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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LAUNCH 2012
국내 최초, 최대의 스타트업 배틀/IT 컨퍼런스를 통한
대한민국 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 Platform 구축
§ 행사 취지
- 국내 최초, 최대 규모의 대한민국 스타트업 글로벌 진출 Platform 구축을 통한
대한민국 신성장 동력 발굴 및 역량 있는 젊은 창업가 육성
- 글로벌 리딩 Tech기업, 미디어, VC가 모두 참여하는 국내 최초 글로벌 IT 컨퍼런스

§ 행사 구성
1억 상금
스타트업 배틀

국내최초
Global IT
Conference

Global
Networking

30개 스타트업
소개 booth

Competition통해
선발된 20개
신생벤처 서비스
전 세계 최초 공개

패널 토론과 집중
Talk로 IT 최신
Trend와 Insight,
글로벌 기회 발굴

국내외 Leading
Tech사와 투자자,
미디어가 참여하는
네트워크 장

신기술로 무장한 국
내외 Start up을 한
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기회

§ 행사 일정
- 6월 13일(수)~14일(목), 양재 aT센터

§ 참석 대상
1.

국내/해외(실리콘밸리) Tech/스타트업 분야 저명 인사 총집합 : 40명
ü

2.

실리콘밸리 대표 3대 Tech언론사참여
ü

3.

구글, 트위터, 아마존, 넥슨, 오라클, 티켓몬스터, 알토스벤처스,

TechCrunch, VentureBeat, Gigaom …

IT(모바일, 웹 등) 트렌드와 창업에 관심이 높은 20/30대 1,000명 참석
ü

IT창업자 500명, 대학생 100명, IT 대/중견기업 관계자 100명

ü

투자자 100명, 기자, 파워블로거 50명, 스폰서 관계자 100명 등

Startup Battle
대한민국 최초의 벤처창업 오디션!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역량 있는 20개 스타트업의
신기술 ∙ 서비스 최초 동시 공개! 2012년 최고의 아이템을 선발하는 자리!

§ Startup Battle (벤처아이디어 경진대회)
- 1차 서류심사, 2차 면접심사를 거친 TOP 20팀 선발
- 오디션 형식의 TOP 20팀의 프레젠테이션

§ Battle 심사단
국내외 벤처캐피탈리스트 , facebook 글로벌 마케팅 전략팀장, 국내 IT벤처기업
임원, TechCrunch 일본 특파원 등 참여 예정

§ TOP 20 특전
- 상금 10만불(1억 2천)지급 및 QPrize 국제본선 진출 기회 제공 (우승자 1팀)
1. 퀄컴벤처스에서 우승팀 선정
2. 퀄컴벤처스의 포트폴리오회사로 편입, 사업화 및 기술개발 지원
3. 국제본선에서 미국, 유럽, 중국, 이스라엘, 인도 등 총6개국의 우승팀들과 추가우승상
금(15만불)을 놓고 세계적인 경쟁
4. 세계적인 IT 컨퍼런스인 Techcrunch 또는 퀄컴벤처스 CEO summit에서 펼쳐질 국제
본선 참가를 통하여 전세계적인 홍보효과 기대

- 2012년 9월 미국 DEMO 컨퍼런스 초청 (1팀)
- 2012년 7월 미국 YouNoodle 캠프 무료 초청 (1팀)
- 3개월 간 미국 실리콘밸리 입주 자격 부여 (1팀)
- 아마존 웹 서비스 사용권($100 달러 상당) 지급 (TOP 20 모두)

※ 비수상 팀들도 기타 국내외 VC, 다음(DAUM)등으로부터 별도의 투자기회 제공

글로벌 IT Conference (Day 1)
글로벌 IT 전망을 한 자리에서 파악할 수 있는
국내 최초 Global IT Conference
§ 실리콘밸리와 서울을 Direct로 연결하는, IT Conference
글로벌 최신 IT Trend 및 정보, Insight를 제공하는 다양한 주제의 Session 개최
국내외 리딩 Tech기업 및 미디어, VC 참여로 최적의 Networking의 기회

