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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onsorship Value
2016년 11월
대한민국 스타트업들의 열띤 향연이 펼쳐집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스타트업이 되기 위한
6개월 간의 대장정

Individual
League
6월~11월
7개 리그 운영
(선발+멘토링)

11월 16/17일

11월 21일

판교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삼성동 코엑스 오디토리움

&
Sponsorship Value
스폰서 구분

플래티넘 스폰서

스폰서 세션 제공(10분)

제공

스폰서 소개(대회 시작 전 소개)

제공

제공

참가팀 1:1 비즈 미팅 지원

6개사 미팅

3개사 미팅

벤처스퀘어 인터뷰 지원

2회

1회

무대 백드롭 로고 게재

제공

제공

제공

웹사이트에 로고 및 기업 소개

제공
(특별 페이지)

제공

제공

브로슈어에 로고 및 기업 소개

제공
(특별 페이지)

제공

제공

기타 디자인물 로고 게재

제공

제공

제공

전시 부스 제공

1.8m×0.6m×0.75m

0.9m×0.6m×0.75m

후원금 (VAT 별도)

25,000,000원

15,000,000원

현금 후원 60% 할인 조건

골드 스폰서

*론치컵 상금 및 투자 파트너
1억원 이상 제공 및
론치컵 상금 및 투자 파트너
1,000만원 상당의 경품
1억원 이상 제공 시
기념품 등 현물 지원 시

실버 스폰서

10,000,000원
1,000만원 상당의 경품,
기념품 등 현물 지원 시

* 제공되는 전시 부스 사이즈는 행사장 상황에 따라 협의에 의해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Contact

• 앳스퀘어 대표 이사. 정희용
• 이메일 : gsc@venturesquare.net
• 연락처 : 010-7476-2697

2016. 11. 16.-17.
판교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지하 2층 국제회의실

응답하라 Web2.0 & 미래 ICT 10년

< 스폰서 제안서 >

글로벌 스타트업 컨퍼런스 가을 2016
Global Startup Conference Fall 2016
대한민국 스타트업 최고의 축제,
글로벌 스타트업 컨퍼런스 가을 2016!
글로벌 스타트업 컨퍼런스는 벤처스퀘어와 르호봇비즈니스인큐베이터가 공동 주최하고 앳스퀘어가 주관하는 행사로,정부기
관과 공공기관, 액셀러레이터와 투자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국내 스타트업의 과거와 현재를 분석하고미래를 조명하는 뜻 깊
은 행사입니다.
특히, 이번 글로벌 스타트업 컨퍼런스 가을 2016 행사는 ‘응답하라 Web 2.0 & 미래 ICT 10년’을 주제로
국내·외 유명 연사들을 통해 한국의 스타트업 서비스와 IT를 만들어 온 Web 2.0을 다시 되짚어보고,
액셀러레이터와 미래 기술의 변화를 통해 미래 10년의 ICT를 조망하여 한국 스타트업의 경쟁력 강화와 해외 진출 전략을 함
께 모색해보는 자리로 준비되었습니다.
글로벌 스타트업 컨퍼런스의 주인공은 바로 당신입니다. 유명 연사의 강연은 물론 국내·외 스타트업들의 데모데이와 전시회
까지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세상을 바꿀 혁신적인 기술과 아이디어를 만나보세요.

행사의 특징
스타트업 및 ICT 트렌드 및 미래 전략 조망
데모데이를 통한 스타트업 투자 유치 기회 마련
스타트업, 투자자, 창작자 간 비즈니스 네트워크 제공
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 지원
국내·외 최신 스타트업 및 문화 트렌드 확인
창작자들의 작품과 공연 감상 및 소통

행사 요약
행사명

글로벌 스타트업 컨퍼런스 가을 2016

일 시

2016년 11월 16일(수) ~ 17일(목)

시 간

09:30 ~ 18:00 (After Party 별도)

장 소

판교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지하 2층 국제회의실

규 모

2,500~3,000명

주 최

르호봇비즈니스인큐베이터, 벤처스퀘어

주 관

앳스퀘어

후 원
파트너

미래창조과학부,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무역협회, MCN협회, 나인포유, 경기콘텐츠진흥원,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로아인벤션랩, 빅뱅엔젤스, 액트너랩

