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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자 : 글로벌 진출을 원하는 중소전문기업 및 기관

참  조 : 관련 담당자

제  목 : 2019~2020년도 (사)웰니스IT협회 임회원사 신규 가입 안내

1. 귀 기업 및 기관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저희는 “맞춤형 국민행복 증진 및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을 목표로, 2013년 8월 미래창조

과학부 정보통신정책실의 정식 인가를 받아 비영리 사단법인 웰니스IT협회로 활동해왔습

니다. 2017년 11월 중소벤처기업부 해외시장정책총괄국으로 관리부처가 이전되면서, 사

단법인 글로벌중소기업지원협회(GSBC)로 협회명이 변경되었습니다. 

3. (사)글로벌중소기업지원협회(GSBC)는 정부 정책 제안 및 사업기획, 해외 국가급 사업 연

계 및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 중소전문기업 협업 시스템 구축, 국내외 온오프 유통채널 구

축, 국내외 시범사업 및 웰니스IT서비스인증 사업 등 미래융합신산업의 표준을 제시하고 

국내외 신시장을 선도하기 위해 중소전문기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 분야 : SW, HW 및 ICT 융합 분야, 맞춤형 국민행복 증진을 위한 건강, 교육,  

사회, 경제, 문화 관련 기능성 콘텐츠 분야 등

2) 대상

- 글로벌 진출을 희망하는 대한민국의 스타트업 및 중소·중견 전문법인

-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고 협력하고자 하는 전문인

3) 관련 사업 (2019)

① European Commission, Horizon 2020(약 26억 원, 9개국 참여의 다국적 사업), 

한국 대표기관으로 정책 연구, 비즈니스모델 개발, 사업화 등 참여를 원하는 

회원사와 협력할 예정(주제: 시니어 헬스케어 데이터 기반의 비즈니스)

② 7개국 10개 센터가 참여하는 GLACE(Global Alliance Center) 사업의 일환으로 

해외에 진출하고자 하는 회원사에게 파트너, 수요처, 공유오피스 등 GLACE 플

랫폼 기반의 사업 지원

③ 미국 국가조달사업 파트너 연계, 미국 정부기관 협약을 통한 미국 내 

Soft-landing 지원, 주한미국대사관, 상무관 연계 이벤트 주관 

④ 중국 국가 신도시(제조, 의료, 바이오, 화학, 유통 등) 진출을 위한 파트너 연계, 

중국 진출을 위한 컨설팅, 수요처 연계, 웰니스IT타운 및 관광단지 개발 연계



⑤ 치매예방 및 인지능력향상을 위한 대한민국 공식 SSE(Square Step Exercise) 

지도자 인증 기관(시니어 치매연령 연구, 행복IT플랫폼 기반의 행복큐레이팅 서

비스 시스템 구축 및 운영 등 자체 사업 진행)

⑥ Health2.0 Asia Conference 주관(2015~ 공식지정 행사 주관기관) 

⑦ Fund/ Invest 설명회 및 투자자 미팅 주선

⑧ 국내외 전문가 상담 연계, 전문 인력 양성 및 인증, 전문 인력 해외수출, 해외 

도시개발 컨설팅 지원 

⑨ 온라인 상거래 (O2O) 및 오프라인 판매 연계 사업 등

4. 2019년 (사)글로벌중소기업지원협회 임회원사로 신규 등록을 하실 기업, 기관 및 개인 전문

가께서는 아래의 서류를 작성하여 이메일 송부 바랍니다.

(wellnessitcoop@gmail.com 담당자 : 임정구 실장)

- 사업자등록증 사본

-    회원가입 신청서 (별첨 1)

- 협회사(기업/기관/개인) 소개서 (별첨 2)

-    협회통장사본 (별첨 3)

- 협회비 (별도 문의)

- 기타 자세한 활동은 협회 페이스북을 참조 바랍니다

     (https://www.facebook.com/gsbcwita/)

    붙임 : 별첨 1, 별첨 2, 별첨 3 각 1부 . 끝

         

사단법인 웰니스IT협회장

담당  임정구 실장 (010-6217-7218)

우편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1342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7층 (13120)

전화 (031) 703-9745 wellnessitcoop@gmail.com

mailto:wellnessitcoop@gmail.com
mailto:wellnessitcoop@gmail.com

	GSBC 신규 회원가입 안내서 2019 공문
	개요
	1. 귀 기업 및 기관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저희는 “맞춤형 국민행복 증진 및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을 목표로, 2013년 8월 미래창조과학부 정보통신정책실의 정식 인가를 받아 비영리 사단법인 웰니스IT협회로 활동해왔습니다. 2017년 11월 중소벤처기업부 해외시장정책총괄국으로 관리부처가 이전되면서, 사단법인 글로벌중소기업지원협회(GSBC)로 협회명이 변경되었습니다. 
	3. (사)글로벌중소기업지원협회(GSBC)는 정부 정책 제안 및 사업기획, 해외 국가급 사업 연계 및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 중소전문기업 협업 시스템 구축, 국내외 온오프 유통채널 구축, 국내외 시범사업 및 웰니스IT서비스인증 사업 등 미래융합신산업의 표준을 제시하고 국내외 신시장을 선도하기 위해 중소전문기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4. 2019년 (사)글로벌중소기업지원협회 임회원사로 신규 등록을 하실 기업, 기관 및 개인 전문가께서는 아래의 서류를 작성하여 이메일 송부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