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 2019

– 153호

2019년 글로벌 액셀러레이팅 지원사업
(예비) 창업기업 모집공고
글로벌 진출을 희망하는 유망 (예비) 창업기업의 해외 진출가능성
확인 및 창업아이템 현지화를 지원하는 ｢2019년도 글로벌 액셀러레이팅
지원사업｣의 참가기업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27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현지 액셀러레이터 가 제공하는 현지 시장 기술트렌드 정보,
*

·

네트워킹 활동 등을 통해 국내기업의 성공적인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
액셀러레이터(AC: Accelerator) : 신생 스타트업 대상의 선발 및 투자, 전문보육을 주된 업무로 하는
기관으로, 창업 기업에 사무실,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할 뿐 아니라 마케팅 · 전략 등 각 분야의 전문
가들을 멘토로 연결시켜 주기도 한다. 이는 인큐베이터와 비슷한 개념이지만, 인큐베이터가 엑셀러레
이터보다 앞서 창업 직후의 초창기 스타트업 기업을 지원하는 기관이나 기업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 지원대상 : 해외 진출계획이 있는 예비창업자 또는 공고일(’19.3.27)
기준 창업 7년 이내 기업*

* 세부 자격요건 및 지원 제외대상은 3~4페이지 참조

□ 지원규모 : 60개사 내외
□ 지원내용 : 현지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및 글로벌 진출에 필요한
자금 지원 (창업기업당 20백만원)

□ 창업기업 모집기간 : 2019년 3월 27일(수)

～

4월 16일(화), 18:00까지

* K-스타트업 사이트를 통해 접수 : www.k-startup.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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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원내용

□ 세부지원내용
◦ 액셀러레이팅 (4~6주) : 국가별 현지 보육 프로그램으로, 창업자와 매칭된
1개의 액셀러레이터를 통해 시장조사, 아이템 현지화 등 밀착지원

◦ 정부지원금 (20백만원) : 액셀러레이팅 참가비로 약 10백만원을 집행 후,
잔여 사업비로 현지 마케팅, 특허 출원, 체재비 등으로 집행 가능

□ 사업비 구성 :

정부지원금(총 사업비의 70% 이하) + 창업기업 대응자금

(총 사업비의 30% 이상)

※ 사업비 집행(예시)

창업기업 대응자금 (B=C의 30% 이상)

구분

총 사업비
(C)

정부지원금
(A)

현금(C의 10% 이상)

현물(C의 20% 이하)

금액(원)
비율(%)

28,600,000
100%

20,000,000
69.9%

2,900,000
10.1%

5,700,000
19.9%

* 창업기업 대응자금(B)에 따라 총 사업비(C)는 변동가능
** 현물 부담 없이 대응자금 전액 현금으로 부담 가능 (이 경우 현금=총 사업비의 30% 이상)

□ 협약기간 : 선정 통보일(’19.5월, 예정)로부터 ’19.10.31(약 6개월)까지
□ 진출지원 국가 : 6개 국가 (미국, 중국, 영국, 프랑스, 싱가포르, 베트남)
< 글로벌 액셀러레이팅 참여기관 : 6개국 8개 액셀러레이터 >
국가(지역)

액셀러레이터명

액셀러레팅
프로그램 기간

미국
(실리콘밸리)

Plug&Play Tech Center

4주

GSVlabs

6주

11백만원

9백만원

Innospace

4주

11백만원
($10,000)

9백만원

Techcode

4주

영국(런던)

Wayra.UK

6주

프랑스(파리)

Paris&Co

4주

싱가포르(-)

NUS Enterprise

4주

베트남(하노이)

VSVA

4주

중국(상하이)

정부지원금 ( 20백만원 = a+b )
프로그램비(a) 글로벌 마케팅비(b)
11백만원
9백만원
($10,000)

11백만원
13백만원
(£9,000)
9백만원
(€ 6,960)
12백만원
($10,700)
8백만원
($7,000)

9백만원
7백만원
11백만원
9백만원
12백만원

* 액셀러레이터의 보육시기, 비용, 프로그램 등 세부사항은 [별첨1] 에서 확인 가능
** 프로그램 참가비용은 해당국가 환율 등에 따라 변동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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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격요건 및 제외대상

