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C 참가업체 리스트
as of 2018년 10월 8일
영문업체명 알파벳順 정렬

01 BIGBANG ANGELS Ⅰ 빅뱅엔젤스㈜
빅뱅엔젤스는 유망 기술기반 창업기업 발굴 - 육성 - 투자 - 글로벌 진출
을 위하여 분야별 전문 기관들과의 컨소시엄을 통하여 창업 성장지원 생
태계를 구축하고 성공 창업기업 배출을 도모합니다. 특히 기술기반기업의
TIPS 투자와 글로벌 후속투자 및 글로벌 진출을 위한 협력 기관 확대에 집
중하고 있습니다.

02 blueprint partners Ⅰ 블루포인트파트너스
블루포인트파트너스는

스타트업들의

성공적인

창업을

지원하는

Acceleration Program과

전략창업 모델을 동시에 운영하고 있으며 창업생

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03 COMPANYD Ⅰ 컴퍼니디
컴퍼니디는 데이터 디스플레이, 디자인 및 데이터를 중심으로 스타트업 엑
셀러레이팅 및 컨설팅을 주력하고 있으며, 전문적인 컨설팅 교육, 멘토링,
투자 유치 등의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04 FAST TRACK ASIA Ⅰ 패스트트랙아시아
패스트트랙아시아는

새로운

스타트업을

창조하는

컴퍼니빌더(Company

Builder)형 스타트업 지주회사로, 액셀러레이터, 벤처캐피탈이 아닙니다. 창
업자들의 리스크를 낮추고 성공 가능성을 높여나가는 플랫폼이 되고자 세
상을 바꿀 수 있는 기틀을 함께 만들며 밀레니얼 세대의 의·식·주 소비 지
출을 장악해 나가고자합니다. 현재 패스트캠퍼스(교육), 패스트파이브(부동
산), 패스트인베스트먼트(투자), 스트라입스(패션) 등 여러 산업군에 파트너
사를 만들어 함께 성장하고 있으며, 푸드플라이(2017년 Delivery Hero에
M&A)와 헬로네이처(식품, 2016년 SK플래닛에 M&A) 등을 성공적으로 성
장시킨 뒤 Exit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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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FuturePlay Ⅰ 퓨처플레이
퓨처플레이는 국내외 성공적인 Exit 경험을 가진 창업가들이 설립한 테크
스타트업을 양성하는 컴퍼니 빌더입니다. 창업가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아
이디어나 기술을 가진 인재" 들을 "경영자"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글로
벌 테크 스타트업을 만들어내는데 열정을 바치고 있습니다.

06 MashUp Angels Ⅰ 매쉬업엔젤스
매쉬업엔젤스는 다음커뮤니케이션 창업자인 이택경 대표를 필두로 7명
의 실무 경험을 갖춘 전문가들이 파트너로 참여해 초기 스타트업에 투
자하고 동반성장해가는 액셀러레이터 입니다. 오랜 엔젤 투자 경험을
바탕으로 그동안 스타일쉐어, 리멤버, 오늘의집, 브리치, 튜터링 등 70
여개의 스타트업에 투자를 하였습니다. 매쉬업엔젤스는 단순 재무적 목
적의 투자 보다는 시장을 변화 시킬 수 있는 회사에 투자하며 함께 성
장해 나가는 것을 목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07 SparkLabs Ⅰ ㈜스파크랩
창업자들을 위하여 창업자들이 설립했습니다. SparkLabs의 설립자 모두
한국과 미국에서 법인을 설립한 바 있는 기업가들입니다.
사업초기 타인이나 타 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없었기에 스스로 신용카
드, angel fund, venture capital 등을 통해 자금을 유치하였습니다.
이들 모두 기업 운영이 어려웠던 상황이 있었고 성공과 실패를 맛보았
으며,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전세계 창업가와 스타트업들의 성장을
돕고 있습니다.

08 Zeta Plan f.& Investment Ⅰ ㈜제타플랜에프앤인베스트
㈜제타플랜인베스트는 창조적인 스타트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전문 엑셀
러레이터로서 바이오, 헬스케어, AI, VR, O2O, 클라우드 서비스, 메디컬
분야의 80여개 기업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산업의 패러다임이 급격하게
변화하는 중요한 시기의 기업들이 국내뿐만 아닌 세계시장 진출지원 플
랫폼을 중국, 일본, 독일, 일본, 동남아시아 등에 보유하고 있으며 기업
과 함께 동반성장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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