.kr/ulsan
http://www.companya.kr/
http://www.navion.biz/
http://www.kban.or.kr/
http://ccei.creativekorea.or.kr/gyeongbuk/
http://www.infobank.net/
http://www.n15.asia/
http://www.technovalue.com/
http://www.stgventures.com/
http://mysc.co.kr/
https://leeon.kr/
http://dhpartners.io/
http://www.dayli.partners/
http://www.cnusf.kr/
http://www.buholdings.co.kr/
http://www.kaccelerator.co.kr/
https://www.ntels.com/
http://www.biznium.net/
http://www.kingospring.com/
http://awesome-v.com/
https://www.dreamenc.or.kr/
http://www.dgth.co.kr/
http://kudos.co.kr/
http://www.cspartners.co.kr/
https://ccei.creativekorea.or.kr/gwangju/
http://www.unicc.kr/
http://www.twosun.org/
http://www.neoply.com/
http://goldark.kr/
http://www.futureplay.co/
http://cbnuholdings.com/
http://ksifinance.com/
http://www.itlist.co.kr/
http://collzdynamics.com/
http://www.kova.or.kr/
http://openknowl.com/
http://www.creactivehealth.com/
http://www.xntree.com/
http://www.gepa.kr/
http://jccei.kr/
http://www.hanati.co.kr/
http://www.bigbasincapital.com/
http://theworkskorea.com/
http://www.edresearch.co.kr/
http://www.lkmi.org/
http://www.dvpdvp.com/
http://www.schth.co.kr/
http://kakao.vc/
http://www.ahnlab.com/
http://www.ibusiness.co.kr/
https://ccei.creativekorea.or.kr/busan
http://www.igen.link/
http://www.smilestory.io/
http://www.sparklabs.co.kr/
http://honghapvalley.org/
http://ncf.or.kr/
http://jbcorporation.com/
http://clearmindinvestment.com/
http://www.corecnc.co.kr/
http://ciss.re.kr/
http://www.hankyungventures.co.kr/
http://iacf.kw.ac.kr/
http://ccei.creativekorea.or.kr/sejong/
http://ccei.creativekorea.or.kr/jeonbuk/
http://www.sopoong.net/
http://www.gateways.kr/
http://www.gnvi.co.kr/
http://by-on.co.kr/
https://ccei.creativekorea.or.kr/chungnam/
https://www.blue-ocean.co/
http://www.dtni.co.kr/
http://www.cafecamptong.com/
http://www.wellips.com/
http://jbventures.co.kr/
http://www.impactsquare.com/
http://www.widenpartners.com/
http://www.bsquare.co.kr/
http://edu.wplanet.co.kr/
http://www.tlab.or.kr/
http://friendspat.com/
http://maxconsulting.or.kr/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등록현황 (2020.4.9. 기준)

· 등록 액셀러레이터 리스트

㈜아이빌트

ㆍ044-868-3671, lees@ibuilt.kr

와이앤아처㈜

ㆍ02-2690-1550, hj@ynarcher.com

포항공대기술지주㈜

ㆍ054-279-8494, jinsolgj@postechholdings.com

케이런벤처스(유) IT융복합/차세대Display/자동차전장,

ㆍ02-553-9009, dwsan@krunventures.com 디지털-헬스케어/IoT센서시스템

비스마트㈜

ㆍ053-214-8101, mjseo@b-smart.kr

㈜앤슬파트너스 정보통신(플랫폼,IOT등),

ㆍ02-6339-2117, ezhye@gmail.com 전기전자(제조, SW),

바이오 및 헬스케어 등

㈜킹슬리벤처스

ㆍ02-3443-9230, jpark@kingsley.co.kr

인프라비즈㈜

ㆍ062-952-0083, gimuzo@nate.com

(재)글로벌청년창업가재단

ㆍ1544-1950, gef@gef.kr

빅뱅엔젤스㈜ 콘텐츠/미디어,사물인터넷,

ㆍ070-8672-3156, rimsohn@bigbangangels.com 커머스 플랫폼

㈜더인벤션랩

ㆍ02-508-0740, business@roailab.com

㈜애플애드벤처

ㆍ070-4185-0906, hason@applead.co.kr

㈜레이징 IT, Healthcare IT, 신재생에너지,

ㆍ02-543-2333, aimee@raising.kr 식품, 농업, 스마트기기

선보엔젤파트너스

ㆍ051-743-3453, sunyoungmoon@sunbo.kr

시너지아이비투자㈜

ㆍ070-7437-6144, yhl@synergynet.co.kr

㈜스마트파머

ㆍ070-7796-7565, kis4808@naver.com

(유)로우 파트너스

ㆍ042-862-9583, min@rowe.kr

㈜아이파트너즈

ㆍ051-987-8101, okjs04@ipartners.kr

㈜스프링캠프

ㆍ02-6959-0235, jaykim@springcamp.co

애드게이트홀딩스㈜

ㆍ02-2157-7792, yohan2344@naver.com

㈜에스에이지코리아

ㆍ053-217-0088, wjbae@sagkorea.com

(재)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

ㆍ043-710-5900, kngsp.lee@ccei.kr

㈜벤처스퀘어

ㆍ070-8224-6501, eliana.care@venturesquare.net

뉴패러다임인베스트먼트㈜

ㆍ02-541-9627, msg0410@npinvestment.co.kr

㈜올콘텐츠

3 유주현 경북 포항시 바이오,IT,신소재 2017.1.24

세종 연동면 ICT, BIO 2017.1.24

2 신진오 서울 영등포구 문화예술콘텐츠,소프트웨어 융합 등 2017.1.24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등록현황 안내

