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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9개 스타트업 팁스 지원 및 100% 선정

선보엔젤파트너스 2기 공채 

광주 GIST사무소 12월 오픈 및 
이노코웍스 센텀 오픈 예정

Tech-collabo 공모전 및 서울 / 울산
창조경제혁신센터 데모데이 개최

U-star 2기, 12개사 선정

싱가포르, 인도 글로벌 후속투자 및 사업적 협력
 - 다나그린 싱가포르 VC 후속투자 유치

2016년말 UNIST, 울산창조경제혁신센터, 부산테크노파크와 함께 컨소시엄으로 신
규 TIPS 운영사로 선정되어, 2017년 한해동안 총  9개의 기술기반 스타트업을 TIPS 
프로그램에 신청, 100% 선정 되었습니다. 또한 포트폴리오 기업중 2개가 추가로 타 
운영사를 통해 TIPS에 선정되어 포트폴리오 중 총 11개 기업이 TIPS 프로그램 지
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특히 울산에 최초 TIPS 팀인 리센스메디컬을 시작으로 울산 
UNIST에서만 5개의 TIPS팀을 런칭하였습니다. 향후 TIPS 뿐만 아니라 실제 산업과
의 네트워크를 통한 사업적 성장과 후속투자 지원, 글로벌 진출까지  포트폴리오 기업 
및 파트너 기업들과 함께 돕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포트폴리오 - page 3, 4)

지역적 거점의 확장과 글로벌 진출, 그리고 새로운 
연결고리들을 공고하게 만들어가는 일들을 만들어
갈 인재 채용을 위해 2기 공채를 진행합니다. 주변
에 좋은 분들 추천 부탁드립니다 (page 6)

기술과 산업 연결의 확장을 위해 광주 GIST에 오피
스를 새로이 오픈하였습니다. 또한 2018년 1월하순
에는 이노디자인과 함께 산업, 기술, 투자를 잇기 위
한 코워킹스페이스인 이노코웍스 센텀점을 새롭게 
오픈합니다. 

선보엔젤파트너스의 산업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중견
기업 수요기술과 스타트업 사이를 연결하기 위해 서울
창조경제혁신센터와 함께 11월 10일 Tech-collabo 공
모전을 서울 TIPS 타운에서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이
날 행사에서는 중견기업들의 실무팀들이 피칭에 함께 
하여 실질적인 협업 연결을 논의 하였습니다. 
또한 12월에는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 및 울산창조경
제혁신센터와 각각 액셀러레이터 연계지원 사업을 통
한 보육기업들의 데모데이를 각각 진행하였습니다.

울산창조경제혁신센터 및 SKC, 현대중공업과 함께 
오픈 이노베이션 컨셉으로 함께 하는 U-star 2기에 
12기 기업을 선정하여 보육을 시작하였습니다. 이들
의 성장과 산업과의 연결에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page 2)

선보엔젤파트너스와 함께 하는 테크 스타트업들을 글로벌 시장과 투자자들과 연결을 
위해 10, 12월에는 싱가포르에 7개 스타트업, 12월에 인도에 7개 스타트업과 각각 방
문하여 데모데이를 가졌습니다.  특히 ‘다나그린’과 ‘필더세임’은 싱가포르 투자자로부
터 적극적인 관심을 받으며 12월에 후속 미팅을 갖고 시리즈 A 투자 유치를 추진하고 
있고, ‘다나그린’은 현지 투자자로부터 투자심의에 통과하여 후속투자 유치 마무리 단
계에 있습니다. 투자 관점에서 네트워크 뿐 아니라 비즈니스 관점에서 글로벌의 유수
한 회사들과 네트워킹 하며 사업적인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데모데이는 ‘2017년 
액셀러레이터 연계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울산/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와 함께 스타트
업들을 보육하며 보다 많은 성과를 창업팀들과 만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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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necting Dots

리센스메디컬 / 초고속 마취 디바이스
메디맵바이오 / 노인 맞춤형 면역 항암제
레드스톤소프트 / 기업용 EDR 보안 솔루션
JD바이오 / 지방 및 지방간 치료 신약
유투메드텍 / 근적외선 및 AI 기반 비염진단기기
페스카로 / 자동차 ECU 보안 솔루션
슈파인세퓨라틱스 / 척수 신경 재생 치료제
프런티어에너지솔루션/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필더세임 / 소프트센서 및 웨어러블 로봇 이용 재활 시스템



선보엔젤파트너스의 소식

UNIST의 스타트업들과 파운더스하우스 13 정기모임(기사링크)

USTAR 1기 성공리 마무리, 2기는 SKC. 및 현대중공업과 함께 런칭(기사링크)

