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 서울창업허브 아세안 부트캠프2018년 서울창업허브 아세안 부트캠프

참가기업 모집공고참가기업 모집공고

서울창업허브에서는 스타트업의 글로벌진출 유망지인 ASEAN 국가의 글로벌 멘토를 

초청하여 밀도 있는 강연·멘토링을 제공하는 집중 부트캠프를 개최합니다. 

참가를 희망하는 기업은 아래의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18년 11월 13일

서울산업진흥원 대표이사

1  부트캠프 개요

 □ 사업명 : 서울창업허브 아세안(ASEAN) 부트캠프 

 □ 기  간 : 2018.12.05.(수) ~ 12.07.(금) 3일간

 □ 장  소 : 서울창업허브 본관 9~10F

 □ 대  상 : ASEAN 국가에 시장 진출·사업 확장을 원하는 ‘제품·서비스 보유 스타트업’

 □ 규  모 : 각 멘토당 5개사 이내

 □ 주요 프로그램  

  ◦ Open Seminar : 멘토가 진행하는 각 국의 스타트업 생태계 및 시장에 대한 오픈 강연

◦ Mini Accelerating Program : 멘티 대상 각 멘토별 3일간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 강연, 워크샵, 1:1 멘토링 등 각 멘토마다 프로그램이 상이하니, 첨부의 멘토 소개 파일을 참고

◦ Lunch/Private Networking : 멘토와 함께하는 점심·저녁식사

◦ Wrap-up day : 멘토·국내외 액셀러레이터/투자사 앞에서 선보이는 Wrap-up Pitching
                      (※ 부트캠프 우수 스타트업 대상)

 □ Timetable  

       

       ※ 멘토의 운영 방식에 따라 세부 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

12/05(WED)  12/05(THR)  12/07(FRI)

9-10 a.m. Orientation

10-12 a.m.
[Session 1]

Mini Accelerating
Program with mentor

[Session 2]
Mini Accelerating

Program with mentor

[Session 5]
Mini Accelerating

Program with mentor

12-1:30 p.m. Lunch Networking

1:30~3:30p.m.
 Open Seminar 1

about Vietnam, Malaysia

[Session 3]
Mini Accelerating

Program with mentor

[Session 6]
Mini Accelerating

Program with mentor

4:00-6:00 p.m.
Open Seminar2

about Thailand, Singapore

[Session 4]
Mini Accelerating

Program with mentor
Wrap-up day

6:00-8:00 p.m. Private Networking



2  멘토 소개

 □ 멘토개요

 □ 멘토 세부소개

500 Startups Vietnam(Vietnam)

Name Eddie Thai

Position/
Company

Partner / 500 Startups

Mentor
Introduction

He is a partner with 500 Startups, the global VC firm based in 
Silicon Valley. He is focused on supporting Vietnam's next great 
tech startups, as well as helping develop 500’s offerings in 
corporate innovation and startup ecosystem development. 

Program Summary Workshops, 1:1 Mentoring

Target Startup

Early-stage technology startups that already have customers in 
Southeast Asia, especially solutions for lower-and middle-class 
people in emerging markets like Vietnam, Indonesia, and the 
Philippines.

LinkedIn https://www.linkedin.com/in/edwardthai/

국가 사진 이름 소속 및 직급

베트남

Eddie Thai Partner / 500 Startups Vietnam

Linh Han CEO / Vietnam Silicon Valley Accelerator

말레이시아 KarSin Ng Program Manager / MaGIC

태국 Nattapat 
Thanesvorakul Head of Ventures / Rise Accelerator

싱가포르

Joe Rouse
Commercialisation Manager / Auckland 

UniServices Limited
Ambassador / 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re

Hugh Mason CEO / JFDI.Asia



Vietnam Silicon Valley Accelerator(Vietnam)

Name Linh Han

Position/
Company

CEO / Vietnam Silicon Valley Accelerator

Mentor
Introduction

Mr. Linh Han co-founded and leads VSV Accelerator which invest, 
accelerated and mentor over 60 startups in Vietnam since 2014. 
Linh has a background in Business Administration and Economics, 
he also served at Vietnam Silicon Valley (VSV) Project Executive 
Coordinator since June 2013. VSV is the first initiative from the 
Viet-nam Government to target and support startups and venture 
investors in Vietnam. 

