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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천히 멀리 나아가고 있습니다.

2018 2019 2020 2021



혼자가면 빨리 가지만, 함께가면 멀리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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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R&D특구



숫자로 보는 컴퍼니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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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batch)수행횟수

글로벌네트워크보육및투자기업수

274개사

임직원수
(국내16, 해외1)

17명

자체투자및
후속투자유치금액

186.6억 원24기
12국 32기관

187협력체



지역과 소셜벤처기업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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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액셀러레이팅

소셜벤처생태계활성화

‘18~‘19 기보벤처캠프중소기업투자유치역량강화

지역액셀러레이팅

문화예술관광액셀러레이팅 창업역량강화프로그램

경력단절여성창업지원

리빙랩

‘20~ ‘ 21신보N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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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력

사
항

20개사

15회

15년

대표자



컴퍼니에이 구성원



전세계 네트워크를 활용해 글로벌 진출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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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EA

US

CHINA

South
America

EUROPE

SEA

India
• All India Council for Technical

Education
• Federation of Indian Chambers 

of Commerce and Industry



글로벌 AC 운영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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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어디든 2시간안에 달려갑니다.

전국지역의 스타트업을
밀착 지원하는 액셀러레이터

대전

서울

10

부산
전국어디든2시간이내도달가능

컴퍼니에이는 과학기술의 중심지인대덕특구에 위치
전국기업을중심으로 활발한액셀러레이팅 활동전개중

대덕특구는KAIST 및17개정부출연연구소가 소재, 
스타트업에게 부족한기술소싱 및자문용이



재무적 투자가 아닌 가치 투자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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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S 운영사(주간사 : 대덕벤처파트너스)로
투자이후 프리팁스 및 팁스 추천을

지원합니다. 



TIPS 운영사(협력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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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포트폴리오

13

영상촬영을 위한 로봇팔
(밸리언텍스, 경기)

비대면 주문 플랫폼
(페이큐브, 대전)

언더 뮤지션 후원 플랫폼
(버터플라이임팩트, 대전)

스포츠 자동 영상기록 서비스
(세컨그라운드, 대전)

비접촉식 스윙 자동도어
(세이인, 세종)

친환경소재 건강기능식품
(울림나무, 경북)

택시배달 서비스플랫폼
(딜리버리티, 서울)

빅데이터기반 상하수도 수질관리 솔루션
(워터아이즈, 세종)



사회적 기여를 통한 기업경영을 지향합니다.

14



청년창업자를 위한 코워킹스페이스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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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ake it, shake it,      yo! Together”

청년스타트업, 1인 창업자, 소셜벤처기업에게

‘서로의 재능’ 을 ‘CO-WORK’ 할 수 있는 공간 제공 (무상)

(240m2 규모(복층형), 개방형: 20팀)

책상, 의자, 캐비닛 기본제공. 회의실, 휴게실, 운동시설 등 공동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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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회사 컴퍼니에이
조병현 (010-8808-0820)
bhjo@companyA.kr

http://www.companyA.kr

http://www.facebook.com/asquare0319

mailto:bhjo@companyA.kr


글로벌 AC 운영 사례

멘토별소개 참여기업 아이템소개 멘토-멘티Meet Up

투자기본 소양교육 IR deck 기초교육 IR deck 실전교육

MoU& 국별매칭해외AC소개및강연 참여기업IR발표 해외AC 국별1:1Meet-Up

Global Accelerating Boot Camp Program

Global Mentoring Program Global Workshop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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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필드트립 사례

Day 1 브뤼셀 도착 및 호텔체크인

Day 2

오리엔테이션 in Breussels

B-Sprout 미팅

현지 업체 발굴 (Le Champignon de Bruxelles)및 방문

Day 3

유럽 시장에 적합한 아이디어/제품개발 자문

업체미팅 1. PERMAFUNGI

브뤼셀 -> 릴 이동

Day 4

오리엔테이션 with 유라테크놀로지

릴 시관계자들과의 미팅

세션 1. How to approach to France Market 

투자자 미팅 및 피칭코칭

Day 5

유라테크놀로지 CEO와 조찬 미팅

유관기관 (Techshop) 방문

유라테크놀로지 펀드운영 전문가 미팅 및 코칭

세션2. 프랑스 투자에 대한 이해와 컨설팅

유라테크놀로지 입주 스타트업과의 피칭행사 및 네트워킹

Day 6 

업체미팅 2. La Ferme de la Gontiese

업체미팅 3. Le Village, 업체미팅 4. ISA

유관기관(Inria) 방문

Day 7
업체미팅 5. Lituus

출국 준비 & 한국행

Partner AC

Field-Trip Program FRANCE

Day 1 리스본 도착/ 호텔 체크인

Day 2

비즈니스 방문미팅 : PERFUMES & COMPANHIA

유럽시장 진출을 위한 전략적 방안 논의

Day 3

[LiSPOLis] 세션1. 포르투갈 에코시스템

세션 2. 현지 법인설립 및 프로세스

리스본 → 코임브라 이동

Day 4

기관방문 : IPN

코임브라 → 포르투 이동

Day 5

기관방문: UPTEC

화상미팅 Teresa Christina Braz(브라질)

