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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글로벌 액셀러레이터 프로그램 참가지원 

론치패드(LAUNCHPAD) 2021 참가사 모집공고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콘텐츠 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 지원을 위해

글로벌 액셀러레이터 및 투자자와 연계한 해외 투자유치 프로그램 운영과

현지 기업과의 네트워킹, 현지화를 위한 사업화 자금 등을 지원하오니

콘텐츠 스타트업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론치패드 2021 추진방향

1
진출권역 확대 및 
고효율 시장 집중

- 참가권역의 효율성 검토를 통해 프로그램 확대(20년 5개 → 21년 6개 권역)
- 국내 스타트업 및 콘텐츠 관심시장에 집중(핀란드, 싱가포르 등 신규권역 진출)

2
기업수요 기반

프로그램 고도화 및 
실질적인 지원

- 선택과 집중을 통해 pre프로그램은 역량강화에 초점(컨설팅/멘토링 등),
본 프로그램은 IR/비즈매칭을 확대하여 기업들의 실질적인 성과 창출 기대

- 참가사 수요조사를 통해 최종 진출권역 결정 및 컨설팅/멘토링, 기업가치평가, 
수출역량진단, 해외진출 바우처 등 기업별 맞춤형 지원 추진

3
비대면 비즈니스 

플랫폼 운영
- 효율적인 온라인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런치패드 자체 플랫폼 구축
- 권역별 파트너 및 현지 AC·VC들과 실시간 비즈니스 네트워킹(화상회의) 가능

  

 사업개요
 ◦ 목적 : 해외 주요국가의 현지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을 통해 국내 콘텐츠 스타

트업의 성공적인 해외시장 진출과 글로벌 콘텐츠 기업으로의 성장 견인

 ◦ 프로그램 개요  ※ 코로나 상황으로 프로그램은 온라인 기반으로 진행

   - pre프로그램 : 자격요건을 갖추고 신청서를 제출한 콘텐츠 스타트업 대상으로 

해외투자유치 역량강화를 위한 컨설팅, 멘토링 등 지원(100개사 내외)

   - 본 프로그램 : pre프로그램 참가사 중 선발된 기업을 대상으로 IR 및 비즈매칭, 

데모데이 등 실질적인 해외진출 성과 창출을 위한 비즈니스 지원(40개사)

구분 미국 일본 프랑스 싱가포르 핀란드 두바이

대표
운영사

마인드더브릿지
(Mind The Bridge)

제로원부스터
(01Booster)

크리에이티브 밸리
(Creative Vally)

어썸싱가포르
(Awesome Singapore)

마리아01
(Maria01)

쇼룩 파트너스 
(Shorooq Partners)

주요
파트너

žMicrosoft
žgoogle
žFacebook
žComcast Partners
žQualcomm Ventures

žBANDAI NAMCO
žMITSUBISHI ESTATE
žYAMAHA
žKIRIN
žROCOH

žPARIS-SACLAY
želia
žAlvencapital
žsigfox
žOVHcloud

žTembusu Partners
žvertex VENTURES
žSEQUOIA
žQuest VENTURES
žMEET VENTURES

žMAKI.VC
žVoima Ventures
žPLAY Ventures
žicebreaker
žwave ventures

žMobadala 
Investment Company
žAbu Dhabi Holdings
žSaudi Venture 
 Capital Company
žLakson Group

규모 10개사 10개사 5개사 5개사 5개사 5개사

   - 현지화 지원 : 해외진출 바우처 종류에 해당되는 건에 대해 최대 1천만원 지원

(전체 프로그램 참가사 대상으로 심사를 통해 선발, 최대 10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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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로그램 구성 : pre프로그램 → 액셀러레이팅 → 해외진출(현지화)지원

pre프로그램(100개사)

(심사)

⇨

본 프로그램(40개사)

(심사)

⇨

해외진출(10개사)

OT 및 교육

⇨

컨설팅/멘토링 소규모IR 바우처 지원

-권역별 현지파트너 

및 프로그램 소개

-권역별 마켓특성 및 

진출전략 세미나

-기업수요에 따른 

맞춤형 컨설팅

-모의피칭 진행

-참가사별 멘토링

-현지 AC·VC 대상 소규모 피칭 및 컨설팅 -해외 플랫폼 입점, 
크라우드펀딩 등록, 
해외 피칭 참가, 
현지 법인 설립 및 
현지 법률 자문 등 