11월 16일 UNIST의 새로운 창업보육 공간에서 UNISPARK에서 파운더스하우스 13 엔젤클럽을 개최하였습니다. 특히 선보엔젤파트너스의 
UNIST 오피스 입주 이후 밀접하게 협업하며 7개의 랩창업 기업에 투자를 진행하였고 올해 UNIST에서 5개 TIPS 스타트업을 배출하였습니
다. 엔젤클럽 멤버 뿐 아니라 UNIST 정무영 총장 및 미래에셋대우, 울산창조경제혁신센터, 라이트하우스컴바인 인베스트 등 유관기관들도 
함께 하며 5개의 UNIST 랩 창업 기업 외에 가스센서, 인공지능 기술, 자동차용 경량화 복합재 및 3D 프린팅 기술 등 FH13의 산업분야와 연결
될 수 있는 다양한 기술들도 소개하며 향후 창업 및 산업적 연결 등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울산창조경제혁신센터, 현대중공업, 유니스트와 함께 진행한 U-star 1기가 성공리에 종료되었습니다. 227개팀 중 10개 팀을 6개월간 집중 보
육하여, 그중 5개 팀이 TIPS에 통과하였고, 6개팀이 투자 유치에 성공하였습니다. (기사링크)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2기는 SKC 및 현대중공업이 함께 참여하여 10월부터 런칭하였고, 특히 소재 분야의 스타트업들 발굴 및 보육을 위해 
SKC, 울산창조경제혁신센터와 함께 오픈 이노베이션 프로그램의 파일럿 개념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최종 12개 팀을 선발하였습
니다. 이들 (예비)창업팀이 산업과 투자 생태계와 연결되어 성장하여 풍성한 성과를 만들어 가도록 6개월의 보육 시간동안 함께 하겠습니다.

11월 17일, 기술보증기금이 우수 스타트업 발굴 및 육성을 함께 하
기 위해 블루포인트파트너스와 선보엔젤파트너스와 업무 협약을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리센스메디컬은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10
억의 후속투자가 12월에 진행되었고, 그 밖에도 중부와 남부를 거
점으로 하는 우수한 스타트업들을 함께 보육해 나아가기로 했습
니다. (기사링크)

Sunbo Family Now 

기술보증기금 및 블루포인트파트너스와 업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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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goo.gl/zqtaSW
https://goo.gl/q9kmPe
https://goo.gl/PVU8Pi
https://goo.gl/KWHqKt


포트폴리오 소식 

리센스메디컬 (UNIST)
2016. 10 설립 / 2017. 5 TIPS 선정 / 2017. 12 기술보증기금 10억 투자 완료, 시리즈 A 진행중

유투메드텍 (UNIST)
2017. 9 설립 / 2017. 9 TIPS 선정 / 시리즈 A 진행 예정

메디맵바이오
2017.  6 설립 / 2017. 5 TIPS 선정 / 시리즈 A 진행예정

슈파인세라퓨틱스 (UNIST)
2017. 11 설립 / 2017. 11 TIPS 선정 / 시리즈 A 진행 예정

JD바이오사이언스 (GIST)
2017. 8 설립 / 2017. 9 TIPS 선정 / 시리즈 A 진행 예정

필더세임(UNIST)
2017.  7설립 / 2017. 11 TIPS 선정 / 시리즈 A 진행중

냉각 온도 정밀 조절 기술을 바탕으로 초고속으로 안전하게  국소지점을 마취할 수 있는 기술
안과 IVT 시술에서 망막의 손상 없이 고난이도 마취가 필요한데,  간편하게 마취할 수 있는 
디바이스 제공. 향후 피부과, 치과 등으로 어플리케이션 확장

근적외선 및 AI 기술을 바탕으로 판독률 95% 이상으로 비염 및 축농증을 간편하게 저렴하게 진단
AI기술을 통해 비루의 농도 및 처방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진료기관에 제공하는 디바이스 개발

노인 암환자의 항암 치료 효능 개선 및 부작용 최소화를 위한 효과적인 체크포인트를 발견,  
항체 신약 개발. 인체 면역시스템에서 생성되는 항체와 동일한 엔지니어링을
통해 향후 안정성이 높은 노인 맞춤형 면역항암제 개발

척수손상은 하반신 마비 등 치명적인 후유증을 유발하여 줄기세포를 활용한 연구해 왔으나 
유효한 치료법 부재. 손상된 신경의 재생을 유도하는 하이드로젤 패치를 통해
 안정성 있게 운동능력을 회복 시켜주는 치료법 개발

FDA 승인을 받은 비만치료제  관련 5개 신약은  식욕 억제 등 중추신경계 작용하여 
여러 부작용 유발. 말초조직에서만 지방합성을 억제하는 타겟을 바탕으로
지방치료제 및  지방간을 안정적으로 치료 가능한 신약 개발

VR 컨트롤 영역에서 손의 위치와 움직임을 전달해주고 역감의 구현까지 가능한 소프트센서  기술
관절의 움직임까지 정교하게 측정가능 하며 재활분야,  VR게임(야구, 탁구 등), 
ROV 시뮬레이션 분야 등 적용

Sunbo Family Now Connecting Dots



포트폴리오 소식 

프런티어에너지솔루션 (UNIST)
2016. 7 설립 / 2017. 11 TIPS 선정 / 시리즈 A 진행 예정

페스카로
2016. 7 설립 / 2017. 10 TIPS 선정 / 시리즈 A 진행 예정

레드스톤소프트
2017. 1 설립 / 2017. 6 TIPS 선정 / 2017.12 FH13 엔젤클럽 및 BUH 개인투자조합 Pre A 투자 완료

