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 2018-0056호

2018년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창업· 벤처 지원
“K-Global 프로젝트” 사업 통합 공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ICT분야의 창업, 성장, 해외 진출 지원 및
재기/재도전기업 지원 사업들을 단일 브랜드로 통합·연계한

『2018년도

K-Global 프로젝트』사업을 아래와 같이 통합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와

신청 바랍니다.
2018.

2. 6.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1. 공통 사항
가. 사업 목적

ㅇ

ICT분야 우수 창업·벤처 기업에 대해 창업초기단계부터 해외시장

진출까지 성장단계별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국내 ICT 창업·벤처
생태계 활성화 및 ICT분야 글로벌 스타기업 배출
ㅇ

창업 활성화 정책의 핵심인 ICT분야 창업벤처 지원사업을 “K-Global”
단일 브랜드로 통합하고 각 사업의 연계 운영 및 단계별 지원 실시

나. 지원 분야

□ ‘2018년도

「K-Global

프로젝트」(770억 원 규모)

※ 단, ‘사업간 중복수혜 가이드라인’에 따라 중복수혜가 제한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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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Global
구분 단위사업명
K-Global
창업
멘토링
K-Global
스타트업
공모전
K-Global
시큐리티
스타트업
(창업·사업
창업 화 지원)
K-Global
클라우드
기반
SW개발환경
지원
K-Global
빅데이터
Start-up
기술지원
K-Global
스마트미디어
서비스
상용화 지원
K-Global
액셀러
레이터
육성
K-Global
DB-Stars
성장 K-Global
스마트
콘텐츠
허브활성화
K-Global
정보통신
응용기술
개발지원(융자)

사업내용
성공 실패 경험을 가진 선배 벤처기업인
들의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청년창업가의 기술 경영 애로사항 등을
진단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하여 창업 성공률을
높이기 위한 창업멘토링 프로그램
(ICT일반·지능정보 분야) ICT분야 창의·혁신적인
사업화 아이디어 및 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을
발굴하여, 창업·사업화 지원
정보보호 분야 우수 아이디어 및 제품을
보유한 유망 예비창업자, 스타트업을 선발
하여 창업·사업화 지원을 통해 우수 정보
보호 스타트업으로 양성

지원대상
ICT분야
창업초기(재도전)
기업·대학창업
동아리
예비창업자 및
설립 3년 이내
스타트업
정보보호 분야
예비창업자
(개인, 팀) 및
3년 이내
창업자

예산
기관 (억원)
KoEF 29.9
NIPA 10
KISA

1

아이디어만으로 손쉽게 SW를 개발하고 이를 예비창업자, NIPA 10.7
사업화할 수 있도록 SW개발환경 등 지원 스타트업 기업
빅데이터 기반
빅데이터에 특화된 분석・개발 인프라 예비
창업자 및 NIA
및 기술 멘토링, 기술 교육, 사업화 등 지원 스타트업
등

8.6

스마트미디어분야
스마트미디어 분야 창의적인 아이디어 발굴 및 중소․벤처개발사
KCA
서비스 상용화 지원
,1인창조기업

7

국내외 ICT 분야 액셀러레이터의 파트너십 국내 민간
구축을 통하여 국내 유망스타트업 공동 액셀러레이터 NIPA 18
발굴 및 육성
데이터 활용 비즈니스의 성장·고도화를 위해, 연매출 5억원 K-DAT
개발지원금·컨설팅·멘토링 등 데이터 특화 이하의
12.5
A
비즈니스 지원
스타트업
스마트콘텐츠 제작, 서비스, 마케팅 등
중소
관련분야의 국내 유망 중소기업 인프라 스마트콘텐츠 NIPA 8
지원 및 운영
기업
ICT 및 융․복합분야 기술경쟁력 강화 및
신산업 창출을 위한 기술개발자금 융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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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IITP 300

K-Global
구분 단위사업명
K-Global
ICT
유망기술
개발지원
K-Global
선진글로벌
교육제공
K-Global
해외진출
해외 지원
진출
K-Global
데이터
글로벌
K-Global ICT
재 재도전
도 패키지
전 (사업화·
현지화)

사업내용
(ICT융합핵심기술개발지원사업) ICT와 타 산업간
융합기술 및 서비스 기술개발 지원을 통해
ICT융합 신시장 창출 및 기술수요를 반영한
우수 혁신기술 사업화 기술개발 지원
(ICT R&D 바우처 지원 사업) 전문연구
기관과 연계한 기술개발을 통해 신제품 개발
및 연구개발 역량 강화를 희망하는 중소·중견
기업에게 R&D 바우처를 지원하여 ICT 융합
신시장 창출 및 기업 지속 혁신성장 강화
(혁신 기업가 육성) 스탠포드大 디자인씽킹
과정 중심 글로벌 혁신 기업가 육성, 현지 비즈
니스 파트너십 구축 기회 제공
국내 유망 혁신기술기업이 글로벌 시장
으로 진출 및 성장할 수 있도록 해외 진출
전문 프로그램 제공
(데이터 솔루션 현지화 지원) 현지시장
요구반영, 글로벌 기업과의 경쟁력 강화
등에 필요한 맞춤형 현지화 지원
(데이터 기업 수출 마케팅 지원) 비즈니스
파트너 및 고객 발굴 등 판로 개척을 위한
마케팅 활동 지원
(패키지형재도전지원) 우수 예비 재창업자를
발굴하여 체계적인 재창업 교육 및 사업화·
현지화 지원

지원대상

예산
기관 (억원)
51
내외

중소·중견기업(법인)

*자세한 내용은
사업별 통합공고문 IITP
참조

ICT 유망
창업·중소·중견
벤처기업가
ICT분야
혁신기술기업
해외 진출
실적 또는
구체적 계획이
있는
중소 중견
데이터 기업
예비 또는
7년이내
재도전 기업
대표자

NIPA

215
내외
5

KAIT 53
K-D 8.47
ATA
NIPA 32

□ 관련법령
ㅇ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중소기업 및
벤처 등의 창업과 해외시장 진출 등), 제21조(디지털콘텐츠의 진흥과
활성화), 과학기술기본법,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사업 관련 법령 등

□ 공통규정
ㅇ

ICT 기금사업 관리 지침, ICT 기금사업 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기준, ICT 기금사업 평가 및 성과관리 기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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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세부사업별 신청방법 및 문의처

K-Global 단위사업명

담당기관/부서

K-Global 창업멘토링
K-Global 스타트업 공모전
(ICT일반·지능정보 분야)
K-Global 시큐리티 스타트업
(창업·사업화 지원)
K-Global 클라우드기반
SW개발환경 지원
K-Global 빅데이터
Start-up 기술지원
K-Global 스마트미디어 서비스
상용화 지원
K-Global 액셀러레이터 육성
K-Global DB-Stars
K-Global
스마트콘텐츠 허브활성화 지원사업
K-Global 정보통신응용기술
개발지원(융자)사업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K-ICT창업멘토링센터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글로벌창업팀
한국인터넷진흥원
IoT융합보안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클라우드산업기반팀
한국정보화진흥원
빅데이터센터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미디어산업진흥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글로벌창업팀
한국데이터진흥원
유통사업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융합콘텐츠진흥팀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기술마케팅팀

K-Global
ICT유망기술개발지원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중소기업개발팀
사업화전략팀

K-Global 선진글로벌
교육제공(혁신기업가 육성)
K-Global 해외진출사업
K-Global 데이터 글로벌
K-Global ICT 재도전
패키지(사업화․현지화)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글로벌창업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K-ICT 본투글로벌센터
한국데이터진흥원
기술품질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글로벌창업팀

문의처

hjlee@gomentoring.or.kr
☎ 031-778-7452
k-startup@nipa.kr
☎ 043-931-5556
theimmortal@kisa.or.kr
☎ 02-405-5566
chohj@nipa.kr
☎ 031-606-1523
bigdatamanager@nia.or.kr
☎ 1670-1317
jkku@kca.kr
☎ 061-350-1396
yknam@nipa.kr
☎ 043-931-5562
dbstars@kdata.or.kr
☎ 02-3708-5404∼5
hsim@nipa.kr
☎ 031-360-5945
city@iitp.kr, jinmin13@iitp.kr
☎ 042-612-8631, 8634
(ICT융합핵심기술개발지원)
hkim730406@iitp.kr
☎ 042-612-8675
(ICT R&D 바우처)
munyk@iitp.kr, eskang@iitp.kr
☎ 042-612-8618, 8613
jhpark1@nipa.kr
☎ 043-931-5551
ypark@born2global.com
☎ 031-5171-5637
dbroad@kdata.or.kr
☎ 02-3708-5413∼4
jmhong@nipa.kr
☎ 043-931-5552, 5555

라. K-Global 통합공고 문의처

□ 문의처
ㅇ

K-Global 프로젝트랩 : 031-778-8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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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global@nipa.kr

2. K-Global 프로젝트 세부 사업 안내
1

K-Global 창업멘토링 지원사업 (KoEF)

가. 프로그램 목적

□ 국내 벤처기업 CEO출신의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청년(예비)
창업가의 기술·경영 애로사항 등을 진단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하여
창업 성공률 제고
나. 프로그램 주요 내용

□ (멘티혜택) 전문적인 전담 멘토링 제공 및 실전창업교육, 투자유치
지원, 글로벌파트너십 체결지원, 사후관리 등

(1) 청년(예비)창업가 멘토링 : ICT 및 4차 산업혁명 및 과학기술 분야

청년(예비)창업가의 제품개발&서비스, 사업타당성검토, Business Model
검토, 영업&마케팅 자문, 기술연구개발, 투자&자금 자문 등 창업 및
사업 전반에 대한 1:1 전담멘토링 제공
(2) 실전창업교육 : 멘토링센터 고유의 창업교육 시스템을 개발하여 아이

디어 창출, BM개발, 마케팅 등 사업 전반의 실습형 창업교육 지원
- PRS(Planning Roadmap of Startups) : 기업가정신, 팀빌딩, 사업 아이템

검증 등 예비창업자를 위한 미국형 PEV를 한국형으로 개발한 실전
창업교육 운영
- PTS(Planning Technology Startups) : 지적재산권, 마케팅, 재무, 투자

유치 등 기술기반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미국형 Tech Venture를
한국형으로 개발한 실전창업교육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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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마케팅 교육 : 별도의 마케팅 팀을 운영하기 어려운 스타트업의

상황에 맞춘 디지털 마케팅 기법 교육(시장분석, 수요자 타켓팅, SNS
활용 등) 및 실습 적용 프로그램 운영
(3) 투자유치 지원 : 투자가능성이 높은 멘티기업을 선정하여 투자역량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투자 사업성을 강화
- 투자자 네트워크 구축 : 액셀러레이터, 엔젤클럽, 전문엔젤, 마이크로
VC, 민간전문 투자사 등과 제휴하여 투자 유도
- 투자 아카데미 : 투자유치를 위한 IR 자료 및 피칭방법 등을 배울 수

있는 1:1, 1:N 투자 아카데미 운영
- IR 및 투자상담 : 구축된 투자자 네크워크를 활용하여 우수 아이템을

보유한 멘티들이 IR 및 투자상담을 받을 수 있는 기회 제공
- 데모데이 : 우수 멘티를 선발하여 투자자 대상 데모데이를 개최하여 우

수팀에게 투자 기회와 마케팅 지원금 제공
(4) 창업희망콘서트 : 국내‧외 스타트업 전문가 및 외부 인사 초청을 통한 기업가

정신 함양 및 다양한 분야의 CEO들과 네트워킹을 통해 비즈니스 기회 발굴
및 협력방안 모색
(5) 글로벌파트너십 체결지원 : 우수멘티 중 해외 진출이 필요한 기업을 선발

하여 글로벌파트너십 체결 프로그램 제공
(6) 사후관리 : 선‧후배, 엔젤투자자 및 VC 등 투자기관과의 네트워킹 지원,

K-Global 300 연계지원 (인증서 발급 2년內), 엔젤투자 등 민간 투자자 후속
연계지원 등
다. 모집대상 및 멘티선발

□

모집대상 : ICT(정보통신기술), 4차 산업혁명 및 과학기술 분야의
창업초기/재도전기업 및 대학창업동아리(상 하반기 2회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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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업 후 36개월 까지 기업인(2015년∼2017년에 설립한 기업)
*
창업경험을 보유한 실질적 경영참여자로서 폐업 후 재 창업을 준비
중 이거나 창업 후 36개월 까지 기업인(2015년∼2017년에 설립한 기업)
*
창업에 대한 명확하고 뚜렷한 의지가 있으며 1년 이내 창업을 목
표로 하는 자
(창업초기기업)
(재도전기업)

(대학창업동아리)

□ 멘티선발 : 창업초기/재도전기업 62개사, 대학창업동아리 31개팀 내외
라. 신청기간 및 방법 등

□ 신청기간
ㅇ

상반기 10기 모집

- 신청기간 : 2018. 1. 18(목) ~ 2. 19(월) 18:00까지
- 수혜기간 : 2018. 3월 ~ 2018. 7월 까지
<K-ICT창업멘토링 지원사업 전담멘티 선발 주요 일정>

- 서류심사 : ‘18.2.21(수)~2.22(목) 서울/수도권 및 지방광역을 6개

권역으로 나눠 서류심사 실시 후, 2월 23일(금) 서류심사 합격자
에게 개별 연락하여 심층면접 장소 및 날짜 안내
- 심층면접 : ‘18.2.26(월)~2.27(목) 중 판교본부, 대전, 대구, 부산,

광주, 전북 등 6개 지역에서 심층 면접 실시

※ 상기 일정은 센터 내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ㅇ

하반기 11기 모집

- 신청기간 : 2018. 6월

中

- 수혜기간 : 2018. 8월 ~ 2018. 12월 까지

※ 세부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있으며, 추후 홈페이지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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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ㅇ

멘토링센터 홈페이지 접수(http://gomentoring.or.kr) 우측상단 탭

→

‘온라인신청’ ‘전담멘티 신청’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공고문 참조

□

제출서류 :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다운로드’하여 제공된 양식에
따라 작성하고, 각 서류는 날인하여 파일 업로드

①
멘티 등록신청서 1부 ①
멘티 등록신청서 1부
② 멘티 사업계획서 1부
② 개인정보 제공·이용 동의서 1부
③ 개인정보 제공·이용 동의서 1부
③ 동아리 로고 또는 대학교 로고 사진파일
법인 or 개인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1부
⑤ 기업 로고 사진파일 1부
※ 실적 및 활동에 관한 공적 판단이 가능한 증빙서류 첨부(선택사항)
※ 로고 사진파일을 제외한 관련 서류 미제출 시 심사대상에서 제외됨
창업초기/재도전기업

대학창업동아리

창업초기/재도전기업용

대학창업동아리

④

필수제출

□ 선정기준 : (서류 및 면접심사 기준) 사업계획 및 비즈니스 우수성,
멘토링 신청분야 적합성 등

창업 히스토리(15), 사업계획 및 비즈니스 우수성(30),
창업초기/재도전 기업 사업실행전략(35),
파급효과(10), 멘토링 신청분야 적합성(10)
동아리 활동 동기(40), 동아리 활동내용(50),
대학창업동아리
멘토링 신청분야 적합성(10)
분 류

ㅇ

내 용

전담멘토링(1:1)을 월 2회 이상 실시하고, 실전창업교육(PRS,
PTS)을 필수로 이수한 대표자에게만 수료식에서 수료증 발급

※ 단, 부득이한 사정으로 수료식 참석이 어려운 대표자의 경우 직원이 대리 참석 가능함

□ 가점기준 : 아래 가점사항에 해당할 경우 항목별 가점 부여
구 분
① K-Global Startup 300
② KDB 청년창업지원사업
③ 창업유망팀 300
④ 여성

K-Global 300 인증서 보유기업(인증서 발급 2년內)
기 선정된 예비/초기 청년창업팀
기 선정된 예비/초기 창업자(팀)
창업초기/재도전기업 여성 대표 및 대학창업동아리
여성 신청자
내 용

Ÿ
Ÿ
Ÿ
Ÿ

※ 복수의 가점 사항을 포함하여 최대 6점 부여

3점
3점
3점
2점

배점

□ 결과통보 : 전담멘티 선정 합격 불합격 여부를 SMS으로 개별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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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통합 성과관리
ㅇ

K-Global 프로젝트 수혜 대상은 사업 수행 이후 2년간 통합 성과

관리를 위해 K-Global 성과정보관리시스템에 가입하여 성과 기초
자료 제출 등 협조의 의무가 있음

※ 창업여부, 매출액, 종업원 수, 투자유치금액, 특허·상품·디자인 출원 및 등록 건수 등
※ 선정 이후, 통합혜택 부여, 성과조사 등을 위해 시스템 가입 필수
ㅇ