해외진출 바우처 지급

비즈매칭

-투자유치를 위한 실질적인 미팅 진행

데모데이(예정)

-공개 피칭 및 VC·기업과의 비즈매칭 진행

 프로그램별 지원내용 

 ◦ pre프로그램(6~7월)

   - 권역별 AC·VC 등 현지 전문가의 해외시장 진출 및 투자유치 전략 교육

   - 참가기업 수요에 따른 맞춤형 컨설팅·멘토링

   - IR 피칭 교육 및 현지 AC·VC 대상의 모의피칭, 피드백 제공

 ◦ 본 프로그램(8~11월)

    ※ 본 프로그램 참가기업은 pre프로그램 참여도, 영문피칭 및 현지 액셀러레이터 평가를 통해 

진출권역에 적합한 스타트업을 선정함으로서 참가사의 해외시장진출 성공 가능성을 높임

   - IR 컨설팅(IR 진단 → IR덱 고도화 → 피칭영상 제작 → IR보고서 제공)

   - 온라인 기반의 비즈니스 매칭 플랫폼을 통한 기업 홍보 및 비즈니스 지원

   - 기업별 심층 인터뷰를 통한 맞춤형 멘토링 및 현지 VC 대상의 1:1 IR 제공

   - 현지 투자유치 및 비즈니스 제휴, 파트너십 구축을 위한 비즈매칭 추진

   - KOCCA 해외비즈니스센터 연계 온라인 데모데이(피칭, 비즈매칭) 개최(예정)

 ◦ 해외진출(현지화) 사업화 자금 지원(10~11월)

   - 본 프로그램 참가기업 중 심사를 통해 해외진출 바우처 종류에 해당되는 건에 

최대 1천만원의 사업화 자급을 바우처 형식 지급(최대 10개사)

   - 지원규모 대비 신청기업 수 초과 시 현지화 → 해외투자유치 → 해외시장진출 

순으로 지원하며, 심사는 외부 전문가를 통해 진행하며 심시기준은 추후공지

   - 해외진출 바우처 종류(안)

    

 · 해외시장진출 : 해외 온/오프라인 플랫폼 입점 등

 · 해외투자유치 : 해외 크라우드펀딩 등록비용, 해외 경쟁피칭 참가비용

 · 현지화 : 현지법인 설립비용, 해외법인 설립을 위한 법률자문비 등

     ※ 바우처 지원 기업은 론치패드 전체 프로그램 필수 참여를 전제로 하며, 위에 설명된 바우처 

종류(안) 외에도 해외진출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심사를 통해 지급 가능

 ◦ 홍보 및 기타

   - 기업홍보 및 피칭영상, 기업소개 페이지 제작 → 플랫폼을 통해 홍보

   - 스타트업 글로벌 홍보에 특화된 ‘스타트업레시피’를 통한 기업 홍보 

   - 콘텐츠가치평가 및 수출역량진단(기업수요 및 진단가능여부를 고려하여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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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요건

 ◦ 글로벌 비즈니스 모델을 갖춘 국내에 법인이 설립된 콘텐츠 스타트업(설립 7년 이내)

   

※ 콘텐츠 스타트업 범위 : 콘텐츠 기획·창작·유통·홍보마케팅 과정에 혁신적인 요소를 더하여 산업적으로 새롭게 
접근하는 스타트업

   문화콘텐츠(방송·영상, 게임, 만화, 스토리, 애니, 캐릭터, 음악, 패션 등 KOCCA 지원장르), 문화예술(공연, 전시, 
전통문화, 디자인 등), 융복합 콘텐츠(광고, 플랫폼, VR·AR 등), 헬스케어, 뷰티 등 문체부 지원영역  

 ◦ 신청일 기준 MVP(최소기능제품) 보유(시연/서비스 가능한 제품/서비스 보유)

