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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호치민)을 거점으로활동

〮 RISING�X는 베트남(호치민)을거점으로현지액셀러레이터기관과협약을맺고,

본격적으로한국의극초기 Service�&��Tech�Platform�Startup�팀

(창업 3년차미만)을선발하여현지진출시키는프로그램

〮 현지액셀러레이터와공동으로데모데이및로컬현지파트너와의전략적제휴를

추진하여실질적인로컬시장진출을성공적으로지원하는것이목적

베트남호치민현지법인설립완료

〮 당사는베트남호치민에현지법인(하노이-현지사무소)�설립완료 (2019년 3월)

〮 현지 Research�Analyst�운영및베트남최초의스타트업투자정보서비스인

startup-vn.com 런칭

RISING�X:�더인벤션랩의베트남타켓 Signature�Accelerating�Program

RISING�X는부상하는신흥아시아국가중베트남과미얀마를타겟으로국내에서는처음으로시작한

극초기한국스타트업팀을선발하여직접현지진출및사업확장을목적으로운영되는

더인벤션랩 (THE�INVENTION�LAB�INC.)의 Signature�Accelerating�Program�입니다.

http://startup-v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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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SING�X�프로그램프로세스

당사가가진대기업네트워크를활용하여 Follow-On�투자기회적극유치,

당사 현지법인을통한현실적이고가능한성과중심운영

베트남 현지 스타트업 허브 및
Top-Tier�액셀러레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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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셀러레이팅프로그램제공

Seed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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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발 기업추천

(전략적협업,�POC�테스트)

프로그램졸업후사후지원

당사 협력 베트남 파트너사를 통한
데모데이/Investor�Meeting�진행

현지액셀러레이터네트워크활용한

현지진출역량강화

당사베트남현지법인가동을통한실

질적인현지화전략구사

베트남현지법인

+

코스닥상장사

중견기업

코스닥상장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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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SING�X�3기｜주최및주관:�더인벤션랩

중기부등록제11호액셀러레이터인더인벤션랩(THE�INVENTION�LAB�INC.)은 Startup�액셀러레이터기관중

국내에서는유일하게대기업 Startup�액셀러레이팅프로그램을통해선발한유망 Startup에 Seed투자를전문으로하는

목적성개인투자조합을운영중이며,�디지털트랜스포메이션과오픈이노베이션전문자문기관으로활동중

In-house
Startup�Acceleration�Program

Open�Innovation
Advisory�Service

Technology�Scouting
&�Inves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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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SING�X�3기｜후원:�국보디자인

국보디자인 (KUKBO�DESIGN)은 1983년국보건업으로출발,

국내 No.1�인테리어설계및시공전문기업으로실내건축시공능력평가순위에서

매년 1위를기록하고있는업계유일의코스닥상장기업입니다.

국보디자인은효율성이높고,�건강한활력이넘치며,�새로운영감을선사하는충전의공간을

제공하고있습니다.�

국보디자인의손길Widely�Beneficial

가보고싶고,�머물고싶은공간을만들어고객의성공을

디자인합니다.�사람과자연,�기술의조화로운방식을

새롭게모색하고,�우리시대의역량과가치를대변하며,�

다음세대를열어주는기념비를만들기위해노력합니다.

미래를불러오는생각,�즉 ‘빅 아이디어’가 실현되어있는

100년이상의가치를지닌 최고의 ‘공간(SPACE)’을

창조하고자합니다.

〮위워크홍대,�헤이그라운드성수

〮나이키강남,�네이버,�카카오커머스

〮광화문포시즌스호텔,�잠실롯데타워시그니엘,�

여의도 IFC�콘래드호텔,�하노이롯데센터

※�이모든곳이국보디자인의손길을통해사람을가장먼저

배려하는,�미래지향적인실내공간으로탄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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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SING�X�3기｜개요

주최&주관 X�후원

모집대상 서비스/제품또는기술기반혁신역량을지닌스타트업

모집일정 2020년 5월 15일(금)�~�6월 14일(일)�18시

지원하기 https://bit.ly/risingX31

투자 최소 3000만원 ~�5000만원시드투자

선발혜택

〮국보디자인과의전략적협업

〮더인벤션랩의 BM,�IR�코칭

〮한국/베트남 VC와의밋업/후속미팅

〮현지전문가와의미팅및현지파트너탐색/협업기회

〮베트남현지 Investor�로드쇼(2020년 10월중순예정)

https://bit.ly/risingX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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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CE(공간)’� X�Tech�X�Life�Style

호텔/리조트,�사무공간/R&D센터,�상업및리테일,�전시공간

등대한민국대표랜드마크의실내공간의역사를써온

국보디자인이 BIG�IDEA를지닌스타트업과함께미래를

창조하고자합니다.

