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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 01 

국가 차원의 해외 진출 의지 

한국 중소IT기업 협력 협의체 구성 

중소IT기업의 해외 진출 의지 

KOSMIC 

 고객 발굴 
• 해외 전시회 참가 
• M/P, F/S 수행 
• 정부와 MOU 협력 
• 학회/협회 활동 

 가망 고객 관리 
• 국내 무상원조 대응 
• 국내 유상원조 대응 
• 국제 ODA 대응 

 영업 고객 관리 
• 국내 입찰 참여 
• 국제 입찰 참여 

 계약/운영 고객 관리 
• 프로젝트 계약 지원 
• 프로젝트 수행 지원 

 운영 고객 관리 
• 유지보수 지원 

 

해외 진출 공동 대응 

 시장/매출 확대 
 글로벌 기업 성장 
 글로벌 경쟁력 확보 

 전자정부 해외 진출 
 청년 실업 해소 
 기업 먹거리 활성화 
 선진 IT강국 실현 

- 공유 - 
- 상생 - 
- 협력 - 

국가  차원의  해외  진출  의지와  중소 ICT기업의  해외  진출  의지를  실현하고자 
한국중소ICT기업해외진출 협동조합을 구성하고 해외 진출을 위한 각종 활동을 공동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함 

KOrea Small & Medium ICT Business Export Coopera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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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02 

민원관리 

화상회의 

전자결재 
모바일

CCTV 

HTML5 

Viewer 

IDC 

KOSMIC은 중소 IT솔루션 밴더들의 모입입니다.  신속한 의사결정 
   KOSMIC은 해외 비즈니스를 위한 모임입니다.  목표 지향적 
      KOSMIC은 분야별 수직 계열화로 통합 솔루션 프로바이더입니다.  New 토탈 
솔루션 업체   

4 

KMS / 

CMS 

Long 

WiFi 

전자정부 

컨설팅 
유통 ERP 

빅 

데이터 

IDC 



How? 03 

KOSMIC 

정부   

기관 

IT      

서비스 

학/협회 

해외   

자문관 

• 정부기관과 MOU를 통한 상호협력 
• 정부기관을 통한 비즈니스 매칭 
• 정부기관과 함께 해외 전시회 참가  

• 국내 대기업과의  
대중소 상생 협력 체계 

• 현지 기업과의 협력  
체계 마련  

• 준비된 토탈 솔루션 
• 준비된 글로벌 대응력

(브로셔, 데모)  

• 타 해외진출 협회와의 협력 체계  
• 해외 고위 공무원의 잠재 고객화 
• 글로벌 인맥 구축  

• 해외 자문관 인적 
네트워크 형성 

• 대상 국가별 해외
진출 전략 수립 
 

KOSMIC은 입체적 활동을 통해 성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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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기본 운영 방안 - 역량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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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협동조합이 성공적으로 운영되기 위해 다음과 같은 활동으로 조합원 내부 역량을 강화함 

구분 활동 

조합 포트폴리오 제작 
• 보유 솔루션 및 서비스 소개 목적 

• 조합 소개서 브로셔 제작(소개 동영상 추후 제작) 

해외진출 관련 

월 1회 세미나 활동 

• 세미나 주제는 조합원이 함께 선정 

• 해외 영업 사례, 국제 계약, 자금 확보 등과 같이 해외진출 관련 

분야별 전문가 초청 강의 

• 해외진출 관련 정부기관 실무 담당자 초청 강의 

• 조합원 내외 해외진출 성공/실패 사례 공유 

조합원 보유 솔루션의 

마케팅 툴 개발 지원 

• 대상 : 브로셔, 제품 소개자료, 영어 데모 버전 

• 번역 : 번역 업체 소개 및 결과 감수 

• 브로셔 인쇄 : 업체 최저가 실현  

• 데모 버전은 조합용 IDC에 등록 후 활용 



협동조합 기본 운영 방안 - 역량 강화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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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협동조합이 성공적으로 운영되기 위해 다음과 같은 활동으로 조합원 외부 역량을 강화함 

구분 활동 

정부기관과 MOU를 통해 

업무 노하우 공유 

• 전자정부 영역의 경우 해당 정부기관과의 협력으로 정보 공유 

• 프로젝트 수행 시 법/제도, 운영개념 및 노하우 등을 공유 

해외진출 관련 각종  

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 학/협회 : 필요 시 타 협회와 협력 방안 강구 

• 학계 : KAIST(IPPT) 및 각 대학의 해외 공무원 학생과 교류 

전세계 IT 자문관과의 

인적 네트워크 구성 

• 인적 네트워크 구성 및 주기적인 Letter 활동으로 상호 신뢰 확

보 

• 지역적 비즈니스 기회에 대해 공동 검토 및 수행  

마케팅 활동 

• 도메인 등록  

• Facebook 등록 : 활동 홍보용, 홈 페이지로 활용 

• 밴드 등록 : 회원사 담당자 소통용 



협동조합 기본 운영 방안 - 영업활동 

8 

04 
협동조합의 해외 진출을 위해 공공 및 민간 부문의 접촉기회를 극대화하는 활동을 공동으로 전개함 

구분 활동 

해외전시회 참가 
• 정부기관 : 부스 및 참가비 지원 

• 업체 : 항공료, 숙박비, 부스 운영비(브로셔, 데모장비, 백월 등) 부담 

訪韓 해외 공무원과 

비즈니스 교류 

• 1:1 매칭, 조합 솔루션 소개 

• 행정자치부, 서울시, KOICA 등 

해외 실무담당자 

영업 

• 정부기관 협조로 MOU 체결된 국가 대상 

• MOU 체결 정부기관 협조 

국내/외 사업 참여 
• 조합원의 실적 활용(확인 필요) 

