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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0 – 232호

2020년 글로벌 CEO 육성 프로그램 모집공고

국내 청년들의 창업 의지를 고취시켜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글로벌
청년 창업가를 발굴·육성하기 위한 ｢글로벌 CEO 육성 프로그램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10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 본 프로그램은 코로나 19로 인해 진행시기, 운영대학 등 사업의 주요내용이 변경 
되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진행 및 선정자격 또한 취소될 수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모집 개요

□ 사업목적 : 국내 청년들에게 이스라엘의 선진 창업생태계 경험
기회를 제공하여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창업가로 발굴·육성

□ 지원대상 : 공고일 기준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

◦ 30세 이하(1991. 1. 1.이후 출생)로 국내·외 대학 및 대학원에 재학
중이거나 휴학 중인 대한민국 국적자

◦ 영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하며 창업 또는 기업가정신에 관심 있는 자

□ 지원규모 : 총 20명 내외

□ 지원내용 : 창업국가 이스라엘의 유수대학에서 운영하는 여름방학
글로벌 CEO 육성 프로그램 참가 및 왕복 항공료(50%) 지원

◦ 운영대학 : 테크니온 공대, 히브리대(총 2개 대학)

◦ 교육기간 : 2020년 6월 ~ 8월 中 4주

□ 모집기간 : 2020년 4월 10일(금) ~ 5월 8일(금) 18:00, 약 4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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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부 내용

□ 운영대학 및 커리큘럼

구분 테크니온 공대(Technion IIT) 히브리대(HUJI)

위치 이스라엘 하이파 이스라엘 예루살렘

프로그램명
E&I(Entrepreneurship&Innovation) 

Program
TI(Trans-disciplinary Innovation) 

Program

교육기간  ’20. 6. 30. ~ 7. 29.(4주) ’20. 7. 12. ~ 8. 11.(4주)

교육내용
창업 아이디어 구상 및 사업계획서 
작성 실습, 정치· 사회· 문화·
창업생태계의 이해, 해커톤 등

AI · Biotech · IoT 혁신 사례 학습 및 실습
창업 아이디어 구상 및 시제품 개발  

    * 대학별 세부 일정표는 【참고1,2】에서 확인 가능하며, 변경될 수 있음 

◦ 테크니온 공대 E&I Program (필수과목 2개, 선택과목 중 1개)

No. 교과목명 주요내용 비고

1
Business Plan for 

Commercializing Technology
기술 기반 스타트업 창업을 위한 사업 

계획서 작성 실습, 팀별 프로젝트 수행 등

필수

2
Selected Topic in 
Entrepreneurship : 

Hack-that-Challenge
MVP(시제품) 제작 실습 등

3
Selected Topics in 

Management
린 스타트업 개념 및 사례 학습, 린 스타트업 
전략 및 방법론 강의, 팀별 프로젝트 수행 등

선택1

4
Issues in contemporary 

Israeli Society
이스라엘 종교, 문화, 민족, 문화, 창업 
생태계 등과 관련한 강의 및 토론 등

선택2

    * 선정자를 대상으로 수강신청 안내 예정

◦ 히브리대 TIP Program (필수과목 3개)

No. 교과목명 주요내용

1 Entrepreneurship
창업 아이디어 구상 및 상품화 과정 실습, 기업가적 방법론, 

디자인 씽킹, 투자자 대상 피칭 노하우

2 Product Sprint
창업 아이디어의 성공적인 개발을 위한 단계별 테스트 

과정 학습 및 MVP 개발, 팀별 프로젝트 수행 등

3 AI / Biotech / IoT 각 기술별 혁신 사례 및 경제·사회·문화적 영향력 학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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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 지원내용

◦ 글로벌 CEO 육성 프로그램 참가 지원 (한화 약 700만원 상당)

- 창업 아이디어 구상, 사업 계획서 작성, 팀별 프로젝트 수행 등으로

구성된 이스라엘 현지 대학이 운영하는 4주간의 여름방학 프로그램

    * 대학별 프로그램 비용, 기숙사, 교내 식당 이용권 등을 포함

◦ 한국 ⇆ 이스라엘 왕복 항공 실비 50% 지원 (최대 100만원)

- 창업진흥원 지정 여행사(별도 안내)를 통해 일괄 예약·발권하며,

발권 실비 50%는 참가자가 직접 여행사로 납부해야 함

<필독> 항공권 발권에 대한 안내

- 개인의 사유로 발생하는 변경·취소 수수료는 지원하지 않음

- 개별 발권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부득이한 사유로 개별 발권이 필요할 경우 

