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KIC-SV TRT (빅데이터/클라우드/AI 분야)

참가기업 연장공고

KIC(Korea Innovation Center)

ICT 강소기업의 미국
시장 및 글로벌 진출을 위한 기술 현지화 지원 프로그램「KIC-SV TRT
프로그램」관련 참가기업 모집을 연장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실리콘밸리에서는 국내

2020년 10월 11일

KIC 실리콘밸리 센터장
1. 사업목적

ㅇ

미국 내 지역별로 특화된

ICT

글로벌 거점과의 협력 모델인

“TRT

Belt”를 활용하여 국내 ICT 강소기업의 해외진출 성공 가능성 확대

2. 사업내용

ㅇ (공모기간) 2020. 10. 12(월) ~ 2020. 10. 25(일)
24:00
ㅇ (지원대상) 빅데이터, 클라우드, 인공지능 분야의 기술 및 서비스를
보유하고 글로벌 진출을 희망하는 국내 ICT 중소·중견기업
한국시간 기준

까지

* 1개 기업 당 2명 참여기준이며, 최대 4명까지 참여 가능
* 참가자는 영어로 비즈니스 미팅 및 IR이 가능하고, 중요한 비즈니스 의사결정이 가능한 c레벨로 제한

ㅇ (지원내용) 미국 시애틀 현지 기술전문가, 전문 액셀러레이터 등 전문
멘토의 8주 과정(2020.

ㅇ 수료 시 기타 특전

11. 02 ~ 2021. 01. 15) 온라인 프로그램

- KIC실리콘밸리 등록기업 등재 및 등록기업 서비스*

지원

* 현지 법인설립 시 주소지 지원 및 우편물 수취 지원, 현지 단기·장기(3개월 미만) 출장 시 코워킹
스페이스 지원, KIC실리콘밸리 파트너 법무법인, 회계법인 연결 지원 등
- TRT 프로그램 종료 후 우수기업은 차년도 KIC Soaring 2 프로그램 (‘21년
하반기 예정) 참가 기회 제공

3. 선정 절차 및 기준

ㅇ

(선정기준) 후보 기업의 글로벌 진출 의지, 기술성 및 사업성, 참가

신청자의 적정성(의사결정권 보유 여부)등의 다면 평가를 통해 평가
점수 고득점 순으로 상위

-

10개社 내외 선정

(1차 평가) 현지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통해 기술성 평가

후 대상자 선발(15개 기업/팀 내외)

* 15개사/팀 미만 접수 시 서면평가 생략, 영어 인터뷰 평가만 진행
-

(2차 평가) 평가위원회와 온라인으로 비즈니스 인터뷰(영어) 진행하여

최종

10개 기업/팀 내외 선발

<평가 위원회 구성(안)>
1차 심사 (기술 분과)
ICT 분야 학계, 연구소 등

(3~4명)

2차 심사 (사업 분과)
VC, 액셀러레이터, 현지 사업가 등

(3~4명)

ㅇ 심사기준에 의거 기술 분과 평가그룹의
서면평가
ㅇ 사업 분과 평가그룹에 의한 인터뷰 평가
ㅇ 위원별 심사 결과 합산 총점 70점 이상 ㅇ 위원별 심사 결과 합산 총점의 고득점 순으로
기업 중 고득점 순으로 2차 면접평가 대
10개사 내외 선발
상 15개사 내외 선발

ㅇ 선정절차
연장 공고 및 참여기업 신청
접수
10.12～10.25
참여기업
모집 연장 공고

1~2차 심사
→

최종 결과발표

10.27~28

→

10.30

(기술성 및 사업성)
서면 및 온라인 대면평가

개별 통지

* 추진 일정 및 프로그램 시작일은 현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4. 신청 방법

ㅇ (접수기간) ‘20. 10. 12(월) ∼ 10. 25(일)

한국시간 기준

24시까지

ㅇ (접수처) KIC실리콘밸리 (apply@kicsv.org)
ㅇ (접수방법) 제출 시 메일 제목 및 파일명 서식 준수
- (메일제목 예시) 2020 KIC TRT 참가신청_기업명
- (파일명 예시) TRT_기업명_Executive Summary

ㅇ 제출서류

- 프로그램 신청서 1부
- (영문) Business Executive Summary* (1 page)

자유양식 1부

* Executive Summary : 자사 비즈니스에 대한 1장 내외 요약서로 비즈니스 소개, 주요 매출
실적 및 전망, 투자 현황, 팀 구성원 소개 등으로 구성

- (영문) Pitch Deck (10 Slides 내외) 자유양식 1부
- Product/Service Demo Video File (3~4분, 자가 촬영본

* 제출 가능 시 제출하며, 필수 제출자료 아님

-

회사 로고

가능)

(Ai File)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 별첨 문서 참조
* 한글(.hwp), 워드(.docx), 파워포인트(.pptx), PDF(.pdf) 형태로 제출
5. 기타 유의사항

ㅇ 과학기술기본법령 등 규정에 따라 참여제한 중인 자는 신청 불가
ㅇ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참가기업 자격을 취소할 수 있음

6. 문의처

ㅇ KIC 실리콘밸리 김요셉 매니저 (josephk@kicsv.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