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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등록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



뉴본벤처스 개요

스타트업을 위한 스타트업, 뉴본벤처스

2022 주요실적

스타트업이 LP가 되어 또 다른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뉴본벤처스 투자조합 1호(10억 원)
뉴본 그린테크놀로지 투자조합 1호(10억 원)
뉴본 플랫폼 투자조합 1호(10억 원)
뉴본 프라이빗 투자조합 1호(10억 원)
* 2023년 출자금 증액 예정

뉴본벤처스 투자조합 2호(20억 원)
그린테크놀로지 투자조합 2호(20억 원)

2023년 결성 예정

운영조합 수

4개
회사명

대표자

설립일

사이트

자본금

(주) 뉴본벤처스

이근웅

2021. 03. 26

www.nbv.co.kr

10.5억 원

누적 AUM

16.5억
투자기업 수

8곳
누적 투자액

11.7억



2022년 포트폴리오

스몰 데이터 수집·생성
플랫폼 ‘픽플리’

알투씨컴퍼니 로쉬코리아 아이엘커누스 테라블록

리클 아이디자인랩 애기야가자 밀크코퍼레이션

새로운 경험 앞에 나이가
문제 되지 않는 세상 '오뉴'

스마트터널·화장실 
IoT 기술기업

폐플라스틱 업사이클링을
통해 재생TPA 제조

모바일 간편 의류 수거 및
리셀 서비스 플랫폼 ‘리클’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학습
어플리케이션 ‘펀픽’ 

키즈 액티비티 플랫폼
‘애기야가자’

육아 소셜마켓
플랫폼 ‘키즈닝’



2023년 주요 투자 분야

협업기관들과의 긴밀한 업무협력을 통해
PoC, 고객사 연결, 재무적/전략적 투자 매칭 등 가능

B2B
MRO, 스타트업 SaaS,

구직자 기반 HR 등

건축·건설테크
친환경 건축자재, 기술,

에너지 절약 IT 등

리·업사이클링
ESG, 리·업사이클링 관련

제조/판매 기업



왜 B2B인가? 3천 여개의 스타트업 네트워크, 뉴본컨설팅과의 협업

3천 여개의 스타트업 네트워크 뉴본벤처스의 잠재적 LP로 활약

전략적 투자나 사업 제휴, M&A 등을
통한 유기적 상생 관계 구축

B2B SaaS, HR테크, 물류, 
빅데이터, AI 기술 등 테스트베드

기업 연계 예시

중고의류 수거·매입, 재판매 기업 ‘리클’
낮은 자사몰 판매율 해결 필요

키즈 액티비티 플랫폼
'애기야가자'와 연계하여

판매처 확대 추진

유아 의류 큐레이션 플랫폼 ‘키즈닝’ 
아이가 자라 금방 못 입는 유아 의류 특성상 
좋은 컨디션의 중고의류 니즈 존재



왜 건축·건설테크인가? 1,500억원 규모 건축 프로젝트 ‘아크리본’ 연계

초기기업이 직접 해결하기 어려운 부동산 시장분석, 
사업기획, 전략적 PF(Project Financing) 등을 
수행하는 뉴본의 건축 프로젝트

(스타트업-아크리본 PoC 예시) 친환경 건축 인증 솔루션 디어그린

디어그린은 친환경 건축과 관련된 인증 절차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간편하게 도와 관련 비용을 감축시키는 솔루션을 개발

아크리본에서 진행 중인 건축 프로젝트와 PoC를 진행하여 약 3천만원의 매출을 발생시켰으며 솔루션의 유효성을 검증

2023.3월 법인 설립하여 뉴본벤처스 직접 투자 예정(시드)

오래된 건축물을 지역에 어울리는 공간으로 재탄생

건축 및 자재 관련 B2B, B2G 기업 → PoC, 판로개척, 고객사 연결 지원

스마트건축기술 ESG



왜 ESG인가? 선한 영향력을 실천하는 LP들

대중적 인지도를 통해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퍼트리고자 하는 LP들
탄소 절감, 지속가능성, RE100 등 ESG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



