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 사업내역서
사업실명제
등록번호

2019-17

사 업 명

담당부서
작성자

글로벌ICT본부/ 창업지원팀
윤후성수석, 043-931-5556, husung@nipa.kr

ICT 창의기업 육성 사업
○ 추진배경
- 액셀러레이터 등 민간 벤처지원역량 강화하고 국내외 전문가
네트워크 활용하여 ICT 벤처의 초기 글로벌 진출 지원
- AI, AR/VR 등 ICT분야 혁신 아이디어의 사업화 지원을
통해 기술 스타트업 성장촉진 및 국내 ICT 시장 혁신 창출
○ 추진기간 : 2019.1.1 ~ 2019.12. 31
○ 2019년도 사업비 : 6,986백만원
○ 주요내용
- ICT분야 창의 아이디어 발굴 및 유망 스타트업 사업화 지원

사업개요
및
추진경과

- ICT분야 우수 창업기업을 발굴·지원 등을 통해 창업 성공률 제고
- 글로벌 액셀러레이터 육성을 통한 국내 유망기업 발굴
- 벤처캐피탈리스트와 ICT분야 스타트업 간 투자지원체계 구축
- K-Global사업 지속지원체계 마련, ICT 창업‧벤처 성장발판 마련
○ 추진경과
- 2013.6 : 벤처1세대 활용 및 재기 프로그램 추진계획(미래부)
- 2013.7 : 글로벌 창업 활성화 계획(미래부)
- 2013.10 : 중소기업 재도전 종합대책(관계부처 합동)
- 2014.2 : 경제혁신 3개년 계획(관계부처 합동)
- 2014.3 : 글로벌 액셀러레이터 육성 계획(미래부, 중기청)
- 2014.4 : 벤처 재도전 지원사업 추진 계획(미래부)
- 2015.3 : ICT분야 창업․벤처 정책 통합․연계 방안(미래부)
- 2013.6 ~ 2013.12 : 2013년도 ICT창의기업육성사업 수행
- 2014.1 ~ 2018.12 : 2014~18년도 ICT창의기업육성사업 수행

사업수행자
(관련자 및
업무분담 내용)

○ 최초 입안자 및 최종 결재자
- 최초 입안자 : NIPA 창업지원팀 김일곤 팀장
- 최종 결재자 : NIPA 김창용 원장

○ 사업 관련자
구분
본부장
팀장
담당
담당
담당

담당

담당

성명
직급
김태열 본부장
김일곤 팀장
장재경 수석
신재식 수석

수행기간
‘19.01~
‘19.01~
‘15.11~
‘19.01~

곽정호

‘16.11~

- K-Global 프로젝트 사무국 운영
- ICT혁신기업 창업지원 전문기관(액셀러
레이터) 육성·활용

‘17.01~

-

‘16.07～

공모전)
- K-Global@ 및 해외 IR
- K-Global 프로젝트 사무국 운영

강준수

정지인

수석

선임

선임

담당업무(업무분담 내용)
사업책임관리
사업총괄
- 컴백캠프 및 창업보육공간 운영

ICT 벤처·투자사 협력 네트워크 구축·운용
K-Global@ 및 해외 IR
K-Global 프로젝트 사무국 운영
ICT혁신기업 발굴·육성(Hi Tech 스타트업

- ICT혁신기업 성장지원

담당

김승훈

선임

‘18.12～

- K-Global 프로젝트 사무국 운영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방송기반과
- 담당자 : 김도창, 위재승, 오정택 사무관

다른기관 또는
○ (사)벤처기업협회
민간인 관련자
○ 한국정보산업연합회

○ K-ICT 창업멘토링센터
○ (2018년도 실적) 글로벌 창업 활성화 및 국내 창업지원의
내실화를 통한 건강한 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액셀러레이터
글로벌 역량 강화 등 민간 전문성을 활용한 유망 스타트업
발굴·지원, 재기 기업인 재창업 활성화, ICT벤처기업-벤처
캐피탈리스트간 협력 및 투자지원체계구축 등 수행
- 지능정보, 4차산업(디지털 헬스케어, 핀테크, 블록체인,
추진실적

에듀테크)분야 국내 창업지원 전문기관(액셀러레이터)
육성 ․ 활용을 통한 유망 스타트업ㆍ벤처기업의 발굴, 교육ㆍ
멘토링 및 글로벌 진출 지원과 글로벌 기업가정신 프로그램 운영
- ICT분야 재창업 기업의 창업․사업화 지원 및 재도전 기업인,
예비창업자 만남의 장(캠프, B.I.)등 재기 · 성장 기반 제공을
위한 사업 운영
- ICT 중소·벤처와 신기술ㆍ트렌드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한
벤처캐피탈리스트와의 투자‧협력 네트워크 구축 사업 운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