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디지털재단 제2021-020호
CES 2022 서울관 참가기업 우선선발을 위한

제1회 서울시「스테이지 유레카」기업 모집공고
서울디지털재단에서는 CES 2022 서울관 참여기업을 발굴하고 지속적인

「

비즈니스 성과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제1회 서울시

」

스테이지 유레카1)

를

개최하고 다음과 같이 15개 기업을 선정·시상하고자 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1년 6월 29일

재단법인 서울디지털재단 이사장
-----------------------------------------------------------------------------------------

1. 추진개요

○
○

목

적 : 스타트업 지원기관과의 협력 통한 서울 소재 우수기업을

발굴하고 CES 2022 서울관 참가와 연계하여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
모집분야 : 스마트 교통·환경, 스마트 안전·건강, 스마트 경제·리빙

- CES 2022 서울관 전시 예정 제품 기준 신청(시제품, 베타테스트 단계 인정)
구

분

분야상세

○

※

교통·환경

안전·건강

경제·리빙

드론, MaaS, 자율주행, 재생에너지,

바이오, 의료상담, 재활, 수면

핀테크,

공간/이동/교통정보, 업사이클 등

관리, 위생, 사고예방, 복지 등

뷰티, 관광, 콘텐츠·예술 등

자산관리,

마케팅,

2개 이상 분야 중복지원 불가

모집대상 : CES 2022 서울관 참가를 희망하는 서울 소재 스마트도시
솔루션, 혁신 기술 보유기업

- 서울시내 사업장(본사, 공장, 연구소, 지사) 보유 기업 한정
- 설립 후 만 7년 이내 기업(사업자등록증 상 법인등록일 기준)
- CTA 유레카파크 심사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 ([붙임2] 참조)
1) CES 서울관 참가기업 선정을 위한 우수기업 사전선발 대회 브랜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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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평가절차 : 서류평가(30개사 내외)

→

발표평가(15개사 내외 선발)

주최/주관 : 서울시 / 서울디지털재단
후원기관 : 한국무역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N15

2. 참여기업 모집

○
○

공고기간 : ’21.6.29.(화) ~ 7.19.(월)
접수기간 : ’21.7.5.(월) ~ 7.19.(월) 16:00

- 접 수 처 : 구글폼 접수 (https://forms.gle/uj9DWS3Q1U7JiSyd6)
- 제출서류 : 참가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피칭자료, 관련 증빙자료 등
연번
서식명
① 스테이지 유레카 참가신청서
②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③ 피칭자료
④ 사무소, 연구소 서울소재 사실 여부 증빙자료
⑤ 기업 및 제품 카탈로그(국영문)
포함), 재단 후원기관 기업
⑥ 서울시(산하기관
지원사업 참가 증빙자료
·

▸ 피칭자료 작성 내용

※
※

1
2
3
4
5
6
7

목

필수 해당시
비고
양식 참고(신청양식 별첨)
○
○
아래 작성 내용 포함,
○
10페이지 이내 작성
상 소재지가
○ 사업자등록증
서울이 아닌 경우
○
○

차
문제현황
솔루션 내용 및 타사와의 차별화
자사 보유 기술력
거래처, 협력사, 예상 바이어
CES 참가 시 마케팅 전략
해외시장 진출 계획
기업소개(해외 현지법인 여부, 매출액 등)

권장분량(총10매)
1매 내외
2매 내외
2매 내외
1매 내외
1매 내외
2매 내외
1매 내외

기업 선호에 따라 국·영문 중 선택하며, 공고된 PPT 표지, 붙임양식을 반드시 포함(분량에서 제외)
피칭자료 등 제출서류는 제출 이후 기업 임의로 내용을 변경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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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원내용

▪분야별 최우수 1개사(총 3개사) 상금 각 4,000천원 부상 수여
▪CES 2022 서울관 참가 항공경비 지원(3,000천원~5,000천원)
▪CES 혁신상(400천원) 및 CES Unveiled(600천원) 참가비 지급
▪CES 전시(공간 구성, 통역, 운송비 최대 50만원) 및 서울관 비즈니스
프로그램 참가 지원
▪기타 재단, 후원기관 추진사업 연계 투자유치 및 보육 지원