창업진흥원과 사전 협의하여야 함

- 기타 세부사항은 선정자를 대상으로 추후 안내

◦ 현지 이동지원 : 이스라엘 공항–현지 대학으로 단체 버스 이동

    * 공식 출·입국일 1회에 한하여 지원

◦ 사전 오리엔테이션

- 일자·장소 : ’20. 6. 13.(토), 서울시 강남구 팁스타운 예정

- 주요내용 : 대학별 세부 프로그램 일정, 참가 전 준비사항(입·출국

일정, 여행자 보험가입 등), 교육비 ·항공권 등의 지원방법 등

- 참석대상 : 테크니온 공대 및 히브리대 프로그램 선정자 20명 전원

    * 선정자는 반드시 오리엔테이션에 참가하여야 하며, 일자·장소 변경 시 별도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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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청자격

□ 자격요건 : 공고일 기준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 

◦ 1991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30세 이하의 대한민국 국적자

◦ 국내·외 대학 및 대학원에 재학 중이거나 휴학 중인 자

◦ 영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하며 창업에 관심이 있는 자

□ 신청제외 대상

◦ 이스라엘 출 입국이 불가능한 자

◦ 2019년 이스라엘 기업가정신 프로그램 참가자

4  신청·접수

□ 신청기간 : 2020년 4월 10일(금) ∼ 5월 8일(금), 18:00까지

□ 신청방법

◦ (공통) K-startup(www.k-startup.go.kr)을 통해 온라인 신청

- 1개 대학만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접수 마감 후 대학 변경 불가

  * 온라인 신청 관련 자세한 사항은 ‘【별첨2】 온라인 사업신청 매뉴얼’ 참고

< K-startup 온라인 신청절차 >

① K-startup 접속 → ② 회원가입(개인회원) 및 로그인 → ③ 사업신청관리 클릭 → ④ 글로벌 

CEO 육성 프로그램을 선택하여 사업신청 → ⑤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 체크 → ⑥ 

기본정보 입력(1개 대학 선택) → ⑦ 신청서 및 자기소개서 등 서류 업로드(용량제한 50MB 

유의)  → ⑧ 제출  → ⑨ 신청내역조회(‘마이페이지’에서 신청 확인)

◦ (최종 선정자) 운영대학 사이트 온라인 신청

- 최종 선정자를 대상으로 신청기간 및 방법을 별도 안내할 예정이며,
기한 내에 신청·접수하지 않을 경우 선정자격 박탈

  * 온라인 신청·접수 누락으로 인한 불이익은 창업진흥원에서 책임지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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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서류

No. 제출서류 비고

1 자기소개서(국·영문) 각 1부 【별첨1】 필수

2 재학증명서(국·영문) 각 1부

필수3 전 학기 성적표(영문)

4 공인어학(영어)성적증명서
(TOEIC, TOEIC SPEAKING, OPIC, TEPS, IELTS 등)

5 사업자등록증
해당시

6 관련 활동증명서
(창업동아리 활동증명서, 논문, 특허 등)

  * 모든 발급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 건이어야 하며, 공인어학성적증명서는 해외 공식

교육기관 졸업(재학)증명서 등으로 대체 가능

< 신청 유의사항 > 

① 신청·접수 마감일에는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신청·접수 마감일 이전에 
‘K-startup 가입 및 사업신청’을 미리 진행하는 것을 권장

② ‘K-startup’ 홈페이지에서 사업 신청 시, ‘SCI평가정보’와 연계되어 ‘개인 실명등록’ 이 되어 있
어야 하며, 신청 시 실명인증이 안되는 경우 ‘SCI평가정보’에 실명등록을 요청한 후에 동 
사업 신청이 가능

   * (온라인 등록) http://www.siren24.com/mysiren/customer/sir_g0201_01.jsp
   * (전화문의) 1577-1006 (2번 누르고 다시 2번 누르면 상담원 연결)

5  평가·선정

□ 평가방법 : 서면평가 또는 전화·화상인터뷰

□ 평가절차 : 국내 전문가 서면 평가 → 운영대학 평가(2단계 추진)

요건 검토 1단계 평가 2단계 평가 온라인 신청

자격 요건 
충족 여부 등
(창업진흥원)

➜
국내 전문가의 

서면 평가
(창업진흥원)

➜
운영대학의 서면 또는 
전화·화상 인터뷰 평가

(운영대학)
➜

각 운영대학 
온라인 신청

(2단계 평가 대상자)