□ 자격요건
◦ (공통사항) 공고일(’19.3.27)기준

①예비창업자

또는

② 7년

이내 창업

기업으로써 6개 국가 중 1개 국가 이상 진출 계획이 있는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기업 대표자

* 모집공고 마감일시 : ’19.4.16(화), 18:00 까지

① 예비창업자
☞ 공고일 기준으로 국내에서 팀원 모두가 사업자 등록이나 법인
설립 등기를 완료하지 않은 경우 예비창업자로 신청

* 단, 국내 기준으로는 예비창업자이나 해외에 공고일 기준 7년 이상 기업이
있을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본 지원사업 선정 시 신청서 상의 대표자가 협약 책임자가 됨으로
신중히 결정하여 신청 (협약기간 중 대표자 변경은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음)

☞ 예비창업팀은 협약기간

국내 창업(개인, 법인) 또는 해외 창업
(현지법인, 합작법인, 지사 등)을 반드시 이행하고 해당 팀원을 상시
근로자로 고용하여야 함
內

② 창업기업
☞ 공고일 기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창업기업
＊

으로 ‘사업을 개시한 날 ’로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

(2012.3.28 이후 창업한 기업)
*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는 사업자
등록증상의 ‘사업개시일’을 기준으로 함
* 다수의 사업자(개인, 법인)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 최초 등록한 사업자의 사업
개시일을 적용
* 공동대표, 각자대표로 구성된 경우, 대표자 전원이 신청자격에 해당되고 신청
제외대상에는 해당되지 않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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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제외대상 : 아래 항목 중 1개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 신청 불가
☞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 또는 기업
* 단, 공고 마감일(’19.4.16)까지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이 가능한 자(기업), 신용회복
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 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자(기업), 건강
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신청(지원) 가능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

* 단, 세금분납계획에 따른 성실납부기업(체납처분유예신청), 차수별 접수 마감일
까지 국세, 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자(기업), 중소기업진
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자(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신청(지원) 가능

☞ 공고마감일 기준 휴업 중인 기업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기업)

* 지원제외 대상 업종 [참고1] 참조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 업종만을 영위하고 있는 자
(기업)는 해당 업종으로는 신청이 불가능하나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 이외의
업종의 창업아이템으로 해외진출을 영위하고자 할 경우에 예비창업자로 신청할
수 있음

☞ 팁스 (TIPS) 프로그램에 선정된 자(기업)
☞ 한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자(기업)

* 단, 국내에서 대표자로 사업자등록을 완료한 외국인은 신청 가능

☞ ’11년~’15년 글로벌(청년)창업활성화 또는 ’16년~’18년 글로벌
액셀러레이팅 활성화 사업 기 수혜자(기업)

☞ 타 중앙정부, 공공기관을 통해 글로벌 진출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수행 중인 자(기업)로 해당 사업의 협약 완료일이
본 사업 협약기간과 중복되는 경우

☞ 기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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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업 신청 및 선정

□ 신청기간
◦ (신청기간) 2019년 3월 27일(수) ～ 4월 16일(화), 18:00까지
◦ (선정규모) 60개사, 각 액셀러레이터별 선정 규모는 신청

경쟁률
및 평가결과를 감안하여 전담기관(창업진흥원)에서 배정할 예정

□ 신청방법 : K-startup (www.k-startup.go.kr) 온라인 접수이며,

1개 국가의 1개 액셀러레이터에만 신청 할 수 있음
< K-startup에서 신청절차 >

① K-startup 접속 → ② 회원가입 (개인회원) 및 로그인 →
③ 창업사업통합정보관리시스템 클릭 → ④ ‘글로벌 액셀러레이팅 지원사업’, 공고명
확인 후 ‘신청하기’ 클릭 → ⑤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창업동의 등 체크 →
⑥ 기본정보 입력 (현지 보육 참여를 희망하는 액셀러레이터 1개社 선택) →
⑦ 사업계획서 업로드 (용량제한 50MB 유의) → ⑧ 제출 (‘마이페이지’에서 신청 확인)
* K-startup (구 창업넷) 사이트 기존 가입자는 ‘② 회원가입’ 생략
** 온라인 신청관련 자세한 사항은 ‘【별첨2】 창업기업 온라인 사업신청 매뉴얼’ 참고

