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e the member of H-Camp Leaders – Share Your Future with Us 

 

[H-Camp Global 2016 스타트업 모집] 

 

미래창조과학부가 주최하고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이 주관하는 2016 K-Global 

스타트업 해외진출 부스터 사업의 Hebronstar가 운영하는 H-Camp Global에 참가할 

글로벌 스타트업을 모집합니다. 

 

 

모집일정 

01 모집공고 l 10월 24일 ~ 10월 30일 

02 사업설명회 l 10월 27일  

03 서류제출 l 10월 30일 (일) 자정까지  

04 서류발표 l 10월 31일 (월) 

05 발표평가  l 11월 2일 (수) 

06 합격자 발표  l 11월 4일 (금) 

 

주요일정 

■ 국내 H-Camp 역량강화 프로그램: 11월 7일 ~ 12월 9일 (35일) 

■ East Meets West (EMW) 2017 Demo Day: 1월 19일 ~ 1월 20일  

 

참가자격 

■ 해외 진출을 목표로 하는 국내 ICT 분야 예비 창업자, 재도전기업, 스타트업 및 

벤처기업 등 

■ 주요 경영진이 영어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스타트업  

■ 해외 진출 경험있는 스타트업 우대 

 

■ 제외대상 

- 팀 구성원이 다국적으로 되어 있는 경우, 팀 내 한국 국적의 공동창업자가 

반드시 1인 이상 포함되어야 함 (공동 대표 인정) 

- 중복 정부 정책 수혜 스타트업 (상세 내용은 신청서 참조) 

- 타인의 아이템이나 기술 등을 모방하거나 도용 시 선발 대상에서 제외 

 

모집분야 

■ ICT 분야 (통합 커뮤니케이션, 전기 통신 및 Software 융합 전 분야) 

 



지원방법 

■ Hebronstar Ventures 웹사이트 ㅣ www.hebronstarac.com  

  

참가 팀 지원사항 

■ 최종선발된 10개 업체에 한에 스타트업의 성공적 해외 진출 맞춤형 프로그램인 H-

Camp Pre-Accelerating Program (국내 역량 강화 프로그램) 제공 

■ 국내 프로그램 이수 후 해외 액셀러레이터 정규 배치에 합격한 최대 3개 업체에게 

각 3,000만원 지급 

■ 2015 Forbes 선정 탑 엑셀러레이터 중 17위인 미국 엑셀러레이터 회사 ‘Blue 

Startups’ 와의 Joint 프로그램을 통해 High Quality 교육 제공 

■ 서류전형 및 최종 후보 선정 시 Blue Startups와의 협의 후 결정 

■ 선택된 기업에 한에 최대 3개 업체는 하와이 현지에서 진행되는 East Meets West 

2017 (해외투자유치 IR) 데모데이 참가 자격 부여 

■ 6개의 해외 지사와 30개국 해외 Alliance 등 Hebronstar만의 International 

Business Platform을 통한 직접적 글로벌 네트워크 지원 

■ 전세계 다양한 산업 경험을 보유한 약 150명 이상의 글로벌 전문가 집단이 제공 

하는 집중적인 맞춤형 멘토링 

■ 국내 비즈니스 중심지에 위치한 최적의 창업 공간 제공 (강남 센터) 

 

 

문의 

dwkim@hebronstar.com (김동욱 팀장)/ ehcho@hebronstar.com (조은희 매니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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