번호 법인명 / 연락처 대표자명 본사소재지 전문분야 홈페이지 등록일

1 이준배

7 이정훈 서울 서초구 지식서비스, 4차산업 등 준비중 2017.3.6

2017.2.28

6 정재동 서울 서초구 2017.2.28

4 권재중 서울 강남구 2017.1.24

5 오형석 대구 수성구 바이오,성형가공,스마트IT,화학 준비중

10 황병선 경기 성남시 2017.3.29

11 김진영 서울 서초구 O2O,On-Demand 플랫폼 외

9 김대진 서울 강남구 ICT 융합 2017.3.16

8 이정익 광주 광산구 IT,SW개발,일반제조,식품 등 2017.3.16

13 김광수 서울 마포구 준비중 2017.4.26

14
최영찬, 오

종훈
부산 해운대구 ICT 융합

2017.4.11

12 노상우 대구 중구 IT,SW,지식서비스 준비중 2017.4.11

17 황태형 대전 유성구 ICT,BIO 2017.5.26

16 이주홍 부산 금정구 IoT,SW,유통·서비스 2017.5.11

2017.4.26

15 이건영 서울 서초구 바이오·의료 2017.5.11

20 김경태 부산 해운대구 4차산업/컨텐츠 특화 준비중 2017.6.14

19 최인규 서울 관악구 ICT 2017.5.26

18 김태규 울산 남구 소재,부품,바이오,환경 등 준비중 2017.5.26

23 명승은 서울 강남구 지식서비스기반 2017.7.4

22 윤준원 충북 청주시 Beauty,ICT,BIO 준비중 2017.6.21

21 백운주 대구 북구 ICT,IoT,지능형제조,BIO,플랫폼 2017.6.14

25 이강석 경기 용인시 콘텐츠분야 2017 7 19

24
배상승, 박

제현
서울 서초구

AI, Robotics, loT, VR/AR, FinTech,

Blockchain, IT Healthcare
2017.7.5

http://www.ibuilt.kr/
http://www.ynarcher.com/
http://www.postechholdings.com/
http://www.krunventures.com/
http://www.enslpartners.com/
http://www.infrabiz.co.kr/
http://www.epicenter.or.kr/
http://www.bigbangangels.com/
http://www.garagebox.biz/
http://www.sunbonpartners.com/
http://www.synergynet.co.kr/
http://www.ac-smartfarmer.com/
http://www.rowe.kr/
http://www.springcamp.co/
http://www.sagkorea.com/
http://www.venturesquare.net/
http://www.npinvestment.co.kr/
http://www.allcontents.kr/


ㆍ031-284-2070, allcontents333@hanmail.net

㈜코맥스벤처러스

ㆍ031-739-3536, pearl.kim@commax.co.kr

㈜엘스톤

ㆍ02-2235-1690, pius@elstone.co.kr

㈜오퍼스이앤씨

ㆍ02-6221-2022, opusenc@naver.com

㈜휴젤

ㆍ02-6966-1662, hjmoon@hugel.co.kr

㈜케이벤처그룹

ㆍ02-6261-4015, lois.kvg@kakaocorp.com

벤처박스㈜

ㆍ070-4735-1100, shjeon@naver.com

㈜상상이비즈

ㆍ02-6925-3769, ycshin@megab2b.com

에버그린투자파트너스(유)

ㆍ02-3497-1800, dwsuh315@gmail.com

㈜테크노베이션파트너스

ㆍ02-6917-5511, help@tenopa.co.kr

고려대학교 기술지주회사㈜

ㆍ02-3290-5894, ski682@naver.com

㈜매쉬업엔젤스 인터넷,S/W,모바일,

ㆍ02-581-5871, jh.lee@daum.net 커머스,ICT,IoT서비스분야

마그나인베스트먼트㈜

ㆍ02-554-2222, jhchoi@mgni.co.kr

㈜벤처포트

ㆍ02-302-7037, yhkong@ventureport.co.kr

㈜블루포인트파트너스 기계소재,반도체,바이오,

ㆍ042-936-3588, bigapple@bluepoint.vc 헬스케어,ICT,SW

(재)서울테크노파크

ㆍ02-944-6057, yhlim@seoultp.or.kr

㈜웹스

ㆍ051-896-6390, mkkim@waps.com

㈜에이블벤처스 해양환경,BIO헬스케어,핀테크,

ㆍ070-4757-0000, ableventures1212@gmail.com 문화컨텐츠 분야의 IoT,AI융합기술

㈜전북지역대학연합기술지주회사

ㆍ063-214-0016, jhjeong@jbth.co.kr

㈔네트워크고리

ㆍ우진호, 070-4200-9588, admin@parast.com

KB인베스트먼트(주)

ㆍ02-3015-4778, yunsook.jang@kbfg.com

(주)플레이오토

ㆍ070-7011-6324, jhkim@playauto.co.kr

㈜제이엔피글로벌

ㆍ042-487-6481, als10wns@daum.net

㈜비에스알코리아

ㆍ042-476-2977, koreabsr@gmail.com

(재)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ㆍ박서연, 063-281-4114, bella@jica.kr

