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BC- 글로벌 해외연수 전문 기업!!

북유럽 ICT(융복합) 연수

➢ 연수 지역: 북유럽(핀란드/에스토니아)
➢ 연수 기간: 4박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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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최강의 IT, Start-up 천국!!
작지만 강한!! 미국의 실리콘벨리가 극찬한
➢

IT와 Start-Up의 천국! 에스토니아 & 핀란드 !!

- 인터넷 속도 세계 1위, 창업절차 5분, 전자투표 세계 최초 실시등 인구
125 만 으 로 세 계 최 강 의 IT 강 국 으 로 성 장 하 는 에 스 토 니 아 의
코딩교육부터 IT 인프라를 통해 우리의 미래 전략을 조망한다.
- 노키아 몰락후 IT와 BT를 결합시켜 "e-health”로 핀란드 유럽 최강의
ICT 강국으로 재도약하고 있다.
➢

4차 산업혁명, 그리고 , 또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 실리콘벨리가 극찬한 북유럽 2개국의 ICT 현장의 직접 경험과 체험을
통하여 우리의 미래기술과

생존 전략 수립 방안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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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 핵심 Key Point & 전략적 방향

미래 성장동력의 전문성으로
경쟁력 강화방안

연구개발, 현장, 시스템적인
차별화를 통한 강한 현장구현

4차산업혁명의 분야의
창의적이고 독창성 확보

WCC의 핵심성공요인 및 이에 따른 Key Question

4차 산업혁명의 전문화로 최상의 Smart
Factory로 도약할 수 있는 방안은?

업종별, 현장별 특색에 맞는 분야별 lot
,빅데이타 활용의 차별적 요인은?

4차 산업혁명의 선도기관으로 독창적,
창의적 기업으로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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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제01일

지역

교통편

시간

세부사항

인천

항공

AM

● 출국:

탈린

전용차량

PM

● 현지 참가자 간담회

인천->헬싱키->탈린

● 공식 방문 1) Tallinn Town City (탈린 시청)
- 125만 적은 인구로 세계 최강의 IT국가로 탈바꿈한 정부
AM
제02일

탈린

- 탈린의 코딩교육, 전자투표등의 IT인프라 사례
● 공식방문 2) Tallinn Science Park Tehnopol

전용차량

- 북유럽 최고의 IT, Start Up의 클러스티
PM

- 창업절차 5분등, 각 구성체의 유기적인 네크워크 사례
● 인프라 탐방: 사이언스 파크 등
● 연수 디브리핑
● 공식방문 3) Tehnopol Startup Incubator

AM
제03일

탈린

- 북유럽 최고의 스타트업 인큐베어커 시설 & 지원
- 전문가 그룹이 성공까지 케어하는 성공 시스템

전용차량

● 인프라 탐방:
PM

-코딩교육, 전자투표의 시뮬레이션 등
● 연수 디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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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지역

교통편

시간

세부사항
● 이동: 탈린페리 터미널- 헬싱키(FERRY)

탈린

FERRY

AM

제04일

● 공식방문 4) Espoo Innovation Garden
- 핀란드 최고의 ICT 융복합 클러스티
- 최적의 환경을 제공하는 지원 & 시스템

헬싱키

전용차량

PM

● 인프라 탐방:
ICT 융복합 사이언스 파크 등
● 연수 평가회

AM
제05일

헬싱키

전용차량

인천

● 연수 WRAP-UP 평가회
● 이동 & 귀국 준비

항공

제06일

● 인프라 탐방 & 자료 수집

PM

● 귀국: 헬싱키 -> 인천

AM

● 인천 도착

* 상기 일정과 방문기관은 현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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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llinn Town City
기관 개요
⚫
⚫
⚫

설립: 1404년
홈페이지:https://www.visitestonia.com/
주소:Raekoja plats 1, Tallinn 10146, Estonia

주요특징
⚫

인구도 자원도 부족하여 IT쪽에 투자에 중점을 두었으며 이후 인터넷
전화인 스카이프를 배출, 전자투표등 세계 최고의 IT국가로 성장

⚫

블룩체인을 국가 행정에 도입, 법인세가 0%이기에 스타트업 기업이
몰려들어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IT강국의 최대 도시.

