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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기업 소개

주식회사 휠사이드킥

1)회사소개

1) 회사 직원 수: 4명

2) 매출: 40,000만 원(18~21년 누적 지원금)

3) 자본금: 2,500만 원

4) 창립일: 2018년 8월 29일(법인설립일 2019년 4월 23일)

5) 장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로 169 팁스타운 S2 3층, 311호

        기업 부설 연구소(서울대학교 공과대학 39동 해동아이디어팩토리 Home Base 03) 

2)사업내용

1) 설립목적: Personal Mobility의 공유 시스템인 공공자전거의 효율적 솔루션 개발

2) 고객: 공공자전거 시스템 운영자인 지자체와 산하 기관

3) 솔루션 내용: 

- 예산 규모에 맞는 비용 절감과 운영 효율을 높이는 솔루션 개발

- 공공자전거 재배치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이용자 참여형 재배치 애플리케이션 개발

3)사업 관련 제품

또는 수익모델

1) 이용자 참여형 재배치 애플리케이션 납품 혹은 플랫폼 운영으로 수익모델 제시

2) 1인 자전거가 다른 자전거를 옮길 수 있는 픽업용 디바이스 판매 혹은 기관에 납품 

판매로 추가 수익모델 제시

4)기대효과

1) 국내 서울시와 같은 대규모 공공자전거 시스템에 적용 시, 시스템 개발인력과 재배치 

관리인력으로 구성된 사업 부분 확장 예상

2) 유럽 내 대도시의 공공자전거 운영자를 대상으로 해당 솔루션 적용한다면 세계적인 솔

루션 개발 기업으로 수출 진행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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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기업 연혁

2017년

’17. 11. 30.

- 2017 서울연구논문 공모전 창의상(서울시장상) 수상(서울연구원)

’17. 12. 27.

-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해동 아이디어 팩토리 입주(서울대학교)

2018년

’18. 6. ~ 18. 12.

- 서울시 청년청 청년 연구 지원 청년활 지원팀으로 선정(서울시 청년청)

’18. 5. ~ 18. 12.

- 천안시 도시재생 뉴딜 사업 지구 현장 활동가 위촉(천안시 도시재생지원센터)

’18. 7. ~ 18. 9.

- 천안시 도시재생 뉴딜 사업 지구 내 공공자전거 운영비용 연구

’18. 8. 29.

- 휠사이드킥 개인사업자등록

’18. 9. 20.

- 월드 스마트시티 창업 경진대회 행정안전부 장관상(대상) 수상(고양시, 킨텍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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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11. 1.

- 2018 청년프로젝트 투자사업 Awwwake 선정(주최: 다음세대재단, 언더독스, 후원: 서울시)

’18. 12. 1.

- 2018 서울혁신챌린지(예선) 사업 선정(서울산업진흥원 SBA)

2019년

‘19. 3. 15. 

- 제4기 혁신창업기업 육성프로그램 기보벤처캠프 참여기업 선정(기술보증기금)

‘19. 4. 23.

- 주식회사 휠사이드킥 법인설립 및 법인사업자등록

‘19. 5. 1.

- 서울혁신챌린지 제2기 결선 진출 및 장려상 수상(서울시, 서울산업진흥원 SBA)

‘19. 6. 17.

- 초기창업패키지 지원사업 선정(주관 기관: 서울대학교, 중소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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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팀 소개

1) 대표 소윤상

’18. 2. 24.

-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환경계획학과 교통학 전공 석사(도시계획학 석사)

’16. 5. 24.

- 라쿤룰즈 대표

’08. 9. ~ 현재

- 공공자전거 이용 경력 9년(국외 5년 + 국내 4년) 

- 따릉이 월별 이용순위 32위(2017년 2월, 이용거리 297 km) 

2) 직원

김지언(사업지원 및 연구관리, ‘18. 11. 15. ~)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환경관리전공 석사수료(’16. 8.)

고휘석(기술개발 및 외주관리, ‘19. 6. 1. ~)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전기공학부 졸업(’12)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수료(’16)

원규희(콘텐츠 제작 및 관리, ‘19. 5. 16. ~)

충남대학교 공과대학 정보통신공학과 학사(’14. 6.)

전혜진(사업계획 및 시장조사 ‘19. 5. 16. ~)

가톨릭대학교 법학과 학사(’05.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