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 스퀘어브릿지 인천』

2022 스마트시티
액셀러레이팅
멤버십 모집
신한금융그룹과 구글 스타트업 캠퍼스가
인천광역시, 셀트리온과 함께
세상을 바꿀 스마트시티 스타트업을 찾습니다.
도시민의 생활, 건강, 라이프스타일부터
도시의 인프라를 발전시킬 스타트업이라면
지금 지원하세요!

딥테크/바이오테크 분야

모집기간 |
2022. 5. 17. (화) ~ 6. 7. (화) 23:59
지원방법 |
『신한 스퀘어브릿지 인천』 홈페이지 확인
www.s2bridge.kr

2022 스마트시티 액셀러레이팅 멤버십(투자연계형) 프로그램
국내외 대표기업 및 민관협력 클러스터가 함께하는 스마트시티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을 소개합니다.

지원방향
투자
사업고도화
실증연계
네트워킹
기타

지원방향
투자
사업고도화

전용펀드 조성 및 오픈이노베이션 등을 통한 사업고도화 지원
신한 스퀘어브릿지 인천 전용펀드 및 파트너 기관 투자 연계
• 체계적 기업진단을 통한 지원 프로세스 마련
• 맞춤형 솔루션 지원 (B2C/B2B 사업개발 컨설팅, PMF, 실증사이트 지원)
신한금융그룹 (신한은행, 신한카드, 신한라이프) 오픈 이노베이션 연계
• 산업 분야별 국내외 AC/VC 파트너 기관 연계
• 글로벌 웨비나/컨퍼런스/전시 참여 기회 지원
(희망기업에 한하여) 사무공간 지원 : 인천 스타트업파크 인스타2 내 (주소 이전 신청 가능)

국내외 글로벌 네트워킹 및 클라우드 중심의 사업고도화 지원
CapitalG (스타트업 투자 펀드) 워크샵 및 구글 스타트업 캠퍼스 글로벌 투자네트워크 연계
• 기술 고도화 자문 (AppDev, Cloud)
• 구글 스타트업 캠퍼스 교육 프로그램 연계

네트워킹

구글 스타트업 캠퍼스 알럼나이 네트워크 협업 기회 제공

지원방향

인천광역시 전역의 자원기반 실증지원, 투자유치, 글로벌진출 프로그램 지원

투자
사업고도화

인천광역시 전용펀드 및 파트너 기관 투자 연계
인천광역시 스타트업 지원사업 연계 (해외시장진출, 소비자 리서치 등)

실증연계

인천광역시의 기관, 기업, 대학의 특화 실증자원(인프라)을 연계한 실증 기회 연계

지원방향

바이오 기술 자문 및 오픈이노베이션 지원

투자
사업고도화
실증연계

오픈 이노베이션 (지원기간 중 협업 가능성 모색을 통한 투자 연계)
• 기술 자문 (개발ㆍ생산ㆍ임상ㆍ허가 전문가 자문 등)

*항체 (단백질) 의약품

• 오픈이노베이션 (공동 개발, 공동 사업화 등의 파트너십 검토)
제품 실증 테스트 지원/ 자원연계 검토

2022 스마트시티 액셀러레이팅 멤버십(투자연계형) 모집 안내
『신한 스퀘어브릿지 인천』과 함께 스마트시티를 완성할 스타트업을 모집합니다.

모집개요 |
대상

법인 설립 7년 이내 스타트업 ※공고일(22.5.17) 기준 7년 이내 설립 법인, 지역 무관

도시민의 라이프스타일과 도시인프라의 혁신을 만드는 딥테크/바이오테크 스타트업 모두
* 아래의 분야에 해당하는 스타트업은 모두 지원 가능합니다.

지원 가능 분야

모집분야

Smart Life

기술기반 제품 또는 서비스로 도시민에게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을 제안하는 스타트업

City-Infra

데이터를 활용하여 도시의 인프라를 구축하는 스타트업

Sustainability

도시가 갖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 지속 가능한 도시를 만드는 스타트업 (ESG분야 포함)

Bio·Digital Health 도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한 솔루션을 만드는 스타트업

적용 기술 분야
딥테크
바이오테크

IoT, 빅데이터, 블록체인, 로봇, 자율주행, 드론, AI/ML/DL, AR/VR/XR 등
혁신신약, 마이크로바이옴, 디지털 치료제, 디지털 헬스케어, 의료기기, 바이오 소부장 등

모집규모

총 15개사 내외

멤버십
지원기간

2022년 7월 ~ 2023년 1월 (6개월)

멤버십 선발 절차 |

멤버십 지원

서류 심사

발표 심사

최종 발표

온라인
접수

비대면
심사

온라인
심사

최종 발표 및
약정 체결

5월 17일(화) ~
6월 7일(화)
23:59

6월 10일(금) ~
6월 14일(화)

6월 27일(월) ~
7월 1일(금)

7월 8일(금)

*발표 일정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공고

심사 평가 항목 |
총 5개
항목 심사

혁신성 | 시장성 | 창업팀 역량 | 성장잠재력 | 투자매력도

2022 스마트시티 액셀러레이팅 멤버십(투자연계형) 모집 안내

지원 방법 |

모집공고문,
멤버십 지원서
다운로드

멤버십
지원서 작성

멤버십 지원서 및
필수서류 제출

지원
완료

홈페이지

별도 양식 확인

온라인 지원

마감시간(23:59)
제출분까지 인정

제출서류 |
• 멤버십 지원서 (양식 다운로드 후 작성하여 제출)
• IR 피치덱 (자유양식, 국문제출) *2차 면접심사 발표자료로 활용
필수
제출서류

• 기타 증빙서류 총 5건
① 사업자등록증, ② 법인등기부등본, ③ 주주 명부, ④ 4대보험 가입자명부,
⑤ 2021년 표준재무제표증명원(홈택스 발급분)
*2022년 설립 법인의 경우, 개시대차대조표로 제출

선택
제출서류

• 추천서 (양식 다운로드 후 작성하여 제출)

지원 전 체크사항 |
• 신한금융그룹 스타트업 육성 플랫폼 내 육성 프로그램 중복지원이 불가합니다.
* 신한금융그룹 육성 프로그램 : 신한 스퀘어브릿지 서울, 신한 퓨처스랩
* 공고일(22.5.17) 기준 육성 프로그램 참여 종료 시 지원 가능

• 접수 마감일(22.6.7) 이후에는 기업정보 및 제출 자료의 수정, 추가, 삭제 일체 불가합니다.
• 제출 서류의 내용이 허위 기재, 모방, 표절로 확인될 경우 불이익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최종 합격 시 프로그램 상세 일정 및 입주 가능일자 등 별도 공지 예정입니다.

문의하기 |

신한 스퀘어브릿지 인천 창업기획실 창업육성팀
(인천광역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204, 인천스타트업파크 인스타2)
T. 032-228-1713, 5 | E. apply@mediau.kr
온라인 문의 및 FAQ | www.s2bridge.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