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 대구경북 스타트업 페스티벌』

대구‧경북 벤처투자로드쇼 참가기업 모집

경북대학교 테크노파크에서는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주최

하는 『2021 대구경북 스타트업 페스티벌』 행사에 지역 창업기업 

투자유치를 위한 「대구‧경북 벤처투자로드쇼」에 참여할 지역 창업

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6일

경북대학교 테크노파크단장

1  사업 개요

□ 목적

◦ 지역균형발전과 지방의 혁신역량 강화를 위해 우수 지방 소재 기업에 

대한 벤처캐피탈 투자 활성화 필요

□ 지원 개요

◦ (행사일시) 2021년 11월 3일(수)~4일(목), 09:00 ~ 18:00

◦ (행사장소)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1층, C-quad

◦ (지원대상) 대구 경북 소재지 창업 7년 미만 기업(공고일 기준)

※ 투자상담은 예비창업자도 참여 가능

◦ (선정규모) IR 10개사, 투자상담 30개사 (IR 10개사는 투자상담 연계지원)

※ 투자상담 기업은 마감시까지 선착순 모집

◦ (주    최)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 (주    관) 경북대학교 테크노파크, (사)한국엔젤투자협회



2  지원 내용

◦ 전문 투자 심사역 초청 창업기업 투자 유치 IR 발표 진행(10개사)

- 기업당 5분 발표, 5분 질의응답(총 10분간 진행)

◦ IR 발표기업 10개사 대상으로 사전 컨설팅 지원을 통한 IR 자료 제작 

코칭 및 가이드 지원(별도 기업부담금 없음)

◦ 전문 투자 심사역 초청 1:1 투자 상담 지원(IR 10개사 포함 총 30개사)

- 기업당 최대 3회씩 상담 진행(1회당 최대 1시간)

  ※모든 행사는 대면으로 진행될 계획이나 코로나 상황에 따라 비대면 전환 가능

3  추진절차 및 기타사항

행사 공고 및 

신청‧접수

사전 컨설팅

(IR 10개사)
VC 매칭

IR 발표 및 

투자상담 진행

9. 6. ~ 9. 17. ⇨ ~ 10. 22. ⇨ ~ 10. 29. ⇨ IR 발표 : 11. 3. 

상담 : 11. 3. ~ 4.

※ 상기 일정은 추후 변동될 수 있음.

◦ 투자상담 VC-창업기업 매칭은 주관기관에서 사전 매칭 진행 

◦ IR 발표 기업은 심사를 통해 선정(서면평가 진행)

◦ 투자상담 기업의 경우 선착순으로 선정(메일 접수 순)

◦ IR 발표 및 상담은 대표자 참석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경우 

임원급 이상 실무자가 참석



4  신청ㆍ접수

◦ (신청기간) 2021년 9월 6일(월) ～ 9월 17일(금), 18:00까지

◦ (제출방법) 아래 제출서류 구비하여 이메일 접수

◦ (접수처) dylee0721@naver.com (Tel. 053-939-6195)

◦ (필수 제출 서류)

- 프로그램 참가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서식 1,2)

- IR 발표자료 1부(자유양식, IR 발표 희망하는 기업만 제출)

-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IR 발표 신청기업은 서식 1 작성, 투자상담 신청기업은 서식 2 작성(별첨)

    ※IR 발표 신청기업은 투자상담 별도 신청없이 연계지원

◦ (문의) Tel) 053-939-6195 (경북대학교 테크노파크 이대엽 연구원)

◦ (참가자격)

-「중소기업기본법」제2조1항에 따른 창업기업의 대표자로서 모집공

고일 현재 창업7년 이내인 자

 *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월일’ 기준

 * 법인사업자 : 법인등기부등본 상 ‘회사설립연월일’ 기준

 * 다수의 사업자(개인, 법인)를 소지한 경우, 소지한 사업자 중 최초 등록한 사업자 기준

(개인사업자, 법인기업의 업종과 관계없이 7년 이내로 한정)

-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 소재의 업력 7년 미만인 창업기업(공고일 

기준) 중 프로그램 참여 희망하는 기업 



[붙임 1] 지원제외 대상 업종

지원제외 대상 업종

No 대상 업종
코드번호
세세분류

1
금융 및 보험업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은 제외)

K64∼66

2 부동산업 L68

3
숙박 및 음식점업 (호텔업, 휴양콘도 운영업, 기타 관광숙박시설 운영업 
및 상시근로자 20명 이상의 법인인 음식점은 제외)

I55∼56

4 무도장 운영업 91291

5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9112

6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9124

7 기타 개인 서비스업(그외 기타 개인 서비스업은 제외) 96

8 그 밖에 제조업이 아닌 업종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