□

제출서류 : 액셀러레이터별 사업계획서 및 요청자료 , 가점항목
해당시 증빙서류
* 사업계획서는 액셀러레이터의 요청 언어로 작성(영문 등) 【별첨1】 양식 참고
** 파일명은 “국가_액셀러레이터명_기업명(대표자명)”으로 작성
(예시 : 베트남_VSVA_(주)한국(홍길동))
< 신청 유의 사항 >

① 신청·접수 마감일에는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신청·접수 마감일 이전에
‘K-startup 가입 및 사업신청’을 미리 진행하는 것을 권장
② ‘K-startup’ 홈페이지에서 사업 신청 시, ‘SCI평가정보’와 연계되어 ‘개인 실명등록’
또는 ‘기업 실명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신청 시 실명인증이 안되는 경우 ‘SCI
평가정보’에 실명등록을 요청한 후에 동 사업 신청이 가능
* (온라인 등록) http://www.siren24.com/mysiren/customer/sir_g0201_01.jsp
* (전화문의) 1577-1006 (2번 누르고 다시 2번 누르면 상담원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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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방법 : 해외 액셀러레이터가 개별 평가지표를 활용하여 보육
프로그램 참여 창업기업 선정
* 액셀러레이터가 현지진출에 적합한 창업기업이 없다고 판단하거나 신청접수율이
저조할 경우 창업기업을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

□ 평가절차
◦ 요건검토 : 신청자의 자격에 대한 검토 과정으로 지원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사항이 밝혀질 경우, 평가과정 중 참여가 취소될 수 있음

◦ 액셀러레이터 선정평가
① 서면평가

② 전화인터뷰

• K-스타트업에 제출한 액셀러레
이터별 영문 사업계획서 평가
(양식 별첨 참고)

’19.4.22 ~ 4.26

• 서면평가 기간 중, 신청자 대상
액셀러레이터의 전화인터뷰
• 사업계획 내용을 토대로 현지진출
계획, 목표 등 세부내용 인터뷰

’19.4.22 ~ 4.26

③ 대면평가
• 국내 방한하는 현지 액셀러레
이터를 대상으로 일대일 대면
평가

’19.5월초

* 창업기업 신청서 및 평가지표는 현지 액셀러레이터가 제시하는 자체 기준을 활용
** 전화인터뷰가 필요한 신청자의 경우, 액셀러레이터가 제시하는 시간대에 맞추어
최대 30분간의 전화인터뷰 실시(신청 시 인터뷰가 가능한 전화번호 기재 필수)
.

□ 가점사항
◦ 가점은 서면

평가시에만 반영되며, 신청시 증빙서류 미제출시

가점으로 불인정(최대 2점)

①

팀창업자(1점) : 대표자 포함 2인 이상으로 구성된 예비창업팀
또는 창업기업

[‘팀창업’의 정의] 상시종업원 수 포함 구성원이 『2인 이상인 창업기업』으로,
기술기반 팀창업은 ① 기술 융합, ② 경영자 (CEO)와 기술자 (CTO) 간 시너지,
③ 아이디어 공유 및 보완 등을 통한 성장가능성 기대
* 글로벌 IT 기업으로 성장한 ‘애플, 구글, 유튜브’ 등도 팀창업으로 시작

* 증빙서류 : (창업기업) 4대보험 가입자 명부, (예비창업자) 팀구성 현황표
②

일자리 안정자금 수급 기업(1점)
* 증빙서류 : 일자리 안정자금 지급결정 통지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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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추진절차 및 일정

공 고

신청ㆍ접수


중소벤처기업부

K-Startup
(www.k-startup.go.kr)

’19.3.27

’19.3.27~4.16

요건검토

창업진흥원
’19.4월 중순


액셀러레이팅 참가 및
사업비 집행

협약체결


선정평가 및 최종선정


창업기업

창업진흥원-창업기업

액셀러레이터→창업기업
(서면평가, 전화인터뷰, 대면평가)

‘19.6월~10월

‘19.5월~10월

~’19.5월

사업비 정산

사업종료


최종보고 및 점검
창업기업, 액셀러레이터, 
창업진흥원
’19.11월


창업진흥원

창업진흥원

~’20.1월

~’20.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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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선정자 의무사항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동 사업 지침·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 신청자에게 있음