성과조사기관(NIPA) 자료 요청에 대한 접수/작성/제출을 담당할
사내 전담 인력을 지정하여 성과조사기관에 통보하여야 함

바. 안내 및 문의처
ㅇ

문의 :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K-ICT창업멘토링센터 이혜정 매니저
(031-778-7452, hjlee@gomentoring.or.kr)

ㅇ

기타 : 허위자료 제출 및 기타 위반사항이 발생한 경우 멘티 자격을
상실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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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K-Global 스타트업 공모전(ICT일반·지능정보 분야) (NIPA)

가. 프로그램 목적

□ AI, AR/VR 등 ICT 분야 창의 혁신적 아이디어 및 기술을 보유한
·

스타트업 발굴 및 사업화 지원을 통해, 기술기반 스타트업의 성장
촉진 및 창업 생태계 조성

나. 프로그램 주요 내용

□ 지원 분야 : ICT기술기반의 신규 웹

․앱

ㅇ

ㅇ

서비스, SW 등 사업화 아이디어

ICT일반 : ICT기술기반 아이디어(22팀 내외)

※ 보안 분야는 K-Global 시큐리티 스타트업 사업(KISA)를 통해 별도 선발 및 지원 연계
지능정보 : 인공지능(AI) 기술기반 아이디어(8팀 내외)

※ 지능정보 분야는 고성능 컴퓨팅 인프라 및 협업공간(판교 2밸리 기업지원허브) 지원

□ 지원 내용
ㅇ

(멘토링 및 교육) 창업 및 서비스 개발에 필요한 전문가 멘토링 및

교육·비즈니스 세미나 등 지원
ㅇ

(기술 분야별 네트워킹 지원) 국내외 ICT분야 기술 전문가를 초청한 분야별

세미나, 토의 등 네트워킹의 장을 마련하여 선진기술 벤치마킹 기회 제공
ㅇ

(IP 전략 수립 지원) 선행기술 조사 및 IP 전략 수립 컨설팅 등 지원

ㅇ

(개발공간 및 인프라) 개방형 협업공간 및 저비용으로 서비스 개발,

테스트 창업이 가능하도록 고성능 컴퓨팅 인프라 등 지원
ㅇ

(우수 스타트업 시상 및 상금 지급) 프로그램 지원 후 최종 우수 스타트업을

선정하여 시상 및 상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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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스타트업 시상(안)>
구분

상장
상금

대 상

과기정통부 장관상
1억원(1팀)

최우수상

우수상

NIPA 원장상
5천만원(1팀)

장려상

상장 없음
3천만원(1팀) 1천만원(2팀)

□ 추진 절차 및 일정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선정평가 및
서비스 개발지원
우수 서비스 선정
아이디어 ⇨ 중복수혜
검토,
⇨
(개발
인프라,
⇨
및 시상
공모
협약
멘토링 및 교육 등)
(최고1억원)
’18년 2~3월
4~5월
5~10월
11월

※ 상기 절차 및 일정 등은 변경 될 수 있음

다. 신청자격 및 제외대상

□ 신청자격
ㅇ

현재 상용화 되지 않은 ICT 기반 아이디어 및 기술을 보유한 예비창업자(팀)
및 업력 3년 이내 스타트업(2015년 1월 1일 이후 설립 기업)

□ 제외대상
ㅇ

동일한 아이디어로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 등의 창업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사업을 수행 중이거나 지원을 받은 경우

※ 단, 민간 지원사업 참가 및 본 사업 선발 이후 타 정부 지원사업에 참가는 가능함
※ 타 정부 지원사업에 동시 참가 시, 해당 사업 중복 수혜 원칙에 따라 제한될 수 있음
ㅇ

해당 아이디어를 상용화(서비스 런칭, 제품 출시 등)하여 서비스 중인 경우

※ 상용화 및 출시된 서비스의 기능, 사업모델 등에 중대한 변화와 혁신, 개선사항 등
이 있을 경우 지원 가능
고도화되는 부분

ㅇ

타인의 아이디어, 기술 등을 모방하거나 도용했을 경우

※ 타인의 아이디어 및 기술 모방·도용으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참가자·참가기업 본인에게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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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지원규모 및 선발방법

□ 지원규모 : 30개 팀 내외
□ 선발방법 : 분야별 2단계 평가(서류, 발표) 진행
ㅇ

ICT일반 분야, 지능정보 분야로 나누어 선발

※ ICT일반 분야 중 보안 분야는 K-Global 시큐리티 스타트업 사업(KISA)을 통해 선발

□ 평가기준
ㅇ

서류평가 기준(안)
평가부문

평 가 지 표

o 아이디어 구현 및 개발로 사업화가 가능한가?
사업성 o 글로벌 진출 가능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가?
o 일자리 창출 등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가?
독창적이고 창의적인가?
창의성 oo 아이디어가
기존 서비스와 차별화된 기능/특징 등이 있는가?
비즈니스 등 어떠한 문제를 해결하는가?
활용성 oo 일상생활,
개발 필요성을 충족하는 기능을 포함하고 있는가?
총

ㅇ

계

배 점

40점
35점
25점
100점

발표평가 기준(안)
평가부문

평

가

지

o 구체적인 비즈니스 모델이 있으며 사업화가 가능한가?
하는 시장이 명확하며 틈새시장이 있는가?
사업성 oo 목표로
글로벌 진출 가능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가?
o 일자리 창출 등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가?
해결을 위한 아이디어가 독창적인가?
창의성 oo 문제
타 경쟁사 및 서비스와 차별화가 되어 있는가?
구현을 위한 적정한 기술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구현가능성 oo 아이디어
제시한 아이디어의 실행을 위해 적절한 팀이 구성 되었는가?
하는 문제가 명확하며 적절한가?
활용성 oo 해결하고자
이용자에게 유용한 재미와 기능, 가치 등을 제공하는가?

배 점

합 계

100점

- 12 -

표

40점
25점
20점
15점

마. 신청 방법 및 일정(안)

□ 접수기간 : 2018. 2. 26(월) ~ 2018. 3. 30(금) 15:00

※ 세부공고 별도 진행 예정으로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 접수시간 이후에는 접수 불가하므로, 반드시 접수기간(시간) 준수 요망

□ 접수처 : 온라인 접수 시스템을 통해 접수

※
은 세부 공고 시
에 별도 안내 예정
※ 보안 분야 모집 및 세부내용은 KISA 웹사이트 공지사항 참고
온라인 접수 URL

NIPA 홈페이지 공지사항

□ 제출서류
1
2
3
4

no

▪지원서 1부
▪개발기획서 1부
▪서약서 1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제출서류 목록

※ 본 제출서류 목록은 참고사항이며, 지원서 등을 시스템에 입력 및 서약
바. 유의사항
모든 참여 기업 및 팀은 K-Global 스타트업 공모전 전 과정에 신의성실

ㅇ

참여 의무가 있음
프로그램 진행 중 및 종료 후 성과 및 기업 성장추이 파악 등을

ㅇ

위한 성과 기초자료 제출을 위해
- 성과조사기관(NIPA) 자료 요청에 대한 접수/작성/제출을 담당할

사내 전담 인력을 지정하여 성과조사기관에 통보하여야 함
ㅇ

과제 선정 이후 허위자료 제출 및 자격조건 미달이 확인될 경우에는
협약체결 이후에라도 협약취소, 상금 회수, 참여제한 등의 조치 가능

※ 사업에 제안한 아이디어는 특허법상 ‘공지된 발명’에 해당하며, 지식재산권의
보호를 위해 참여기업이 별도로 특허 출원을 진행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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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된 발명’에 관하여 ]
◆ 제안 아이디어에 대한 설명・시연・발표, 안내책자・리플렛・작품집 배포,
박람회・전시회 등을 통해 공중에 알려지거나 알려질 수 있는 상태에 놓여
있는 아이디어는 특허법상 ‘공지된 발명’에 해당합니다.
◆ 제안 아이디어가 ‘공지된 발명’에 해당하는 경우, 최대 12개월 이내에 특허
출원을 하지 않으면 그 아이디어에 대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공지된 발명의 경우, 권리 획득이 가능한 시기>
1) 특허·실용신안인 경우 공개일로부터 1년 이내 출원
2) 디자인의 경우 공개일로부터 6개월 이내 출원
◆ 제안 아이디어에 대한 특허를 받고자 하는 경우, 특허 권리 획득이 가능한 시기
(공개 전 / 공개일로부터 최대 1년)를 유념하여 특허 출원을 하시기 바랍니다.

사. 통합 성과관리
K-Global 프로젝트 수혜 대상은 사업 수행 이후 2년간 통합 성과
관리를 위해 K-Global 성과정보관리시스템에 가입하여 성과 기초
자료 제출 등 협조의 의무가 있음

ㅇ

※ 창업여부, 매출액, 종업원 수, 투자유치금액, 특허·상품·디자인 출원 및 등록 건수 등
※ 선정 이후, 통합혜택 부여, 성과조사 등을 위해 시스템 가입 필수

NIPA의 사업 성과분석을 위해 필요한 정보 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ㅇ

* ICT기금사업 평가 및 성과관리 기준 제6장(성과관리)에 따른 성과관리 활용을 위한 상호협력 등

아. 안내 및 문의처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글로벌창업팀

ㅇ

- 곽정호 팀장(043-931-5550, jay@nipa.kr)
- 차아람 선임(043-931-5556, k-startup@nip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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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K-Global 시큐리티 스타트업(창업ž사업화 지원) (KISA)

가. 프로그램 목적

□ 정보보호 분야 창의적 아이디어 제품을 보유한 예비창업자, 스타트업을
·

선발하여 정보보호 특화·창업·사업화 지원을 통해 우수 스타트업으로 양성
나. 프로그램 주요 내용

□ 지원 대상 및 규모
지원 대상 : 정보보호 분야 창의적 아이디어, 아이디어의 구현능력,

ㅇ

기술을 보유한 유망 예비창업자 및 스타트업 (7개)
- 예비창업자의 경우, 재직자, 학생(대학생, 대학원생 등) 등 창업을

계획하고 있는 모든 인재
- 스타트업의 경우, 3년 이내 창업자로 2015.1.1. 이후 설립 법인

수행 기간 : 8개월

ㅇ

공모·접수
3~4월

➡

심사 및 결과발표
4월

➡

오리엔테이션
5월

➡

지원·운영
5월~10월

※ 세부 일정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지원 내용
ㅇ (창업 지원)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법인설립에 필요한 컨설팅,
비용 등을 제공하여 원활한 창업 활동을 지원
- (법인설립 관련 지원) 행정처리 및 비용 지원(최대 200만원 한도),

컨설팅 등
※ 법인설립 관련 지원 비용 200만원은 사업화 지원에서 제공하는 특허출원
관련 지원 비용 200만원을 포함하여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

ㅇ (사업화 지원) 특허출원, 개발 자금 지원 등 사업화 전반에 걸친
일반적인 지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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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 출원 관련 지원) 행정처리 및 비용 지원(최대 200만원 한도),

컨설팅 등
※ 특허출원 관련 지원 비용 200만원은 사업화 지원에서 제공하는 법인설립
관련 지원 비용 200만원을 포함하여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

- (개발 자금 지원) 최우수 3개 수료자에 대해 지속적인 제품 개발

등 사업화를 위한 총 3,000만원 시상
- (멘토링· 네트워킹) 국내 주요 기업 및 기관의 보안·개발·투자·글로벌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멘토단을 통한 기술 및 경영 상담
- (‘K-Global 스타트업 공모전’ 연계 지원) ‘K-Global 스타트업 공모전’

일반 분야의 선발*을 겸하여 해당 프로그램의 모든 지원 내용(멘토링,
네트워킹, 교육, 피칭, 시상 등)을 동일하게 적용
* NIPA 선발 기준에 따라 일부 선발 예정 (선발수 미정)
※ ‘K-Global 스타트업 공모전’의 지원 자격을 만족하여야 함

ㅇ (정보보호 특화 지원) 정보보호 제품·서비스 개발에 특화된 환경
등을 제공하여 우수 아이디어의 효율적인 구현을 지원
- (정보보호 제품 특화 교육) CC 평가 인증 교육 및 맞춤형 컨설팅,

국내외 정보보호 사건·사고 사례 교육
- (제품 개발· 시험을 위한 테스트베드 지원) 디바이스, 네트워크,
SW 관련 도구 및 취약점 점검 컨설팅 제공
- (최신 정보보호 트렌드 제공) 국내외 최신 정보보호 제품 및 솔루션

정보, 기술 정보 제공
다. 신청 자격 및 선정 방법

□ 신청 자격
ㅇ (신청 자격) 예비창업자는 재직자, 학생(대학생, 대학원생 등) 등 창업을
계획하고 있는 모든 인재가 대상이며, 스타트업은 3년 이내 창업자로
2015.1.1. 이후 설립 법인이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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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선발 분야) 정보보안, 물리보안, 융합보안 등 정보보호기술을 활
용한 제품 및 서비스

□ 선정 계획
ㅇ 7개 이내

□ 선정 방법
ㅇ

선정 절차 : 1차 서류심사*를 통해 3배수를 선정하고, 2차 기술심사**를
통해 최종 7개 선발

* 지원자격의 적합성, 제안서의 구현 가능성 등을 중점적으로 심사
** 제품 구현능력, 사업화 가능성, 비즈니스 모델의 타당성 등을 중점적으로 심사
※ 자격에 부합하는 지원자가 없거나 프로그램 목적에 적합한 지원자가 없을
경우, 선발 수 축소 가능
ㅇ

선발 기간 : 총2개월 (공모·접수 3~4월, 심사·선발 4월)

ㅇ

선발 기준 : 기술성, 창의성, 구현가능성, 사업성에 대해 심사하고,
정보보호 및 SW우수인력*을 포함하여 팀 구성 시 가점 부여

* 정보보호 해커톤 상장, SW 개발보안 경진대회, 최정예 사이버보안 인력양성
교육(K-Shield) 인증서, 차세대 보안리더 양성 프로그램(BoB) 인증서, 국∙내외
해킹방어 대회(DEFCON, CODEGATE, SECUINSIDE, HDCON) 상장, SW
Maestro 임명장을 통해 증빙 가능한 자

라. 신청 방법 및 일정

□ 신청/접수 기간 : 2018. 3월~4월
※ 세부 일정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공고 : 한국인터넷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isa.or.kr)
□ 접수방법
ㅇ

신청서 양식은 한국인터넷진흥원 홈페이지 내 ‘공지사항’란을 확인
후 해당 첨부 서류 일체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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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서류는 이메일(kgss@kisa.or.kr)로 접수

ㅇ

※ 응모 지원서는 출력 및 자필 서명 후 스캔하여 제출

- 접수는 지정된 공모 시간 내에 도착한 건에 한하여(방문·우편접수
불가) 인정되므로, 사전에 마감시간을 반드시 숙지하고 준수요망

마. 통합 성과관리
ㅇ

K-Global 프로젝트 수혜 대상은 사업 수행 이후 2년간 통합 성과

관리를 위해 K-Global 성과정보관리시스템에 가입하여 성과 기초
자료 제출 등 협조의 의무가 있음
※ 창업여부, 매출액, 종업원 수, 투자유치금액, 특허·상품·디자인 출원 및 등록 건수 등
※ 선정 이후, 통합혜택 부여, 성과조사 등을 위해 시스템 가입 필수
ㅇ

성과조사기관(NIPA) 자료 요청에 대한 접수/작성/제출을 담당할
사내 전담 인력을 지정하여 성과조사기관에 통보하여야 함

바. 안내 및 문의처
ㅇ

주관기관 : 한국인터넷진흥원 IoT융합보안팀
- 임석재 선임(02-405-5566, kgss@kis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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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K-Global 클라우드기반 SW개발환경 지원 (NIPA)

가. 프로그램 목적

□ 손쉽게 SW를 개발하고 아이디어를 사업화할 수 있도록 클라우드
기반의 SW개발 환경 제공 및 사업화, 해외진출 등 지원

* 별도의 비용 없이 SW 개발․구현 → 테스트 → 시범서비스 → 사업화 지원
<클라우드 기반 SW 개발환경 지원 절차 및 내용>

나. 프로그램 주요 내용

□ 클라우드 기반 SW 개발환경(PaaS) 및 인프라(IaaS), 컨설팅 지원
ㅇ (SW개발환경 지원) 개발환경을 빠르게 구축하고 SW를 손쉽게
빌드⦁배포할 수 있는 공개SW 기반 PaaS플랫폼 지원
- (플랫폼) 개발언어(Java, PHP, Ruby, Python, Perl, Node.js 등), 프레임워크
(JBOSS, 전자정부프레임워크 등),

