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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K-Global 지원 사업 간 중복지원(수혜) 가이드
□ 2015년 K-Global 지원사업에 대해 복수로 신청은 가능하나, 복수 합격 시
동시 수혜가 제한되는 사업에 대한 가이드 입니다.
단, 14년 수혜 이력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1.

K-Global Re-Startup 민간투자 연계지원
-

“K-Global 스타트업 엔진” 과 병행할 수 없습니다.
“K-Global ICT유망기술개발지원(시장친화적 SW R&D 지원)”과 병행할 수 없습니다.
“K-Global Startup Incubating Internship”(구 GSIIP)과 병행할 수 없습니다.
` 단계별 지원)과 병행할 수 없습니다.
“K-Global Startup / 재도전분야”(재도전
“K-Global ICT유망기술개발지원”과 병행할 수 없습니다.
“K-Global Startup / IoT분야 스타트업 챌린지”와 병행할 수 없습니다.
“K-Global Startup / IoT분야 스마트 신제품 개발지원”과 병행할 수 없습니다.
“K-Global DB-Stars”와 병행할 수 없습니다.
“K-Global 데이터 글로벌”과 병행할 수 없습니다.
“K-Global Startup / 디지털콘텐츠랩(챌린지)”와 병행할 수 없습니다.
“K-Global 스마트 모바일 스타기업 육성”과 병행할 수 없습니다.

0. K-Global 지원 사업 간 중복지원(수혜) 가이드
2. K-Global 기업가정신 교육
- 모든 사업과 병행 가능합니다.

3. K-Global 스타트업 엔진
-

“K-Global 민간투자 연계 지원” 과 병행할 수 없습니다.
“K-Global ICT유망기술개발지원(시장친화적 SW R&D 지원)”과 병행할 수 없습니다.
“K-Global SW전문창업기획사”와 병행할 수 없습니다.
“K-Global Startup Incubating Internship”(구 GSIIP)과 병행할 수 없습니다.
“K-Global 엑셀러레이터 육성”과 병행할 수 없습니다.
`
“K-Global Startup / 재도전분야”(재도전 단계별 지원)과 병행할 수 없습니다.
“K-Global ICT유망기술개발지원”과 병행할 수 없습니다.
“K-Global Startup / IoT분야 스타트업 챌린지”와 병행할 수 없습니다.
“K-Global Startup / IoT분야 스마트 신제품 개발지원”과 병행할 수 없습니다.
“K-Global DB-Stars”와 병행할 수 없습니다.
“K-Global 데이터 글로벌”과 병행할 수 없습니다.
“K-Global Startup / 디지털콘텐츠랩(챌린지)”와 병행할 수 없습니다.
“K-Global 스마트 모바일 스타기업 육성”과 병행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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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K-Global 지원 사업 간 중복지원(수혜) 가이드
4. K-Global 창업 멘토링
- 모든 사업과 병행 가능합니다.

5. K-Global 본투글로벌 국내 데모데이
- 모든 사업과 병행 가능합니다.

6. K-Global 해외 컨설팅·IR 지원
- 모든 사업과 병행 가능합니다.
단, 컨설팅 시 납부하는 자기부담금을 타` 정부과제 지원금(국비)을 활용하여 납부할 수
없습니다.(반드시 회사 자체 경비 활용)

7. K-Global 해외 창업 아카데미
- 모든 사업과 병행 가능합니다.

0. K-Global 지원 사업 간 중복지원(수혜) 가이드
8. K-Global ICT유망기술 개발지원(시장친화적 SW R&D 지원)
-

“K-Global 민간투자 연계 지원” 과 병행할 수 없습니다.
“K-Global 스타트업 엔진”과 병행할 수 없습니다.
“K-Global SW전문창업기획사”와 병행할 수 없습니다.
“K-Global Startup Incubating Internship”(구 GSIIP)과 병행할 수 없습니다.
“K-Global 엑셀러레이터 육성”과 병행할 수 없습니다.
“K-Global Startup / 재도전분야”(재도전 단계별 지원)과 병행할 수 없습니다.
“K-Global ICT유망기술개발지원”과 병행할 수 없습니다.
“K-Global Startup / IoT분야 스타트업 챌린지”와 병행할 수 없습니다.
`
“K-Global Startup / IoT분야 스마트 신제품
개발지원”과 병행할 수 없습니다.
“K-Global DB-Stars”와 병행할 수 없습니다.
“K-Global 데이터 글로벌”과 병행할 수 없습니다.
“K-Global Startup / 디지털콘텐츠랩(챌린지)”와 병행할 수 없습니다.
“K-Global 스마트 모바일 스타기업 육성”과 병행할 수 없습니다.

9. K-Global 클라우드 기반 SW 개발환경 지원
- 모든 사업과 병행 가능합니다.

3

2015-06-11

0. K-Global 지원 사업 간 중복지원(수혜) 가이드
10. K-Global Startup / 스마트 디바이스 분야
- 모든 사업과 병행 가능합니다.
단, 동일 아이디어/제품으로 타 공모전(민간/정부 포함)에서 수상 팀(500만원 이상 상금
획득 팀)에게는 중복(병행) 지원이 불가능 합니다.

11. K-Global 스마트 디바이스 제품화 지원
- 모든 사업과 병행 가능합니다.

12. K-Global 스마트 디바이스 제작 교육
`
- 모든 사업과 병행 가능합니다

13. K-ICT 스마트미디어센터 테스트베드 지원
- 모든 사업과 병행 가능합니다.

1. K-Global Re-Startup 민간투자 연계 지원
가. 프로그램 목적
ㅇ 시장의 관점에서 성공 가능성이 높은 재도전 ICT기업을 발굴·
투자하고 민간과 정부가 후속 지원을 통해 기업 성장을 촉진
- 투자·보육 능력이 검증된 민간 투자사가 재도전 기업에 투자하고
정부가 추가 매칭자금을 지원

나. 프로그램 주요 내용

`

ㅇ 유망 재도전 기업을 발굴·육성하기 위해 민간 투자에 대해정부가
1:1∼1:3 규모의 매칭(최대 3억원)자금 지원 실시*
* 정부 매칭자금 지원에 따른 지분 취득 및 기술료 징수 등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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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K-Global Re-Startup 민간투자 연계 지원
나. 프로그램 주요 내용(계속)
◈ (투자형태) 신주인수, 구주인수,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 형태에 따른 비율 제한은 없으며, 기업 당 최소 2천만원 이상 투자
※ 엔젤클럽 소속 투자자인 경우 1명당 최소 1천만원 이상 투자
◈ (투자시기) 민간 투자사는 투자를 확약한 재도전 기업이 동 사업의
`
선정 통보를 받은 후 1개월 이내에 집행을 완료 해야하며, 정부 매칭 금은
NIPA와 협약 체결 후 1개월 내 지급
※ 민간펀드는 투자금 전체를 인정하되, 모태펀드와 같이 정부의 출자금이
포함된 경우 민간 투자분만 인정
* (예시) 모태펀드 비율이 50%인 재원에서 1억원을 투자한 경우에는, 5천만
원을 투자금으로 인정
※ 사업 공고 이전에 투자가 완료된 재도전 기업도 지원 가능(단, 2015년 1월 1일 이후
투자유치 기업에 한정)

1. K-Global Re-Startup 민간투자 연계 지원
다. 신청자격 및 제외대상
□ 신청자격
ㅇ (민간 투자사) 투자 및 보육 능력을 갖춘 민간 창업지원 전문기관
※ 민간 투자사에서는 최소 3명 이상의 내부인력이 사업에 참여(단 전문엔젤의 경우 투자 및
보육 등의 경험을 갖춘 외부 전문가를 참여인력으로 활용 가능)
`
◈ 엑셀러레이터 : 엑셀러레이터 리더스포럼 회원사, NIPA K-Global 엑셀러
레이터 육성 및 SW전문창업기획사 사업, TIPS(중기청), 연구개발진흥특구재단 등
정부지원 사업 수행 기관
◈ 엔젤클럽 : 회원이 10명 이상인 클럽에 소속된 3명 이상의 투자자(3명중 최소
1명 이상은 적격투자실적을 보유해야 함)
◈ 개인투자조합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결성되었으며
적격투자실적을 보유한 조합원이 1인 이상 소속된 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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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K-Global Re-Startup 민간투자 연계 지원
다. 신청자격 및 제외대상(계속)
◈ 벤처캐피탈 : 창업투자회사(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금융회사
(조합), 외국투자기관
◈ 창업보육센터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7항에 따라 창업자에게 시설·장소를
제공하고 경영·기술 분야에 대하여 지원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장
◈ 전문엔젤 : 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전문엔젤 인가를 받았으며, 사업공고일
`
기준으로 전문엔젤 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자
◈ 선도벤처 : 사업공고일 기준 벤처 인증을 받은 기업이거나, 선도벤처 연계
지원 사업(중기청) 수행 기관
◈ 기술지주회사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산학연
협력기술지주회사,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에 의한 신 기술창업
전문회사,｢기술의이전및사업화촉진에관한법률」제21조의3에의한기술지주회사
◈ 기술사업화 전문회사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12조에
의한 사업화 전문회사

1. K-Global Re-Startup 민간투자 연계 지원
다. 신청자격 및 제외대상(계속)
□ 신청자격
ㅇ (재도전 기업) ICT・융합 분야의 기업 운영 및 폐업 경험 보유자가
참여중인 창업기업(단, 시제품 이상 보유)
① 재도전 기업인이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또는
예정)
`
② 재도전 기업인이 회사의 (공동)대표로 참여(예정)인 기업
③ 재도전 기업인이 회사의 지분을 30% 이상 보유
* 재도전 기업인 : 폐업한 회사(개인사업자 포함)의 대표이사로 6개월 이상
재직한 경험이 있는 자
※ 퇴직 또는 EXIT(인수합병, 기업공개) 경험을 보유한 창업자도 재도전 기업인으로 인정하며,
금년도 지원 대상 기업 수의 20% 내외에서 선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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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K-Global Re-Startup 민간투자 연계 지원
다. 신청자격 및 제외대상
□ 제외대상
ㅇ 재도전기업이 신청한 동일 사업아이템으로 정부의 자금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ㅇ 접수마감일 현재 재도전기업, 기업의 대표자 및 총괄책임자가
`
아래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 재도전기업, 기업의 대표자 및 총괄책임자가 정부지원 사업 참여
제한 등 제재조치를 받고 있는 경우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규제중인 채무불이행자 및 기업
*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거나 파산면책 선고자는 신청 가능

1. K-Global Re-Startup 민간투자 연계 지원
다. 신청자격 및 제외대상
□ 제외대상
- 국세, 지방세 등 체납으로 규제중인 기업
* 단, 접수마감일 이전에 세금을 완납하거나 관할 세무로부터 분납확약을 받은
경우 신청 가능