Program Summary Workshops & 1:1 mentoring

Target Startup

• Having a team of talented and cohesive co-founders• Tending to expand to Vietnam market• Having potential business models• Having at least trial products ready to hit the market, 
  preferably team that already has product in market• Any areas of technology

LinkedIn https://www.linkedin.com/in/linh-han-6a8b9881/

MaGIC : Malyasian Global Innovation&Creativity Centre(Malaysia)

Name KarSin Ng

Position/
Company

Program Manager / MaGIC

Mentor
Introduction

1:1 mentoring

Program Summary

Global ventures, digital marketer, mentor, judge&roundtable guest, 
head of eCommerce for largest electrical&electronics retailer, welb 
fullstacker, co-founded a MSC status international web agency, 
exited StickLife.my. Recipient of government grant for media content 
platform and launched at MPCOM, Cannes, France. Built and 
international Wordpress/Joomla theme marketplace grow to house 
17,000 web designers and co-founded a local homegrown online 
grocer that is fast-growing.

Target Startup
eCommerce marketing and system development for Retail&FMCG, 
ASEAN venture&expansion

LinkedIn https://www.linkedin.com/in/karsin-ng/



Rise Accelerator(Thailand)

Name Nattapat Thanesvorakul (Kun) 

Position/
Company

Head of Ventures, RISE Accelerator 

Mentor
Introduction

Kun is a seasoned venture builder, who is now the Head of 
Ventures at RISE, building new businesses with major corporates in 
Thailand. Prior to RISE, Kun has experience in Investment Banking 
at Standard Chartered, and later traveled to world to help a 
selection of deeptech startups in USA, India, China, and Israel refine 
their growth strategies. Kun received an MBA from MIT Sloan 
School of Management. 

Program Summary 1:1 mentoring

Target Startup
Artificial Intelligent (AI), Machine Learning (ML), Robotics Startups in 
Banking, Insurance, Healthcare, Manufacturing Industries  

LinkedIn https://www.linkedin.com/in/nattapat-kun-thanesvorakul-b54a7990/

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re, KickstartupVentures(Singapore)

Name Joe Rouse

Position/
Company

Commercialisation Manager / Auckland UniServices Limited
Ambassador / 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re

Mentor
Introduction

Joe Rouse has twenty years in technology startup business 
operations, venture capital investment and entrepreneurial education. 
Most recently a partner with Singapore-focused Get2Volume 
Accelerator and Mentor-in-Residence with 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re Enterprise.

Program Summary Workshops, 1:1 Mentoring

LinkedIn https://www.linkedin.com/in/jwsrouse/

JFDI.Asia(Singapore)

Name Hugh Peter Mason  
Position/
Company

CEO / JFDI.Asia  

Mentor
Introduction

Hugh is an entrepreneur with 30 years success leading 
ventures and building innovation communities around startups 
and corporations. He is currently CEO at JFDI.Asia and Adjunct 
Associate Professor at 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re. Since 
2012 Hugh has co-founded, mentored or invested in more 
than 70 startup companies, achieving 48% IRR.

Program Summary Workshops

Target Startup
Purely digital software to deep technology hardware, medical 
devices, corporate startups, food technology, etc

LinkedIn https://www.linkedin.com/in/hughmason/



3  세부 운영계획

  □ Open Seminar

   ◦ 내용 : 글로벌 멘토들이 경험한 각국의 스타트업 생태계 및 마켓진출 전략 강연

   ◦ 대상 : ASEAN 국가에 진출을 원하는 예비창업자·스타트업 누구나

   ◦ 일시 및 장소 : 2018.12.05.(수) 13:00~18:00 @ 10층 컨퍼런스홀

   ◦ 강연주제 

  □ Mini Accelerating Program

   ◦ 내용 : 멘티 대상 각 멘토별 3일간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 강연, 워크샵, 1:1 멘토링 등 각 멘토마다 프로그램이 상이하니, 첨부의 멘토 소개 파일을 참고

   ◦ 대상 : 부트캠프에 참여하는 스타트업
   ◦ 일시 및 장소 : 2018.12.05.(수)~12.07.(금) @ 각 세미나실
   ◦ 각 멘토별 운영방식

  □ Lunch/Private Networking

   ◦ 내용 : 글로벌 멘토와 함께 식사를 하며 네트워킹 

   ◦ 대상 : 부트캠프 참여 스타트업

   ◦ 일시 및 장소 : 2018.12.5.(수)~7.(금) 점심, 12.7.(금) 저녁 @ 10층 컨퍼런스홀

타겟 국가 멘토명 주제

Vietnam Eddie Thai Vietnam’s “Phở-nomenal” Startup Ecosystem

Vietnam Linh Han Topic: Vietnam - Korea: Enter Vietnam market

Malaysia KarSin Ng ASEAN and Malaysia Startup Overview

Thaniland
Nattapat 

Thanesvorakul
Tech ecosystem and opportunities for Korean 

startups in southeast asia

Singapore Joe Rouse What VC’s Look for 
(Raising capital in the Singapore ecosystem)