○

※

일반모집 대비 상금 수여, 참가경비 지원 확대, 기업 성장 지원 등 다양한 특전 제공

선정기업 시상내역

구 분
최우수
우 수

선정기업
분야별 1개사
(총 3개사)
분야별 4개사
(총 12개사)

시상내역
· 서울디지털재단 이사장상 및 상금 400만원
· CES 2022 참가 항공경비 500만원 지원
· 후원 기관장상
· CES 2022 참가 항공경비 300만원 지원

※ CES 유레카파크 전시 규정에 따라 CTA 심사 최종 통과한 기업만 CES 전시 참여 및
서울관 전시지원을 받을 수 있음
※
상훈은 변경될 수 있음

○

재단, 후원기관 추진사업 연계 지원

- 스타트업 지원 행사 및 액셀러레이팅, 기술검증(PoC) 등 참가 기회 제공
- 투자유치 및 미디어 홍보 교육, 법률 특허 컨설팅 지원 프로그램 제공
- 국내외 기업, 투자자, AC, VC 등 연계 홍보
- 기업소개 인터뷰 동영상 제작 및 영문 피칭교육 지원
- 우수기업 TIPS 프로그램 추천
·

※

별도 선별적 심사가 있을 수 있으며, 기업 분야 및 성장 단계를 고려하여 매칭이
이루어 질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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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서류평가

○
○
○

일

시 : ’21.7.22.(목)~7.23.(금) / 2일간

선정규모 : 30개사 내외
평가기준 : 서류 적합 여부, 대표성, 혁신성, 시장진출 가능성, 성실성

- 평점 70점 이상의 상위기업을 선발하며, 선발기업은 30개사 미만일 수 있음
평가항목

평가지표

필요 구비서류를 모두 제출하였는가?
적합(
) , 부적합 (
)
서류 적합 여부(적부)
만 7년 미만 서울소재 기업으로 지원 대상이 맞는가?
적합(
) , 부적합 (
)
※ 상기 두 개 기준 중 하나 이상 부적합 판단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
서울을 대표하는 서비스로 적합하며, 해외시장에 진출할만한
대표성 (30)
기업 경쟁력이 있는가? (30점)
혁신성 (30)
사업 아이템이 새롭고 혁신적인가? (30점)
시장진출 가능성 (20) 기술수요 등을 고려하였을 때 국내외시장의 수요가 있는 사업인가? (20점)
성실성 (20)
제출한 서류를 성실하게 작성하였는가? (20점)

5. 발표평가

○
○
○
○
○

일

자 : ’21.7.29.(목)

장

소 : 별도 안내

※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온라인 개최로 변경될 수 있음

선정규모 : 현장 피칭을 통해 최종 15개 기업 선정

(기업 선호에 따라 국영문 피칭 중 선택)

평가방법 : 5분 발표 5분 질의응답

※

기업 대표 발표가 원칙이나 해외시장 마케팅 담당자 등이 발표할 수 있음

평가기준 : 전시 적합성, 기술력, 시장진출 가능성, 피칭능력, 예상 전시성과

- 평점 70점 이상의 상위기업을 선발하며, 선발기업은 15개사 미만일 수 있음
평가항목

전시 적합성(20)
기술력 (20)
시장진출 가능성 (40)
피칭능력 (10)
예상 전시성과 (10)
가산점 (5)