⚫

국가 도메인 ee는 어디서든 무료 와이파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법률
로 정했음.

⚫

ICT 산업 분야의 성장과 전자투표 등과 같은 범 국가적 혁신으로 주
목 받고 있음.

⚫

탈린시의 SW, IT, 코딩, 메이커 등의 운영은 세계 최고 수준
연수 Point

⚫ 세계 최고 IT강국이 되기까지의 추진 사례
⚫ 국가 코딩교육, 스타트업 지원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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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llinn Science Park Tehnopol
기관 개요
⚫
⚫
⚫

설립:2005년
홈페이지: https://www.tehnopol.ee
주소:Mäealuse st 2/1, II floor, Tehnopol´s Startup Incubator, Tallinn

주요특징
⚫

Tallinn의 Science Park는 IT허브로서 150여 개 이상의 기술기업 및
Tallinn 기술대학, IT 관련 대학 등이 입지하고 있는 북유럽 IT의 산실

⚫

과학분야와 혁신적 비즈니스 아이디어를 지원할 수 있는 창업 인큐베이
크 기업을 위한 국제협력기회와 효율적인 인프라 제공하고 있다.

⚫

현재 180개 이상의 기업과 160개 이상의 비즈니스 서비스 업체가 입주
해 있다.

⚫

창업부터 인큐베이팅하여 20개 이상의 신생기업이 가동하고 있다. IT관
련 연구개발 센터 5개와 실험실, 레저 공간들이 배치되어 있다.
연수 Point

⚫ IT, Start-Up의 지원 및 네트워크 사례
⚫ 창업 인큐 베이크 시스템과 효율적인 창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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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t99 Tallinn
기관 개요
⚫
⚫
⚫

설립: 2009년
홈페이지: https://www.lift99.co/
주소: Telliskivi 60a/5, B-building, 10412, 10412 Tallinn

주요특징
⚫

리프트 99(Lift 99)는 에스토니아 최초의 코워킹스페이스로 에스토
니아식 스타트업 문화의 온상지

⚫

신생 기업, 크리에이티브 팀 및 프리랜서를 위한 공동 작업 공간으
로, 최상위 워크스테이션과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된 생
산 환경을 제공

⚫

에스토니아에서 창업에 성공한 많은 기업들과 네트워킹을 있는데,
이 중 Taxify(택시 공유서비스 애플리케이션), Skype(Peer-to-peer
기술베이스 무료통화 애플리케이션), TransferWise(전자송금서비
스) 등 IT 기술기반 기업들이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하였다
연수 Point

⚫ 최강의 코워킹 스페이스의 시설
⚫ 성공적인 Start Up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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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hnopol Startup Incubator
기관 개요
⚫
⚫
⚫

설립: 2012년
홈페이지: https://www.tehnopol.ee/
주소: Mäealuse 2/1, 12618 Tallinn, Estonia

주요특징
⚫

Tallinn에서 가장 유명한 테크놀로지 비즈니스 센터 중 하나인
(Tehnopol Science Park)에서 2012년 세운 스타트업 인큐베이터.

⚫

창업인큐베이터 내 20개 이상의 창업 기업이 위치하고 있고, 5개의
활동적인 과학 R&D 센터를 비롯해, 실험실, 레저 공간 등이 배치

⚫

스타트업 인큐베이터는 비즈니스 전문가, 국제적 멘토, 투자자, 시설
등과 연계할 수 있는 허브로서 기능하고 있어, 입주업체들은 비즈니
스 모델, 마케팅 전략, 투자유치 등의 지원서비스 등을 제공받는다.

⚫

특히 ICT, clean-tech, mechatronics, life-science 등의 분야에 특화되
어 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연수 Point

⚫ 전문가 그룹이 연계된 스타트업의 지원과 성공
⚫ ICT, BT등의 특화된 스타트업의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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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poo Innovation Garden
기관 개요
⚫ 설립: 1960년
⚫ 홈페이지: https://www.espooinnovationgarden.fi
⚫ 주소: Innopoli 2, Tekniikantie 14, 02150
주요특징
⚫

지역에서 운영하는 다양한 네트워크를 통해 협력과 지역 사회의 융복
합 거점

⚫

기업육성, 최고의 연구 및 최적의 환경을 제공하는 융복합 클라스티.

