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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보엔젤파트너스의 소식

KDB넥스트라운드
선보엔젤파트너스 데이

2016년 12월 7일, ‘선보엔젤파트너스’와 ‘파운더스 하우스 13’ 엔젤클럽이 함

께 KDB 넥스트라운드의 Round 22를 진행하였습니다. 동남권을 대표하는 중
견기업 네트워크인 ‘파운더스 하우스 13’의 멤버사 소개와 포트폴리오사인 ‘지

앤오션’ 및 ‘리센스메디칼＇의 IR 이 서울의 주요 VC 및 투자 담당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 되었습니다. 또한 KDB와 지역 스타트업 및 제조기업들이 함께 성
장할 수 있도록 논의를 진행 하였습니다. 향후 KDB넥스트라운드를 통해 스타
트업의 후속투자 및 지원을 위한 네트워킹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Mega Tech

선보엔젤파트너스 첫 공채 진행

보다 많은 스타트업들에게 보다 풍부한 도움을

주고자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진 사람들로 선보

엔젤파트너스의 그릇을 보다 크게 만들고자 합
니다. 주변에 열정이 넘치는 좋은 인재들의 소개
를 부탁 드립니다 (page 4 채용 공고 참조)

TIPS 운영사 선정

선보엔젤파트너스가 6기 TIPS 운영사로 선정
되어 2017년부터 본격적인 TIPS 프로그램 운

영을 시작합니다. 동남권을 중심으로 한 혁신

스타트업들이 지역의 산업 인프라와 함께 빠
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투자를 진행
하고자 합니다.

베풀수록 커지는 놀라운 기적,
사랑의 연탄나눔 행사

2016년을 마무리하는 팀워크샵을 12월 28일 부산 감천동에서 진행 하였습

니다. 선보엔젤파트너스는 투자 생태계 외에도 우리를 존재하게 하는 사회
와 끊임없이 소통하고 관심을 기울이며 보다 나은 삶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

고자 합니다. 포트폴리오 회사 및 파트너들과 함께 보다 많은 나눔의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울산UNIST/서울 팁스타운
사무실 개소

글로벌 수준의 첨단 기술연구가 이루어지고 있
는 UNIST에 사무소를 개소 하였습니다. 풍부한

경험을 가진 인재들이 지역의 자유롭게 창업하
고 지역의 우수한 제조 인프라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적극적인 투자를 병행할 계획

입니다. 또한 서울 역삼동 팁스타운에 사무소를
개소하여 서울에서의 네트워크의 접점을 넓히

고 스타트업의 보다 폭 넓은 활동을 지원합니다.

중국 북경의 창업지원 기관들과
네트워킹 확장

부산테크노파크 및 부산연합기술지주와 함께
중국 북경에서 네트워킹이 진행되었습니다. 칭

화대, 북경대 등 우수한 대학들의 창업지원센터
및 테크코드, KIC 중국 등의 스타트업 지원기관

들과 활발한 교류를 통해 향후 스타트업들의 중

국 진출및 협업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습니다.
향후 글로벌 네트워크 확장을 지속적으로 추진
하고자 합니다.

Sunbo Family Now
엔젤클럽 및 투자기업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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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운더스 하우스 13의 2017년 첫번째 오픈하우스 at 오토닉스

동남권 대표 중견기업 모임 ‘파운더스 하우스 13’의 IR day 및 정기 모임이 1월 14일, 오토닉스 본사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새로운

멤버인 ‘세운철강’이 함께한 이번 오픈하우스에서는 선보엔젤파트너스가 보육중인 기업을 포함한 유망 스타트업 3개 기업의 IR
이 개최 되었습니다. 이후 블루포인트파트너스 이용관 대표님의 강연을 통해 스타트업 생태계를 함께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습니

다. 앞으로 멤버 기업들의 오픈하우스가 정기적으로 이어지며, 유망 스타트업의 IR과 제조기업들과의 전략적 네트워킹이 지속될
계획입니다.

