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본글로벌 스타트업 스쿨」프로그램 추진(안)
‘21.4.14. KOTRA 스타트업지원팀

스타트업지원팀은 국내 초기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해외 투자유치, 관심 시장 수출 전략, 글로벌 비즈니스
모델 고도화 교육 등의 전체교육과 1:1 멘토링을 진행할 예정이오니,
관심 있는 스타트업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KOTRA

□ 사업 개요

◦ 사업명(국문) : 2021 본글로벌 스타트업 스쿨
◦ 기간/장소 : ’21.5월~‘21.6월 / 온라인(ZOOM)
◦ 지원 대상 : 혁신기술 기반 국내 초기 스타트업
- 누적투자유치금액 1~10억원에 해당(Pre-Series A 단계 이하)하는 스타트업
◦ 지원 내용
- 해외진출 역량 강화 전체 교육 (15시간)
- 해외진출 역량 강화 1:1 멘토링 (3시간)
3D 매트릭스 1:1 멘토링
영어 IR 피치덱 1:1 멘토링
해외수출전략 1:1 멘토링
- 해외 잠재 소비자 화상인터뷰 비용 지원 (우수기업 2~3개사에 한함)
◦ 참가비 : 무료
·
·
·

□ 모집 개요

◦ 모집 규모 : 국내 초기 스타트업 20개사 내외
◦ 모집 분야 : 아래와 같은 혁신 기술 분야

<참가 가능분야>
- 5G, AI·IoT, AR·VR, 빅데이터, 블록체인, 핀테크, 모바일, 정보보안, 로봇
- 생산기술, 물류시스템, e-커머스, 에듀테크, 순환경제, 엔터테인먼트 등
* 화장품 등 단순소비재의 경우 해당 사업의 지원 분야가 아님에 유의

◦ 신청 기간 : ‘21.4.14(수)~’21.4.30(금)
◦ 추진 일정
- 접수 : 4.14(수)~4.30(금)
- 서류 심사 : 5.3(월)~5.6(목)
- 최종 발표 : 5.7(금)
- 오리엔테이션 및 교육 : 5.12(수)~6.11(금)
◦ 선정 기준
- 누적투자유치금액 1~10억원에 해당(Pre Series A 단계)
- 아이템의 기술성 사업성 시장성 구성원 역량 등 종합적으로 평가
◦ 신청 방법
- 아래 Google 링크로 접속하여 필요 서류 제출
·

1)
2)
3)
4)
5)

·

·

https://forms.gle/XQYRCV4RuVN6Edzs6

제출 서류

필수) [2021 본글로벌 스타트업 스쿨] 프로그램 참가신청서 1부
기업 및 아이템 소개자료 1부 (영문 IR 자료, 아이템 영문 브로슈어 등)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재무제표(최근 3년) 각 1부 (3년 미만 기업은 가장 최근의 재무제표만 제출)
(필수 ) 해외진출 역량평가 설문조사 제출(https://forms.gle/QmoEvhiHufbykTJh9)
(

◦ 문의처 : ybk17@kotra.or.kr / 02-3460-7368

□ 상세 교육 일정 및 내용

◦ 상세 교육 일정
교육 회차(일정)
1회차(5.12.수)
2회차(5.14.금)
3회차(5.18.화)

4회차(5.26.수)

5회차(5.28.금)
1:1 멘토링
(5.31~6.11)

시간
14:00~15:00
15:00~16:00
14:00~16:00
16:00~18:00
14:00~16:00
16:00~17:00
14:00~15:00
15:00~16:00
16:00~17:00
17:00~18:00
14:00~15:00
15:00~16:00
16:00~17:00
개별 협의(1시간)
개별 협의(1시간)
개별 협의(1시간)

해외 잠재

교육 내용
오리엔테이션
기업가 정신 교육
해외 비즈니스모델 교육
글로벌 재무 전략 교육
영어 피칭데크 작성 교육
글로벌 투자 유치 전략 교육
지역별 해외진출 전략 교육 (미국)
지역별 해외진출 전략 교육 (유럽)
지역별 해외진출 전략 교육 (중국)
지역별 해외진출 전략 교육 (일본)
지역별 해외진출 전략 교육 (동남아)
해외 크라우드펀딩 입점교육
IT 서비스 해외 진출 전략 교육
3D 매트릭스 멘토링(요즈마그룹 코리아)
영어 IR 피치덱 멘토링(AJT 글로벌)
해외수출전략 멘토링(KOTRA 수출전문위원)
미띵스(methinks) 플랫폼 이용하여 우수 기

수요자 인터뷰

개별 협의

업(2~3개사)에 한해 해외 잠재 수요자 화
상 인터뷰 진행

(5~6월)

* 일정 변동이 있는 경우 최종 선정기업에 개별 메일 송부 예정

◦ 상세 교육 내용
교육 내용

세부 내용

기업가정

-이스라엘식 글로벌 기업가정신 교육

신 교육

-린스타트업 개념 소개, 글로벌 진출을 위한 점검 등

시간
1시간

-사업 정교화를 위한 시장 정의, 사업성, 비즈니스모델 분석·정리
해외진출

해외

-린스타트업 개념 소개, 글로벌 진출을 위한 점검 등

역량강화

비즈니스

-비즈니스 9블럭에 기반한 비즈니스모델 개선 및 KPI 정립

교육 I

모델 교육

-Product Market Fit에 기반한 비즈니스모델 고도화

2시간

-재구매고객 유치 및 고객이탈방지 전략과 수익모델 최적화 방안

글로벌
재무 전략
영어

-해외 투자유치 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재무재표 작성 방법

2시간

-해외 VC 투자 미팅 혹은 해외 바이어 비즈니스 미팅

2시간

피치덱
작성 교육
글로벌
투자유치
전략
지역별

시 발표할 영어 피칭 및 PT를 표과적이게 구성하고 전
달하는 방법 교육
-요즈마그룹의 글로벌 투자노하우 및 투자유치 전략 교육
-글로벌 투자유치에 대한 실패요인 교육

해외시장

-지역별(미국, 유럽, 일본, 중국, 동남아) 스타트업 생태계,

진출 전략

시장 트렌드, 유망 산업, 현지 투자유치 방법 등 교육

1시간

5시간

교육
해외
해외진출
역량강화
교육 II

크라우드
펀딩
입점교육
IT 서비스
해외 진출
전략 교육
3D
매트릭스
멘토링
영어

1:1 개별
멘토링

피치덱
멘토링
해외
수출전략
멘토링

-미국 인디고고/킥스타터, 일본 마쿠아케 등 해외 크라
우드펀딩 입점 전략 교육

-기술 위주의 비하드웨어기업의 해외 진출 및 수출 판
로 모색 방법 교육
-요즈마그룹 코리아(VC)와 비즈니스모델 설계, 사업성
분석, 시장진입 전략 검토 및 개별 멘토링
-영어 피치덱 작성 교육 내용을 토대로 영어 피치덱 검
토 및 개별 멘토링
-KOTRA 수출전문위원의 목표시장 분석 및 수출판로 모
색 개별 멘토링

총 시간

1시간

1시간

1시간

1시간

1시간
18시간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