페로브스카이트 신소재 공법을 통해 공정 단순화로  태양전지 제조의 혁신적 비용절감 및 
적용 분야의 다양성 제공. 현재 세계 최고의 발전효율 및 안정성을 공인 받은 기술을
바탕으로 상용화 진행

노인 암환자의 항암 치료 효능 개선 및 부작용 최소화를 위한 효과적인 체크포인트를 발견,  
항체 신약 개발. 인체 면역시스템에서 생성되는 항체와 동일한 엔지니어링을
통해 향후 안정성이 높은 노인 맞춤형 면역항암제 개발

랜섬웨어 등 지능형 악성코드 확산으로 기존 블랙리스트 방식 기반으로 한 안티바이러스 
제품의 한계. 기업 네트워크 안에 각 PC의 행위를 분석하여 ‘탐지’ 및  ‘대응’이 가능한 
글로벌 수준의 EDR 솔루션을 안랩 출신 창업팀이 구현. 현재 금융권 레퍼런스 진행 중

리센스메디컬
기보 U-Tech밸리 1호 투자기업 선정 (링크)

슈파인세라퓨틱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상 수상 (링크)

내일해
3D 측정기술로 10초만에 말라리아 진단 (링크)
KOITA 투자연계형 R&D 지원사업 선정 

콜라비팀
핀란드 ‘스타트업 사우나’ 배치팀 선정 (링크)
BUH  통해 TIPS 선정 – 11월

프런티어에너지솔루션
태양전지 효율 세계 신기록 (링크)
박남규 CTO 노벨화학상 후보 올라 (링크)

필더세임
손 움직임 잡는 ‘장갑형 센서’  (링크)

페스카로
‘현대차 출신’ 홍석민 대표 인터뷰 (링크)

하버맥스
태국, 베트남  ICT 로드쇼  기술 소개 (링크)

센트비
해외송긍업 등록 완료 (링크)
코인원  전략적 투자  유치(링크)

카이아이
치과 공포, 감성기술로 잡다 (링크)
BUH 통해 TIPS 선정 – 11월

애틱팹
맘모식스와 MOU 체결 (링크)

HHS
무선 뇌파, 산업현장 안전 솔루션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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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보엔젤파트너스 포트폴리오 회사 News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7121839201
https://goo.gl/oNpsuq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7101126321
http://platum.kr/archives/89345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7110172751
https://goo.gl/oWBjEd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7111551901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7/06/2017070601945.html
http://www.etnews.com/20171114000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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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트하우스 컴바인 인베스트 및 중견기업 네트워크 소식
Sunbo Family Now Connecting Dots

울산창업펀드 120억 규모 결성

KDB_LH 중견기업 연합펀드 결성

산업은행과 중견기업-스타트업 매칭라운드 개최

12월 13일 라이트하우스 컴바인 인베스트의 2호 펀드인 ‘울산-LH청
년창업투자조합’이 120억 규모로 조성되었습니다. 한국모태펀드 및 
울산시, 울산테크노파크, 울산경제진흥원, BNK경남은행이 출자하여 
조성된 이번 펀드를 통해 특히 울산에서 창업생태계를 조성하고 기
존 산업과 연결하여 울산의 산업이 새롭게 변화하는 초석이 될 수 있
기를 기원합니다. 선보엔젤파트너스 또한 울산의 초기단계에서 함께 
생태계를 일구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사링크)

국내 최초의 기업연합형 VC인 라이트하우스 컴바인 인베스트가 동
남권의 대표 중견기업 15개 파트너 기업과 산업은행과 함께 1호 펀
드인 ‘중견기업연합펀드’를 결성하여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
히 기존 제조산업과 연결 지점을 가지는 벤처기업들 투자를 통해 투
자한 기업의 밸류업은 물론 기존 산업에 속해 있는 기업들이 혁신의 
기회를 발굴하고 실행해 나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고자 하며, 
선보엔젤파트너스와 함께 창업 생태계의 큰 그림을 함께 만들어가
고자 합니다. (기사링크)

FH13엔젤클럽은 매월 정기모임을 통해 스타트업과 중견기업의 산업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역할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특히 8월 산업은
행과 함께 중견기업연합판드를 통해 참여기업이 대폭 확대되었고, 9월부터 확대된 멤버로 정기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10월 18일에
는 부산 고려제강의 옛 공장터를 리모델링한 부산의 F1963에서 리비콘, 페스카로 등의 IR 및 이노디자인 김영세 회장의 강연이 진행되었
습니다. 11월에는 UNIST에서 엔젤클럽이 진행되었으며, 12월에는 산업은행 넥스트라운드와 함께 중견기업과 국내 최고의 벤처기업들
을 연결하는 매칭라운드 행사를 가졌습니다. (기사링크) 내년에도 다양한 파트너들과 함께 기술과 산업과 투자의 연결지점을 엔젤클럽 모
임을 통해 만들어 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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