< 평가절차(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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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건검토 : 신청자격 충족여부 검토

◦ 1단계 평가 : 국내 전문가 서면 평가

- 평가일정 : ’20. 5. 15.(금) 예정

- 평가방법 : 국내 전문가가 신청자의 참가 목적, 창업 관련 경험의

우수성, 프로그램 종료 이후 활동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선정규모 : 대학별 2배수 내외 선정 (대학별 20명, 총 40명)

◦ 2단계 평가 : 각 운영대학별 평가

- 평가일정 : ’20. 5. 18.(월) ~ 5. 22.(금) 예정

- 평가방법 : 서면 또는 인터뷰를 통해 대학별 담당자가 참가 목적,

의사소통 역량, 기타 활동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선정규모 : 총 20명 선정(대학별 10명 선정)

◦ 최종 선정 결과 안내 : ’20. 5. 27.(수) 예정

6  선정자의 의무

□ 선정자는 사전 오리엔테이션에 필수 참석하여야 하며, 프로그램 참가와

관련하여 창업진흥원이 요청하는 보고서를 성실히 제출하여야 함

□ 선정자는 프로그램 종료 후에도 창업진흥원의 성과조사 등 제반

요청사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선정자는 건강에 이상이 있을 경우, 창업진흥원에 사전 통지하여야

하며 프로그램 기간 중 개인위생 및 건강관리는 본인이 철저히 하여야 함

□ 선정자는 현지 프로그램 운영되는 4주 동안 반드시 현지에 체류하며

현지 프로그램에 성실히 참가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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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유의사항

□ 신청자는 참가자격 및 지원제외 대상 등 공고내용을 충분히 확인

후 참가 신청하여야 함

□ 신청자는 1개 대학 1개 프로그램만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접수 마감 이후 변경은 불가

□ 선정된 이후라도 지원제외 대상에 해당하거나 허위사실로 선정된

사실이 밝혀질 경우, 본 프로그램 참가 선정 취소 및 정부지원금

(프로그램 참가비, 항공료)이 환수될 수 있음

□ 신청서 및 자기소개서 등을 타인이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 작성자

(대필자)와 신청자 등 관련자 전원이 사기 또는 업무방해죄 등으로

처벌될 수 있음

□ 선정자의 개인적인 사유로 프로그램 참가 취소, 항공일정 변경 등

으로 발생하는 수수료는 본인이 부담하여야 함

□ 정당한 사유 없이 현지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정부지원금

(프로그램 참가비, 항공료)이 환수될 수 있음

□ 천재지변 및 사회재난 등의 사유로 취소되거나 내용 변경될 수 있음

9  문의처

문의처 전화 / 홈페이지

K-Startup 이용문의 국번 없이 1357

정책문의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성장정책과 042-481-6815

사업문의 창업진흥원 글로벌사업부 02-3440-7312/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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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  테크니온 공대 개요 및 E&I 프로그램 일정표

□ (학교명) 테크니온 공대 - Technion IIT(Israel Institute of Technology)

□ (위치) 이스라엘 하이파 소재

□ (연혁) 1924년 이스라엘 최초의 근대식 대학으로, 다수의 기업인,

공학자와 3명의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한 이공계 연구중심대학

□ 특징

◦ 기업가 정신 기반의 교육과 창업을 지원하는 기술이전센터 등 우수한

창업 인프라로 인해 학생들의 창업열기가 매우 높음

◦ 교수에 의한 일방적인 주입식 교육이 아니라 교사와 학생 간의

양방향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혁신을 일깨우는 교육 방식

◦ 학생 창업을 지원하는 ‘T3기술이전센터’, ‘브로니카 창업센터’가 있으며

학부에 전공과 연계된 창업과목이 별도 개설되어 우수한 창업인프라 구축

     * T3 기술이전 센터(T3 Technion Technology Transfer) : 테크니온 공대에서 연구·

개발된 기술을 바탕으로 기업 설립 및 상업화 과정 지원

     * 브로니카 창업센터(Bronica Entrepreneurship Center) : 테크니온 공대 재학생, 

졸업생 대상으로 창업교육, 비즈텍(창업경진대회), 해커톤 등 이벤트 개최

□ 성과

◦ 이스라엘 창업기업의 산실로서 현재 이스라엘 100대 기업의 CEO

대부분이 테크니온 공대 출신일 정도로 우수 스타트업을 배출

◦ MIT 공대에서 진행한 창업과 혁신 생태계를 만드는 대학 순위 6위 선정

◦ 졸업생 약 60%가 실제로 창업하며 이스라엘에서 운영 중인

스타트업의 54%가 테크니온 공대 출신으로 창업률이 높음

◦ 나스닥에 상장한 이스라엘 기업 80여개 중 3분의 2는 테크니온공대

출신의 임원을 보유하고 있어 동문을 통한 글로벌 네트워크 확장력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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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테크니온 공대 E&I 프로그램 시간표(안)

