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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KIC SV EMF(Entrepreneur Market Fit) 

실리콘밸리형 기업가 양성 프로그램 

참가기업 모집 공고

KIC(Korea Innovation Center) 실리콘밸리에서는 국내 ICT 강소기업의 미국 시장 및 

글로벌 진출을 위한 실리콘밸리형 기업가 양성 교육 「KIC SV EMF 프로그램」관련 

참가기업 모집 공모를 추진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3년 2월 22일

KIC 실리콘밸리 센터장

1. 개요

 ○ EMF Program(Entrepreneur Market Fit Program) : 회사의 단계와 상관없이, 

북미에서 법인 운영, 투자 및 성장을 위한 기초적인 실리콘밸리형 선진 

기업경영의 인사이트를 분야별 최고 전문가들을 통해 제공

※ Entrepreneur Market Fit Program : 실리콘밸리형 기업가 양성 프로그램

2. 사업내용

 ○ (참가기업/모집공고) 2023. 2. 22(수)~2023. 3. 21(수) / 최대 8개 팀 내외

 ○ (지원 대상) ICT 분야의 유망 기술 및 서비스를 보유하고 있으며, 글로벌 

진출을 희망하는 국내 ICT 강소기업 중 아래 조건을 하나 이상 충족하는 기업

 ○ AI/엔터프라이즈 솔루션/디지털 헬스/모빌리티/로보틱스 등 분야의 유망 

기술 및 서비스를 보유하고, 글로벌 진출을 희망하는 국내 ICT 강소기업

 ○ 국내 액셀러레이터, 국내 기업, 유관 기관 및 투자자 포트폴리오 중 추천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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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년 K-Pitch 및 K-디지털 그랜드 챔피언십 수상기업

※ 영어로비즈니스미팅이가능한 ICT 분야강소기업임원진(대표또는C Level) 참가필수

※ 프로그램전체수료필수(국내투자유치및긴급한제품개발등관련내용은불참사유허용불가)

※ 사전 및 사후 오리엔테이션 참가 의무

※ EMF 참가기업중성과미제출회사는등록기업가입불가및타프로그램참여불가

 ○ (프로그램 지원 내용) 1주(온라인)/실리콘밸리 현지 2주(오프라인) 과정의 

하이브리드형 프로그램 참가 지원

- 4/24~4/28 1주 온라인 프로그램 운영 

- 5/1~5/12 2주 현지 프로그램 운영

 ○ (숙박 지원 내용) 현지 숙박 제공은 2인 1실 기준으로 하며, 2개 기업이 

한 방을 공유(추가 인원 숙박은 기업 자체 부담)

- 예: A사와 B사 함께 방을 공유, 기업당 1인 지원으로 각 침대 사용 

가능(2인1실)

- 숙소 위치는 현지 코워킹스페이스를 중심으로 근처 에어비앤비 혹은 

호텔 숙소 예정    

- 프로그램 기간 내 식비와 항공료는 기업 자체 부담

 ○ (수료 시 기타 특전) KIC 실리콘밸리 글로벌혁신 센터 카본 멤버쉽 가입 

및 기업 서비스* 지원

※ 현지법인설립시주소지지원및우편물수취지원, 현지단기·장기(3개월미만) 출장시,

KIC 실리콘밸리파트너법무법인, 회계법인연결지원등

- 프로그램 종료 후 우수기업은 현 년도 KIC PMF(Product Market Fit) 

프로그램 참가 기회를 제공하여 지속적인 현지화 성공 지원

3. 선정 절차 및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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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정 기준) 후보 기업의 글로벌 진출 의지, 기술성 및 사업성, 참가 

신청자의 적정성(C-Level) 등의 다면 평가를 통해 평가점수 고득점순으로 

상위 최대 8개 社 내외 선정

   - (1차 평가) 적합성 서류평가 

- (2차 평가) 2차 인터뷰 평가(외부위원 4명 내외로 구성된 평가위원회 심사)

· 투자자, 액셀러레이터, 현지 전문가 등의 평가위원회(3~4명)

· 평가위원회의 기술 및 사업 인터뷰 평가

· 위원별 심사 결과 합산 총점의 고득점순으로 최대 8개사 내외 선발

항목
1 영문 피칭덱 보유 유무
2 영문 웹사이트 유무
3 영문 제품설명서 혹은 비디오 유무

4 ICT 핵심기술 중 최소 1가지 보유 및 활용 유무

5 참가자(C 레벨) 해외 경험 유무(외국계 회사 근무, 유학)
6 투자유치 유무
7 매출 유무
8 자본력 유무(5천만 원 이상)

Criteria Description Portion

Coachability
and

Potential

Coachable
Leadership

- Does CEO have passion and vision for the US market?
- Are you ready to adapt to target the new markets?
- How flexible is the CEO to make swift business decision for 

change in market/customer demand?

