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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R&D 파트너 KEIT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KEIT)은? (1/2)
Korea Evaluation Institute of Industrial Technology

O 세계 최고의 산업기술을 선도하는 R&D 지원 글로벌 리더

O 투명하고 전문적인 산업기술 기획/평가/관리를 통한 국가기술경쟁력 강화
MissionMission

VisionVision

 산업기술개발사업에 대한 과제 기획·평가·관리

 과제기획을 위한 산업기술의 수요, 수준 및 전망 조사

 기술개발과제의 기술적·경제적 타당성 및 재무건전성 조사

 기술혁신의 전주기 책임 관리자 제도(PD제도) 운영 및 지원

주요기능주요기능

O 2009년 5월 KEIT* 설립 - 산업부 산하 6개 기관의 R&D 기능 통합
* 1989년 10월 ITEP(舊산업기술평가원) 설립 이후 산업부 산하 6개 기관 통폐합

O 2014년 9월 대구 이전 – 정부지방이전시책에 따라 서울에서 대구로 이전

HistoryHistory



사업분야 주요내용 금액(억원) %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주력기간산업의 경쟁력제고, 미래 신산업 육성 6,214 41.3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 핵심 소재부품의 원천기술개발 2,863 19.1

글로벌전문기술개발사업 중소중견기업을 글로벌전문기업으로 육성 1,502 10.0

기타사업 기타 특수목적 기술개발 4,449 29.6

계 15,031 100.0

주요사업별 예산 비율

1조 5,031억원

10.0%
글로벌전문기술개발사업

29.6%
기타사업

19.1%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

41.3%
산업핵심기술개발

’15년 KEIT관리 예산(산업부 3조 4,660억원 중)은 1조 5,031억원 규모

* ’15년 산업부 R&D 75개 세부사업 중
산업핵심기술개발 등 46개 사업 관리

* ‘15년 중기청 R&D 관리 4,438억원 기정원 이관(2월)
- 중소기업기술혁신(2,620억원), 구매조건부(915억원), 

시장창출형(60억원), WC300(830억원),
기술로드맵(13억원) 등 4,438억원 관리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KEIT)은? (2/2)
Korea Evaluation Institute of Industrial Technology



2012~2013 1st KEIT Europe Office in Fraunhofer MOEZ (Leipzig)2012~2013 1st KEIT Europe Office in Fraunhofer MOEZ (Leipzig)

2016. 2~2018 3rd KEIT Europe Office in Berlin2016. 2~2018 3rd KEIT Europe Office in Berlin

2014~2015 2nd KEIT Europe Office in Fraunhofer MOEZ (Leipzig)2014~2015 2nd KEIT Europe Office in Fraunhofer MOEZ (Leipzig)

ㅇ Invitation from AiF Projekt GmbH : 2016. 1
ㅇ Contract of Office : 2016. 4
ㅇ Annual Evaluation : 2016. 7 (in Korea)

2016. 7.26 The Opening Ceremony of KEIT Europe Office2016. 7.26 The Opening Ceremony of KEIT Europe Office

※ KEIT 글로벌사업의 운영효율화를 위한 KEIT 유럽거점 이전 및 조기 정착

* 산업부의 국제협력(R&D) 정책변화, 글로벌기반구축(GT)사업의 2차년도 평가결과 반영

* 효율적인 국제협력 업무수행,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인 조직 구성·운영 기반 확보

<참고> KEIT 독일 거점 소개 (연역)<참고> KEIT 독일 거점 소개 (연역)



독일 산업 중핵기관 및 선진 R&D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및 강화
* (산업 중핵기관) BMWi, DIN, AiF, VDI/VDE-IT, DAAD

* (6개 주정부 협력기관) BerlinP, Saxony, NRW.Invest, gwSaal, Bayfor, FRM  

* (5대 선진R&D기관) 연DFG, 프FH, 막MPG, 라WGL, 헬HGF

* (3대 핵심 공대) 베를린공대, 아헨공대, 뮌헨공대

* (9개 재유럽한인과협) 독VekNI, 영KOSEAUK, 프ASCoF, 오KOSEAA, 

핀KOSES, 스칸KSSEA, 네KOSEANL, 스KSEAS, 벨KOSEAbe)

독일의 중소중견기업 R&D 사업 정책, 현황, 우수사례 조사 및 시사점 발굴
* 독일 산업기술 선도 ZIM 프로그램 등 정부 R&D 조사 및 분석

한-EU 간 협력 R&D Project 수요, 전문가 발굴 및 지원
* (한인과학기술자) 유럽내 한인과학기술자 기술수요조사, 과제기획 추진

=> 해외 한인과학기술자 평가위원 pool 보강

* (독일과학기술자) 독일 프라운호퍼, 아헨공대 등 대상 기술수요조사, 과제기획

* (전문가발굴) KIAT K-Tag(독일한인과학자) 내실화 / 해외컨설팅사업 현지지원

독일을 중심으로 유럽 기술, 제품, 기업, 시장 정보 수집 및 국내 제공
* (R&D Stream) 기술→ 제품→ 기업→ 시장 연계 in-depth 동향 조사

* (R&D infra) 독일 5대 연구기관 기업지원 R&D 특화 in-depth 동향 조사

<참고> KEIT 독일 거점 소개 (차별성1)<참고> KEIT 독일 거점 소개 (차별성1)



ㅇ (유럽지역 포괄 공통업무) 

① Project 기반 국제협력 R&D 수요발굴, 전문가 확보 및 과제기획

② 산업기술분야별 R&D 정책입안 지원을 위한 기술/정책 동향 조사

③ 국내 R&D의 해외 참여기관 대상 애로사항 수집 및 개선사항 발굴

(지역 특성을 반영한 업무수행 영역 설정)

ㅇ (독일지역 제한 공통업무) 

① 현지 R&D 관련 유관기관 네트워크 구축

② 거점클럽 매치메이킹 지원

③ 현지 기관 기술수요조사 발굴

ㅇ (독일지역 중점 특화업무) 

① 독일기술자컨설팅사업 DB구축(KIAT지원) 

② K-Tag 재독일한인과학자 전문가 발굴/보강(KIAT지원)

③ 대한민국 R&D 대전 관련 글로벌기술협력포럼 독일/오스트리아/폴란드 기업 유치

<참고> KEIT 독일 거점 소개 (차별성2)<참고> KEIT 독일 거점 소개 (차별성2)



KEIT Europe Office KEIT Europe Office KEIT 독일 거점 소개 (위치)KEIT 독일 거점 소개 (위치)<참고> KEIT 독일 거점 소개 (위치)<참고> KEIT 독일 거점 소개 (위치)