 ◦ 현지시장 진출(해외투자유치, 현지법인설립 등) 의지가 확고한 기업

 ◦ 영어 또는 진출국가 현지어 피칭 및 비즈니스가 가능한 기업

 ◦ 주요 경영인(대표, 이사, 공동설립자) 중 1명이 프로그램에 참여 가능한 기업

  ※ 론치패드 프로그램에 기 참여했던 기업은 참여당시 대비 서비스/플랫폼/비즈니스모델 등에서 

차별화 하여 참가시에만 가능 

 신청 및 선발방법

 ◦ 신청기간 : 2021년 5월 12일(수) ~ 31일(월) 17:00 마감

 ◦ 신청방법 : 이메일 접수

   - 접수처 : 론치패드 운영사무국 launchpad@kocca.kr

 ◦ 제출서류  ※ 하단 [공고관련자료확인] 버튼 클릭 후 공고문 및 신청서 양식 확인

   - 참가신청서(첨부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

   - 사업자등록증

   - 최신 버전의 IR덱(자유 양식, 보유하고 있는 경우 제출)

   - 사업 소개자료(PPT, 브로셔 등 자유 양식, 보유하고 있는 경우 제출)

 ◦ 문의

   - 론치패드 운영사무국 : 070-4223-2476

   - 한국콘텐츠진흥원 담당 : 기업육성팀 강하나 과장 / 02-6441-3638

 ◦ 신청서 내용을 허위 기재 또는 고의적 미기재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선발 후라 하더라도 즉각 

선발 취소 및 향후 한국콘텐츠진흥원 프로그램 참여 제한 등의 제재 조치를 받을 수 있음

 향후일정(안)

 ◦ pre프로그램 참가사 발표 및 오리엔테이션 공지 : 6월 8일(화) (예정)

 ◦ 권역별 액셀러레이터 소개 등 오리엔테이션 진행 : 6월 3주

 ◦ pre프로그램(컨설팅, 멘토링, IR교육 등) 운영 : ~ 7월 3주

 ◦ 본 프로그램 참가사 선정을 위한 영문피칭 및 인터뷰 : 7월 5주 ~ 8월 1주

 ◦ 본 프로그램 참가사 발표 : 8월 1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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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별첨 별첨 별첨 별첨 별첨 별첨 별첨 별첨 별첨 별첨 별첨 : : : : : : : : : : : : 권역별 권역별 권역별 권역별 권역별 권역별 권역별 권역별 권역별 권역별 권역별 권역별 현지 현지 현지 현지 현지 현지 현지 현지 현지 현지 현지 현지 협력사 협력사 협력사 협력사 협력사 협력사 협력사 협력사 협력사 협력사 협력사 협력사 소개소개소개소개소개소개소개소개소개소개소개소개별첨 : 권역별 현지 협력사 소개
kk

❶미국

운영사

  마인드더브릿지

설립년도 2007년 대표자 Marco Marinucci

홈페이지 https://mindthebridge.com/mtb-for-startups/korea/

· 마인드더브릿지(MTB)는 2007년 미국 실리콘밸리에 설립된 글로벌 혁신 자문회사로, 스타트업 

대상의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과 VC펀드를 운영하고 있으며, 포춘 5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오픈

이노베이션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총 30여명의 전문가들로 팀을 구성하여 샌프란시스코에 본사를 두고 유럽과 아시아를 거점으로 

혁신 생태계를 연결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

· 다년간에 걸쳐 모든 분야의 스타트업을 지원하고 다양한 업계의 대기업들과 협업해왔기 때문에 

MTB는 모든 분야 및 버티컬에 대응이 가능함(분야의 예 : 모빌리티, 미디어, AR/VR, 제조 4.0, 

스마트시티, 핀테크, 탈탄소화, AI, IoT, 로봇 등)

· 2007년부터 유럽 스타트업의 미국 진출 프로그램을 시작으로, 현재 한국, 일본, 브라질, 쿠웨이트, 

이탈리아 등 다양한 국가의 스타트업을 미국 및 유럽으로 진출시키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음

· 대기업의 오픈이노베이션 니즈에 대하여 깊게 파악하고 있음으로 스타트업과 연결 시 거래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음

참여인력
· 최성안 Sun Choi(General Manager of Asia)

· Federico Gobbi(General Manager)

주요 

네트워크

· 매년 100개 이상 포춘 500대, 포브스 2,0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오픈이노베이션 자문을 진행하며 

투자자를 포함해서 2만 5천개 이상의 혁신 네트워크를 보유

프로그램

· 미국 시장진출 및 투자유치 전략 교육

· 전문가 멘토링(1:1 또는 분야별)

