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공고 제2022-20호

「2022 KT Bridge Lab 프로그램」모집 공고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는 KT와 함께 스타트업이 사업화 아이디어를 제안하면, KT와
전문 액셀러레이터가 함께 검토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스타트업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KT Bridge Lab」 1기를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2.03.21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장

I

사업개요

■ 사업명 : 「2022 KT Bridge Lab 프로그램」
■ 사업개요 : 스타트업의 혁신제안을 Bridge하여 사업협력 및 투자기회 발굴
■ 모집대상
ㅇ (선정규모) 10개사 내외
ㅇ (모집구분)
- KT와 협력 가능한 분야
* AI / 빅데이터, AICC(AI Contact Center), 디지털물류(플랫폼 기반 Flex형 운송사업 등),
Cloud(AI Cloud, Cloud Native, SaaS 등) / IDC(ESG솔루션), 메타버스/NFT 등
ㅇ (제외기준) 다음 제외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자(기업)
1. 프로그램 기간동안 전 과정 참여가 불가능한 기업
2.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기업 또는 개인
3.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기업 또는 개인
※ 타인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였을 경우 발생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참가자 본인에게 있으며, 시상 제
외 및 상금 환수 등의 조치가 이뤄질 수 있음

4. 신청일 기준 국가연구개발(또는 지원) 사업에 참여제한 조치 중인 기업(대표) 또는 사업 책임자
5. 기타 주관기관이 참가 및 지원 제한대상이라고 판단되는 기업 또는 개인

ㅇ (지원내용)
- 총 2억원 규모의 사업화 지원금 및 최종 우수기업 상금
- 전문 액셀러레이터와 KT 전문가 매칭을 통한 멘토링
- KT와 사업협력 기회 발굴
- KT Investment 및 VC 투자 검토 지원
- 수요기반 세미나 및 기수별/분야별 네트워킹 등
■ 지원절차

구분

일자

내용

공고 게시

2022.3.21.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홈페이지 공고 게시







신청 접수

2022.3.21.~4.20

이메일 접수(변경 이메일)







선정 평가

4월 중

서류평가 및 발표평가(온라인 진행) 예정







결과 발표

4월 말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홈페이지 및 개별 결과 발표







협약 체결

4월 말

주최-주관-참여기업 간 협약 체결 및 사업화 지원

※진행일정은 주관기관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 후속지원
ㅇ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보육기업 등록 및 사후관리
ㅇ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창업지원 프로그램 연계 지원
ㅇ 투자유치 및 자금융자 연계 지원

Ⅱ

신청방법

■ (신청기간) 2022. 3. 21. (월) ~ 4. 20. (금) 18시까지
■ (신청방법) 이메일 접수(icceblab@gmail.com)
■ (제출서류) [별첨1] 참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별첨2]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1부

Ⅲ

문의처

■ (신청문의)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창업본부 전략사업팀 담당자
ㅇ (문의처) ☎ 032-458-5022, icceblab@gmail.com
※ 기타 상세내용 확인 및 작성서식 다운로드는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홈페이지
(https://ccei.creativekorea.or.kr/incheon/) 공고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