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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글로벌 창업지원프로그램 

3-1. 추진경과 





3. 글로벌 창업지원프로그램 

3-3. 사업 개요 



4. 창업진흥원의 글로벌 사업  



글로벌 청년창업활성화 사업 



4. 세부 운영프로그램  

4-1. 사업프로세스 

  

    

  

서류평가 

멘토링평가+발표평가 

운영기관 면접평가 

4주간 40h 이상 

현지문화 (상관습 등) 

글로벌 역량 교육 

창업아이템시장/수요  

사업모델 수정/보완 



4. 세부 운영프로그램  

4-2. 지원내용 



4. 세부 운영프로그램  

4-2. 지원내용 

미국 현지보육 프로그램 







5. 우수사례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hl=ko&id=com.nplat.bb.kakao


5. 우수사례 





6. 외국인 기술창업 프로그램(신규) 



K-App 글로벌 마켓 진출지원사업 



글로벌 시장개척단 파견 
타깃국가 사전평가  

마케팅 지원 
앱 융합기술의 Global 

진출지원 
글로벌 KAPP 페스티벌 

 추진 성과 

현지 파견을 통한 전략 
수립, 비즈매칭 및 투자 
유치까지 실현 가능한 
프로그램 

미국, 중국, 일본, 대만 
중 타깃국가 설정하여 
현지 전문가 및 사용자 
대상 사전평가 컨설팅을 
통해 맞춤 마케팅 지원 
 

유형의 제품과 S/W, 앱 
융합을 통한 가치 창출 
및 해외시장 진출가능성 
제고 

13년도 사업 성과 발표,
참여 기업 showcase, 
투자 유치 IR 및 전문가 
초청 강연 등 

싱가포르, 이스라엘,  
미국 총 44개 기업 파견 20개 기업 지원 9개 기업 지원 350여명 참여 

투자 유치  사업 제휴  마케팅 계약  해외 법인 설립  

51억 40건 13건 12건 

1. K-App 글로벌 마켓 진출지원사업 



1. 본글로벌 캠프 
2. 타깃국가 UX테스트 

및 마케팅 지원 
3. 글로벌 시장  
개척단 파견 

4. 글로벌 네트워크 
강화 및 성과 공유 

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으로 해외진출 성과 제고  

지원역량 및 네트워크 강화를 통한 글로벌 기반 강화 

- 미국, 유럽, 중국, 
일본, 동남아시아 

 

100개 기업 

- 미국, 유럽, 아시아 

 
 280개 기업 

- 싱가포르, 미국 
동·서부, 유럽 

 

40개 기업 

- 글로벌 컨퍼런스(12월) 

- 시장동향 보고서  
  제작 및 배포  
- 분기별 데모데이  

<글로벌 진출지원사업 지원 분야의 확대> 다양한 유망 글로벌 서비스 분야의 수요를  
반영하여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에 대응   

1. K-App 글로벌 마켓 진출지원사업 



지원규모 

추진절차 

   총 60 백만원 (100개, 국가별 10개 상하반기 2회) 

신청 및 접수 전문가멘토링 

·창업넷 접수 
  (희망국가 선택) 

·국가별 캠프 
 (시장정보, BM설계) 

스타트업 캠프 

·과제 ⇔ 피드백 
     (1:1 멘토링) 

네트워킹 데이 

·진출전략 공유 
(멘토:멘티 네트워킹) 

지원대상 

 

IT융합, 콘텐츠, SW, 디자인 등 지식서비스 분야에 구체적인 사업 아이템(BM)을 가지고 
있는 (예비)창업자(개인 또는 팀) 

 세부 내용 

   [스타트업 캠프] 

   - 타깃 국가별 시장진출 전략 수립 : 

워크숍 형태 비즈니스 모델 설계 실습 3회 
[ 국가별 시장 및 비즈니스 환경, 현지 시장진출 접근법 등) 

   [글로벌 스타트업 멘토링] 

   - 참가팀별 글로벌 시장진출 계획 수립을 위한 주제별 과제 부여  

       미션 부여⇔피드백 형태의 1:1 멘토링 지원 

1-1. 본글로벌 캠프 



지원규모 

추진절차 

   총 400 백만원 (50개, 미국·아시아 각 20개 기업, 유럽 10개 기업) 

신청 및 접수 현지 UX 테스팅 

·창업넷 접수 
  (희망국가 선택) 

·국가별 테스트  
   에이전시 선정 

테스트 에이전시 선정 

·UX 테스트 및  
   서비스 분석 

맞춤형 컨설팅 

·테스트 분석결과에  
   따른 기업별 컨설팅 

지원대상 

 

