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 최초, 최대 스타트업 해외 진출 파트너링 상담회 InnoGate 2021에 초대합니다. 

전세계 84개국에 127개 해외 무역관을 직접 운영하는 무역투자진흥 대표 기관 KOTRA는 국내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수출, 투자유치, 설립 등)을 통한 스케일업을 지원하기 위해 InnoGate 2021을

개최합니다. 포스트 판데믹 시대의 해외 진출을 미리 준비하는 스타트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1. 행사 개요

◆ (행사명) InnoGate 2021             * 2014년부터 글로벌창업대전, 글로벌오픈이노베이션 등 행사명으로 매년 개최

◆ (기간 및 장소) 2021년 9월 6일(월) ~ 9월 10일(금), 온라인 (웹사이트: innogatekorea.com)

◆ (프로그램)

(1) 파트너링 상담회 : 글로벌기업/투자가/바이어/정부기관과 국내 스타트업 간 1:1 비즈니스 상담

(2) 글로벌 오픈이노베이션 데모데이 : 글로벌기업과 프로젝트 협업을 위한 상담 및 피칭

* 글로벌기업의 일정과 수요에 맞게 사전 참가 신청 후, 글로벌 기업이 직접 선발한 스타트업 대상으로 함

(3) 포럼 :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과 투자유치를 위한 해외 전문가의 조언과 경험

2. 프로그램 상세

(1) 파트너링 상담회 * InnoGate는 100% 해외 파트너와 비즈니스 상담을 주선합니다.

ㅇ (참가) 해외 기업 200여개사 (글로벌기업/해외투자가/해외바이어/정부기관 등)

ㅇ (분야) IT•IoT, 핀테크, 바이오•헬스케어, 5G/통신, AI, 빅데이터, 보안, 로봇, AR/VR, 응용제조, 

자동화시스템, 신소재, 에너지솔루션, 모바일마케팅, 에듀테크, 물류, 모빌리티, 우주기술 등

ㅇ (상담방식) 줌(Zoom)을 통한 1:1 화상 상담

- 상담일시 : 9.6(월)-9.10(금), 오전 6시-오후 9시(한국 시간 기준)

- 통역지원 : 6개 언어(영어,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 일정 : 상담회 참가 신청(7.19부터~8.6, 공식 홈페이지)→ 참가기업 상호 상담 신청/수락(8.9~8.19) 

→ 상담 일정 조율(8.23~8.27)→ 상담 확정 안내(8.30~8.31)→ 상담 진행(9.6~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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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글로벌 오픈이노베이션 데모데이 * InnoGate는 글로벌 기업의 진성 수요를 직접 발굴합니다. 

ㅇ (내용) KOTRA가 현지에서 발굴한 글로벌기업의 협업 수요에 적합한 스타트업을 글로벌기업에서

선발하고, 행사 기간 전후 온라인 피칭 또는 상담 주선

ㅇ (프로젝트 및 일정) 글로벌기업의 수요에 따라 결정되며, 현재 접수 중인 프로젝트에 신청 가능

행사 전까지 계속 추가되므로 innogatekorea.com> Open Innovation 에서 수시로 확인

ㅇ (진행 방식) 프로젝트 공고(수시)→ 스타트업 참가신청(기간 내)→ 글로벌 기업 심사 선발

→ KOTRA가 선발 스타트업에 개별 안내(수시)→ 온라인 데모데이 및 상담(행사기간 전후)

(3) 스타트업 글로벌 진출전략 포럼

ㅇ (일정 장소) 9.6(월) ~ 9.10(금) 기간 중 innogatekorea.com> Forum&Speech 에서 영상 공개

ㅇ (내용) 국내 스타트업이 해외 진출, 투자 유치, 글로벌기업과의 협업에 성공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언

* 상세 프로그램(소주제, 연사, 시간표) 추후 홈페이지 공개 예정

3. 참가 신청

ㅇ (신청기간) 

- 비즈니스 파트너링 상담회 : 7월 19일(월) ~ 8월 6일(금) 

- 글로벌 오픈이노베이션 데모데이 : 홈페이지에 공고되는 프로젝트별 기간에 맞추어 신청해주세요

- 스타트업 글로벌 진출전략 포럼 : 7월 19일(월) ~ 9월 5일(일) 

ㅇ (방법) innogatekorea.com > 메인 화면 Registration 클릭 후 영문 작성 * 홈페이지 7월 19일 오픈

ㅇ (참가비) 무료

4. 문의처 : KOTRA 스타트업지원팀 (bs_innogate@kotra.or.kr)

<Partner Organizations>

세션 대 주제 연사 (추가 중)

세계의 문 스타트업 해외 진출을 위한 해외 전문가의 조언 Korelya Capital 등

협업의 문 오픈이노베이션으로 찾은 글로벌 협업의 기회 CISCO, Beiersdorf, 협업 성공 스타트업 등

투자의 문 왜, 어떻게 해외 스타트업에 투자하는가? BCG Ventures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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