DBMS(Cubrid, MySQL 등)

- (용량) 과제당 SW 개발 및 테스트를 위한 인스턴스(Gear) 5개
- (지원 기간) 선정일 ~ ‘18년 12월 31일
- (교육) 효과적 SW개발을 위한 PaaS활용 교육 제공 (분기별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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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시범서비스) 개발 완료된 SW를 이기종 환경 테스트 및 시범
서비스에 필요한 가상서버(VM), 스토리지 등 지원
ㅇ (전문정보 제공) 우수한 국내 클라우드 솔루션 DB 및 시장·기술
전문보고서 제공
ㅇ (비즈니스) 클라우드 서비스 수요·공급기업의 비즈니스 연계가
가능한 교류의 장 마련
다. 신청자격 및 제외대상

□ 신청자격
ㅇ

SW를 클라우드 서비스(PaaS, IaaS)를 활용하여 빠르게 개발하고

상용화 하고자 하는 예비창업자 및 창업 3년 미만 스타트업 기업

□ 제외대상
ㅇ

K-Global 프로그램 중 서버지원 관련 프로그램 수혜기업은 배제

라. 지원규모 및 선정방법

□ 지원규모
ㅇ

스타트업 30개사, 개인 800명 이상

□ 선정방법
ㅇ

서류 평가 : 제출 서류를 심사하여 지원기업 선정 (필요시 인터뷰 진행)

□ 평가 선정 절차 및 기준
·

ㅇ

전문가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개발 가능성, 창의성, 글로벌화,
클라우드 기반 SW 개발환경 적용 가능성 및 일자리 창출 우수성
등을 중심으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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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위원회 구성) 투자자, 창업·벤처 지원기관 책임자, 유관기관,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
-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은 평가 시 우대

마. 신청 방법 및 일정
ㅇ

신청 및 접수 기간 : 2018. 3월말 ~ 2018. 4월말(예정)

- 자세한 신청안내는 홈페이지에 별도 공지
ㅇ

접수처 : K-ICT클라우드혁신센터 홈페이지(www.cloud.or.kr)

ㅇ

신청방법

- 신청서 양식은 클라우드혁신센터 홈페이지 내 해당서류 일체를

다운로드 (공지사항, 자료실 등에 게시)
- 홈페이지 내 ‘SW개발환경지원’ 페이지 하단 “신청하기”클릭
- 안내에 따라 필요정보 입력, 사업수행계획서 및 부속서류 업로드
ㅇ

제출서류
번호

제출서류 목록

1 ․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주관/참여)

비고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예비창업자는 생략

바. 통합 성과관리
ㅇ

K-Global 프로젝트 수혜 대상은 사업 수행 이후 2년간 통합 성과

관리를 위해 K-Global 성과정보관리시스템에 가입하여 성과 기초
자료 제출 등 협조의 의무가 있음

※ 창업여부, 매출액, 종업원 수, 투자유치금액, 특허·상품·디자인 출원 및 등록 건수 등
※ 선정 이후, 통합혜택 부여, 성과조사 등을 위해 시스템 가입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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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성과조사기관(NIPA) 자료 요청에 대한 접수/작성/제출을 담당할
사내 전담 인력을 지정하여 성과조사기관에 통보하여야 함

사. 안내 및 문의처
ㅇ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클라우드산업기반팀 조현주 수석
(031-606-1523, chohj@nipa.kr)

- 22 -

5

K-Global 빅데이터 스타트업 기술 지원 (NIA)

가. 프로그램 목적

□ K-ICT 빅데이터센터의 대용량 분석 인프라와 기술 노하우를 바탕으로
빅데이터 창업 및 사업화 기술 지원
ㅇ 빅데이터에 특화된 분석・개발 인프라 및 기술 멘토링, 기술 교육,
사업화 지원 등 기술 중점 지원
나. 프로그램 주요 내용
< 빅데이터 스타트업 지원 프로그램 >

ㅇ

(기술 교육) 스타트업의 빅데이터 스킬업을 위한 실무중심 교육
(분석, 인프라 구축・운영 기술 등) 제공

ㅇ

(인프라 지원) 대용량 데이터 분석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한 API,
APP, WEB 등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인프라 제공

ㅇ

(작업 공간) K-ICT 빅데이터 센터 오픈랩을 활용하여 스타트업이
일정기간 활용할 수 있는 작업 공간 지원

ㅇ

(기술 멘토링) 빅데이터 사업화 애로사항에 대한 전문가 기술자문 제공

ㅇ

(운영서버 지원) 개발 결과를 일정기간 상용 서비스 할 수 있는
클라우드 기반 서버(웹서버, DB, WAS 서버 등) 제공 및 기술자문 지원

※ 주요 분야 : 서비스 기획, 빅데이터 분석, 빅데이터 인프라 및 분석 솔루션 구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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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신청자격 및 제외대상

□ 신청자격
ㅇ 빅데이터 기반 예비 창업자 및 신규 비즈니스를 개발하는 스타트업 등
- K-Global 300 기업 (인증서 발급 2년內) 중 빅데이터 기반의 서비스를
활용·개발하고 이를 상용화 하고자 하는 스타트업 우선 지원

라. 지원내용 및 선정방법

□ 지원내용
‘18년도 지원 규모 : 인프라(분석인프라 : 150개社 이상, 개발자

ㅇ

환경 : VM 60개, 운영 인프라 : VM 60개, 작업공간 15석) 등
‘18년도 지원 예산 : 8.6억원(인프라 및 기술 멘토링, 교육 등 운영・지원)

ㅇ

※ 분석, 개발자, 서비스 운영을 위한 인프라 운영 및 멘토링, 기술 교육 등을 지원
하기 위한 예산으로 간접지원

□ 선정방법
선정 절차

ㅇ

- 년 2회(상 하반기) 공모(신청서 심사, 단 작업공간은 신청서 및 면접 심사)

※ 특이사항 : 지원 규모의 50%는 K-Global 300 (인증서 발급 2년內) 기업에 우선 지원
※ 작업공간 입주 지원 기간 : 6개월, 성과에 따라 심사를 통해심사를 통해 1회 연장
(최대1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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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신청 방법 및 일정

□ 신청/접수 기간
ㅇ

신청 및 접수 기간 : 2018. 3월(상반기), 9월(하반기)

□ 접수처 : K-ICT 빅데이터센터(http://kbig.kr) 홈페이지
□ 접수방법
ㅇ

신청서 작성 후 E-mail 접수(bigdatamanager@nia.or.kr)

※ 신청서 양식은 K-ICT 빅데이터센터 다운로드
※ K-Global 300 기업 (인증서 발급 2년內) 은 신청서 접수시 K-Global 유망기업
인증서 사본 제출
< 접수 절차 >
①

지원공고

(www.kbig.kr)

⇒

②

신청서 작성

⇒

③ E-mail

접수

⇒

④

심사

⇒

⑤

결과안내

사. 통합 성과관리
ㅇ

K-Global 프로젝트 수혜 대상은 사업 수행 이후 2년간 통합 성과

관리를 위해 K-Global 성과정보관리시스템에 가입하여 성과 기초
자료 제출 등 협조의 의무가 있음

※ 창업여부, 매출액, 종업원 수, 투자유치금액, 특허·상품·디자인 출원 및 등록 건수 등
※ 선정 이후, 통합혜택 부여, 성과조사 등을 위해 시스템 가입 필수
ㅇ

성과조사기관(NIPA) 자료 요청에 대한 접수/작성/제출을 담당할
사내 전담 인력을 지정하여 성과조사기관에 통보하여야 함

아. 안내 및 문의처
ㅇ
ㅇ

주무부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융합신산업과(02-2110-2849, 2949)
주관기관 : 한국정보화진흥원 빅데이터센터(1670-1317, bigdatamanager@nia.or.kr)

※ K-ICT 빅데이터센터 홈페이지 : http://kbig.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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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K-Global 스마트미디어 서비스 상용화 지원 (KCA)

가. 프로그램 목적

□ 창의적 신규 스마트미디어 서비스 아이디어를 지닌 중소 벤처 기업 육성 및
우수한 서비스 발굴을 통한 스마트미디어 산업 활성화 여건 조성

ㅇ

스마트미디어X 캠프를 통해 중소 벤처 개발사의 신규 아이디어 발표 및
플랫폼사와 자유로운 네트워킹을 통해 컨소시엄 매칭 기회 제공

ㅇ

매칭된 우수 컨소시엄 사업자(중소 벤처 개발사-플랫폼사)에게 서비스 상용화를
위한 정부 개발 자금과 멘토링, 컨설팅, 글로벌 시장 진출 등의 사업화 지원

※ 플랫폼사 : 방송사업자(지상파, SO, PP, IPTV사, 위성방송, DMB), OTT, 디지털
사이니지 플랫폼사, TV 제조사 등
나. 프로그램 주요 내용

□ 이용자 친화형 스마트미디어 서비스 상용화 지원
ㅇ

(지원분야) 스마트 TV, 스마트폰, 디지털사이니지, 스마트 셋탑 등 단일

스마트기기를 통한 이용자 친화형 스마트미디어 서비스 분야
- 실생활과 밀접한 공공, 교육, 건강, 광고 분야 등 미디어와 ICT인프라(스마트기기 등)가

결합된 사용자 편의 중심의 혁신적인 아이디어에 대한 개발 및 상용화 지원

□ 신기술 융합형 스마트미디어 서비스 상용화 지원
ㅇ

(지원분야) IPTV, 케이블 TV, 스마트 TV, 디지털사이니지, 인터넷 포털 등

스마트미디어 플랫폼에 적용되는 신기술 융합형 스마트미디어 서비스 분야
- AI, 빅데이터 등 ICT 분야 신기술과 스마트미디어가 융합된 지능정보

서비스와 같은 신규 사업 모델 창출을 위한 개발 및 상용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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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콘텐츠 스마트미디어 서비스 상용화 지원
ㅇ

(지원분야) 지상파, 케이블TV, IPTV, 위성방송, DMB, OTT 등을 통해

제공되는 방송콘텐츠 스마트미디어 서비스(양방향 프로그램) 분야
- 방송콘텐츠․ICT(빅데이터 등) 융합을 통해 방송 장르의 콘텐츠에 시청자

*

참여 기반의 부가서비스*가 포함된 양방향 프로그램 개발 및 제작과 상용화 지원

부가 서비스 : 시청자 참여, 시청자 맞춤 정보제공, 커머스 등

다. 신청자격 및 제외대상

□ 이용자 친화형 스마트미디어 서비스 상용화 지원 신청자격
ㅇ

(IT개발사) 이용자 친화형 스마트미디어 서비스 아이디어를 가진

개인, 중소 벤처 IT개발사(참가신청서 및 아이디어 제안서 제출)
ㅇ

(플랫폼사) IT개발사와의 컨소시엄을 통한 자사 플랫폼 서비스

확대에 관심있는 국내 플랫폼사(참가신청서 제출)

□ 신기술 융합형 스마트미디어 서비스 상용화 지원 신청자격
ㅇ

(IT개발사) 신기술 융합형 스마트미디어 서비스 아이디어를 가진

개인, 중소 벤처 IT개발사(참가신청서 및 아이디어 제안서 제출)
ㅇ

(플랫폼사) IT개발사와의 컨소시엄을 통한 자사 플랫폼 서비스 확대에

관심있는 국내 플랫폼사(참가신청서 제출)

□ 방송콘텐츠 스마트미디어 서비스 상용화 지원 신청자격
ㅇ

(IT개발사) 방송콘텐츠 스마트미디어 서비스 상용화 아이디어를 가진

개인, 중소 벤처 IT개발사(참가신청서 및 아이디어 제안서 제출)
ㅇ

(국내 방송사업자) IT개발사와의 컨소시엄을 통한 방송콘텐츠 스마트

미디어 서비스 제작 및 편성에 관심 있는 국내 방송사(참가신청서 제출)

※ 국내 방송사업자 : 지상파, SO, PP, IPTV사, 위성방송, DMB(OTT, 콘텐츠 제작사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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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외대상
ㅇ

기존 스마트미디어 서비스로 개발되어 상용화 되었거나 국내외에서
이미 상용화된 서비스를 일부 각색하거나 표절한 경우 등 타인의
아이디어, 기술 등을 모방하였거나 도용했을 경우

ㅇ

동일한 아이디어로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지원․운영
하거나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받는 사업자, 타 정부부처 산하기관
지원금을 받는 프로젝트(단, 장비, 장소 등 현물 협찬 가능)

ㅇ

이전 스마트미디어X 캠프 지원사업 대상이었으나 해당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중도 포기한 사업자 및 지원조건을 위반하여, 지원
제한 통보를 받고 그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ㅇ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사업의 각종 협약 또는 계약
위반으로 인해 참여제한 조치중인 사업자, 대표자 및 책임자

ㅇ

사업신청일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 과태료 체납사실이 있거나,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인 사업자

※ 단,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는 참여 가능
(국세, 지방세 등 특수채무의 경우는 완납 필수)
라. 지원내용 및 선정방법

□ 지원내용
ㅇ

이용자 친화형 스마트미디어 서비스 상용화 지원

- 지원규모 : 총 240백만원(건 당 30백만원, 8건), 전액 IT개발사 지원
- 자부담 비율 : IT개발사 지원 신청 금액의 20% 이상
ㅇ

신기술 융합형 스마트미디어 서비스 상용화 지원

- 지원규모 : 총 700백만원(건 당 70백만원, 10건) 전액 IT개발사 지원
- 자부담 비율 : IT개발사 지원 신청 금액의 2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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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방송콘텐츠 스마트미디어 서비스 상용화 지원

- 지원규모 : 총 1,100백만원(건 당 100백만원 이하, 11건 이내)
IT개발사 : 70백만원 이하 / 국내 방송사업자 : 30백만원 이하

단, 기존 콘텐츠 활용 시 국내 방송사업자 10백만원 이하 지원

※ 신규 콘텐츠 : 방송콘텐츠 스마트미디어 서비스 상용화를 위해 신규로 제작되는 콘텐츠
(스마트미디어 서비스(양방향) 관련 내용이 반드시 포함)
- 자부담 비율 : IT 개발사, 국내 방송사업자 각각 지원 신청 금액의 20% 이상

□ 선정방법
ㅇ

스마트미디어X 캠프를 통하여 매칭된 IT개발사와 플랫폼사 컨소
시엄에 정부 지원금을 분야별로 지급

- 우수한 결과물 확보를 위해 심사 과정에서 지원금액, 서비스 기능,

사업 결과물 등을 조정할 수 있음
< 2018 스마트미디어X 캠프 행사 개요 >

ㅇ 일시 : 2018년 4월 중
ㅇ 장소 : 서울(세부장소 추후 공고)
ㅇ 주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ㅇ 주관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ㅇ 행사 내용
- IT개발사의 신규 스마트미디어 관련 아이디어 피칭, 네트워킹 후 플랫폼사의
선택을 통해 컨소시엄 구성
- 행사장내에 플랫폼사 개별 미팅 부스와 홍보 및 상담 등의 협업 기회를
제공하고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멘토링 등 진행
- 캠프 종료 후, 구성 된 컨소시엄을 심사하여 지원사업 수행 자금 지원
※ 지원 대상은 캠프를 통해 구성 된 컨소시엄에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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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신청 방법 및 일정

□ 신청/접수 기간 : 2018년 2월 ~ 3월 중
□ 접수처 : 사업별 이메일 접수
- 이용자 친화형 : apply1@kca.kr
- 신기술 융합형 : apply2@kca.kr
- 방송콘텐츠

: apply3@kca.kr

※ 공고문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홈페이지(www.kca.kr), 스마트미디어센터 홈페이지
(www.smcenter.kr) 등을 통하여 확인 가능

□ 제출서류 : X 캠프 참가신청서 및 사업별 아이디어 제안서 각 1부
※ 공고문 내 양식 참조

바. 유의사항
ㅇ

첨부 파일 공고문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 후 지정된 이메일로 송부
(지정된 양식 미사용, 서류 오류 및 미비는 별도 통보 없이 접수

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
ㅇ

한 IT개발사가 동일 아이디어로 복수 분야에 지원하는 것은 불가능,
복수의 아이디어로 복수 분야에 지원은 가능하며 한 분야 내에서
복수의 아이디어 지원도 가능(복수 지원 시 제출 서류는 건별로 별도 제출)

ㅇ

IT개발사의 아이디어 제안서가 선정 된 경우, 사전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X 캠프에 참가하는 플랫폼사에 요약문이 사전 공개되며 이에 대한

아이디어 유출 등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으므로 공개 가능한 사항에
한하여 요약문을 작성 할 것
ㅇ