Singapore Hugh Mason
Connecting across cultures

(how can Koreans connect with international partner)

멘토명 운영방식

Eddie Thai Exchange introduction, Fundraising 101 interactive lecture session, 
1:1 mentoring, pitch practice and feedback session

Linh Han Workshops(What do you need when you go to Vietnam, how to 
attract investor), 1:1 mentoring, pitching guide and practice

KarSin Ng Brief pitching for whole startups, 1:1 mentoring session

Nattapat 
Thanesvorakul

Brief pitching for whole startups, 1:1 mentoring session

Joe Rouse Workshops(10-minute investor pitch for feedback), 1:1 mentoring, 

Hugh Mason Workshops(how to get ‘product-market fit’, understanding around you, 
connecting with investors, International presentations)



  □ Wrap-up day

   ◦ 내용 : 글로벌 멘토 및 국내외 액셀러레이터·투자사 앞에서 선보이는 Wrap-up Pitching

   ◦ 대상 : 부트캠프 참여 스타트업 중 우수 스타트업 10~15개사

      ※ 멘토가 피칭 대상 스타트업 직접 선정

   ◦ 일시 및 장소 : 2018.12.7.(금) 16:00~18:00 @ 10층 컨퍼런스홀

4  신청방법 및 선정절차

<신청방법>

  □ 모집기간 : 2018.11.13(화) ~ 2018.11.23.(금) 18:00시까지  

  □ 모집대상 : ASEAN 국가에 시장 진출·사업 확장을 원하는 ‘제품·서비스 보유 스타트업’

  □ 모집규모 : 각 멘토당 5개사 이내(※ 규모는 멘토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신청자격

  ◦ 영어로 비즈니스 회화가 가능한 스타트업

  ◦ 글로벌 진출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가 있는 스타트업

  □ 신청 제한조건

  ◦ 사업자등록을 내지 않은 예비창업자(오픈세미나는 참여 가능함)  

  □ 모집방법 : 제출서류 이메일 제출

  □ 제출서류 

  □ 제출처 : startup_hub@sba.seoul.kr로 이메일 제출

<선정절차>

  □ 선정절차

    ※ 최종선정 통보는 11.28(수) 중 메일로 통보함. 

  ◦ 기업선발방식

    - 멘티가 희망하는 1,2 순위의 멘토가 제출 서류 직접 검토 후 멘티 선별

    - 매칭 결렬 또는 멘토별 정원 불균형 시 남은 지원서에 대해 멘토 전원이 열람하여 기업 매칭 

    - 1, 2순위의 희망 멘토가 배치되지 않을 수 있음.

구분 연번 제출서류 비고

필수
1 서울창업허브 아세안 부트캠프 신청서(영문 필수) 첨부 1
2 기업 소개자료 또는 IR자료(영문 필수)

선택 3 그 외 필요자료 해당 시 제출

신청서접수 멘토 선택 최종선정 부트캠프 진행

11.13(화) ~ 
11.23(금)

11.23(금) ~ 
11.27(화)

11.28(수)
※ 개별 연락

12.05(수) ~ 
12.07(금)



5  유의사항 및 문의

  □ 유의사항 

  ◦ 프로그램은 전부 영어로 진행되며, 통역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 해당 부트캠프 참여기업은 3일 동안 액셀러레이팅을 받게 되며, 3일 모두 참여가 

가능해야 합니다.

  ◦ 신청서·기업자료 제출 후, 멘토가 직접 온라인으로 검토하며 멘티를 선별합니다. 

  ◦ 매칭 결렬 또는 멘토별 정원 불균형 시 기업과의 협의를 통해 다른 멘토와 매

칭될 수 있으며, 1, 2 순위의 희망 멘토가 배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3일차의 Wrap-up day에서 Pitching 기회는 멘토가 멘티에게 부여하며, 

Pitching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 수 있음.

  □ 문의 

  ◦ 서울창업허브 운영팀(startup_hub@sba.seoul.kr, 02-2115-2032)

# 첨부 | 1. [신청서] 서울창업허브 아세안 부트캠프 참가 신청서

        2. 행사·멘토 소개 포스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