- 청산절차 등록기업

`

- 전국은행연합회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른 금융질서 문란자
* 제외대상 여부는 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하며, 지원 대상에 선정된 이후, 아래 해당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협약 취소, 사업비 환수, 참여 제한 등 제재 조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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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K-Global Re-Startup 민간투자 연계 지원
라. 지원규모 및 선발 방법
□ 지원규모 : 50억(25개사 내외)
□ 선정방법
ㅇ 재도전 기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전문가들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서류 및 대면 평가 실시
* 벤처 재도전 관련 유관기관, 신보, 기보,
` 은행권, VC 등으로 구성
- 서류 평가 : 재도전 기업 제출 서류만 평가
- 대면 평가 : 민간투자사는 재도전 기업의 보육 계획, 재도전 기업은 사업 수행 계획 발표

ㅇ 심의위원회에서 지원 대상 기업 및 정부매칭 금액을 최종 결정

1. K-Global Re-Startup 민간투자 연계 지원
마. 신청 방법 및 일정
□ 신청/접수 기간
ㅇ 2015.6.15(월) ～ 7.15(수), 17:00까지
※ 접수시간 이후에는 접수 불가, 반드시 접수기간(시간) 준수 요망

□ 신청방법
`
ㅇ 신청서 양식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홈페이(www.nipa.kr)내
‘사업공고’란을 확인 후 해당서류 일체를 다운로드

ㅇ 재도전 기업은 홈페이지 내(하단위치) “전산접수” 란에서 신청하며
민간 투자사는 이메일(restartup@nipa.kr)로 제출
※ 동일 과제이나 민간 투자사와 재도전 기업이 각각 신청해야 함

ㅇ 안내에 따라 필요정보 입력, 사업수행계획서 및 기타 부속서류 업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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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K-Global Re-Startup 민간투자 연계 지원
바. 유의사항
□ 민간 투자사
ㅇ 민간 투자사(대표, 사업 총괄책임자)가 재도전기업(대표, 임원 등)과
특수 관계인 경우 불인정
* 특수 관계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특수관계인의 범위)

ㅇ 민간투자유치 선정 기업 과제수행 중 민간투자액의 회수
`
(상환) 또는 매매(양도) 불가

1. K-Global Re-Startup 민간투자 연계 지원
바. 유의사항(계속)
□ 재도전 기업
ㅇ 고의부도, 회사자금 유용, 사기 등 사업에 참여하는 재도전기업인의
불순한 폐업 사유가 사후 적발 시 협약 취소, 사업비 환수, 향후 정부.
지원 사업 참여 제한 등의 조치 실시
ㅇ 총괄책임자 및 참여인력이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본 사업, 기관
`
고유 사업 및 타 정부 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이 총 100%를
초과하는 인력은 참여 불가
ㅇ 사업비 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정부지원금 출납 관리를 위한
법인 명의의 신규 통장 개설 및 별도 계정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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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K-Global Re-Startup 민간투자 연계 지원
사. 통합 성과관리
ㅇ K-Global 프로젝트 수혜 기업(가)/기관은 사업 수행 이후 2년간
통합 성과관리를 위한 성과 기초자료 제출 협조의 의무가 있음
* 매출액, 종업원 수, 투자유치금액, 특허·상품·디자인 출원 및 등록 건수 등

아. 안내 및 문의처
.

`

ㅇ 주관기관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글로벌창업팀
- 담당자명 (043-931-5557), restartup@nipa.kr
* 전산접수 문의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정보서비스팀 (042-612-8975∼6)

1. K-Global Re-Startup 민간투자 연계 지원

FAQ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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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K-Global Re-Startup 민간투자 연계 지원
Q1. 민간투자사 또는 재도전 기업이 단독으로 지원할 수 있나요?
A. 아니오. 반드시 민간 투자사와 재도전 기업이 함께
지원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① 2015년 1월 1일 이후 민간 투자를 유치한 재
도전 기업이 기 투자사 와 함께
` 지원하거나 ② 현재 재도전
기업에 대한 투자 논의가 진행되고 있어 투자 확약이 가능
한 상태에서 민간 투자사가 재도전기업과 함께 지원하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1. K-Global Re-Startup 민간투자 연계 지원
Q2. 현재 타 정부 지원사업을 통해 자금 지원을 받고 있는데
이 사업에 신청이 가능한가요?
A. 아니오. 현재 동일 아이템으로 정부의 자금 지원을
받는 경우 본 사업에 신청이 불가합니다.
•

본 사업과 유사한 정부의 자금지원 사업에는 중기청의 TIPS, 투자연계 멘
`
토링 지원 과제, 전문엔젤 주도형 고급기술
창업 프로그램 등이 있으며,
미래부 사업의 경우 중복수혜 가이드 맵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단 위 사업과 별개로 본 사업의 참여를 위해 추가 투자가 집행되는 경우는
참여가 가능합니다.

•

기타 유사 중복 문의는 사업 담당자의 이메일 또는 유선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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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K-Global Re-Startup 민간투자 연계 지원
Q3. 금년도에 서로 다른 민간 투자사로부터 2건 이상의 투자를
받은 경우 각 투자금액을 합산하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
A. 네. 이 경우 민간 투자사들이 컨소시엄 형태로 사업을
신청하며 각 투자사에는 1명 이상의 인원이 재도전 기업
보육을 위한 인력으로 반드시 사업에 참여해야 합니다.
•

`
단 투자금액의 총 합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도 정부에서 매칭 지원 가능한
금액은 최대 3억원 입니다.

2. K-Global 스타트업 엔진
가. 프로그램 목적
□ 국내 유망 스타트업이 해외 유수 엑셀러레이터 보육 프로그램에 선발되도록
공동으로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성공적인 글로벌 진출 촉진
< 해외 파트너 엑셀러레이터 현황 >
엑셀러레이터

국가

Techstars

미국

500 Startups

엑셀러레이터

국가

Startup Sauna

핀란드

미국

Open Network
Lab

일본

Seedcamp

영국

China accelerator

중국

Startup
Bootcamp

네덜란드

Alchemist
accelerator

미국

`

* 해외 엑셀러레이터와 협의에 따라 일부 변동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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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K-Global 스타트업 엔진
나. 프로그램 주요 내용
□ 역량 강화 과정(Pre-accelerating)
o 공통과정 : 해외 엑셀러레이터 졸업 기업인 초청 특강을 통해 스타트업의
해외 보육 프로그램 참가 경험 공유
o 심화과정 : 해외 엑셀러레이터 운영진을 초청하여 프로그램, 관심 분야,
성과 등 정보제공 및 팀별
` 일대일 인터뷰 기회 제공
□ 분야별 멘토링
o 스타트업의 제품 및 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비즈니스 전략, UI/UX 디자인,
제품 개발 등 분야별 멘토단을 운영하여 스타트업의 애로요소 진단 및
해결 방안 제시
* B2G 법률, 회계, 투자, 컨설팅 프로그램 활용 가능

2. K-Global 스타트업 엔진
나. 프로그램 주요 내용
□ 데모데이 및 네트워킹
o 데모데이 : 참가팀의 제품 및 서비스 IR 피칭, 해외 엑셀러레이터 운영진이
심사위원으로 참석하여 스타트업 평가하여 선발
o 네트워킹 : 참여 스타트업간 네트워킹, 최종 선정팀 발표
`

* 우승팀에게 3천만원의 Scholarship 지원 (현지 프로그램 참가에 필요한 항공비 및 체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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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K-Global 스타트업 엔진
다. 신청자격
□ 글로벌 시장을 목표로 하는 국내 ICT분야 스타트업
o 해외 엑셀러레이터 보육 프로그램 참가를 목표로 하는 스타트업
o 다국적 팀 구성원의 경우, 한국 국적의 공동 창업자가 1인 이상 포함된 팀
o 자체 서비스 혹은 상품(베타 이상) 보유 창업 5년 미만의 팀
`

o 지원 당시 개인사업자 등록 또는 법인 설립 완료된 팀
o 영어로 피칭(프리젠테이션) 및 의사소통이 가능한 팀

2. K-Global 스타트업 엔진
라. 지원규모 및 선발 방법
□ 지원규모 : 글로벌 시장을 목표로 하는 국내 ICT분야 스타트업 총 40팀
□ 선발방법
o 공개모집을 통해 서류 및 발표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20팀 선정
`

o 창조경제혁신센터 우수기업, K-Global 프로젝트 내 공모전 및 경진대회
수상팀을 대상으로 추천받아 서류평가만으로 20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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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K-Global 스타트업 엔진
마. 신청 방법 및 일정
□ 신청/기간 : 7월 1일(수)~7월 22일(수) 18:00까지
□ 신청 방법 : K-Global 스타트업 엔진 웹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접수
* 7월 1일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홈페이지(www.nipa.kr) 공지사항에 접수처 별도 공지 예정

□ 일정

`

2. K-Global 스타트업 엔진
바. 안내 및 문의처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글로벌창업팀
o 임형규 팀장 (043-931-5550) hklim@nipa.kr
o 안지혜 선임 (043-931-5553) ahnjih@nipa.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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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K-Global 스타트업 엔진
사. FAQ
Q. 데모데이 합격팀으로 선발 된다면 상금은 정산이 필요한가요?
A. 정산은 불필요하나, 해외 보육 프로그램 참가 이후 활동 보고서를 제출
해야 합니다.
Q. 해외 엑셀러레이터가 같은 스타트업을 선발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나요?
A. 해당 스타트업이 참가하고 싶은 해외 엑셀러레이터를 선택합니다.
`

Q. 창조경제혁신센터 우수기업은 어떻게 선발하나요?
A. 유관기관의 추천을 받아 발표 평가 없이 해외 엑셀러레이터 운영진의
온라인 서류 평가만으로 선발 예정입니다.
Q. 합격팀으로 선정된다면, 해외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지원하나요?
A. 해외 엑셀러레이터 정규 프로그램에 참가하여 현지 스타트업, 멘토,
투자자 등 교류 기회를 제공 받습니다.