25%

Potential
Market Sector

- Does the product have potential in the US market you are 
targeting?

- Does the current product/service offer any advantages it has?
- Is CEO willing to learn about US market difference than Korea 

and change its product through US customer feedback?

25%

US Market
Readiness

Market &
Business

Comprehension

- Are you willing to learn, understand and exploit the Us market 
in US?

- Are you willing to expand your business in US and exit your 
company in the US?

- Does the product/service address the market as its intended?

25%

Team, Technology, 
Market, Strategy 

Alliance

- Is the team’s goal set for targeting the US market?
- Are you ready to accept challenges and changes for US market 

strategy?
- Is there a specific short term and long term goal for overseas 

market?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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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정 절차)

  

모집공고 및 참여기업 
신청 접수

1~2차 심사 최종 결과발표

2.22～3.21 → 3.22~3.30 → 4.1

참여기업 
모집 공고

(기술성 및 사업성)
서면 및 온라인 대면 평가

개별 통지

* 추진 일정 및 프로그램 시작일은 현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4. 신청 방법

 ○ 접수 기간 : 2023. 2. 22(수)∼3. 21(화) 한국시간 기준 24시까지

 ○ 접수처 : KIC 실리콘밸리(apply@kicsv.org)

 ○ 접수 방법 : 이메일 접수. 제출 시 제목 및 파일명 서식 준수

- (이메일 제목 예시) 2023 KIC SV EMF 참가 신청 (기업명)

- (파일명 예시) EMF (기업명) Pitch Deck

 ○ 제출서류 

신청 서류 양식 별도 제출서류

1. (양식 1) 프로그램 신청서 1부

2. (양식 2) 성실 참가 확약서 1부

3. (양식 3)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1부

4. Pitch Deck max 10 Slides 

  (영문 발표 자료 자유 양식 1부)

5. Resume(영문 참가자 이력서)

6. Photo ID of Founder/CEO(s)

  (대표 신분증 사본)

7. Business Registration(사업자 등록증)

8. 회사 로고(Ai File)

9. Product/Service Demo Video File* 

  (영문 3~4분 제품 영상)

  *비디오 파일은 제출 가능 시 제출하며, 필수     

   제출자료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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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주요 일정

 ○ 공고 및 접수(2/22~ 3/21) → 선정평가(3월 세 번째 주) → 프로그램 운영(4/24~ 5/12)

* 추진 일정 및 프로그램 시작일은 현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6. 기타 유의 사항

 ○ 과학기술기본법령 등 규정에 따라 참여 제한 중인 자는 신청 불가

 ○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참가기업 자격을 취소할 수 있음

 ○ 기업 모집 시작일 후 약 2주뒤인 3월 8일(수)에 프로그램 관련 질의응답 

온라인 이벤트 진행 예정

7. 통합 성과관리

□ NIPA 및 KIC SV 센터 프로그램수혜 대상은 사업 수행 이후 2년간 통합 성과관리를

위해 NIPA 성과정보관리시스템 가입, KIC SV 센터 성과 및 증빙 자료 등 

관련자료 제출 의무가 있음

※ 창업여부, 매출액, 종업원수, 투자유치금액, 특허·상품·디자인출원및등록건수 등

※ 선정 이후, 통합혜택 부여, 성과조사 등을 위해 시스템 가입 필수

□ NIPA 및 KIC SV 센터의 사업 성과분석을 위해 필요한 정보 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 정보통신방송사업 관리규정 평가 및 성과관리 기준 제6장(성과관리)에 따른 사업 종료 후 활용

보고, 사업성과데이터베이스구축, 성과관리활용을위한상호협력등

8. 문의처

 ○ KIC 실리콘밸리 정유진 매니저(youjin.c@kicsv.org)

mailto:info@kicsv.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