RISING�X�3기에선발된기술또는라이프스타일

스타트업은국보디자인과함께,�국보디자인의다양한

레퍼런스를바탕으로기존/신규공간에서참신한서비스

또는기술을접목해보거나나아가미래지향적이면서도

인간중심의새로운공간을함께만들어나가는협업을통해

BIG�Idea를 현실로만들어나갈수있는기회를누릴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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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find:�Tech�X�Lifestyle

ABC IoT,�Robotics 3D�Tech AR/VR

Quality�of�Life Immersive�Media Rich�Design Better�Interi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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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find:�Tech�X�Lifestyle

구분 분류 세부분류

Tech

ABC AI,�Big�Data,�Cloud

IoT�&�Robotics IoT,�로보틱스,�스마트시티,�기기제어

3D�Tech 3D�프린터,�3D�스캐너,�건설모듈러

AR/VR 증강현실,�가상현실,�혼합현실

Life�Style

Better�Interior 인테리어온-디맨드,�유니버셜디자인,�제품/상거래

Rich�Design 아트웍,�Co-Design

Immersive�Media AV,�엔터테인먼트,�컨텐츠,�디지털사이니지&광고

Quality�of�Life 오감향상(향,�빛/조명),�친환경(공기질,�지속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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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KS

시드투자

(최소 3~5천만원)

더인벤션랩의

BM,�IR�코칭

선별적

공간지원

한국/베트남 VC와의

밋업/후속미팅

국보디자인과의

전략적협업

현지전문가와의미팅
베트남현지

Investor�로드쇼

현지파트너

서치및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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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TERPRISE�PARTNER ｜대원그룹

대원그룹은한국과베트남의 Top-Tier�주택사업-부동산-유통을아우르는

코스닥상장사이다.�또한베트남호치민 1군에 The�Publik 브랜드로공유

오피스 1호점을오픈하여,�베트남에진출하는한국초기스타트업팀을

지원하고있으며,�더인벤션랩과함께투자합자조합의기업LP로참여하여

스타트업발굴-육성을지원하고있다.

〮베트남현지사업협력조언및제휴

〮 베트남현지공유오피스제공

〮 팁스연계펀드를통한후속투자지원등예정

RISING�X는 국내최고의 Partner�&�Sponsor�와 함께합니다.�

선발된스타트업에게는 Enterprise�Partner들이다음과같은성장지원을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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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TERPRISE�PARTNER ｜AWS�CREDIT�제공

〮 2년간유효한 $5,000�상당의 AWS�사용료크레딧

〮 1년간유효한 $5,000�상당의 AWS�Business�Support 크레딧

(기술질의또는이슈발생시온라인기술지원채널)

〮 AWS 기술에센셜, 비즈니스에센셜, 자습형실습온라인강의지원

(총 $1,280�상당)

〮 AWS�솔루션아키텍트(SA)와의오피스아워

(1시간아키텍처리뷰및 AWS�기술상담)

RISING�X는 국내최고의 Partner�&�Sponsor�와 함께합니다.�

선발된스타트업에게는 Enterprise�Partner들이다음과같은성장지원을해드립니다.

https://aws.amazon.com/ko/premiumsupport/business-support/?nc1=h_ls
https://aws.amazon.com/ko/training/course-descriptions/essentials/
https://aws.amazon.com/ko/training/course-descriptions/business-essentials/
https://aws.amazon.com/ko/training/self-paced-la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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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TERPRISE�PARTNER ｜메가존Megazone

메가존클라우드는 ‘디지털비즈니스에가장최적화된플랫폼’이라는클라우드

가치에대한신뢰를바탕으로, 고객성공을돕기위한최적디지털솔루션을설

계, 제공하는업무에집중하고있습니다.

현재 Amazon�Web�Services�(AWS)�및 100여개글로벌기술파트너와의

강력한파트너십기반으로디지털네이티브사업지원을위한폭넓은기술

역량과솔루션을제공합니다.

메가존클라우드는한국을대표하는주요유니콘스타트업부터대형엔터프라

이즈, 유통, 금융서비스기업등다양한산업의 1,500여고객성공과함께 ‘아

시아태평양최대’ 클라우드전문기업으로발돋움했고미국, 일본, 홍콩, 중국,

베트남등으로의사업확장과함께글로벌기업으로빠르게성장하고있습니다.