㈜엔베스터

ㆍ02-2016-5500, kjs@nvestor.co.kr

㈜드림랩

ㆍ053-611-0722, limkh@drimlab.com

컴퍼니비㈜

ㆍ02-6105-1002, sykang@companyb.kr

특허법인 지원

ㆍ02-6268-4860, jckim@g1pat.com

26 변우석 경기 성남시 Home IoT, Fintech 2017.7.19

25 이강석 경기 용인시 콘텐츠분야 2017.7.19

29 손지훈 강원 춘천시 바이오·의료 2017.8.2

28 이승현 서울 서초구 전분야 2017.8.2

27 김창석 서울 중구 ICT,제조,BIO 2017.7.19

32 박순봉 서울 금천구 농식품, ICT, 플랫폼 2017.8.10

31 전성현 서울 중구 ICT,SW 2017.8.7

30 김재하 경기 성남시 ICT,BIO 2017.8.7

35
김수원, 홍

승표
서울 성북구 H/W 2017.8.14

34 김효정 서울 강남구 ICT, 바이오, 지식기반서비스 2017.8.14

33 홍종국 서울 서초구 전분야 준비중 2017.8.10

2017.8.25

38 이명철 서울 마포구 IT/바이오헬스케어,빅데이터 등 2017.9.5

36 이택경 서울 강남구 2017.8.25

37
김세현, 박

기일
서울 강남구 바이오,헬스케어,의료기기 등

2017.10.12

41 이재춘 부산 해운대구 제조기반 분야 2017.10.12

39 이용관 대전 유성구 2017.9.20

40 박봉규 서울 노원구 전분야

45 김종필 서울 강남구 FinTech, ICT 2017.10.31

2017.10.12

44 김정찬 서울 동작구 농업/제조, 문화/관광 2017.10.31

42 성상기 부산 해운대구 2017.10.12

43 지건열 전북 전주시 전분야

48 백승락 대전 유성구 R&D연구개발서비스부문 준비중 2017.11.29

47 박지환 대전 서구 기술창업 전부문 2017.11.29

46 김상혁 서울 구로구 IOT 서비스 부문 2017.11.16

51 김국태 대구 달성군 지능형기계(스마트카) 준비중 2017.12.20

50 김보성 서울 강남구 블록체인,커머스,게임,교육 등 2017.11.29

49 김승수 전북 전주시 기술창업 전부문 2017.11.29

53 한상민 서울 금천구 기술창업 전부문 준비중 2017.12.28

52 엄정한 서울 중구 콘텐츠 및 하드웨어 기반 2017.12.20

http://www.allcontents.kr/
http://www.iventurus.com/
http://www.elstone.co.kr/
http://www.opusbiz.kr/
http://www.hugel.co.kr/
http://www.kvgcorp.com/
http://www.venturebox.co.kr/
http://www.ssebiz.com/
http://www.technovation.co.kr/
http://www.kuholdings.co.kr/
http://www.mashupangels.com/
http://www.mgni.co.kr/
http://www.ventureport.com/
http://www.bluepoint.vc/
http://www.seoultp.or.kr/
http://www.waps.co.kr/
http://www.a-ventures.co.kr/
http://www.jbth.co.kr/
http://www.gori.or.kr/
http://www.kbic.co.kr/
http://www.playauto.co.kr/
https://jnp-aventures.com/
http://www.jica.kr/
http://www.nvestor.co.kr/
http://www.companyb.kr/
http://www.pacemakers.kr/


(주)페이스메이커스

ㆍ02-717-5804, master@pacemakers.kr

(유)제피러스랩

ㆍ070-8286-5785, apply.zephyrus@gmail.com

호서대학교 산학협력단

ㆍ041-540-5363, ryu376@hoseo.edu

후앤후㈜

ㆍ070-8803-3355, wksun999@hanmail.net

(주)지구파트너스

ㆍ02-744-9779, lsj264@naver.com

한양대학교 기술지주회사(주)

ㆍ02-2220-4071, zzang@hyuholdings.com

크리액티브(주)

ㆍ02-6949-4300, shkim@creactive.kr

㈜에스비컨

ㆍ070-7571-7135, ctmgr500@daum.net

㈜메디톡스 벤처투자

ㆍ02-6901-5838, kalee@medytox.com

㈜키투웨이

ㆍ02-6925-6462, hana.shin@keytoway.kr

㈜요즈마그룹

ㆍ031-603-2350, tena.kim@yozma.asia

카이트창업가재단

ㆍ042-864-5411, baseo@kiteef.or.kr

㈜오더

ㆍ02-535-5382, hj.kim@order.co.kr

㈜프라이머 시즌5 기술기반 전분야

ㆍ070-4452-5600, ellyyo88@gmail.com (제조기업제외)

㈜벤처필드

ㆍ02-2212-0804, kimminju@venturefield.co.kr

서울대학교기술지주 주식회사

ㆍ02-880-2039, moksh@snu.ac.kr

한국기술벤처재단

ㆍ02-958-6692, leebw@kist.re.kr

(재)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ㆍ032-458-5062, zzang@ccei.kr

㈜데이터앤밸류

ㆍ042-489-0094, shlee@dava.co.kr

한국바이오투자파트너스

ㆍ031-606-6311, kichil007@hanmail.net

아이스타트업랩

ㆍ032-860-7184, skykim@inha.ac.kr

한국과학기술지주(주)

ㆍ042-862-8660, hjchoi@kstholdings.co.kr

인라이트벤처스(유) 김용민,

ㆍ051-341-9222, synergy@hanmail.net 박문수

에프케이아이파트너스 주식회사

ㆍ02-6336-0618, jsp@fkilsc.or.kr

주식회사 제이에이치제이홀딩스

ㆍ042-863-7555, did-wlsgml@hanmail.net

씨엔티테크 주식회사

ㆍ02-309-0380, junhyo@cntt.co.kr

(재)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ㆍ053-756-7606, jukj@ccei.kr

(재)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ㆍ070-4160-5821, reyong22@ccei.kr

시리즈 유한회사

54 김경락 서울 강남구 AI,ICT,핀테크,블록체인 등 2018.1.16

57 선웅규 서울 강남구 ICT서비스 준비중 2018.1.16

56 박승규 충남 아산시 반도체디스플레이 2018.1.16

55 서영우 부산 해운대구 4차산업 및 전분야 2018.1.16

60 허민구 서울 금천구 기술창업분야 준비중 2018.1.17

59 김경원 서울 성동구 기술창업분야 2018.1.17

58 이성제 서울 성북구 기술창업분야 2018.1.16

63 권영상 서울 서초구 ICT기술 및 융합서비스 2018.2.1

62 정현호 서울 강남구 초기 바이오 준비중 2018.2.1

61 곽선호 서울 금천구 지식기반 서비스분야 준비중 2018.2.1

66 이성수 서울 서초구 ICT 부문 준비중 2018.2.5

65 김철환 대전 유성구 바이오,의료 및 ICT융합기술 2018.2.5

64 이원재 경기 성남시 IoT분야, 바이오/헬스케어 2018.2.5

2018.2.27

69 박동원 서울 관악구 기술기반 전분야 2018.2.27

67 권도균 서울 서초구 준비중 2018.2.27

68 정지호 서울 동대문구 기술기반 전분야

72 이홍재 대전 유성구 기술기반 전분야 준비중 2018.3.29

71 주영범 인천 연수구 기술기반 전분야 2018.3.19

70 백희기 서울 성북구 기술기반 전분야 2018.3.19

75 강훈 대전 유성구 기술기반 전분야 2018.4.6

74 서태범 인천 남구 기술기반 전분야 준비중 2018.3.29

73 이기칠 경기 성남시 바이오, 의료 준비중 2018.3.29

79 전화성 서울 서대문구 IT플랫폼 2018.4.30

2018.4.30

78 정종현 대전 유성구 기술기반 전분야 준비중 2018.4.30

76 대구 북구 기술기반 전분야 준비중 2018.4.6

77 이형곤 서울 영등포구 기술기반 전분야 준비중

82 김동욱 부산 해운대구 기술기반 전분야 준비중 2018 5 9

81 이경준 경기 성남시 기술기반 전분야 2018.5.9

80 연규황 대구 북구 기술기반 전분야 2018.5.9

http://www.pacemakers.kr/
https://zephyruslab.co.kr/
http://iacf.hoseo.ac.kr/
http://www.jigoopartners.co.kr/
http://www.hyuholdings.com/
http://www.keytoway.kr/
http://www.yozma.asia/
http://www.kiteef.or.kr/
http://www.venturefield.co.kr/
https://www.snuholdings.com/
http://www.kist.re.kr/
https://ccei.creativekorea.or.kr/incheon
http://www.kstholdings.co.kr/
http://www.cntt.co.kr/
https://ccei.creativekorea.or.kr/daegu
https://ccei.creativekorea.or.kr/gyeonggi


