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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

엠바고

문의처

‘스타트업 빌드업 포럼(제1회 업종별 피칭 데이)’ 개최 

3월 17일(金)자 朝刊부터(통신, 인터넷 등은 3/16(木) 14:00부터)

 스타트업팀 박주영 팀장(010-8376-0116), 임성훈 과장(010-9907-9559) 

‘불가사리 제설제’, ‘폐배터리 옷’... 소셜벤처 대한상의에서 피칭

- 상의, 스타트업 지원과 스케일업(Scale-up) 위한 ‘첫 피칭데이’ 개최 

- 자원재순환, 에너지절감, 친환경소재, 가상발전소 등 13개 기후테크 스타트업 참여

- Fireside chat<복잡한 사회문제, 스타트업이 답하다> ... MZ세대 스타트업 대표들의 인사이트 공유

- 불가사리 제설제 개발 ‘유퀴즈’ 양승찬 대표, “보다 환경적인 것이 보다 경제적”

  “낡은 자동차 타이어, 전기차 폐배터리를 재활용할 수 없을까?” “곤충으로 반려동

물용 사료를 만들거나 버려지는 맥주 부산물로 화장품을 개발할 순 없을까?” “일상생

활 속 쓰레기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을까?”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는 ‘상공의 날 50주년 기념 주간’을 맞아 미래 경제를 

이끌어갈 새내기 상공인인 스타트업을 주인공으로 한‘스타트업 빌드업 포럼’을 16일에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창업 분야 전문가의 인사이트를 공유하는 대담 세션(Fireside 

chat), 스타트업의 혁신모델을 소개하는 피칭과 부스 전시, 네트워킹 시간 등이 마련됐다.

전문가 대담, ‘복잡한 사회문제, 스타트업이 답하다’ ... 기술로 사회를 혁신하는 스타트업 도전기

  자유로운 분위기 속 스타트업 전문가들의 진솔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Fireside chat’

세션은 참석자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의사출신 1호 벤처캐피탈(VC)리스트이자 헬스케

어 스타트업의‘대모’라 불리는 문여정 IMM인베스트먼트 상무가 좌장을 맡았고, 패널로

는 불가사리 소재 제설제로‘잭팟’을 터뜨린 스타스테크 양승찬 대표, 친환경 자율주행 

솔루션을 구축하는 뷰런테크놀로지 김재광 대표, 머신러닝 개발 플랫폼을 통해 AI 활용

의 문턱을 낮추는 베슬AI 안재만 대표가 함께 했다.

  tvN ‘유퀴즈’ 출연으로 화제가 된 양승찬 대표는 “흔히 쓰이는 제설제는 아스팔트 

파손이나 토양‧수질 오염을 일으키는데 반해 불가사리 소재의 제설제는 부식률이 0.8%로 

물보다도 낮은 수준이다”며 “환경 파괴 문제를 최소화하고 바다의 골첫거리인 불가사

리도 활용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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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 양 대표는 “최근 캐나다, 일본에 수출하면서 글로벌 시장을 두드리기 시작했

다”고 전하며 “‘보다 환경적인 것이 보다 경제적인 것’이라는 일념으로 친환경 기술

이 자본보다 우위라는 것을 증명해보고 싶다”고 남다른 포부를 밝혔다.

  작년부터 올해까지 CES를 연속해 다녀온 김재광 대표는 “라이다(Lidar) 기반 자율주행 

기술 시장을 선도하여 물류 분야의 비효율을 개선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며 “국내 

최초로 자율주행 트럭으로 식자재를 배송하는 실증사업도 성공적으로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좌장을 맡은 문여정 상무는 “이번 대담을 통해 우리가 놓치고 있는 사회의 여러 문제

를 혁신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면서 경제발전에 기여하는 스타트업 대표들의 생각을 공유

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각광 받는 신산업, 신기술의 이면에는 사회구성원 모두

가 함께 논의하고 풀어야할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다”며 스타트업의 ‘사회적 책임’과 

‘해결사 역할’을 강조했다.