II KEIT 사업예산 및 주요 사업 구성



사업분야 주요내용 금액(억원) %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주력기간산업의 경쟁력제고, 미래 신산업 육성 5,051 33.1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 핵심 소재부품의 원천기술개발 2,881 7.6

글로벌전문기술개발사업 중소중견기업을 글로벌전문기업으로 육성 1,159 18.9

기타사업 기타 특수목적 기술개발 6,182 40.5

계 15,273 100.0

주요사업별 예산 비율

’16년 KEIT관리 예산은 1조 5,273억원 규모

* ’16년 산업부 R&D 92개 세부사업 중
42개 세부사업 관리

* 산업부 R&D 세부사업 기준

산업핵심기술개발

33.1%

소재부품기술

개발사업

7.6%

글로벌전문기술

개발사업

18.9%

기타사업

40.5%

2016년도 KEIT 사업예산(안) 및 주요사업 구성(1/2)

1조 5,030억원



장
기

단
기

수요지향형
(Demand Oriented)

전략선도형
(Strategy Oriented) 

Long Term
Short Term

2016년도 KEIT 사업예산(안) 및 주요사업 구성(2/2)



III KEIT 지원 주요 R&D 사업 소개



<참고> 2015년 달라진 프로세스
<기존트랙>

지정공모형 과제
<신규트랙>

품목지정형 과제
<기존트랙>

자유공모형 과제

민간의 창의적 활동

기획대상과제 확정
( Top Down)

도전․창의적 분야 제시
(경쟁기획 도입)

기업지원 중심
(Bottom Up)

기획대상과제 발굴
특허동향조사→경제성분석

과제공고(RFP) 과제공고(기술분야) 과제공고(자유주제)

개념계획서 접수 개념계획서 접수

사업계획서 접수 사업계획서 접수사업계획서 접수

사전 서면검토 사전 서면검토사전 서면검토

의견송부/보완자료제출 의견송부/보완자료제출의견송부/보완자료제출

대면평가 대면평가대면평가

수행기관 선정 수행기관 선정수행기관 선정

기획․사업자 일치
경쟁방식선행연구도입

산업핵심사업 본격도입

기획․사업자 일치
단기 소규모형 과제
글로벌전문기술사업

기획․사업자 분리
산업핵심사업

개념평가 기념평가

R&D 정책
방향 설정

과제기획(6개월)

민간기획활동
(3개월)

선정평가(2개월)

특징

당해년도
4-6월

당해년도
2-4월

당해년도
1월

전년도
7-12월

전년도
3-6월

R&BD 전략수립
기술수요조사



사업목적 Purpose

국가 성장전략에 기반한 전략기술 분야의 핵심‧원천기술 개발에 대한 집중 지원을 통해
미래신산업을육성하고주력기간산업의산업경쟁력을제고하여미래신성장동력을창출
* 사업명 변경 : 산업융합원천기술개발사업 (~ ’13) →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 ‘14)

지원내용 Program Detail

① 2016년 지원규모 : 5,795.75억원 [신규 1,410.31억원, 계속 4,385.44원]
② 창의산업, 소재부품산업, 시스템산업 등의 산업핵심기술 분야 (3대 산업분야, 26대 세부기술)

- 창의산업(4) : 지식서비스, 엔지니어링, 바이오, 나노
- 소재부품산업(11) : 금속재료, 화학공정, 섬유의류, 세라믹, 첨단뿌리기술, 주력산업IT융합, 퍼블릭디스플레이, 

시스템반도체*, 반도체공정장비*, 디스플레이*, 임베디드SW* * 산업원천기술개발사업(정진기금) 포함

- 시스템산업(11) : 로봇, 생산시스템(생산장비,산업용기계), 자동차(그린카, 스마트카), 의료기기, 조선해양, 연구장비
LED/광*, 이차전지*, 정보가전* * 산업원천기술개발사업(정진기금) 포함

③ 지원대상 : 기업, 대학, 연구소, 사업자 단체 등
④ 지원조건 : 일반적으로 3~7년, 과제 특성에 따라 차등 지원
⑤ 일정 : (‘15.12월) 신규 공고, (1~2월) 접수, (2~4월) 선정평가, (4~5월) 협약 및 사업비 지급

① 2016년 지원규모 : 5,795.75억원 [신규 1,410.31억원, 계속 4,385.44원]
② 창의산업, 소재부품산업, 시스템산업 등의 산업핵심기술 분야 (3대 산업분야, 26대 세부기술)

- 창의산업(4) : 지식서비스, 엔지니어링, 바이오, 나노
- 소재부품산업(11) : 금속재료, 화학공정, 섬유의류, 세라믹, 첨단뿌리기술, 주력산업IT융합, 퍼블릭디스플레이, 

시스템반도체*, 반도체공정장비*, 디스플레이*, 임베디드SW* * 산업원천기술개발사업(정진기금) 포함

- 시스템산업(11) : 로봇, 생산시스템(생산장비,산업용기계), 자동차(그린카, 스마트카), 의료기기, 조선해양, 연구장비
LED/광*, 이차전지*, 정보가전* * 산업원천기술개발사업(정진기금) 포함

③ 지원대상 : 기업, 대학, 연구소, 사업자 단체 등
④ 지원조건 : 일반적으로 3~7년, 과제 특성에 따라 차등 지원
⑤ 일정 : (‘15.12월) 신규 공고, (1~2월) 접수, (2~4월) 선정평가, (4~5월) 협약 및 사업비 지급

1.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 목적 및 지원내용

담 당 팀 : 평가총괄팀

Industrial Fundamental Technology Development Program
분야 : 기계소재, ICT융합, 생명의료
안내책자 34 page 참조



2016년도 신규과제 기획

주요 추진방향

1.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 2016년 주요 추진방향

ㅇ산업기술 26대 전략분야에 세계최고 수준의 중장기 산업융합·원천기술 및 혁신 제품 확보
ㅇ산업기술혁신 5개년 계획, 산업기술 R&BD전략 등에서 제시된 중장기 R&D 목표와 연계
ㅇPD(Program Director) 주관의 일관된 과제기획 추진체계 구축 및 운영
 26대 전략분야 : 지식서비스, 엔지니어링, 바이오, 나노, 금속재료, 화학공정, 섬유의류, 세라믹, 첨단뿌리기술,주력산업IT융합, 

