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등록 액셀러레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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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essional Global Business Accelerator Company
스타트업이
글로벌에서
사랑 받을 수
있도록

와이앤아처의 기업 목표는 아시아의 기업을 세계 시장에 소개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각인 될 수 있도록 든든한 디딤돌이 되는 것입니다.
벤처캐피탈리스트와 컨설턴트, 마케터 등 각 분야의 전문가와 함께하는 와이앤아처는
중소기업청이 지정한 전문 액셀러레이터로서 한국 본사 및 중국 광저우와 미국
필라델피아에 보금자리를 두고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와이앤아처의 모든 구성원은 변화를 선도하고, 혁신을 주도하며, 기업가정신을
함께 구축해 가는 페이스메이커이자 차별화된 사고와 행동하는 액셀러레이터로서
사명감을 다해 벤처기업과 스타트업기업의 성장에 지속적으로 손을 내밀 것입니다.

Y&ARCHER
대표이사 신 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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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O U T

Y & A R C H E R

History Of Y&Archer
2015. 10

2016. 11

와이앤아처 주식회사 설립

Y-Pump Up Batch 1st 데모데이
서울시 청춘 액셀러레이팅 데모데이 개최

2015. 12

2016. 12

부산경남 창의 융합 진흥센터 설립(동서대/수림창업투자)

Society of Young Korean American(SYKA) 미국 진출 관련 업무협약

중국 광저우 투자자 초청 로드쇼
중국 광저우 지사 개소

2016. 02

2017. 01

연세대, 연세기술지주 대상 스타트업 투자 전략 캠프 운영

숭실대학교 중국 투자연계 멘토링캠프 운영
중소기업청 (현, 중소벤처기업부) 지정 ‘액셀러레이터’ 등록
한국소재부품투자기관협의회 산업재편 컨설팅 수행기관 선정

손오공 창업지원 관련 업무 협약

2016. 04

2017. 04

산업통상자원부 2016년 기술사업화 도움닫기플랫폼 촉진 BD선정

신용보증기금 창업육성 플랫폼 ‘Start-up NEST’ 1기 프로그램
액셀러레이터 수행기관 선정

2016. 06
미래부 2016 K-Global 액셀러레이터 선정

2017. 05

Y-Pump Up Batch 1 운영
서울시 민간창업지원기관 협력연계사업 수행기관 선정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투자연계형 기업성장 R&D 지원사업
기업지원 프로그램 수행기관 선정
한국소재부품투자기관협의회 M&A 컨설팅 전문기관 선정

2016. 09

2017. 07

서울바이오펀드 성과분석 용역 수행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7 K-Global 액셀러레이터
육성사업 주관기관 선정

st

미국 필라델피아/뉴욕 데모데이 개최

2017. 08

2016. 10

신용보증기금 창업육성 플랫폼 ‘Start-up NEST’ 2기 프로그램
액셀러레이터 수행기관 선정

중국 광저우·북경 데모데이 개최 / VC매칭

▒

2016년 액셀러레이팅 현황

▒

액셀러레이팅 지원기업

예비창업자 : 5개사
발굴기업수

초기창업기업 : 40개사
시리즈A이상기업 : 5개사

투자/연계투자기업

Contrix Lab

투자기업 10개사

Y&Archer Business Domain
와이앤아처는 아시아 기업의 든든한 지원군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각 분야의 전문가와 함께 스타트업 아이디어의 진단과 기획단계
부터 시점별 기업 지원을 위한 전방위적 프로그램을 통해 기업의 니즈와 시대의 요구를 매칭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스타트업에 특화된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을 통해 새로운 사업과 기술을 신시장에 소개하고, 컨설팅·시장 리서치·반응 조사를
통한 아이디어의 BM화, 스타트업 전문 교육, 미디어 및 마케팅 등의 솔루션을 기반으로 스타트업이 성공적인 시장 진입을 위해 최선의
파트너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Business
Accelerating

Consulting

Learning &
Development

Media &
Marke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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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iness Accelerating
기업의 아이템과 경영체계 및 프로세스를 진단하여 이슈를 도출하고, 그에 맞는 맞춤형 솔루션을 찾아가는
와이앤아처의 Market Driven Program (MDP)은 더욱 성공적인 시장진출을 돕는 시장 수요형 프로그램입니다.