K-Global 300 기업일 경우 발급일 기준 2년 이내 인증서 사본 제출
(평가에 따라 K-Global 300 기업 50% 우선 배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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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통합 성과관리
K-Global 프로젝트 수혜 대상은 사업 수행 이후 2년간 통합 성과

ㅇ

관리를 위해 K-Global 성과정보관리시스템에 가입하여 성과 기초
자료 제출 등 협조의 의무가 있음

※ 창업여부, 매출액, 종업원 수, 투자유치금액, 특허·상품·디자인 출원 및 등록 건수 등
※ 선정 이후, 통합혜택 부여, 성과조사 등을 위해 시스템 가입 필수

성과조사기관(NIPA) 자료 요청에 대한 접수/작성/제출을 담당할

ㅇ

사내 전담 인력을 지정하여 성과조사기관에 통보하여야 함
아. 안내 및 문의처
주무부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방송정책과

ㅇ

- 임유택 사무관(02-2110-1898, yutaek70@korea.kr)

주관기관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미디어산업진흥팀

ㅇ

- 이용자 친화형 : 정동명 주임(061-350-1395, dmchung@kca.kr)
- 신기술 융합형 : 정혁주 대리(061-350-1397, hjjung@kca.kr)
- 방송콘텐츠

: 정경구 차장(061-350-1396, jkku@kc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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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K-Global 액셀러레이터 육성 (NIPA)

가. 프로그램 목적

□

민간 액셀러레이터가 해외 액셀러레이터와 파트너십을 추진하여
국내 유망 스타트업을 공동 발굴 및 육성하도록 지원

ㅇ 해외기관의 전문성 및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국내 스타트업의 성장
및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고, 선진 창업 지원 기법을 국내로 이전
ㅇ 국내외 액셀러레이터 협의체 및 창업 지원 전문기관 등의 액셀러레이터
교육 프로그램 참가 등을 통해 스타트업 지원 역량을 강화
나. 프로그램 주요 내용

□ 주요내용
민간 액셀러레이터가 해외 액셀러레이터와 파트너십을 통해 국내

ㅇ

유망 스타트업 발굴, 국내·외 교육, 멘토링 등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운영 지원
액셀러레이터의 글로벌 네트워크 확대, 참여인력의 전문성 강화를

ㅇ

위한 국내·외 창업관련 행사·교육의 개최 및 참가 지원
ㅇ「벤처캐피탈(VC)대상

ICT 투자 역량 강화 지원」사업 연계를 통한

액셀러레이터의 ICT 투자역량 강화 및 네트워킹 구축 지원

□ 사업비 구성 및 지원내용
ㅇ (자금구성) 정부지원금 및 민간부담금으로 구성되며, 협약기간
종료 후 지정 회계 법인을 통한 전체 사업비 정산 진행

* 민간부담금은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의 출연금 등 지원기준 준용
ㅇ (지원내용) 국내 ICT분야 유망 스타트업의 국내·외 교육, 멘토링,
데모데이 등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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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신청자격 및 제외대상

□ 신청자격
ㅇ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19조의 2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한
창업기획자 또는 하기 조건을 만족하는 국내법인
①

대한민국 국적자가 액셀러레이터 (공동)대표여야 함

②

상법에 따른 회사로 자본금 1억원 이상(비영리법인은 5천만원 이상)

③

상근 전문인력* 2인 이상 확보

④

초기 창업자가 창업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사무공간 지원*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14조의2 제4항 준용

* 관련시설을 직접 보유하지 않는 기관은 보육센터 등과 협력방안 제시가능 해야 함

□ 제외대상

ㅇ 접수 마감일 기준 정부지원 사업 참여 제한기관 및 채무 불이행,
경영부실 등으로 정상적인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기관

* 창업보육센터, VC, 투자조합, 기술사업화 전문회사는 컨소시엄으로 참여 가능
(주관기관으로 참여 불가)
라. 지원내용 및 선정방법

□ 지원내용

ㅇ 지능정보, AR/VR 등 4차 산업혁명 특화 액셀러레이터 6개사 내외, 18억원 내외

* 액셀러레이터당 3억원 내외 지원(단, 예산 및 규모 등은 변경될 수 있음)

□ 선정방법

ㅇ (선정절차) 제출서류 등 적합성 검토 후, 서류 및 발표평가 2단계
전형으로 선발되며 협약대상자는 협약 전 현장실사 실시

* 최종 선정 후라도 결격사유가 확인(발생)될 경우 선정 취소
< 선정 평가 절차 >
1단계
적합성 검토

지원자격 검토
정 보통 신 산업 진 흥원

2단계

⇨

발표평가 대상
2배수 이내 선정
서류 평 가

평가 위 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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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

협약체결 대상
액셀러레이터 선정
발표평가

평가위원회

ㅇ (평가기준) 수행기관 역량, 프로그램 구성도, 투자계획, 역량강화
및 성과창출 계획 등 평가
마. 신청 방법 및 일정
ㅇ (신청· 접수기간) 2018. 3. 2(금) ~ 2018. 3. 30(금) 15:00까지

* 세부공고 별도 진행 예정으로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 접수시간 이후에는 접수 불가하므로, 마감 2~3일전 접수 완료 필수

ㅇ (접수처) NIPA 홈페이지(www.nipa.kr) 내 스마트시스템 접수
- 신청서 양식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홈페이지 내 ‘사업공고’란을

확인 후 해당서류 일체를 다운로드
- 홈페이지 내(하단위치) “전산접수” 클릭
- 안내에 따라 필요정보 입력, 사업수행계획서 및 기타 부속서류 업로드
< 전산 접수 절차 >

첨부서류
다운로드

온라인 접수 ⇨
⇨ 신청서 작성 ⇨ (제출서류
첨부)

제출완료

⇨

접수완료

바. 유의사항
ㅇ

상세 공모안내는 NIPA 홈페이지 ‘사업공고’ 게시판에 공고 예정으
로 반드시 세부사항을 확인 후 최종접수 요망

ㅇ

신청서류 접수는 홈페이지 내 ‘전산접수’로만(방문·우편접수 불가) 시행
되므로, 사전에 접수방법 및 마감시간을 반드시 숙지하고 준수요망

* 접수시, 회원가입부터 접수 완료까지 약 3시간 정도 소요되므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접수 진행
ㅇ

최종 선정후 협약 체결시 이행보증보험 등 추가 제출서류 필요(별도 안내 예정)

ㅇ

제안사는 지금까지의 수행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실적과 본 사업을 수행
하면서 추진할 일자리 창출 계획을 수행계획서(과제신청서)에 제안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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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통합 성과관리
K-Global 프로젝트 수혜 대상은 사업 수행 이후 2년간 통합 성과

ㅇ

관리를 위해 K-Global 성과정보관리시스템에 가입하여 성과 기초
자료 제출 등 협조의 의무가 있음

※ 창업여부, 매출액, 종업원 수, 투자유치금액, 특허·상품·디자인 출원 및 등록 건수 등
※ 선정 이후, 통합혜택 부여, 성과조사 등을 위해 시스템 가입 필수
ㅇ

NIPA의 사업 성과분석을 위해 필요한 정보 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ㅇ

성과조사기관(NIPA) 자료 요청에 대한 접수/작성/제출을 담당할

* ICT기금사업 평가 및 성과관리 기준 제6장(성과관리)에 따른 성과관리 활용을 위한 상호협력 등
사내 전담 인력을 지정하여 성과조사기관에 통보하여야 함

아. 관련 규정
ㅇ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칙

ㅇ

ICT 기금사업 관리지침

ㅇ

ICT 기금사업 사업비 산정 및 정산등에 관한 기준

ㅇ

ICT 기금사업 평가 및 성과관리 기준

자. 안내 및 문의처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글로벌창업팀

ㅇ

- 곽정호 팀장(043-931-5550, jay@nipa.kr)
- 남윤경 책임(043-931-5562, yknam@nip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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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K-Global DB-Stars (K-DATA)

가. 프로그램 목적

□ 데이터에 핵심가치를 둔 우수 비즈니스 모델(서비스)을 발굴·육성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혁신기업으로 성장토록 지원
나. 프로그램 주요 내용

□ 지원 분야
ㅇ 데이터 활용을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 및 고도화가 가능한
서비스(웹/앱/솔루션 비즈니스 등 사업화 아이디어 자유제안)

□ 지원 내용
ㅇ

(개발지원금) 팀당 최대 3천만원 개발지원금 일괄지급(12社)

ㅇ

(후속지원금) 사업화 결과물을 기반으로 우수 서비스를 선발하여,

시상 및 최대 3천만원 후속지원금 지급(12社 중 4社 시상)
구

분

대 상
최우수상

ㅇ

규

모

1종
3종

상

격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
K-DATA원장상

지원금

3,000만원
2,000만원

(데이터 특화 컨설팅) 자사가 보유한 데이터(DB)의 가치를 극대화하여,

실제 비즈니스 적용 및 성과창출을 지원하는 현장방문컨설팅

* 데이터 기반 그로스해킹·개인정보관리·결함테스팅·데이터모델링·DB성능진단/개선 등 5종
ㅇ

(데이터 스타트업 데모데이) 국내 유명 액셀러레이터·투자사와

연계하여 데이터 비즈니스 데모데이 행사 개최
ㅇ

(비즈니스 멘토링) 국내외 VC·성공벤처인·액셀러레이터 등 전문

멘토 12인과 비즈니스 점검 및 투자 가이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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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비즈니스 역량강화 교육) 데이터 활용, 조직관리, UI·UX 등 사업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실무능력 함양을 위한 비즈니스
역량강화 온·오프라인 교육 지원
ㅇ

(네트워킹) 유명 투자사·스타트업 네트워킹을 위한 런치데이 및

관심사별 스타트업 간담회 개최
ㅇ

(인프라 지원) 클라우드 서버, 고성능 컴퓨팅, 대용량 처리 솔루션,

비즈니스 문서 도구 등 공공·민간 주요 인프라 지원

* 네이버(NPAC), IBM, Amazon, 트레저데이터, NESGIO, 데이터스토어, K-ICT빅데이터
센터, 데이터모델링 S/W 등 사업자 실수요를 반영한 주요 인프라 제공(예정)
ㅇ

(후속지원) 얼럼나이(DB-Stars 1기~4기) 프로그램 연계, 홍보·IR,
DB전문기업 지원, K-Global Startup 300 (DB-Stars 23社) 지원 등

□ 지원절차 및 일정
∼
사업
홍보
공모(www.dbstars.or.kr)
접수(온라인 접수)

1. 공모 접수(3.5

4.12)

∼
서비스
홍보·IR 지원
기타 후속지원
6. 사후관리(

12월)

∼
서류평가(24팀,
2배수)
캐쥬얼
인터뷰
발표평가

2. 서면·발표평가(4월

5월)

∼
최종결과보고서
제출
성과평가
공개발표평가
우수서비스 시상(4팀)

5. 평가 시상식(10월

11월)

3. 지원기업 선정·협약(5월)

지원기업
선정(12팀)
목표달성지표
협약체결(5월말)설정

∼
지원금
지급(3천만원)
데이터컨설팅,
데모데이,
멘토링,
교육
등
데이터
특화 비즈니스 지원

4. 인큐베이팅(6월

9월)

다. 신청자격 및 제외대상

□ 신청자격
ㅇ 데이터 활용 비즈니스 모델(아이디어)를 보유한 연 매출 5억원 미만의
개인/법인 사업자(스타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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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외대상
ㅇ

동일한 아이디어로 정부기관, 공공기관, 지자체가 주최·주관하는
사업화 지원 사업에 선정되어 1,000만원 이상의 자금지원을 받은 경우

ㅇ

타인의 아이디어 및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라. 지원규모 및 선정방법

□ 지원규모
ㅇ

‘18년도 지원 기관 : 총 12社

ㅇ

‘18년도 지원예산 : 12.5억

ㅇ

‘18년도 사업수행 기간 : 2018. 6. 1 ~ 9. 28(예정), 약 4개월

□ 선정방법 : 2단계 평가(서류, 발표) 진행 및 캐쥬얼인터뷰 실시
ㅇ

사업계획서를 통한 팀별 서류평가를 거쳐 총 24개팀(2배수) 선정

ㅇ

캐쥬얼인터뷰* 및 발표평가를 진행하여 최종 12개팀 선정
구

분

서류평가
캐쥬얼인터뷰
발표평가

평 가 방 법

사업계획서 평가
심층 인터뷰(팀당 1시간)
발표 평가(15분)

선정팀 수

24社
24社
12社

기 간

4월중
4∼5월중
5월중

* 캐쥬얼 인터뷰는 팀당 1-2시간씩 투자전문가와 진행하는 심층 인터뷰 방식으로 참가자의
사업화 의지, 진정성, 팀워크 등을 알아보기 위한 과정
(발표평가 배점 20%반영)

ㅇ

일자리 창출 우수 기업 우대 예정

마. 신청 방법 및 일정
ㅇ

신청/접수 기간 : 2018. 3. 5(월) ~ 2018. 4. 12(목) 16:00

ㅇ

접수처 : DB-Stars 홈페이지(www.dbstar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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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방법 : 사업계획서 작성 등 온라인 페이지를 통해 공모접수

ㅇ

* DB-stars 홈페이지(www.dbstars.or.kr) 접속 → 회원가입 및 로그인 → 지원하기
(반드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접수만 가능)
제출서류 : 팀 현황 등 세부사항 온라인 등록, 사업계획서(자유양식) 1부

ㅇ

* K-Global 300 선정기업 (인증서 발급 2년內) 의 경우 동일하게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접수를 하되, 신청시 증빙서류(인증서사본)를 반드시 첨부

바. 유의사항
ㅇ

본 사업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K-Global
DB-Stars 사업관리규정’에 의거하여 수행되며 선정된 사업자는 관련
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해야 함

ㅇ

본 사업의 신청, 사업수행에 있어 관련 법령 및 규정의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임

ㅇ

동일한 아이디어로 타 기관으로부터 자금지원(1,000만원 이상)을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협약체결 이후에라도 협약취소, 지원금
회수, 참여제한 등 조치 가능

사. 통합 성과관리
K-Global 프로젝트 수혜 대상은 사업 수행 이후 2년간 통합 성과

ㅇ

관리를 위해 K-Global 성과정보관리시스템에 가입하여 성과 기초
자료 제출 등 협조의 의무가 있음

※ 창업여부, 매출액, 종업원 수, 투자유치금액, 특허·상품·디자인 출원 및 등록 건수 등
※ 선정 이후, 통합혜택 부여, 성과조사 등을 위해 시스템 가입 필수
성과조사기관(NIPA) 자료 요청에 대한 접수/작성/제출을 담당할

ㅇ

사내 전담 인력을 지정하여 성과조사기관에 통보하여야 함
아. 안내 및 문의처
ㅇ

주무부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융합신산업과(02-2110-2844)

ㅇ

주관기관 : 한국데이터진흥원 유통사업실
- DB-Stars 운영사무국(02-3708-5404~5, dbstars@kda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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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K-Global 스마트콘텐츠 허브활성화 지원사업 (NIPA)

가. 프로그램 목적
ㅇ

국내 스마트콘텐츠 유망 중소기업 인프라 지원 및 개발, 마케팅,
해외진출지원 등 운영을 통한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 기반 마련

나. 프로그램 주요 내용

□ 지원내용
ㅇ

스마트콘텐츠센터 입주기업 역량강화 프로그램 제공

- 본 센터 입주기업 대외이미지 향상을 위한 국내외 홍보 지원
- 본 센터 입주기업 역량 강화 교육, 컨설팅, 마케팅 및 해외진출 등 지원

◦ 스마트콘텐츠센터 입주기업 콘텐츠 품질 향상 지원

- 콘텐츠 개발 테스트 지원, 콘텐츠 개발 인프라지원 등

다. 신청자격 및 제외대상

□ 신청자격
ㅇ 스마트콘텐츠

제작, 서비스, 마케팅 등 관련 분야의 국내 유망 중소기업

* 이러닝, 핀테크/O2O, 게임, 동영상, 음악, e-Book, 웹툰, AR/VR, AI, IOT,
애니메이션, 광고 등 스마트기기를 통해 이용하는 콘텐츠 전 분야
: 스마트기기(스마트폰, 태블릿, 스마트TV, PC 등)를 매개로 사용자에게 편익을 제공할 목적으로
콘텐츠 원형의 표현력과 전달력을 높여 제공되는 사용자 중심 콘텐츠

* 스마트콘텐츠

□ 제외대상
ㅇ

접수 마감일 기준 신청인의 소속기업, 대표자, 신청자 본인이 정부
지원 사업 참여 제한 및 채무 불이행, 경영부실 등으로 정상적인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기관 외(유의사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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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지원내용 및 선정방법