퍼블릭디스플레이, 시스템반도체, 반도체공정장비, 디스플레이, 임베디드SW, 로봇, 연구장비, 생산시스템, 그린카, 스마트카, 
의료기기, 조선해양, LED/광, 이차전지, 정보가전

① 창의적 R&D 촉진을 위해 품목지정형 과제 확대
※ ‘14년 시범추진 (7개 과제 신규예산의 0.9%) -> ’15년 신규예산의 20% 규모 -> ’17년 30%까지 확대
※  개념계획서 평가 후 타당성이 인정된 경우(3~4배수) 본 사업계획서에 대한

② 과제 성격에 따라 “원천기술형＂과 “혁신제품형＂의 Two-Track 지원

③ 기술분야 과제간 중복지원 방지 및 시스템적 연계 강화를 위해 종합 검토체계 구축
※ NTIS/Itech 유사과제 검색, 인터넷공시, 공청회 운영 등을 통해 중복과제 방지 및 기획책임성 강화

④ 기술분야별 초고난도 과제기획 추진

⑤ R&D와 표준화, 디자인, 특허 접목 활성화 및 기술-시장 연계기획 강화
※ 표준/디자인/특허 PD 주도로 표준화 및 디자인, 특허 추진이 필요한 과제에 대해 동향조사를 실시하여 과제기획에 반영

① 창의적 R&D 촉진을 위해 품목지정형 과제 확대
※ ‘14년 시범추진 (7개 과제 신규예산의 0.9%) -> ’15년 신규예산의 20% 규모 -> ’17년 30%까지 확대
※  개념계획서 평가 후 타당성이 인정된 경우(3~4배수) 본 사업계획서에 대한

② 과제 성격에 따라 “원천기술형＂과 “혁신제품형＂의 Two-Track 지원

③ 기술분야 과제간 중복지원 방지 및 시스템적 연계 강화를 위해 종합 검토체계 구축
※ NTIS/Itech 유사과제 검색, 인터넷공시, 공청회 운영 등을 통해 중복과제 방지 및 기획책임성 강화

④ 기술분야별 초고난도 과제기획 추진

⑤ R&D와 표준화, 디자인, 특허 접목 활성화 및 기술-시장 연계기획 강화
※ 표준/디자인/특허 PD 주도로 표준화 및 디자인, 특허 추진이 필요한 과제에 대해 동향조사를 실시하여 과제기획에 반영

Industrial Fundamental Technology Development Program



추진 프로세스 수행 주체
(Top-Down)

정책방향 설정
(Bottom-up)
기술수요조사

산업부 KEIT/PD

↓
기획/품목지정 대상 후보과제 발굴(~’15.8월) PD (KEIT)

↓
기획/품목지정 대상과제 선정(’15.8월) 종합검토회의(산업부/전략기획단/KEIT)

↓
기획대상과제 세부기획 (‘15.8~10월)

(기술개발/특허/표준/디자인동향/사전경제성분석 등)
PD/분석기관 (KEIT) 

↓
기획과제(RFP) 목표검증 및 인터넷공시/공청회 개최 과제기획검증단(OSP)/KEIT

↓
기획과제(RFP) 우선순위(NEPSA평가) 도출 PD (KEIT)

↓
기획/품목지정 과제(RFP 및 품목) 사전조정 사전조정회의 (산업부/KEIT)

↓
기획과제 심의∙확정(‘15.12월) 사업심의위원회 (산업부/KEIT)

↓
신규사업 공고(‘15.12월) 산업부/KEIT

1.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 2016년 신규과제/품목 기획 절차
Industrial Fundamental Technology Development Program

2016년도 신규과제 기획 : 23개 기술분야 231개(지정공모) 과제기획 추진 (11월 기준)

※ 과제기획(RFP)공청회(11.24) , 인터넷공시(11.26~12.9), 목표검증(11.27~12.10) 등 추진

2016년도 신규과제 기획 : 23개 기술분야 231개(지정공모) 과제기획 추진 (11월 기준)

※ 과제기획(RFP)공청회(11.24) , 인터넷공시(11.26~12.9), 목표검증(11.27~12.10) 등 추진



사업목적 Purpose

국내 부품소재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글로벌 시장의 조달 참여가 유망하고, 
소재부품 및 타 분야의 기술혁신과 경쟁력 제고에 긴요한 핵심 소재 ∙ 부품기술개발 지원
핵심소재경쟁력강화사업 : WPM(World Premier Materials), 핵심소재원천기술개발, 전략적핵심소재 기술개발, 핵심방산소재기술개발

융복합소재부품개발사업 : 수요자연계형기술개발, 벤처형전문소재기술개발, 투자자연계형기술개발

지원내용 Program Detail

① 2016년 지원규모 : 2,881억원 [신규 445억원, 계속 2,436억원]

② 지원분야 : 미래시장 선점 및 기술∙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품목, 

세계 조달참여가 유망하고 무역구조 개선효과가 큰 소재∙부품

③ 지원대상 : 기업부설연구소 보유한 법인사업자 (각 세부사업별 신청자격 참조)

④ 중점추진사항 : 소재 특성(high risk, high return)을 고려하여 장기간 지속적인 투자로 기술개발 지원,   
글로벌 소싱 참여가 유망하고 소재부품산업 경쟁력 제고에 긴요한 핵심소재부품 기술개발

⑤ 지원기간 : (핵심소재경쟁력강화) 7~10년 이내, (융복합소재부품개발) 3~5년 이내

⑥ 일정 : (12월) 신규 공고, (1월) 접수, (1~2월) 선정평가, (3월) 협약 및 사업비 지급

① 2016년 지원규모 : 2,881억원 [신규 445억원, 계속 2,436억원]

② 지원분야 : 미래시장 선점 및 기술∙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품목, 

세계 조달참여가 유망하고 무역구조 개선효과가 큰 소재∙부품

③ 지원대상 : 기업부설연구소 보유한 법인사업자 (각 세부사업별 신청자격 참조)

④ 중점추진사항 : 소재 특성(high risk, high return)을 고려하여 장기간 지속적인 투자로 기술개발 지원,   
글로벌 소싱 참여가 유망하고 소재부품산업 경쟁력 제고에 긴요한 핵심소재부품 기술개발

⑤ 지원기간 : (핵심소재경쟁력강화) 7~10년 이내, (융복합소재부품개발) 3~5년 이내

⑥ 일정 : (12월) 신규 공고, (1월) 접수, (1~2월) 선정평가, (3월) 협약 및 사업비 지급

2.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 - 목적 및 지원내용

담 당 팀 : 소재부품평가팀

Materials & Components Technology Development Program
분야 : 기계소재
안내책자 39 page 참조



사업목적 Purpose

지원내용 Program Detail

① 2016년 지원규모 : 751.76억원 [신규 249.5억원, 계속 502.26억원]
② 지원분야 : 우수 기업부설연구소를 우수기술연구센터로 지정, 세계일류수준의 기업부설연구소

