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1 - 174호

「2021년 한-러 혁신 플랫폼(스타트업 러시아 진출지원)」
참가기업 모집 공고
러시아 진출을 희망하는 혁신 스타트업의 해외진출 가능성 및 창업
아이템 현지화를 지원하는 2021년 한-러 혁신 플랫폼(스타트업 러시아
진출지원) 사업의 참가기업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15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1

모집개요

□ 사업목적 : 국내 유망 스타트업에 러시아의 원천기술을 활용하여
사업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러시아 등 글로벌 진출 지원

□ 모집대상 : 공고일 기준 (’21.3.15.) 업력 10년 이내 스타트업
□ 모집기간 : 2021년 3월 15일(월) ~ 4월 9일(금), 18:00까지
□ 선정규모 : 비즈니스 상담회 20개사 → 현지 진출지원 10개사
□ 지원내용 : 한-러 비즈니스 상담회, 러시아 현지 진출지원 프로그램
① (한-러 비즈니스 상담회) 원천기술을 보유한 러시아
등과 일대일 미팅 지원 (국내, 온라인 진행)

·

국영 대기업*

* ROSATOM (러시아원자력공사), ROSTEC (러시아기술공사), ROSTELECOM (러시아
통신기업), OSNOVA (러시아 스마트홈 기술기업) 등

② (현지 진출지원 프로그램) 러시아 원천기술을 활용한 사업화 계획을
구체화할 수 있도록 해외진출 지원금 25백만원 및 현지 프로그램* 지원

* 심층 비즈니스 상담회, 소프트랜딩 프로그램(현지 액셀러레이팅), 오픈이노베이션 포럼 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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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청·접수

□ 신청자격 : 공고일 기준 (’21.3.15.(월)) 업력 10년 이내

*

스타트업 중
러시아 원천기술 보유기업과 협력하여 사업화할 계획을 보유한 기업
* 업력기준은 ‘(참고1) 창업인정기준’ 참고

□ 신청기간 : 2021년 3월 15일(월) ～ 4월 9일(금) , 18:00까지
□ 신청방법
◦ K-startup 홈페이지 (www.k-startup.go.kr)에서 온라인 신청
◦ 러시아 협력가능 기관 및 원천기술을 선택(최대 3개)하여 사업화 계획을 작성
*

* 전체 협력가능한 원천기술 목록은 ‘(참고2) 러시아 기술협력 기관 및 기술목록’ 참고
< 러시아 협력기관 주요내용 >
협력기관
ROSATOM
(러시아원자력공사)

협력가능 기관개요 및 원천기술 분야
▪(기관개요) 러시아 국영기업이자 세계 최대의 원자력기업으로
세계 유일 핵 쇄빙선 함대를 포함하여 약 400개의 자회사 보유
▪(원천기술분야) 스마트 팩토리 및 디지털 통합 솔루션, 예측
유지보수 솔루션, 에너지 효율 통합 솔루션, 장애인을 위한
보조기술, 핵의학 기술을 이용한 암 진단 등

ROSTEC
(러시아기술공사)

ROSTELECOM
(러시아통신기업)

▪(기관개요) 무기, 항공기, 자동차, 전기와 같은 전략상 중요한
공산품의 개발과 수출을 목적으로 설립된 국영 복합기업
▪(원천기술분야) 고형 폐기물 관리 솔루션, 항공 · 드론 · IoT
기기용 마이크로칩 및 현미경, 산업시설 및 중소도시의 환
경관리를 위한 통합솔루션, 스마트팜 등
▪(기관개요) 러시아 최대의 디지털 및 통신 서비스 기업으로
우즈베키스단 등 일부 CIS 국가에서도 통신사업 추진
▪(원천기술분야) 스마트공장 통합 솔루션, 글라우드 SCADA
솔루션, GPS 및 GLONASS 추적 장치, 산업용 물리적 보안
솔루션, 산업 빅데이터 분석, 디지털 공급망 솔루션 등

OSNOVA

▪(기관개요) 바이오 안전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홈 기술 및
건축물 플랫폼 솔루션 대기업
▪(원천기술분야) AI 기반 안전 및 보안 통합 시스템, 스마트
주차 솔루션, 스마트 비디오 감시, 대형건물 및 아파트 단지
공기청소, 엘리베이터 및 공공장소에서의 소독 등

- 2 -

□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필수여부

비고

1

▪국문 사업계획서

필수

[붙임1]