· 현지 투자자 및 비즈니스 파트너사 미팅(1:1 또는 분야별)

후속지원 · MTB에서 매 분기별 진행되는 글로벌 대기업-스타트업의 1:1 매칭 신청 기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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❷일본 

운영사

 제로원부스터

설립년도 2012년 대표자 Norifumi Suzuki

홈페이지 www.01booster.co.jp

· 일본의 대표적인 초기 창업 액셀러레이터로서, 20개 이상의 스타트업에 직접 투자을 진행하였

으며 2개 기업 엑시트에 성공하였음

· 일본 도쿄 내 자체 스타트업 코워킹 스페이스를 보유하고 있으며, 현지 시장 진입을 위한 스타

트업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Harada Accelerator> 운영 중

· 초기 및 예비 창업자를 위한 현지 인큐베이팅 프로그램 <01 Dojo> 운영 중

· 글로벌 액셀러레이터 협력 기관인 GAN(Global Accelerator Network)의 정회원으로 활동
  ※ 국내 액셀러레이터 중 GAN 소속은 SparkLabs가 유일

참여인력
· Geoge Goda

· Tadamichi Hirai(Managing Director)

주요 

네트워크

· 약 48개+ 기업/교육기관/정부기관 및 약 25개+ 투자기관 네트워크를 보유

프로그램

· 일본 시장진출 및 투자유치 전략 교육

· 전문가 멘토링(1:1 또는 분야별)

· 현지 투자자 및 비즈니스 파트너사 미팅(1:1 또는 분야별)

후속지원
· 일본시장진출 관련 지속적인 멘토링 지원

· 투자자, 파트너사, 고객사 소개 및 후속미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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❸프랑스 

운영사

 크리에이티브밸리

설립년도 2011년 대표자 Yann Gozlan

홈페이지 www.creative-valley.fr

· 프랑스의 대표적인 스타트업 육성기관으로 파리 지역에 위치한 5개 혁신센터에서 분야별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 콘텐츠, 디자인, 게임/e-sports, AR/VR, 에듀테크, 푸드테크 등에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있으며, 총 200개 이상의 스타트업을 지원하고 있음

· 50개 이상의 파트너사와 150명 이상의 전문가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음
· 자체적으로 한국 스타트업의 프랑스 및 유럽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음

참여인력
· 반기안 상무
· 호지연 과장

주요 
네트워크

· 프랑스 공공 협력기관

· 프랑스 VC 협력기관

· 프랑스 기업 네트워크

프로그램
· 프랑스 시장진출 및 투자유치 전략 교육
· 전문가 멘토링(1:1 또는 분야별)
· 현지 투자자 및 비즈니스 파트너사 미팅(1:1 또는 분야별)

주요투자 및 
육성분야

· 문화콘텐츠, 디자인, e-sports, 게임, 에듀테크, AR/VR, 푸드테크 등

후속지원
· 투자자, 파트너사, 고객사와의 후속미팅 추진
· 시장조사 및 진출전략 수립 지원
· 프랑스 및 유럽 등 현지법인 설립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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❹싱가포르 

운영사

 어썸벤처스 싱가포르

설립년도 2019년 대표자 Rock Oh(오영록)

홈페이지 http://awesome-v.com/

· 중기부 등록 액셀러레이터이자 사모펀드 운용사인 (주)어썸벤처스의 싱가포르 소재 법인
· 싱가포르 내에서 ‘One&Only Korea Accelerator’로 활동하며 한국 기업의 싱가포르 진출 액셀러
레이팅 프로그램과 싱가포르 기업의 한국 진출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을 수행하였음

· 현지 투자자 및 로컬 비즈니스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으며, 싱가포르 벤처캐피탈과 140억원의 
현지 소재 펀드 결정 중

· 글로벌 음악, 영상, K-POP 서비스 론칭 경험이 있는 참여인력이 국내 기업의 해외진출 전략과 
파트너십을 추진

참여인력
· 오영록 대표
· 정세윤 이사 Owen Chen(Manager) 

주요 
네트워크

· 주요 투자자 네트워크

· 싱가포르 정부 기관
 - Enterprise Singapore(EGS), Economic Development Board(EDB)