육성
③ 지원대상 : 세계 일류기술에 대한 경쟁력 확보를 위해 우수한 기술 잠재력을 보유한 중소∙중견

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를 집중 지원
④ 지원기간 : 총 기술개발기간 5년 이내(2단계로 구분하여 단계평가 통해 차기 단계 지원)
⑤ 일정 : (12월) 신규 공고 , (1~2월) 접수, (2~4월) 평가, (5월) 협약 및 사업비 지급

① 2016년 지원규모 : 751.76억원 [신규 249.5억원, 계속 502.26억원]
② 지원분야 : 우수 기업부설연구소를 우수기술연구센터로 지정, 세계일류수준의 기업부설연구소

육성
③ 지원대상 : 세계 일류기술에 대한 경쟁력 확보를 위해 우수한 기술 잠재력을 보유한 중소∙중견

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를 집중 지원
④ 지원기간 : 총 기술개발기간 5년 이내(2단계로 구분하여 단계평가 통해 차기 단계 지원)
⑤ 일정 : (12월) 신규 공고 , (1~2월) 접수, (2~4월) 평가, (5월) 협약 및 사업비 지급

3. 우수기술연구센터(ATC) 사업 - 목적 및 지원내용

담 당 팀 : 혁신기업디자인평가팀

세계 일류기술에 대한 경쟁력 확보를 위해 우수한 기술 잠재력을 보유한 기업부설연구소룰
집중 지원

분야 : 기계소재
안내책자 43 page 참조



사업목적 Purpose

섬유생활스트림간협력기술개발사업 섬유패션스트림간(또는섬유패션산업과他산업간) 기획-기술개발-생산-
마케팅등을공동추진하려는컨소시엄에기술개발자금을지원하여신기술및차별화제품개발을촉진
 섬유스트림, 패션스트림, 성숙산업고도화

해양융복합소재산업화사업 해양산업에서필요로하는소재∙부품들의수입대체및해외수출로,해양
융복합소재산업생태계제고및혁신소재중심의산업구조개편
 해양융복합소재기술개발, 해양융복합소재기반화구축

지원내용 Program Detail

① 2016년 지원규모 : 428.7억원 [신규 174.4억원, 계속 254.3억원]
② 지원분야 : (섬유) 섬유패션산업(또는 타 사업과의) 스트림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의 신기술 및 차별화 제품 개발

(해양) 해양산업 소재∙부품의 수입 대체 및 수출 확대가 가능한 혁신소재 개발
③ 지원대상 : (섬유) 주관 : 중소∙중견기업(개인사업자 포함) / 참여 : 제한없음

(해양) 주관 : 중소∙중견기업(법인사업자), 대학교, 비영리기관 / 참여 : 산업기술개발사업 실시기관
④ 중점추진사항 : (섬유) 한-중 FTA 대응을 위한 주력 수출품목 차별화 기술,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 지원

(해양) 해양 융복합소재 분야의 기술개발 및 기반확충 연계 중점 지원
⑤ 지원기간 : (섬유) 3년 이내, (해양) 5~6년(공고 시 RFP 참조)

⑥ 일정 : (12월) 신규 공고 , (1~5월) 접수 및 평가(개념계획서, 사업계획서), (5~6월) 협약 및 사업비 지급
* 상기 일정은 섬유에만 해당하며, 해양은 ’16년 신규예산 없음

① 2016년 지원규모 : 428.7억원 [신규 174.4억원, 계속 254.3억원]
② 지원분야 : (섬유) 섬유패션산업(또는 타 사업과의) 스트림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의 신기술 및 차별화 제품 개발

(해양) 해양산업 소재∙부품의 수입 대체 및 수출 확대가 가능한 혁신소재 개발
③ 지원대상 : (섬유) 주관 : 중소∙중견기업(개인사업자 포함) / 참여 : 제한없음

(해양) 주관 : 중소∙중견기업(법인사업자), 대학교, 비영리기관 / 참여 : 산업기술개발사업 실시기관
④ 중점추진사항 : (섬유) 한-중 FTA 대응을 위한 주력 수출품목 차별화 기술,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 지원

(해양) 해양 융복합소재 분야의 기술개발 및 기반확충 연계 중점 지원
⑤ 지원기간 : (섬유) 3년 이내, (해양) 5~6년(공고 시 RFP 참조)

⑥ 일정 : (12월) 신규 공고 , (1~5월) 접수 및 평가(개념계획서, 사업계획서), (5~6월) 협약 및 사업비 지급
* 상기 일정은 섬유에만 해당하며, 해양은 ’16년 신규예산 없음

4. 소재부품산업전문기술개발사업 - 목적 및 지원내용

담 당 팀 : 섬유화학금속평가팀

분야 : 기계소재
안내책자 46 page 참조



사업목적 Purpose

전문지식･창의성 등 인적 역량에 의하여 경쟁력이 결정되는 기획･설계 분야 우수한 역량을
보유한 두뇌역량우수전문기업에 대한 기술개발 지원

지원내용 Program Detail

① 2016년 지원규모 : 36.2억원 [신규 22.2억원 내외, 계속 14억원 내외]

② 지원분야 : 두뇌 분야(엔지니어링, 디자인, 임베디드SW, 시스템반도체, 바이오)

③ 지원대상 : 주관기관 ｢K-BrainPower(두뇌역량우수전문기업)｣에 한하며, 참여기관은 제한없음

④ 중점추진사항 : 두뇌 전문기업이 직접 주도하여 기획･설계 기술역량을 확보･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

⑤ 지원기간 및 규모 : 3년 이내, 과제당 정부출연금 3억원/년 이내

⑥ 일정 : (12월) 신규 공고, (1월) 개념계획서 접수, (2월) 개념계획서 평가, (3월) 사업계획서 접수,

(4~5월) 과제별 선정평가, (5~6월) 협약 및 사업비 지급

※ 상기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① 2016년 지원규모 : 36.2억원 [신규 22.2억원 내외, 계속 14억원 내외]

② 지원분야 : 두뇌 분야(엔지니어링, 디자인, 임베디드SW, 시스템반도체, 바이오)