3. K-Global 창업 멘토링
가. 프로그램 목적
· 벤처1세대의 성공과 실패의 값진 경험과 노하우를 활용, 창업초기/재도전
기업 및 대학창업동아리에게 창업의 위험요소를 줄이고 성공의 확률을
높일 수 있도록 상시 멘토링 지원섿

나. 프로그램 주요내용
`

· 지원분야 : 창업초기/재도전기업 및 대학창업동아리를 대상으로 전담
멘토링, 실전창업교육, 네트워팅 지원, 글로벌연수 지원 등
· 지원대상 : 총 78개社(팀)
※ 창업초기/재도전기업(51개社), 대학창업동아리(27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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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K-Global 창업 멘토링
나. 프로그램 주요내용(계속)
(1) 전담멘토링
- 상/하반기 공모를 통해 선발된 전담멘티 대상 멘토링
- 전담멘티 : ICT 및 과학기술 분야의 기술력과 시장성을 갖춘 창업
초기/재도전기업 및 대학창업동아리
`
* 선발시기 : 1월, 6월 (연2회)
* 선발대상 : 창업초기/재도전기업 100개사
대학창업동아리 50개팀
※ 멘토링 성과평가를 통해 우수 멘티에게 글로벌 파트너쉽 체결지원
프로그램 참여 및 글로벌 진출 컨설팅 기회 제공

3. K-Global 창업 멘토링
나. 프로그램 주요내용(계속)
(2) 멘티 실전창업 교육
- 대학창업동아리 등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미국 FastTrac(카우프만
재단)의 창업교육(PEV) 실시
- 창업초기/재도전기업을 대상으로
` 기술창업에 초점을 맞춘 테크벤처
(Tech Venture)교육 실시
* 교육시기 : 3월, 5월, 9월, 10월 (연4회)
* 교육대상 : 창업초기/재도전기업 『TechVenture - 100개사』
대학창업동아리 『PEV - 50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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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K-Global 창업 멘토링
나. 프로그램 주요내용(계속)
(3) 네트워킹 지원
- 데모데이 : 멘토링을 지원한 멘티 기업(팀)과 엔젤투자자, 벤처캐피탈,
엑셀러레이터 등 투자자와의 만남의 장 마련(7, 12월)
* 창업기업(멘티)은 IR(Investor` Relations, 사업계획발표)을 통해
우수 멘티 기업(팀)의 포상, 투자 상담 및 기업홍보 기회 부여
- 네트워킹&멘티프렌즈 데이 : 청년창업가와 선배 벤처기업인, 투자자
등이 참여하여 창업에 관한 정보교류 및
협력방안 플랫폼 제공(4월, 9월)

3. K-Global 창업 멘토링
다. 신청자격
· 창업초기기업 : 업력 3년 이내의 기업인
(단, 바이오 등 R&D 기간이 긴 업종은 업력 5년까지 인정)
· 재도전기업 : 창업경험을 보유한 실질적 경영 참여자로서 재창업을 준비
중인 자
· 대학창업동아리 : 창업에 대한 명확하고
뚜렷한 의지가 있으며 1년 이내의
`
창업을 목표하는 자

라. 지원규모
· 지원규모 : ’15년 하반기 선발 인원 (총 78개사/팀)
- 창업초기/재도전기업(51개사), 대학창업동아리(27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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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K-Global 창업 멘토링
마. 선정방법 및 평가기준
· 선정방법 : 공모 후 2단계 평가(서류, 면접) 진행
· 평가기준
- 창업초기/재도전기업
평가항목

세부평가내용

사업계획 및 ▪사업계획의 우수성
비즈니스우수성
▪성장 가능성 (해외진출 가능성 포함)
(40%)
창업기업성과
(40%)
참여동기
(10%)

- 대학창업동아리
평가항목

`

▪주요 경영성과

세부평가내용

사업계획 및
비즈니스우수성
(40%)
동아리 활동
(40%)

▪주요 활동성과 (유‧무형 수상실적, 유‧무형 자산
보유현황)

참여동기
(10%)

▪참여동기의 적절성

멘토링 신청
분야의 적합성 ▪멘토링 신청분야의 적합성
(10%)

▪사업계획의 우수성
▪창업시 성장 가능성 (해외진출 가능성 포함)
▪동아리 활동 정도
▪주요 활동성과 (유‧무형 수상실적, 유‧무형
자산보유현황)
▪참여동기의 적절성

멘토링 신청
분야의 적합성
(10%)

총 계(100%)

▪멘토링 신청분야의 적합성

총 계(100%)

3. K-Global 창업 멘토링
바. 신청방법
· 신청/접수 기간 : 2015. 6. 1(월) ~ 6.14(일) 18:00까지
· 접수방법 : 우편접수 또는 스캔 후 이메일 전송
* 서울 마포구 월드컵북로 396, 누리꿈스퀘어 비즈니스타워 20층
K-ICT창업멘토링센터
* 이메일 : mentee@gomentoring.or.kr

`

· 제출서류 : 멘티 등록신청서
대학창업동아리

창업초기/재도전기업
①

창업초기/재도전기업용멘티등록신청서1부

②

멘티 사업계획서 1부

①

대학창업동아리멘티 등록신청서 1부

③

개인정보 제공·이용 동의서 1부

②

개인정보 제공·이용 동의서 1부

④

법인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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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K-Global 창업 멘토링
사. 추진절차 및 일정
전담멘티
선발

멘티
오리엔테이션

전담 멘토링
(약 6개월)

교육 및
네트워킹 지원

글로벌
파트너쉽
체결지원

’15년 6월

6월 4주

7월∼12월

9월, 10월

12월

아. 유의사항
`

· 허위자료 제출 및 기타 위반사항이 발생한 경우 멘티 자격을 상실할 수
있음

자. 안내 및 문의처
· K-ICT창업멘토링센터 / mcshin@koef.or.kr / 02-2038-4570,4574

3. K-Global 창업 멘토링
차. FAQ
1. 자금지원/입주공간 지원 되나요?
- K-Global 창업멘토링 사업은 벤처1세대를 활용한 멘토링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직접적인 자금지원 및 입주공간(시제품 제작공간 등)은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다.
2. 전담멘토링은 어떤식으로 진행되나요?(어디서 / 주 몇회 이루어지는지)
`
- 주 1회 이상 전담멘토의 멘티기업방문(기타외부지역)
또는 멘토링센터 내에서
멘토링이 진행됩니다.
3. 전담멘티 혜택은?
- 전담멘티는 연간 2회 선발하며, 전담멘티 선정 시 전담멘토와 1대1 매칭을 통해
6개월간 집중 멘토링이 이루어집니다. 또한 K-ICT창업멘토링센터에서 실시
하는 멘티 실전창업교육(PEV, Tech Venture), 네트워킹&멘티프렌즈 데이,
투자설명회 및 우수 멘티로 선정 시 글로벌 파트너쉽 체결지원 등 다양한 프로
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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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K-Global 본투글로벌 국내 데모데이
가. 프로그램 목적
•

유망 기술 및 아이디어를 보유하고 있는 ICT 분야 Start-up 및 예비
창업자에게 투자유치 기회를 제공하여 글로벌 진출 기반 제공

나. 프로그램 주요 내용
`

•

2차(8월), 3차(10월) 국내 데모데이 운영
1단계

2단계

⇨

사전교육

데모데이

IR전문

IR설명회
네트워크시간

피칭교육

4. K-Global 본투글로벌 국내 데모데이
나. 프로그램 주요 내용
•

추진 절차 및 일정
§ 2차(8월) 국내 데모데이
1단계
데모데이 신청

2단계

⇨

데모데이 선정

3단계

⇨

IR 피칭 교육

4단계

⇨

2차 국내 데모데이

5단계

⇨

사후관리

K-ICT본투
글로벌센터

K-ICT본투
글로벌센터

K-ICT본투
글로벌센터

K-ICT본투
글로벌센터

K-ICT본투
글로벌센터

’15년 7월

7월

7월4주

8월4주

∼12월

`

§ 3차(10월) 국내 데모데이
1단계
데모데이 신청

2단계

⇨

데모데이 선정

3단계

⇨

IR 피칭 교육

4단계

⇨

3차 국내 데모데이

5단계

⇨

사후관리

K-ICT본투
글로벌센터

K-ICT본투
글로벌센터

K-ICT본투
글로벌센터

K-ICT본투
글로벌센터

K-ICT본투
글로벌센터

’15년 9월

9월

9월4주

10월4주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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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K-Global 본투글로벌 국내 데모데이
다. 신청자격 및 제외대상
•

신청자격
§ (기업) 설립 7년 미만의 ICT 분야 Start-up 및 예비창업자
§ (신청분야) Fintech, Security, IoT, Wearable, VR/AR, AdTech,
Mobile Commerce, Mobile platform

•

제외대상
§ 국가연구개발 사업의 정산환수금, 기술료 미납 기업 종사자
§ 접수 마감일 현재 신청인의 소속기업, 대표자, 신청자 본인이 참여
제한의 적용을 받는 경우

`

4. K-Global 본투글로벌 국내 데모데이
라. 지원규모 및 선발 방법
•

지원규모
구분

2차 국내 데모데이

3차 국내 데모데이

일정

2015.8.27

2015.10.29

선발업체수

15개 내외

15개 내외

`

•

선정 절차 및 기준
§ 1차 서면평가 : 적격성, 사업성, 기술성, 수행 역량 등
§ 2차 대면평가 : 글로벌 사업성(40%), 기술적 우수성(30%), 업체
역량(30%) 등 3개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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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K-Global 본투글로벌 국내 데모데이
마. 신청 방법 및 일정
•

•

•

신청 접수 기간
구분

2차 국내 데모데이

3차 국내 데모데이

접수 기간

2015.7.1∼2015.7.15(17:00)

2015.9.1∼2015.9.15(17:00)

접수 방법
`
§ 이메일 접수(biz@born2global.com)로 사업신청서 및 IR 요약서
제출
§ 이메일 신청시 [국내지원]을 이메일 제목에 표기
제출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 제공 이용 동의서/ 요약 IR

4. K-Global 본투글로벌 국내 데모데이
바. 유의사항
•

신청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누락한 경우 선정 취소할 수 있음

사. 통합 성과관리
•

K-Global 프로젝트 수혜 기업(가)/기관은 사업 수행 이후 2년간 통합
성과관리를 위한 성과 기초자료 제출 협조의 의무가 있음(매출액, 종
업원 수, 투자유치 금액 등)
`

아. 안내 및 문의처
•

주관기관 : K-ICT 본투글로벌센터 글로벌사업팀
§ 임영철매니저(02-2132-2205, tlim@born2glob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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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K-Global 본투글로벌 국내 데모데이
FAQ
Q : 국내 데모데이를 통해 자금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인지?
A : 직접 자금을 지원하지 않고 투자자에게 피칭할 기회 및 네트워킹 제공
Q : 국내 데모데이에 참여하는 투자기관은 어디인지?
A : 엔젤투자자, 엔젤클럽, 벤처캐피탈 등이 참여함
`

Q : 데모데이 전에 교육 등이 이루어지는 지?
A : 데모데이 전까지 1:1 피칭 교육으로 발표 전략 및 투자관련 전략 등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짐
Q : 데모데이에 참여하기 위한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
A : 창업자 및 예비 창업자들을 대상으로 창업 후 7년 이내 ICT 기업이 대상

5. K-Global 해외 컨설팅·IR 지원
가. 프로그램 목적
•

ICT 분야 국내 스타트업과 벤처 기업이 글로벌 창업 및 해외 진출시,
겪는 주된 애로사항인 법률, 틀허 , 회계, 해외 마케팅 등에 대한 전문
적인 컨설팅 서비스 제공

•

국내 스타트업 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 및 현지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
해외 데모데이 기회 제공

•

기술성 및 사업성의 잠재력이 높은 스타트업을 발굴하여, 집중 지원함
으로써, 해외 진출을 위한 역량 강화

24

2015-06-11

5. K-Global 해외 컨설팅·IR 지원
나. 프로그램 주요 내용
•

•

지원 방식
§ 선발된 기업에 K-ICT Born2Global 센터의 무료 In-House 컨설
팅 및 외부 GP 컨설팅 집중 지원
- 우수 기업에 현지 투자 설명회 참가 연계 지원
지원 내용
§ 상담 및 내부컨설팅 상시 지원
§ 외부 컨설팅 파트너 기관을 통한 전문 컨설팅 비용 지원
§ 해외 투자설명회 (K-Global Connect)지원

