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소식지 12월(2019-5호)
◈ 청렴 소식

◈ 고객과 NIPA의 소통채널

《 국민권익위원회 2019 반부패주간 》

2019년 ‘반부패 주간’을 맞아 권익위 주최 반부패 주간*
기념행사 및 다양한 청렴문화행사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UN(세계) 반부패의 날*(12.9)」을 기념하여, 반부패
청렴 가치의 확산을 위해 반부패 주간 지정
※ 주요 행사 안내
행사명

일시

장소

반부패·청렴
창작연극: “라이더”
어린이 바른생활
인형극
청렴문화캠프
‘청렴아!놀자’

12.5(목)~15(일)
평일20시,주말15시
12.10(화)
10:00~11:00
12.10(화)
11:00~12:30
12.10(화)
16:00~17:40

나온씨어터
(서울 대학로)

청렴콘서트
청렴체험 프로그램
*청렴화분만들기,
홍보부스 등

12.9(월)~11(수)

용산아트홀 소극장
용산아트홀 대극장
용산아트홀 대극장
용산아트홀 전시장

◈ 반부패·청렴 선언문
우리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직원으로서 사명감과
자긍심을 가지고 공직사회의 부패를 척결하여 청렴
하고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해 다음과 같이 선언합
니다.
하나, 우리는 사익보다 공익을 우선하며 업무수행
과정에서 부당한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다.
하나,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금품·향응을 받지
않으며, 청렴성에 의심을 받을 만한 일체의
행동을 하지 않는다.
하나,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지위·권한 남용,
이권개입, 알선·청탁, 갑질행위, 부당한 업무
요구를 하지 않는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직원이 상기 사항을 위반할 경우,
NIPA홈페이지(부패갑질신고) 또는 감사실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www.nipa.kr)-부패갑질신고

《 갑질피해 신고 》

《경영책임 핫라인 》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고객의 눈높이에 맞게 성장하고자
사업추진 과정상의 애로사항(갑질 등), 개선사항 등
고객의 다양한 의견을 경영부서 총책임자의 핫라인을
통해 수렴(제안, 제보, 신고 등) 하고자 합니다.
(경영전략실장) ☎ 043-931-5050, e-mail: talkh2h@nipa.kr

◈ 사업 공고
사업명: 2020년 클라우드혁신센터 지원사업
사업내용
-(SW개발환경)클라우드 기반 SW개발환경 제공과
서비스기획 및 사업화 컨설팅 제공
-(공급/도입컨설팅)기업 맞춤형 컨설팅 제공
지원대상: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 등
접수기간: ‘19.12.16(월)까지
사업명: 2020년 인공지능 고성능 컴퓨팅 자원
이용자 모집
사업내용: 기업·기관 당 GPU 서버 1식
지원대상: 중소기업, 스타트업, 공공기관, 대학교 등
접수기간: ‘19.12.20(금)까지

◈ NIPA 이슈리포트
(2019-35호) 신남방국가 SW인력 활용 방안
(2019-34호) 인공지능 기반 에듀테크 기업 및
서비스 동향
(2019-33호) 자율주행차 시대의 인포테이먼트
발전방향
(2019-32호) 인공지능산업 생태계 현황과 발전전략
(2019-31호) 민간투자형 SW사업, 공공을 혁신하다
※ 간행물 원문 이용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홈페이지
(www.nipa.kr 지식마당-NIPA간행물) 참조

청렴소식지 12월(2019-5호)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해외진출 지원센터 안내 (NIPA 해외사무소)
센터명

주요 연락처

주요 업무

KIC
실리콘밸리

o (주소) 3003 N 1st St, San Jose,
CA 95134, USA
o (대표 연락처) 이헌수 센터장
hsrlee@nipa.kr, +1-408-519-5749

o 기술중심 강소기업 글로벌 현지화 및 미국 진출 지원
(KIC-Express) 프로그램 운영
o 4IR 핵심기술별 사업화 지원(KIC-TRT), 실리콘 밸리 현지
인턴십 프로그램, 기업가정신 교육 등 글로벌 인재양성
프로그램 운영

싱가포르
IT지원센터

o (주소) 4F, AXA Tower, 8 Shenton
way, Singapore
o (대표 연락처) 전병남 센터장
bnamj@nipa.kr, +65-6221-8355

o ASEAN진출(예정)기업 대상으로 입주공간, 현지화 컨설팅
(법률·회계 등) 및 시장정보(바이어 등) 제공 등 비즈니스
인프라 지원
o K-솔루션 페어, 세일즈랩, The Meet&Match 등 특화 프로
그램을 통한 현지비즈니스 창출지원

하노이
IT지원센터

o (주소) 하노이시 IT기업 밀집지역
(Cầu Giấy, 꺼우저이) 내 랜드마크
72 빌딩(25층)
o (대표 연락처) 박윤정 센터장
yjpark@nipa.kr, +84-24-7300-0670

o 베트남진출(예정)기업 대상으로 입주공간, 현지화 컨설팅
(법률·회계 등) 비즈니스 인프라 지원
o 한-베트남 ICT 교류회의 컨설팅(법인설립, 회계 등) 및
마케팅(전시회, 투자 상담회) 지원

한․인도
SW상생
협력센터

o (주소) 벵갈루루 내 최초 주상
복합시설 건물(Miraya Rose) 1층
(사무실) 및 17층(주거공간)
o (대표 연락처) 김효근 센터장
orotc@nipa.kr, 070-4686-3161

o 상시 인큐베이팅 프로그램 운영 : 엑셀러레이팅, 업무 및
주거공간 제공, 현지 전문가 기반 Biz. Scale-up, 투자유치
설명회, 네트워킹 데이 등 지원
o 맞춤형 비즈니스연계지원 : 창업보육, 투자연계, 현지 아웃
소싱 활용 글로벌화 제품개발 등 지원

호치민
IT지원센터

o (주소) 35 Hai Bà Trưng, Bến Nghé, Quận 1,
Hồ Chí Minh 700000, Vietnam
o (대표 연락처) 이주남 센터장
jnlee@nipa.kr, +84-(0)38-223-8256

o 베트남진출(예정)기업 대상으로 입주공간, 현지화 컨설팅
(법률·회계 등) 비즈니스 인프라 지원
o HRD(인력양성), 현지화 마케팅 등 특화 프로그램을 통한
현지비즈니스 창출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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