평가지표
CES 유레카 파크 전시에 적합한가? (10점)
서울을 대표하는 혁신 서비스로 적합한가? (10점)
핵심 서비스 내용에 대해 직접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가? (10점)
코로나19 극복·대응과 관련한 디지털 혁신기술에 부합하는가? (10점)
기술수요 등을 고려하였을 때 국내외시장의 수요가 있는 사업인가? (20점)
해외시장 진출 계획이 타당한가? (20점)
투자, 계약 등을 유치할만한 피칭능력을 보유하고 있는가? (10점)
CES 2022 서울관 참가 시 상당한 성과를 낼 것으로 예상되는가? (10점)
서울시(산하기관 포함), 한국무역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N15의 기업지원 사업
(창업 및 기업성장 교육, 공간 및 자금지원, 회원가입 여부 등) 참여 이력 (5점)

※

반드시 관련 증빙자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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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타 유의사항

○ 참여기업 신청자격이 부적합하거나 접수서류에 누락 또는 허위사실이 있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접수된 서류에 대해서는 재단 담당자가 특정 기일까지 추가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

○ CES 2022 서울관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을 모집하는 건으로 스테이지
유레카 수상 시 자동으로 CES 2022 서울관 참가 신청을 한 것으로 간주
※

CES 2022 서울관 참가와 별도로 스테이지 유레카만 신청 불가

※

[붙임 1]의 2022 CES 유레카파크 심사 기준 참조

※

재단 예산으로 상금이 지급되는 건으로, 기타소득 과세대상

○ 평가위원 명단 및 평가 점수 등은 공개하지 않음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일시를 반드시 준수
○ 수상기업은 별도의 CTA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하며 수상기업 선정 및 상장
수여와 무관하게 CTA 유레카 파크 참가 적합 평가에 따라 전시참가
자격 부여. 탈락 시 CES 참가경비 부상을 지원하지 않음
○ 상금의 경우,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 대상으로 과세 후 지급
○ CES 2022 현지행사 개최 취소 시 CES 참가경비 부상을 지원하지 않음
○ 추진상황에 따라, 평가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7. 문의처

○

서울디지털재단 산업지원팀 윤국훈 선임

- ghyoon@sdf.seoul.kr / 02-570-4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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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전시기간
CES 2022
서울관 규모

내

용

CES 서울관 개요
- ’22.1.5.(수)∼1.8(토) 4일간
- 3,360sq.ft(94평)

※

주최사(CTA)와의 조율 과정에서 변동 가능

- 서울소재 스마트도시 우수기업 솔루션
- VC 초청 「서울피치데이」, 도시 및 기업관계자 초청 「유레카 서울 in
CES」 등 기업 비즈니스 프로그램 운영
- 폭넓은 글로벌 진출기회 제공을 위한 IR프로그램, 네트워킹 행사

 CES(Consumer Electronic Show)는 매년 초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가전제품 박람회로 ICT 트렌드 분석, 차세대 기술공유,
시장개척 등을 위해 글로벌 기업들이 필수적으로 참여하는 행사임

- CES는 MWC, IFA와 함께 세계 3대 가전 ICT 박람회로 불리며, 약 160개국
4,500개 기업이 참가하고 참관객 18만명이 넘는 대규모 행사(’20년 기준)
- 매 해 1월에 개최되는 만큼 그 해 집중하고자 하는 제품 또는 기업 경영
비전을 시장에 소개하는 무대로, ICT 트렌드 파악에 중요한 역할을 함
·

 오프라인으로 개최된 CES 2020 서울관은 51,000명 이상의 참관객이
방문하는 대규모 전시관으로 운영

- 현장상담 945건이 이루어져 이후 총 1,629만 달러 규모 투자 및 계약협의
- 스마트도시는 CES에서도 주목받는 신흥시장으로, 서울시의 우수 스마트
도시 솔루션 기업에게는 다양한 비즈니스 및 홍보 기회 제공 가능

⇒

서울에 소재한 우수 스마트도시 솔루션 보유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국내외 언론, VC 노출에 효과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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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년 성과 및 CES 서울관 운영내용 >



2개년 운영성과 종합(CES ’20~’21)

○

CES에 서울관 첫 운영(’20), 성공적 개최로 스마트도시 서울 위상 강화

- 차별화된 프로그램으로 위상 강화, 국내외 관심 집중(5만명 참관, 국내외 보도221건)