5. K-Global해외 컨설팅·IR 지원
• 서비스 지원 절차
§ 컨설팅 서비스 지원 절차
신청/선정
지원업체
선정·평가

내부상담

서비스의뢰

신청업체와
→

파트너매칭
상담/협의

→

서비스 신청
컨설팅 의뢰

견적/선금

→

견적제출
분담금선납

결과관리

계약/지급

서비스수행
→ 결과물제출

결과검수
→

청구(서)

지출증빙
대금지급

§ 해외 투자설명회 지원 절차
`
신청/선정

사전교육 및 Pitching

현지IR 개최

사후관리

- 현지VC, 엔젤등
컨설팅 선정업체 및
추천

투자사의Needs에
→ 부합하는Pitching
교육
- 1:1 컨설팅 제공

- 지속적인투자모니터링

- 현지 리허설 및
→ IR발표
- 네트워킹 연계

→

연계
- 법률 등 추가적인
컨설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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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K-Global 해외 컨설팅·IR 지원
• 분야별 세부 서비스 내역
법률

특허

서비스 항목

서비스 항목

회계

마케팅

서비스 항목

서비스 항목

회계

전략 수립

시장조사,

해외현지
법인설립

해외특허출원

해외사업계약서

`

검토 및 법률자문

마케팅 현지화
세무

IP 위험 관리

글로벌 마케팅

법적 위험관리
기업가치평가
투자자문 및

IP R&D 전략

인수합병 법률검토

컨설팅

크라우드 펀딩
마케팅

기타

사업 개발

ø 선정된 업체 중 컨설팅 이후 해외 데모데이 참가기업 선별 예정
- 사전 교육 및 피칭, 해외 데모데이 및 네트워킹 참가 지원

5. K-Global 해외 컨설팅·IR 지원
• 분야별 지원역량
법률
내부
전문가

특허

회계

마케팅
미주마케팅

국제변호사

변리사

회계전문가
아주마케팅

`
외부
파트너

법무법인
21개사

특허법인
21개사

회계법인
17개사

국내 9
해외 12

국내 13
해외 8

국내 9
해외 8

마케팅전문사
31개사
국내 17
해외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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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K-Global 해외 컨설팅·IR 지원
• 추진 절차 및 일정
공고/신청
홈페이지 및
미디어
6/1~6/16

심사/선정

→

서면 및 대면
평가

서비스 착수

→

계약/착수
자부담납입

6/17~7/10

• 사업기간

~8/14

수행/결과

→

과제진행 및
결과제출
~10/20

지급/완료

→

검수 및 대금
지급
~11/30

`

§ 2015년 7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0일까지

5. K-Global 해외 컨설팅·IR 지원
다. 신청자격 및 제외대상
•

신청자격
§
§
§

•

모집분야
§

•

ICT 융합분야 글로벌 창업 미 해외진출 (예정) 기업
법인은 3년 내 매출 100억 이하, 종사자 수 299명 이하 중소 벤처기업
창업 7년 이내 법인/개인 사업자 및 1년 이내 창업가능 예비창업자
`
IoT/Wearable, 클라우딩컴퓨팅, Fin Tech, mobile App/device, 게임/
디지털콘텐츠,정보보안, 전기전자/부품,Big 데이터,3D프린팅,스마트헬
스, 소셜미디어, E-커머스,엔터프라이즈S/W,바이오,나노

제외대상
§
§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자(기업)
타 공공기관의 글로벌 창업 관련 동일/유사한 컨설팅 서비스 지원 사업에 당해 선
정되어 사업 수행 중/완료자는 중복성을 고려 지원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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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K-Global 해외 컨설팅·IR 지원
라. 지원 규모 및 선정방법
•

지원규모
- 2차 (하반기) 50개 내외 업체 선발

•

선정 절차 및 기준
§ 1차 서면 평가: 적격성, 사업성, 기술성, 수행역량
`
§ 2차 대면 평가:글로벌 사업성,기술적
우수성,업체역량

•

최종 선정 및 통보
§ 평가결과 (예비)창업자를 최종 선정 후 개별 통보

5. K-Global 해외 컨설팅·IR 지원
마. 신청 방법 및 일정
•

신청/접수 기간 : 2015.06.01(월)~06.16(화) 17:00까지

•

접수방법- 홈페이지(www.born2global.com)에서 신청서 다운로드
후, 신청서 및 추가 자료 등 이메일(info@born2global.com)송부

•

제출서류

`

no

제출서류 목록

1

▪K-Global 해외 컨설팅·IR 신청서 1부

2

▪개인정보 제공 이용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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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K-Global 해외 컨설팅·IR 지원
바. 유의사항
•

멤버사 선정 직후, 신청/의뢰 및 컨설팅 서비스 수행이
가능한 업체 지원 예정

•

지원사업 신청서 제출 시 분야별 신청 세부내역을 작성한 분야에
한해서만 서비스 지원예정
`

•

한정된 예산 내에서 서비스의 필요성에 따라 1차 멤버사와 2차 멤버사
중 수행계획 수립 및 업체부담금을 먼저 납입한 멤버사에 대해서 우선
적 지원 예정

5. K-Global 해외 컨설팅·IR 지원
사. 통합 성과관리
•

K-Global 프로젝트 수혜 기업(가)/기관은 사업 수행 이후 2년간 통합
성과관리를 위한 성과 기초자료 제출 협조의 의무가 있음
(매출액, 종업원 수, 투자유치 금액 등)

아. 안내 및 문의처
•

`

주관기관 : K-ICT 본투글로벌센터 글로벌사업팀
§ 전화:02-2132-2222(대표전화), 02-2132-2205,
info@born2glob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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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K-Global 해외 컨설팅·IR 지원
FAQ
Q: 지난 지원사업에 선정되었던 업체의 중복 지원 여부?
A: 2015년도의 사업내용이므로 중복지원 상관없이 지원 가능.
Q: 컨설팅 신청 분야는 최대 3분야까지 신청 가능한가?
A: 컨설팅 신청은 모든 분야(법률,특허,회계,마케팅)가능.
(단, 한 분야 최대 2000만원, 4개 분야 전부 지원 시 최대 6000만원 지원가능, 조기 예산 소진 시
지원불가)

Q: K-Global Connect의 경우 , 지원 신청서 상에 선택 항목이 없던데 지원희망 할 경
`
우?
A: 2기 멤버사 선정 후 별도 공지가 나갈 예정.
Q: 컨설팅 지원 업체 자체분담금이란?
A: 각 업체는 서비스 착수 전 서비스 제공할 컨설팅 파트너사에 컨설팅 비용(20~30%
자체분담금)을 선납하고 나머지 소요비용(70~80%)이 차등 지원
Q: 중기청 등 타정부기관과의 중복지원 가능 여부
A: 글로벌 진출을 위한 컨설팅 사업이면서 동일분야 유사한 컨설팅 일 경우 중복 간주
하여 신청이 불가(예 : 타기관 마케팅 수행, B2G 법률 서비스 지원일 경우 가능)

6. K-Global 해외창업 아카데미
가. 프로그램 목적
•

스타트업의 전문성 함양

•

법률, 마케팅, 회계, 투자, IR기법 등 창업 전분야 교육

•

분야별 전문가 및 투자자 등과 네트워크 형성 기회 제공

•

K-ICT본투글로벌센터와 교육생의 장기적 관계 형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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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K-Global 해외창업 아카데미
나. 프로그램 주요 내용
•

기업가정신 함양 및 전문성 강화 교육

•

종합 교육 프로그램을 지향

•

실습 위주의 교육 진행
`
§ 사업계획서 작성, 피칭 지도 등

•

글로벌 비즈니스 실무 지식 및 기술 동향

•

글로벌 진출 전략 수립 등

6. K-Global 해외창업 아카데미
나. 프로그램 주요 내용
구분
스타트업
플래닝

스타트업
매니지먼트

사업 확장 전략

회차

주제

1주

비즈니스 캔버스 작성 및 활용

2주

사업 계획서 작성법

3주

벤처 투자 및 투자 유치 프로세스 이해

4주

스타트업 CEO meeting

5주

세무 회계 상식
`

6주

브랜딩 PR UX전략

7주

법률 상식

8주

특허 관리 및 자금 조달 방법

9주

피칭 전략과 실습

10주

가상 피칭 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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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K-Global 해외창업 아카데미
다. 신청자격 및 제외대상
•

신청자격
§ 글로벌을 지향하며 사업계획이 구체화된 ICT 스타트업
§ 실무 교육이 필요한 스타트업이나 예비 창업자

•

제외대상
`
§ 중복 수혜자
§ 제조 및 컨텐츠 기반 스타트업
§ 사업 계획이 구체화되지 않은 창업자

6. K-Global 해외창업 아카데미
라. 지원규모 및 선발 방법
•

최대 30명 이내

•

1차 서면평가
§ 적격성, 사업성, 기술성, 수행역량 등 4개 항목
§ 1.5배수 선정
`

•

2차 대면평가
§ 글로벌 사업성, 기술적 우수성, 업체 역량 등 3개 항목

•

평가 결과 개별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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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K-Global 해외창업 아카데미
마. 신청 방법 및 일정
•
•

신청 기간 : 2015.8.3~8.17(2주)
추진 일정
1단계

2단계

홈페이지
사업공고

접수
및 평가

15년 6월

8월 1~2주

`

3단계

4단계

교육 진행

평가 발표회

8월 4주

10월

6. K-Global 해외창업 아카데미
바. 유의사항
•

출석률 80% 이하일 경우 수료 불인정

사. 통합 성과관리
•

K-Global 프로젝트 수혜 기업은` 사업 수행 이후 2년간 통합 성과 관리
를 위한 성과 기초자료 제출 협조 의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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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K-Global 해외창업 아카데미
아. 안내 및 문의처
•
•
•
•

K-ICT 본투글로벌센터 글로벌사업팀
이인정 매니저
02-2132-2224
alee@born2global.com
`

6. K-Global 해외창업 아카데미
FAQ
Q : 아카데미 강의 구성 기준은?
A : 창업부터 사업 운영 및 확장 전략 수립까지 사업 운영 진행에 맞춰 구성
Q : 대면 평가 방식은?
A : 사업 설명 프레젠테이션으로 진행(5분 피칭 후 5분 Q&A)
`

Q : 아카데미를 통한 기대 효과는?
A : 스타트업 운영에 필요한 실무 지식(법률, 마케팅, 회계, 투자, IR기법)
습득 및 과 각 분야 전문가, 투자자, ICT 스타트업과의 네트워킹
Q : 아카데미를 수료하면 따르는 이점은?
A : B2G 멤버사 선정에 가점을 드리며 향후 열리는 세미나 등에 우선 초청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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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K-Global ICT유망기술개발지원 (시장친화적SW R&D 지원)
가. 프로그램 목적
투자자의 시장 선별 및 글로벌화 인큐베이팅 능력을 기반으로 과제를 선별하여 글로벌
시장을 공략할 경쟁력 있는 SW 기업 육성을 위한 시장친화적 R&D 지원