③ 지원대상 : 주관기관 ｢K-BrainPower(두뇌역량우수전문기업)｣에 한하며, 참여기관은 제한없음

④ 중점추진사항 : 두뇌 전문기업이 직접 주도하여 기획･설계 기술역량을 확보･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

⑤ 지원기간 및 규모 : 3년 이내, 과제당 정부출연금 3억원/년 이내

⑥ 일정 : (12월) 신규 공고, (1월) 개념계획서 접수, (2월) 개념계획서 평가, (3월) 사업계획서 접수,

(4~5월) 과제별 선정평가, (5~6월) 협약 및 사업비 지급

※ 상기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5-가. 두뇌역량우수전문기업기술개발사업 - 목적 및 지원내용

담 당 팀 : 혁신기업디자인평가팀

분야 : 기계소재
안내책자 51 page 참조



사업목적 Purpose

생활산업 분야의 고부가가치 기술개발을 통해 글로벌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명품
브랜드 및 글로벌 전문기업 육성
세부사업 : 생활산업 제품개발, 생활산업 한류콘텐츠 협업 비즈니스 개발, 글로벌 생활명품

지원내용 Program Detail

① 2016년 지원규모 : 69.06원 [신규 35.5억원 내외, 계속 33.56억원 내외]

② 지원분야 : 생활산업 전 분야

③ 지원대상 : 주관기관은 중소·중견기업에 한하며, 참여기관은 제한 없음

④ 중점추진사항 : 

ㅇ 민간 수요와 정책(한․중 FTA 발효시 생활산업분중 취약 항목 강화) 반영

ㅇ 기업의 창의적이고 자율적인 연구개발을 촉진

ㅇ 제품 가치 제고를 위한 디자인기업과의 협업을 강화

⑤ 지원기간 : 총 기술개발 기간 3년 이내에 연간 3억원 내외 지원

⑥ 일정 : (1월) 신규 공고, (2월) 개념계획서 접수, (3월) 개념계획서 평가, (4월) 사업계획서 접수

(4~5월) 선정평가, (6월) 협약 및 사업비 지급

① 2016년 지원규모 : 69.06원 [신규 35.5억원 내외, 계속 33.56억원 내외]

② 지원분야 : 생활산업 전 분야

③ 지원대상 : 주관기관은 중소·중견기업에 한하며, 참여기관은 제한 없음

④ 중점추진사항 : 

ㅇ 민간 수요와 정책(한․중 FTA 발효시 생활산업분중 취약 항목 강화) 반영

ㅇ 기업의 창의적이고 자율적인 연구개발을 촉진

ㅇ 제품 가치 제고를 위한 디자인기업과의 협업을 강화

⑤ 지원기간 : 총 기술개발 기간 3년 이내에 연간 3억원 내외 지원

⑥ 일정 : (1월) 신규 공고, (2월) 개념계획서 접수, (3월) 개념계획서 평가, (4월) 사업계획서 접수

(4~5월) 선정평가, (6월) 협약 및 사업비 지급

5-나. 생활산업고도화기술개발사업 - 목적 및 지원내용

담 당 팀 : 혁신기업디자인평가팀

분야 : 기계소재
안내책자 54 page 참조



사업목적 Purpose

중소·중견 기업이 융합을 통해 혁신적인 성장 기반을 마련하도록 산업융합 신제품
개발을 지원하고 산업융합 신제품의 인증기술개발을 지원

지원내용 Program Detail

① 2016년 지원규모 : 54.46억원 [신규 8.74억원 내외, 계속 45.72억원 내외]

② 지원분야 : 중소·중견 기업 산업융합 신제품 개발촉진 및 공통활용 정보 개발 분야

③ 지원대상 : 기업, 대학, 정부출연(연), 국공립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기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 실시기관 등

④ 중점추진사항 : 중소·중견기업의 산업융합 신제품 개발촉진을 위한 산업융합 공통정보 개발 및

활용사업 추진

⑤ 지원기간 및 규모 : 3년 이내, 과제당 정부출연금 3억원/년 이내

⑥ 일정 : (1~2월) 연구기획, (3~4월)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5월) 과제별 선정평가, (6월) 협약 및 사업비 지급

※ 지원규모 및 상기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① 2016년 지원규모 : 54.46억원 [신규 8.74억원 내외, 계속 45.72억원 내외]

② 지원분야 : 중소·중견 기업 산업융합 신제품 개발촉진 및 공통활용 정보 개발 분야

③ 지원대상 : 기업, 대학, 정부출연(연), 국공립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기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 실시기관 등

④ 중점추진사항 : 중소·중견기업의 산업융합 신제품 개발촉진을 위한 산업융합 공통정보 개발 및

활용사업 추진

⑤ 지원기간 및 규모 : 3년 이내, 과제당 정부출연금 3억원/년 이내

⑥ 일정 : (1~2월) 연구기획, (3~4월)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5월) 과제별 선정평가, (6월) 협약 및 사업비 지급

※ 지원규모 및 상기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5-다. 산업융합촉진사업 - 목적 및 지원내용

담 당 팀 : 바이오나노융합평가팀

분야 : 기계소재
안내책자 57 page 참조



사업목적 Purpose

국내 튜닝부품, 청정생산의 기술혁신 역량을 보유한 중소·중견기업의 핵심기술 개발 지원을
통해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육성
튜닝부품기술개발사업 : 해외튜닝전문업체의국내진출에대항할수있는국내중소영세튜닝업체의경쟁력강화및국내우수기술

기업의세계튜닝시장에진출할수있는기술력강화와수출지원
청정생산기반전문기술개발 : 제품설계및생산단계에서오염물질의발생을사전에제거감축하는청정기반기술개발및비관세무역

장벽화되는국제환경규제에대응하기위한기술개발지원
그린자동차부품실용화및실증연구* : 세계적인자동차환경규제강화, 미국무공해자동차판매의무화법규등전력기반(구동시스템, 

에너지시스템, 공통핵심부품, 플랫폼효율향상, 부품실증등) 그린자동차시장선제적대응기술개발지원
(※동사업은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의‘16년신규사업으로2/4분기별도공고예정)

지원내용 Program Detail

① 2016년 지원규모 : 250.62억원 [신규 107.7억원, 계속 142.92억원]

② 지원분야 : 튜닝부품 및 청정생산 기술혁신 역량을 보유한 중소중견기업 핵심기술개발 지원

③ 지원대상 : 주관기관은 중소·중견기업에 한하며, 참여기관은 제한없음
④ 중점추진사항 : (튜닝부품) 기존 영세 튜닝 부품 제조사 대상으로 내구 신뢰성 확보 등 『고장진단 및 품질개선型 기술개발』,                                 

