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P용

출자사업 온라인접수
VICS 매뉴얼
<NOTICE>
▶ co-GP인 경우 대표GP가 1개 제안서를 대표로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 신설사인 경우 VICS 설치 및 등록이 필요합니다.
https://install.kvic.or.kr에서 VICS 설치, 회원가입 후 데이터센터로 문의해주세요.
(데이터센터 : 02-2156-2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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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1

출자사업 신청 – 출자사업 선택
① #1601 [출자사업 신청] 접속

② [신청] 클릭

③ 신청하려는 출자사업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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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1

출자사업 신청 – 조합정보 등록

② [행추가] 클릭 → GP명 검색 → [대표GP] 체크

① [조합정보] 클릭
온라인
조합명
창투조합/KVF/신기조합 등
공고문 참조하여 계정 선택
반드시 ‘원‘ 단위로 기재

공고문 참조하여 분야 선택
반드시 ‘원‘ 단위로 기재

반드시 ‘원‘ 단위로 기재
공고문 참조하여 기재

일시납/분할납/수시납

향후 보완할 내용 있을 시 기재
단, LOC/LOI 등 서류 추가 제출은 불가

②-1 공동GP인 경우
[공동Gp여부] 체크 → [행추가] 클릭 → GP명 검색

실사/2차PT 일정 안내 예정이므로 정확히 기재(접수마감 후 수정 불가)

③내용 입력
- 빨간색 삼각형 표시된 칸은 필수입력사항
- 단독GP/co-GP 관계 없이 대표펀드매니저가 2명이면
‘co-GP 대표펀드매니저 정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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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1

출자사업 신청 – 첨부파일 등록

① [첨부파일] 클릭
② [파일추가] 클릭 → 제안서 zip파일(1개) 업로드

- 제안서 접수 시에는 업로드 불필요
- 서류심사 중 서류 보완 요청 시 업로드하며, 구체적인 방법은 한국벤처투자 담당자에 문의
- 제안서 접수마감 시 누락한 파일 제출용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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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1

출자사업 신청 – 추가자료 제출

추가자료 제출 대상이 되어 한국벤처투자의 안내를 받은 경우에만 해당

① [추가자료제출] 클릭
② [수정] 클릭
- 제안서 접수 시에는 업로드 불필요
- 서류심사 통과 후 현장실사 관련 서류 업로드 (별도 안내 예정)
- 추가자료제출 대상이 되면 [파일추가][파일삭제][다운로드] 버튼 활성화

③ [파일추가] 클릭 → 업로드

파일이 여러 개일 경우 zip파일로 압축하여 1개로 업로드

- 제안서 접수 시에는 업로드 불필요
- 1차심의(서류심사, 현장실사) 통과 후 2차 PT자료 업로드(별도 안내 예정)
- 추가자료제출 대상이 되면 [파일추가][파일삭제][다운로드] 버튼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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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1

출자사업 신청 – 선정우대/추가인센티브 신청

① [선정우대] 클릭
LOC 모집비율 기재
해당 LP명 기재
LOC 모집비율 기재
해당 LP명 기재
제안서 페이지 기재
지방기업 투자비율 기재
본점 소재지 기재
※ 참고

② 공고문 참조하여 해당 계정/분야 확인
→ 해당 항목 [신청] 체크
③ 해당 항목의 세부사항 기재
파란색 글씨 참고하여 세부사항 또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제안서 페이지수 기재
비고란 기재 → 다른 칸을 클릭(마우스포인터 이동) → 저장

④ 해당 항목이 없을 시 반드시 [해당없음] 체크
① [선정우대] 클릭
② 같은 방법으로 추가인센티브 체크

③ 해당 항목이 없을 시 반드시 [해당없음]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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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1

출자사업 신청 - 제출

① 신청정보 입력 후 [저장] 클릭

② [제출] 클릭
→ 운용사 공인인증서 인증
→ ‘완료’ 확인
- ‘완료’ 시에도 제출기한까지는 수정이 가능함
- 제출 마감 후에는 제출이 되지 않으므로, 미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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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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