ㆍ051-747-1261, kap-jun@naver.com

스타트업파트너스㈜

ㆍ055-267-2311, cwchj2014@naver.com

청운신기술창업전문(주)

ㆍ041-630-3362, sspark33@nate.com

㈜쉬프트 기술기반 전분야

ㆍ02-546-2235, kihoon.um@sfhits.asia (제조기업제외)

㈜스페이스점프

ㆍ02-572-5090, mike@naver.com

미래과학기술지주(주)

ㆍ042-349-3102, pcj1234@miraeholding.biz

에이치지 이니셔티브 기술기반 전분야

ㆍ02-6212-9769, bohyun.nam@hginitiative.com (제조기업제외)

㈜에스와이피 홍성욱,

ㆍ070-7452-8916, kms94023@sypip.com 심경식

주식회사 슈미트

ㆍbobo@dscinvestment.com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

ㆍ042-385-0762, eyehave@ccei.kr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

ㆍ033-248-7902, juhyun.lee@ccei.kr

영산대학교 산학협력단

ㆍ055-380-9103, cyj8349@ysu.ac.kr

㈜비즈풀 기술기반 전분야

ㆍ02-780-9984, roiii@hanmail.net (제조기업제외)

대덕이노폴리스벤처협회

ㆍ042-363-9704, ohjihun@diva.or.kr

티투비파트너스 기술기반 전분야

ㆍ070-8763-9999, hpark08@gmail.com (제조기업제외)

사단법인 창업지원네트워크

ㆍ010-8619-1533, warmfeel@gmail.com

주식회사 씨비에이벤처스 기술기반 전분야

ㆍ010-3749-5829, dsuh@cbaventures.net (제조기업제외)

주식회사 더존홀딩스

ㆍ02-6233-0881, joyh26@douzone.com

주식회사 와이앤비파트너스 기술기반 전분야

ㆍ02-595-0773, ynb@ynbpartner.com (제조기업제외)

주식회사 다스킨트

ㆍ02-780-3501, gorilla@daskind.co.kr

주식회사 원팩토리 기술기반 전분야

ㆍ02-2038-8573, swavepark@wonfactory.com (제조기업제외)

주식회사 온비즈아이

ㆍ02-471-2018, kangsj4506@gmail.com

주식회사 크립톤

ㆍ02-2115-2360, contact@krypton36.co

주식회사 메이키스트엑스

ㆍ010-4938-2646, jinwon.hong@makistx.com

주식회사 다래전략사업화센터 기술기반 전분야

ㆍ02-3475-7717, (제조기업제외)

ip-biz@daraelaw.co.kr

주식회사 액트너랩

ㆍ010-5055-0530, koya@actnerlab.com

에스아이디파트너스 주식회사
ㆍ010-9790-6510,

jungwook byun@sidpartners net
주식회사 포인사이트 기술기반 전분야

ㆍ010-2450-7898, shkim@forinsight.co.kr (제조기업제외)

주식회사 킥스타트인베스트먼트 기술기반 전분야

82 김동욱 부산 해운대구 기술기반 전분야 준비중 2018.5.9

85 유청연 서울 마포구 2018.5.18

86 이형민 광주 서구 ICT, 헬스케어, 빅데이터

84 정종용 충남 홍성군 기술기반 전분야 준비중 2018.5.18

83 이문기 경남 창원시 기계, BIO, 공장자동화 2018.5.18

90 김현준 서울 성동구 기술기반 전분야 2018.6.4

88 정경선 서울 성동구 2018.5.31

89 서울 서초구 기술기반 전분야 2018.5.31

2018.5.18

87 김판건 대전 유성구 기술기반 전분야 2018.5.31

93 이운용 경남 양산시 기술기반 전분야 준비중 2018.6.7

92 한종호 강원 춘천시 기술기반 전분야 2018.6.7

91 임종태 대전 유성구 기술기반 전분야 2018.6.7

97 하상용 광주 동구 기술기반 전분야 준비중 2018.6.19

2018.6.19

96 이용석 경기 성남시 준비중 2018.6.19

94 송재환 경기 가평군 준비중 2018.6.7

95 박찬구 대전 유성구 기술기반 전분야

101 조경준 서울 영등포구 기술기반 전분야 준비중 2018.7.3

2018.7.3

100 이상국 서울 서초구 준비중 2018.7.3

98 우광제 서울 강남구 2018.7.3

99 김용우 강원 춘천시 기술기반 전분야

105 정재우 서울 강남구 기술기반 전분야 2018.7.30

2018.7.30

104 양경준 서울 마포구 기술기반 전분야 준비중 2018.7.30

102 이원영 서울 금천구 준비중 2018.7.30

103 윤강열 서울 강동구 기술기반 전분야 준비중

2018.8.21

108 김은섭 인천 연수구 기술기반 전분야 준비중 2018.8.21

106
김정국, 배

순구
서울 강남구 2018.7.30

107 조훈제 서울 강남구 기술기반 전분야

109 김성호 서울 송파구 준비중 2018.8.21

110
이정희,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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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gn1biz.co.kr/
http://www.shifts.asia/
http://www.spacejump.kr/
http://www.miraeholdings.biz/
http://www.hginitiative.com/
http://www.sypip.com/
http://schmidt.kr/
https://ccei.creativekorea.or.kr/daejeon
https://ccei.creativekorea.or.kr/gangwon
http://www.diva.or.kr/
http://www.cbaventures.net/
http://www.douzone.com/
http://www.makistx.com/
http://www.daraelaw.co.kr/
http://www.actnerlab.com/
http://www.kickstartinvest.kr/


ㆍ02-2138-2834, leejh0318@kickstartinvest.kr (제조기업제외)

주식회사 하이퍼텍스트메이커스 기술기반 전분야

ㆍ010-4260-7483, htm.kongit@gmail.com (제조기업제외)

주식회사 제타플랜에프앤인베스트 기술기반 전분야

ㆍ02-538-4801, zetabiz@zetaplan.com (제조기업제외)

주식회사 티비에스파트너스 기술기반 전분야

ㆍ051-911-3330, tbspceo@naver.com (제조기업제외)

주식회사 씨에이치앤파트너스 기술기반 전분야

ㆍ02-6951-2223, swchoi@chnp.co.kr (제조기업제외)