2

▪영문 사업계획서

필수

[붙임2]

3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
▪(법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필수

-

4

▪영문 사업소개자료(PPT, 브로셔 등)

자율

보유하고 있는 경우

□ 신청(지원)제외 대상

※ 아래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

☞ 공고 마감일 기준 휴업 중인 기업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 단, 신청·접수 마감일까지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이 가능한 자(기업),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
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
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자(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신청(지원) 가능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 중인 자(기업)

* 단, 세금분납계획에 따른 성실납부기업(체납처분유예신청), 신청·접수 마감일까지
국세, 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자(기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舊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자(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신청(지원) 가능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기업) 대상업종은 ‘(참고3) 지원제외 대상업종’ 참고
☞ 공고일 기준 다음 지원사업에 참가이력을 보유한 자(기업)
*

No.

사업명

1

’11년 ~ ’15년 글로벌(청년)창업활성화

2

’16년 글로벌 창업기업 육성사업

3

’17년~’20년 글로벌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지원사업)

4

’19년~’20년 한-러 혁신플랫폼(스타트업 러시아 진출지원)

5

’20년 글로벌 투자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6

’20년 K-스타트업센터 해외진출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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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액셀러레이터를 활용하는 사업 중 협약기간이 본 사업의 협약
기간과 중복되는 경우

No.
1
2
3
4
5
6
7
8
9
10

사업명
글로벌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창업성공패키지 지원사업 글로벌 창업사관학교
K-Global 액셀러레이터 육성
K-스타트업센터 해외진출 지원사업
글로벌 기술 매칭투자 지원사업
KIC-Express Challenge 프로그램
KIC-Express Soaring 1단계 프로그램
해외 IT지원센터
KIC TRT 빅데이터·클라우드·인공지능
운영
"차이나·夢" 인큐베이션 프로그램
차이나 路 액셀러레이션 프로그램

* 상기 사업과 본 사업의 신청기한이 겹치는 경우 복수의 사업에 중복하여 신청할 수
있으나, 최초 선정된 사업과 협약을 체결하고 해당사업을 수행하여야 함

☞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기업)
☞ 기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3

평가·선정

□ 평가 및 추진절차(안)
① 창업기업 접수
⇨

한-러 비즈니스 상담회 스타트업 선정평가
② 서면평가
③ 발표평가

러시아 원천기술을 활용하여
사업화가 가능한 기업 모집

국내 러시아 시장 전문가가
러시아 시장 이해도, 진출 적합도,
사업화 방안의 우수성 등 평가

러시아 현지 전문가가
원천기술 사업화 모델의
성장가능성, 사업 참여의지
등을 평가하여 20개사 선정

3월 15일(월)~4월 9일(금)

4월 14일(수)~16일(금)

4월 21일(수)~23일(금)

⇩
⑥ 현지 진출지원 프로그램

⑤ 현지 진출지원 기업 선정

④ 비즈니스 상담회

해외 진출지원금 25백만원,
심층 상담회, 소프트랜딩
프로그램, 오픈이노베이션
포럼 참가 지원

매칭된 러시아 기업과
비즈니스 상담
진행(20개사)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진행)

비즈니스 상담회 참가결과 및
러시아 현지 전문가 인터뷰를
바탕으로 현지진출 프로그램
참가기업 최종선정(10개사)

7월 ~ 11월

6월 10일(목)

⇦

⇦

(국내에서 온라인 진행)

5월 24일(월)~5월 28일(금)

* 상기 일정 및 운영방법은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현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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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러 비즈니스 상담회 평가절차
① (요건검토) 신청자의 신청 자격검토 과정으로 신청자격에 해당하지
않거나 신청(지원)제외 대상에 해당할 경우 평가 및 선정대상에서 제외

②

(서면평가) 국내 러시아 시장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선정규모의 1.5배수 내외를 발표평가 대상으로 선정

③ (발표평가) 러시아 현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인터뷰를
진행하며 10분 발표, 20분 질의응답으로 구성

- 발표평가는 영어로 진행 (통역 미지원)되며, 운영방법 및 발표자료
(영문 PPT) 제출은 발표평가 대상기업을 대상으로 안내 예정
< 평가지표(안) >
구분
서면평가
발표평가

주요내용
러시아 시장 이해도, 러시아 진출 적합도, 원천기술 사업화 방안의 우수성 등
원천기술 사업화 모델의 우수성 및 성장가능성, 프로그램 참가 의지 등