센트비 X 선보엔젤파트너스
홍보 동영상 제작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간편한 해외송금 서비스를 제공하는 센
트비의 프로모션 동영상을 선보 Family 다대공장에서 진행 하
였습니다. 필리핀항공과 함께 필리핀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홍보를 위해 선보 Family의 실제 필리핀 근로자와 함께 프로
모션 영상을 촬영하여 Youtube에서 2주만에 35만이 넘는 조
회수를 기록 하였습니다.

선보엔젤파트너스는 기술과 사람을 바탕으로 기존의 시스템
을 혁신하려는 스타트업들을 응원합니다.

TMS21, 렌고의 후속투자 유치
및 국제신문 탐방 기사

선보엔젤파트너스의 포트폴리오인 ‘TMS21’이 스톤브릿지캐
피탈로부터, ‘렌고’가 부산연합기술지주의 개인투자조합으로
부터 각각 후속투자 유치에 성공하였습니다. 아울러 선보엔젤
파트너스 부산 포트폴리오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국제신문의

기획기사를 차례로 지면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성장 스
토리를 함께 들어주시고 응원해 주세요.

Vintage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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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보엔젤파트너스 Pfo 1기
| 혁신기술 융합 스타트업

ICT/신소재/차세대에너지/센서 등의 혁신기술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조합니다
TMS21은 BWMS(선박평형수 장치)의 핵심 부품이며 전량 수입하는 TRO센서
의 국산화 및 최적 모듈화를 통해 기술 및 가격 경쟁력을 향상시킵니다
하버맥스는 지향성안테나 및 ETRI의 첨단 통신기술로 인공위성의 연결없이
저렴한 비용으로 해상 광대역 통신 시스템을 세계 최초로 개발하였습니다

SYSTEM

ST시스템은 친환경, 경량화 소재용접기술인 Tig용접기술을 사용하는 제조
현장에서, 플라즈마 기술을 응용하여 생산성을 혁신적으로 개선하고 자동화
환경을 제공합니다.

ZN테크놀러지스는도체로 연결된 곳이면 어디든 무선충전과 통신이 가능한
표면파 기술을 이용하여 선박내 격벽통신을 가능케하여 운영비 절감 및 가격
경쟁력을 향상시킵니다.

| New Paradigm

핀테크/인공지능/바이오 등의 고도화된 High Tech 스타트업에 투자합니다
센트비는 블락체인 기술을 활용하여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기존 은행 서비스
대비 최대 90% 저렴한 수수료로 빠르고 안전하게 해외송금 서비스를 제공합
니다.

렌고는 중소형 렌터카 업체의 유휴 차량을 활용해 최대70%까지 할인된 가격을
실시간 예약서비스로 고객의 편의와 중소형 렌터카 업체의 공차 문제를 해결
합니다
리센스메디컬은 급속냉각 기술을 활용하여 안과, 피부과 시술 시 30초 이내
초고속 마취를 통해 의사에게는 빠르고 편한 시술을, 환자에게는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Singularity is near
with SunboAngel Partners

인재 추천을 부탁드립니다
제조업의 중심, 동남권의 혁신을 위해 스타트업 생태계를 개척해온 1년.
변혁의 시대 속에서Global Tech Accelerator로 도약을 위해
함께 미래를 개척할 선보엔젤파트너스의 새로운 Crew를 모집합니다.
2016년 03월
Start

모집부문
담당업무

04월
부산특구
액셀러레이팅 사업 선정

투자기획파트

06월
KOITA 투자연계형
R&D 운영사 선정

10월
데모데이 개최 및 FH13 엔젤
클럽 결성

11월
TIPS 운영사 선정

선보엔젤파트너스 경력직 리쿠르팅

- 기술 기반 Early stage 스타트업 및 예비창업자 발굴
- 스타트업 사업계획 및 팀빌딩 프로세스 협업 및 투자구조 검토
- 스타트업 투자 실행 및 TIPS 지원, 포트폴리오 Value up 활동
- 창업 유관 관련 사업 및 프로그램 기획 및 실행