상의 최초 스타트업 ‘피칭 데이’ ... 기후문제에 대응하는 스타트업의 각양각색 혁신모델 선보여

  이번 포럼은 ‘업종별 피칭 데이’를 겸해 개최되었다. 첫 번째 업종은 ‘기후테크’

로 13개의 스타트업이 참여하여 부스 전시와 피칭을 통해 글로벌 환경 문제에 어떻게 대

응하고 있는지를 소개했다.

  참석한 스타트업 중 업사이클링, 친환경제품 생산, 폐기물 절감 등‘에코테크(Eco 

Tech)’분야 스타트업이 가장 많았다. 폐타이어를 새 타이어로 재탄생시키는‘엘디카

본’, 전기차 배터리 분리막으로 원단을 뽑아내는 ‘라잇루트’, 환경과 인체에 무해한 

천연 화합물을 만드는 ‘케미폴리오’, 쓰레기 수집 및 처리 과정을 스마트하게 바꾼 

‘리코’와 ‘이노버스’ 등이 대기업 및 투자기관 관계자들 앞에서 자사의 혁신기술을 

뽐냈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한국경제의 성장모델이 대기업 주도에서 벤처‧스타트

업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만큼, 상의도 스타트업의 지속 성장에 힘을 보태겠다”며 

“스타트업과 대‧중견기업의 가교 역할 통해 스타트업에 협업 기회를 제공하고, 스타트업

의 스케일업을 위해 투자유치, 판로개척, 규제 샌드박스를 통한 시장 조기 진입 등을 적

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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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주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도 축사를 통해 “상의가 보유한 역량을 활용하여 대기업

과 스타트업이 협업을 통해 함께 혁신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해 달라”고 말하며 “중소

벤처기업부도 대한상의 등 민관기관과 협업을 통한 창업기업 지원을 더욱 확대하겠다”

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행사에는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조주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을 비롯 

디캠프, 효성벤처스, 서울산업진흥원, SK이노베이션, 요즈마그룹코리아 등 국내 유명 창

업지원기관 및 투자기관이 다수 참가했다. 상의는 피칭과 전시에 참여한 기후테크 기업

에 투자 및 협업을 원하는 기관이 있으면 스타트업팀(02-6050-3493)으로 문의해달라고 

말했다.  

참고  ‘스타트업 빌드업 포럼’ 참석 스타트업 리스트

□ 부스 전시 : 총 10개사

□ 피칭 : 총 10개사
(가나다 순)

기업명 사업 모델 피칭 부스

라잇루트 전기차 배터리 분리막을 재활용한 고성능 의류 원단 생산 ⃝ ⃝
라피끄 맥주 부산물 등 자연 유래 성분 기반의 화장품 개발 ⃝
리코 기업형 폐기물 수집 및 운반 토탈 서비스 제공 ⃝ ⃝

소프트베리 전기차 충전소 검색, 결제, 커뮤니티 등 플랫폼 제공 ⃝
식스티헤르츠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IT기술로 연결해 발전량 관리 시스템  구축 ⃝
에코라이프
패키징

테이프 필요 없는 택배박스, 보냉박스 등 친환경 패키지 개발 ⃝

엘디카본 폐타이어 재활용해 새 타이어에 필요한 카본블랙 제조 ⃝ ⃝
이노버스 AI 기술이 적용된 페트병 선별 기능의 리사이클 로봇 제품 ⃝
이유씨엔씨 건물외벽·도로 등에 사용되는 에너지 세이빙 단차열 코팅제(방염도료) 개발 ⃝ ⃝
제이엠웨이브 노후화된 내연기관 자동차를 전기차로 업사이클링 ⃝
케미폴리오 친환경 소재인 카다놀 활용한 천연 페놀계 화합물(코팅제, 바닥자재 등) 제조 ⃝ ⃝
케이파워 바이오매스 연료 기반의 산업용 보일러(스팀에너지)를 구독서비스 통해 제공 ⃝ ⃝
푸디웜 파리과 곤충을 기반으로 친환경 반려동물용 사료 제조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