기술력을 보유한 튜닝 제조사 및 완성차 납품 부품업체는 『고성능부품기반型 기술개발』지원
(청정생산) 규제강화에 따른 산업계 수요 증가, 규제 선점을 통한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을 위해 국제환경

규제 대응기술 분야에 집중, 청정공정 및 녹색제품 개발과 관련된 기술 분야에 지원 강화

⑤ 지원기간 : 3년 이내

⑥ 일정 : (12월) 공고, (1월) 접수, (2~5월) 선정평가, (6월) 협약 및 사업비 지급

① 2016년 지원규모 : 250.62억원 [신규 107.7억원, 계속 142.92억원]

② 지원분야 : 튜닝부품 및 청정생산 기술혁신 역량을 보유한 중소중견기업 핵심기술개발 지원

③ 지원대상 : 주관기관은 중소·중견기업에 한하며, 참여기관은 제한없음
④ 중점추진사항 : (튜닝부품) 기존 영세 튜닝 부품 제조사 대상으로 내구 신뢰성 확보 등 『고장진단 및 품질개선型 기술개발』,                                 

기술력을 보유한 튜닝 제조사 및 완성차 납품 부품업체는 『고성능부품기반型 기술개발』지원
(청정생산) 규제강화에 따른 산업계 수요 증가, 규제 선점을 통한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을 위해 국제환경

규제 대응기술 분야에 집중, 청정공정 및 녹색제품 개발과 관련된 기술 분야에 지원 강화

⑤ 지원기간 : 3년 이내

⑥ 일정 : (12월) 공고, (1월) 접수, (2~5월) 선정평가, (6월) 협약 및 사업비 지급

6. 생산시스템산업전문기술개발사업 - 목적 및 지원내용

담 당 팀 : 수송플랜트평가팀

Manufacturing System Industry Technology Development Program
분야 : 기계소재
안내책자 60 page 참조



사업목적 Purpose

중소 ∙ 중견기업을 전자시스템 전문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기술개발 지원
내역사업 :  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 첨단의료기기생산수출단지지원, 핵심의료기기제품화기술개발, 녹색산업선도형이차전지기술개발,

중대형이차전지상용화기술개발, 장비연계형3D프린팅소재기술개발, 레이저핵심부품국제공동개발 등7개사업

지원내용 Program Detail

① 2016년 지원규모 : 347.18억원 [신규 99.7억원, 계속 247.48억원]

② 지원분야 : 의료기기, 이차전지 전극 등 핵심소재부품, 3D프린팅 장비 및 소재 등

③ 지원대상 : 기업부설연구소 보유한 법인사업자 (각 세부사업별 신청자격 참조)

④ 중점추진사항 : 의료기기분야 산업체 애로기술, 첨단의료기기 해외인증획득에 필요한 기술, 중대형
리튬이차전지 제품의 조기 상용화, 레이저 핵심부품 및 모듈 개발

⑤ 지원기간 : 3~7년 이내 (각 사업별 상이)

⑥ 일정 : (‘15.12~’16.3월) 신규공고, (2~4월) 접수, (2~6월) 선정평가, (4~월) 협약 및 사업비 지급

※ 세부사업 공고시 자세한 추진 일정 등 참고(상기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① 2016년 지원규모 : 347.18억원 [신규 99.7억원, 계속 247.48억원]

② 지원분야 : 의료기기, 이차전지 전극 등 핵심소재부품, 3D프린팅 장비 및 소재 등

③ 지원대상 : 기업부설연구소 보유한 법인사업자 (각 세부사업별 신청자격 참조)

④ 중점추진사항 : 의료기기분야 산업체 애로기술, 첨단의료기기 해외인증획득에 필요한 기술, 중대형
리튬이차전지 제품의 조기 상용화, 레이저 핵심부품 및 모듈 개발

⑤ 지원기간 : 3~7년 이내 (각 사업별 상이)

⑥ 일정 : (‘15.12~’16.3월) 신규공고, (2~4월) 접수, (2~6월) 선정평가, (4~월) 협약 및 사업비 지급

※ 세부사업 공고시 자세한 추진 일정 등 참고(상기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7. 전자시스템전문기술개발사업 - 목적 및 지원내용

담 당 팀 : 전자전기평가팀

Electronic System Professional Technology Development Program
분야 : 생명의료
안내책자 64 page 참조



사업목적 Purpose

지원내용 Program Detail

① 2016년 지원규모 : 300억원 [신규 75억원, 계속 225억원]

② 지원분야 : 사업화 목적의 항공기 탑재부품 개발(수출 및 국산화 기술개발), 

기술 자립화 및 해외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항공부품 원천핵심기술 개발

③ 지원대상 : 기업, 대학, 정부출연(연), 국공립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연구조합 등

④ 중점추진사항 : 항공우주 부품ㆍ소재 기술개발로 세계적 항공우주부품 공급 기지화 및

항공우주분야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한 신기술 개발

⑤ 지원기간 : 5년 이내

⑥ 일정 : (4월) 신규 공고, (4월) 접수, (5월) 선정평가, (5월) 협약 및 사업비 지급

① 2016년 지원규모 : 300억원 [신규 75억원, 계속 225억원]

② 지원분야 : 사업화 목적의 항공기 탑재부품 개발(수출 및 국산화 기술개발), 

기술 자립화 및 해외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항공부품 원천핵심기술 개발

③ 지원대상 : 기업, 대학, 정부출연(연), 국공립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연구조합 등

④ 중점추진사항 : 항공우주 부품ㆍ소재 기술개발로 세계적 항공우주부품 공급 기지화 및

항공우주분야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한 신기술 개발

⑤ 지원기간 : 5년 이내

⑥ 일정 : (4월) 신규 공고, (4월) 접수, (5월) 선정평가, (5월) 협약 및 사업비 지급

8. 항공우주부품기술개발사업

담 당 팀 : 수송플랜트평가팀

ㅇ 항공우주 부품소재 국산화로 기술자립 및 수입대체 기반 구축

ㅇ 첨단 항공우주 기술파급을 통한 고부가가치형 산업구조 개선

ㅇ 항공우주분야 신산업 육성 기여로 고용증대 및 수출산업화 달성

분야 : 공공우주
안내책자 67 page 참조



사업목적 Purpose

국민 전체가 체감할 수 있으며 일생생활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안전 제품 개발 및 국가 안
전 서비스 고도화를 통해 국민 안전을 확보하고, 관련 중소·중견기업 육성으로 안전 산업의
활성화 추진
국민생활안전기술 : 국민의일상생활중위험및위해요소들을사전에제거하고, 신속히대처할수있도록지원하는제품및서비스개발