□
□

신청자는 참가자격 및 지원제외 대상 확인 후 진출 목표 국가의
액셀러레이터에서 제공하는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지원하여야 함
사업계획서 등을 타인이 대신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 작성자(대필자)
와 신청자(창업자) 등 관련자 전원이 사기 또는 업무방해죄 등으로 처
벌될 수 있음

□ 선정자는 창업사업화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 및 본 지원사업 세부
관리기준* 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함

* 지원사업 세부 관리기준은 선정자를 대상으로 별도 안내

□ 선정자는 사업계획서에 명시한 해외진출 목표달성을 위해 사업계획
및 보육프로그램 참여를 성실히 이행하여야함

◦ 선정자는 사업신청시 선택한 진출목표에 따라 사업종료 후 이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함

□ 선정자는 전담기관이 정한 기한 내에 창업기업 대응자금 ‘현금’을
지정계좌에 입금하여야 하며, 대응자금 ‘현물’ 투입이 있을 경우
해당 증빙자료를 구비하여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함

□ 선정자는 전담기관이 요청하는 자료제출, 점검 및 평가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함

□ (예비)창업자는 선정된 이후라도 지원제외 대상에 해당되거나 허위

사실에 의거하여 선정된 사실이 밝혀질 경우, 액셀러레이터 프로
그램에 특별한 사유없이 참가하지 않을 경우 등의 사유 발생 시 협약
(선정) 취소 및 정부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음

□

선정자는 협약종료년도 다음해부터 5년간 지원성과 이력관리 등에
필요한 정보제공 등 제반 요청사항에 성실히 응하여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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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사업 신청 문의
□ 문의처
일반문의
(온라인 신청접수, 시스템 오류 등)

중소기업 통합 콜센터

국번 없이 1357

정책문의

중소벤처기업부 기술창업과 042-481-4414, 4535

사업문의

창업진흥원 TIPS글로벌부

042-480-4453,4348,4384

※ 본 지원사업에 대한 제도적 문의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와 창업진흥원으로, 현지 보육
프로그램에 대한 세부 문의사항은 국가별 액셀러레이터 [참고3]에게 직접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설명회

◦ 일시 및 장소
구분

개최일시

개최장소

1차

’19.3.28(목) 14:00~15:30

서울 강남구 팁스타운 S1 팁스홀

2차

’19.4.3(수) 14:00~17:00

서울 강남구 팁스타운 S1 팁스홀

3차

’19.4.8(월) 13:30~15:30

서울 강남구 팁스타운 S1 팁스홀

비고
글로벌
통합설명회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165(역삼동 747-3)
** 2차 사업설명회는 글로벌 진출 전략포럼 內 통합설명회로 진행 (15:00~15:10)되며,
보다 자세한 사업설명 및 질의응답시간을 원할 경우 1차, 3차 설명회 참석요망

◦ 오시는 길 : 역삼역 2번출구 도곡동 방향 → 구역삼세무서 사거리
에서 우회전 → 약 150m 이동 후 우측 빌딩

* 주차지원이 불가합니다. 반드시 대중교통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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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1

지원제외 대상 업종

구분

1

2

대상 업종

금융 및 보험업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은 제외)

부동산업

코드번호
세세분류

K64∼66

L68

숙박 및 음식점업
3

(호텔업, 휴양콘도 운영업, 기타 관광숙박시설 운영업 및 상시근

I55∼56

로자 20명 이상의 법인인 음식점은 제외)

4

무도장 운영업

91291

5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9112

6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9124

7

기타 개인 서비스업(그외 기타 개인 서비스업은 제외)

96

* 대상 업종의 세부사항은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통계청, kssc.kostat.go.kr)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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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2

해외 액셀러레이터 현황

* 해외 액셀러레이터별 자세한 프로그램과 소개자료는 [별첨1] 파일에서 확인 가능
No. 국가(지역) 액셀러레이터 현지보육 기간

주요 특징
∙ ’06년에 설립된 캘리포니아(써니베일) 소재 액셀러

1

미국

Plug&Play

(써니베일)

Tech Center

4주
(’19.9.30.~
10.25.)

