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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itch Your Startup 
               룩셈부르크 스타트업 경연대회 

 
1. 행사 개요 

○ 행사명 : Pitch Your Startup(룩셈부르크 스타트업 경연대회)  

○ 참가 대상 : 전세계 스타트업 기업  

○ 모집 기한 : 2017년 3월 24일 (금) 마감   

○ 본선 일시 : 2017년 5월 9일(화) 오후 4시 

○ 장 소 : European Convention Center, Kirchberg 룩셈부르크 

○ 신청 방법: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 홈페이지: http://www.pysu.e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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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아름 무역•투자 담당관 (arum.kim@luxembourg.or.kr) 

2. 행사 내용  

유럽 ICT 와 핀테크 산업 허브인 룩셈부르크는 유망 스타트업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한 스타트업 경연 대회 ‘Pitch your startup’을 3 번째로 개최 합니다. 2016 년에는 

한국 스타트업 2 곳이 본선에 진출했었습니다. 

 

ICT SPRING 박람회 기간 내 개최되는 이번 대회에서는 1 차 온라인 심사를 통해 

17 개의 유망 기업이 선정될 예정입니다. 이들 기업에게는 룩셈부르크 대표 ICT 

전시회인 ‘ICT Spring’에서 100 여명의 벤처투자자를 대상으로 기업 홍보를 할 수 

있는 특전이 주어집니다. 또한 발표 후 심사를 거쳐 최고의 스타트업으로 선발 된 

기업에는 50,000 유로의 상금이 주어집니다. 

 

스타트업 기업이면 누구나 홈페이지(www.pysu.eu)를 통해 3 월 24 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세 안내는 Pitch your startup 홈페이지를 참조하실 수 있으며, 간단한 온라인 

신청 절차와 영문 사업 기획안 제출을 통해, 50,000 유로의 상금과 최고의 

스타트업 기업의 영예를 얻는 기회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pysu.eu/
mailto:arum.kim@luxembourg.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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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CT SPRING EUROPE 2017 

                     참가 기업 모집 안내 

  
1. 행사 개요 

○ 주 제: ICT 산업박람회 및 컨퍼런스 

○ 모집 기업: IT, 핀테크, 항공우주, 제조 분야 관련 기업 

○ 일 시: 2017년 5월 9일(화) -10일(수) 

○ 장 소: European Convention Center, Kirchberg 룩셈부르크 

○ 특 전: 현지 기업 탐방, 기업 미팅 주선, 정부 관계자와의 네트워크 만찬,  

          스타트업 대상 추가 특전으로 부스 신청비 할인.  

          (1500유로의 4㎡부스를 300유로에 제공) 

○ 홈페이지: http : //www.ictspring.com/ 

○ 신청방법: 주한룩셈부르크대표부 이벤트란(www.investinluxembourg.kr)에  

             첨부된 신청서 작성 후 info@luxembourg.or.kr로 발송 

○ 모집 기한 : 2017년 3월 28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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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아름 무역•투자 담당관 (arum.kim@luxembourg.or.kr) 

 

2. 행사 내용 

유럽 IT 산업의 중심 룩셈부르크에서 'ICT Spring Europe 2017' 행사를 개최합니다.  

올해로 8회째를 맞는 'ICT Spring Europe'은 디지털 혁신을 모토로 매년 전세계 

ICT 기업 및 전문가들이 새로운 정보와 신기술을 공유하는 교류의 장입니다. 

 

올해는 핀테크(FinTech), 디지털(Digital), 우주(Space), 4차 산업혁명(Industry 4.0) 

의 4가지 주제로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으며, 부대행사인 SPACE FORUM

에는 유럽우주기구(European Space Agency), 독일우주센터(German Aerospace 

Center), 나사(NASA)를 비롯 주요 기관들이 참석합니다. 또다른 부대행사 Pitch 

Your Startup을 통해서는 유망 스타트업을 발굴해 5만유로 상금을 통한 기업 육성 

지원금을 제공합니다. 

 

지난해에는 전세계 71개국 130명의 발표자와 5,000여명의 방문객이 참석했으며, 

한국 기업들도 매년 ICT SPRING에 참석하여 유럽 비즈니스를 구체화하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박람회 참석을 통해 5억명의 소비자가 활동하는 유럽 시장의 관문 룩

셈부르크의 매력적인 사업 환경을 경험하실 수 있사오니, 유럽 진출을 고려 중인 

기업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mailto:arum.kim@luxembourg.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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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  

2016.05.08(월) ~ 05.10(수) 총 3일 
 

날짜  프로그램  
 

 

5월 8일(월)  

 

 

 

 

-룩셈부르크 경제부 방문 (룩셈부르크 및 사업 환경 설명) 

-현지 ICT 기업 방문  

-부스 설치 준비  

 

 

 

 

5월 9일(화)  

- 10일(수) 

 

-ICT SPRING 박람회 참가  
*한국 스타트업 특전: 할인된 부스 비용 300 유로(4㎡ 면적, 기존 1500유로)  

*부스 내 필요한 가구 및 물품 대여시 발생하는 추가비용은 별도 부담입니다.  

 

-정부 관계자와의 네트워크 만찬 

 

-스타트업 피칭 경연대회 ‘Pitch Your Startup’ (1페이지 안내문 참조)  

*룩셈부르크 최대 규모의 ICT 박람회에서 열리는 스타트업 경연대회 Pitch Your 

Startup 본선.  

스타트업 기업이면 누구나 3 월 24일까지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하며, 그 중 17

개 기업 선발하여 5월 9일(화) 룩셈부르크 현지에서 발표를 통한 본선 경연 후, 1

개 기업에 5만유로의 상금 제공 

 

 

*8일일정은 참가 기업들을 위해 룩셈부르크 경제부 및 현지 기관과의 협력하에 진행되는 일정입니다.  

*박람회 기간 내 항공 및 체류비는 개별 부담 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