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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DMC입주기업 지원사업 결과

2013. 1

경제진흥실

(투자유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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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입주기업 효율적 R&D 지원(산학협력 기술사업화)

   사업개요

○ 기업 경쟁력의 핵심인 지재권 심의 산학 력 및 기술사업화 지원

○ 산학연구회 연구과제 지원,기술거래마켓 및 로드맵 코칭,R&D역량 강화 교육 추진

   추진내용
○ 산학 력 R&D지원 (3개 과제)

-지원 상 :DMC산학연구회에서 도출된 사업화 가능 R&D과제

-총 연구개발비의 50% 한도에서 지원 (과제당 최  45백만원)

-성과물에 한 지분 확보 :지식재산권 등 연구성과물(Intellectualproperty)공동소유,

기술사업화 시 해당 기술에 한 지분율 20% 확보

-지원과제 모집  선정결과

주 기 과제명

(주)디지털존 모바일 기반 증명서의 자문서 유통 기술 개발

(주)탁툰엔터 라이즈 TV시리스 애니메이션 <갤럭시 키즈>의 캐릭터/ 로덕션   디자인 개발

(주)두커뮤니 이션즈 창의  인재양성을 한 실 형 역량 심 모델 기반 스마트러닝 서비스 개발

※ 창투사,정부과제기 ,기술사업화기  등 다양한 분야 문가로 평가 원 Pool

구성 후,과제 신청 기 에서 추첨하여 평가 원을 구성하여 평가 실시

○ 기술이  상담회(기술거래마켓)추진

- 국 항 우 기술로드쇼 참가 (2012.10.11~10.12)

-지원기업 :㈜원,(주)이노시뮬 이션,(주)티원시스템스,(주)디지털존

※ 국 항 우 로드쇼와 연계 사업 추진

-2012서울 BI우수기술 수출상담회 참가 (2012.12.12~12.13,첨단산업센터)

·DMC참가기업 :시지웨이 ,이어로직코리아,티원시스템즈

·해외 바이어 참여 황 :3개국 11개사( 국4,베트남3,태국3)

○ 선행기술조사를 통한 기술로드맵 코칭

-신제품 개발,특허(실용신안)출원 등을 한 선행기술,유사특허 검색  분석 지원

-지원기업(3개사):바닐라 리즈,앨리스,포디비

○ R&D역량강화 교육

구분 R&D 문교육 ‘13년 정부 R&D지원정책  선정 략 설명회
일시 2012.11.19(월)~12.13(목) ·2012.12.27(목)
장소 첨단산업센터 산실 ·첨단산업센터 세미나포럼장
참석자 DMC입주기업 임직원 등 20명 ·DMC입주기업 임직원 등 55명

주요내용 JAVA 로그래  (8강) 정부 R&D과제 선정 략  지원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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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고용촉진 및 인력개발

   사업개요

○ DMC입주기업 고용환경 개선 및 청년실업 해소를 한 우수인력 채용지원

○ DMC입주기업 CEO및 임직원을 한 맞춤형 교육 로그램 개설 및 운

   추진성과 및 주요내용

○ 추진성과 :총 65명 채용지원

-DMC클러스터 통합채용지원 :8개사 18명 채용(5개사 8명 정규직 환)

-DMCJobFair:13개사 39명,

-DMCCoNet수시채용지원 :4개사 8명

○ 추진내용

-DMC클러스터 통합채용지원

기업 

모집

구직자 

모집

서류

심사

인․ 성검사 

 면

합격자

통보

소양교육 

워크샵

기업

연수과정

정규직

임용

6.27~7.4 7.9~7.18 7.18~20 7.23~26 7.27 8.1~8.10 8.13~11.30 12.1

-DMCJobFair공동개최

일시 ·2012.09.20(목),10:00~17:00
장소 ·서울월드컵경기장 리셉션홀

주최/주 ·고용노동부 /서울서부고용노동지청,SBA,마포구,(주)인크루트
행사규모 ·58개기업 참가 (IT 련 :37개사,열린고용 :21개사)
주요내용 ·DMC단지 내 참여기업 모집  행사 홍보마  /DMC정보제공 부스 운

-DMCCoNet 심의 산‧학‧  연계 일자리 창출

일시 ·2012.11.23( ),11:30~13:20
장소 ·DMC첨단산업센터 7층 세미나포럼장

주요내용

·DMCCoNet-SBA-단국 학교 3자간 약 체결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한 문인력 양성  우수인재 취업 활성화 력