글로벌 IT Conference (Day 2)

Program

Day 1

Day 2

AM 8:00

등록

AM 8:00 등록

AM 8:30

beLAUNCH 2012 소개

AM 9:00 기조연설

AM 9:00

기조 연설

AM 9:30

창업가와 함께: 스타트업의
성배 - 성공적인 EXIT

AM 10:00

집중 대화: 대한민국 벤처생태계의 현
재와 미래

AM 10:00

집중 대화: 실리콘 밸리로부터 투
자 받기

AM 10:30 Qualcomm Ventures Qprize 소개

Amazon
특별
Session

AM 10:30 DAUM Mobile Session

AM 11:00 스타트업 배틀 Session #1

AM 11:00 스타트업 배틀 Session #3

PM 12:00 네트워킹이 있는 점심 식사

PM 12:00 네트워킹이 있는 점심 식사

PM 01:00 패널 토의: 실리콘 밸리의 한국인들

PM 01:00 창업가와 함께: Viki

-실리콘 밸리 현장에서 직접 뛰고 있
는 한국인들과의 만남
PM 02:00

Google
G-Tug

창업가와 함께: 모바일 앱 분야
최고 구루 창업 스토리

패널 토의: 한국 게임 산업의 현황, 그
리고 미래

PM 05:00

패널 토의: 2012년 Hot Trend:
클라우드 컴퓨팅

PM 06:00

집중 대화: 한국 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

행사 프로그램 및 일정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패널 토의: IT산업에 도전하는
여성 창업가들

PM 03:00 스타트업 배틀 Session #4

PM 03:00 스타트업 배틀 Session #2

PM 04:00

PM 02:00

Daum
스타트업
배틀

PM 04:00

패널 토의: 사용자 경험 (UX)과 디
자인

PM 05:00

집중 대화:
스타트업 인큐베이팅

PM 06:00 수상 및 폐회식
PM 07:00 네트워킹 party

Sponsors
beLAUNCH 2012는 대한민국 벤쳐 발전을 기원하는 다양한
기업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 기업 Sponsor
ü Platinum Sponsor

ü Gold Sponsor

ü Silver Sponsor

§ 미디어 Sponsor
한국경제신문 , VentureBeat, VentureSquare, e27, 트렌드인사이트

§ 공식 참여 투자사
솔본인베스트먼트, 스톤브릿지캐피탈, 한국투자파트너스, KingsBay
Capital, XGVentures, Maverick Capital, 소빅창업투자, 블루런벤처스코리
아, 투썬인베스트먼트, 알바트로스인베스트먼트

Who we are
beSUCCESS는 대한민국 벤처를 해외에 알리는
미디어 스타트업입니다

beSUCCESS는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미디어 스타트업으로
startup, interview, funding 등 관련기사를 한/영문으로 취재/발행해 전세계에
한국 스타트업의 소식을 알리는 가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beSUCCESS는 이번 beLAUNCH 2012 행사가
한국 스타트업의 본격적 글로벌 진출을 알리는 신호탄이자
전세계인이 한국의 IT 저력을 다시금 깨닫는 축제의 장이 되길 희망합니다.

Contact us : beSUCCESS 정현욱 대표, james@besuccess.com, 010-9693-1009

beSUCCESS people
서울과 실리콘밸리를 거점으로
다양한 영역의 전문가들이 beSUCCESS에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정현욱 대표
한양대 경영학과 졸업
KT, 벤처투자사 StrongVenters 실장 역임

배기홍
스탠포드 경영과학 대학원 졸업
Oceans Partners 공동대표, Microsoft Korea 마케팅매니저 역임
StorongVentures 공동 창업자

John Nahm
콜롬비아대 국제경영학과 졸업
Oceans Partners 공동대표, Phonevite 대표 역임
StorongVentures 공동 창업자

성기원
카이스트 산업공학과 졸업, 성균관대 로스쿨 졸업

이다혜
서울대학교 역사교육과 졸업
경력 : Creavate 컨설턴트, 현대카드

Contact us : beSUCCESS 정현욱 대표, james@besuccess.com, 010-9693-10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