공공사회안전기술 : 중국민의생명을직접적으로보호해주는고도화된안전제품및서비스개발

지원내용 Program Detail

① 2016년 지원규모 : 92억원 [신규 28억원 내외, 계속 64억원 내외]

② 지원분야 : 국민생활안전기술(가정/학교생활·산업현장·레저), 공공사회안전기술(범죄·소방·해상)

③ 지원대상 : 기업/대학/연구소/협회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실시기관

④ 중점추진사항 : 안전 제품 및 서비스 고도화와 관련 중소·중견기업 지원

⑤ 지원기간 : 사업기간 3년 내외, 과제당 정부출연금 5억원/년 이내

⑥ 일정 : (3월) 신규 공고, (3월) 접수, (5월) 선정평가, (6월) 협약 및 사업비 지급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① 2016년 지원규모 : 92억원 [신규 28억원 내외, 계속 64억원 내외]

② 지원분야 : 국민생활안전기술(가정/학교생활·산업현장·레저), 공공사회안전기술(범죄·소방·해상)

③ 지원대상 : 기업/대학/연구소/협회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실시기관

④ 중점추진사항 : 안전 제품 및 서비스 고도화와 관련 중소·중견기업 지원

⑤ 지원기간 : 사업기간 3년 내외, 과제당 정부출연금 5억원/년 이내

⑥ 일정 : (3월) 신규 공고, (3월) 접수, (5월) 선정평가, (6월) 협약 및 사업비 지급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9. 국민안전증진기술개발사업 - 목적 및 지원내용

담 당 팀 : 혁신기업디자인평가팀

분야 : 생명의료
안내책자 70 page 참조



사업목적 Purpose

신성장동력산업과 자립화가 미약한 장비산업의 균형발전을 위해 신성장동력 4대분야(반도
체, 디스플레이, LED, 그린수송) 장비산업의 기술경쟁력 확보 지원

지원내용 Program Detail

① 2016년 지원규모 : 271.10억원 [신규 93.68억원, 계속 177.42억원]

② 지원분야 : 

장비상용화 기술개발 : 신성장동력 4대 분야 장비의 상용화 기술개발

공통핵심 기술개발 : 2개 이상 분야의 장비에 공통적으로 활용 가능한 세계 최고 수준의 핵심기술 개발

③ 지원대상 : 기업, 대학, 정부출연(연), 국공립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기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 실시기관 등

④ 중점추진사항 : 국가 미래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신성장동력 제품의 조기양산화를 지원하는

수요맞춤형 제조장비를 개발하여 수요산업과 장비산업간 균형 동반성장 및 생태계 경쟁력 강화

⑤ 지원기간 : 장비상용화 3년 이내, 연간 10억원 이내, 공통핵심 5년 이내, 연간 10억원 이내 지원

⑥ 일정 : (5~6월) 신규 공고, (6~7월) 접수, (7월) 선정평가, (8월) 협약 및 사업비 지급

① 2016년 지원규모 : 271.10억원 [신규 93.68억원, 계속 177.42억원]

② 지원분야 : 

장비상용화 기술개발 : 신성장동력 4대 분야 장비의 상용화 기술개발

공통핵심 기술개발 : 2개 이상 분야의 장비에 공통적으로 활용 가능한 세계 최고 수준의 핵심기술 개발

③ 지원대상 : 기업, 대학, 정부출연(연), 국공립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기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 실시기관 등

④ 중점추진사항 : 국가 미래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신성장동력 제품의 조기양산화를 지원하는

수요맞춤형 제조장비를 개발하여 수요산업과 장비산업간 균형 동반성장 및 생태계 경쟁력 강화

⑤ 지원기간 : 장비상용화 3년 이내, 연간 10억원 이내, 공통핵심 5년 이내, 연간 10억원 이내 지원

⑥ 일정 : (5~6월) 신규 공고, (6~7월) 접수, (7월) 선정평가, (8월) 협약 및 사업비 지급

10. 신성장동력장비경쟁력강화사업

산업부 : 기계로봇과
KEIT : 기계로봇평가팀

분야 : 기계소재
안내책자 73 page 참조



사업목적 Purpose

(투명플렉시블) 미래 우리나라의 먹거리로 자리매김 할 수 있는 새로운 산업을 창출하고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산업적 파급효과가 큰 창의산업 핵심 미래선도기술 개발
(웨어러블 스마트 디바이스) 미래 사회에서 도입ㆍ사용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다양한
웨어러블 스마트 디바이스용 핵심부품 및 요소기술 개발

지원내용 Program Detail

① 2016년 지원규모 : 159억원 [신규 20억원, 계속 139억원]

② 지원분야 : (투명플렉시블)60인치이상 UD급 투명플렉시블 디스플레이 및 이를 활용한 IT융합형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개발

(웨어러블 스마트 디바이스) 웨어러블 스마트 디바이스용 핵심부품 및 요소기술

③ 지원대상 : 기업, 대학, 정부출연(연), 국공립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기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 실시기관 등

④ 중점추진사항 : 미래산업선도기술 분야 원천기술을 확보하여 신시장창출의 기반을 마련하고, 

웨어러블 스마트 디바이스 산업 활성화를 통해 전자, 섬유, 통신 등 주력산업

전반의 첨단화ㆍ고도화를 통한 중견·중소기업의 기술력을 제고

⑤ 지원기간 : 5년 이내

⑥ 일정 : (1~3월) 기획, (4월) 접수, (5~6월) 선정평가, (6월) 협약 및 사업비 지급

① 2016년 지원규모 : 159억원 [신규 20억원, 계속 139억원]

② 지원분야 : (투명플렉시블)60인치이상 UD급 투명플렉시블 디스플레이 및 이를 활용한 IT융합형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개발

(웨어러블 스마트 디바이스) 웨어러블 스마트 디바이스용 핵심부품 및 요소기술

③ 지원대상 : 기업, 대학, 정부출연(연), 국공립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기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 실시기관 등

