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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타트업 발굴∙육성 프로그램   

                 FIT4START 참가 기업 모집 안내 
 

-FIT4START 참가 기업 모집 안내- 
○ 취 지: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보유한 스타트업 지원 및 육성  

○ 참가 대상: 유럽 진출을 원하는 2인 이상, 5년 미만의 ICT, 헬스 테크 초기 스타트업  

○ 모집 기한: 룩셈부르크 시간 2019년 1월 28일 (월) 12:00 am  

(한국 시간으로는 2019년 1월 28일 (월) 08:00 am 이오나 확실한 접수를 

위해 한국 시간으로 27일(일)까지 지원 후 접수 확인 하시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 제공 프로그램: 5만 유로(약 6,400만원 상당) 프로젝트 지원금과 4개월(16주)간의 코칭, 

전용 업무 공간 등의 혜택  

○ 진행절차: 참가 지원서 온라인 제출-> 서류심사 -> 현장 피칭 발표 심사 -> 선발 

-> 룩셈부르크 현지 4개월 인큐베이션 프로그램  

○ 지원방법: 홈페이지에서 참가 지원서 작성 및 제출  

(홈페이지 지원 링크에서 문항 답변 및 엘리베이터 피치 영상(최대 1분)을 

Url 링크 형태로 제출) 

○ 홈페이지 지원 링크: https://fit4start.luxinnovation.lu/ 

○ 문 의 처: 주한 룩셈부르크 대표부 (T. 02-777-2552)  

○ 주 관: 룩스이노베이션(Luxinnovation)  

 

룩셈부르크 정부 산하 기관 룩스이노베이션(Luxinnovation)에서 혁신적인 ICT, 헬스 테크 

스타트업 발굴 및 지원을 위해 2019년도 상반기 핏포스타트(FIT4START) 프로그램 참가  

기업을 모집합니다.  

 

‘핏포스타트’ 프로그램은 유럽 진출을 원하는 2인 이상, 설립 5년 미만의 초기 스타트업 

기업들에게 성공적인 유럽 비즈니스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스타트업 발굴∙육성 프로그램

(인큐베이션 프로그램)으로 1년에 2차례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지 발표 및 심사 과정을 거

쳐 최종 선발된 기업들에게는 최대 50,000 유로(약 6천 4백만원 상당)의 지원금과 4개월

간의 코칭, 전용 업무 공간 등의 혜택이 제공됩니다.  

 

지원 대상은 프로젝트 사업화에 필요한 아이디어를 보유한 ICT, 헬스 테크 초기 스타트업 

이며, 신청은 온라인상의 간단한 절차를 통해 가능합니다. 유럽 진출을 위한 성공적인 발

판 마련에 도전해보시길 바랍니다. 

 
o16주 전문가 코칭 프로그램  o룩셈부르크 인큐베이터 시설 사용  

o50,000 유로의 프로젝트 지원금  

-선발 기업의 1만 유로 책임 투자 필요  

-지원금은 4개월 동안의 프로젝트 상업화를 위한 지원금 

o성공적인 프로그램 수료 후 50,000 유로 이상 투자를 받은  

 기업에게는 룩셈부르크 경제부에서 100,000유로 추가 지원 가능 

o역동적인 스타트업 생태계 내에서의 네트워킹 및 자금 조달 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