RISING�X는 국내최고의 Partner�&�Sponsor�와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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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TERPRISE�PARTNER ｜스타트업성장키트제공

RISING�X는 국내최고의 Partner�&�Sponsor�와 함께합니다.�

선발된스타트업에게는 Enterprise�Partner들이다음과같은성장지원을해드립니다.

스타트업성장키트 제공

〮프로덕트분석솔루션 Amplitude�Growth�Plan�1년 무상제공

(연 $40,000�상당)

〮광고기여도분석솔루션 Airbridge�1년 간특별가혜택적용

〮 AB180에서제공하는정기교육,�그로스세미나, 컨퍼런스등초청

〮 AB180의그로스해킹커뮤니티참여

※�Mar-tech�컨설턴시 AB180 (바로가기)은 고객의데이터를지속적으로분석하여제품을성장시키고더많은사용자를확보할수있는

Mar-tech 솔루션(Airbridge,�Amplitude,�Braze�등) 서비스및컨설팅을제공하여, 국내외 100여개이상의대기업,�혁신기업,�스타트업파

트너로함께하고있습니다.

http://unbouncepages.com/blank-page-382746382976439509/
https://ab180.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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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PARTNER ｜Family�Startup�등록

RISING�X는 국내최고의 Partner�&�Sponsor�와 함께합니다.�

선발된스타트업에게는 Enterprise�Partner들이다음과같은성장지원을해드립니다.

〮보육기업등록을통한사후지원(보육기업등록시)

ex)�마케팅,�센터전략사업연계지원,�멘토링(경영,�투자 BM�등)�,�글로벌

프로그램연계등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는창업지원기관이자공공액셀러레이터로,�국내기업의

창업지원,�글로벌진출지원및직접투자를진행합니다.��인천센터는전국 19개

창조경제혁신센터중,��중국(글로벌) 지원혜택진출과투자기능에특화되어

있으며,��국내외다양한파트너와네트워크와공동,�협력네트워크를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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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 투자계약서작성법

- A.I.�특허전략사례소개세미나

- 아이템매칭특허전략컨설팅

- 특허분쟁회피를위한 BM�컨설팅

법률

- 투자계약서작성법

- 주주간계약서 (후속투자계약서)�컨설팅

- 해외기업과의계약체결시유의할점

- 양해각서(MoU)�체결시유의사항

- 개인정보취득및관리관련법률(GDPR)

재무/회계

- 부가가치세에관한모든것 A�to�Z�

- 세금계산서요것만주의하자 (발급시기및주의사항)

- 법인세핵심절세방법  각종핵심공제및필요경비

- 소득세신고시유의사항

*�선발기업의니즈에따라서비스지원및강의/컨설팅은변경될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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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SING�X�1기 8개스타트업육성및프로그램액셀러레이팅진행

누적투자액:�3억+

주요투자처:�더인벤션랩/KB국민카드

/크립톤

KB�FUTURE�9�2기선발(2018)

→�KB국민카드실무부서와협업추진

http://monthlything.com/

[주식회사씽즈]

누적투자액:�Seed�투자

주요투자처:�더인벤션랩/웰컴금

융그룹/컴퍼니B

Welcome�Startup�1기선발(2018)�

→�웰컴금융그룹페이먼츠사업부

와협업추진

https://www.favvrs.com/welco

me

[주식회사페이버스]

누적투자액:�3억+

주요투자처:�

더인벤션랩/개인엔젤/한국벤처투자
롯데L.Camp6기

RISING�X�태국데모데이1등수상

http://doonglecorp.com/

[주식회사둥글]

누적투자액:�44.5억+��(Series�A)�

[주식회사오케이쎄]

주요투자처:�더인벤션랩/KB인베스

트먼트

앱출시한달만10만다운로드기록/

베트남앱순위Top�10

2018�NIPA�통합데모데이1등수상

https://www.okxe.vn/

누적투자액:�5억+

주요투자처:�

더인벤션랩/베이스인베스트먼트,/개

인엔젤

아모레퍼시픽등주요고객사유치

베트남데모데이1등수상팀

https://www.taggers.io/

[주식회사태거스]

누적투자액:�5.5억+�(Series�A)�

[주식회사서울언니들]

누적투자액:�7억+

주요투자처:�

더인벤션랩/브레이브파트너스,/KB국

민카드)/스파크랩

KB�FUTURE�9�2기선발(2018)

→�KB국민카드실무부서와협업추진

스파크랩14기,�마루180�선정

https://pc.tkit.me/

[주식회사RJ코리아엔터테인먼트]