이그나이트이노베이터스 주식회사

ㆍ02-2621-7050, kylee@igniteinnovators.com

메티스톤에퀴티파트너스 주식회사

ㆍ02-6006-0308, kyungsun@metistone.com

주식회사 크라우드베이스 기술기반 전분야

ㆍ010-2839-0140, ko@crowdbase.kr (제조기업제외)

재단법인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

ㆍ055-291-9341, thlee@ccei.kr

재단법인 울산창조경제혁신센터

ㆍ052-222-9120, aktl0319@ccei.kr

유한회사 컴퍼니에이

ㆍ042-867-0319, ktkim@companya.kr

주식회사 내비온 기술기반 전분야

ㆍ02-6407-7720, shcho@navion.biz (제조기업제외)

사단법인 한국엔젤투자협회

ㆍ02-3440-7404, jhyoo@kban.or.kr

재단법인 경상북도창조경제혁신센터

ㆍ054-470-2625, sooy337@ccei.kr

케이그라운드파트너스 주식회사 기술기반 전분야

ㆍ02-3443-4579,hanieins35@kground.co (제조기업제외)

인포뱅크 주식회사

ㆍ02-628-1630, syl9210@infobank.net

주식회사 엔피프틴파트너스 기술기반 전분야

ㆍ070-4215-9966, hanbyul.park@n15.asia (제조기업제외)

주식회사 기술과가치 기술기반 전분야

ㆍ02-3479-5000, kwon.hyungoo@gmail.com (제조기업제외)

주식회사 에스티지벤처스 기술기반 전분야

ㆍ032-252-1500, kschokr@naver.com (제조기업제외)

주식회사 아이피매그나

ㆍ02-3288-3450, tskim.iplaw@gmail.com

주식회사 엠와이소셜컴퍼니 기술기반 전분야

ㆍ02-532-1110, jtkim@mysc.co.kr (제조기업제외)

주식회사 와이제이씨

ㆍ070-7626-4370, lg134@hanmail.net

주식회사 리온아이피엘 기술기반 전분야

ㆍ02-6969-5460, kclee@leeon.kr (제조기업제외)

와이플래닛 유한회사

ㆍ042-716-3328, ceo@yplanets.com

주식회사 디지털헬스케어파트너스

ㆍyoonsup.choi@dhpartners.io

주식회사 김기사랩

ㆍjsshin@kimgisacompany.com

주식회사 데일리파트너스 기술기반 전분야

ㆍ02-563-0890, hs.seo@dayli.partners (제조기업제외)

주식회사 타이탄벤처스 기술기반 전분야

111 박항준 서울 서초구 준비중 2018.9.10

112 김미나 서울 금천구 2018.9.14

110
 

한별, 박태

제

서울 강남구 2018.9.10

116 박규헌 서울 영등포구 기술기반 전분야 2018.10.24

115 김희준 서울 구로구 기술기반 전분야 2018.10.24

113 이동규 부산 해운대구 2018.9.14

114 최상우 서울 강남구 2018.10.23

120 조병현 대전 유성구 문화콘텐츠, 지식서비스, 소셜벤처 2018.11.07

2018.11.07

119 권영해 울산 남구 기술기반 전분야 2018.11.07

117 고훈 서울 마포구 준비중 2018.10.24

118 최상기 경남 창원시 기술기반 전분야

2018.11.26

123 김진한 경북 구미 기술기반 전분야 2018.11.26

121 조성한 서울 서초구 2018.11.19

122 고영하 서울 강남구 기술기반 전분야

127 임윤철 서울 서초구 2018.12.06

128 이인규 서울 관악구 2018.12.07

2018.12.06

126 양동민 인천 연수구 2018.12.06

124 임성수 서울 강남구 준비중 2018.11.26

125 박태형 경기 성남시 기술기반 전분야

2018.12.21

132 이건철 서울 서초구 2018.12.21

130 김정태 서울 성동구 2018.12.21

131 함연주 경기 성남시 기술기반 전분야 준비중

129 김태선 서울 관악구 ICT, BIO, NT 준비중 2018.12.21

135 신명진 경기성남시 기술기반 전분야 준비중 2019.1.21

134 최윤섭 서울 서초구 의료/헬스케어 2019.1.15

133 양수희 대전 유성구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 분야 준비중 2018.12.21

136 이승호 서울 강남구 2019.1.29

137 김재욱 서울 서초구 준비중 2019 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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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jwkim.umc@gmail.com (제조기업제외)

재단법인 충남대학교 창업재단

ㆍ042-821-7183, yiginy@cnu.ac.kr

주식회사 비피메이커스랩

ㆍmoonsteel0614@gmail.com

부산지역대학연합기술지주 주식회사

ㆍ051-717-2917, nykim@buholdings.co.kr

케이액셀러레이터 주식회사

ㆍ02-761-0990, yhk@kaccelerator.co.kr

주식회사 엔텔스

ㆍabraham@ntels.com

주식회사 한길 기술기반 전분야

ㆍ054-232-8234, hg8234@nate.com (관광, 농촌)

주식회사 아이피에스벤처스 바이오, SW

ㆍ070-4295-6907, yichoi@ipsventures.com (제조기업제외)

주식회사 비즈니움

ㆍ054-461-0030, lionreo@biznium.net

주식회사 디블락 기술기반 전분야

ㆍpowerguy@naver.com (제조기업제외)

주식회사 이암허브 기술기반 전분야

ㆍ02-792-2398, kyoyoung@hanmail.net (제조기업제외)

주식회사 킹고스프링 웹솔루션, 바이오, IOT,

ㆍ070-4230-0112, vincent@kingospring.com 바이오 및 IT제조업

주식회사 어썸벤처스

ㆍ070-4221-2611, lucas@awesome-v.com

주식회사 라온미르

ㆍ031-267-4807, twolis@wonc.co.kr

주식회사 라쿠카라차 신재생에너지

ㆍ02-508-0611, lssyoon@lbpsi.com (제조업 제외)

주식회사 대동씨엠씨 기술기반 전분야

ㆍ052-903-1070, cmc114@naver.com (제조기업제외)

나눔엔젤스 기술기반 전분야

ㆍ010-2977-3200, charles@nanuhm.com (제조기업제외)

컴퍼니엑스 기술기반 전분야

ㆍ070-7459-9121, info@company-x.partners (제조기업제외)

드림이앤씨

ㆍ031-493-3838, isjoik@hanmail.met

플래티넘 기술투자

ㆍ02-6246-3116, dcpark@pltic.co.kr

대경지역대학공동기술지주 기술기반 전분야

ㆍ070-5030-1391, kwang7180@dgth.co.kr (제조기업제외)

