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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중에는 다른 벤처기업을
홍보하는 것을 사업영역으로 삼은 기업이
있다. 스타트업과 투자자를 이어준다는
측면에서 벤처 생태계에서 꼭 필요한
존재다. 벤처창업 뉴스미디어 기업
beSUCCESS는 정현욱 대표가 2010년
창업한 벤처기업이다. 벤처생태계를 돕는
기업이지만, 그 자체로서도 새로운 분야에
뛰어든 벤처기업이라는 독특한 형태를

beSUCCESS의 뉴스 코너. 한국어와 영어를 동시에 지원하고 있다.

가지고 있다.
beSUCCESS는 크게 두 부문에서 사업을
추진한다. 첫째는 벤처기업에게 필요한
뉴스를 한글과 영문으로 전달하는 벤처
미디어 사업부문이며, 둘째, 벤처기업을
투자자에게 알릴 수 있는 대형 이벤트인
글로벌 컨퍼런스 사업부문이다. 이를 통해
국내 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과 ‘해외

Q 독
 특한 사업모델인데 이러한 사업모델을
구상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A 국내 스타트업이 국내 시장에 집중하는 사이에 해외의 비즈니스 기
회를 놓친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우리 스타트업이 글로벌 비즈니스
기회를 포착하려면 국내 기업을 해외에 알리는 것과 해외 소식을 국

Q1

내 스타트업에게 빠르게 알리는 것 둘 다를 잘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

투자 유치’라는 난제를 풀어 나가고 있다는

었습니다. 이렇게 양방향으로 소통되면 우리 기업에게 필요한 해외 파

평가를 받고 있다. 정현욱 대표를 만나 더

트너와 해외 시장기회 포착이 더 잘될 것이라는 판단에 뉴스미디어 기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업인 beSUCCESS를 창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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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
 외로 사업영역을 확장하실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를 위한 전략은 무엇입니까?
A 해외로 진출하더라도 우리 beSUCCESS의 사업모델은 동일합니다.

Q5

Q 주요활동분야는 어떤 것인가요?

국내와 해외를 쌍방향으로 이어주는 소통채널이 되는 것입니다. 해외

A 첫째, beSUCCESS는 온라인 신문사로서 우리나라의 스타트업관련

투자자에게는 국내 유망 투자처를 안내하고, 국내로 들어오는 해외 유

기사를 영문으로 번역해서 일본이나 중국 미국 등 파트너에게 기사를

력 스타트업(예 : 에어비앤비, 우버 등)에게 한국의 비즈니스 환경이나

송부합니다. 이를 통해 해외진출에 필요한 홍보 플랫폼을 제공하는 것

시장 정보를 올바르게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입니다. 그 반대로 글로벌 스타트업의 소식을 국내에 전하는 역할도 합
니다.

Q 대학생 창업자와의 협력 포인트는 무엇인가요?

둘째, 스타트업 컨퍼런스 행사인 beLAUNCH를 엽니다. 스타트업, 엔

A beSUCCES는 창업생태계를 이해할 수 있는 좋은 플랫폼입니다. 직

젤, 벤처펀드, 정부유관기관, 일반인 관객 등이 모두 참가하는 박람회

간접 경험이 가능하다는 말이죠. 창업에 곧바로 뛰어들기 무서운 학생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는 beGLOBAL로 이름을 바꿔서 국내에서

들은 beSUCCESS를 통해 스타트업 생태계를 경험하거나 스타트업 회

예선을 거쳐 참가팀을 선별한 뒤, 미국 본토에서 본 행사를 개최하고

사의 파트타임으로 활동하는 등 여러 가지 실무적인 감각을 익힐 수

있습니다.

있을 것입니다. 물론 학생들은 사업기회를 탐색하고 창업실무를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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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가
 치사슬 측면에서 본다면 beSUCCESS의

Q6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창업의 사명이나 비전과 같은 궁극
적 가치부터 먼저 확립해야 롱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방 및 후방에는 어떤 업체가 있는가요?

A 다른 나라에 있는 저희와 유사한 미디어 로컬 기업들, 국내에 있는

Q 사업영역과 관련하여 대정부 제언을 해주신다면?

투자자 그룹이 있습니다. 이들은 새로운 기술에 대한 관심이 많으므로

A 정부가 벤처 생태계를 잘 도와주고 있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한

이들에게 정보를 전달합니다. 대부분 축척된 인적 네트워크 기반으로

가지만 덧붙이자면 글로벌 진출에 대해서 접근방식을 좀 다르게 하면

서로 협력합니다.

좋겠습니다. 국내 스타트업의 해외진출에 대해서 양적인 성장에만 급

Q 국내 유사 업체가 있는가요?

급해 하지 말고, 해외 진출 프로세스를 단축시켜서 효율성을 추구하

Q7

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야만 우리 스타트업이 해외 진출 시에

A 플래텀(Platum), 벤처스퀘어(VentureSquare) 등의 업체가 있습니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다. 하지만 단순히 경쟁자로만 생각하지는 않으며, 경쟁과 협력을 함께

를 위해서는 해외에 진출한 기업들의 경험과 정보를 공유하는 플랫폼

추구하는 좋은 관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을 잘 조성해야 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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