□ 지원내용
구 분

지원 내역

▪
- 입주임대료 전액 지원(단 *관리비는 입주기업 전액 자부담)
* 입주기업 자부담 관리비는 전기 및 통신료 등 포함됨
▪
▪
*「입주사관리지침 제9조(계약의 해지)」근거
: 연 2회 입주사 평가를 통해 누적 2회 불합격일 경우 계약 해지
* 단 지원기간은 본 센터 사정으로 인해 조정이 가능함
▪
등
▪
- 본 센터 입주기업 대외 이미지 향상을 위한 국내외 홍보 지원
- 본 센터 입주기업 역량 강화 교육, 컨설팅 및 투자유치, 네트워킹 등 지원
▪
- 콘텐츠 개발 테스트 및 컨설팅 지원, 개발 플랫폼 지원 외
- 콘텐츠 테스트 랩 운영(콘텐츠 제작 영상/음향 장비 및 기기 테스트 환경 제공)
* 스마트폰, 태블릿PC, VR기기 및 체험존, 드론 등 100여종 보유
입주 공간 지원

지원 조건

지원 규모

40개사

최대 2년

지원 기간

지원 시설

콘텐츠 테스트 랩, 공용지원시설(안양 에이큐브 외), OA기기, 각종 회의실

스마트콘텐츠센터 입주기업 역량강화 프로그램 제공

지원 사업

스마트콘텐츠센터 입주기업 콘텐츠 품질 향상 지원

* 본 입주기업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 체결일로부터 1개월이내 입주하여야 하며, 입주기업의
소재지는 스마트콘텐츠센터(안양시 창조경제융합센터 내)로 이전하여야 함
* 위치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27번길 11-41 창조경제융합센터 4～6F 스마트콘텐츠센터
* 규모 : 3개층, 전용면적 1,995㎡((A타입(28∼34㎡), B타입(46∼48㎡), C타입(71∼77㎡))

□ 선정방법
ㅇ

선정 절차 : 1차 서류 및 2차 질의응답 발표 평가를 통해 최종 입주
선정, 확정 통보, 계약체결, 입주

마. 신청 방법 및 일정

□ 신청/접수 기간 : 2018. 10 예정(세부일정 별도공지)
□ 접수처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홈페이지(http://www.nip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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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방법
신청서 양식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홈페이지 내 ‘사업공고’란을

ㅇ

확인 후 해당서류 일체를 다운로드
온라인 이메일 접수 또는 전자 시스템 접수

ㅇ

□ 제출서류
ㅇ 입주신청서(사업계획서)

외 관련 구비서류

바. 유의사항

o

ㅇ

신청 제외 대상

- 신청일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사실이 있는 사업자
- 신청일 현재 진흥원 관련 각종 협약 또는 계약 위반으로 인해 참여제한조치
중인 사업자, 대표자 및 책임자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이거나 금융기관 등의 신용거래 불량자 등
관련규정에서 정하는 제외대상자
- 동일한 과제로 우리원의 지원 사업에 선정되어 입주공간을 배정 받은 경우
본 사업은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관리규정’에 의거하여 수행되며 선정된 사업자는 관련 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해야 함

ㅇ

본 사업의 신청, 사업수행에 있어 관련 법령 및 규정의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업체의 책임임

ㅇ

신청업체에 제재사유 발생시, 각종 지원사업 참여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제재조치 내용(신청기관명, 사유, 제재내용 등)을 정보
통신산업진흥원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있음

ㅇ

동일한 내용으로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나 타 지원기관(정부 및 공공기관)
으로부터 지원(입주공간)을 받은 경우, 또는 입주신청서의 허위사실 기록이
확인될 경우에는 입주계약체결 이후에라도 입주계약취소 및 퇴거,
지원금 회수, 참여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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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제출된 신청서는 신청업체 요청에 의해 임의로 추가 또는 보완될
수 없으며, 일체의 서류는 반환되지 않음

ㅇ

상기 공고내용은 사정에 의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사. 통합 성과관리
K-Global 프로젝트 수혜 대상은 사업 수행 이후 2년간 통합 성과

ㅇ

관리를 위해 K-Global 성과정보관리시스템에 가입하여 성과 기초
자료 제출 등 협조의 의무가 있음

※ 창업여부, 매출액, 종업원 수, 투자유치금액, 특허·상품·디자인 출원 및 등록 건수 등
※ 선정 이후, 통합혜택 부여, 성과조사 등을 위해 시스템 가입 필수
성과조사기관(NIPA) 자료 요청에 대한 접수/작성/제출을 담당할

ㅇ

사내 전담 인력을 지정하여 성과조사기관에 통보하여야 함
아. 안내 및 문의처
주무부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콘텐츠과

ㅇ

- 김은영 주무관(02-2110-1827, na02026@korea.kr)

주관기관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융합콘텐츠진흥팀

ㅇ

- 최연철 팀장(043-931-5630, ycchoi@nipa.kr)
- 임혜순 수석(031-360-5945, hsim@nip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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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K-Global 정보통신응용기술개발지원(융자)사업 (IITP)

가. 사업목적
ㅇ

ICT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 및 신산업 창출을 위한 ICT 및 ICT

기반 융․복합분야 기술개발자금 융자 지원
나. 주요 내용

□ 지원 내용
ㅇ

18년도 사업비 : 300억원

ㅇ

지원한도 : 과제당 최고 20억원

ㅇ

과제기간 : 2년(최대 2019.12.31.까지)

* 기 지원업체의 경우 업체당 지원한도(대출금액기준 5년간 20억원) 범위를
초과하거나 기술개발기간(2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신청 불가

* 과제시작은 접수일부터 소급적용

□ 지원 조건
ㅇ

융자금리 : 분기별 변동금리(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계정 신규대출
금리에서 1%p 차감한 금리 적용)

* 단, 금리 계속 하락시 최저 대출금리 1.6% 적용(‘18. 1/4분기 1.60%)
ㅇ

융자기간 : 5년 이내(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

□ 지원 유형
ㅇ

기술담보대출 : 기술보증기금 기술평가 및 보증서 대출

다. 신청자격 및 제외대상

□ 신청자격
ㅇ

ICT 및 ICT기반 융․복합분야 기술개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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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외대상
ㅇ

기술개발이 완료되거나 진행 중인 기술로 중복지원 신청한 경우

ㅇ

사업자가 변조 또는 위조된 서류를 제출한 경우

ㅇ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중인 자가 신청한 경우

ㅇ

동 사업의 지원을 받고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ㅇ

업체당 지원한도(대출금액기준 5년간 20억원)를 초과하는 경우

ㅇ

동일인(개인 및 법인대표)이 중복신청한 경우

ㅇ

최근 5년간 정책자금 지원금액 100억원 이상인 기업

ㅇ

기타 지원요건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 중소기업 정책자금 쏠림방지 지원기준 시행안내(중소벤처기업부 정책분석과-505)에
의거 중소벤처기업부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정책자금 지원이력 사전 확인

라. 지원 및 평가 절차
<지원 절차>

신청 접수

선정평가

선정확정․통보

자금대출

IITP

2단계 평가

사업자 / 취급기관

사업자 / 대출은행

< 평가 절차 >
단계

1단계

2단계

구분
내용

적합성검토(IITP)
참여자격, 과제중복성,
제재사항, 제출서류 등

예비평가(기보)
기술평가(기보)
보증금지 제한 해당여부, 현장평가를 통해 기술
기보증액, 기술사업 내용 등 개발, 제품화, 생산 능력 등

마. 신청방법 및 일정
ㅇ

신청방법 :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홈페이지(http://www.iitp.kr) ‘융자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한 전산접수(사업계획서 작성후 업로드)

* 사업계획서 서식은 사업공고 게시판에서 Download 받아 사용
ㅇ

접수기간 : 2018. 3. 12(월) ~ 자금 소진 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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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통합 성과관리
K-Global 프로젝트 수혜 대상은 사업 수행 이후 2년간 통합 성과

ㅇ

관리를 위해 K-Global 성과정보관리시스템에 가입하여 성과 기초
자료 제출 등 협조의 의무가 있음

※ 창업여부, 매출액, 종업원 수, 투자유치금액, 특허·상품·디자인 출원 및 등록 건수 등
※ 선정 이후, 통합혜택 부여, 성과조사 등을 위해 시스템 가입 필수
성과조사기관(NIPA) 자료 요청에 대한 접수/작성/제출을 담당할

ㅇ

사내 전담 인력을 지정하여 성과조사기관에 통보하여야 함
사. 안내 및 문의처
주무부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방송기반과
- 송승치 주무관(02-2110-2518, sscok@korea.kr)

ㅇ

주관기관 :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기술사업화단 기술마케팅팀

ㅇ

- 이성용 팀장(042-612-8630, leesy@iitp.kr)
- 홍대기 수석, 문진민 책임(042-612-8631, 8634, city@iitp.kr, jinmin13@iitp.kr)

※ 전산접수 문의 :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정보서비스팀 (042-612-8979)
※ 세부내용은 IITP 홈페이지(www.iitp.kr) 사업공고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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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K-Global ICT 유망기술개발지원 (IITP)

가. 프로그램 목적
ㅇ

ICT분야의 신생기업 및 중소(벤처)․중견기업의 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해 기술 수요를 반영한 단기 사업화 기술개발 지원
나. 프로그램 주요 내용
ㅇ

ICT 융합핵심기술개발지원사업 : ICT분야 신시장 창출을 위한 업계

기술수요를 반영한 ICT와 타 산업간 융합 혁신 사업화 기술개발 지원
ㅇ

ICT R&D 바우처 지원 사업 : 전문연구기관과 연계한 기술개발을

통해 신제품 개발 및 연구개발 역량 강화를 희망하는 중소·중견 기업
에게 R&D 바우처 지원
다. 신청자격
ㅇ

공통요건

사업명

ICT
유망기술
개발
지원사업

내
역
사
업

ICT융합
핵심기
술개발
지원사
업

지원유형

투자연계형
K-Gl300obal
비투
자연
계형 일반

ICT지원
R&D사업
바우처
ㅇ

o (주관기관)
- 국내 법인 중 중소(벤처 포함)․중견기업
o (참여기관)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등 관련
규정*에 해당되는 기관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제4조(연구개
발과제 참여대상)
- 외국 소재 기관(기업, 대학, 연구소 등)의 경우 참여
기관으로만 사업 참여 가능함
o (주관기관)
- 국내 중소·중견기업(법인)
o (참여기관)
- 비영리기관(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 제2조
제35호) 및「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
공계지원 특별법」제18조에 따라 연구개발업으로
신고한 연구개발서비스업자 중 1개 기관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의 신청 자격

ICT융합핵심기술개발지원사업의 경우

- 투자연계형 : 1차년도 정부출연 신청금액의 20%이상 민간투자*를

유치한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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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공고일 기준 2년전 이후부터 접수마감일 이전까지의 민간투자유치 실적
(투자계약과 투자계약에서 정한 투자금 입금이 완료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

- K-Global 300 : K-Global 300 인증기업

* 접수마감일 현재 인증서가 유효한 경우에 한함

라. 제외대상
ㅇ

신청자격(동 공고문 다. 신청자격 참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신청된
서류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이에 신청자격을 갖춘 경우에만 지원할 것)

ㅇ

신청과제의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이 기지원, 기개발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 단, 기 개발된 소프트웨어의 기술 또는 제품에 대해 혁신적인 기능을

추가하거나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연구개발인 경우는 예외
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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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접수 마감일 현재 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참여기관, 참여
기관의 장 등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를 받고 있는 경우

ㅇ

접수마감일 현재 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참여기관,
참여기관의 장 등이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는 비적용)

- 기업의 부도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과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예외)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과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 기업은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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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마감일 기준 국세와 지방세를 모두 완납(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제출)한
경우에만 지원가능(분할 납부 또는 미납인 자는 지원이 불가함)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
주관 또는 참여기관의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이거나, 외부감사

ㅇ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 공고일 기준으로 3년이내(개인기업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의 설립일 기준,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의 법인설립일 기준) 창업한 기업은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적용대상에서 제외함
* 법인의 경우 2017년 12월말을 최근 결산 기준일로 함
ㅇ

접수기간 내에 사업계획서의 전산 접수 및 기타 서류 제출이 미비한 경우

ㅇ

신청한 주관기관이 아래의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 ICT융합핵심기술개발지원사업과 ICT R&D 바우처 지원 사업 중

에서 1개 사업을 선택하여 1개 과제만 지원가능하며, 이를 위반
하여 신청된 경우
- 공고일 기준으로 ICT융합핵심기술개발지원사업 또는 ICT R&D

바우처 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기업이 신청한 경우
- ICT융합핵심기술개발지원사업의 지원서류를 ICT R&D 바우처 지원

사업에 접수하거나, ICT R&D 바우처 지원 사업의 지원서류를
ICT융합핵심기술개발지원사업에 접수하는 경우
- ICT융합핵심기술개발지원사업내의 3개의 지원유형(투자연계형, K- Global 300,

일반)중에서 선택한 지원유형에 다른 지원유형의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 ICT융합핵심기술개발지원사업의 K-Global 300의 경우 K-Global
300 인증서를 미제출하거나, K-Global 300인증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 ICT융합핵심기술개발지원사업의 지원유형이 투자연계형인 경우, 아래의

투자요건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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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연계형 제출서류
-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1부
-- 투자계약서
사본
1부(원본대조필
날인)
투자확약서
원본
1부(자유양식)
* 총사업기간 동안 민간투자액을 회수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협약서 또는 확약서
(민간투자 2건 원본
이상일1부(투자금에
경우 각각 증빙서류제출)
- 예금잔액증명서
설정것)및 담보 제공이 되어 있지 않음
을 확인할 수 있는 문구 또는 내용이질권표시된
--「민간투자자
투자 전․후 주주명부
원본 1부
대상 기관요건」증빙자료
1부

투자연계형 유의사항
- *민간투자자가
신청기관(대표,
총괄책임자 관한
등)과법률
특수관계인
경우
불인정
특수관계인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시행령
제3조(특수관계인의
범위)
- 민간투자유치
선정 기업 과제수행중 민간투자액의 회수(상환) 또는 매매(양도)
를
할
수
없음
-「민간투자자 대상 기관요건」에 해당사항이 아닌 경우 불인정

민간투자사 대상 기관요건
① 액셀러레이터
:「중소기업창업
지원법등록된
시행령」제2장의2
창업기획자(제13조의
2(액셀러레이터의
등록요건)에
따라
액셀러레이터
리더스포럼
회원사,
NIPA
K-Global
액셀러레이터
육성
및
SW전문창업기획사
사업,
TIPS(중기벤처
부), 연구개발진흥특구재단 등 정부지원 사업 수행 기관
② 엔젤클럽
: 회원이
10명 이상인
클럽에함)소속된 2명 이상의 투자자(2명중 최소
1명
이상은
적격투자실적을
보유해야
③ 개인투자조합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결성
되었으며
적격투자실적을
보유한
조합원이
1인
이상
소속된
조합
④ 벤처캐피탈 : 창업투자회사(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여신전문금융회사(신기술
--사업금융회사(조합))
창업투자회사(조합)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제10조에
따라 등록된 기업
한국벤처투자조합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제4조의3(한국벤처투자조
결성 등)의해 결성된 조합
- 합의
여신전문금융회사(신기술사업금융회사(조합))
:「여신전문금융업법」제3조의2
(허가․등록의
첨부서류)에
따라
설립된
회사
⑤ 창업보육센터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지원하는
제7항에 따라
창업자에게
시
설·장소를
제공하고
경영·기술
분야에
대하여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장
⑥ 전문엔젤
: 중소기업벤처부로부터
전문엔젤
인가를 받았으며, 사업공고일 기
준으로
전문엔젤
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자
⑦ 선도벤처
: 사업공고일수행기준기관벤처 인증을 받은 기업이거나, 선도벤처 연계 지
원
사업(중기벤처부)
⑧ 기술지주회사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에
의한
신
기술창업전문회사,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의3에
기술지주회사
⑨ 의한
기술사업화
전문회사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12조에
의한 사업화전문회사
투자형태(유형)
신주인수, 구주인수,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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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지원내용 및 선정방법

□ 지원내용
과제당 지원내역
사엄명

내역
사업

지원유형

사업
예산

공모
지원규모

총수행

(정부출연금)

기간

지원방법

방식

5억원
투자연계형
- 2단계평가를 통한신규과제선정
내외 1차년도 :
* 1차 서면평가를 통해 2차 발표평가 대상
ICT융합
2.
5
억원
선정 후 최종지원가능과제 확정
K-Global 12억원 이내 18개월 * 경쟁률에
핵심기술
ICT 개발지원 비투자연 300 내외 2차년도 : 이내 원가능과제따라선정발표평가만을 통해 최종 지
유망기술 사업 계형
- 연차평가를 통해 2차년도 지원여부 자유
5억원
이내
34억원
개발
공모
및지원규모결정
일반
내외
지원사업
전문연구기관의 R&D 역량을 선택
215억원
12개월
ICT R&D바우처 지원 사업 내외 6억원 이내 이내 및 활용할 수 있도록 기업에게 R&D
바우처지원