그룹사 방문미팅 : SONAE

시장조사 : beauty & Drug store

Day 6

VC 미팅

주포르투갈 대사관 오찬미팅

비즈니스 방문미팅: DOTT

Day 7 한국행

Partner AC

Field-Trip Program PORTUG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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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ner & AC

Field-Trip Program

Partner AC

Field-Trip Program

Day 1

싱가포르 도착/ 호텔 체크인

SWITCH x SFF 방문/참여 및 파트너와 개별 미팅

Deal Mixer @ SWITCH & SFF (VC미팅 1)

Day 2

SWITCH x SFF 방문/참여 및 파트너와 개별 미팅

자유시간

Deal Mixer @ SWITCH & SFF (VC미팅 2)

Day 3

LaunchPad Tour

Meeting with IPOS International

Incorporation workshop & Advisory

Pitching to BANSEA

Visit to IMDA & PIXEL

Day 4

Design the right business model to enter SEA

China & Thailand market insights

Meeting with DBS

Day 5

Legal Clinic

Prepare for Demo Day

Demo Day

인천 도착 (+1 day)

SINGAPORE

Day 1

LA도착 및 산타모니카 이동

미국 고객을 위한 피칭데크 개발

캘리포니아 및 미국 내 타지역 잠재 파트너 및 고객 파악

US시장을 위한 비즈니스 플랜

피칭데크 피드백 및 수정

Day 2

미국 내 회사 설립 및 법률/이민 프로세스 안내

기술 및 제품 보호 방법 안내

미국에서의 운송 및물류에 관해 알아야 할 모든 것

미국 마켓 플랜

글로벌 비즈니스 운영을 기반한 원가계산 모델 개발

대형 조직 및 정부 기관을 위한 구매 프로세스

미국에서 성공적으로 웹사이트 개설방법

Day 3

산타모니카 -> LA이동

4YFN 컨퍼런스 참여

로스앤젤레스 지역의 잠재고객/파트너와의 라운드테이블

네트워킹

Day 4
현지 시장 조사 및 방문

각 기업별 비즈니스 미팅

Day 5
현지 시장 조사 및 방문

각 기업별 비즈니스 미팅

Day 6 한국행(+2 Day)

USA

현지 필드트립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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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bound Program INDIA BRAZIL

현지 필드트립 사례

Day 1 [브라질팀] 인천공항 도착 -> 대전 호텔 이동 및 휴식

Day 2

[인도팀] 인천공항 도착 -> 대전 카이스트로 이동

[브라질팀] 카이스트 GCC 워크샵 참가

GCC 참여 다른 기업들과 만찬 및 네트워킹

대전 호텔 드롭 및 휴식, 기념품 증정

Day 3
대구 글로벌 이노베이터 페스타(GIF) 행사 부스 참여

Meeting with Daegu City for Anprotec, AICTE

Day 4 대구 글로벌 이노베이터 페스타(GIF) 행사 부스 참여

Day 5

[KMU Collaboration] Networking with Korean

Youth Entrepreneurs

Campus & Startup Facilities Tour in KMU

Greeting with DCCEI and Meeting with Samsung 

& KOTRA

[Lecture] IR Pitch Consulting

Day 6

[인도팀] 인천공항으로 이동 / 출국

[브라질팀] 서울로 이동 / 서울에서 related site 방문 및

미팅

Day 7

~ 9

Business matchmaking supported by The Brazilian 

Embassy

Day 10 Move to Incheon Airport

ParticipantsPartner & AC

Field-Trip Program THAILAND

Day 1 치앙마이 도착 / 호텔 체크인

Day 2

현지 담당 액셀러레이터(Chiangmai & Co) 

소개(오리엔테이션)

태국 스타트업 생태계에 대한 강의

기업별 비즈니스 피칭 코칭 세션

Makeaspace Thailand 방문

DEPA Startup space 방문

Northern Science Park 방문

네트워킹

치앙마이 -> 방콕

방콕 도착 / 호텔 체크인

Day 3

ITE 2019 부스참여

각 기업별 비즈니스 미팅 진행

Day 4

ITE 2019 부스참여

각 기업별 비즈니스 미팅 진행

Day 5

ITE 2019 부스참여

각 기업별 비즈니스 미팅 진행

ITE 2019 부스 정리

한국행 (+1 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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