레이터로, 280개 이상의 대기업, 300개 이상의 VC
와 협업하여 스타트업 지원
∙ 전 분야 스타트업 대상 $25,000~$500,000의 직접
투자 지원

2

미국
(산마테오)

GSVlabs

∙ 약 1,700평의 이노베이션센터를 통해 175개 이상

6주
(’19.6월
또는 9월)

의 스타트업 보육, 130명 이상의 VC, 엔지니어,
글로벌 대기업 등의 네트워크를 보유
∙ ’12년 설립된 중국 상하이 액셀러레이터로, 20개

3

중국
(상하이)

Innospace

4주
(’19.8월
또는 10월)

이상의 한국기업을 포함, 400개 이상의 스타트업을
보육하였으며 상하이, 난징, 선전에 5개의 보육공간
운영
∙ 중국 과학기술부 지원 아래 화샤싱푸 그룹이 칭화

4

중국
(상하이)

Techcode

4주
(’19.6~7월
또는 9~10월)

대학과 함께 설립한 글로벌 액셀러레이터
∙ 5개국 8개 지역에서 혁신기업 육성을 위한 공간, 멘
토링, 펀딩 지원
∙ ’12년 설립된 영국 런던 소재 엑셀러레이터로 ‘텔레포

5

영국
(런던)

Wayra.UK

6주
(’19.8월말
이후)

니카(스페인 통신회사)’의 유럽 및 중남미 10개국 11
개 액셀러레이터 자회사 중 하나
∙ 100개 이상의 스타트업에 평균 €68,000 투자
∙ ’01년에 설립된 파리시 출자 액셀러레이터로, 스마트시티,

6

프랑스
(파리)

Paris&Co

4주
(’19.10.7.~
11.1.)

푸드테크, 핀테크 등 15개 산업별 인큐베이션 및 파리 내
산업별 인큐베이팅 시설 운영
∙ 파리 내 외국 스타트업 유치 및 인큐 베이팅을 통해 파리
경제발전 및 혁신생태계 활성화를 도모

7

싱가포르
(-)

NUS
Enterprise
(Block 71)

4주
(’19.7.15~
’19.8.8.)

∙ ’01년에 설립된 싱가포르 국립대학교 액셀러레이터로
통신사 SingTel innov8 및 미디어개발청(MDA)이 협업
하여 전 분야 테크 스타트업 보육
∙ 베트남 과학기술부가 ’14년에 출자한 스타트업 육

8

베트남
(하노이)

VSVA

4주
(’19.8월
또는 9월)

성기관으로, LOTTE Accelerator와 협업하여 스타트
업 투자 및 보육 지원
∙ 핀테크 포함, 기술기반 업종 전 분야 지원

* 프로그램 세부일정은 참가기업 선정 이후 변동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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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3

해외 액셀러레이터 연락처

* 해외 액셀러레이터별 프로그램 소개자료 및 사업계획서 양식은 [별첨1]에서 확인
연번

1

2

3

4

5

6

7

8

국가
(지역)

담당자 연락처
액셀러레이터

홈페이지
이름

미국

Plug&Play

http://www.plugand

(써니베일)

Tech Center

playtechcenter.com/

GSVlabs

www.gsvlabs.com

미국
(산마테오)

중국
(상하이)

Innospace

중국
(상하이)

영국
(런던)

프랑스
(파리)

Techcode

Wayra.UK

Paris&Co

NUS Enterprise

(-)

(Block 71)

(하노이)

Inhee Cho

Ishaan Misra

megan@pnptc.com
inhee@pnptc.com

ishaan@gsvlabs.com

Kevin Yang

boy@innospace.com.cn

Richard Tan

richard.tan@innospace.com.cn

조용원

yongwon.cho@techcode.com

심재훈

franz.sim@techcode.com

http://www.innosp
aceplus.com.cn/en

http://www.techco

싱가포르

베트남

Megan Ramies

이메일 주소

VSVA

de.com/

wayra.co.uk

https://comet.paris

Jaime Noainb

jaime.noainb@wayra.org

Esther Moyou
Mogo

Esther.moyou-mogo@parisa
ndco.com

Thomas Wald

Thomas.wald@parisandco.com

andco.com/

www.block71.co

http://www.siliconv
alley.com.v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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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vina

Huy Pham

alvinafu@nus.edu.sg

Huypn@vsv-accelerato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