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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글로벌기업 협력프로그램(K-Launchpad)」사업공고

1. 사업 개요

가. 사업명 : 2018년 글로벌 협력프로그램(K-Launchpad)

나. 추진 배경 및 목적

ㅇ 자동차·제조, 교통, 신재생에너지 등 유럽지역에서 강세를 보이는 

분야에 대한 국내 기술기반 중소기업의 진출 수요 증가

ㅇ 이에, 우수기술을 보유한 국내 중소․벤처기업과 유럽 및 독일 내 

글로벌기업과의 협력프로그램을 통해 국내기업의 제품․서비스 

현지화 지원 및 유럽시장 진출 기회 모색

다. 지원내용

ㅇ 한국의 혁신적인 기술을 적용하여 제품 및 서비스를 발굴하고자 

하는 유럽 글로벌기업(2개社 *
)과의 In-depth 미팅 및 워크숍 등 

맞춤형 프로젝트 지원(4주)

* 폭스바겐(Volkswagen), 도이치반(Deutsche Bahn)

- (파일럿프로젝트) 글로벌 기업과 국내기업의 수요와 공급에 기반한 

맞춤형 파일럿 프로젝트 추진

- (In-depth 미팅 및 워크숍) 글로벌 기업과의 밀착 미팅 및 워크숍을 

통해 파일럿 프로젝트의 완성도 제고 및  향후 현지 진출 기회 마련

- (현지화 코칭) 제품화 전략, 비즈니스 모델링 및 스케일링, 피칭 

및 협상전략 등 현지화 전문가의 코칭 및 멘토링 제공

- (피칭) 진행 중인 파일럿 프로젝트에 대한 비즈니스 파트너 및 

투자자 대상 피칭 기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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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업공간 지원) 4주간의 프로젝트 기간 동안 필요한 사무공간,

회의실 등 코워킹 스페이스 지원

라. 지원대상 : 유럽진출을 준비 중인 우수기술 보유 국내 중소․벤처

기업 약 6개사

ㅇ 참가인원은 기업 당 최소 1명, 최대 2인까지 참가가능

* 모든 프로그램은 영어로 진행

* 원활한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영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한 자 최소 1인 포함

마. 지원분야 

ㅇ (IoT) IoT & Vehicles

ㅇ (Mobility) Smart Mobility, Smart Vehicles, Enhanced User Experience

ㅇ (Logistics) The Last Mile Solutions, Vehicle Sharing Services,

Crowdsourced Logistics

ㅇ (Supply Chain) SC Software, Big Data, Real-time Monitoring

ㅇ (Enterprise Software) CRM for SME sector

ㅇ (Industrial Maintanence) Predictive Maintenance, Energy Management,

AI in Industry Automation

ㅇ (MATERIALS) Innovations in Materials, Material Application,

Energy Maintaining Materials

바. 지원조건

ㅇ (KIC유럽) 글로벌기업과의 미팅, 파일럿 프로젝트 추진, 현지화 

코칭, 협업공간 등 프로그램 전반 운영 지원

ㅇ (참가기업) 항공료 및 체재비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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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프로젝트 수행기간 

ㅇ 4주 (6월 중순~7월중순)

* 상세일정은 사업안내서 참조

2. 신청 및 접수

가. 사업공고 및 접수기간

ㅇ 사업공고 : 2018. 4. 13. (금)

ㅇ 접수기간 : 2018. 4. 16. (월) ~ 5. 11. (금) 18:00까지

※ 지원서 접수는 영어로 작성하여 접수

나.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 * 별첨 온라인접수 매뉴얼 방법 참조

ㅇ 지원서는 별도의 교부 절차 없이 f6s 홈페이지에 회원가입 후,

K-Launchpad 프로그램 페이지에서 지원서 작성 및 접수

사업명 접수방법

2018 K-Launchpad

Program

o f6s(www.f6s.com) 접속 → 회원가입 및 로그인 → “KIC Europe 2018

K-Launchpad Program” 검색 → 온라인 접수

* 별도의 양식 다운로드 없이 접수 페이지에 직접 입력하여 작성

(입력 후, 꼭 저장필요)

ㅇ 별도 제출서류

1. (필수) 사업자등록증 1부.

2. (필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3. (선택) 특허 등 기술력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3. 문의처

ㅇ f6s 홈페이지 K-Launchpad 프로그램 "Discuss" 코너에 우선등록 

※ 기타 문의 : KIC유럽 klp@kiceurope.eu ☎ +49 (0)30 3551 284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