플래텀, 비석세스, 에이빙,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 한국엔젤투자협회

행사 구성
컨퍼런스

데모데이

• 국내·외 Web 2.0 트렌드 회고

• 총 8개 기관의 데모데이 개별 개최

• 인공지능, AR, VR 등

• 참가기업 중 론치컵 출전권 부여

미래 ICT 전망과 스타트업
• 스타트업 10대 트렌드 전망

전시

• 국내·외 우수 스타트업
70여 개 부스 전시

※ 론치컵 : 르호봇비즈니스인큐베이터와 벤처스퀘어가

• 현장 비즈니스 매칭 지원

주최하는 종합 피칭대회로 수상팀에게 총 3억 여원 이내의

※ 창조경제박람회 전시부스 연계 지원

투자 우선권 및 상금 제공될 예정.
정보 : http://www.ibusiness.co.kr/archives/77518

참가 대상
스타트업

투자자

• 스타트업

• 엔젤투자자

• 문화 콘텐츠 창작자

• 액셀러레이터

• 기타 스타트업 관계자

• 벤처캐피탈

GSC 2016 SPRING
스폰서 참여 업체

기업•기관

• 스타트업 지원기관
• 관련 협회
• 기업 관계자
• 정부 유관 기관

주요 아젠다 - 1

Web2.0 이후 10년 명과 암

1일차 컨퍼런스

1일차 데모데이

시간

내용

09:30~10:00

등록 및 안내

10:00~10:03

오프닝 (명승은)

10:03~10:08

환영사 (주관 및 후원 인사)

10:08~10:10

행사 순서 안내 및 아이스브레이크

10:10~10:30

Keynote Speech | Web 2.0 이후 한국의 변화

10: 30~ 10:50

Keynote Speech | 글로벌 Web 2.0과 한국 Web 2.0

10:50~11:10

Keynote Speech | 구글 Web 2.0부터 현재까지

11:10~13:00

점심

13:00~13:40

Fireside Chat : 참여·공유·개방 플랫폼의 미래

시간

내용(예정)
벤처스퀘어 Startup Nomad 데모데이

13:00~18:00

경기문화창조허브 데모데이
빅뱅엔젤스 Unicon Finder 데모데이

※ 연사 섭외중, 각 세션별 데모데이 참가 팀 중 1또는 2개팀 론치컵 출전권 부여

주요 아젠다 - 2

Next Generation Acceleration & Startup

2일차 컨퍼런스

2일차 데모데이

시간

내용

09:30~10:00

등록 및 안내

10:00~10:03

오프닝 (김태현)

10:03~10:08

환영사 (주관 및 후원 인사)

10:08~10:10

행사 순서 안내 및 아이스브레이크

10:10~10:25

Key Note Speech | 스타트업과 액셀러레이션의 미래

10: 25~ 10:45

Key Note Speech | 헬스테크 등 특화 액셀러레이션

10:45~11:05

사례 발표| 스타트업 투자 트렌드 변화

11:05~11:20

사례 발표| Making of the next Unicoin

11:20~13:00

점심

13:00~13:40

Fireside Chat : 2017년 스타트업 10대 트렌드 전망

시간

내용(예정)
르호봇 K-Connector 데모데이

14:00~18:00

로아인벤션랩 데모데이
IoT Biz Factory 데모데이

※ 연사 섭외중, 각 세션별 데모데이 참가 팀 중 1또는 2개팀 론치컵 출전권 부여

참여 연사

Global Startup Conference 2016 : Fall

1일차 컨퍼런스

2일차 컨퍼런스
김유진, 스파크랩스 대표

김지현, SK플래닛 상무

키노트 : 스타트업과 액셀러레이션의 미래

키노트 : Web 2.0 이후 한국의 변화- 모바일과 SNS 중심으로
SCHAFER RICHARD, seedcamp
키노트 : 특화 액셀러레이션
AVIRAM JENIK, 비욘드시큐리티 CEO
키노트 : 글로벌 Web 2.0 과 한국 Web2.0 비교

