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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모집분야관련부록

미래 친환경 모빌리티의 핵심인 전동 모빌리티의 주요 부품 관련 기술 스타트업을 찾습니다.

배터리, 모터, 인버터, 컨트롤러 등전동 모빌리티 관련 주요 부품 전반에 걸친 영역입니다.

자율주행 모빌리티의 핵심 기술을 다루는 스타트업을 찾습니다.

라이다, 데이터 사이언스, 엣지 컴퓨팅 등자율주행차 관련 모든 HW/SW에 걸친 영역입니다.

네트워크에 연결된 모빌리티, 커넥티드 모빌리티에 관련된 솔루션을 다루는 스타트업을 찾습니다.

V2X, 5G, 보안 등커넥티드 모빌리티 관련 HW/SW 전반의 영역입니다.

크기, 사용 목적 등에 따라 다양하고 혁신적인 모빌리티를 다루는 비즈니스 스타트업을 찾습니다.

소형 유틸리티 전동 모빌리티, 하이퍼루프, 드론 등새로운 종류의 모빌리티들이 있습니다.



무선통신과 GPS가결합된 텔레메틱스 영역의 기술 스타트업을 찾습니다.

GPS, 세이프티, 핀테크 등기존의 다양한 이동통신 서비스의 영역이 모빌리티와 결합된 형태입니다.

이동 기반 배달 관련 기기의 기술을 보유한 기술 스타트업을 찾습니다.

물류, 배달로봇, 배달드론 등사물의 배송을 다루는 HW/SW 기술 전반의 영역입니다.

실내에서도 대상이 어디에 위치하는지 알수있는, 실내 네비게이션 기술 관련 스타트업을 찾습니다.

와이파이, 비콘, Li-Fi 등모든 실내 위치 특정화 관련 기술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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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빌리티의 내부 체계를 관리하는 솔루션의 영역입니다. 단순 차량의 관리뿐만 아니라, 탑승자 모니터링의

영역 등광범위한 영역입니다. 로봇 택시 부정이용자 인식 등차량유지/관리 등기술이 대표적입니다.

전동 모빌리티의 핵심 부품 중하나인 배터리 재사용을 위한 기술 영역입니다.

ESS (에너지 저장 시스템), 배터리 재활용, 슈퍼커패시티 등의 기술이 포함됩니다.

기계의 자율성과 인간의 원격제어를 결합하여, 인간과 기계의 결점을 상호보완해주는 협조 기술인

텔레오퍼레이션 영역의 기술 스타트업을 찾습니다. 원격제어를 위한 SW키트, 로봇 등이 대표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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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차량의 운영 관리를 도와주는 솔루션을 제공 가능한 스타트업을 찾습니다.

예약, 과태료 및충전비용 관리, 차량 유지 보수를 시스템적으로 관리하는 B2B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지역 밀착형 배송 모델로 인근 지역에서 판매자가 고객에게 직접 상품을 배송하는 프로세스를 의미합니다.

총알배송, 당일배송, 배달 대행 등이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기존의 배송에서 다루지 않았던 최후방 배송을 가능하게 하는 모든 비즈니스 영역의 스타트업을 찾습니다.

아파트 내배송로봇, 서빙 로봇 등이 영역이 해당됩니다.

단순 경로 최적화를 넘어 중간 경로를 포함하는 운송/물류 및배송 기술의 효율화 솔루션을 제공하는 스타

트업을 찾습니다. 최적 배송 계획 수립, 운송 관리 솔루션, 배송 시뮬레이션 등의 비즈니스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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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빌리티를 중심으로 하는 모든 혁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즈니스 스타트업을 찾습니다.

공유 모빌리티, 스마트 호출 시스템 등의 비즈니스들이 해당됩니다.

단순운전에필요한정보제공뿐만아니라, 다양한컨텐츠의범위까지의영역에걸친스타트업을찾습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 VR/AR, 게이밍 컨텐츠 등이 대표적입니다. 

친환경 모빌리티의 충전 솔루션을 제공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제공하는 스타트업을 찾습니다.

충전 인프라는 물론, 충전 인포테인먼트 소프트웨어, 충전 규격 컨버터 등의 비즈니스가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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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종류의 모빌리티가 등장함에 따라, 금융 비즈니스, 특히 핀테크 역시 혁신을 맞이합니다.

차량 결제, 모빌리티 보험 관련 언더라이팅 IT 등이 있습니다.

모빌리티와 연관된 모든 종류의 플랫폼 관련 비즈니스 스타트업을 찾습니다.

모빌리티 통합 플랫폼이 가장 대표적인 혁신 비즈니스 예시입니다. 

새로운 형태의 주차 솔루션을 제공하는 혁신 비즈니스 스타트업을 찾습니다. 공유 주차장, 클라우드 시스

템주차, 스마트 주차 등기존/유휴 공간의 효율화, 수익화를 위한 비즈니스가 대표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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