□ 현지 진출지원 프로그램 평가 : 러시아 현지 전문가와의 심층 인터뷰를
통해 원천기술 사업화 성공 가능성이 높은 기업(10개사) 선정

4

지원내용

□ 한-러 비즈니스 상담회
◦ (지원대상) 20개 스타트업
◦ (운영기간) ’21. 5. 24. (월) ~ 5. 28. (금)
* 추진일정은 러시아 현지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운영방법) 국내에서 온라인 상담회로 진행
◦ (주요내용) 러시아 원천기술과의 사업화를

위한 협력 파트너를
발굴하고 일대일 미팅 주선, 파트너십 체결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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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지 진출지원 프로그램
◦ (지원대상) 비즈니스 상담회 참여기업 중 최종 선정된 10개사 지원
◦ (지원기간) ’21년 6월~11월 (약 6개월)
◦ (지원내용) 해외진출 지원금, 심층 비즈니스 상담회, 소프트랜딩
①

프로그램, 오픈이노베이션 포럼 참가

(해외진출 지원금) 러시아 원천기술 사업화, 시장조사, 출장비,
국제특허 출원 및 등록 등으로 집행 가능한 25백만원 지원

- 해외진출 지원금은 정부지원금(총 사업비의 70% 이하)과 창업기업
대응자금(현금+현물, 총 사업비의 30% 이상)으로 구성
* 현물은 창업기업 대표자 본인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보유 기자재 등으로 부담
< 사업비 구성 >
총사업비

정부지원금

35,700,000원
(100%)
100%

창업기업 대응자금
현금

현물

25,000,000원

3,600,000원

7,100,000원

(70.0%)

(10.1%)

(19.9%)

총 사업비의 70% 이하 총 사업비의 10% 이상 총 사업비의 20% 이하

② (심층 비즈니스 상담회) 현지에서 러시아 기업 담당자와 협업방안
을 논의하고 구체화할 수 있는 기회 제공(현지, 7~8월 중)

- 원천기술 보유기업 및 국내 스타트업간 장기적인 사업화(성과)가
발생할 수 있도록 협력기업 방문, 네트워킹, 한-러 전문 통역 등 지원

③

(소프트랜딩 프로그램) 스콜코보재단*에서 운영하는 스타트업의
러시아 진출을 위한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현지, 9~10월 중 4주)
* 러시아 경제구조 개선을 위한 첨단기술단지인 스콜코보 혁신센터의 운영기관으로 러시아
스타트업 육성, 혁신기술 개발을 위한 투자, 소프트랜딩(해외기업 현지 안착지원) 등 운영

④ (오픈이노베이션 포럼) 러시아 최대규모의 스타트업 행사로 전시
부스 및 부대행사 (피칭행사 등) 참가 지원(현지, 10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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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유의 사항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동 사업 지침·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본 사업은 창업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며, 다른 용도의 사업비 사용 또는 거짓신청,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부정사용금액을 포함하여 반환금액의 최대 5배 수준의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사업계획서 등을 타인이 대신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 작성자(대필자)와 신청자
(창업자) 등 관련자 전원이 사기 또는 업무방해죄 등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신청 시 유의사항

◦ 공고문 및 관련규정 등에 위배되거나, 참여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내용을 허위 기재, 도용, 누락한 경우 선정이 취소 될 수 있음

·

-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의 사업계획서를 모방 표절하거나 도용하여

신청하는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최대
3년간 참여 불가

◦ K-Startup에 등록된 대표자 연락처로 평가결과 등 안내사항이 전달
되므로 반드시 최신 정보로 현행화해야 함

□ 평가 중 유의사항

◦ 서류평가 통과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 (지침, 기준)에 위배되거나,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 또는 누락이 확인된 경우, 발표
평가대상 제외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신청기업의 대표자 또는 프로그램 참가자가 직접 평가과정에 참여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불참 시 선정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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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 후 유의사항

◦

선정자는 창업사업화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 및 글로벌 액셀러
레이팅 지원사업 세부관리기준*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함
* 지원사업 세부 관리기준은 선정자를 대상으로 별도 안내

◦ 선정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에 위배되거나,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 또는 누락한 것이 확인된 경우 선정 취소, 중기부 창업
지원사업 참여 제한, 정부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선정 이후 신청자격 및 사업계획의 유사성 등을 재확인하여 위배
되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선정을 취소하고, 사업비 환수·참여
제한 등의 제재가 있을 수 있음

