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² Bridge = Shinhan x Start-up + Bridge

신한금융그룹은 대한민국 대표 금융회사로서

글로벌 진출, 유니콘 입성을 위한 교두보인 동시에

국가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고,

혁신성장 생태계 구축을 위한 신한금융그룹과 스타트업의 가교역할 플랫폼

금융이 주도하는 혁신성장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Triple-K Project>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그룹의 경영 패러다임을 ‘투자하는 회사’로 전환하고

총 육성 스타트업

투자 유치금액

총 기업가치 증가액

300여개사

1300억+

3500억+

금융지원이라는 한계를 넘어 미래 국가 산업을 견인할
스타트업을 체계적으로 육성 및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략 투자 홍보

오픈이노베이션, 테크, 소셜임팩트 기업 육성

Korea Cross-Country
(지역 특화 혁신성장 생태계)

Triple-K
Project

Korea to Global

(혁신기업 해외진출 확대)

K-Unicorn Initiative
(유니콘 기업 육성)

특성화고, 대학생 육성 및 취업지원

테크, 바이오, 디지털 헬스케어, 스마트시티 기업 육성

환경, 자원, 농업 관련 사회적 가치창출

청년 고용, 장애인 스마트시티, 교육 디지털 격차

2022년 상반기 개소 예정
추가 조성예정

신한금융그룹은 그동안 축적한 스타트업 육성 및 투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인큐베이션·액셀러레이팅·오픈이노베이션·
글로벌 네트워크를 결합한 스타트업 육성 플랫폼인
『신한 스퀘어브릿지(S² Bridge)』를 조성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한금융그룹은 『신한 스퀘어브릿지』를 통해 혁신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혁신 스타트업으로
성장시켜 글로벌 유니콘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신한 스퀘어브릿지 서울』은
2018년 신한두드림스페이스에서 시작해
3년 간 테크, 소셜 등 다양한 분야의 스타트업을
육성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기업들의 스케일업을 지원합니다.

오픈이노베이션

9주간의
전문 프로그램

스타트업
전문가 배정

다양한
협업기회 제공

인큐베이션

4개월 간의 전문
보육 프로그램

실적 분석 및
성장 전략 수립

투자 유치
지원

혁신기술이 필요한 ‘대기업, 중견기업’과

투자 유치 중인 스타트업을 위한

사업 확장의 발판이 필요한

지원 프로그램으로 선발된 스타트업에게

‘스타트업’을 매칭하고

맞춤형 보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상호간의 사업 협업을 연계하여

매출확대 및 투자유치 등

스타트업의 스케일업을 지원합니다.

성장과 자립을 돕습니다.

직무교육 • 잡매칭

스타트업 네트워킹

직무역량 향상을
위한 실무교육

기업과 청년인재 간
맞춤형 채용 연계

스타트업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해
정기적으로 ‘월간 Find:’ 개최

취업지원자를 대상으로

스타트업, 분야별 전문가,

현장 업무에서 필요한 실질적 직무를 교육하고

투자자 등이 만나

인재채용이 필요한 기업과의 잡매칭을 통해

협업과 성장의 기회를 찾고,

성장 가능성이 높은 스타트업으로의

인사이트를 공유하는 시간을

취업을 지원합니다.

매월 1회 제공합니다.

『신한 스퀘어브릿지 인천』은
빌드업 단계의 창업 초기 기업부터
해외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글로벌 스타트업까지
스타트업 전주기를 아우르는 원스톱 플랫폼으로,
AC 프로그램과 전용펀드를 통해 스타트업의 성장을 지원합니다.
스타트업 전주기

혁신 클러스터 조성을

글로벌 콘텐츠 확산

육성체계 지원

통한 실증·오픈

및 네트워킹 지원

오피스, 스튜디오 등

이노베이션 지원

무상공간 지원
(5,579.58m2)

인큐베이션 멤버십(입주보육형)
빌드업 단계의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사업역량 강화를 위한
컨설팅, 실증지원, 사업화 지원금, 입주공간 등
성장 단계별 맞춤형 보육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액셀러레이팅 멤버십(투자연계형)
스케일업 단계의 스타트업 고도성장을 위한
AC 프로그램과 『신한 스퀘어브릿지 인천』 전용펀드 투자 및
외부 투자연계를 지원합니다.

글로벌 멤버십(글로벌진출형)
글로벌 파트너십과 연계해 국내 스타트업의 해외진출
(Outbound) 및 해외 스타트업의 국내진출(Inbound) 등
스타트업의 국내외 타깃 시장 진출과 투자유치를 지원합니다.