나. 프로그램 주요 내용
o 투자연계형 MOS 기술개발 : 투자자로부터 기투자 또는 투자 확약한 SW 중소·중견·벤처

기업의 우수 R&D 제안 과제 지원
(중소, 중견기업) 투자자가 기투자 또는 투자를 확약한 SW 중소‧중견기업이 제안한 우수 R&D 과제 지원
*지원자격 : 투자자로부터 정부출연금(신청금)의 20%이상 민간 투자를 유치한 경우
*투자자 : VC, 전문엔젤, 창업투자사, 창업기획사 등 공인된
` 투자자(전문VC나 엔젤투자협회, 개인투자조합 등 회원으로
등록한 자로 등록조건을 충족한 투자자에 한함)
*투자 받은 기업 : 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 기 투자 받은 내역까지 인정
*투자 받을 기업 : 협약 후 1개월 이내에 투자이행 완료
※ 투자계약의 형태 : 신주인수투자계약, 전환사채인수투자 계약, 기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인정하는 투자 계약으로
본 사업 목적의 본질을 훼손하지 않는 투자 계약

(창업기업) 미래창조과학부가 선정한(’13년/’14년) ‘SW전문 창업기획사’ 및 이와 동등한 역량을 가진 SW분야
창업기획사가 인큐베이팅한 우수 기업이 제안한 R&D 과제 지원
* 단, 창업기획사(창업기획사 컨소시엄)도 정부출연금(신청금)의 20% 이상 투자 전제

o 투자비연계형 MOS 기술개발 : 투자자의 투자 여부와 관계없이 SW 중소·중견 기업의 우수

R&D 제안 과제 지원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른 창업자가 창업한 중소기업을 포함

7. K-Global ICT유망기술개발지원 (시장친화적SW R&D 지원)
다. 신청자격 및 제외대상
신청자격
o 중소(벤처) ‧ 중견기업
제외 대상 다. 신청자격 및 제외대상
o 신청과제의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이 기지원, 기개발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라. 지원규모 및 선발 방법

o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
환수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마. 신청주관기관의
방법 및 일정
o 접수마감일 현재 주관기관,
장, 총괄책임자, 참여기관, 참여기관의 장 등이 국가
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o 기업의 부도,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o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o 접수기간 내에 사업계획서의 전산접수 및 기타 서류 제출이 미비한 경우
o 투자연계형 MOS 기술개발 지원대상으로 투자확약서 제출한 기업이 협약 후 1개월 이내
투자금 입금 미완료시 협약 취소 등 계약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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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K-Global ICT유망기술개발지원 (시장친화적SW R&D 지원)
라. 지원규모 및 선발 방법
지원규모

지원분야

과제당 지원내역

사업예산

다. 신청자격
중소·중견기업

45억원

및지원규모
제외대상 총지원기간
연 5억원 이내

라. 지원규모 및 선발 방법

투자연계형

공모
지원방법

15억원
마. 신청
방법연2~3억원
및 일정이내

투자비연계형

45.92억원

합계

105.92억원

연 5억원 이내

기술료

2년 이내
연차평가를 통해 계속
지원여부 결정

창업기업

방식

1년 이내

2년 이내

자유
공모

징수

연차평가를 통해 계속
지원여부 결정

* 사업예산은 지원규모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7. K-Global ICT유망기술개발지원 (시장친화적SW R&D 지원)
선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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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K-Global ICT유망기술개발지원 (시장친화적SW R&D 지원)
평가 기준

투자비연계형
항목

지원 필요성

추진계획 타당성

세부항목
기술개발 필요성/시급성(기술의 경쟁성)
CEO(총괄책임자) 사업화 의지
사전준비성/추진계획 적정성
연구개발 목표 명확성

투자연계형
시장성

기술성

15

15

10

15

15

10

사업화 가능성(타 기술과의 비교)
경제성 및 사업화 가능성

시장진입(매출발생) 가능성

70

20

비즈니스 모델의 경제적 타당성
연구개발 목표의 도전성/혁신성(기술의 우수성)
기술성 및 연구개발
수행능력

추진체계 적정성 및 연구개발방법 창의성

50

40

20

20

총괄책임자/연구팀 능력(기술경험수준)
파급효과

민간투자액, 고용창출 등

7. K-Global ICT유망기술개발지원 (시장친화적SW R&D 지원)
마. 신청 방법 및 일정
신청방법

o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IITP) 사업관리시스템(smart.iitp.kr)에 기본사항을 전산 등록한 후
전산 접수증과 함께, 신청서(사업계획서 및 제출서류)를 우편 또는 인편 접수
- 신청서 제출 마감일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전산 접수증 없이 접수 불가)
- 우편물 표지에 접수번호, 기술분야, 주관기관, 신청과제명, 연락처(핸드폰 번호)를 기재
o 접수 마감일에는 전산 폭주로 인한 접수지연 및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마감일 1~2일
전에 전산 접수 완료 요망
o 전산 등록 시에는 주관기관의 총괄책임자가 사업관리시스템(smart.iitp.kr)에 로그인하여
전산등록(일반사용자 가입 필요)
o 사업신청서 등의 전자파일은 반드시 신청서상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정확하게 작성 후 전산
시스템에 등록 제출
- 사업신청서의 기재사항 허위 작성 시 탈락 또는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37

2015-06-11

7. K-Global ICT유망기술개발지원 (시장친화적SW R&D 지원)
신청 접수 일정
o 접수기간 : 2015. 6. 16. (화) ~ 7. 1. (수) 18시까지
* 온라인(전산접수)과 오프라인(우편접수) 모두 제출 완료하여야 함
*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가 누락되어 불이익 당하지 않도록 주의 요망

바. 유의사항
o 민간투자자가 신청기관(대표, 총괄책임자 등)과 특수관계인 경우 불인정
* 특수관계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련 법률 시행령 제8조(특수관계인의 범위)
o 민간투자방식의 경우 아래 해당사항이 아닌 경우 불인정
투자방식
신주발행
(보통주, 우선주)
전환사채
(CB : Convertible Bond)

개념
유상증자를 통하여 신규 발행된 주식
계약서상 정한 전환가격에 따라 투자금을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채권

o 민간투자유치 선정 기업 과제수행 중 민간투자액의 회수(상환) 또는 매매(양도)를 할 수 없음

7. K-Global ICT유망기술개발지원 (시장친화적SW R&D 지원)
사. 성과관리
o (기술자료 임치) 과제 수행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은 사업수행을 통해 취득한 SW 소스코드 및
디지털 콘텐츠, 제품의 설계도 등의 기술정보를 신뢰성 있는 제3의 기관(한국저작권위원회,
대·중소기업협력재단 등)에 임치하여 저작권자의 폐업·파산 또는 자연재해 등의 경우에도
해당 임치물을 이용하여 결과물을 안정적·계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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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K-Global ICT유망기술개발지원 (시장친화적SW R&D 지원)
아. FAQ
Q. 2015년 K-Global ICT유망기술개발지원사업(4. 1 공고)과 다른 사업입니까?
A. 시장친화적 SW R&D지원 사업은 상기 사업과는 서로 다른 독립적 사업으로 성장단계의 SW
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Q. 투자연계형에서 창업기업 부문은 벤처기업이면 지원이 가능한가?
A. 미래부가 선정한(’13년/’14년) SW전문 창업기획사 및 이와 동등한 역량을 가진 SW분야 창업기
획사가 인큐베이팅한 기업이면 지원 가능합니다.
Q. 참여하는 연구원이 동시 수행할 수 있는 과제 수에는 제한이 없는가요?

`

A. 최대 5개 이내 입니다.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 규정 제20조(연구개발사업계획서 신청)
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 창업기업으로 재무제표 작성이 어려운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접수일 기준으로 창업 2년 미만인 경우 2014년 재무제표만 제출, 2014년 결산이 마무리 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 재무제표를 제출합니다.
Q. GCS 사업 등의 지원과제 내용을 가지고 MOS사업 지원이 가능한가?
A. 지원하는 과제의 내용이 유사 중복이 없는 경우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국가R&D사업관리 시스템
(ntis.go.kr)내의 과제와도 유사 중복성이 없어야 합니다.

8. K-Global 클라우드 기반 SW 개발환경 지원
가. 프로그램 목적
창업 및 벤처기업 등이 쉽게 SW를 개발 및 사업화 할 수 있도록 클라우드 기반
SW개발환경 및 테스트 환경 제공
※ 별도의 비용 없이 SW 개발․구현 → 테스트 → 시범서비스 → 사업화 지원 등 SW 창업․성장 전주기 지원

<클라우드기반 SW개발환경 지원 내용>

`

개발자
ㆍ개인
ㆍ학생

설계
지원

개발환경
제공

One-Stop
창업.성장 지원

기업
ㆍ창업기업
ㆍ중소SW기업

사업화
지원

시범서비스
환경

클라우드기반 SW개발환경
(PaaS플랫폼)
-

오픈소스기반 PaaS 플랫폼
다양한 개발언어, DBMS
상용 API라이브러리
웹IDE

테스트 및 시범서비스
인프라(V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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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K-Global 클라우드 기반 SW 개발환경 지원
나. 프로그램 주요 내용
공개SW 기반 플랫폼 및 인프라 지원 (지원기간 7월 ~ ‘15년 12월 31일)

플랫폼

§
§
§
§

인프라

개발언어(Java, PHP, Ruby, Python, Perl, Node.js),
프레임워크(JBOSS, 전자정부프레임워크 등),
DBMS(Cubrid, MySQL, PostgreSQL 등)
과제당 SW 개발시 필요한 인스턴스(Gear) 5개
* 인스턴스(Gear) 사양 : 메모리 4GB, 디스크 100GB
** 인스턴스(Gear)란 SW가 구동되는 독립된 자원 공간

`

교육

§ 효과적으로 개발환경을 활용할 수 있도록 오프라인 교육 제공 (연2회)

개발된 SW의 테스트 및 시범서비스에 필요한 가상서버(최대 10VM),
스토리지 등 지원 (’16년 1월 부터 6개월간, 1회 한하여 6개월 연장가능)
UX/UI 컨설팅 및 디자인 실무 지원 (모바일, 웹 등)
해외 진출을 위한 글로벌 마켓프레이스 등록지원

8. K-Global 클라우드 기반 SW 개발환경 지원
<참고> 클라우드 기반 SW 개발환경(PaaS) 이란
클라우드기반 SW개발환경(PaaS)란?
몇 번의 클릭만으로 개발서버 환경(WEB, WAS, DB 등)을 손쉽게 구축할 수 있으며,
개발된 SW는 인프라의 종속성 없이 타 서버로 이전이 가능한 플랫폼 서비스
활용절차
`
Java, PHP 등 원하는
개발언어와 DB를 선택하여
서버(어플리케이션) 생성

개발 툴이나 웹IDE를
사용하여 SW를 개발

개발된 SW를 개발툴을
이용하여 서버에 커밋
(자동 빌드 à 자동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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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K-Global 클라우드 기반 SW 개발환경 지원
<참고> 클라우드 기반 SW 개발환경(PaaS) 구성도
제공
대상
인터
페이스