주차 시간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오전

Arrival

Opening 

Ceremony

Org&Entre Org&Entre

Day trip
(Nazareth 

and Sea 

of Galilee)

휴일

Selected 

Topic

Selected 

Topic

오후
Technion·H

aifa Tour

Social 

games

2

오전
Contemporary 

Israel 

Society

Contemporary 

Israel 

Society

Org&Entre Org&Entre

휴일

Selected 

Topic

Selected 

Topic

오후
Social 

Acticity

Contemporary 

Israel 

Society

3

오전
Contemporary 

Israel 

Society

Org&Entre Contemporary 

Israel 

Society

Org&Entre Org&Entre

휴일

Selected 

Topic

Selected 

Topic

Selected 

Topic

오후
Contemporary 

Israel 

Society

Social 

Acticity
Activity

4

오전
Org&Entre Contemporary 

Israel 

Society

Org&Entre Org&Entre

휴일

Selected 

Topic

Selected 

Topic

Selected 

Topic

오후
Contemporary 

Israel 

Society

5

오전

Business Paln / HACKATHON

Dorms 

cleanup

오후 Departure

* 위 일정표는 내·외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 세부내용은 (http://int.technion.ac.il)에서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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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  히브리대 개요 및 TIP 프로그램 일정표

□ (학교명) 히브리대 – HUJI(The Hebrew University of Jerusalem)

□ (위치) 이스라엘 예루살렘 소재

□ (연혁) 1918년하임와이즈만에의해세워진연구기관으로시작하여 1925년

화학, 미생물학, 유대민족을 연구하는 3개의 연구기관 중심으로 개교

□ 특징

◦ 알버트 아인슈타인이 설립 멤버 중 한명으로 히브리대학교에서

교수활동을 하였으며, 8명의 노벨상 수상자와 4명의 총리를 배출

◦ 방대한 유대인 연구 자료를 소장하고 있으며, 유대인 탈무드 교육법에

유래된 자유로운 토론방식의 수업이 이루어짐

◦ 유럽 연구 위원회*가 이스라엘에 지원하는 보조금 중 약 30%가

히브리대의 연구 자금으로 활용되며, 인문사회과학, 사회과학, 의학

등 분야의 연구 활동을 적극 장려
    * European Research Council

◦ 입학 기준이 매우 높고, 학부생들의 입학 연령이 보통 군 복무를

마친 뒤 23~24세로 일반적인 입학 연령보다 높은 수준

□ 성과

◦ 1964년 설립한 기술이전센터 ‘이숨(Yissum)’의 창업 인큐베이터 역할을

수행, 연간 다양한 성과와 막대한 수익 창출

◦ 특허 9,826건, 발명품 2,753개(연간 150개), 라이센스 880개, 2017

인텔에 150억 달러에 인수된 ‘모빌아이’ 등 120개의 창업기업 배출

◦ 탁월한 연구 성과로 이스라엘 대학 최초로 타임즈가 발표한 세계

100대 대학으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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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히브리대 TIP 프로그램 시간표(안)

주차 시간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오전
Program

Opening
Biotech AI

Team 

Building
IoT

휴일

휴일

오후
Introduction 

to the 

program

Entrepren

eurship 

Essentials

Entrepren

eurship 

Essentials

JLM 

Cultural 

Tour

Team + 

Problems 

Defined

2

오전

Lean 

Startup 

Workshop

Biotech AI
JLM Tech 

Tour
IoT

Cultural 

Tour

오후

3

오전

Lean 

Startup 

Workshop

Biotech AI

TLV Tech 

Tour

IoT

휴일

오후

Life in a 

Startup
Failure Scaling

Lean 

Startup 

Workshop

Lean 

Startup 

Workshop

Lean 

Startup 

Workshop

4

오전

Product 

Design 

Sprint

Product Design Sprint

Business 

Pitch 

Practice

Final Prep

Final 

Event

오후 Business Pitch Prep End of 

Program 

Party

* 위 일정표는 내·외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 세부내용은 (http://bitly.kr/BzgMCarN)에서 확인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