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PS
「
TIPS 스타트업 글로벌 프로젝트(4기)
프로젝트(4기)
Pre-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참가사
Pre-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참가사 모집 안내
팁스타운 기획본부에서는 팁스 창업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한「TIPS
스타트업 글로벌 프로젝트 4기 : Pre-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고자 하오니 본 프로그램에 참여를 희망하는 팁스창업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1. 6. 24(목)
팁스타운 기획본부

 사업목적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팁스창업팀을 대상으로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한 다각도의 역량 강화 프로그램 지원

 사업내용
사업개요 : 해외 진출 계획 초기 기업과 본격적인 해외진출을
희망하는 기업으로 대상을 세분화 하여 개별 기업의 진출 목적에
따른 프로그램 지원
프로그램 내용
프로그램
pre-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상반기, 국내 오프라인 진행)

상세내용
교육
및 워크샵
(매주 1회,
6주 운영)
후속지원

o 단계별 해외 진출교육 제공
-해외투자환경, 마켓분석, 기업가치측정, 해외 커
뮤니케이션 방법, IR자료 작성 및 피칭교육 등
o 참여팀 간 네트워킹 진행
o 프로그램 종료 후 해외진출 관련 후속
진행사항 지원

ㅇ pre-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 (7월~8월) : 해외진출 준비 극초기 단계팁
스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진출 대상 국가 설정, 단계별 진출 전략

수립, IR덱 작성 및 영문 피칭 연습 등 초기 해외 진출 기반을 실
질적으로 준비 할 수 있는 강의 및 소규모 워크샵 제공

 pre-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 모집개요
모집대상 : 해외진출 준비단계이며, 해외진출을 위한 기반을 다
지고자 하는 팁스창업기업 또는 졸업기업
모집규모 : 10개사 내외
참가비용 : 무료(프로그램 참가비 팁스타운에서 전액 지원)
모집기간 : 2021. 6. 24(목) ~ 7. 2(금) (접수마감 후, 개별 연락을 통해
화상인터뷰 안내 및 인터뷰 시간 확정)
모집기간
6.23(목)
~7. 2(금)

선발 화상인터뷰

선발 결과발표

7.5(월)~6(화)

7.7(수)

오리엔테이션 및

본 프로그램

공통교육

7.22(목)~8.26(목)

7.13(화)

매주 목요일, 6주간 진행
* 세부 일정은 첫 공통교육 시 안내 예정

접수방법 : 접수 양식에 따라 신청서 작성 후 안내된 구글 신청
폼에 신청서를 첨부하여 제출

 Pre-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세부 내용
선발 심사 및 최종
선발

➡

6주간 주제별 전문가
강의 및 워크샵

➡

네트워킹 데이

해외진출 준비를 위한 글로벌 역량 강화 프로그램
ㅇ 일정 : 7. 22(목) ~ 8.26(목)(6주간, 주,1회)
ㅇ 시간 : 10:00 ~ 13:00(각 3시간 진행)
ㅇ 장소 : 팁스타운 내 세미나실

ㅇ 주차별 추진 내용
주
(날짜)
1주
(7.22)

2주
(7.29)

3주
(8.5)

4주
(8.12)

5주
(8.19)

6주
(8.26)

주제

내용

Builiding Local
Community

Brand /
Marketing

Sales &
Distribution

Team Building

구성

-How to build local community using
ambassador program or other community
building strategies
-진출하고자 하는 해외 지역을 설정하고 커뮤
니티 기반을 구축하는 전략
-Marketing growth KPI calculation (+ Matrix)
&
How
to
track
current
marketing
performance
-해외진출의 마케팅 성장 KPI 설정 및 현재 마
케팅 성과 추적 전략
-Sales Growth KPI calculation (+ matrix) &
How to leverage software tools (like linkedin,
hubspot) to increase sales deals
-해외 매출 성장 KPI 계산 (+ 매트릭스) 및 소
프트웨어 도구 (예 : Linkedin)를 활용한 매출
및 유통 증대 전략
-How to build an international team
-해외진출을 위한 채용 및 팀빌딩 전략

Making a IR
deck

-Understanding Valuation Terms (and other
key numbers) and Negotiation process (+
potential investors and Process of Following
up)
-기업가치평가 및 프로세스에 대한 이해를 바탕
으로 해외 투자자를 타깃으로 한 IR덱 작성 방법

Pitch

-How to do a compelling presentation with
body language or voice etc
-설득력 있는 발표 방법 강의 및 실전 연습

강의(90min)
워크샵(90min)
강의(90min)
워크샵(90min)

강의(90min)

워크샵(90min)
강의(90min)
워크샵(90min)
강의(90min)
워크샵(90min)
-IR덱 1:1 피드백
강의(90min)
워크샵(90min)
-실전 발표 및
1:1피드백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심사 및 선발
선발규모 : 10개사 내외
* 지원기업의 수준 및 신청현황에 따라 선정목표는 변동될 수 있음

선발방식 : 내·외부 심사위원을 구성, 신청서 사전검토 후 참가
희망자와의 영문 화상 인터뷰를 통해 선발
개별 영문인터뷰
(팀당 10분)

영문 회사소개 발표(3분)
영문 Q&A(7분 이내)

3분 분량으로 회사 소개 자료(PPT형식) 준비
하여 영문으로 발표
영문으로 심사기준에 따른 Q&A진행

*화상인터뷰는 실제 프로그램 참가자가 직접 참여해야 합니다.

ㅇ 접수 마감 후, 개별 연락을 통해 인터뷰 시간을 사전 확정하고,
7/5(월)~6(화) 양일 간 화상 인터뷰 형태로 면담 진행
심사기준
항목

내용

해외진출 목적의

해외 진출에 대한 명확한 이유와 목적성을 인지하

선명성
해외진출 역량

고 있는가?
내부적으로 해외 진출을 위한 기본 역량은 확보되
어 있는가?

배점
25점
25점

제품 경쟁력

일정 수준 이상의 제품이 개발된 상태인가?

25점

시장 경쟁력

글로벌 시장에서 성장 가능성이 있는 제품인가?

25점

결과 안내 : 2021. 7. 7(수), 개별 안내 예정
 문의처
ㅇ 팁스타운 기획본부 김지은 대리
ㅇ ☏ 02-3440-7434 * jekim@kban.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