·단국 학교 천안캠퍼스 컴퓨터공학과/멀티미디어 학과 수시채용 

-취업 정자 상 DMC사업안내,채용기업 회사소개,입사지원자 장면

-DMCCEO아카데미&창의아카데미

구분 DMCCEO아카데미 DMC창의아카데미
일시 ·2012.9.6(목)~11.8(목) ·2012.11.19(월)~12.13(목)
장소 ·첨단산업센터 7층 세미나포럼장 ·첨단산업센터 강의실  산실
참석자 ·DMC입주기업 CEO등 45명 ·DMC입주기업 임직원 등 50명
주요

내용

·서강  MiniMOT과정 -총10강

-성공 인 4세  R&D 략 등

·일반분야(8강):B2B/ 업/홍보 등

·특화분야(8강):JAVA 로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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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DMC 기업성장 지원

   사업개요

○ DMC유망 입주기업 투자유치 지원

○ 우수 성과 입주기업 선정/시상으로 성과공유 및 동기부여

○ DMC지원시설 입주기업의 체계  리를 통한 기업성장 리시스템 구축

   추진내용 및 성과

○ DMC입주기업 투자유치 지원

투자

상담회

▸DMC투자유치 상담회 실시 (2012.9.13)

-DMC입주기업 10개사,투자기  5개사 참가

-효과 인 상담회를 해 1(기업):다수(투자기 )형식으로 진행

▸ 국 항 우 투자상담회 진행 (2012.10.11~10.12)

-참여기업 :티원시스템즈,디지털존

투자유치

컨설

▸투자유치컨설  진행 :픽스코리아,게임젠,티원시스템즈,디지털존

-투자유치 략 수립,기업분석  IR자료 제작 등

사후 리 ▸사업참여 체 기업 상 투자자 발굴  매칭 등 사후 리 지원

○ DMCAWARD및 우수사례 발표회

구분 주요내용

DMCAWARD

·DMC입주기업 상 분야별 우수기업 선정  시상(서울시장 표창)

구분 라이드상 클러스터상 네트워크상

분야
일자리 창출,

매출성장,해외수출
신성장동력산업
신제품개발성과

DMC활성화 
력비즈니스 창출

수상기업 리뉴시스템 리얼디스퀘어 모젼스랩

우수사례발표회

·DMCAWARD신청 기업 홍보  성공사례 발표 공개 경연

-“나는가수다”형식으로 발표회 참여자(청 )  문가 자투표

·BestoftheBest상 수상 :모젼스랩

○ 기업성장 리시스템 구축

구분 주요내용

기업 황

리시스템

·온·오 라인을 통한 주기 인 기업 정보 입력  리

-기업개요,연 ,경 성과,경 지표,지원 사업 참여 황  주요성과

·입주심사(1차평가)평가 시스템 구축

·입주 기업들의 성장과정  황 정보,각종 통계 자료 제공

기업역량진단

분석시스템

·핵심  주요 성장지표 도출  분석

· 재 역량  미래 재무분석 지표 설계

커뮤니 이션 툴 ·SMS,E-mail발송,설문조사 기능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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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DMC 마케팅 역량 지원

   사업개요

○ 시장잠재력 있는 DMC입주기업 랜드 강화 및 홍보마  지원

-기업 랜드 워 강화를 한 랜드컨설 ,CI/BI개발  권리취득 지원

-기업 신제품  사업 황 홍보를 한 언론매체 기사화  홍보동 상 제작 지원

   추진내용 및 성과

○ DMC입주기업 랜드강화 지원 :2개사

-참여기업 아이덴티티  특색 맞춤형 CI/BI개발  랜드 략수립

- 랜드 마인드 가시화를 한 체계 인 랜드 경 시스템 구축기반 마련

구분 ㈜바닐라 리즈 ㈜디에스멘토링

세부내용
·통합 BI신규 개발 

·국내  해외(미국)출원

·CI신규 개발  커뮤니 이션 명칭변경

·CI국내 출원

최종

결과물

○ DMC입주기업 홍보마  지원 :14개사

-유수 언론매체를 통한 기업이미지  신규아이템 등  홍보지원 (12개사)

-참여기업의 비 과 핵심사업  주요아이템 홍보를 한 기업동 상 제작 (2개사)

구분
DMC입주기업 통합 언론홍보 지원 홍보동 상 

제작지원
(2개사 지원)

한국경제
(5개사 지원)

자신문
(6개사 지원)

선택  홍보지원 
(1개사 지원)

최종

결과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