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UNDRY EUROPE INNOVATION TESTING

스마트 빌딩 관리를 위한
혁신적인 솔루션 모집
개요
보다폰의 글로벌 스케일업 액셀러레이터인 투모로우 스트리트에서는 코비
드 이후 시대 보다폰의 사무실 빌딩 및 설비 관리를 최적화할 스마트 빌딩 솔
루션을 찾고 있습니다. 점유 트래킹, 공간 활용, 공기질, 소음 분석 등 생산성
과 웰빙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측정하는 모든 솔루션이 주요 모집 분야
이며, 건물/설비 관리 플랫폼에 통합되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앞당길
확장성 높은 솔루션을 보유하고 있는 모든 업체가 지원할 수 있습니다.
선발된 솔루션 중 글로벌 잠재력과 적합성을 가늠할 조직적 평가 단계를 거
쳐 성공 가능성이 입증된 경우, 보다폰의 유럽 설비 시설에 전개되고 보다폰
기업 고객들에게 재판매될 기회가 열릴 수 있습니다.
대상
검증된 제품과 솔루션을 보유하고 유럽 시장으로의 확장을 원하는 후기 스
타트업
참가 목적
세계 최대 통신사 중 하나인 보다폰에서 기술 쇼케이스 및 글로벌 확장 가능
한 수익 창출의 기회
테스트베드 운영사
투모로우 스트리트는 보다폰 조달 회사 및 룩셈부르크의 국영 기술 인큐
베이터인 테크노포트의 합작 투자사입니다. 보다폰은 유럽 최대의 모바
일 및 고정 네트워크 운영사이며 세계 최대의 사물 인터넷 연결 제공업체
로, 21개국에서 네트워크 운영 및 48개국의 파트너 모바일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사업화 단계:
테스팅, 신규 시장 진입
모집 분야:
빌딩 관리/분석 프롭테크
활동 및 공간 점유 트래킹
공기질 모니터링
공간 활용
소음 분석
기타 생산성 및 웰빙을 향상시킬 모든 트래킹 솔루션
사업 성숙도:
확장 가능한 자원 및 역량을 보유한 사업화 단계의 솔루션 (TRL
9단계)
기대 효과: 세계 최대 통신사의 평가 및 개념 검증(Proof Of
Concept), 유럽 시장 사업 전개 가능성
지원 마감일: 2021년 4월 30일
선발: 2021년 5월 1일 - 14일
테스트 기간: 6-8주
참가비:지원 무료. 테스트베드 운영사의 선발 이후 테스트 설계,
관리, 최종 평가에 관련된 비용이 책정되며, 출장비, 배송 및 기타
경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Where to apply?
www.foundryeurope.com/call-smart-building-mgt-kor

파운드리 유럽은 유럽 시장에서의 사업 확장을 주도하는 벤쳐 빌더 입니다. 유럽의 실
제 현업에서 요청되는 사항과 혁신적인 솔루션을 연결하고, 유럽 시장 확장을 성공으로
이끄는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www.foundryeurop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