큐더스 기술기반 전분야

ㆍ02-6011-7007, hggo@kudos.co.kr (제조기업제외)

캡스톤파트너스 기술기반 전분야

ㆍ02-575-1210, smkim@cspartners.co.kr (제조기업제외)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

ㆍ062-974-9325, peacegj@ccei.kr

유닉 기술기반 전분야

ㆍ02-853-3532, hschoi@unicc.kr (제조기업제외)

투썬캠퍼스 기술기반 전분야

ㆍ070-7124-0078, jh5860@twosunw.com (제조기업제외)

네오플라이 기술기반 전분야

ㆍ 031-8023-6854, hyokim@neowiz.com (제조기업제외)

골드아크 기술융합형콘텐츠(에듀테크)

ㆍ02-2038-4100, admin@goldark.kr (제조기업 제외)

주식회사 퓨처플레이 기술기반 전분야

ㆍ02-557-1805, bumho.kim@futureplay.co (제조기업제외)

139 장민호 경기 성남시 기술기반 전분야 준비중 2019.2.22

138 권택근 대전 유성구 기술기반 전분야 2019.1.30

137 김재욱 서울 서초구 준비중 2019.1.29

142 심재희 서울 강남구 기술기반 전분야 2019.2.28

141 소재문 서울 영등포구 핀테크 등 4차산업 분야 2019.2.28

140 김종철 부산 해운대구 기술기반 전분야 2019.2.25

146 오현석 제주 제주시 준비중 2019.3.7

147 구교영 서울 용산구 준비중 2019.3.20

145 이창형 경북 구미시 기술기반 전분야 2019.3.7

143 한형주 경북 포항시 준비중 2019.3.5

144 한치원 서울 서초구 준비중 2019.3.5

2019.3.22

150 서용원 경기 수원시 기술기반 전분야 준비중 2019.3.25

148 정해진 경기 수원시 2019.3.22

149 오영록 서울 마포구
미디어, 플랫폼, 커머스, 게임 등(제조기

업제외)

153 엄철현 인천 연수구 준비중 2019.4.15

154 유광철 서울 서초구 준비중 2019.4.15

151 이윤상 서울 강남구 준비중 2019.3.25

152 최진혁 울산 남구 준비중 2019.4.15

157 이재훈 경북 경산시 2019.4.17

158 이지연 서울 영등포구 2019.4.17

156 이창수 서울 강남구 4차 산업혁명 분야 준비중 2019.4.17

155 황조익 경기 안산시 기술기반 전분야 2019.4.15

162
이종현, 유

성원
경기 성남시 2019.4.18

163
권용길, 오

승헌
경기 성남시 2019.4.18

2019.4.18

161 최희승 전북 완주군 2019.4.18

159 송은강 서울 강남구 2019.4.17

160 박일서 광주 북구 기술기반 전분야

164 김대일 서울 중랑구 2019.4.18

165 류중희 서울 강남구 2019.5.28

http://www.cnus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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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awesome-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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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kudos.co.kr/
http://www.cspartners.co.kr/
https://ccei.creativekorea.or.kr/gwangju/
http://www.unic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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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futureplay.co/


시저스파트너스 주식회사 기술기반 전분야

ㆍ010-9966-3466, honbang@gmail.com (제조기업제외)

충북대학교기술지주 주식회사

ㆍ043-261-3849, leedbstn@cbnu.ac.kr

연세대학교기술지주 주식회사 바이오/IT

ㆍ02-2123-5165, jwpark89@yonsei.ac.kr (제조업제외)

한국사회혁신금융 주식회사

ㆍ070-7178-2691, ehlee@ksifinance.com

충남대학교기술지주 주식회사

ㆍ042-821-8829, prokner@cnu.ac.kr

주식회사 아이티엘 콘텐츠, 바이오·의료 등

ㆍ02-3463-9723, erica@gooditl.com (제조기업제외)

주식회사 콜즈다이나믹스

ㆍ051-966-1335, tales890@collzdynamics.com

사단법인 벤처기업협회 기술기반 전분야

ㆍ02-890-0586, bumjoonp@kova.or.kr (제조기업제외)

주식회사 오픈놀

ㆍ02-362-8800, startup.opk@gmail.com

주식회사 크리액티브헬스

ㆍ02-6101-2228, hjjung@creactivehealth.com

주식회사 엑센트리벤처스

ㆍ051-791-0057, peter.chun@xntree.com

재단법인 경상북도경제진흥원

ㆍ054-470-8598, jey3601@gepa.kr

재단법인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ㆍ064-710-1931, kimhj@ccei.kr

주식회사 하나금융티아이

ㆍ02-2151-6470, bms0414@hanafn.com

빅베이슨캐피탈 유한회사 기술기반 전 분야

ㆍ010-9927-7219, phil@bigbasincapital.com (제조업 제외)

주식회사 아이피씨앤비 기술기반 전 분야

ㆍ02-564-5485, icsong@ipcnb.com (제조업 제외)

주식회사 플랜에이치벤처스 스마트시티, 건설신기술 등

ㆍ010-7271-8248, hkwon@planhventures.co.kr (제조업 제외)

주식회사 더웍스코리아 기술기반 전 분야

ㆍ02-557-6001, leezisoo@gmail.com (제조업 제외)

주식회사 이디리서치 IoT, AI, 콘텐츠 등

ㆍ02-3016-5400 (제조업 제외)

유스업파트너스 주식회사 기술기반 전 분야

ㆍ070-4365-8888, hoonykim@youthup.co.kr (제조업 제외)

주식회사 엘케이경영연구원 서비스업, 1차산업

ㆍ053-633-0669, pts333@naver.com (제조업 제외)

젠엑시스 주식회사 바이오 등

ㆍ02-557-3008, castleking2@naver.com (제조업제외)

예원파트너스 주식회사

ㆍ053-610-8587, jykim@ph.co.kr

주식회사 탭엔젤파트너스 바이오, 테크, 콘텐츠 분야

ㆍ02-6247-6858, hshan@tapaps.com (제조업 제외)

가톨릭관동대학교기술지주 주식회사

ㆍ032-290-2609, ssabung0521@gmail.com

주식회사 한국인증협회 기술기반 전 분야

ㆍ042-719-7060, kca_0526@naver.com (제조업 제외)