`
플랫폼
서비스

인프라

Java, php, python, node.js,
ruby, Jboss, egov

DB

Broker

monitor

DNS

MySQL, PostgreSQL, Cubrid

Jenkins, cron

VM

VM

VM

VM

VM

VM

VM

VM

VM

VM

VM

VM

VM

VM

VM

VM

VM

VM

VM

VM

…

WEB
Scailing out

Public / Private IaaS

8. K-Global 클라우드 기반 SW 개발환경 지원
<참고> 클라우드 기반 SW 개발환경 지원 언어 및 DBMS
구분

개발언어
( 11종 )

프레임워크
( 2종 )
DBMS
( 6종 )

개발 Tool
( 3종 )

S/W내역

제공 버전

Java

Tomcat 6, Tomcat 7

PHP

PHP 5.3, PHP 5.4

Ruby

Ruby 1.8, Ruby 1.9

Python

Python 2.6, Python2.7, Python3.3

Perl

Perl 5.10

Node.js

Node.js 0.10

Jboss EAP

JBoss Enterprise Application Platform

Egov

EgovFramework 3.0

Cubrid

Cubrid 9.2

MySQL

MySQL 5.1, MySQL 5.5

PostgreSQL

PostgreSQL 8.4 , PostgreSQL 9.2

MongoDB

MongoDB 2.4

Jenkins

Jenkins Client 1.4

Cron

Cron 1.4

Git

Git

비고
JBoss EWS 1.0 / 2.0

`

Build 자동화
배치
형상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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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K-Global 클라우드 기반 SW 개발환경 지원
다. 신청자격 및 선발방법
지원규모

15개 과제 이내
SW 개발환경을 활용하여 SW(App, SaaS, WEB 등) 개발하고
이를 상용화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예비창업자 및 스타트업
기업(3년 미만)이면 누구나 가능
`
신청기업을 대상으로 심사 과정을 거쳐 지원 과제 선정

신청자격

선발방법

※ 서류평가로 진행으로 하며, 필요 시 인터뷰 심사 진행

선발 절차
및
평가기준

전문가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개발가능성, 창의성, 글로벌화,
클라우드 기반 SW 개발환경 적용 가능성 등이 높은 과제 우선 선발

8. K-Global 클라우드 기반 SW 개발환경 지원
라. 신청 방법 및 일정
신청 및 접수 기간
2015년 6월 1일 ~ 6월 21일
접수처 및 접수방법
클라우드 지원센터 홈페이지(http://www.cloudsc.kr) 또는 SW개발환경 홈
페이지 (http://openpaas.cloudsc.kr)
`

홈페이지에서 다운

기업지원>SW개발

받은 신청서를

환경>하단 신청하기

작성하여

버튼 클릭

사업계획서와 함께

신청내용담당자확인

홈페이지에 업로드

(필요 시 전화확인)

파일형태로 저장
※ 제출서류 : 신청서, 사업계획서 (또는 개발기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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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K-Global 클라우드 기반 SW 개발환경 지원
마. 안내 및 문의처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클라우드 지원센터 윤영기 책임
이메일 : please123@cloudsc.kr
전화 : 02-2132-1454

`

8. K-Global 클라우드 기반 SW 개발환경 지원
바. FAQ
Q. 교육은 어떤내용으로 이루어져있나요?
A. SW개발환경(PaaS)를 이용하여 개발서버를 구성하고, 그 위에 SW 빌드/배포,
DB생성, 도메인 포워딩 방법 등에 대한 교육으로 커리큘럼이 구성되어있으며,
연내 상반기(7월), 하반기(9월)로 2회 진행될 예정이며, 자세한 일정은
2주 전에 홈페이지에 공지 및 이메일로 안내드립니다.

`
또한, 기본적인 활용가이드는 개발환경
홈페이지(http://openpaas.cloudsc.kr)
자료실에 올려져있으며, Q&A 게시판이나 고객센터 (help@cloudsc.kr)로도
문의주시면 개별적으로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Q. UX/UI 지원은 인력 파견형태인가요? 아니면 비용지원인가요?
A. 인력파견형태나 비용지원은 아니지만, 내/외부 전문디자이너를 통해 디자인
가이드, 화면 디자인, 코딩 등의 업무지원을 해드리고 있으며, 구체적인
업무지원범위는 선정되신 후 상세 인터뷰를 통해 정해지게 됩니다.

43

2015-06-11

8. K-Global 클라우드 기반 SW 개발환경 지원
바. FAQ
Q. SW개발환경(PaaS)이나 가상서버는 이용요금이 있나요?
A. 아닙니다.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신 기업대상으로 무료로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Q. SW개발환경(PaaS)은 반드시 지원기업으로 선정이 되어야만 사용할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창업지원사업에 선정되지
` 못하셨어도 SW개발환경(PaaS)사이트에
개인개발자 회원으로 가입하시면 간단한 이메일 인증과정만으로 언제든지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개발자용으로 제공되는 인스턴스 용량이 조금 다릅니다.
* 인스턴스(Gear) 사양 : 메모리 1GB, 디스크 10GB의 3개 gear 제공

8. K-Global 클라우드 기반 SW 개발환경 지원
바. FAQ
Q. 지원기간이 종료되면 어떻게 되나요?
A. 저희 지원사업은 SW개발 및 시범서비스를 위해 지원해드리는 사업입니다.
지원기간이 만료되거나 서비스 상용화 시에는 별도의 클라우드서비스로
이전을 하셔야 합니다.
다만, 서비스개발 및 테스트를 위해 사용기간 연장이 필요하실 경우, 별도의
심사나 평가를 통해 추가 지원가능합니다.

`

Q. 개발한 SW를 다른서버로 이전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A. SW개발환경(PaaS)의 경우 오픈소스 솔루션기반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AWS나 goole등 타 PaaS와는 달리 플랫폼의 종속성이 없습니다.
따라서, 소스코드와 DB를 백업하신 후 다른 서버환경에 배포(deploy)하시면
손쉽게 이전이 가능합니다. 또한, SW개발환경(PaaS)에서 지원되는 소스관리
툴인 jenkins를 이용하여 직접 다른 서버에 배포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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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K-Global Startup / 스마트 디바이스 분야
가. 프로그램 목적
웨어러블 디바이스 등 창의적이고 우수한 스마트 디바이스 분야 아이템을 공모전을 통해
발굴하고 시작품개발, 마케팅, 투자, 유통에 이르는 제품 및 사업화 지원과
사후지원을 통해 창업과 벤처 육성을 지원

나. 프로그램 개요 및 진행방식
프로그램개요
명 칭 : 2015 K-Global Startup / 스마트 디바이스 분야
주 제 : 시장에 출시되지 않은 스마트 디바이스 제품 및 아이디어

`

신청 자격
- (일반·학생) 중·고등학생, 대학(원)생, 일반인
- (기업) 스마트 디바이스 관련 중소·벤처·스타트업 등
진행방식
예 선 : 1차(서류) 및 2차(발표) 평가를 통해 실현 가능한 아이템 위주로 본선 진출팀 선발
본 선 : 3개월간 멘토링, 교육 등을 통해 시작품 개발
결 선 : VC, 엑셀러레이터, 유통전문가 등 심사위원단을 통해 시상 대상자 선정
시 상 : 상금 및 상장, 창업 준비 및 제품 개발을 위한 사후 지원 제공

9. K-Global Startup / 스마트 디바이스 분야
다. 선정방법 및 절차
선정기준
1차 예선(서류평가) 독창성, 차별성, 사업계획의 구체성, 팀 역량 등
2차 예선(발표평가) 사업계획의 구체성, 팀역량, 개발계획 등
본선 : 3개월간 사업전략 수립, 투자 스피치 교육, 시작품 개발 등 지원, 개발진도 및
사업전략(수익구조 등)의 발전도 점검 평가
결선 : 추진역량을 갖추고 사업화 준비가 된 투자가치가 높은 팀을 최종 선발
본선 진출팀 혜택

`

시작품 제작 지원 : 개발교육, 제품기획, 전문가 멘토링, 디자인, 외관샘플, 제작공간 제공
데모데이 참가 : 엑셀러레이터, VC 홍보 기회 등 제공
결선 진출팀 혜택
시상내역 : 총 2천만원 규모 상금, 미래창조과학부장관상 등 수여
사업화 지원 : K-ICT 디바이스랩 단계별 맞춤형 지원 제공
투자 및 유통 : 투자유치 지원, 유통채널 발굴, 크라우드 펀딩 사이트 진출 지원 등
해외탐방 : 대상 및 최우수상 수상자(팀) 대상 해외 엑셀러레이터 미팅, 선도기업 방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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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K-Global Startup / 스마트 디바이스 분야
추진절차
1단계
기획안 공모

2단계
심사(예선·본선)

3단계
시작품 제작 지원

4단계
결선·시상·행사

5단계
사업화 연계 지원

정보통신기술
진흥센터
(’15.7월)

HW/SW/유통/투자
분야 전문가
(8월 3주~4주)

HW/SW/창업/유통
/투자 분야 전문가
(9월~11월)

정보통신기술
진흥센터
(12월)

엑셀러레이터,
VC, 유통사 등
(~’16.2월)

※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신청자격

`

일반/학생 부문 : 중/고등학생, 대학(원)생, 일반인
기업부문 : 스마트 디바이스 관련 중소/벤처/스타트업 기업
신청 제외대상
동일한 아이디어로 정부, 공공기관 또는 민간에서 주최/주관하는 공모전에 입상하여
500만원 이상의 자금지원(상금)을 받은 경우
타인의 아이디어 및 기술을 무단으로 모방/도용한 경우

9. K-Global Startup / 스마트 디바이스 분야
FAQ
(신청자격) 타 공모전에서 입상하였으나 별도의 상금 및 제품화 지원을 받지 못한 경우,
K-Global Startup/스마트 디바이스 분야 공모전에 참여할 수 없나요?
동일한 아이디어로 타 공모전에서 입상하여 500만원 이상의 자금지원(상금)을 받은
경우가 아니라면 공모전 신청이 가능합니다.
(시작품 지원) 본선 진출팀에게 제안 아이디어를 시작품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
하는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가요?
기본적으로 워킹목업 수준의 시작품을 제작할 수 있도록 제품기획(SW·HW의 제품기능 및
`
마케팅 등 감성기획 지원), 시작품 개발 교육(아두이노, 임베디드SW 등)및 전문가 멘토링, 디자인
(HW·SW·UX 등), 3D 프린터 등을 이용한 외관샘플 제작, 제작공간 등을 현물 지원합니다.
(데모데이) 본선 진출팀에게 지원되는 데모데이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사인가요?
본선 진출팀들이 향후 투자 유치 및 지원을 목적으로 아이디어의 시장성, 사업전략의
우수성(마케팅·유통 및 수익구조) 등 투자가치를 엑셀러레이터, VC에 홍보하는 자리입니다.
(기타 문의) 공모전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어디로 문의하면 될까요?
K-ICT 디바이스랩 담당자(최승훈 책임, 031-1776-4715)에게 문의해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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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K-Global 스마트 디바이스 제품화 지원
가. 프로그램 목적
웨어러블 디바이스 등 창의적이고 우수한 차세대 스마트 디바이스 아이템을 발굴하여
제품화를 지원하고 사업화 연계 추진