뉴본벤처스 협업체계



뉴본벤처스 전문인력 소개

현) 뉴본홀딩스 대표이사
현) 뉴본벤처스 대표이사
현) 가천대학교 장학재단 이사
전) 엔젤코리아 주 코파운더

-

-

-

-

-

한국스마트 컨설팅협회 회원 및 전문인력

한국벤처캐피탈협회 M&A자문위원

(주)아이엘사이언스 IPO 컨설팅 (2018)

(2018~2022) 아크리본 700억 규모 

건축 프로젝트(CR·PM)

가천대 중소기업경영학 석사

-

-

-

IT 및 ICT 등 신사업분야 전략 기획

개인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GP)

창업기획자 전문인력

이근웅 CEO 이경로 COO

현) 뉴본홀딩스 부대표이사
현) 뉴본벤처스 부대표이사
전) GS홈쇼핑 영업 총괄팀장
전) 엔젤코리아 주 코파운더

현) 뉴본벤처스 투자심사역
현) 뉴본홀딩스 투자/인사 전문인력
현) 창업진흥원 멘토위원, 평가위원
전) 블루안컨설팅 컨설턴트
전) 한국능률협회 커리어개발 전문위원
전) 한국생산성본부 전문위원
전) 서울시 중구 마을기업 육성산업 멘토

-

-

-

투자심사, 경영전략 및 기획, 

IR자문 컨설턴트

창업보육매니저, M&A거래사

컨설팅학 박사/경영학 석사

엄미선 파트너

현) 뉴본벤처스 투자본부 총괄이사
전) 미래에셋증권 서울지역본부 
      대치WM 부지점장/수석매니저
전) 대우증권 PIB 센터 차장
전) 유진투자증권 자산관리영업부 차장
전) 도이치증권 서울지점 법인영업부 차장
전) HSBC증권 서울지점 법인영업부 차장

- 경영학 박사, 가천대 물류경영 강의 출강

박해정 이사

-

-

-

R&D 자문, 투자, 인사구조개선,

기업 재무관리 전문 컨설턴트

기술신용평가사, M&A거래사, 

창업보육매니저, 투자자산운용사, 

6차산업지도사

경영학 석사

현) 뉴본벤처스 투자심사역
현) 뉴본홀딩스 기술/투자 자문 전문인력
전) 부전전자 기술개발 연구인력
전) 아이탑스오토모티브 기술개발 연구인력
전) 인지컨트롤스 기술개발 연구인력

마강희 파트너

현) 뉴본홀딩스 컨설팅사업본부 본부장
전) 서울산업진흥원 CEO플랫폼학교 강사

-

-

-

-

재무 멘토링, 뷰티/패션 전문 컨설턴트

한국 M&A투자협회 M&A거래사

한국엔젤투자협회 적격엔젤투자자

개인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GP)

손근호 본부장

현) 뉴본홀딩스 컨설팅사업본부 3팀장
전) 위드플러스 기업 컨설팅팀 팀장 

-

-

-

재무 멘토링, ICT 전문 컨설턴트

창업기획자 전문인력

개인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GP)

최종은 팀장

현) 뉴본홀딩스 컨설팅사업본부 4팀장
전) 웅진씽크빅 현장영업팀 팀장 

-

-

-

-

지식재산권, R&D 전략기획,

ICT 전문 컨설턴트 

창업보육매니저, 창업기획자 전문인력

개인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GP)

경영학 석사

김종권 팀장

외부심사역

현) 뉴본벤처스 과장

-

-

투자기업관리 및 투자실무

창업기획자 전문인력

한창우 과장

현) 뉴본벤처스 과장
전)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매니저

-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김혜람 과장

운영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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