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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신한 스퀘어브릿지 IR-Day』 참여기업 모집(안) 

 

 

신한 스퀘어브릿지는 신한금융그룹이 2020년에 런칭한 글로벌 혁신성장 플랫폼으로 현재 서

울, 인천 등을 중심으로 약 150여 개의 스타트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연 2회(7월, 12월) 신한 

스퀘어브릿지 소속 스타트업을 위한 투자 기회제공을 통해 스타트업의 혁신성장에 기여합니

다.  

 

12월엔 신한 스퀘어브릿지 동문 기업(기존에 신한 스퀘어브릿지 사업에 참여하셨던 모든 기

업 대상) 뿐만 아니라 외부기업의 참여트랙을 별도로 신설하여 더 많은 혁신기업에 신한 스퀘

어브릿지  IR Day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1. IR Day 대회 개요 

⚫ 모집 기간: 21년 10월 18일(월)~11/2(화) 17:00 

⚫ 서류 심사: 11/3(수)~11/12(금) 

⚫ 본선 참여 팀 발표: 11/15(월) 17:00  

⚫ IR Day 본선 발표 및 시상식: 21년 12월 2일(목) 14시~17시  

⚫ 본선 장소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하 JDC) 제주혁신성장센터 세미양빌딩  

⚫ 진행 준비일정  

구분 진행내용 기간 

모집 신한 스퀘어브릿지 참여기업 온라인 접수 
10/18(월)~11/2(화) 

*온라인 

선발 
서류심사 

신한금융희망재단 1차 서류심사 진행  

외부심사위원 2차 서류심사 진행 

A/B/C트랙 본선진출 기업 선발확정 

11/3(수)~11/12(금) 

본선 진출팀 ⚫ IR Day 참여 최종 선발기업 발표 11/1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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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트랙별 각 6개 팀 

(참여기업 신청자 이메일 개별통보) 

(17:00) 

오리엔테이션 
본선발표 준비사항 안내 

IR 피칭 강의  

11/17(수) 

(16:00~17:30) 

*zoom 온라인 

심사위원 멘토링 IR Day 심사위원 1:1 멘토링 진행 
11/22(월)~11/26(금) 

*zoom 온라인 

Hero IR Day  

본선 대회 

IR 피칭 발표 후 심사위원 평가  

 * 기업별 15분 (발표 10분, 질의응답 5분) 

 * 외부인 참관진행, A트랙만 유튜브 송출 

 * 본선심사, 시상식은 스케치영상 촬영예정 

12/2(목) 

(13:00~17:00) 

*오프라인 진행 

* 진행일정은 운영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지원 자격 (3트랙 중 택1하여 지원) 

⚫ . A트랙: 신한 스퀘어브릿지 동문 기업만 참여가능 (시리즈 A이상) 

⚫ . B트랙: 신한 스퀘어브릿지 동문 기업만 참여가능 (프리 시리즈 A이하) 

⚫ . C트랙: 신한 스퀘어브릿지 동문 기업 또는 외부 기업 참여가능 (시리즈 구분 없음)   

☞ C트랙은 ESG를 기준으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비즈니스모델을 가진 기업

에 한하여 참여할 수 있습니다! 

 

 

A트랙 B트랙 C트랙 

신한 스퀘어브릿지 동문 기업만 참여가능합니다! 
신한 스퀘어브릿지 동문  

기업 OR 외부 오픈형 

· 대상 : 시리즈 A 이상 

· 총상금 : 2.6억 

· 본선 진출팀 6팀  

선발 

· 행사일 유튜브 생중

· 대상: 프리 시리즈 A 

이하  

· 총상금 : 1.4억 

· 본선 진출팀 6팀  

선발 

· 대상: 시리즈 구분 없

음 

· 총상금 : 1억원 

· ESG를 기준으로 사회

적 가치를 창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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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행사 녹화/외부공유 

 

비즈니스모델을 가진 

기업 

· 행사 녹화/외부공유 

 

3. 참여 혜택 

⚫ 공통: VC와의 1:1 멘토링 제공 

⚫ 시상금 

◼ A트랙: 시상금 1억원(1팀), 5천만원(2팀), 2천만원(3팀) 

◼ B트랙: 시상금 5천만원(1팀), 3천만원(2팀), 1천만원(3팀)  

◼ C트랙: 시상금 5천만원(1팀), 1천만원(5팀) 

 

4. 신청방법 및 문의  

⚫ 모집 기간: 21년 10월 18일(월)~11/2(화) 17:00 

⚫ 모집 방식:  신청링크를 통한 제출 https://forms.gle/J7YeNMiTLQ2Zx8z76 

⚫ 제출 서류:  신청링크에 안내된 서류 업로드 및 제출(온라인) 

⚫ IR Day 운영 사무국 이메일: s2bridge.ir@gmail.com 

⚫ 카카오톡 채널 <신한스퀘어브릿지ir> 1:1 문의 

 

5. 심사방법 및 심사기준(안) 

⚫ 선정절차: 

◼ 서류심사 진행: 11/3(수)~11/12(금) 

◼ IR Day 본선 심사(12/2): 순위 및 시상금 결정  

 

⚫ 심사기준(안) 

https://forms.gle/J7YeNMiTLQ2Zx8z76
mailto:s2bridge.ir@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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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세부내용 

BM 혁신성/차별성 
비즈니스는 기존 솔루션 대비 혁신적이고 차별화된 가치제안을 제

공하는가? 

시장경쟁력 
시장에 대한 분석과 이해도가 높으며, 기존 솔루션 및 경쟁사 대비 

시장확보 전략이 구체적인가? 

스케일업  

전략실현 가능성 

사업계획은 현실적이며 타당한가? 

사업적 수익성과 미래 스케일업 전략이 타당한가? 

팀 역량 

산업 전문성 및 역량을 갖추었는가? (Domain Expertise) 

핵심 기술을 기업 내부에 보유하였는가? 

기업가정신이 있는가? 사업운영에 필요한 역량있는 인원을 고용했

는가? 

 

6. 대회 당일 세부 일정(안)  

⚫ 진행장소:  

◼ A트랙: JDC 세미양빌딩 본관 1층 대강당 

◼ B트랙: JDC 세미양빌딩 루트330 스테이지 

◼ C트랙: JDC 세미양 빌딩 본관 2층 투게더룸 

⚫ 세부일정은 A~C트랙 동일하게 운영 

시간 세부내용 진행 

12:00~13:00 사전 참석등록 MYSC 

13:00~13:30 오프닝: 행사안내 사회자 

13:30~14:00 인사말씀 및 외빈 축사 - 

14:00~14:50 
IR피칭(1부): 3개팀 

3트랙 개별 진행(50분) 
10분 발표/5분 피드백 

14:50~15:10 Break & 경품추첨 사회자 

15:10~16:00 
IR피칭(2부): 3팀 

3트랙 개별 진행(50분) 
10분 발표/5분 피드백 

16:00~16:30 Break & 경품추첨 사회자 

16:30~17:00 심사 총평 및 시상식 사회자 

* 위 행사일정은 운영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