Archer's Accelerating Map
스타트업 진단(아이템/기업)

맞춤형 액셀러레이팅

기업(예비 개인/팀) 발굴

CATEGORY 1

세부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Intense Mentoring

BM Coordination

VC Round Table

Networking

Y Education

Marketable

Demoday

Global Act

스타트업 투자

스타트업 연계투자

집중 투자형

CATEGORY 2
수요 창출형
자가 진단 Toolkit

CATEGORY 3
투자/분야
전문가
진단

Y스타트업
진단

심화
인터뷰
진단

BM 고도화형

CATEGORY 4
Team Building형

[ 성공적인 사업 전개의 기초 ]

Y&A 액셀러레이팅 Domain
와이형/자체형 Batch
•자체 기업 발굴 및 Batch
•2016년 1기 배출
(총 10개사 / 투자 35억)
•2017년 8월 2기 선발

기획형 Batch

대행형 Batch

•특정 목표를 가진 기업 및 기관과의

•기업과 기관의 니즈에 따라 스타트업

협업을 통한 액셀러레이팅 진행

을 발굴하고 액셀러레이팅하여 수요

(카테고리별 진행가능)

기업에게 연계

•2016년 6개사 진행
(한국벤처캐피탈협회)
•조정을 통한 기획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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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사업이 필요한 기업을 대신해 업체
를 선별하고 육성하여 향후 M&A까
지 확대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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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O M A I N

Consulting
스타트업 및 벤처산업 생태계에 맞추어 신사업/투자/마케팅/과제기획/글로벌 등 전략 도메인을 기본으로
하는 전반적인 컨설팅과 특성화 컨설팅을 통해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에 적용 가능한 컨설팅 비즈니스를 전개
하고 있습니다.

•마케팅 전략 컨설팅
•소셜네트워크 마케팅
•유통/영업 전략 컨설팅
•글로벌 마케팅 컨설팅

•창업투자 관련 투자 연계 컨설팅

•글로벌 인플루언서 연계 컨설팅

•매칭 투자자 연계 컨설팅

•전략적 해외 진출 컨설팅

•비즈니스 전략 관련 M&A컨설팅

마케팅
(전략)컨설팅

•해외 시장정보 리서치
•해외 기술정보 리서치

•전략적 투자 및 투자 확대 컨설팅
•IPO 등 전략 컨설팅

글로벌
진출
컨설팅

전략투자
컨설팅
Y&A
컨설팅
MAP

정부과제
기획 및 수행

신사업
전략컨설팅
인바운드
스타트업
컨설팅

•스타트업 관련 정부과제 기획 및 수행
•벤처산업 관련 정부과제 기획 및 수행

•기술형 R&D 기반 컨설팅
•신규사업 타당성 분석 및 조사

•협력 과제 수행기관 연계

•M&A기반 신사업 연계 컨설팅

•과제 제안 및 리서치 활동

•스타트업 기업 연계 신사업 전략 컨설팅
•BI 전략 컨설팅
•창업 생태계 구축 컨설팅
•멘토 및 코칭 컨설팅

Y&A 특성화 컨설팅 Domain
IR Run

Medici Impact

Marketable

•스타트업 IR전략 컨설팅

•창의 솔루션형 컨설팅

•시장 수요에 충실한 STP기반의 컨설팅

•스타트업 성장을 위한 IR자료 및 기회 제공

•분야별 전문가의 차별화된 솔루션

•리서치 / 컨설팅

•IR자료 리디자인 / 컨설팅
/ IR시뮬레이션 (데모데이)