나. 프로그램 주요 내용
` 제작을 위한 개방형 창작공간(판교, 대구)과
(제작지원 공간/장비 제공) 스마트 디바이스
3D프린터, 레이저커터 등 제작 지원장비 제공
(제품기획 지원) 제품 개발을 위한 상세 아이디어 기획 및 주요 기술에 대한 컨설팅 지원
(제품 디자인 지원) 제품 개발을 위한 디자인 프로세스 전단계(기획, 제작, 검토) 지원
(시제품 제작 지원) 디자이스 제작장비 및 도구, 오픈소스HW 플랫폼 등을 활용한 프로토
타입 제작 지원(매월 제품화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원대상 및 수준 결정)
(마케팅 지원) 중소/벤처기업 공동브랜드 운영, SNS 등 뉴미디어 활용 마케팅, 국내외
전시회, 대기업 연계 등 유통망 지원

10. K-Global 스마트 디바이스 제품화 지원
다. 추진절차 및 일정

K-ICT 디바이스랩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지원

마케팅, 유통 등

홈페이지

발표평가

단계 및 수준) 반영

사업화 연계 지원

(‘15년 8월 ~)

(매월 중순경)

제품화지원

(개발 이후)

`

라. 신청자격 및 제외대상
(신청자격) 학생, 일반인, 벤처/중소/창업기업, 예비 창업자 등 스마트 디바이스를
개발하고자 하는 모든 국민
- 팀 단위로도 제안이 가능하며, 제안 횟수에는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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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K-Global 스마트 디바이스 제품화 지원
마. 신청방법 및 일정
(신청 및 접수기간) 2014. 8 ~ 계속
(접수방법) K-ICT 디바이스랩(www.devicelab.kr) 홈페이지 내 제품화 지원
접수 페이지에 접수
(제출서류) 지원신청서, 아이디어의 권리 관계 및 비밀유지에 대한 안내 및 활용 동의서

바. 안내 및 문의처

`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전략산업팀 권형진 수석
이메일 : hjkwon@iitp.kr
전화번호 : 031-776-4712

10. K-Global 스마트 디바이스 제품화 지원
사. FAQ
(Q) 시제품 제작 지원에 현금이 지원되나요?
(A) K-Global 스마트 디바이스 제품화 지원은 멘토링, 지원기관, 시제품 제작 전문기업 등
지원 네트워크를 통해 현물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스마트 디바이스의 빠른 트랜드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기존 R&D지원방식을 매월 심의위원회를 통해 지원단계와
수준을 결정하고 디자인, PCB제작, 외형제작 등을 현물로 지원하여 빠른 제품화와
사업화를 도모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
(Q) 다른 정부 사업을 지원받은 과제인데 중복 지원이 가능한가요?
(A) K-Global 스마트 디바이스 제품화 지원은 협약 및 정산 없이 현물로 지원되는
사업으로 타 사업에서 지원받았다 하더라도 중복 지원이 가능합니다.
매월 심의위원회를 통해 지원 수준과 단계를 결정하여 개발 대상 아이템의 부족한 점을
전문가나 전문기관/기업을 통해 집중적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타 과제에서
지원받았거나 받고 있는 과제라면 결과물 품질 향상에 더 효과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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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K-Global 스마트 디바이스 제품화 지원
(Q) 사용가능한 장비는 어떤 시설과 장비가 있나요?
(A) 현재 판교와 대구에 K-ICT 디바이스랩이 구축되어 있으며 3D프린터, 회로설계SW,
3D모델링SW, SMT장비, 레이저 커터, CNS 조각기, 전자현미경, 3D스케너 등을 구비
하고 있으며 프로젝트룸, 작업공간, 교육실, 회의실 등의 시설을 이용 가능합니다.
자세한 시설/장비 현황과 이용방법은 K-ICT 디바이스랩 홈페이지(www.devicelab.kr)
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향후 유관 시설과 장비를 연계 활용할 수 있도록 전국에 있는
디바이스 제작 시설/장비 현황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Q) 제품의 필드테스트와 인증을 위한 비용이 많이 드는데 비용 지원도 가능한가요?

`

(A)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여 제품화 지원을 받는 개인과 기업의 필드테스트와 인증
컨설팅은 무료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단, 인증비용은 인증기관과 할인이 가능하도록 협
의중에 있습니다.
(Q) 디자인 지원은 어떤 방법으로 지원되나요?
(A) 전문 디자인 기업, 대학, 전문기관을 통해 디자인 기획 수립 및 구체화, 멘토링 지원과
컨셉 디자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단.

10. K-Global 스마트 디바이스 제품화 지원
(Q) 마케팅은 어떤 지원이 있나요?
(A) 브랜드 파워가 없는 중소기업을 위한 공동 브랜드를 통한 홍보와 마케팅 전략 수립,
홍보 동영상 제작 지원 및 크라우드 펀딩 업로드 지원, 투자상담회, MWC 등 국내외
전시회 참가지원, 국내 유통 대기업 및 제조 대기업 연계를 통한 유통체널 확보 등을 지
원해 드립니다.
(Q) MWC 전시회 참가 지원시 지원내용은 무엇인가요?
(A) 기본적으로 국내외 전시회 참가시 K-ICT 디바이스랩 공동관 형태로 부스와 홍보물을
지원하며, 현지에서의 투자상담회, 제품 시연회 등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단, 항공료
및 식비, 숙박비 등 체류비용은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올해 3월 MWC에서 제품화
`
지원을 받은 6개 제품이 전시되었고, 국내외 언론사의 보도가 잇달았으며, MWC 2015
주요제품에 2개 제품이 선정되었고, 70여개국의 바이어 및 벤처 투자자들과의 상담이
있었습니다. 이와 연계되어 올해 3건의 투자유치와 3건의 창업 성과도 도출되었습니다.
(Q) 아이디어 단계로 현재 컨셉만 있는 상황인데 디자인, PCB제작, 외형제작, 마케팅 지원
등 모든 지원내용을 다 받을 수 있나요?
(A) 엑셀러레이터, 투자, 유통 등 현직 전문가로 이루어진 심의위원회에서 사업 가능성,
제안자의 의지 등 종합적인 평가를 통해 각 지원 단계와 수준을 결정합니다. 가능성이
있는 아이디어라면 모든 지원을 다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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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K-Global 스마트 디바이스 제작 교육
1. 목적
3D 프린터, 레이저커터 등 디바이스 제작에 필요한 주요 장비 체험 교육 부터 제품화에 필
요한 PCB Artwork 3D 모델링 등 맞춤형 교육 제공

2. 주요 내용
① (장비 체험 교육) 3D 프린터, CNC, 레이저커터 등 장비 활용법 교육 프로그램

`
교육명

교육과정 및 내용

교육대상

교육일정

K-ICT 디 바 이 스 랩 장 비 이 용 을 목 적 으 로 하 는 고 객 들 의
장비 안전 의무 교육

안전한 이용을 위해 CNC, 레이저 커팅기, SMT 실장기 등 장비 활용

스마트
디바이스

에 대한 교육

제작에
3D 프린팅 체험 교육

오픈 소스를 활용한 3D 프린터 체험 교육

매주 수요일

관심 있는
일반인

3D 프린터를 활용한 Mock-up용 샘플 제작

11. K-Global 스마트 디바이스 제작 교육

2. 주요 내용(계속)
② (HW·SW 융합 교육) 시제품 제작을 위해 제품을 기획하고 임베디드 SW를 활용하는
등 디바이스 제작을 구체화 하는 프로그램
교육명
K-GLOBAL 디바이스
아카데미

교육과정 및 내용
창업 및 디바이스 제작에 필요한 Technology / Design /
Business 3가지 트랙의 교육을 통해 최신 트렌트와 Device
제작 과정의 흐름을 파악하는 교육

K-GLOBAL 디바이스 기초적인 제품 모델링 강의부터 프로그래밍
심화과정 및 최종
`
메이커 아카데미
프로젝트 발표까지 팀 협업활동을 통해 메이커들의 능력 향상

교육대상

교육일정

팀간 협업을 통해
아이디어를
실현해보고 싶은
예비창업가

`15년 7월/
`16년 1월

③ (디자인 교육) 제품 외형, 안정성 및 생산성을 고려한 기구 디자인 등 학습 프로그램
교육명

교육과정 및 내용

교육대상

제품의 외형 디자인 Tool “라이노” 익히기
디자인 툴 학습을
K-GLOBAL 디바이스 제 품 의 안 정 성 및 생 산 성 을 고 려 한 “ UG-NX”(3D
원하는
디자인 교육
모델링 Tool)익히기
스타트업
제품의 구동을 위한 “PADS” (PCB 설계 Tool )교육

교육일정
`15년 8월/
`16년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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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K-Global 스마트 디바이스 제작 교육
2. 주요 내용(계속)
④ (프로젝트 교육) 최신 트렌드의 스마트 디바이스를 주제로 제품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프로젝트형 교육 프로그램
교육명

교육과정 및 내용

교육대상

K-GLOBAL 디바이스

- 스마트 디바이스를 테마로 Design을 하고, 3D 프린터

디자인 프로젝트

및 각종 장비를 활용하여 프로토타입의 샘플 제작 과정

3. 추진 절차

K-ICT
디바이스랩
홈페이지 접수

등 기술 보유의
엔지니어

`15년 9월/
`16년 3월

`

1단계
신청접수

교육일정

디자이너, 개발자

2단계

⇨

교육생 선발
수강인원 초과시,
선발절차실시

3단계

⇨

안내문 발송
교육일정 및 보험
등 사전준비 사항
안내

4단계

⇨

교육 진행

5단계

⇨

교육 운영 및
만족도 조사

사후관리
(필요시) 컨설팅
및 제품화 지원
사업 연계

4.문의처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전략산업팀 김 한 책임(031-776-4717)

11. K-Global 스마트 디바이스 제작 교육
5. FAQ
(Q) 교육 프로그램은 무료인가요?
(A) 기본적으로 교육 프로그램은 무료이나, 신청자 수가 많을 경우 창업관심도, 창업경험
유무 또는 예비창업자 여부, 장비 사용 경험, 교육 참가 목적, K-ICT 디바이스랩
프로그램 참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선정할 수 있습니다.
(Q) 학교나 기업에서 단체로 3D프린팅 체험 교육 등을 받을 수 있나요?
(A) 단체로 교육을 받고 싶은 경우에는 K-ICT 디바이스랩으로 전화(031-776-4730)를
주시면 일정을 협의하여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
(Q) 교육일정 확인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교육일정은 홈페이지(www.devicelab.kr)를 통해 공지될 예정입니다.
(Q) 거주지가 지방인데 수도권에서만 교육을 받을 수 있나요?
(A) K-ICT 디바이스랩의 교육 프로그램은 판교 이외에 대구에서도 교육을 받을 수 있고
판교와 영상교육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향후 다른 지역으로의 교육 프로그램도
창조경제혁신센터 등 유관시설과의 협력을 통해 확대할 예정으로 계획이 확정되면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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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K-ICT 스마트미디어센터 테스트베드 지원
가. 프로그램 목적
•

상용화 중이거나 상용화 단계에 있는 스마트미디어 관련 제품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테스트장비 및 공간 지원