Steve Hoffman,
FOUNDERS SPACE Cofounder

키노트 : 스타트업 투자 트렌드 변화

KHEE LEE, 구글 VC firm

Henry H.Wong,

키노트 : 구글 웹 2.0부터 현재까지

Garage Technology Ventures

키노트 : 스타트업과 액셀러레이션의 미래

기타 행사

Global Startup Conference 2016 : Fall

GSC 2016 Fall에서는 키노트 세션 외에도 과거와 현재의 스타트업 환경을 돌아보기 위한 패널토의가 양일간 진행됩니다. 패널토의는 인터넷으로 생중계될 예정입니다. 둘째날
행사 종료 이후에는 행사장 1층 기가홀에서 해외 스타트업 40개 팀을 비롯해 데모데이 참가팀. VC, 액셀러레이터 등 업계 관계자가 참석하는 네트워킹 파티가 마련돼 있습니다.

1일차 패널토의 : 참여, 공유, 개방 플랫폼의 미래

네트워킹 파티
■ 일시 : 11월 17일 (수), 18:00 이후
■ 장소 :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1층 기가홀

김지현

AVIRAM JENIK,

KHEE LEE

SK플래닛 상무

비욘드시큐리티 CEO

구글 VC firm

■ 참가대상 : 해외 스타트업 40여팀, 데모데이 참가팀,

조산구
코자자 대표

VC, 액셀러레이터 등 업계 관계자

2일차 패널토의 : 2017년 스타트업 10대 트렌드 전망

김유진
스파크랩스 대표

SCHAFER RICHARD
seedcamp

Steve Hoffman,
FOUNDERS SPACE
Cofounder

김영욱

김진영

MS 에반젤리스트

로아컨설팅 대표

Sponsor Benefits
1. Speaking Opportunity

컨퍼런스 세션(기조연설 or 스폰서 세션) 발표 및 패널 토의 기회 제공

2. Free Exhibition Space

스폰서 전시 부스 제공 및 참석자와의 네트워킹 지원
행사 웹사이트 및 인쇄물에 스폰서 로고 게시
메인 무대 및 행사장 배너에 로고 게시

3. Marketing Benefits

행사 관련 기사 발행 시 스폰서 부각(연사 및 연설 내용 표현)
행사 스케치 및 홍보 영상에 스폰서 로고 게시

4. Business Lounge Access

5. Free eDM, Tickets

행사장에 마련된 비즈니스 라운지 사용 및 스타트업 미팅 예약 지원
벤처스퀘어 eDM 무료 사용기회 제공(행사 종료 후 3개월 이내, 발송일정 협의)
창조경제박람회 부스 지원

※ 협의에 따라 Sponsor Benefits 내용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Sponsorship Value
Sponsor Benefits

Headline Sponsor Exclusive Sponsor

컨퍼런스 세션(기조연설 or 스폰서 세션) 발표 기회 제공

제공

스폰서 전시 부스 제공 및 참석자와의 네트워킹 지원

제공

행사 웹사이트 및 인쇄물에 스폰서 로고 게시

제공

제공

메인 무대 및 행사장 배너에 로고 게시

제공

제공

행사 관련 기사 발행 시 스폰서 부각(연사 및 연설 내용 표현)

제공

행사 스케치 및 홍보 영상에 스폰서 로고 게시

제공

제공

행사장에 마련된 비즈니스 라운지 사용 및 스타트업 미팅 예약 지원

제공

제공

벤처스퀘어 eDM 무료 사용기회 제공(행사 종료 후 3개월 이내, 발송일정 협의)

2회

1회

스폰서 금액(부가세 별도)

2,000만원

800만원

Contact. gsc@venturesquare.net / 010-7476-2697 (론치컵 스폰서십과 연계 시 할인 제공)

전시 부스 참여 안내
• 행사 기간 중 80개 부스 운영

전시 부스 개요

• 테이블 제공
(가로1.8m × 세로 0.6m × 높이 0.76m) / 2
• 플라스틱 의자 2개 제공
• 금액 : 300만원
• 단체 부스 5개 제공