• F/S, M/P 및 구축 사업 



주요활동 – 2015년 

KOSMIC은 2015년 6월에 서울시와 서울형 전자정부 해외진출을 위한 MOU를 체결하였고, 2015년 
8월 21일 ~ 22일 태국에서 실시한 아시아 태평양 on “Smartly Digital Asia-Pacific” ITU 전권회의 
행사에 공동으로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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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활동 – 2015년 

 KOSMIC은 2015년 9월 22일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개최된 서울시-울란바토르시 정책공유 워크샵에 
공동으로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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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활동 – 2017년 

KOSMIC 및 회원사는   ‘타쉬켄트시-서울시 도시정책포럼 및 도시간 협력’ MOU  및   
  ‘서울시 공공IT협업솔루션 기술학교 진행.    - 2017.07.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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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SMIC은 서울시, 한글과컴퓨터
그룹, 한국스마트카드와 서울 스마
트시티 정책의 해외진출을 위한 
‘서울특별시-스마트시티 리더스 컨
소시엄’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이번 컨소시엄 구성을 통해 스마트
시티 정책 관련 기술과 경험을 공
유하는 한편, 해외진출사업 발굴 
등을 공동으로 추진. 2017.11.30 

주요활동 – 2017년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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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활동 – 2017년 

KOSMIC은 한글과컴퓨터그룹, 서울특별시,한국스마트카드, 세계스마트시티기구(이하 WeGO), 
서울시정책수출사업단(이하 SUSA) 과 함께 ‘서울특별시 스마트시티 수출 협의회(이하 수출 
협의회)’를 출범 -  2017.12.26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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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활동 – 2018년 05 
구로구 스마트도시 실현 및 해외진출을 위한  민·관·산·학 업무협약을 체결 

1 사업 협력 내용 

내용 구로구 스마트도시 실현 및 해외진출을 위한  민·관·산·학 업무협약을 체결 

일시 2018년 12월 18일 

01 사업 협력 내용 한국중소ICT기업 해외진출협동조합과 서울특별시 구로구는 상호 협력을 통해 구로구의 

스마트도시정책과 모델을 해외에 진출시키는 공동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 협약 

02 목적 한국중소ICT기업 해외진출협동조합과 서울특별시 구로구는 상호 협력을 통해 구로구의 

스마트도시정책과 모델을 해외에 진출시키는 공동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 협약 

03 협력 범위 1. 스마트도시 구축에 따른 정책,기술,경험등의 공유 및 상호지원 

2. KOSMIC은 구로구의 스마트도시를 해외국가에 홍보 지원 

3. 스마트도시 구축에 필요한 ICT기술에 KOSMIC 조합사의 참여 및 지원 

4. 스마트도시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및 ICT기술에 관한 포럼 및 전시회 개최 5)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등 전문인력 개발에 관련한 교류 및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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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활동 – 2019년 05 

명칭 서울 아피아 스마트 시티 포럼 

일시 2019년 7월3일 

장소 서울 플라자 호텔 

목적 

서울형 스마트시티의 해외 확산을 도모하고, 미래형 

스마트시티 모델 정립을 위해 스마트시티 관련 기업 

및 기관의 협력체계를 구축 

내용 

1. 국내외 스마트시티 현황과 비전을 생생한 사례

와 함께 소개 

2.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요소인 인공지능(AI), 블록

체인, 사물인터넷(IoT) 등 다양한 ICT 기술과 도

시 서비스 분야를 접목한 스마트시티 정책 발굴 

포럼총회 참석 

포럼 서울시장과 함께 

15 

서울아피아 스마트시티 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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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활동 – 2019년 05 

01 명칭 TECHNOLOGY SEMINAR  

부제 : Case Study, and Latest Technology Trends of Intelligent e-Government, and Smart City 

System 

02 일시 2019년 10월16 ~ 10월17일 

03 국가/도시 베트남 다낭시 

05 협력 범위 1. 베트남 다낭시 정보 획득 및 공공분야 진출을 위한 교두보 확보  

2. 관련 업종에 종사하는 베트남 현지 업체와의 비즈니스 창구 확보  

3. 현지 방송국 인터뷰등을 통한 기술학교 및 한국 정보화 발전 단계 소개  

4. 공동 해외 시장개척단 구성을 통한 해외 동반 진출 기회 환경 조성  

5. 해외 진출 지원기관과의 협력체제 구축 

04 목적 1. 인공지능 기반 비즈니스 모델 및 솔루션 소개와 참여 중소기업의 홍보  

2. 베트남 다낭시 공공 IT분야 및 현지 업체와의 솔루션 활용방안 논의  

3. 향후 시장진출을 위한 시장 파악 

16 

해외 인공지능(AI) 솔루션 기술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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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활동 – 2019년 05 