누적투자액:�Seed�투자

[주식회사네오플랫]

주요투자처:�더인벤션랩/KB국민카드

KB�FUTURE�9�2기선발(2018)

→�KB국민카드실무부서와협업추진

https://gobang.kr/view/house/map

주요투자처:�더인벤션랩/씨엔티테크

/롯데액셀러레이터

미얀마K뷰티커머스1위(�42만팔로

워)

미얀마현지법인운영중

롯데L.Camp6기

https://www.facebook.com/starse

cretkorea/

http://monthlything.com/
https://www.favvrs.com/welcome
http://doonglecorp.com/
https://www.okxe.vn/
https://www.taggers.io/
https://pc.tkit.me/
https://gobang.kr/view/house/map
https://www.facebook.com/starsecre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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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SING�X�2기 8개스타트업육성및프로그램액셀러레이팅진행

[주식회사단비코리아]

주요투자처:�더인벤션랩/에버그

린투자파트너스/SYP

Welcome�Startup�2기선발(2019)

http://www.daanbee.com/

누적투자액:�6억+

[주식회사호텔오더]

주요투자처:�

더인벤션랩/개인엔젤/CHI

RISING�X�2기베트남호치민

글로벌데모데이1등수상팀

Welcome�Startup�2기선발(2019)

https://timeorder.co.kr/

누적투자액:�3억+

[주식회사디비디랩]

누적투자액:�Seed�투자

주요투자처:�더인벤션랩/네오플

라이

SBA�스타트업지원프로그램UX�

멘토;�LG인화원,�프리즘등협약

https://realdopt.com/

법인설립예정일:��2020년상반기

[주식회사투럭]

누적투자액:�1억+

[주식회사프딩]

누적투자액:�1.3억원+

[주식회사더케이플랫폼]

누적투자액:�Seed�투자

[주식회사리뷰티]

[주식회사웨인힐스벤처스]

주요투자처:�더인벤션랩/미라이

엔터테인먼트

삼성전자C-Lab�선발(2020)

https://www.waynehills.co/

누적투자액:�Seed�투자

주요투자처:�더인벤션랩/현대자동차

현대자동차사내벤처스타트업

https://www.2luck.co.kr/web/main.php

주요투자처:�더인벤션랩/제주창조경

제혁신센터

RISING�X�2기대한민국서울

글로벌데모데이1등수상팀

https://www.fdding.com/

주요투자처:�더인벤션랩/인천창조경제

혁신센터

베트남교육오피스설립예정

(하노이,�호치민각1개점,�2020년예정)

https://www.thekeiiplatform.com/

주요투자처:�더인벤션랩

RISING�X�2기베트남하노이

글로벌데모데이1등수상팀

베트남현지에서사업진행중

https://review-ty.com/

http://www.daanbee.com/
https://timeorder.co.kr/
https://realdopt.com/
https://www.waynehills.co/
https://www.2luck.co.kr/web/main.php
https://www.fdding.com/
https://www.thekeiiplatform.com/
https://review-t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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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및태국현지화프로그램운영 (2018~2019)

시장전문가세미나및네트워킹 밋업및데모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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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SINGX�1기｜2기영상자료 (YouTube)

구분 일자 Youtube URL

2기

우리는왜 2년연속베트남으로갔는가 2019.11 https://youtu.be/_WV9vDONZHQ

베트남하노이+호치민데모데이스케치 2019.10. https://youtu.be/oHAW0FzmnPc

2기 킥오프 2019.7 https://youtu.be/m1_oLduLjLo

1기

국내데모데이스케치 2018.12 https://youtu.be/ray7PesYpHI

1기 회고 2018.11 https://youtu.be/yAL65mC8W4w

https://youtu.be/_WV9vDONZHQ
https://youtu.be/oHAW0FzmnPc
https://youtu.be/m1_oLduLjLo
https://youtu.be/ray7PesYpHI
https://youtu.be/yAL65mC8W4w


Copyright @ The Invention Lab Inc. 

RISING�X는부상하는신흥아시아국가중
베트남과미얀마를타겟으로국내에서는처음으로시작한

극초기한국스타트업팀을선발하여직접현지진출및사업확장을
목적으로운영되는더인벤션랩 (THE�INVENTION�LAB�INC.)의

Signature�Accelerating�Program�입니다.

Homepage www.risingx.kr

Apply http://bit.ly/RisingXs03

Copyright @ The Invention Lab Inc. 

Contact risingx@theilab.kr

http://www.risingx.kr/
http://bit.ly/RisingXs03
mailto:risingx@theilab.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