* 선정평가를 통해 신청한 지원규모(정부출연금)가 감액될 수 있음
* R&D기간은 1·2차년도 또는 1차년도로 지원할 수 있으나, 2차년도만 지원할
수는 없음
* 자유공모 : 사업수행자가 R&D 분야에 해당되는 과제를 자유롭게 제안하여 개발
* ICT R&D 바우처 지원 사업은 연구개발 결과물의 사업화 성공률 제고를 위
해 사업화 지원 예산(정부출연금의 10% 이내) 신청 가능
* ICT융합핵심기술개발지원사업의 수행기간은 1차년도는 2018.7.1.-2018.12.31.
이며, 2차년도는 2019.1.1. -2019.12.31.임
* ICT R&D 바우처 지원 수행기간은 2018.06.01. ∼ 2019.05.31.(12개월) 이내임
* 신규로 선정된 과제의 수행기관은 민간부담금(현금, 현물)을 부담하여야 하며,
추후 별도 사업공고를 통해 민간부담금 현금부담기준을 안내할 예정임

□ 평가 선정 기준 및 절차
·

ICT융합핵심기술개발지원

①
ㅇ

2단계평가로 신규과제를 선정하되, 사정(경쟁률 등)에 따라 1단

계평가로 신규과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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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절차>
구분

2단계평가(서면 + 발표평가)

평가 절차

1단계평가(발표평가)

사업계획서 접수
↓
사전검토
↓
1차 서면평가
(평가위원 : 투자 전문가, 기술전문가)
↓
2차 발표평가
(평가위원 : 투자전문가, 기술전문가)
↓
신규과제 선정 및 협약

사업계획서 접수
↓

사전검토
↓

발표평가
(평가위원 : 투자전문가, 기술전문가)
↓

신규과제 선정 및 협약

2단계평가로 선정하는 경우 평가지표
1차 서면평가
구분

2차 발표평가

평가항목

①기술개발의 필요성/시급성(15)
②연구개발목표의 명확성(15)
③연구개발목표의 도전성·혁신성(10)
④연구개발의 창의성(10)
타당성(15)
사업성 ①정부지원의
대한 이해정도(15)
평가 ②시장에
규모(10)
(50점) ③시장의
④민간투자, 고용창출 등 파급효과(10)

기술성
평가
(50점)

구분

평가항목

①추진계획의 적정성(15)
기술성 ②과학적, 기술적 실현가능성(10)
평가 ③예측되는 문제 해결방안(15)
(50점)
④총괄책임자/연구팀 연구역량(10)
①CEO(총괄책임자)사업화 의지(15)
사업성
②사업화추진전략(10)
평가
(50점) ③단기내 사업화 가능성(15)
④지속가능한 매출 가능성(10)

1단계평가로 선정하는 경우 평가지표
구분

기술성 평가
(50점)
사업성 평가
(50점)

평가항목

①기술개발의 필요성/시급성
②추진계획의 적정성
③연구개발목표의 적정성(도전성, 혁신성, 명확성)
④연구개발의 창의성 및 예측되는 문제 해결방안
⑤과학적, 기술적 실현가능성 및 연구역량
①정부지원의 타당성
②CEO(총괄책임자)사업화 의지 및 추진전략
③시장에 대한 이해정도 및 시장규모
④단기간 사업화 가능성 및 매출의 지속가능성
⑤민간투자, 고용창출 등 파급효과
- 52 -

ㅇ

사업계획서의 발표는 총괄책임자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ㅇ

신청과제의 평가를 통해 종합평점이 6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가능
과제’, 종합평점이 6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함

- 단, 60점 이상인 과제의 경우에도 해당 분야의 예산 범위가 초과한 경우

에는 종합평점이 높은 순위에 따라 우선 지원되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선정된 과제의 사업비(연구비) 및 개발기간은 선정 평가결과에 따라

ㅇ

조정될 수 있으며, 과제 추진 중 규정에 따라 중간/연차 평가 결과에
따라 과제가 중단될 수 있음
협약기간, 지원금액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ㅇ

ICT R&D 바우처

②

1회 발표평가(시장성+기술성)로 신규과제 선정

ㅇ

*

과제접수 상황에 따라 선정평가를 1단계(서면) 평가 후, 2단계(발표)로 변경될 수 있음
<평가 절차>

구분

1단계 평가(발표평가)

사업계획서 접수
↓

사전검토
평가 절차

↓

발표평가
(평가위원 : 시장성전문가, 기술성전문가)
↓

신규과제 선정 및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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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시장성
평가

기술성
평가

ㅇ

평가항목 및 내용

신시장 창출․탐색 경험과 노력
①주관기관의 신시장 창출 의지와 ·기업의
·목표 신시장 진출의 시급성과 R&D 서비스 필요성
연구개발 위탁 필요성
·CEO의 혁신 및 사업화 의지
아이디어의 혁신성 및 신시장 창출 잠재력
②사업화 계획의 적정성과 시장확보 ·제품․서비스
·사업화 준비를 위한 이행계획의 적정성
가능성
·시장 진출 가능성 및 지배력 확보 가능성
등 참여인력의 과제수행 의지와 우수성
③연구개발 관리 및 모니터링 계획 ·총괄책임자
·참여기관에 대한 연구개발 관리계획 및 연구비 산정의 적정성 등
·연구기관의 기술력(인력․장비 등) 보유 자원의 우수성
①연구기관의 R&D 서비스 역량 ·R&D 서비스 역량 및 기업과의 기술협력 등 경험 우수성
·참여책임자 및 연구인력의 전문성과 우수성
목표 명확성 및 달성 가능성
②기술의 혁신성 및 수요 맞춤형 연구 ·기술개발
·기술개발 추진 전략 및 방법의 우수성
개발 계획의 적정성
·주관기관에 R&D 서비스 지원 계획 및 협업의 적정성과 구체성
사업화 협력계획의 적정성 및 우수성
③사업화 협력계획의 적정성 및 우수성 ·주관기관에
·연구비 산정의 적정성 등

사업계획서의 발표는 총괄책임자 및 참여책임자가 하는 것을 원칙
으로 함

ㅇ

신청과제의 평가를 통해 종합평점이 6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가능
과제’, 종합평점이 6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함

- 단, 60점 이상인 과제의 경우에도 해당 분야의 예산 범위가 초과한 경우

에는 종합평점이 높은 순위에 따라 우선 지원되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ㅇ

선정된 과제의 사업비(연구비) 및 개발기간은 선정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과제 추진 중 규정에 의거 진도점검 결과에 따라
과제가 중단될 수 있음

ㅇ

협약기간, 지원금액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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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신청 방법 및 일정

□ 신청 방법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IITP) 사업관리시스템(ezone.iitp.kr)에 기본

ㅇ

사항 및 기타 제출 서류(사업계획서 및 제출서류) 전산등록

◦ 접수마감일에는 전산

폭주로 인한 접수지연 및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마감일 1~2일 전에 전산접수 완료 요망

◦ 전산 등록 시에는 주관기관의 총괄책임자가 사업관리시스템(ezone.iitp.kr)에
로그인하여 전산등록(일반사용자 가입 필요)

◦ 사업신청서 등의 전자파일은 반드시 신청서상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정확하게 작성 후 전산시스템에 등록 제출
- 사업신청서의 기재사항 허위 작성 시 탈락 또는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 신청/접수 일정
ICT 융합핵심기술개발지원

ㅇ

- 접수기간 : 2018. 2. 28(수) ~ 2018. 4. 13(금) 18:00 까지(45일)

온라인으로만 지원가능하며, 우편이나 방문을 통한 서류제출은 불가함
* 상기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

ICT R&D 바우처

ㅇ

- 접수기간 : 2018. 2. 28(수) ~ 2018. 4. 13(금) 18:00 까지(45일)

온라인으로만 지원가능하며, 우편이나 방문을 통한 서류제출은 불가함
* 상기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

□ 접수처
ㅇ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IITP) 과제관리시스템(http://ezone.iitp.kr)

□ 제출서류
ㅇ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IITP) 홈페이지(www.iitp.kr) 별도 세부 사업
공고문 신청서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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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유의사항
ICT융합핵심기술개발지원사업의 경우에는 신규인력* 1인이상 채용

ㅇ

계획을 사업계획서에 반영(필수사항)

신규채용 연구원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채용한 연구원을 인정함
* 신규채용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신규채용인건비는 전액 환수되며, 신규채용을 하였
더라도 신규인력인건비 잔액은 환수됨
*

ㅇ

동 통합공고문의 내용은 개별 사업공고에서 일부 변경될 수 있으므로
개별사업공고를 반드시 확인하고 신청하여야 함

아. 통합 성과관리
ㅇ

K-Global 프로젝트 수혜 대상은 사업 수행 이후 2년간 통합 성과

관리를 위해 K-Global 성과정보관리시스템에 가입하여 성과 기초
자료 제출 등 협조의 의무가 있음

※ 창업여부, 매출액, 종업원 수, 투자유치금액, 특허·상품·디자인 출원 및 등록 건수 등
※ 선정 이후, 통합혜택 부여, 성과조사 등을 위해 시스템 가입 필수
ㅇ

성과조사기관(NIPA) 자료 요청에 대한 접수/작성/제출을 담당할
사내 전담 인력을 지정하여 성과조사기관에 통보하여야 함

자. 안내 및 문의처
공고내용, 사업비산정/관련규정 문의 및 신청서 접수
부 서

중소기업개발팀
사업화전략팀

전화번호

전산등록 관련 문의
부 서

042-612-8675(ICT융합)
042-612-8613,8618(R&D바우처) 정보서비스팀

전화번호

042-612-8062,8061

※ 기타 상세내용은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홈페이지(http://www.iitp.kr) 사업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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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K-Global 선진 글로벌 교육제공 (혁신기업가 육성) (NIPA)

가. 프로그램 목적
ㅇ 국내 ICT분야 우수 창업·중소·중견 벤처 기업가들을 혁신 글로벌 리더로
양성하여 미래 산업계를 이끌어 나갈 최고의 인적 인프라로 활용하고,
성공적 해외진출 사례 창출
나. 프로그램 주요 내용

□ 개요
ㅇ 글로벌 진출 의지가 높고 혁신적 아이디어를 보유한 ICT분야 유망
기업가를 선발하여 디자인 사고(Design Thinking) 과정 중심 ‘글로벌
혁신 기업가 육성 프로그램’ 운영
- 변화와 혁신 방법론 교육, 글로벌 비즈니스 교육/파트터링 등을 통해

기업가들의 혁신 마인드를 제고하고, 글로벌 리딩 그룹으로 육성

□ 국내 사전교육 및 현지과정 준비
ㅇ (특강) 외부 연사를 초빙하여 기업가정신과 비즈니스, 기술벤처의
성장 전략, 글로벌 진출 전략, 피칭 스킬 등의 주제로 특강 실시
ㅇ (경험 공유) 선배기수(1~4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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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분 소개
(Your Story) 동영상 클립 제작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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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현지 스탠포드

大

d.School「Design Thinking」과정(1주차)

ㅇ 스탠포드大 d.School을 중심으로 스탠포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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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로 사용자
관찰과 공감, 분석과 통합, 체험적 디자인 등 인간 중심적 접근방식이 핵심
․전통적 의미의 ‘디자인’이 아니라
하는 것을
목표로 기업들이
을 찾도록 하는 과정
창의적 문제해결 방법론

혁신과 창조하는 방법을 디자인

문제점을 재인식하고 수요 중심의 해법
< 핵심 모듈 구성 >

Empathize
사용자 이해
(관찰/인터뷰)

➡

Define
문제점
발견과 정의

➡

Ideation
브레인스토밍
솔루션 도출

➡

Prototype

들

시제품 만

기

➡

Test/R efine
시장 의견
반영/개선

□ 미국 현지 비즈니스 교육 및 파트너링(2주차)
ㅇ (비즈니스 강좌) 글로벌 ICT 산업 생태계, 현지 법률, IP, 글로벌 진출
성공사례 등 글로벌 비즈니스 교육
ㅇ (멘토링) 참여기업의 특징, 요구사항, 성장단계 등을 고려한 맞춤형 전략
클리닉 등 현지 멘토링 지원
ㅇ (파트너십 구축) 실리콘밸리 현지 글로벌기업, 액셀러레이터 등 방문(개
별/집단)을 통해 글로벌 비즈니스 파트너십 구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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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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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딩 그룹 결성

□ 추진 절차 및 일정
ㅇ (추진절차) 참가자 선발 후 국내 사전교육, 현지과정(2주), 후속 네트
워킹 등 단계 별 프로그램 추진
1단계

2단계

참가자

참가자

3단계

4단계

5단계

현
교육
⇨ 교육 ⇨ 파 너워크샵 ⇨ 네속 워킹
집 ⇨
정보통신
정보통신
초청연사,
해외 전문기관,
스탠포드大,
산업진흥원 산업진흥원 선배기수 특강 현지기업/기관등 선배기수 등
’18년
7월30일
3월19일
5월
6월
~8월10일
∼11월
~4월30일
예정
모

선발

국

내

사전

지과정

후

·

트

링 등

및

지원

트

* 세부 일정은해외협력기관(현지대학, 기관, 기업등) 상황에따라변경될수있음

다. 신청자격 및 제외대상

□ 신청자격
ㅇ 영어로 기초적 의사소통이 가능한 ICT분야 초기 스타트업, 도전·성장기
벤처, 재기 성공기업 대표/임원진 및 국내 벤처캐피탈리스트 대표/
임원진(내국인에 한함)

* 미 스탠포드大 d.School ‘Design Thinking’ 과정 및 비즈니스 과정 등
* 벤처캐피탈리스트 대표/임원진은 1명 선발 예정

전 과정 영어로 진행

ㅇ 미국 현지 과정 기간(‘18년 7월 30일~8월 10일 예정) 동안 현지 체류가
가능한 기업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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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외대상
ㅇ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신청 제한
- 국가 출연/보조 사업의 정산환수금, 기술료 등 미납 기업 대표/임원
- 접수마감일 현재 기업, 대표자(신청자)가 참여 제한의 적용을 받는 경우

라. 지원규모 및 선정방법

□ 지원규모 및 참가비 안내
ㅇ 선발인원
- ICT 기반 우수 유망 창업·중소·중견 벤처 및 재기 성공기업 대표/

임원, 국내 벤처캐피탈리스트 대표/임원 등 내국인 23명 내외

* K-Global 기업가정신 기 참가기업(‘14~’17) 중 기존 참가자 외 경영진에게도 참여기회
제공(별도 2명 내외)
* 참가기업의 국내 투자네트워크 확보를 위해 벤처캐피탈리스트 대표/임원 1인 선발
ㅇ (지원범위) 프로그램 참가, 항공, 숙박, 체재 지원
- 참가자 1인 당 400만원의 참가비 발생

* 선발된 참가자는 선발결과 통보 및 지정계좌 안내 후 10일 이내에 지정된 계좌에
참가비를 납입하여야 최종 선발 확정됨

□ 선발 방법
선발 절차

ㅇ

- 창업·벤처 분야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서류심사를

통해 심층 인터뷰 대상자 선발, 심층 인터뷰를 통해 최종 참가자 선발
평가기준

ㅇ

- 후보 기업가의 영어이해 능력(필수), 글로벌 진출 의지, 향후 벤처 리더로서의

도전 목표․리더십․사명감 및 기업․제품의 성장 가능성(잠재성), 글로벌 시장성
(진출 가능성), 기술 경쟁력 등을 심층 평가하여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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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가 대상 평가 내용>
평가항목

기본요건
(20%)
기업가 역량
(45%)
사업 성장
가능성
(35%)

세

▪
~
▪사업 아이템, 제품 및 서비스, 기업의 ICT 산업 내 경쟁력
▪참여 동기의 적정성
▪글로벌 진출 의지
▪벤처 리더로서의 도전목표·리더십·사명감
▪사업 분야의 전문성
▪일자리창출(전년도 일자리창출 실적 및 향후 고용계획)
▪기업/팀, 제품/아이디어의 성장 가능성(잠재성)
▪글로벌 시장 진출 비전 및 가능성
▪글로벌 진출 준비도(해외 파트너 현황, 해외 수출/투자유치 경험 등)
▪보유 제품/기술의 우수성
영어 인터뷰(5

부평가내용

10분)

총 계(100% )

<벤처캐피탈리스트 대상 평가 내용>
평가항목

기본요건
(50%)
VC 역량
(50%)