◦ 창업진흥원은 선정자의 사업비 횡령, 편취 등 용도 외 사업비 집행
으로 인한 환수조치 발생 시, 채권추심 등의 행정행위를 취할 수 있음

◦ 정부지원금은 협약 후 ‘창업사업통합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해 관리
운영되며 중간(수시)점검 결과에 따라 환수될 수 있음

◦ 협약기간 내 정당한 사유 없이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 협약취소
등 제재가 될 수 있음

◦

선정자는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진흥원의 안내에 따라 협약체결,
자료 제출, 점검 및 평가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프로그램 참가자는 창업기업 대표자 또는 4대 사회보험에 가입된
소속 임직원으로 영어에 능통하여 프로그램 참가에 무리가 없어야 함

◦ 비즈니스 상담회 및 현지 진출지원 프로그램에 동일한 인력이 참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선정자는 협약종료년도 다음해부터 5년간 지원성과 이력관리 등에
필요한 정보제공 등 제반 요청사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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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사업설명회 및 문의처

□ 사업설명회
◦ (개최일시) ’21. 3. 23. (화) 14:00 ~ 15:00
◦ (주요내용) 창업기업 모집공고 안내, 한-러혁신플랫폼 지원내용 안내,
선배 창업기업 참가 후기 공유, 질의응답 등

◦ (참가방법) 온라인 사업설명회 링크(https://url.kr/vnwzk8)로 접속
* 원활한 사업설명회 진행을 위해 사전 참가신청 부탁드립니다.
(https://forms.gle/EnjAcZHGh1C6uuZ66)

□ 문의처
문의처

전화

K-Startup 이용문의

국번 없이 1357

이노비즈협회 글로벌혁신본부

031-628-9616

창업진흥원 글로벌사업부

02-3440-7312, 7322

글로벌성장정책과

042-481-1655

사업문의
정책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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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

창업 인정 기준

□ 창업 인정 기준
신청기업 구분
상속/증여

공통
(개인,법인)

상세 구분

창업여부

동종업종 유지

창업아님

이종업종 창업 (또는 신규 법인설립)

창

업

-

창

업

창업이력
공통
없음
(개인,법인)
기존 개인사업자
유지

이종창업

기존 개인사업자
개인기업
폐업
동종창업

창업아님
-

폐업 3년 초과
폐업 3년 까지
부도/파산 – 2년 초과
부도/파산 – 2년 까지

창업이력
있음

창

업

창

업

창업아님
창

업

창업아님

기존 법인사업자
유지 또는 폐업

-

자회사 여부

법인 주주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30%이상+최대주주

창업아님

동종업종 유지

창업아님

조직변경

창

이종업종 변경
이종창업

-

동일인인 경우
기존 개인사업자
유지
동종창업 발행주식 30% 이내이면서
최대주주 아님
법인기업
이종창업
기존 개인사업자
폐업 3년 초과
폐업
동종창업
부도/파산 – 2년 초과

업

창

업

창

업

창업아님
창

업

창

업

창

업

창

업

기존 법인사업자 이종창업
유지
동종창업

-

창

업

-

창

업

기존 법인사업자 이종창업
폐업
동종창업

-

창

업

-

창

업

* 개인사업자에서 포괄양수양도를 통한 법인전환 시, 개인사업자의 개업연월일로부터 업력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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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

러시아 기술협력 기관 및 기술 목록(Technology

Request)

 ROSATOM (러시아원자력공사)

기관개요
기관명

ROSATOM

소재지

러시아 모스크바

설립년도

2007년

대표자

안드레이 니키벨로프

홈페이지

www.rosatom.ru
▪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의해 설립되었으며, 과학 연구기관,
세계 유일 핵 쇄빙선 함대를 포함해 약 400개 자회사* 보유

주요사업

* ASRITP(러시아 과학기술 연구소), Rosatom Healthcare(혁신 바이오 연구 및 개발
회사), Rosatom Infrastructure Solutions(스마트시티 솔루션 회사) 등

▪ 세계 핵연료 시장에서는 우월적으로 17.7%를 차지하는 세계 최대 원자력 기업
▪러시아 내 최대 전기 생산기업으로 러시아 에너지 수요도 19% 이상을 차지
협력 가능 원천기술 목록
No.

