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하반기 Z-CAMP 액셀러레이션 프로그램』참여기업 모집 공고
프로그램 개요
 액셀러레이팅 개요 및 프로세스

 프로그램 세부 지원 내용
차별화된 사업화 지원

- 격주별 사업 주요 이슈에 대한 자문 및 지원방안 협의
- 기업 진단 및 차별적 1:1 솔루션 제공 및 실행지원

네트워킹 지원

- 판로개척 및 업무제휴를 위한 국내‧외 기업 네트워킹 지원
- 적극적 투자유치를 위한 투자자 1:1 IR 기회 제공 및 네트워킹

직접 및 후속 투자유치 지원

- 프로그램 종료 후, 성과창출 여부에 따라 본계정 직접투자 집행
- 프로그램 종료 후, Z-Family 가입 및 투자자 연결 지속 지원

실질적 성과창출 지원

-

코 로 나 19 대 응 사 업 고 도 화 및 피 버 팅 / 컨 버 팅 제 공
기업가치 고려한 전문컨설팅 서비스 지원 (3개사 대상 )
운영 및 협력 지원사업 연계
SNS 및 바이럴 마케팅, 홍보 동영상 제작, 뉴스 미디어 매체
활용한 기업성과 홍보 지원 (5개사 대상)

 하반기 액셀러레이션 차별화 포인트 (COVID-19 대응 육성 적용방안)

선발개요
 선발 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1항에 따른 창업기업으로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
터 7년 이내의 창의적 아이디어 또는 기술을 보유한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기업
(공고일 기준)
* 개인사업자 :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사업개시일’ 기준
* 법인사업자 : 법인등기부등본 상 ‘법인설립등기일’ 기준
* 다수의 사업자(개인, 법인)를 소지한 경우, 최초 등록한 사업자등록증 기준

 예비창업자 및 7년 미만 창업기업
*우대사항 :

서울창업허브 입주기업, 서울지역 지역거점 확대계획 보유 지방소재기업,
시리즈 B 투자단계 추진 혹은 M&A 대상기업

 분야 및 지역 제한 없음 (전국구)
 선발절차
신청ㆍ접수
2020. 7. 23. (목) 
~ 2020. 8. 21. (금)

서류심사
2020. 8. 24 (월)
~2020. 8. 28 (금)
*결과 개별통보

발표심사


협의 후,
개별일정 조율

최종선정


8월 말 중 (예정)
*결과 개별통보

*지원 현황에 따라 일정 조율 가능
*선발인원 :10개 팀/기업 이하

 기대 효과
 제피러스랩이 보유한 국내외 기업연계 네트워킹 활용 및 고품질의 컨설팅 서비스 등
전폭적인 경영지원을 통하여 COVID-19 타개책 제시.
 6개월 이내의 매출, 마케팅/홍보, 수익 발생 및 창업지원 사업 연계지원
 프로그램 이후, Z - Family 자동 가입으로 문의, 매출연계, 후속 투자유치 등 적극 지
원 및 추가 정부 지원사업 연계를 통한 지속 가능한 사업 개발 계획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