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lobal Open Innovation
기업 정보
기업명

TELEFÓNICA OPEN INNOVATION
(TELEFÓNICA 그룹 자회사)
기업 로고

홈페이지

https://www.wayra.es/ (Telefónica Open
Innovation)
https://Alaian.com/

임직원 수

146 (스페인 법인 기준)

설립연도

2011 (Telefónica Open Innovation)

Ronda de la Comunicación, SN, C.P. 28050,
Madrid (Spain).

연매출액

약 410억 달러 (2021, Telefónica Group)

주소

Telefonica Open Innovation에 의해 설립된 Alaian은 세계 최고의 통신 회사 6곳의 글로벌 연합체으로, 유망한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700만 고객 네트워크에 접근할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여 업계에 새로운 혁신을 이룬다는 사명을 갖고 있습니다.

개요

연합된 6개사는 TELEFÓNICA(스페인), CELLNEX(스페인), WINDTRE(이탈리아), BOUYGUES(프랑스), KPN(네덜란드), MTN(남아프리카
공화국)입니다. 이 6개사는 50개 이상의 시장에 진출해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기술, 인프라 및 투자 생태계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Alaian는 혁신에 대한 전문 지식을 공유하고 세계의 유망한 스타트업을 찾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Alaian 추가 정보: https://Alaian.com/5g-call/

수요 정보
5G 기술 기반의 스케일업 단계의 스타트업

제목

Alaian은 전략적 혁신을 위해 글로벌 오픈이노베이션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Alaian 5G Call에서 글로벌 통신사 연합체는 커뮤니케이
션 & 인프라, 산업, 제조 & 물류, 모빌리티, 유틸리티 & 에너지, 메타버스 & Web3,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 게임, 소매 분야에서 5G
기반 사용 사례를 가진 스타트업을 찾고 있습니다.

배경

선정된 기업은 글로벌 통신사의 최고 5G 연결성 및 첨단 컴퓨팅 리소스에 액세스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통신사의 솔루션에 협
업을 위해 5G LAB에서 테스트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문가, 멘토 및 트레이너로 구성된 연합 회원사 네트워크의 기술, 상업 및
제품 지원을 활용하여 문제를 공동 개발하고 해결할 수 있는 전문가 및 네트워크 팀과 교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선정된 스타트업은 그들이 속한 시장에 대한 지식, 연락처 네트워크에 대한 액세스, 전 세계 고객과의 파일럿 설계 및 구축과 같
은 통신사에서 사용할 수 있는 리소스에 대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자금 투자, 기업가 교육, 제휴 파트너 기업 본사, 플
래그십 매장, 데모 센터, 연구소 및 허브에서의 스타트업 지원을 통해 고객 및 파트너 네트워크에 제품을 선보일 수 있습니다. 또한
Alaian 모든 연합사의 투자를 받을 수 있고, 연합사가 가진 글로벌 벤처 캐피털 네트워크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카테고리

IT

● ALAIAN은 다음의 분야에 있어서 5G 기반의 기술 사용 사례가 있는 스케일업 단계의 스타트업을 찾고 있습니다.

- 커뮤니케이션 & 인프라: 뛰어난 연결성, IoT, 첨단 컴퓨팅, 개방형 무선접속망(Open RAN)
- 제조 & 물류: 무인운반로봇(AGV), 로봇 공학, 컴퓨터 비전, 드론, 산업용 IoT 등
- 모빌리티: 차량사물통신(V2X), 스마트 주차
- 유틸리티 & 에너지: 스마트 빌딩, 지속 가능성, 가정 에너지, 민간 에너지 효율성 등
- 메타버스 & Web3: 가상현실, 증강현실, 디지털 소셜 경험, 디바이스, 가상 플랫폼, 아이덴티티 툴, NFT 등
-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 게임
- 소매: 실내 포지셔닝, 가상 현실, 증강 현실

상세 내용

● 선정 혜택
- 연결 & 인프라: 글로벌 통신사 최고의 5G 연결 및 첨단 컴퓨팅 리소스에 대한 액세스, 동급 최강의 5G 연구실에서의 테스트
- 비즈니스 개발 기회: 50개 이상 국가 7억명의 고객을 활용한 비즈니스 확장, 6개 글로벌 통신사의 고객과 함께 PoC 설계 및 구축,
글로벌 통신사와의 비즈니스 파트너
-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한 노출: 제휴 파트너 기업 본사, 플래그십 매장, 데모 센터, 연구소 및 허브에서의 스타트업 지원을 통해 고객
및 파트너 네트워크에 제품을 선보일 수 있는 기회
- 전문 지식 교환: 업계에 대한 전문 지식 공유, 업계 문제 공동 개발, 전문가 멘토 및 코치 네트워킹, 상업 및 제품 지원
- 잠재적 자본 투자: Alaian의 모든 회원사에 대한 투자 유치 가능성 및 당사의 글로벌 VC 네트워크에 대한 노출
● 진행 일정
- 모집 마감: 5월 31일
- 피칭 데이: 7월 7일
Alaian 추가 정보 참고: https://Alaian.com/5g-call/

자격 요건

선호 협업 유형

신청 방법

신청 마감기한

- 스케일업 단계의 스타트업
- 5G 기반 기술의 실제 적용 사례를 가진 스타트업

PoC, 투자, R&D

① https://airtable.com/shrPrEtJedK0Qt46o 홈페이지에서 직접 신청
② kjh808@kotra.or.kr 으로 접수완료 메일 발송(미발송시 향후 지원 어려움)

2022-05-31(CEST) / 06-01 오전 7시(K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