단체 부스 참여

• 행사 소개서 및 홈페이지에
참여 업체 로고 및 간단 소개
• 공간 내 별도 구조물 조성 가능
• 금액 : 80만원

개별 부스 참여

• 테이블 1/2개, 의자 2개 제공
• 행사 소개서 및 홈페이지에
참여 업체 로고 및 간단 소개

제2회 론치컵 파이널
2016년 11월 21일 월요일 14:00 ~ 18:00
삼성동 코엑스 오디토리움

행사공고
피치 콘테스트
멘토링
파이널 시상식

성장지원

Nov. 21th

행사개요
기간 : 2016. 6. ~ 2016. 11.
주최 : (주)르호봇비즈니스인큐베이터, 벤처스퀘어 / 주관 : 앳스퀘어
후원 : 미래창조과학부,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무역협회, 나인포유,
서울글로벌창업센터,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로아인벤션랩, 빅뱅엔젤스
주요 행사 : 피치 콘테스트, 멘토링, 투자지원, 시상식
파이널 시상식 : 코엑스 오디토리움

행사소개
‘Launch Cup Final 2016 ’
청소년, 대학생, 일반인, 해외교포들의 우수한 비즈니스모델을 발굴하고 지원/투자/육성함으로써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론치컵
파이널 2016’이 펼쳐집니다.
공모와 심사를 거친 전국 지역 예선을 통해 선정된 지역 대표팀들은 전담 멘토와 함께 각자의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고, 다시 개선된 비즈
니스모델을 가지고 최종 라운드에서 자웅을 겨루게 됩니다.
6월부터 11월까지 진행되는 6개월에 걸친 장기레이스에서 참가팀들은 선의의 경쟁과 멘토링 과정을 통해 성장하게 됩니다. 론치컵은 그
흥미진진한 과정을 그려낼 것입니다. 또한 벤처스퀘어,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Biz Factory, 경기문화창조허브, 로아인벤션랩,
빅뱅엔젤스 등 국내 대표적인 액셀러레이션 프로그램에서 투자를 확정한 기업들의 왕중왕전 성격도 갖고 있습니다.
이 행사는 단순한 창업 경진대회 뿐만 아니라 르호봇의 체계적인 후속 지원 멤버십으로 가는 여정의 입구입니다. 수상자들은 르호봇의
성장지원 서비스를 통해 지속적으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작은 시작과 도전이 관심 어린 조언과 도움을 만나 더욱 크게 성장해가는 모습을 직접 확인해보세요.

행사일정
일정
행사 공고

시기
7월 13일 (수)

일정

시기

60팀 대면심사(1:1로 진행)
※ 2차 심사결과 : 3차 점수 집계 = 7 : 3

9월 28일 (수) ~ 9월 20일 (금)

설명회

7월 말 예정

응모 마감

9월 6일 (화)

3차 심사(대면평가) 30팀 선정

10월 6일 (목) 개별발표

1차 심사(서류심사) 및 결과발표

9월 13일 (화)

전담 집중 멘토링(30팀)

10월 6일 (목) ~ 10월 26일 (수)

2차 PT심사 총 80~90팀 발표 예정
(지원률에 따라 변동 가능)

9월 22일(목) ~ 23(금)
※ 청소년 트랙과 일반트랙 별도운영

※ 정부사업 우수 참여자 포함

비율로 점수 집계

청소년 트랙 그룹 멘토링 데이
(이후 2차 심사 진행)
일반트랙 1: 1 멘토링데이

지역예선_ 광주

9월 19일 (월)

(이후 온라인 멘토링 진행)

지역예선_ 전주

9월 21일 (수)

청소년 트랙 2차 PT 심사 총 25팀 심사

지역예선_ 대구

9월 20일 (화)

4차 30팀 PT 최종심사(결선)

지역예선_ 부산

9월 20일 (화)

최종 20팀 선정(예정)

2차 심사(K-피치콘테스트)
총 60팀 선정

9월 26일 (월) 메일/문자 발송

시상식 및 최종 선발팀 Pitching
(Launchcup Final 2016)

10월 17일 (월)

10월 18일 (화)
10월 22일 (토)
11월 10일 (목)

11월 21일 (월)

행사요약 _ 1

행사목적

- 청소년, 대학생, 일반인, 해외교포의 창업 육성 및 지원 분위기 조성
- 참신한 아이디어와 우수한 사업모델을 발굴·지원하여 청년창업 촉진
- 경제 활성화와 신규 일자리 창출을 통한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