•워크샵 / 컨설팅

M&A Strategy

Archer’s MVP

•기업M&A 혹은 추가투자를 위한
기업을 대상으로 전략 컨설팅

•최소구동형 상품개발을 위한 상품화
전략 / 신상품전략 컨설팅

•컨설팅 / 수요기업 발굴

•수요예측 / 가격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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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arning & Development
전방위적인 시장 돌파형 전문가를 육성하기 위해 공개교육/기획교육/글로벌교육/연수/창업경진대회 등
다양한 교육으로 스타트업 전문인력을 육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전방위적인 시장 돌파형 전문가 교육

국내 교육

글로벌 교육

스타트업 공개교육

스타트업 기획교육

스타트업 캠프/창업경진대회

글로벌 연수

각종 스타트업 교육
전문가 초청 교육
분야별 교육
세미나

기관 협업교육
맞춤형 교육 설계
사내교육 등

기관 연계 캠프
창업경진대회

글로벌 네트워킹 연수
글로벌 IR 연수
글로벌 수요창출 연수

[ 스타트업 열기 확산과 기업가정신 증진 ]

[ 구성원의 스타트업 역량 강화 ]

스타트업 관계자 및 일반인들에게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전달하고, 네트워킹의
‘A STA-Y’입니다.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함께’ 가치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와이앤아처의 브랜드
공간입니다.

Media & Marketing
변화와 혁신의 이슈 및 의제를 전달하고 스타트업과 벤처기업 지원 및 소식 전파를 위하여 헬로VC (스타트업
VC매칭 APP)와 글로벌 스타트업 전문 미디어인 아시아헤럴드가 있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스타트업 및 투자 관련 도서를 발간하여 스타트업 생태계 조성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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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z Organizer / Support Group
와이앤아처는 각 파트의 유기적인 움직임으로 시장의 니즈에 대한 대응과 사업영역별프로세스 체계화를 통한
품질 향상을 과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Y&A Organizer ]

투자/
액셀러레이팅
파트

글로벌
파트

자문멘토
그룹

미디어/
마케팅 파트

L&D
파트

전략컨설팅
파트

Domestic Network
와이앤아처는 기업의 든든한 지원군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각 분야별 멘토 및 전문 기업·기관들과 협약을
통해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계단식 투자연계지원
•비에이파트너스
•수림창업투자

네트워크 수요그룹

•동문파트너즈
외 30여개 VC

•인라이트벤처스

비즈니스지원

•손오공

•연세대학교 기술지주회사

•무일특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얍컴퍼니

•인천대학교 기술지주회사

•스카이특허

•동서대학교

•동부증권

•INCOCO

•도원회계법인

•숭실대학교 외 다수

Global Network
와이앤아처는 중국 광저우, 미국 필라델피아 등 글로벌 지사를 기반으로 인적/물적 네트워크를 가지고
스타트업 및 기업의 해외 시장진출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국적

중국

홍콩

필리핀

기관명

소재지

분야

창업방 Demospace

중국 베이징시

교육, 투자

보야서덕기금

중국 베이징시

교육, 투자

총동창업기가

중국 베이징시

교육, 투자

오호공간

중국 광저우시

BI, 투자, 교육

광저우대학생창업연구원

중국 광저우시

교육, 연구

광저우광연과기유한공사

중국 광저우시

연구, 시장조사, 경영서비스

광저우시과학기술금융촉진회
(중국광동성광주시지역투자기관)

중국 광저우시

투자, 창업 지원

Brinc.io

홍콩 센트럴

하드웨어 액셀러레이터

Tiraworks.LTD

홍콩 침사추이

어드바이저

Betatron

홍콩 센트럴

액셀러레이터

TechShake

필리핀 마닐라

스타트업 미디어 홍보

SYKA

미국 펜실베니아주 필라델피아시

문화행사, 교육

INCOCO

미국 뉴저지주 클리프턴시

코스메틱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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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앤아처 주식회사 | Y&Archer Inc. | 广州韩外创科技有限公司 (Y爱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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