세

▪
~
▪ICT산업 생태계 이해도
▪참여 동기의 적정성 및 참가 의지
▪글로벌 VC 네트워크 확보 의지
▪국내 파트너 VC로서의 동 기수 기업가 지원 역량 및 의지
▪ICT분야 및 스타트업 투자 이력
영어 인터뷰(5

부평가내용

10분)

총 계(100% )

마. 신청 방법 및 일정

□ 신청/접수 기간 : 2018. 3. 19(월) 2018. 4. 30(월) 24:00까지
※ 접수시간 이후에는 접수 불가, 반드시 접수기간(시간) 준수 요망
□ 접수방법
～

ㅇ 신청서류 이메일 접수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홈페이지(www.nipa.kr) 사업공고 참조 후

이메일 접수(gep@nip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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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서류
1 ▪지원신청서 1부
2 ▪영문 기업/제품 소개서(Executive Summary) 1부
공통
3 ▪K-Global 300 기업 인증서 사본(해당 기업만) 1부
* 별첨 지원신청서 양식은 2018.3.19. NIPA 홈페이지에 공지 예정
no

제출서류 목록

비고

바. 유의사항
ㅇ 모든 참여 기업가는 K-Global 기업가정신 프로그램 전 과정에 신의
성실 참여 의무가 있음
ㅇ 선발된 기업가는 합격 통보 이후 10일 내 참가비를 지정 계좌에 납입
하여야 함

* 계좌 등은 추후 재 안내 예정
ㅇ 모든 참여 기업가는 해외 현지과정 종료 후 2주 내 참가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프로그램 종료 후 성과 및 기업 성장추이 파악 등을 위한 성과

ㅇ

기초자료 제출을 위해,
- 주관기관(NIPA) 자료 요청에 대한 접수/작성/제출을 담당할 사내

전담 인력을 지정하여 주관기관에 통보하여야 함
사. 통합 성과관리
ㅇ

K-Global 프로젝트 수혜 대상은 사업 수행 이후 2년간 통합 성과

관리를 위해 K-Global 성과정보관리시스템에 가입하여 성과 기초
자료 제출 등 협조의 의무가 있음

※ 창업여부, 매출액, 종업원 수, 투자유치금액, 특허·상품·디자인 출원 및 등록 건수 등
※ 선정 이후, 통합혜택 부여, 성과조사 등을 위해 시스템 가입 필수
ㅇ

성과조사기관(NIPA) 자료 요청에 대한 접수/작성/제출을 담당할
사내 전담 인력을 지정하여 성과조사기관에 통보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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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안내 및 문의처
주관기관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글로벌창업팀

ㅇ

- 박진홍 수석(043-931-5551, jhpark1@nip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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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K-Global 해외진출 지원사업
(K-ICT Born2Global Centre 해외진출 지원사업)

(KAIT)

가. 프로그램 목적
ㅇ

ICT 분야 혁신기술기업이 글로벌 시장을 지향하여 성장 할 수 있도록 입주

공간에서부터 해외 진출 전문컨설팅까지 글로벌 사업 지원 서비스 제공
ㅇ

Go To Market 프로그램
구분

지원 내용

지원 항목

지원 대상

일 반
멤버사

해외 주요국 투자유치를 위한
IR 기회 제공(유관기관 연계)

내부 컨설팅
내부 컨설팅
외부 컨설팅
해외 데모데이
지원

③ Go To Market
로드쇼

국내외 주요 파트너사 수요 기반
투자유치 및 사업개발 지원

맞춤형 IR,
사업개발 지원

④ Go To Market
Practice

해외진출에 대한 기업별 솔루션 1:1 멘토링, 세미나,
제시를 위한 전문가 초청 1:1
Meet-up
멘토링, 세미나 등 개최

일반
멤버사
일반
멤버사

⑤ 보육 공간 지원

해외진출 혁신기술기업의 사업기반 사무공간, 회의실,
마련을 위한 제반 시설 지원
편의시설 지원

멤버사

① Go To Market
컨설팅

해외 진출 경영 전문 컨설팅(법률,
특허, 회계, 마케팅) 지원

② Go To Market
해외데모데이

해외진출 유망기술기업의 미디어 워크숍, 국내외
노출을 위한 국내외 미디어 홍보
홍보
지원
해외진출 유망기술기업의 고객
해외진출
⑦ PMF 프로그램 확보를 위한 목표 시장 현지 워크숍
현지
프로그램
프로그램 지원
* 멤버사 : 본투글로벌 센터의 공모 및 수시 선발을 통해 선발된 기업
* 일 반 : ICT 분야 유망 기술 및 아이디어를 보유 기업
⑥ PR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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멤버사

멤버사
멤버사

[본투글 벌
로

센터 지원프로그램

]

지원 절차

ㅇ

접수

평가

선정

SLA

체

결 ·협 의

2월
3월
3월
4월
업체와
B2G →
지원기업 → 1차 서면평가 → 지원 대상기업 → 선정된
*에 따른
간
SLA
접수
2차 대면평가
(멤버사) 선정
지원내역 협의

사업지원

4월
해외진출
지원

* SLA(Service Level Agreement) : B2G가 제공 서비스 및 프로그램에 대한 기업과 협약
지원 분야

ㅇ

- ICT 기술 기반의 융합 시장을 타겟으로 한 제품 또는 서비스 全 분야

* (ICT 기반)헬스케어, 모빌리티, 에너지, 농수산업, 안전 등 5가지 전략산업분야에 대해 가산점 부여

나. 프로그램 주요 내용
❶ Go To Market 컨설팅
(내부 컨설팅) 해외 법률·특허·회계·마케팅 분야에 대해 In-house

ㅇ

컨설턴트를 통한 전문컨설팅 상시 지원(무료)
(외부 컨설팅) 1차 내부 컨설팅 후, In-house 컨설턴트가 결과물을 필요로

ㅇ

하는 추가적 전문 컨설팅의 필요를 인정하는 경우, 글로벌 역량을
갖춘 채널 파트너(Channel Partner, CP社)를 통한 2차 외부 컨설팅 지원
- 기업당 최대 6천만 원 이내, 컨설팅 총비용의 최대 80% 지원
- 서비스 분야에 따라 세부 지원한도가 있으며, 최대 지원금 초과 시 기업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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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 서비스 제공 절차

ㅇ

컨

설팅

신청

내부

컨

설팅

외부

컨

*

뢰

설팅

서비스의

급

서비스견적/
선금 지

결과관리

급

내용검수/
지

In-house
견적제출/
컨설팅
서비스 분야 기업분담금선납
서비스수행
결과검수
컨설턴트
상담/
서비스 →
확정/ → (컨설팅총비용 → 결과물제출 → 지출증빙
CP社 → 컨설팅
신청
의뢰
청구(서)
대금지급
매칭 협의
20%이상)

* 외부컨설팅은 지원 금액 소진 시 조기 중단 될 수 있음
분야별 세부 서비스 내역

ㅇ

세
해외현지
ㆍ 해외현지 (미국, 중국, 일본 등) 법인 설립
법인설립 및 운영 ㆍ 해외현지 법인 운영에 관한 법률 자문 (Corporate Governance)
ㆍ해외 영업활동과 관련된 각종 계약 체결에 따른 계약서 검토 및
해외사업계약서
검토
법률 자문
률
법적 위험관리 ㆍ해외 영업활동에 필요한 법적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법률 자문
투자자문 및 기타 ㆍ자금조달 및 기타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계약서 검토 및 법률
기업구조조정 법률검토 검토 및 자문
대상 해외국가에서 특허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외
해외특허출원 ㆍ진출(예정)
특허출원(PCT 국제단계포함) 지원
침해 검토, 경고장 대응, 지식재산권 소송
특허
IP 위험 관리 ㆍ특허권/디자인권/상표권
지원 등
조사, 권리분석, 신규 IP 발굴, IP 전략 수립, 라이센스
IP R&D 전략 컨설팅 ㆍ선행기술
전략 컨설팅, IP 가치평가 등
ㆍ회계실사·감사, 특정목적감사, 내부회계제도 설계, 기업진단 및
회계
기타 회계 자문
ㆍ해외 진출 기업의 현지 재무제표 결산 및 기타 회계자문
ㆍ해외투자관련 국제조세 검토 및 기타 세무자문
ㆍ기업 상장 및 인수합병관련 국제조세 검토 및 기타 세무자문
세무
ㆍ해외 진출 기업의 현지 세무보고 및 각종 등록 절차 지원
ㆍ해외현지 조세관련 문제해결 및 기타 세무자문
기업가치평가 ㆍ해외 투자유치 및 인수합병을 위한 기업가치평가와 이에 따른 자문 등
기타
ㆍ기업 상장 및 인수합병 자문 등
리서치, 현지 사용자 서베이/테스트
시장조사, 전략 수립 ㆍ마켓
진입 전략, 현지 마케팅 전략 수립
(PMF 프로그램 연계) ㆍ시장
ㆍ비즈니스 모델 Pivoting 전략 수립
ㆍ검색엔진, 소셜 미디어, 바이럴, PR, 마켓 플랫폼 마케팅,
글로벌 마케팅 ㆍ크리에이티브 마케팅 등
ㆍ홍보 동영상 현지화 등
케
크라우드펀딩 마케팅 (전략수립, 현지화, 등록, 프로모션 등)
크라우드 펀딩 마케팅 ㆍ글로벌
(예: 미국의 Kickstarter, Indiegogo 등)
ㆍ현지 잠재 고객/파트너 발굴
사업 개발
ㆍ사업화 지원(고객/파트너 컨택, 미팅, 제안, 사업 제휴/계약 등)
분

야

서 비스 항목

부 내용

법

회계

해외
마

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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❷ Go To Market 해외 데모데이
(해외 데모데이) 해외 투자유치 및 사업개발을 위해 국내 유관기관과

ㅇ

협력하여 현지 투자자와 파트너 대상으로 데모데이 진행
- 1회당 10개사 내외 선발, 사전 피칭 교육 및 선발기업 1인 체재비
(항공료+숙박료) 지원, 데모데이 후 사후관리

- 미주·유럽·동남아·남미 등의 주요국을 대상으로 연간 3회 내외 진행 예정

* 지역 및 일정은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데모데이 개최 2개월 전 사전 안내 후 선발 예정

❸ Go To Market 로드쇼
ㅇ

(로드쇼) 글로벌기업, 투자자, 액셀러레이터 등 주요 해외채널들과의

수요 연계형 파트너십 프로그램(매칭 IR, 맞춤형 비즈니스 미팅 등)을 통해
혁신기술기업의 레퍼런스 구축 및 해외 투자유치, 매출 향상 지원
- 해외 현지 출장이 필요한 경우, 선발기업 1인 체재비(항공료+숙박료) 지원

해외채널파트너 → B2G 멤버사 → 대상 기업 선정 → 로드쇼 운영
(해외채널파트너직접선정)
수요 발생
정보 제공

❹ Go To Market Practice
ㅇ (글로벌 역량 강화 프로그램) 해외 진출에 걸림돌이 되는 기업의
문제 해결 및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해 전문가를 초청한 세미나,
1:1 멘토링, Meet-up 등 수시 운영

* 상세 일정은 추후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 예정

❺ 보육공간 지원
ㅇ

(보육공간 제공) 글로벌 진출 혁신기술기업의 안정적인 사업기반 마련을

위한 사무공간 및 편의 시설(회의실, 미팅룸, 휴게시설, 사무용 가구 등) 지원
구분

임 료
차

관리비

증

보

금

지원기간

입주기업(혁신기술기업)
무료 약 2만원/평당 내외 45천원/평당 1년(최대5년)
입주기관(VC, 투자사 등) 60천원/평당 약 2만원/평당 내외 180천원/평당 1년(최대5년)
* 연차 평가를 통해 최대 5년까지 지원 기간이 연장 될 수 있음
* 보육 공간 발생 시 홈페이지 공고를 통한 선발, 멤버사 대상 우선 공모를 실시하나, 우선
공모 미달 또는 예비창업자 공간에 한하여 일반 공모로 진행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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❻ PR 지원
(PR 지원) 글로벌 진출 혁신기술기업의 PR 전문 인력 부재에 따른 홍보 지원

ㅇ

- 보도자료(Press Release) 기획․작성․검수 및 와이어링 서비스
- Media Day 및 PR Workshop 운영

* 국내외 투자유치, 국내외 서비스 계약 체결, 국내외 MOU체결, 해외 서비스 런칭, 해외
수상 등의 경우에 한해 글로벌 배포기관을 통해 보도자료 배포

❼ PMF(Product-Market-Fit) 프로그램
글로벌 진출 혁신기술기업의 해외진출 성공 확률을 높이고 초기 고객

ㅇ

확보 및 시장을 찾기 위한 글로벌 시장진입(PMF) 프로그램 지원
- 총 2~ 4개월 프로그램으로 판교(본투글로벌센터) 및 목표 시장

현지 프로그램 진행 (총 비용의 최대 80% 지원)

M

BUILD

▪Basecamp Module
▪판교 진행(B2G)
▪기간: 1∼2주

EASURE(

현

지 진행)

LEARN

Insights &
⇒ ▪On-Site Module
⇒ ▪Market
제품 개발 및 수정
▪목표 시장 현지 진행
▪기간: 4주
▪기간: 1∼2주
(기업 자체일정 포함)

다. 신청자격 및 제외대상
□ 신청자격 및 제외대상
ㅇ
§
§
§
§

신청 자격 : ICT 분야 혁신기술기업

ICT분야 글로벌 혁신기술기업 및 해외 진출(예정) 기업
법인사업자에 한하며, 주권상장기업(코스닥, 코스피)은 제외
사업 공고일 기준 법인사업자 (법인등기부등본 상 ‘법인설립등기일’ 기준)
법인사업자로 대한민국 국적인 자가 최대주주이고, 대한민국 국적인 창업자들의 지분의
합이 40%를 초과해야 함 (국내법인, 외국법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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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제외 대상

본투글로벌센터의 멤버사 자격으로 총 3년 이상 지원 혜택을 받은 기업(2015년 멤버사 제도 도입 이후)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경우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경우
§ 접수 마감일 기준 정부지원사업 참여 제한 등 제재조치를 받고 있는 경우
※ 본 사업에 선정된 기업이 상기 사항을 위배하고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경우, 그 즉시 선정
취소 및 정부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라. 지원규모 및 선정방법
□ 지원규모 및 기간
ㅇ

지원규모 : 100개 社 내외 기업 선발

차수
접수
서면·대면평가
선정 통보
정기 선발 2018. 2. 26 ~ 3. 11 2018. 3. 12 ~ 3. 30 2018. 4. 4
수시 선발
수시
수시
일정추후공지
*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홈페이지 게시
* 선발 과정에서 일정 기준 미달 기업의 경우 선발 제외될 수 있음

선발
70개 社 내외
30개社 내외

ㅇ

지원기간 : 협약일 ∼ 2018. 12. 31 까지

ㅇ

선정방법 : 1차 서면, 2차 대면 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

□ 선정 방법
ㅇ

정기 선발 : 연 1회 70개社 내외 기업 선발

세
근거하여 자격에 대한 적격성 검토
1차 서면평가 ㆍ신청서류에
ㆍ내·외부 심사위원 평가 통해 일정기준 대상기업 선정
서류평가 선정 대상 발표 평가
2차 대면평가 ㆍ1차
ㆍ내·외부 심사위원(투자자 등) 글로벌 진출 가능성 평가
평가항목

부 항목

* 가산점 대상 :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K-Global 300 기업 (인증서 발급 2년內), 유관기관 추
천 기업(추천서 필수), 전략 산업분야 기술기업, 본투글로벌센터 前 멤버사
* 본투글로벌센터 전략산업분야 : (ICT 기반)헬스케어, 모빌리티(Mobility), 에너지, 농수산업, 안전 등
ㅇ

수시 선발 : 연중 30개 내외 기업 선발 (본투글로벌센터 제공 프로그램
성격에 따라 평가항목별 가중치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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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항목
평가항목

자격 적격성
글로벌 사업성
글로벌 시장성
기술적 우수성

세
ㆍICT 융합 분야 여부, 업력 및 규모, 공공기관 유사/동일 지원사업 중복성
ㆍ창업자 한국국적 또는 한국인(임원) 지분 (40% 이상) 보유 여부
ㆍ글로벌 서비스/제품 출시와 사업성공, 현지 투자 유치 가능성
ㆍ현지 수요 창출 규모, 상용화 용이성, 비즈니스 모델의 구체성 등
ㆍ제품의 활용성, 타킷 시장의 성숙도, 보유 기술/서비스의 진입장벽
ㆍ타 산업군과의 융합 및 확장 가능성
ㆍ기술의 우수성, 개발 기술의 독창성, 사업 아이템의 실현 가능성
부 항목

