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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혁신센터(KIC중국) 국내 스타트업 지원 프로그램
2021년 4분기 “차이나·梦” 인큐베이션, "차이나·路" 엑셀러레이션  

모집 공고

■ 프로그램 목적

 ㅇ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투자, 소비, 생산, 고용, 수출 등 경제침체 및 회복이 장기화

됨에 따라 중국 시장 기 진출 국내 기업의 중국 내 지속적인 성장에 어려움 직면
 

 ㅇ 글로벌혁신센터(KIC중국)는 중국 내 한국 기관 및 한국인 학생회와 협업을 통해  

현재 중국 시장 기 진출 국내 기업 또는 현재 중국 내 거주 중인 창업가를 모집해   

중국 기 진출 기업의 중국 내 거래처 및 투자자 확대를 지원할 계획
 

 ㅇ 우수한 기술력을 갖춘 한국 기업들의 중국 시장 진출 및 안정적인 현지화를 추진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중국 시장에서 보다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

■ 프로그램 개요

 ㅇ 주최기관: 글로벌혁신센터(KIC중국)

 ㅇ 주관기관: 글로벌혁신센터(KIC중국)

 ㅇ 장    소: 중국 북경시 해정구 중관촌창업거리 5번건물 2층

 ㅇ 시    간: 2021.12.1.~2022.1.21. (8주)

 ㅇ 모집규모: 총 4~6개 사

2021년 4분기

"차이나·夢" 인큐베이션  "차이나ㆍ路" 엑셀러레이션

2~3개 기업 선발 2~3개 기업 선발

 

■ 모집대상

 ㅇ 인큐베이션: 중국에 기 진출한 과학기술 분야 창업 기업 및 강소기업, 유학생 등 
 

 ㅇ 엑셀러레이션: 중국에 진출하여 시장확대 및 투자유치가 필요하거나 중국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혁신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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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지원내용

차이나·夢 
인큐베이션 

차이나ㆍ路 
엑셀러레이션

 -(시간) 2개월 

 -중국 진출 서비스: 법률, 회계, 세무, 상표등록, 통역지원
 *통번역: 최고 월 10,000RMB (기업당)

 *법인설립 및 법률 세무 회계 지원: 최고 20,000RMB (기업당) 

 *상표등록 관련 지원: 최고 10,000RMB (기업당)

 *중관촌창업거리 법인 등록 가능 지원 및 법인 주소지 사용비용: 4000RMB/년 지원 (기업당)

 -중국희망투자지역 투어, 중국 투자유치 K-Demo day 참여 및 중국 VC 매칭

 -창업 컨설팅: MVP 개발, 비즈니스 모델, 운영 전략, 멘토링 지원 등

 -창업 공간 지원(2~4개월) 및 중국 창업 지원 플랫폼 연결(장기적 창업공간 확보  
  및 중국 지원 정책)

 -창업교육 : 중국의 창업환경, 문화, 법률/인사 및 회계/세무 등 전반적인 창업
교육 프로그램 운영

 -네트워킹 : 글로벌혁신센터(KIC중국) 네트워크 활용 중국측 파트너 및 투자자 소개 
등 지원

대상

 -글로벌혁신센터(KIC중국) 인큐베이션 프로그램을 이수한 기업

 -본투글로벌 및 한국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추천한 기술 위주의 혁신기업

 -분기마다 2~4팀 선정

■ 지원사항

■ 참가신청 절차 및 선발기준

 ㅇ 준비 자료:

    1) 기업 소개 자료(PPT)

    2) 신청서(KIC중국 양식) 

    3) 기업 소개서(KIC중국 양식)

    * 기업 소개서와 신청서는 글로벌혁신센터(KIC중국) 홈페이지에서 다운

      (www.kicchina.org)->센터자료->공지사항-> 2021년 4분기 "차이나·夢" 인큐베이션,  

      "차이나ㆍ路" 엑셀러레이션 신청접수
 

 ㅇ 선발 기준: 

    1) 이상적인 고객 개요  

    2) 프로젝트 발전성  

    3) BM (비지니스 모델)  

    4) 현지 수요

   * 기업 선발은 글로벌혁신센터(KIC중국) 협의회에서 최종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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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집일정 

1단계
참가기업 공모/ 접수

2021.11.8.(월)~2021.11.23(화) 17:00(중국시간) 이전

ê

2단계
참가기업 최종 선발

2021.11.24(수)~11.25(목)