영문

국문

1

Monitoring \ Forecasting the likelihood of
failure of industrial equipment

산업 장비의 고장 가능성을 예측하는 기술

2

The use of video analytics to access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performance

작업 안전과 건강을 측정하는 비디오 분석 기술

3

Labour safety solutions for nuclear industry

원자력 산업 근로자를 위한 노동안전 솔루션

4

Integrated smart factory\ digital factory solutions

스마트팩토리 및 디지털 통합 솔루션

5

Cancer diagnosis using nuclear medicine technology

핵의학 기술을 이용한 암 진단

6

Assistive technology for disabled people

장애인을 위한 보조 기술

7

Wind Farm innovation technology

윈드팜 분야의 혁신 기술

8

Energy efficiency integrated solutions

에너지 효율 통합 솔루션

9

Predictive maintenance solutions

예측 유지보수 솔루션

10

RFID technology for access control

출입 통제를 위한 RFID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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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OSTEC (러시아기술공사)

기관개요
기관명

ROSTEC

소재지

러시아 모스크바

설립년도

2007년

대표자

세르게이 체메조프

홈페이지

www.rostec.ru
▪ 무기, 항공기, 자동차, 전기와 같은 전략상 중요한 공산품의 개발과
수출을 목적으로 설립된 국영 복합기업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의해 설립되었으며, 조직은 약 700,

주요사업

14개의 자주 회사* (방위산업 단지 11개, 민간 부문 3개)로 구성
* Concern Avtomatika(러시아 데이터 보호 시스템 개발 회사), Ruselectronics(러시아
최대 무선전자부문 회사), Sozvedie(러시아 전자 서비스 개발 서비스 회사) 등

▪과학 및 제조 분야의 발전을 도모하고, 첨단기술 및 노하우를 구현하기
위해 국제 기업과도 생산적인 협력 인프라 개발 중
협력 가능 원천기술 목록
No.

영문

국문

1

Microchips for aviation, drones, IoT devices

항공, 드론, IoT 기기용 마이크로칩

2

Microschemes for aviation, drones, IoT devices

항공, 드론, IoT 기기용 현미경

3

Ecology control integrated
industrial facilities
Ecology control integrated
small and medium cities

4

solutions

for 산업시설의 통합된 환경관리

solutions

for 중소도시의 환경관리를 위한 통합 솔루션

5

Smart farms \ digital farms

스마트팜 및 디지털팜

6

Farming solutions for northern areas

북극지역 농업 솔루션

7

Predictive maintenance solutions

예측 유지보수 솔루션

8

Energy management and energy efficiency 중소도시를 위한 에너지 관리 및 에너지
solutions for small and medium cities
효율 솔루션

9

Solid waste management solutions

고형 폐기물 관리 솔루션

10

Automation solutions for coal and mining industries

석탄 및 광공업 자동화 솔루션

11

Automation solutions for wood industry

목재 산업을 위한 자동화 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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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OSTELECOM (러시아통신기업)
기관개요
기관명
설립년도
홈페이지

주요사업

ROSTELECOM
1993년

소재지
러시아 모스크바
대표자
세르기아 칼루진
www.company.rt.ru/en/
▪ 러시아 최대의 디지털 및 통신 서비스 기업으로 우즈베키스탄 등 일부
CIS 국가에서도 통신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가정 및 사무실 공간에서의 전염의 가능성을 낮추는 시스템을 개발하며
적용하고 있는 기술로는 주실내 소독 시스템, 얼굴인식을 통한 자동문
시스템, 바이오 안전 조건을 갖춘 스마트 전달 솔루션, 원격 온도 감지
시스템 등이 있음
협력 가능 원천기술 목록

No.