업체와 팀역량 ㆍ창업가 자질과 역량/ 팀 조직력과 인적 우수성 /글로벌 기업가 정신 함양
ㅇ

선정 통보 : 선정기업에 한하여 본투글로벌센터 홈페이지 공지 또는 개별 통보

* 탈락 기업에 대해서는 별도의 통보 없음

마. 신청 방법
ㅇ

접수방법 : 홈페이지(www.born2global.com )통한 온라인 신청 및 접수

ㅇ

제출서류
No

1
2
3
4
5
6
7
8
9

제출서류 목록

K-Global 해외진출사업 신청서
개인정보 제공 이용 동의서
사업자등록증
국세완납증명서(공고일 이후 발급 기준)
재무제표(최근
3년), 17년도
재무제표의 경우 가결산 재무제표, 법인세과세
표준 및 세액신고서로
대체 가능
주주명부
지적재산권 증명서(특허, 상표, 디자인 등)
K-Global 300인증서, 유관기관 추천서
기타 관련 서류 (신청자격, 실적, 계획 등에 대한 추가설명 필요시 추가 자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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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통합 성과관리
K-Global 프로젝트 수혜 대상은 사업 수행 이후 2년간 통합 성과
관리를 위해 K-Global 성과정보관리시스템에 가입하여 성과 기초
자료 제출 등 협조의 의무가 있음

ㅇ

※ 창업여부, 매출액, 종업원 수, 투자유치금액, 특허·상품·디자인 출원 및 등록 건수 등
※ 선정 이후, 통합혜택 부여, 성과조사 등을 위해 시스템 가입 필수

ㅇ 성과조사기관(NIPA) 자료 요청에 대한 접수/작성/제출을 담당할
사내 전담 인력을 지정하여 성과조사기관에 통보하여야 함
사. 안내 및 문의처
ㅇ K-ICT 본투글로벌센터 (031-5171-5637 / ypark@born2global.com
ㅇ 세부사업 상담
- Go To Market 컨설팅 (031-5171-5649
- Go To Market 해외 데모데이 및 로드쇼 (031-5171-5623
- Go To Market Practice (031-5171-5637
- 보육공간 지원 (031-5171-5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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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K-Global 데이터 글로벌 (K-DATA)

가. 사업 목적

□ 동남아‧중국 중앙아시아 등으로 진출하고자 하는 우리나라 우수 중소‧
·

중견 기업의 데이터 솔루션 현지화 지원 및 데이터 기업 수출 마케팅 지원

※ 본 지원사업은 데이터 솔루션, 서비스, 컨설팅, 또는 기타 데이터 관련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사업임
나. 사업 주요 내용

□ 데이터 글로벌 사업구성
(1) 인력․조직
ㅇ

(과제 책임자) 해외진출 사업 총괄·운영 경험 보유자

ㅇ

(참여 인력) 해외진출(수출) 상근·전담 인력 보유

(2) 지원금
ㅇ

(데이터 솔루션 현지화 지원) 정부 지원금 최대 7,000만원 한도 내에서

정부와 민간 매칭 지원
ㅇ

(데이터 기업 수출 마케팅 지원) 정부 지원금 최대 1,500만원 한도 내에서

정부와 민간 매칭 지원

※ 정부지원금은 중소기업의 경우 75%이내, 중견기업의 경우 60%이내, 정부
지원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민간에서 부담하며, 민간부담금은 중소기업의
경우 20% 이상, 중견기업의 경우 26%이상 반드시 현금 부담
※ 단 중소기업 중 창업기업(사업개시일로부터 7년 이내 설립, 2011년 4월 1일
이후)은 민간부담금의 10% 이상 현금 부담
구분
정부지원금
민간부담금
민간부담금중 현금부담

중소기업
75%이내
25%이상
20%이상
(창업기업 1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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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
60%이내
40%이상

26%이상

(3) 선발 계획 : 수행기업 9개社 내외
ㅇ

(데이터 솔루션 현지화 지원) 데이터 솔루션 해외 진출 실적 또는

계획이 있는 기업 4개社 내외
ㅇ

(데이터 기업 수출 마케팅 지원) 데이터 관련 기술(솔루션, 하드웨어), 컨설팅,

서비스, 유통 등 사업의 해외 진출 실적 또는 계획이 있는 기업 5개社 내외
(4) 지원 유형
ㅇ

(데이터 솔루션 현지화 지원) 기존 데이터 솔루션의 수출 상품화를

위한 설계‧개발‧테스트‧현지검증 등 지원(관련 마케팅활동 포함)

※ 현지(해외) 요구를 반영한 솔루션 업데이트, 기존 시스템의 외산 솔루션 대체,
데이터 구축 관리 활용 등을 위한 국산 솔루션 융합 패키지 제공 등 다양한
현지화 방안을 자유롭게 제시
ㅇ

(데이터 기업 수출 마케팅 지원) 마케팅 자료 제작, 해외 전시회 참가,

해외출장, 해외 바이어 비즈니스 매칭 등 지원

□ 수행기관 역량강화 및 성과관리 실시
ㅇ

수행기관의 수출 마케팅 활동 지원 프로그램(해외 현지 박람회 및
로드쇼, 비즈니스 미팅 등) 운영을 통한 비즈니스 기회 제공

ㅇ

목표 달성도, 결과 우수성 및 활용성, 수행방법의 적절성 등 성과
관리항목 설정 및 평가를 통한 사업 결과 환류

ㅇ

중간보고 및 현장가이드를 통한 실효적인 성과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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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신청자격 및 제외대상

□ 신청자격
ㅇ

(데이터 솔루션 현지화 지원) 데이터 솔루션을 개발하는 중소‧중견 기업

ㅇ

(데이터 기업 수출 마케팅 지원) 데이터 기술(솔루션, 하드웨어), 컨설팅,

서비스, 유통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중소‧중견 기업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기업
중견기업 : 중견기업법 제2조(정의)에 해당하는 기업

□ 제외대상
ㅇ

주관기관 또는 사업책임자가 국가 연구개발 사업 참여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ㅇ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공정거래법에 따른 인력부당 유인·채용 불공정
행위 위반자로 통보받은 경우(공고마감일로부터 최근 1년 이내)

ㅇ

주관기관 또는 사업책임자 등이 부도, 휴․폐업, 국세·지방세 체납,
채무불이행, 부채비율 1,000%이상, 완전자본잠식에 해당하는 경우

라. 지원내용 및 선정방법

□ 지원내용
ㅇ

2018년도 지원기업 수 : 총 9개社 내외

ㅇ

2018년도 사업수행 기간(예정) : 2018. 4. 1

□ 선정방법
ㅇ

∼ 2018. 10. 30

선정 절차 : 제출서류 및 지원 자격 등 적합성 검토 후, 서류 및
발표평가 2단계 전형 실시

※ K-Global 300 해당 기업(인증서 발급 2년內)의 경우 평가점수에 따라 50% 우선 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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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신청 방법 및 일정

□ 신청/접수 기간(예정) : 2018년 2월 중
□ 접수처 : 한국데이터진흥원 데이터글로벌 사무국
□ 접수방법
신청서 양식은 한국데이터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data.or.kr) 내

ㅇ

‘공지사항’란을 확인 후 신청서류 다운로드

공고의 사업안내서에 따라 관련 사업수행계획서 및 서류 작성, 전자

ㅇ

우편(dbroad@kdata.or.kr)으로 스캔본 제출

□ 제출서류 : 사업수행계획서, 확약서 각 1부
바. 유의사항
제출서류 접수는 전자우편 접수로만 시행되며, 마감시간을 반드시 준수

ㅇ

사. 통합 성과관리
K-Global 프로젝트 수혜 대상은 사업 수행 이후 2년간 통합 성과
관리를 위해 K-Global 성과정보관리시스템에 가입하여 성과 기초
자료 제출 등 협조의 의무가 있음

ㅇ

※ 창업여부, 매출액, 종업원 수, 투자유치금액, 특허·상품·디자인 출원 및 등록 건수 등
※ 선정 이후, 통합혜택 부여, 성과조사 등을 위해 시스템 가입 필수

ㅇ 성과조사기관(NIPA) 자료 요청에 대한 접수/작성/제출을 담당할
사내 전담 인력을 지정하여 성과조사기관에 통보하여야 함
아. 안내 및 문의처
ㅇ

주무부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융합신산업과(02-2110-2846, 2949)

ㅇ

주관기관 : 한국데이터진흥원 기술품질실
- 데이터 글로벌 사무국(02-3708-5413~4, dbroad@kda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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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K-Global ICT 재도전 패키지 지원 (NIPA)

가. 목적
□ ICT 분야 우수한 (예비)재창업자 및 재도전 기업을 발굴하여
사업화․현지화 지원 등을 통해 재창업 성공률 제고
나. 주요 내용

□ (지원대상) ICT 기술 기반 사업계획을 보유한 예비 창업자 또는 재
창업 7년 이내 기업의 대표자

□ (지원규모) 총 40개 사 내외
□ (지원내용) 전문교육 및 멘토링,

사업화 지원

(사업화 및 현지화),

지재권 전략 등 패키지형 지원
다. 지원내용
□ (교육 및 멘토링) ICT 분야 성장기업의 단계에 맞는 재도전 전문과정
운영 및 전문가를 통한 멘토링 지원
□ (사업화 지원) 전략수립, 제품․서비스 제작, 홍보․마케팅 등 지원
․

(전략수립) 국내·외 상용화를 위한 시장조사 및 분석

․

(제품·서비스 제작) 시제품 및 상용화 제품 제작, 해외 현지화

․

(홍보·마케팅) 국내․외 홍보 및 전시 등 마케팅

․

(기타) 지재권 전략 수립, 사무공간 지원 등

- (정부지원금) 평가결과에 따라 기업 당 0.8억 이내 차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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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사업비 구성)
총 사업비

정부지원금

100%

70% 이내

(예비)재창업자 부담금
현금

현물*

5% 이상

25% 이내

* 현물 : 인건비(신청자 본인 및 기존 임직원만 계상 가능)

□ (지재권 전략) ICT 분야 보유 기술 및 비즈니스에 대한 국내외 지재권
방어 및 회피에 대한 전략 보고서 지원

라. 사업신청

□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2018. 2. 6(화) ~ 2018. 3. 9(금) 15:00까지
◦ (신청방법) 정보통신산업진흥원(www.nipa.kr) 홈페이지 하단 성과관리
시스템에서 접수(세부 방법은 신청매뉴얼 참조)

□ 신청자격 : ICT분야 우수한 사업계획을 보유한 예비 재창업자 또는
재창업 7년 이내인 기업의 대표자

◦ 재창업 희망 예비창업자
☞ 폐업이력(접수 마감일 이전 폐업예정자 포함)을 보유한 자로서,
협약체결일 이전 법인설립이 가능한 자
* (예비)재창업자(개인사업자)는 협약체결일 이전까지 법인설립을 완료해야 함

◦ 재창업 기업의 대표자

☞ 폐업이력을 보유한 자로서, 재창업일로부터 7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11.1.1 이후 재창업한 기업)

* 개인사업자(법인전환 포함) : 사업자등록증명 상 ‘사업개시일(개업일)’ 기준
* 법인사업자 : 법인등기부등본 상 ‘법인설립등기일’ 기준
* 다수의 사업자(개인, 법인)를 소지한 경우, 최초 등록한 사업장의 사업개시일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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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지원)제외 대상
①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 또는 기업

* 단,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 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 등 정부․공공기
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신청(지원) 가능
②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 또는 기업

* 단, 세금분납계획서를 제출한 자(기업)는 신청(지원) 가능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기업벤처부, 타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의
지원사업에 기 선정되어 수행 중인 자(기업)

* 지원사업을 완료한 자(기업)는 신청 가능
* 기 수행완료 및 제안시점에 수행 중인 과제는 사업수행계획서에 반드시 기입해야하
며 누락시 협약해약 및 사업비 전액환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협약기간 필수 기입)

④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4조의3에

의거, 성실경영 평가에 불성실*로

판명된 자(기업)
* 재창업 전 기업의 분식회계, 고의부도, 부당해고 등
* 폐업이력이 있는 대표 및 공동대표의 경우 성실경영평가 대상임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기업벤처부 등 정부지원사업 참여제한 등 제재조
치를 받고 있는 자(기업)
⑥ 기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⑦ ICT 적용 분야 중 퇴폐, 도박 등 사회적으로 논란이 될 수 있는 업종은
제외 가능
* 무도장, 갬블, 베팅 등

마. 사업신청

□ (평가) 서면 및 대면평가 등을 통해 (예비)재창업자 선정
①

(서면평가) 창업 역량 및 사업계획(독창성, 차별성 등) 등 사업계획

중심의 서면평가 실시
②

(대면평가) 사업계획 발표, 질의응답을 통해 대면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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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면 및 대면 평가 항목 >
구분

평가항목

세부내용
폐업(실패) 원인 분석 및 개선방향 도출

창업
역량
평가

재창업자 역량

재창업을 위한 준비성
ICT 기술/비즈니스 보유 및 경험
ICT 기술/비즈니스의 독창성/차별성
시제품 보유 여부 및 완성도

사업
계획
평가

아이템의
기술 사업성

ICT 기술/비즈니스 구현 및 상품화/서비스 가능성
ICT 기술/비즈니스의 구체성 및 시장성
- 국내 사업화 및 현지화(목표시장・국가, 고객, 마케팅 등)
일자리 창출 등 부가가치 창출
투자유치, 현지화 및 수출 잠재력

(기타) 제안 내용의 타당성, 사업화 및 특허 가능성 등에 대한 적합성

③

평가(합격 or 불합격)를 추가로 진행할 수 있음

□ 가점사항
[2점]

①

~

③

항목별 각 2점 부여

①

청년(’18년 기준, 만 39세 이하)인 자

②

최근 2년 K-Global Startup 공모전(일반부문) 입상자(상위 5개팀)

③

최근 3년 재도전 컴백캠프 우수 사업아이템 경진대회 최종 수상팀
(상위 4개팀에 한함), K-Global 300 인증기업

④

신청 아이템의 ICT 기술/비즈니스와 관련된 특허권을 보유중인 자

* 단, 권리권자에 한함(전용실시권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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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점]
①

①

~

②

항목에 1점 부여

지방(서울, 경기, 인천지역 외) 거주자

* (예비재창업자) 주민등록증 기준 / (기창업자) 현 사업장 소재지 기준
②

신청 아이템의 ICT 기술/비즈니스와 관련된 실용신안권을 보유중인 자

* 단, 권리권자에 한함(전용실시권 포함)

※ 복수의 가점(1, 2점) 사항을 포함하여 최대 3점 부여
※ 가점은 서면평가 시 반영하며, 증빙서류 누락 시 가점취득 불가(사업 신청 시 제출,
추후 제출 불가)

바. 유의사항

□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 등에 위배 되거나, 참여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 누락한 경우 선정 취소, 정부 사업 참여제한 및
정부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 사업 운영지침 및 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사업신청 및 선정이후 지침 및 기준을 숙지
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에 신청한
(예비)재창업자에게 있음

□

본 공고를 통한 신청자의 경쟁률 및 당해 정부지원금의 배정 및
지급의 사정에 따라 추가 공고가 나갈 수 있음

사. 추진절차 및 일정

사업공고
(www.ni
pa.kr)

⇒

2월

결과평가
(NIPA)
12월

신청·접수기간
∼
사업수행
(재도전기업)
∼
2월

⇐

5월

⇒

3월

11월

* 본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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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대면평가 등
∼
⇓
협약체결
(NIPA↔재도전기업)
3월

⇐

4월

5월

아. 통합 성과관리
K-Global 프로젝트 수혜 대상은 사업 수행 이후 2년간 통합 성과

ㅇ

관리를 위해 K-Global 성과정보관리시스템에 가입하여 성과 기초
자료 제출 등 협조의 의무가 있음

※ 창업여부, 매출액, 종업원 수, 투자유치금액, 특허·상품·디자인 출원 및 등록 건수 등
※ 선정 이후, 통합혜택 부여, 성과조사 등을 위해 시스템 가입 필수
ㅇ

NIPA의 사업 성과분석을 위해 필요한 정보 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ㅇ

NIPA의 자료 요청에 대한 접수/작성/제출을 담당할 사내 전담

* ICT기금사업 평가 및 성과관리 기준 제6장(성과관리)에 따른 성과관리 활용을 위한 상호협력 등
인력을 지정하여 주관기관에 통보하여야 함

자. 문의처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글로벌창업팀

ㅇ

- 곽정호 팀장(043-931-5550, jay@nipa.kr)
- 홍지명 수석(043-931-5552, jmhong@nip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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