나. 프로그램 주요 내용
•

스마트미디어 테스트를 위한 TV, 셋톱박스,
각종 스마트 기기 등
`
테스트베드 시설 지원 (사업기간 : 2015년 중(계속))
< 테스트베드 전경 및 활용예 >

12. K-ICT 스마트미디어센터 테스트베드 지원
< 테스트베드 보유장비 현황>
구분
일체형
TV

회사명

스마트

수량

SSG-4100GB

1대

LG 55″

55LM9600

1대

KT

BD-310

1대

KT

SMT-E5015

2대

LSI530-8DLK

1대

비고
제조사

LG U+

셋톱박스

모델명

삼성 55″

`

TI320-DU

2대

SK브로드밴드

SMT- E5030

1대

HCN

SMT- C5011

1대

티브로드

UC 1000

2대

CMB

LC5-100

1대

CJ 헬로비전

SMT- C5011

1대

C&M

LCM-120DSCM

1대

IPTV

M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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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K-ICT 스마트미디어센터 테스트베드 지원
다. 신청자격
•

스마트미디어 분야 테스트가 필요한 제품을 가진 플랫폼사,1인창조기업 등

라. 신청방법 및 일정
•

신청/접수 기간 : 사업기간 내 24시간 가능

•

접수방법
•

`
스마트미디어센터 홈페이지(www.smicenter.or.kr)
공간예약 내 테스트베드 신청항목 활용(공간명 : SMART, MEDIA, INNOVATION)

마. 안내 및 문의처
•

주관기관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미디어산업진흥부
이승엽 차장 (070-7727-5608), yeopcp@kca.kr
전산접수 문의 : 스마트미디어산업진흥협회 노용진 주임(070-4493-5603)

12. K-ICT 스마트미디어센터 테스트베드 지원
FAQ
•

테스트베드 이용비용은?
•

•

테스트베드 이용시간은?
•

•

무료입니다

월~금 09:00 ~ 18:00 입니다(입주기업 별도)

테스트베드 시간제한은?
•

`

별도의 시간제한은 없으나 다른 테스트베드 신청자의 이용을 위해 적절한
시간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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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K-Global 기업가정신 교육
가. 프로그램 목적
ㅇ 국내 스타트업 및 중소·중견 벤처 기업가들을 글로벌 리더로 양성하여 국내
최고의 인적 인프라로 활용하고, 성공적 해외진출 사례 창출

나. 프로그램 주요 내용
1) 국내 사전교육 및 현지과정 준비
ㅇ (특강) 외부 연사를 초빙하여 기업가 정신과
비즈니스, 기술벤처의 성장 전략,
`
글로벌 진출 전략 등의 주제로 특강 실시
ㅇ (경험 공유) 선배기수(1기, ‘14년 수료생)의 현지 과정 경험, 과정 후 현업에 적용한
사례, 후속 글로벌 진출 성과 등 Q&A 형태의 경험 공유
ㅇ (현지과정 준비) 각 기업의 비즈니스 아이템, 경영 현황 등을 수록한 비즈니스
요약서(Executive Summary) 작성방법 가이드 및 60초 소개 동영상 클립 제작
- 기업별 비즈니스 요약서는 작성 후 현지과정 1개월 전에 현지 멘토, 기업 등에 미리 전달하여
2주차 프로그램의 현지 멘토링 및 파트너 기업연계 자료로 활용

13. K-Global 기업가정신 교육
- 비즈니스 요약서의 보조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각 참여 기업가 소개 및 메시지를
담은 60초 동영상 제작 후 유튜브 등에 업로드

2) 미국 현지 1주차 : 스탠포드대학교 d.School Design Thinking 과정
ㅇ 스탠포드大 d.School을 중심으로 실리콘밸리 內 UC버클리 교수진, 산업계
전문가로 구성된 강사진들이 변화·혁신 방법론을 활용 사용자 공감과 시장 요구를
반영한 문제 해결형 워크샵으로 진행
- 국내 스타트업, 벤처 기업가들이 자사의 아이템을 글로벌 수요에 부합하도록 재검토
(re-design, re-engineering) 하는 기회 제공
`
【참고】스탠포드大 d.School ‘디자인 사고(Design Thinking)’ 프로그램
․글로벌 디자인회사 IDEO에서 사용 중인 창의적 문제해결 방법론으로 사용자 관찰과 공감, 분석과 통합, 체험적 디자인 등
인간 중심적 접근방식이 핵심
․전통적 의미의 ‘디자인’이 아니라 혁신과 창조하는 방법을 디자인하는 것을 목표로 기업들이 문제점을 재인식하고 수요 중심의
해법을 찾도록 하는 과정
< 핵심 모듈 구성 >
Empathize
사용자 이해
(관찰/인터뷰)

Define
➡

문제점
발견과 정의

Ideation
➡

브레인스토밍
솔루션도출

Prototype
➡

Test/Refine
➡

시제품만들기

시장 의견
반영/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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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미국 현지 2주차 : 현지 멘토링 및 비즈니스 파트너십 구축
ㅇ (멘토링) 외부 연사를 초빙하여 기업가 정신과 비즈니스, 기술벤처의 성장 전략,
글로벌 진출 전략 등의 주제로 특강 실시
ㅇ (파트너십 구축) 계약 등 판로확보, 투자유치, 공동 사업 추진 등을 위한 해외
파트너社 매칭 및 네트워킹 지원
ㅇ (데모데이) 투자·구매 · 파트너십 구축이 가능한 현지 기업인, 벤처 창업가,
엑셀러레이터, 벤처캐피탈, 엔젤투자자 등을 초빙 후 참여기업 비즈니스 플랜을
발표하는 Final Event(데모데이) 개최 `
4) 후속 지원
ㅇ (국내 후속 네트워킹) 수료 기업 간 진출 경험과 사례를 공유하고 전체 기수가
함께하는 교류의 장을 마련하여 신규 비즈니스 기회 창출 및 국내 창업·벤처
생태계의 글로벌 리딩그룹 결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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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신청자격 및 제외대상
□ 신청자격
ㅇ 영어로 기초적 의사소통이 가능한 ICT분야 초기 스타트업, 7년 내외의 도전·성장
기 벤처 및 재기 성공기업 대표/임원진(내국인에 한함)
* 1주차 미 스탠포드大 d.School ‘Design Thinking’ 과정 및 2주차 비즈니스 멘토링 및 파트너십 구축 과정 등 전 과정
영어로 진행

ㅇ 미국 현지 과정 기간(8월 4주 ~ 9월 1주, 2주간) 동안 현지 체류가 가능한 기업가
`
□ 제외대상
ㅇ 국가 출연/보조 사업의 정산환수금, 기술료 등 미납 기업 대표/임원
ㅇ 접수마감일 현재 기업, 대표자(신청자)가 참여 제한의 적용을 받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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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지원규모 및 선발 방법
□ 지원규모 및 참가비
ㅇ (선발인원) ICT 기반 우수 유망 스타트업, 중소·중견 벤처 및 재기 성공기업
대표/임원 등 내국인 20명 내외
ㅇ (지원범위) 프로그램 참가, 항공, 숙박, 체재 지원
ㅇ (참가비) 참가자 1인 당 400만원의 참가비 분담
` 내 지정계좌에 납입
* 참가비는 항공 및 숙박비 보조로 활용되며, 최종 선발 후 10일
□ 선발방법
ㅇ 선발절차
- 창업·벤처 분야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서류심사를 통해 심층 인터뷰 대상자
30명 선발, 심층 인터뷰를 통해 최종 참가자 20명 내외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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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평가기준
- 후보 기업가의 글로벌 진출 의지, 향후 벤처 리더로서의 도전 목표·리더십·사명감 및 기업/
제품의 성장 가능성, 글로벌 시장성, 기술 경쟁력 등을 심층 평가하여 선발
평가항목

세부평가내용
▪ 영어 인터뷰(5분)

기본요건
(20%)

▪ 사업 아이템, 제품 및 서비스, 기업의 ICT 산업 내 경쟁력
▪ 참여 동기의 적정성
▪ 글로벌 진출 의지

기업가 역량
(50%)

`

▪ 벤처 리더로서의 도전목표·리더십·사명감
▪ 사업 분야의 전문성
▪ 기업/팀, 제품/아이디어의 성장 가능성(잠재성)

사업 성장 가능성
(30%)

▪ 글로벌 시장 진출 비전 및 가능성
▪ 글로벌 진출 준비도(해외파트너현황,해외수출/투자유치경험등)
▪ 보유 제품/기술의 우수성
총 계(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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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신청 방법 및 일정
□ 신청/접수 기간 : 2015.6.1(월) ~ 6.26(금) 18:00까지
※ 접수시간 이후에는 접수 불가, 반드시 접수기간(시간) 준수 요망
□ 접수방법
ㅇ 신청서류 이메일 접수
` 사업공고 참조 후 이메일 접수(gep@nipa.kr)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홈페이지(www.nipa.kr)
□ 제출서류
ㅇ 지원신청서 1부 (공고문 내 별첨 지원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후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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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유의사항
ㅇ 모든 참여 기업가는 K-Global 기업가정신 교육 전 과정에 신의성실 참여 의무가 있음
ㅇ 최종 선발된 기업가는 합격 통보 이후 10일 내 분담금을 지정 계좌에 납입하여야 함
* 계좌 등은 추후 재 안내 예정

ㅇ 모든 참여 기업가는 해외 현지과정 종료 후 2주 내 참가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ㅇ 프로그램 종료 후 성과 및 기업 성장추이 파악 등을 위한 성과 기초자료 제출을 위해,

`

- 주관기관(NIPA) 자료 요청에 대한 접수/작성/제출을 담당할 사내 전담 인력을 지정하여
주관기관에 통보하여야 함

사. 안내 및 문의처
ㅇ 주관기관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글로벌창업팀
ㅇ 담당자 : 박진홍 책임(043-931-5551), jhpark1@nip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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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Q
Q. 참가자는 꼭 기업 대표여야 하는지?
A. 기본적으로 경영권을 가진 기업 대표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경우에 따라 경영에 참여하는 임
원진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본인의 사내 경영 대표성이 다방면으로 검증되어야 합니다.
Q. 지원 가능한 기업 업력의 범위는?
A. 설립 3년 내외 초기 스타트업, 설립 7년 내외 중소 중견 벤처기업 대표를 주 대상으로 하고 있으
나, 업력이 오래된 중소 중견 기업 대표분들도 지원 가능합니다. 다만, 전체 지원대상(20명) 중 비
`
율은 높지 않도록 선발 예정입니다.
Q. 영어가 필수인가요? 영어가 완벽하면 가점이 있나요? 요구하는 영어 수준이 어떤가요?
A. 기본적으로 전 과정이 영어로 진행되지만, 기본적으로 듣고 이해할 수 있는 정도, 간단한 의사
표현이 가능한 정도시면 도전하실 수 있습니다. 영어가 완벽하다고 해서 가점이 있지는 않습니다.
영어 보다는 지원자의 자세, 해외진출 의지 등을 더 우선적으로 생각합니다.
Q. 8월 4주, 9월 1주 일정 중 일부만 참석 가능한가요?
A.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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