○

▸

유레카 서울 In CES, 서울시장 기조연설, 서울 혁신사례 소개 등

서울 혁신기업 35개사 참가, 계약액 1,749만$, 투자유치 3,102만$ 달성

▸
▸

(‘20년) ’21년 343억원 매출 발생, 고용규모 평균 10.5명

○

13.4명(27.6% 증가)

(‘21년) 17억원 매출 발생, 신규고용 기업당 평균 3명 규모(’21,1~6월 기준)

(누비랩, 알고케어) CES 혁신상 수상

’21년 CES 참가기업

▸

누비랩(인공지능 푸드스캔), 알고케어(개인맞춤 영양관리서비스)

2020 CES 서울관



→

유레카 서울 in CES

참여기업 솔루션 피칭

서울관 주요 프로그램(CES 2020, 오프라인)
< 기업지원 주요 프로그램 운영내용 >
기업 사전교육

CES 프리뷰

유레카 서울 in CES

기업 조찬회

도시 및 기업관계자
영문 피칭교육 및

CES 활용방안

네트워킹 파티

서울시 관계자 및

전시 관련 의견수렴

현장강의

(중소·중견기업 인사 등

참여기업 초청 조찬

200명 이상 참여)



CES 서울관 디자인(CES 2020, 오프라인)

서울피치데이

국내외 VC 초청
우수기업 피치데이
(국내외 VC 8개사 참여)

○ 피칭무대, 스마트서울 정책 홍보 등을 위한 전시관 구성과 디자인 측면에서 호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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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CTA 유레카파크 심사 기준 (CES 2022 기준)

1. 소비자 전자제품 기술 영역에 적용 가능한 기술이어야 함
The displayed technology must be applicable to the consumer technology space with the
expectation that the technology will benefit consumers one day.

2. 2020년 1월 1일 이후에 출시한 신제품을 보유해야 함

If a company has launched its first product, it must have been launched on or after
January 1, 2020. Any startups with products that launched before this date will not be
considered.

3. 크라우드펀딩 모금 단계나 베타 단계 제품도 참가 가능함
Crowdfunding campaigns, pre-orders and beta stage are allowed.

4. 전시품은 시장에 큰 영향을 줄 수 있고 혁신적이어야 함

The product or service shown must be innovative with the potential to make a
profound impact on the market.

5. 시제품이나 소프트웨어 모형으로 시연 가능해야 하며 제안서/컨셉 출품물은 불인정
The technology must be demonstrable as a prototype or software mockup, no paper
/concept entries.

6. OEM/ODM 제품이 아닌 자기 브랜드 완성품을 전시해야 함
Exhibitors must display finished goods under their own brand name(s) rather than as an

OEM/ODM.

7. 유레카 파크 전시에 처음 참가하는 업체이어야 함
The company must be a first-time exhibitor, if not previously accepted into Eureka Park.

8. 이미 전시에 한번 참가했던 업체도 위의 모든 조건이 충족되면 2년차 참가 가능
Eureka Park alumni companies will be considered to exhibit for a second year in
Eureka Park as along as all other entry criteria are applied.

9. 스타트업의 경우 유레카파크에 최대 2회만 참가 가능함

Startups are limited to a maximum of 2 year participation in Eureka Park.

※

CES 2021 온라인전시 참가는 2년 참가제한

횟수에 산정하지 않음.

도 모든 자격 조건이 충족되면 참가 가능함.

체

CES 2020에 참가한 업 는

CES 2022에

Participation in digital CES 2021 does not count towards the two-year limit. Startups that
exhibited in Eureka Park at CES 2020 are eligible to participate in Eureka Park at CES
2022 if all above criteria are met.

10. CTA는 상기 기준/공간 계약을 준수 하지 않는 전시자들을 취소할 권리가 있음
CTA reserves the right to cancel exhibitors who do not adhere to these entry
criteria and/or the terms and conditions on the space con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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