⚫

제공내용중 “함께 성장하는 젊은 기업가” 프로그램은 고객의 사업 아
이디어를 중심으로 비즈니스 벤처를 시작, 선택한 팀을 돕는 프로그램
으로 필란드 최고의 지원기관이다.

⚫

InnoEspoo 프로젝트는 기업가들에게 교육 세션, 이벤트 및 새로운 네
트워크를 제공, 기업가 정신에 따라 능력을 강화시키 청년 스타트업의
핵심 거점 역할을 하고 있다.
연수 주요 Point

⚫ 기업지원 & 스타트업 지원 시스템
⚫ 최적의 환경을 제공하는 융복합 클라스티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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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KES (The Finnish Funding Agency for Technology and Innovation)
기관 개요
⚫ 설립: 1983년
⚫ 홈페이지: https://w
⚫ 주소: Kyllikinportti 2 FIN-00101
주요특징
⚫

핀란드 금융 정부기관이며, 기업 , 대학, 연구기관의 개발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최고의 기관

⚫

Tekes는 기업 및 창업자의 실행 가능한 아이디어를 변환하여 기업과
국가에 도움이 되게끔, 자금 지원뿐만 아니라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
공

⚫

Tekes의 핵심프로그램은 기업에게 지속가능한 성장과 새로운 융복합
의 성장모델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

Tekes는 약50개 대학, 3,000 회사와 공동으로 네트워킹 되어, 상호간의
융복합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연수 주요 Point

⚫ 공공기관의 연구개발 지원 & ICT융복합 거점지원
⚫ 대학, 기업과의 상호협력과 네트워킹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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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kia Technopolis Innovation Mill
기관 개요
⚫ 설립: 2001년
⚫ 홈페이지: www.nokia.com/
⚫ 주소: Place of registration: Helsinki, Finland
주요특징
•

노키아 테크노폴리스는 핀란드 기술청(TEKES)이 2009년 노키아를 중
심으로 한 핀란드 ICT 클러스터를 강화하기 위해 ‘노키아 테크노폴리
스 이노베이션 밀’ 을 설립

•

스마트폰에서 주도권 상실로 창립 이래 최대의 위기를 맞았지만 지적
재산권의 풍부한 잠재력으로 극복.

•

사업 첫해에 노키아에서 제공한 약 1000개의 아이디어를 평가해 약
100개의 아이디어를 선정, 사업 시작 첫해에 14개의 새로운 기업이 탄
생했으며, 19개 기업이 창업에 성공하여 일자리 창출에 성공적으로 기
여.
연수 POINT

⚫ 대기업과 연계한 상생협력의 성공사례
⚫ 핀란드의 대표적 ICT클러스터의 지원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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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 문의 & 상담
GBC 연수프로그램은 차별화되고 전문적인 프로세스를 거쳐 진행 운영됩니다.
해외 연수 협의

♣ 전화 문의
희망하는 연수의 내용을 연락해주시면 상담 후,

주제 및 일정 결정

1~3일안에 일정과 견적서를 송부 드립니다.

TEL : 02-867-4840
사전연수 과제배포

해외 연수준비 및 실시

Feedback

평

가

연수 결과 정리

FAX : 02-867-4841

H.P : 010-3869-7347

♣ E-Mail 문의
희망하는 연수의 내용을 메일로 보내주시면 확인 후,
1~3일안에 일정과 견적을 성부 드립니다.

kmkgmg@hanmaile.net

연수 담당자
사후평가 및 Follow-Up

최종 결과 보고

총

괄

김민기

차

장

문선욱

연 구 원

박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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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핵심이다!!

본 연수를 계기로 저희 지비산업정보원㈜ 핵심역량이
귀사의 인재육성과 경쟁력강화에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길 바랍니다.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 2로 98 IT캐슬 1동 609-3
TEL: 02-867-4840
FAX: 02-867-4841
URL: www.esrb.co.kr
E-mail: kmkgmg@hanmail.net

※ 본 내용은 지비산업정보원의 동의 없이 활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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