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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에서는 미국 현지 창업지원 및 전략적 협력 네트

워크 구축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미국 실리콘밸리 소재 『KIC 실리콘밸리』의 

 인프라를 제공드리고 있습니다. 

글로벌 선도 기업으로 성장할 잠재력을 보유한 ICT 기술 및 ICT 융합 기술

기반의 국내 우수 강소기업의 미국 현지 사업 역량 강화와 플랫폼 구축을 위해 

KIC 실리콘밸리에서는 상시 지원 서비스인 Carbon Membership을 통해서 

무료 공용 업무 공간 제공 등 다양한 혜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Connecting the best Korean technology companies to global market since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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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3 North 1st Street,
#221,
San J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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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BON MEMBERSHIP

https://www.kicsv.org/



KIC SV Carbon Program - Application
KIC SV Carbon Program - Agreement
Personal Information Usage Agreement (개인정보활용동의서)
Pitch Deck in English 
Company Logo (PNG)
Photo ID of Founder/CEO(s)
Business Registration(Copy of Korean business license) 

등록심사는 1차 서류 검토, 2차 면담 평가로 약 2주 소요

Carbon Membership 지원 기간은  등록시로부터 3년 및 1회 갱신 가능

Carbon Membership  지원 만료 시 안내

�신청서
접수

�등록�
심사

결과
통보

※ 신청서 및 절차에 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KIC실리콘밸리 Carbon Membership 담당자(sygil@kicsv.org)에 문의

등록 절차

필수 제출서류

등록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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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과학기술, ICT 기술 및 ICT 융합 기술 기반의 한국 법인 강소기업 

공공기관 지원 결격사유 없는 기업
     ※ 결격사유 : 최근 3년 이내 대표자가 정부지원과제 참여제한 이력

CARBON MEMBERSHIP 신청절차 및 필요서류



해외 법인 설립 시
센터 주소 사용 및
우편물 도착 안내 

공용 사무 
공간 제공

네트워킹 지원 세미나/특강 제공

네트워킹 및 마케팅 지원 무료 제공
네트워킹 행사 및 네트워킹 초청

정기 웨비나 초청

센터 보유 현지 온·오프라인 전문가 인력풀  및 리소스 제공

      ※ 직접적 투자 및 펀딩, 마케팅에 대한 금전적 지원 등은 제공하지 않음

미국 법인 설립 시 센터 주소 무료 사용 가능 및 우편물 관리 서비스 무료 제공
주소: 3003 North 1st Street #221, San Jose, CA 95134
미국 법인 설립 및 유지를 위해 기업의 주소지로 센터 주소를 등록하여 비즈니스에 활용 가능 

센터로 도착하는 우편물에 대해 해당 기업에 우편물 도착 알림 이메일 서비스 및 보관

우편물 수령에 대한 배송/반송 업무는 제공하지 않음 

      ※ 안내 이메일에 3회 이상 응답이 없을 경우에는 안내 서비스가 중단되며, 센터 보관은 우편물 도착 기준 12개월 보관

      ※ 우편물 관리 서비스시 우편물이 센터에 제대로 도착하지 않은 경우의 우편물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음 

      ※ 기업 요청으로 배송 서비스 실시할 경우 KIC 실리콘밸리는 분실 책임 지지 않음

      ※ 등록 갱신을 포기할 경우는 추가 한 달 동일 서비스가 제공되며(한 달 이내 필히 주소 변경), 이후에는 우편물 폐기 및 반송 처분 

공용 사무 공간 무료 제공
KIC건물 내 공용 사무 공간, 회의 공간, 협업 공간 무료 제공 (Wifi, 프린터, 사물함 지원) 

출입 카드 발급 

CARBON MEMBERSHIP 혜택 및 지원사항

미국 법인설립 지원
기업당 최대 $1,000 (USD) 한도 지원 (선착순, 해당 예산 소진까지)

현지 정착 전문가 연계 및 리스트 제공

      ※ 상황에 따라 개별 비용이 추가될 수 있음

법인설립 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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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egon�회의실�전경(사전예약필요)

KIC�코워킹�스페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