영문

국문
자동차 및 목재 산업을 위한 디지털 트윈
및 시뮬레이션 솔루션

1

Simulation \ Digital twin solution for
automotive and wood industry

2

Labour safety solutions for automotive and
wood industry

자동차 및 목재 산업을 위한 노동 안전 솔루션

3

Integrated smart factory\ digital factory solutions

스마트 공장 통합 솔루션

4

Cloud SCADA solutions

5

Fleet tracking, asset tracking, GPS\GLONASS
tracking devices

6

Industrial environmental monitoring

클라우드 SCADA 솔루션
선단 추적, GPS 및 GLONASS (글로벌 항법위성
시스템) 추적 장치
산업 환경 모니터링

7

Predictive maintenance solutions

예측 유지보수 솔루션

8

Integrated industrial physical security solutions

통합된 산업용 물리적 보안 솔루션

9

Quality control machine vision \ AI solutions

품질관리 머신 비전 및 AI 솔루션

10

Industrial web monitoring devices and sensors

산업용 웹 모니터링 장치 및 센서

11

Industrial BIG data analysis

산업 BIG 데이터 분석

12

Digital supply chain solutions

디지털 공급망 솔루션

13

Energy efficiency integrated solutions

에너지 효율 통합 솔루션

14

IoT sensors and IT solutions for water and
energy consumption

물 및 에너지 소비를 위한 IoT 센서 및 IT 솔루션

15

Robotic automation solutions for wood industry

목재산업을 위한 로봇자동화 솔루션

16

Smart city \ safe city solutions

17

RFID solutions for industry and FMCG

18

Field workforcemanagement IT solutions

스마트 시티 및 안전한 도시 솔루션
산업 및 FMCG (Fast-Moving Consumer Goods)를
위한 RFID 솔루션
현장 인력 관리 IT 솔루션

19

Industrial cameras for 5G

5G를 위한 카메라 기술

20

Edutech solutions for e-learinging

이러닝 등을 위한 에듀테크 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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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SNOVA
기관개요
기관명
설립년도
홈페이지

주요사업

OSNOVA GROUP
2016년

소재지
러시아 모스크바
대표자
알렉산더 루체브
www.gk-osnova.com
▪ 바이오 안전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홈 기술 및 건축물 플랫폼 솔루션 기업
▪ Morton Group의 전 주주들에 의해 설립되었으며 러시아의 스마트 빌딩 및 부
동산 개발, 체코 및 독일에서의 상업 단지 관리, 하이테크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 진행
▪ 독특한 디자인을 갖춘 미래의 편안한 주거단지를 개발하는데 주력하며 가정 및
사무실 공간에서의 전염의 가능성을 낮추는 시스템을 개발하며 적용하고 있는
기술로는 주실내 소독 시스템, 얼굴인식을 통한 자동문 시스템, 바이오 안전 조
건을 갖춘 스마트 전달 솔루션, 원격 온도 감지 시스템 등

협력 가능 원천기술 목록
No.

영문
All-in-one client device management with
integrated platform and open API
All-in-one house facilities management platform
woth open API
Integrated safety and security systems based on AI
Ecology and inner climate monitoring solutions
for houses and business centres

국문
통합 플랫폼 및 개방형 API를 통한
일체형 클라이언트 장치 관리
오픈 API가 있는 일체형 건물/주택
시설 관리 플랫폼
AI 기반 안전 및 보안 통합 시스템
주택 및 비즈니스 센터를 위한 환경 및
내부 기후 모니터링 솔루션

5

Smart delivery solutions (drones, gates, postamats)

스마트 전달 솔루션(드론, 게이트, 포스트매트)

6

Smart parking solutions

스마트 주차 솔루션

7

Marketplace management (grocery delivery,
cleaning, courier, and other services)

마켓플렛이스 관리(식품 배송, 청소,
택배 및 기타 서비스)

8

Smart video surveillance (kids, pets, car, property)

9
10
11

Air cleaning for big apartment complexes
Disinfection in elevators and public spaces solutions
Touchless control of elevators
Disinfection of delivered goods in postamat or
similar solution

1
2
3
4

12
13

Modern antibacterial materials for living spaces

14

Other solutions for biosafety at home and in office
Portable CT-scanners and ultrasound scanners
use outside of hospitals
All kinds of high-tech diagnostic solutions for
wearing at home (not just pulse measurement, but

15
16
17

스마트 비디오 감시(어린이, 애완동물,
자동차, 자산)
대형 건물 및 아파트 단지 공기청소
엘리베이터 및 공공장소에서의 소독
유사용액에 의한 납품품의 소독
생활공간용 항균물질
가정 및 사무실의 생체 안전을 위한
기타 솔루션
병원외에서 사용할 수 있는 휴대용 CT
스캐너 및 초음파 스캐너
가정에서 착용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첨단 진단 솔루션(맥박 측정, 혈압, 혈당, 기타

something more deep – blood pressure, sugar, other metrics)

측정 기준 등)

Other solutions for remote diagnostics outside of
hospitals (for medical room in apartment building)

병원 외 원격진단을 위한 기타 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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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3

지원제외 대상 업종

구분

대상 업종

코드번호
세세분류

1

일반유흥주점업

56211

2

무도유흥주점업

56212

3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4

4

1~3까지 규정에 준하는 업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

* 대상 업종의 세부사항은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통계청, kssc.kostat.go.kr)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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