참가자격

- 창업, 비즈쿨에 관심 있는 중·고등학생
- 청년기업가를 꿈꾸는 대학생
- 스타트업을 시작하는 예비창업자 및 5년 이내 기창업자
- 한국시장 진출을 꿈꾸는 해외교포 및 외국인

행사요약 _ 2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사업화 아이디어

참가분야

예비
창업자

기존
창업자

사업자등록일로부터
5년 이내의 기창업자

( 청소년/대학생/일반인/외국인 )

전담 멘토 배정

3차 심사 합격자(30팀) 전원에게 멘토 배정
1개월간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밀착 멘토링 지원

사업성 멘토

기술자문 멘토

• 르호봇의 국내외 멘토 Pool
멘토 Pool 구성

• 경영컨설팅, 기술, 마케팅, 비즈니스 전략, 브렌딩, 법무,
세무, 회계, 크라우드펀딩, 투자, 공학, 문화 영역 전문가

프로그램 구성 _ Final Competition
TIME

PROGRAM

STAGE

FORM

1부
13:00~13:30

입장

[편집 영상 상영 또는 문화창조융합센터 론치데이 우수 공연 진행]

영상/공연

13:30~13:35

오프닝

목영두 르호봇 대표

영상/연설

13:35~13:50

환영사

(주관 및 후원 인사)

영상/연설

13:50~14:00

행사 순서 안내 및 심사위원 소개, 아이스브레이크

사회자

영상/연설

14:00~14:40

예비창업자 부문 파이널 피칭 (학생 부문)

(oo개팀 5분 발표)

영상/발표

14:40~15:40

예비창업자 부문 파이널 피칭 (일반인 부문)

(oo개팀 5분 발표)

영상/발표

15:40~16:00

Break Time

르호봇, 빅뱅엔젤스, 벤처스퀘어, 로아인벤션랩, KT Biz Factory,
경기문화창조허브 등 대표팀 출전
(10개팀 5분 발표, 3분 Q&A 및 Sponsor Pick UP 진행)

영상/발표

2부
16:00~16:10

예비창업자 부문 시상식

16:20~17:20

그랜드 파이널 피칭

16:20~17:20

격려사 및 심사위원 심사평 /

17:40~18:00

시상식 및 사진 촬영

청소년 / 대학생 / 일반인 / 외국인
예비창업자 및 그랜드파이널 최종 3팀
총 3억2,000만원

영상/연설

18:00~18:10

폐회 및 경품 추첨

사회자

영상/연설

18:10~19:30

네트워킹

로비 이동

음료/음악/영상

영상/연설

Final Competition & 시상식
• 일시 : 2016년 11월 21일 월요일 13:00 ~ 18:00
• 장소 : 삼성동 코엑스 오디토리움 (1,080석)
• 참석자 : 최종 수상자, 엔젤투자자, 기타 행사 관계자, 온라인 참관 신청자
• 시상식 및 우수팀 부스 신청 및 발표
• 시상내역
구분
그랜드 파이널 피칭
투자 최종선정 6팀

내용

시상내역

창업 부문 중6팀

금액 미정
경쟁 및 기업 밸류에이션 통해 논의

청소년 부문 6팀

예비창업팀 14팀

일반 부문 총 8팀
대학생/일반인/외국인

2팀 / 200만원
4팀 / 50만원

각 200만원

르호봇 후속 창업지원 프로그램에 가입

계

총 20팀

※상기 일정 및 장소 등은 내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총 3억 2,000만원

참가자 투표 시스템 도입
•

현장 참관객들의 직접 투표 참여 시스템 반영

•

전체 평가 시 현장 투표 점수 반영

경쟁적 투자 의사 반영 시스템
•

심사위원들의 경쟁적 투자 의사 반영 체계를 반영

•

피칭 이전에 사전 정보 공유 및 매칭 가능 후보 예상

•

피칭 완료후 비즈니스 미팅을 통한 투자 의사 확정 단계 반영

Contact

• 앳스퀘어 대표 이사. 정희용
• 이메일 : gsc@venturesquare.net
• 연락처 : 010-7476-269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