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th

2016년 기술기반 스타트업인 TIPS(Tech Incubator Program for Startup) 창업 기업을 돕기 위해
한국공학한림원 내에 ‘K-스타트업 서포터즈’를 조직하고 창업 기업에 멘토링을 해왔습니다.
2017년 부터는 팁스기업의 후속 투자와 엑싯을 촉진하기 위해 데모데이 ‘Beyond TIPS’ 를 추진해
왔습니다. 네번째 Beyond TIPS 행사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니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4차산업혁명을 리드하는 팁스기업이 무대에 설 예정입니다. 아울러 많은 투자사와 국내 최고 기술
전문가들이 참여합니다. 관심있는 투자자, 기업, 기관 관계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참여 투자사 : 삼성벤처투자, 포스코기술투자, 메가인베스트먼트, KB인베스트먼트, 네오플럭스,
LB인베스트먼트, BNW인베스트먼트, KDB산업은행, 린드먼아시아, 스카이레이크인베스트먼트,
삼성전자, LG전자, LG디스플레이, LS그룹, SK하이닉스, 현대자동차그룹, SK텔레콤, LG화학,
서울반도체, 일진그룹, 수산그룹 등(2017년도 참가기업)

◆

공학한림원 회원은 청중평가단으로 활동

[ 제4회 Beyond TIPS 행사 계획 ]
2018년 3월 29일(목), 17:30 ~ , 팁스타운 B1 팁스홀(역삼동 해성빌딩)
구 분

시 간

세부 프로그램

식전

네트워킹

17:30~18:30

(60‘)

∙ 쇼케이스(8개팀) 및 네트워킹(뷔페)

1부

IR피칭

18:30~18:35

(05’)

∙ 행사 안내 및 참석자 소개

18:35~19:10

(35‘)

∙ 1그룹 창업기업 IR 피칭(4개팀)

19:10~19:20

(10‘)

∙ 기업별 강평 및 코칭

19:20~19:55

(35‘)

∙ 2그룹 창업기업 IR 피칭(4개팀)

19:55~20:05

(10‘)

∙ 기업별 강평 및 코칭

20:05~20:15

(10‘)

∙ 휴식 / SKT 신사업 포트폴리오 설명

20:15~20:25

(10‘)

∙ 우수 창업팀 시상 및 기념촬영

20:30~21:20

(50‘)

∙ 투자컨벤션(20개팀)

2부

투자상담

 참가신청 문의 : 최수환 책임연구원(02-6009-4007,

engine@naek.or.kr)

TIPS프로그램(민간투자주도형 기술창업지원, 이스라엘式)은 세계시장을 선도할 기
술아이템을 보유한 창업팀을 민간주도로 선발하여 미래유망 창업기업을 집중 육성하
는 프로그램입니다.
글로벌시장을 지향하는 기술력을 갖춘 유망한 창업팀에게 창업 도전 기회를 제공하
기 위하여 엔젤투자社, 초기전문 VC, 대기업 등을 운영사로 지정하여 엔젤투자·보육·멘토링과 함께 R&D자금 등을
매칭하여 일괄 지원합니다.

Beyond TIPS 행사는 팁스기업의 후속투자, 사업제휴, EXIT(M&A, IPO등)을 촉진하기 기획
된 데모데이 행사입니다. 유망한 스타트업에 투자를 희망하는 투자사나 기업, 혹은 신산업을
개척해가는 팁스기업과 제휴를 희망하는 대기업/중견기업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 나가는 열정적인 창업자와 투자자, 국내 최고의 공학기술 전문가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됩니다. IR피칭대회에서 우승한 팁스기업에게는 상금
800만원(최우수상 500만원, 우수상 300만원)과 함께 공학한림원 CEO조찬집담회에서 피칭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립
니다. 또한 창업진흥원에서 개최하는 연말 그랜드컨벤션에 출전해 IR피칭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습니다.
본 행사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기술제휴나 사업제휴를 희망하는 기업의 참여를 환영합니다.
참가신청: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eHRCMfuYZjx7bdVixJbOO5JmRd7BBm_OEVIo_iWfOT-nQIwQ/viewform

한국공학한림원은 대학, 기업 및 연구소 등에서 기술 발전에 현저한 공을 세운 공학기술인을
발굴하여 우대하고, 공학기술과 관련된 학술연구와 지원사업을 통해 국가의 창조적인 공학 기술
개발과 지속적인 발전에 기여하고자 설립된 재단법인입니다.
홈페이지 : https://www.naek.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