대덕벤처파트너스 유한회사

ㆍ042-485-9684, jhj@dvpdvp.com

윈베스트 주식회사 기술기반 전 분야

ㆍ02-541-2999, winvest2999@gmail.com (제조업 제외)

주식회사 엠플러스아시아 기술기반 전 분야

166 권영준 서울 서초구 준비중 2019.5.28

167 최상훈 충북 청주시 BT / IT

170 이영석 대전 유성구 BT 준비중 2019.6.12

169 이상진 서울 성동구 기술기반 전분야 2019.6.12

2019.5.28

168 이원용 인천 연수구 준비중 2019.6.12

174 권인택 서울 마포구 기술기반 전분야(제조기업제외) 2019.6.27

2019.6.13

173 안건준 서울 구로구 2019.6.27

171 황차동 서울 서초구 2019.6.12

172 강종수 부산 남구 기술기반 전분야

177 전창록 경북 구미시 4차산업 분야 2019.6.27

176 장상준 서울 서초구 4차산업 분야 2019.6.27

175 장준근 서울 용산구 바이오·의료 등(제조업제외) 2019.6.27

180 윤필구 서울 강남구 2019.7.3

181 송인창 서울 강남구 준비중 2019.7.4

179 유시완 인천 서구 핀테크, 4차 산업혁명 2019.6.27

178 전정환 제주 제주시 기술기반 전분야 2019.6.27

184 서주원 서울 금천구 2019.7.5

185 김용훈 서울 강남구 준비중 2019.7.5

182 원한경 서울 서초구 준비중 2019.7.5

183 이지수 서울 강남구 2019.7.5

189 박재현 서울 서초구 준비중 2019.8.5

190 이봉문 인천 서구 기술기반 전 분야 준비중

188 김주영 대구 동구 기술기반 전 분야 준비중 2019.7.17

186 이순석 대구 북구 2019.7.17

187 김성일 서울 강남구 준비중 2019.7.17

193
방현태, 신

용운
서울 강남구 준비중 2019.8.9

194 이철호 서울 영등포구 준비중 2019 8 9

192 이석훈 대전 유성구 ICT융복합, 바이오헬스케어 등 2019.8.9

2019.8.5

191 김현우 대전 유성구 준비중 2019.8.9

http://www.futureplay.co/
http://cbnuholdings.com/
http://ksifinance.com/
http://www.itlist.co.kr/
http://collzdynamics.com/
http://www.kova.or.kr/
http://openknowl.com/
http://www.creactivehealth.com/
http://www.xntree.com/
http://www.gepa.kr/
http://jccei.kr/
http://www.hanati.co.kr/
http://www.bigbasincapital.com/
http://theworkskorea.com/
http://www.edresearch.co.kr/
http://www.lkmi.org/
http://www.dvpdvp.com/


ㆍ010-8787-7572, a217089@gmail.com (제조업 제외)

주식회사 순천향대학교기술지주 기술기반 전 분야

ㆍ041-530-1441, syk091012@hanmail.net (제조업 제외)

주식회사 카카오벤처스 선행기술, 서비스, 게임

ㆍ02-6243-0301, hello@kakao.vc (제조업 제외)

주식회사 안랩 IT, SW, 정보보안

ㆍ031-722-7530, seungjun.chung@ahnlab.com (제조업 제외)

주식회사 르호봇비즈니스인큐베이터 ICT, 미디어, 인터넷플랫폼 등

ㆍ070-8679-3202, pma@ibusiness.co.kr (제조업 제외)

재단법인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

ㆍ051-749-8956, luj1002@ccei.kr

주식회사 아이젠 IT, NT, 융합산업

ㆍ062-373-4142, igen.kanghj@gmail.com (제조업 제외)

주식회사 스마일스토리
블록체인, 인공지능, 4차 산업 기반 기

술
ㆍ02-1599-1045, cbm@smilestory.io (제조업 제외)

주식회사 젠티움파트너스 헬스케어, 인터넷, 소비재, 프랜차이즈

ㆍ1877-7260, pastrios@naver.com (제조업 제외)

주식회사 스파크랩 IT, IOT, 의료기기, 신약 등

ㆍ02-2231-3014, stkim@sparklabs.co.kr (제조업 제외)

재단법인 홍합밸리 임팩트투자

ㆍ02-3281-1315, sks@honghapvalley.org (제조업 제외)

재단법인 넥스트챌린지 4차산업관련

ㆍ010-4702-9308, jinkyo83@gmail.com (제조업 제외)

제이비 주식회사 에너지, 생활혁신, IT 등

ㆍ041-530-1986, cmg0319@jbcorporation.com (제조업 제외)

클리어마인드 인베스트먼트 주식회사 4차 신산업, IT, 콘텐츠

ㆍ010-4264-2462, heon.ha@clearmindinvest (제조업 제외)

ment.com

주식회사 코어씨앤씨 기술기반 전 분야

ㆍ02-322-3944, jonghan15@corecnc.co.kr (제조업 제외)

주식회사 픽스텍

ㆍ02-838-6669, fixtec77@fixfree.co.kr

재단법인 다차원 스마트 아이티 융합시스템 연구단 IT, 바이오, 헬스케어,

ㆍ02-3498-7536, jk99@kaist.ac.kr 4차신사업

(제조업 제외)

(주)테라벤처스

ㆍ032-250-2000, coke23k@naver.com

광운대학교 산학협력단 IT, BT, 바이오

ㆍ02-940-5635, jhyoo1@kw.ac.kr (제조업 제외)

재단법인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

ㆍ044-999-1020, hohyun@ccei.kr

재단법인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ㆍ063-220-8914, culturm@hanmail.net

주식회사 소풍벤처스 임팩트 투자(소셜벤처)

ㆍ010-6617-0827, nihong@sopoong.net (제조업 제외)

주식회사 게이트웨이즈 기술기반 전 분야

ㆍ010-3864-7198, coolfc@naver.com (제조업 제외)

주식회사 경남벤처스 스마트기기, 항노화바이오 등

ㆍ055-606-0014, wshwang@gnvi.co.kr (제조업 제외)

바이온 주식회사 바이오, 헬스, 뷰티

ㆍ02-2051-0704, dwkwak@by-on.co.kr (제조업 제외)

성균관대학교기술지주 주식회사 IT, BT, 바이오 등

ㆍ031-290-5778, eroica@skku.edu (제조업 제외)