 Infocomm Media Development Authority(MDA), Singapore Tourism Board(STB) 등

프로그램
· 싱가포르 시장진출 및 투자유치 전략 교육
· 전문가 멘토링(1:1 또는 분야별)
· 현지 투자자 및 비즈니스 파트너사 미팅(1:1 또는 분야별)

주요투자 및 
육성분야

· Immersive Media(VR, AR, MR)
· DeepTech-Based Contents Platform
· K-Wave(한류) focused commerce Platform

후속지원

· 당사 보유펀드로 직접투자 검토
· 싱가포르 투자자 네트워크를 통한 해외 투자유치 지원
· 싱가포르 정부 및 산하기관 연계를 통한 서비즈 인증 및 사업 개발 추진 지원
· 싱가포르 현지 비즈니스 컨설팅 파트너사와 연계한 지속적인 진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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❺핀란드

운영사

 마리아 01

설립년도 2016년 대표자 Ville Simola

홈페이지 www.maria.io

· 핀란드의 대표적인 액셀러레티어 기관으로, 현지 자체 스타트업 보육기관을 운영하고 있음
· 보육기관 내 170개+ 스타트업 보유 및 1,400명+ 스타트업 멤버 보유, 3억 5천만 유로 이상의 

스타트업 투자를 유치하였음
· 현업에 종사하고 있는 AC, VC, 기업인, 파트너 VC 등의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으며, 현지 시장
진출을 위한 실효성 있는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음

· 18억 유로 이상의 파트너 VC 투자 가용 금액 운용

참여인력 · Jessica Blenchberg(Chief Network Officer)

주요 
네트워크

· VC Funds and Investor Network

· Global Network

프로그램
· 유럽 시장진출 및 투자유치 전략 교육
· 전문가 멘토링(1:1 또는 분야별)
· 현지 투자자 및 비즈니스 파트너사 미팅(1:1 또는 분야별)

주요투자 및 
육성분야

· 창의성, 다지인, 사회문제해결, 미디어 콘텐츠 등

후속지원
· Maria 01 멤버십 프로그램 참여
· 핀란드 내/외 다양한 스타트업 연계 프로그램 참여기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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❻UAE

운영사

 쇼룩파트너스

설립년도 2016년 대표자 Shane Shin, Mahmoud Adi

홈페이지 https://shorooq.ae/

· 2016년 설립한 아부다비 기반의 벤처 캐피탈 회사
· Middle East, North Africa and Pakistan(MENAP) 지역 Early-stage VC의 선두주자로서 현재까지 
30여개사에 50회 이상의 투자를 진행하였으며, 이 중 대부분이 현재 MENAP 지역을 대표하는 
스타트업들로 성장함(Pure Harvest, TruKKer, Sarwa 등)

· Shorooq은 포트폴리오 회사들의 사업 확장 및 추가 투자유치, 채용 등에 적극적인 도움을 제공
하며 단순한 투자자를 넘어 창업자들의 성장 파트너가 되기를 지향함

· 2018년 포스브로부터 중동 Top 20, 아부다비 1위의 Most Active Investor로 선정됨
· 2019년 International Business Magazine로부터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UAE VC로 선정됨
· 2020년 아부다비 핀테크 페스티벌로부터 올해의 핀테크 투자자로 선정됨
· 신유근 공동창업자는 포브스로부터 “30세 미만의 영향력 있는 30인”(Forbes 30 Under 30)으로 

선정됨

참여인력 · 권용현 Nathan Kwo(수석심사역)

주요 
네트워크

· 공동 투자자 리스트 - 각종 글로벌 탑티어 VC들이 참여한 펀딩 라운드 경험

· 주요 LP 목록 - 지역에서 유일하게 Mubadala와 AQQ를 포함한 6개의 국부펀드로부터 투자 유치

프로그램
· 중동 시장진출 및 투자유치 전략 교육
· 전문가 멘토링(1:1 또는 분야별)
· 현지 투자자 및 비즈니스 파트너사 미팅(1:1 또는 분야별)

주요투자 및 
육성분야

· 모바일 플랫폼, 소프트웨어, 기술기반 비즈니스 서비스, 핀테크 등

후속지원
· 중동지역으로의 사업 확장을 위한 컨설팅 및 Shorooq 네트워크와의 연계
· 추가 투자유치를 위한 투자자 소개 및 피칭 컨설팅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