코스믹 이사장 인사 

발표자와 질의응답 참석자들과 함께 

다낭시청 방문단 

해외 인공지능(AI) 솔루션 기술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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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활동 – 2019년 05 
해외 전시회 참가 

명칭 국외전시회 : Japan IT Week 2019 Autumn 

시기 2019년 10월23일(수) ~ 25일(금) 

장소 일본 Makuhari Messe, Japan  

홈페이지 http://www.japan-it.jp/en/About_Autumn/ 

전시 내용 

1. Japan IT Week Autumn은 다양한 최신 소프트웨어 및 솔루션을 경험할 수 있는 

전시회로 Cloud Computing Expo, Information Security Expo, Mobile Solutions Expo,  

Big Data Expo 등 각 다른 섹터가 동시 개최되어 큰 시너지 효과 창출을 기대 가능  

2. 또한, 각종 솔루션과 업계 전문가가 총 집결하는 전시회이며, 일본에서의 실질적인  

비즈니스가 이루어지는 전시회  

성과 

1. 글로벌 시장 환경 및 발전정도 파악 

2. 해외 수요 파악 및 바이어 발굴 

3. 인공지능 분야의 기술정보 및 경쟁사 동향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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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활동 – 2019년 05 
해외 전시회 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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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6년 주요 활동 05 
년 / 월 주   요   연   혁 비 고 

2015.05.07 협동조합 설립 신고   

15.05.27 사업자 등록 신고   

15.06.17 서울시와 MOU 체결   

15.07.01 일본 Content Solutions 2015 참석 

15.08.19 태국 전시회 참석(8월 19일 ~ 20일) NIPA 사업 

15.09.21 몽골 서울시 정책 포럼 참석 NIPA 사업 

15.12.01 DG ICT 간담회(대구경북지역 ICT협회)  더브릿지소프트 

15.12.03 카자흐스탄 방문 BIC 

15.12.10 베트남(호치민) KOREA ICT DAY 2015 참석 NIPA 사업  

2016.05.24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 베트남해외시장조사단 참석 더브릿지소프트, 시큐에이스 

16.06.08 제6차 서울시 국제도시개발민관협력 포럼 SBN, SR포스트, 도전하는사람들 

16.06.28 제1차 전자정부 수출진흥협의회 참석 

16.12.13 우즈베키스탄 전자정부 사업 시찰단 방문 SBN, SR포스트 

16.12.19 제2차 전자정부 수출진흥협의회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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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주요 활동 05 

년 / 월 주   요   연   혁 비 고 

17.12.21 
우즈베키스탄 정통부 산하 국영기업 UNICON과 계약성사 

 (KOSMIC 조합사, 민원시스템 구축) 

17.12 르완다 Phase2 프로젝트 준비,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 구축수주 르완다 

17.12.7~12.9 
인도네시아 정보통신방송전문가 초청 포럼 

( 서울시의 우수공무원 초청 프로그램(’18년 예정)을 통해 서울시  
전자정부에 대한 벤치마킹 희망) 

 자카르타 

17.11.19~25 2017년 중유럽/CIS 정보통신방송 비즈니스 상담회 벨라루스 민스크시 

17.9.14~15 

이란 정보통신부 방문 

(18년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 구축 사업 기회 발굴 

    ’18년 대국민 민원포탈시스템 구축 기회 발굴) 

테헤란 

17.7월~12월 

 르완다 투자개발청(RDB) F/S  

(18년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 업무관리시스템, 민원포탈시스템 구축 

사업 기회 발굴) 

키갈리시 

17. 7.1~7.5 
타쉬켄트시-서울시 도시정책포럼 및 도시간 협력 MOU 

(타쉬켄트시 중장기 정보화전략계획(ISP) 필요성 재확인 ) 
타쉬켄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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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주요 활동 05 

대상국가 주   요   계 획 

우즈베키스탄 

(타쉬켄트시) 

   정보화전략계획(ISP) 실행 유도 

   디지털시장실, 다산콜센터, 응답소 구축 등에 초점 

르완다     르완다 RISA 주요 인사 ‘18년 2월 방문 예정 

이란   NIPA 사업으로 향정정보공동이용센터 구축 FS 제안 

튀니지   NIA 사업으로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 구축 FS 제안 

폴란드 
   바르샤바시에서 발주하는 관심용역(교통카드, 이파킹, 민원포털)에입찰 참여, 

   정책포럼/기술학교 개최 

벨라루스    민스크시 방문일정 타진 및 서울시/KOSMIC 우수 정보 시스템 소개 

러시아    모스크바시 방문일정 타진 및 서울시/KOSMIC 우수정보시스템 소개 

인도네시아    ’18년 정책포럼 및 기술학교 세미나 진행 

사우디아라비아     스마트시티 부분 ICT 수주협상 진행 



Thank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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