성장지원파트

- TIPS 코디네이터 업무 등 스타트업 R&D 지원 사업 관리
- 정부 지원 사업 관리
- 스타트업 전용 펀드 관리
- 스타트업 및 대외 커뮤니케이션

우대사항

- 액셀러레이터 및 VC 등 테크 스타트업 투자경험
- 스타트업 Founder 또는 중견기업의 전략기획실 업무 경험
- 영어 및 중국어 등 제2외국어 능통자
- 스타트업에 맞춤화 된 지원을 할 수 있는 변호사, 변리사
- 유망 기술 분야(바이오, 인공지능, 차세대 에너지, 소재 등) 업무를 통해
해당 기술 분야에 폭넓은 이해와 네트워크 보유
- 부산/울산 사무소 근무 희망자

이런분을
원해요

- 팀과 스타트업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자신의 업무를 스스로 기획하고 주도적으로 일하려는 태도
- 기술 기반 스타트업과 Founder들과 유기적으로 커뮤니케이션 하며 함께 성장하기를 원하는 사람
- 다양한 기술과 산업에 대한 호기심과 학습능력
- 스스로의 전문화된 Function을 확장해 나가며 일의 스펙트럼을 넓히고자 하는 사람

선발절차

1차: 서류접수 및 심사
2차: 실무 & 임원면접 (개별연락)

지원 및
문의

이메일 접수 : 2017년 1월 22일까지 / contact@sunbo.kr
- 이메일 제목 : 지원파트 / 이름 -> 예) 투자기획파트/홍길동
- 이력서 / 경력기술서 (자유 양식) 첨부

Head Quarter 부산시 해운대구 센텀동로 45, 402호 Tel 051.743.3453

- TIPS 코디네이터 유경험자
- 개인투자조합 또는 VC펀드 관리 유경험자
- 정부 사업 관리 유경험자

Ulsan Office 울산시 울주군 유니스트길 50, 114동 8층

Seoul Office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로 165 해성빌딩 팁스타운 5층

이력서 필수 입력 사항
- 지원분야(경력-투자기획파트/ 성장지원파트)
- 근무지역(희망지역 1순위~3순위까지 작성 / 서울, 부산, 울산)
- 채용정보를 알게 된 경로 : 플래텀, 지인소개, 교내게시판등
- 희망연봉

NEXT

문의 : 문선영 사원 / 051.743.3453

선보엔젤파트너스 인턴 리쿠르팅

모집부문

인턴 사원

우대사항

- 업무 학습 능력이 높은 자
- 스타트업 분야에 관심이 많은 자
- 해외유학/어학연수 경험자

담당업무

이런분을
원해요
선발절차
지원 및
문의

2017년 01월
울산 UNIST,
서울 TIPS town
사무소 개소

- 산업 및 기술 분석 업무
- 기본 사무 업무
- 내부 행사 또는 프로젝트 진행 업무

- 스타트업 생태계에 대한 이해와 열정
- 다양한 분야에 대한 호기심과 학습능력
1차: 서류심사
2차: 실무 & 임원면접 (개별연락)

이메일 접수 : 2017년 1월 22일까지 / contact@sunbo.kr
- 이메일 제목 : 인턴 / 이름 -> 예) 인턴/홍길동
- 이력서 /자기소개서 첨부
이력서 필수 입력 사항
- 근무지역(희망지역 1순위~3순위까지 작성 / 서울, 부산, 울산)
- 채용정보를 알게 된 경로 : 플래텀, 지인소개, 교내게시판등
문의 : 문선영 사원 / 051.743.3453

Global Office

The Future of Technology Is All Too
Human

‘SunBo라고 쓰고 Stay Balanced라고 읽는다’

사업과 사람에 대한 깊은 이해와 명확한 철학으로
직원과 그 ‘가족’의 행복을 추구하는

선보엔젤파트너스에서 대 변혁의 시대를 함께 항해
해 나갈 분들의 도전을 기다립니다.

www.sunbonpartner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