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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런던 unBOUND Digital Conference

- 런던 글로벌스타트업 이노베이션 페스티벌 -

□ unBOUND 개요

 ㅇ unBOUND Digital Conference는 영국, 이스라엘, 미국, 유럽 등 전세계 스타트

업 및 이노베이션을 이끌어가고 있는 벤처기업, 투자사, 미디어사 등이 공동으

로 기획하고 이스라엘이 낳은 세계적인 벤처1세대인 Yossi Vardi가 회장을 맡

고 있는 글로벌디지털이노베이션 페스티벌로써 올해로 6회째를 맞고 있으며 

IOT, 핀테크, 빅데이터, 사이버보안, 스마트시티, IoT, 로보틱스, 현실증강 등 현

재와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기술 및 아이디어의 경연장임. 스타트업 및 이노

베이션 주제의 행사로는 바르셀로나의 4YFN, 이스라엘의 DLD Festival 등과 

어깨를 나란히 함.

 ㅇ 이번 행사 주요분야로 핀테크, Cyber Security, IoT, Media＆adTech, 빅데이터, 

스마트시티 등이며 영국정부(UKTI) 및 런던테크시티 등이 후원하고 HSBC, 

Barclays, Unilever, Orange, Microsoft, NASDAQ, Google, Uber, IBM, Red 

Bull, XNTree-Level39 등 글로벌기업파트너사로 참여.

 ㅇ 현재 Level39에 입주한 핀테크 및 스마트시티 분야의 한국스타트업들을 위한 

데모데이가 본 행사에서 같이 열릴 예정.

 ㅇ 올해 컨퍼런스에는 전세계 30여개국에서 참가하고 300명 이상의 투자자(엔젤, 

    VC 등), 1,000개 이상의 스타트업 창업자, 1,500명 이상의 기업임원, 100개 이

    상의 미디어, 250개 이상의 해외 정부기관을 포함하여 행사 기간 중 1만여명 

    이상의 관람객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며 XNTree-Level39, Startupbootcamp, 

    Seedcamp Wayra, Google Campus 등 영국 엑셀러레이터 및 인큐베이터

    그리고 T3 등 세계적인 기술이전센터 등 참가 예정.

 ㅇ 특히 2014년과 2015년 본 행사에 성균관대, 연세대, 건국대, 동국대 등에서 

약 50여개 팀이 예선에 참가하고 이 중 약 15개 스타트업이 선발되어 런던 본

선무대에 한국대표로 참가하였음. 특히 3개 팀이 [Global Startup Battle]에 참가하

여 투자자들에게 호평을 받았고 현지 투자제의를 받아 현재 미국과 영국에서 스

타트업을 운영하고 있음.

 ㅇ 당시 SBS에서 unBOUND Digital Conference와 함께 한국학생들의 Startup 

    Pitching을 취재하여 2015년 1월 11일 [청년, 기술로 날다]라는 1시간 다큐

    멘터리로 방영되었으며 2015년 12월에는 MBC 메인뉴스에도 방영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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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unBOUND Digital Conference 개요
 ㅇ 행사일자: 2016년 12월 7~8일 

 ㅇ 행사장소: Brick Lane, London Tech City, London, UK

 ㅇ 주최/주관/후원: Acrewhite(UK), UKTI(영국무역투자청), 런던테크시티 등

 ㅇ 일정 및 참가기관

    – 주요일정: Conference, IR, Pitching, 1:1투자미팅, 미디어인터뷰, 갈라디너

    – 기업참가: Microsoft, Samsung, Google, Barclays, Unilever, UBER, Papal,

                Facebook, Orange, Amazon, GE, Waze, GSK, Linkedin, Cisco 등 

    – 엑셀러레이터참가: XNTree-Level39, Startupbootcamp, Techstart, Seedcamp, 

                T-Factor, hub:raum, 500 Startups 등

    – 투자기관참가: Pitango, GE Ventures, Samsung Ventures, Vertex, JVP 등 

    – 정부기관: London Tech City, 체코투자청, 싱가폴투자청, 런던무역투자청, 

               뉴욕시, 텔아비브시, 독일투자청, 이탈리아정부, 바르셀로나시 등

    – 기관 참가: NASDAQ, London Stock Exchange, Cognicity(스마트시티) 등 

    – 미디어참가: BBC, SkyTV, ITV, TechCrunch, Bloomberg 등 

□ 후원기관 혜택 및 스타트업 지원 절차

 ㅇ 후원기관 혜택 사항 

     – Pavilion 설치 및 후원기관 브랜딩 – 로고 및 배너 배치 

     – Global Startup Battle에 후원기관의 스타트업 피칭 기회 제공

     – 본선대회에서 입상한 스타트업의 영국 및 유럽의 펀딩연계 및 홍보

     – 컨퍼런스 프로그램에 후원기관장의 발표 또는 패널토론 참여

     – Level39 등 영국 및 유럽의 주요 스타트업 플랫폼 및 기관 연계 

     – 미디어 인터뷰 

ㅇ 후원기관 지원 및 참가자 대상 오리엔테이션

     – 지원: 11월 20일(일)까지 (참가신청서 첨부)

     – 오리엔테이션 및 피칭(3분): 11월 28일 또는 29일

     – 장소: 추후 컨펌

ㅇ 스타트업 지원 절차 (참가신청서는 이메일로 송부 예정)

     – 참가신청서 작성 후 이메일 송부 (11월 23일 마감 예정)

     – 1개스타트업(2인기준) 참가비: 100만원(Vat 별도)

     – 입금마감: 11월 30일(수) - 입금계좌 추후 공지

- 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