『신한 스퀘어브릿지 제주』는
혁신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과 공공·민간 기업이 함께
Collective Impact(집합적 임팩트)방식으로

Eco

Resource

Agriculture

제주 내 환경 문제 해결

예술/문화/식재료 등 제주 자원 및

제주 농업/수산/축산의

특징을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

가능성, 다양성 강화

생산·가공·유통 전문화를 통한

기존 작물의 프리미엄화

제주 내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환경·자원·농업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추진하는 다양한 프로젝트를 지원합니다.
Collective Impact : 목표 설정부터 임팩트 창출까지, 필요한 자원 및 전문성을 공유하며 한 팀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전략

업사이클링을 통한 가치 창출
신재생에너지 개발 등

전국/해외 수요처 확보

스타트업 성장패키지
프로젝트 지원금 및 비즈니스 성장에 필요한
전문 분야 자문 제공
금융 자문 상시 제공(신한은행, 제주은행)

제주 네트워크 연결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협력으로 스타트업 자원 연계
신한금융희망재단과 협력 관계인
제주 공공/민간 기관 네트워크 연계

스퀘어브릿지 제주 공간
네트워킹/미팅/코워킹 공간 사용 우선 기회 제공
공간 활용한 스타트업 행사 지원

『신한 스퀘어브릿지 베트남』은

『신한 스퀘어브릿지 유스』는

한국의 우수한 스타트업의 기술을 활용하여

스타트업과 특성화고 학생들을 연결하여 취업을 지원합니다.

베트남의 의료, 디지털, 교육 등 사회적문제를 해결하고,

특성화고 학생에게는 직무교육을 실시하여 실무 스킬 향상을,

스케일업을 통해 해외시장 판로 개척을 지원합니다.

스타트업에는 인재 매칭, 업무지원을 통한 사회적가치 창출을
기대합니다.

베트남 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국내 스타트업 대상
베트남 지역사회 플랫폼 6개월 간 테스트베드 활용 지원
현지화된 상품 설계 및 기획 지원

노동시장 맞춤형 작업 교육

취업 컨설팅
AI 진단을 통한 1:1 맞춤컨설팅
개인 성향, 역량 기반 포트폴리오 제작 지원

베트남 청년, 경력단절 여성, 장애인 등을 위한

최신 트렌드에 따른 직무 분석 컨설팅 제공

IT 직업 교육 및 경제활동 연결 지원

실무경험 습득
Barrier-free 스마트 시티
장애인들의 사회·경제활동 참여를 위한
스마트샵 기반의 직업 교육 및 생활안정 가용 자원 매핑

선호하는 스타트업에서 실습 및 인턴 연계
인턴십 활동 증명서 발급
직무 연계 실무 프로젝트 수행 기회

*Barrier-free: 장애인 친화적인

학교플랫폼-베트남 교육 디지털화
테크 솔루션을 기반으로
소외된 지역사회 학교의 교육격차 해소

취업 교육 지원
취업 교육 및 연계 지원
현업 이해도 향상(현직자 멘토링)
취업 교육 기반 스타트업-인재 매칭 지원

『신한 스퀘어브릿지 대전』은 (2022년 상반기 조성예정)

『신한 스퀘어브릿지 대구』는 (2022년 상반기 조성예정)

대한민국 최고기술-인재 집약지역인 대전과

‘환경’과 ‘사회적가치’를 추구하는 스타트업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기술 중심의 스타트업 성장을 통한

혁신 성장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합니다.

사회적·경제적 가치 달성을 기대합니다.

신한 스퀘어브릿지 대구
(대구스타트업허브 DASH 6층)

충남대

신한 스퀘어브릿지 대전

대구무역회관

조성예정지

대구지식서비스센터
대구벤처센터
대구컨텐츠센터

스타트업파크
예정지

대구상공회의소

카이스트

Business Model

Eco

친환경 사업 모델 중심의 스타트업 육성

혁신기술을 실증/상품화하는 사업화모델 개발

중점 추진 영역 : 물(water)산업, 물기술 테크 기업 육성

기업가정신 함양 교육/컨설팅 제공

국가 물산업 클러스터 연계 통한 지원 네트워크 확보

Improvement Welfare

Social

사회적가치 추구 스타트업 지원

스타트업 과업에 집중하는 고효율 체계 구축

경제가치 비즈니스모델의 효율성보다 사회적가치,

실리콘밸리 스타트업/AC급 지원(초기단계 처우 개선)

지역재생 등에 특화된 소셜 스타트업 육성

Global Investment

Ground

AC-투자가 연계된 물리적 공간 제공

글로벌 진출 및 해외 투자 유치 지원

대구시-창경센터가 운영하는 대구 스케일업 허브 ‘DASH’

글로벌 AC 연계 및 마켓 진출 지원

6층 약 200평 공간 사용 예정

『신한 스퀘어브릿지 서울』
언더스탠드
에비뉴

서울특별시 성동구
왕십리로 63

성동구민
체육센터

서울숲역

Hope. Together.
뚝섬역

신한금융그룹은 『신한 스퀘어브릿지』를
아시아 대표 스타트업 허브로 만들고,
대한민국 혁신 성장 생태계 조성에

『신한 스퀘어브릿지 인천』
인천광역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204

앞장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송도센트럴파크
센트럴
파트역

스타트업 파크
인스타Ⅱ

『신한 스퀘어브릿지』는
인천대
입구역

『신한 스퀘어브릿지 제주』
문화칼라사거리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신광로 49
제원아파트

노형로타리

제주은행
연동지점 2F
그랜드사거리

대한민국의 스타트업과 함께 하겠습니다.

신한금융희망재단 홈페이지

신한금융희망재단 페이스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