모바일, 웹, PC 앱 및 융합 분야 글로벌 시장 진출을 목표로 하는 예비창업자 및 창업 
5년 미만의 창업 기업 

 세부 내용 
   [UX

*
 사전 테스트] 

   - 현지 UX 전문가와 타깃 사용자의 서비스 테스트 

      * UX :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용자의 반응을 포함한 모든 경험을 통칭  

   [테스트 분석] 

   - 서비스에 대한 다양한 방법을 통한 현지 유사 서비스, 수익모델,  

      마케팅 방안 등 개선 사항 제안       

[ 사용자 반응 테스트, 현지 경쟁력 분석, 인지 평가 등 ] 

   [전문가 컨설팅] 

   - 사전테스트, 분석을 바탕으로 번역, 마케팅, 기술 관련 컨설팅 연계 

       

1-2. 타깃국가 사전평가 컨설팅 지원 



지원규모 

특이사항 

   총 860 백만원 (230개, 번역·홍보물제작·현지마케팅지원 200개, 지재권관련 30개 기업) 

지원대상 

 

모바일, 웹, PC 앱 및 융합 분야 글로벌 시장 진출을 목표로 하는 예비창업자 및 창업 
5년 미만의 창업 기업 

 세부 내용 

   [분야별 마케팅 지원] 

   - 번역, 홍보물(브로셔, 동영상 등) 제작, 국가별 전문 퍼블리셔를  

      활용한 로컬 마켓 홍보 등 현지 마케팅 지원 

       
   [IP Desk 연계 지재권 관련 비용 지원] 

   - 지재권 취득, 현지 법인 설립 자문 등        

 

진출 전략 평가 후 우수 참여기업은 세부 사업 단계별 중복 지원이 가능하며 이를 통한 
기업의 성장 맞춤형 지원 추진 
 

해외지식재산권센터(IP Desk)와 연계하여 지재권 취득, 현지 법인 설립 자문 등 소요비용 
지원하며 분야·기관 연계를 통한 협력 체제 강화 및 네트워킹 채널 다양화  

[ IP Desk 설치 국가  : 미국, 중국,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등] 

1-3. 원포인트 마케팅 지원 



지원규모 

추진절차 

   총 250 백만원 (40개, 싱가포르, 미국 동부, 미국 서부, 유럽 지역별 10개) 

신청 및 접수 현지 파견 

·희망지역 선택 후  
   사업계획서 첨부  

· 진출 지역에 따른  
    맞춤형 워크숍 
 

사전준비 워크숍 

·싱가포르, 미국 서부,  
   미국 동부, 유럽 

사후 관리 

·글로벌 컨퍼런스,  
   사업 홍보 등 

지원대상 

 

앱 시연이 가능한 자 또는 프로토 타입을 가진 모바일, 웹, PC, SW융합 등의 앱 분야 
예비창업자 및 창업 5년 미만인 자 

 세부 내용 

   [사전 워크숍] 

   - 역량강화, 시장조사, 기술 보완 및 네트워크 확보 관련 멘토링 

   [현지 파견 : 4개 지역] 

   - 기업 특성에 맞춘 2주간의 파견 프로그램을 통한 현지화 지원 

 

 

   - 싱가포르(6월), 미국 서부(7월), 미국 동부(9월), 유럽(10월) 예정 

 

 

컨퍼런스 참여, 다양한 기업 연계, 법률 자문, 네트워킹,  
현지 파트너쉽 구축 및 투자유치 IR 등 
 

1-4. 글로벌 시장개척단 파견 



 글로벌 KAPP Festival 

   [2013. 12. 20, COEX, 글로벌 KAPP 페스티벌 개최 ] 

 - 지원사업 성과 및 우수 성공사례 소개, 시장 트렌드 등 최신 정보 공유 및 네트워킹 기회 제공 (350여명 참가)  

글로벌 시장동향보고서 발간 스마트 글로벌 데모데이 개최 글로벌 컨퍼런스 개최 

유망 국가별 시장 현황과 
전망, 현지 문화, 생활양식 
및 비즈니스 환경에 대한 
동향 보고서 제작·배포 

참여기업의 투자, 서비스 
런칭 등을 위한 데모데이 
개최 

14년도 사업 성과 발표,
참여 기업 showcase, 
투자 유치 IR 및 전문가 
초청 강연 등 

분기별 국·영문 배포 분기별 국내외 퍼블리셔 
및 VC 대상 IR 기회 제공 

글로벌 전문 컨퍼런스 
12월 예정 

1-5. 글로벌 네트워크 강화 및 성과공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