재단법인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 4차산업 신기술,

ㆍ041-536-7831, j.shun@hanmail.net IT, IOT, ICT 등

주식회사 블루오션
ㆍ010-9846-1513,

jaekyumahn@bluewhale foundation

194 이철호 서울 영등포구 준비중 2019.8.9

199 이성학 부산 해운대구 소셜벤처 및 지식서비스 분야 2019.9.23

197 권치중 경기 성남시 2019.9.2

198 목영두 서울 마포시 2019.9.9

195 서창수 충남 아산시 2019.8.9

196 정신아 경기 성남시 2019.9.6

202 장찰스윤식 서울 용산구 준비중 2019.9.26

203 김유진 서울 강남구 2019.10.31

200 최근영 광주 서구 2019.9.23

201 연삼흠 서울 강서구 2019.9.26

206 한권희 충남 아산시 2019.11.08

207 하헌범 서울 용산구 2019.11.08

204 고경환 서울 마포구 2019.11.04

205 김영록 제주 서귀포시 2019.11.06

211 강한혁 인천 미추홀구 4차산업 관련 2019.12.19

2019.12.09

210 경종민 대전 유성구 2019.12.16

208 김성은 서울 마포구 2019.11.26

209 박성순 경기 부천시 IoT 관련 준비중

2019.12.30

214 박광진 전북 전주시
탄소산업, 농생명식품, 문화ICT융복합

기업
2019.12.30

212 유정호 서울 노원구 2019.12.30

213 최길성 세종 조치원읍
스마트시티 팜, 자율주행, 소셜벤처 기

술분야

217 조국형 경남 창원시 2020.1.30

218 김병준 충북 청주시 2020.2.4

215 한상엽 서울 성동구 2020.01.15

216 김성희 부산 해운대구 2020.1.15

221 이원홍 서울 서초구 핀테크, AI, 블록체인 등 2020.2.20

219 유필진 경기 수원시 준비중 2020.2.11

220 이병우 충남 아산시 2020.2.11

http://www.schth.co.kr/
http://kakao.vc/
http://www.ahnlab.com/
http://www.ibusiness.co.kr/
https://ccei.creativekorea.or.kr/busan
http://www.igen.link/
http://www.smilestory.io/
http://www.sparklabs.co.kr/
http://honghapvalley.org/
http://ncf.or.kr/
http://jbcorporation.com/
http://clearmindinvestment.com/
http://www.corecnc.co.kr/
http://ciss.re.kr/
http://www.hankyungventures.co.kr/
http://iacf.kw.ac.kr/
http://ccei.creativekorea.or.kr/sejong/
http://ccei.creativekorea.or.kr/jeonbuk/
http://www.sopoong.net/
http://www.gateways.kr/
http://www.gnvi.co.kr/
http://by-on.co.kr/
https://ccei.creativekorea.or.kr/chungnam/
https://www.blue-ocean.co/
http://www.dtni.co.kr/


주식회사 디티엔인베스트먼트 IT, IT융합, 바이오,

ㆍ02-6009-8606, sbl@dtni.co.kr 헬스케어(제조업 제외)

주식회사 카페캠프통 인터넷/모바일 기반

ㆍ02-3445-0369, wcs29@tong.com O2O비즈니스 등

(제조업 제외)

주식회사 웰아이피에스 IT, BT, NT, 바이오 등

ㆍ010-4341-6623, hycho@wellpatent.com (제조업 제외)

주식회사 에스엠비투자파트넌스 바이오, ICT

ㆍ052-286-0600, jbjung0202@gmail.com (제조업 제외)

제이비벤처스 주식회사 ICT, 플랫폼, 블록체인 등

ㆍ010-4555-9297, shyoo@jbventures.kr (제조업 제외)

주식회사 임팩트스퀘어 임팩트투자(소셜벤처)

ㆍ010-7738-5412, sbchun@impactsquare.com (제조업 제외)

주식회사 와이드앤파트너스 바이오, 융합기술분야

ㆍ010-9787-0833, ygkim@widenpartners.com (제조업 제외)

주식회사 비스퀘어 4차 신산업, AI 등

ㆍ1877-1110, ydkim@bsquare.co.kr (제조업 제외)

주식회사 와이즈플래닛파트너스

ㆍ010-8806-7711, sea@wplanet.co.kr

주식회사 티랩

ㆍ010-8540-6068, tlab6068@gmail.com

주식회사 프렌즈

ㆍ02-563-4593, sjhong@friendspat.com

맥스컨설팅㈜

ㆍ02-3474-0906, kbh@maxconsulting.or.kr

주식회사 끌림벤처스

ㆍ070-8098-2350, contact@klimvc.com

주식회사 에이앤드비컴퍼니

ㆍ010-7372-9119, djgodud1@naver.com

주식회사 인비전아이피컨설팅

ㆍ070-4070-3364, cslee@envisionpat.com

재단법인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

ㆍ061-661-1936, minj1028@ccei.kr

222 이승석 서울 강남구 2020.2.27

223
권예지, 최

상길
서울 강남구 2020.2.27

226
한권희, 유

상훈
충남 천안시 2020.3.11

227 도현명 서울 성동구 2020.3.11

224 김명규 서울 서초구 2020.3.10

225 심선식 울산 북구 준비중 2020.3.11

231 강성민 부산 해운대구 연구개발서비스 업종 2020.3.27

230 김보균 서울 금천구 광고플랫폼, 푸드테크 2020.3.16

228 김윤기 대전 서구 2020.3.11

229 김혜경 부산 해운대구 2020.3.13

234 남홍규 서울 강남구 IT, AI, 4차산업분야 지원 2020.4.1

233 조윤재 경기 안양시
지식서비스·콘텐츠, 헬스케어 등(제조업

제외)
2020.3.31

232 이윤원 서울 서초구 기술기반 전 분야(제조업 제외) 2020.3.31

237 정영준 전남 여수시
농수산식품, 바이오활성소재, ICT 융복

합
2020.4.6

236 정성욱 서울 강남구 기술기반 전 분야(제조업 제외) 2020.4.2

235 어해영 서울 영등포구 ICT 융합 지원(제조업 제외) 준비중 2020.4.1

https://www.blue-ocean.co/
http://www.dtni.co.kr/
http://www.cafecamptong.com/
http://www.wellips.com/
http://jbventures.co.kr/
http://www.impactsquare.com/
http://www.widenpartners.com/
http://www.bsquare.co.kr/
http://edu.wplanet.co.kr/
http://www.tlab.or.kr/
http://friendspat.com/
http://maxconsulting.or.kr/
http://www.klimvc.com/
http://www.envisionip.co.kr/
https://ccei.creativekorea.or.kr/jeon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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