ê

3단계
선정 발표

2021.11.26.(금)

ê

4단계
프로그램 운영

2021.12.1.~2022.1.21. (8주)

    * 코로나 상황으로 일정 변동 가능 

■ 요청 사항

 ㅇ 신청 자료 제출: 

   - 기업 소개 자료(PPT or PDF, 한중 버전 필수)

   - 참가 신청서: (붙임3 참고)

     (KIC중국 양식, [첨부 1]-양식 1-KIC중국 인큐베이션·엑셀러레이션 신청서) 

   - 기업 소개서: (붙임4 참고)

     (KIC중국 양식, [첨부 2]-양식 2-기업 소개서 참고)

 ■ 신청 및 문의:

   - 글로벌혁신센터(KIC중국) 이종걸 과장 연락처: +86-010-6780-8840, E-Mail: info@kicchin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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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 기관 소개 

■ 글로벌혁신센터(KIC중국)

 ㅇ 글로벌혁신센터(KIC중국)는 대한민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비영리 기관으로 
2016 년 6 월 베이징에 설립돼 한국 창업기업의 중국 시장 개척을 지원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글로벌혁신센터(KIC중국)는 재중 한국인 창업자와 중국 시장에 진
출하고자 하는 한국창업기업에 창업 정보, 창업 교육, 인큐베이터/액셀러레이터,   
투자유치 서비스를 제공한다.

 ㅇ 교민들에게' 꿈'을 가져다 국민에게' 길'을 가져오고 중국인에게' 창업 한류'를 가
져다주라는 슬로건으로 중국 내 창업 주요 거점으로 발전하여 중국 현지 창업을 
활성화하여 중국 시장에 진출할 한국 국내 창업기업을 육성한다는 취지다.

 ㅇ 이를 위해, 글로벌혁신센터(KIC중국)에서는 한국창업기업 및 예비창업자들을 위한 
창업과정 지원 및 창업 인프라를 제공한다. 창업과정 지원에 대해 중국 현지 창업
에 도움이 되는 뉴스 보도, 이슈들을 수집하여 '중국 창업 주간지'를 발행하고 있
으며 중국 내 각종 창업교육 및 창업대회 참석을 지원하고 있다. 

 ㅇ 또한 한국 창업기업 육성을 목표로 창업 인큐베이션 (China·梦), 엑셀러레이션 
(China·路) 프로그램도 운영하여 한중 VC 자금 조달을 지원하고 있다.

<글로벌혁신센터(KIC중국) 주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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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 글로벌혁신센터(KIC중국) 인프라 

■ "K-Space" 시설

 ㅇ 주소: 중국 북경시 해정구 중관촌창업거리(Innoway) 5번건물 2층

 ㅇ 규모: 약 400㎡

 ㅇ 센터 공간

KIC중국 센터

강연실 (20-30명 수용가능) 회의실 (10-15명 수용가능)

자유 창업공간 (총 2개, 6인실 1개, 2인실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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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4분기

「차이나ㆍ梦」인큐베이이션, 「차이나ㆍ路」엑셀러레이션

기업모집 신청서 (2021.11.10)

(*란은 꼭 써주세요.)

신청프로그램* 인큐베이션 or 엑셀러레이션

기

업

정

보

기업명칭*

기업로고 유/무*

설립연도 유/무*

사업분야*

서비스*

사업모델*

직원수*

웹사이트 유/무*

매출액(RMB) 유/무*

한국 법인설립 유/무* 법인이름 법인이름

중국 법인설립 유/무* 법인이름 법인이름

  받은투자액(RMB)    

유/무*
희망투자액(RMB)*

인

원

정

보

대표*

성함*
한국어 중국어

사진

영어（sameaspassport）

여권번호*
연락처*
주소*
이메일*

프로그램참가자*

성함*
한국어 중국어

사진

영어（sameaspassport）

여권번호*
연락처*

주소*

이메일*
추천기관* 추천기관담당자

담당자연락처* 담당자이메일

붙임3 : 2021년 4분기 인큐베이션·엑셀러레이션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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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4 : 2021년 4분기 인큐베이션·엑셀러레이션        

기업 소개서

□기업명칭 

기업 개요

․ 대표자 : 

․ 소재지 : 

․주요기술 : 

주요 기술 및 

서비스 설명

․

․

․

․

정부       

지원사업

-

-

-

주요성과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