④ 중점추진사항 : 미래산업선도기술 분야 원천기술을 확보하여 신시장창출의 기반을 마련하고, 

웨어러블 스마트 디바이스 산업 활성화를 통해 전자, 섬유, 통신 등 주력산업

전반의 첨단화ㆍ고도화를 통한 중견·중소기업의 기술력을 제고

⑤ 지원기간 : 5년 이내

⑥ 일정 : (1~3월) 기획, (4월) 접수, (5~6월) 선정평가, (6월) 협약 및 사업비 지급

11. 소재부품산업미래성장동력 - 목적 및 지원내용

담 당 팀 : 전자부품평가팀

분야 : ICT융합
안내책자 75 page 참조



사업목적 Purpose

시스템산업 분야의 우리나라 미래 먹거리로 자리매김 할 수 있는 새로운 산업을 창출하고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산업적 파급효과가 큰 분야의 핵심 미래선도 기술개발
계속내역사업 : 심해자원생산용친환경해양플랜트, 인쇄전자용초정밀연속생산시스템, 탄소섬유복합재가공시스템개발

신규내역사업 : 국민안전로봇프로젝트, 첨단공구산업기술고도화

지원내용 Program Detail

① 2016년 지원규모 : 296.04억원 [신규 55억원, 계속 241.04억원]

② 지원분야 :  시스템산업 분야의 파급효과가 큰 핵심 미래선도 기술 및 기반구축

③ 지원대상 : 기업, 대학, 연구소 등

④ 중점추진사항 :  국민안전로봇 프로젝트 및 첨단공구산업 기술고도화(’16년도 신규 지원분야)

⑤ 지원기간 : 5년 이내

⑥ 일정 : (2월) 신규 공고, (3월) 접수, (4~5월) 선정평가, (6월) 협약 및 사업비 지급

※ 상기일정은 조정될 수 있음

① 2016년 지원규모 : 296.04억원 [신규 55억원, 계속 241.04억원]

② 지원분야 :  시스템산업 분야의 파급효과가 큰 핵심 미래선도 기술 및 기반구축

③ 지원대상 : 기업, 대학, 연구소 등

④ 중점추진사항 :  국민안전로봇 프로젝트 및 첨단공구산업 기술고도화(’16년도 신규 지원분야)

⑤ 지원기간 : 5년 이내

⑥ 일정 : (2월) 신규 공고, (3월) 접수, (4~5월) 선정평가, (6월) 협약 및 사업비 지급

※ 상기일정은 조정될 수 있음

12. 시스템산업미래성장동력사업 - 목적 및 지원내용

담 당 팀 : 기계로봇평가팀

분야 : ICT융합
안내책자 78 page 참조



사업목적 Purpose

미래 우리나라의 먹거리로 자리매김 할 수 있는 새로운 산업을 창출하고 산업생태계 조성
을 위한 산업적 파급효과가 큰 창의산업 핵심 미래선도기술 개발

지원내용 Program Detail

① 2016년 지원규모 : 102억원 [신규 9억원, 계속 93억원]

② 지원분야 :  
○ 스마트 바이오 생산시스템 개발

○ PHR기반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 시스템 개발

○ 경험지식기반 체혐형 가상훈련 기술개발

③ 지원대상 : 기업, 대학, 정부출연(연), 국공립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기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 실시기관 등

④ 중점추진사항 :  창의산업 미래선도기술 분야 원천기술을 확보하여 신시장창출의 기반을 마련하고, 대·중·소

상생협력으로 산업생태계 조성 및 중견·중소기업의 기술력을 제고

⑤ 지원기간 : 과제별 특성에 따라 3~7년 이내

⑥ 일정 : (1~2월) 신규 공고, (3~4월) 선정평가, (5~6월) 협약 및 사업비 지급
※ 상기일정은 조정될 수 있음

① 2016년 지원규모 : 102억원 [신규 9억원, 계속 93억원]

② 지원분야 :  
○ 스마트 바이오 생산시스템 개발

○ PHR기반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 시스템 개발

○ 경험지식기반 체혐형 가상훈련 기술개발

③ 지원대상 : 기업, 대학, 정부출연(연), 국공립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기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 실시기관 등

④ 중점추진사항 :  창의산업 미래선도기술 분야 원천기술을 확보하여 신시장창출의 기반을 마련하고, 대·중·소

상생협력으로 산업생태계 조성 및 중견·중소기업의 기술력을 제고

⑤ 지원기간 : 과제별 특성에 따라 3~7년 이내

⑥ 일정 : (1~2월) 신규 공고, (3~4월) 선정평가, (5~6월) 협약 및 사업비 지급
※ 상기일정은 조정될 수 있음

13. 창의산업미래성장동력사업 - 목적 및 지원내용

담 당 팀 : 바이오나노융합평가팀

분야 : ICT융합
안내책자 81 page 참조



사업목적 Purpose

국제공동개발을 통한 민군 겸용 헬기 구성품 및 민수헬기(4,500Kg급) 개발

국내-국외헬기체계업체 간공동으로 국외체계업체 운용헬기를개량개발하여 2020년까지 형식인증을

획득하고, 이와병행하여 주요부품과핵심기술을 국내개발

지원내용 Program Detail

① 2016년 지원규모 : 699.63억원 [계속 699.63억원]

② 지원분야 : 민수헬기 국산화를 위한 핵심기술 개발

③ 지원대상 : 기업, 대학, 정부출연(연), 국공립연구기관 등

④ 중점추진사항 : 소형무장헬기 연계 4,500kg급 소형민수헬기 개발을 위한 체계 및

민군겸용구성품개발, 핵심기술 개발 지원

⑤ 지원기간 : 6년 이내

⑥ 일정 : (3월) 연차평가, (4월) 협약 및 사업비 지급

① 2016년 지원규모 : 699.63억원 [계속 699.63억원]

② 지원분야 : 민수헬기 국산화를 위한 핵심기술 개발

③ 지원대상 : 기업, 대학, 정부출연(연), 국공립연구기관 등

④ 중점추진사항 : 소형무장헬기 연계 4,500kg급 소형민수헬기 개발을 위한 체계 및

민군겸용구성품개발, 핵심기술 개발 지원

⑤ 지원기간 : 6년 이내

⑥ 일정 : (3월) 연차평가, (4월) 협약 및 사업비 지급

14. 소형무장헬기연계민수헬기핵심기술개발사업

담 당 팀 : 수송플랜트평가팀

분야 : 공공우주
안내책자 84 page 참조



사업목적 Purpose

맞춤형 의료 구현을 위한 국제적 수준의 유전체 연구 자원∙정보 확보 및 맞춤형 예방∙진단 ∙
치료기술 개발지원

지원내용 Program Detail

① 2016년 지원규모 : 77.2억원 [신규 19.1억원, 계속 58.1억원]

② 지원분야 : 생물정보학 기반의 분석 및 응용 플랫폼, 소프트웨어 개발 및 타부처 유전체 기초·기전

연구 결과를 활용한 고부가가치 제품·서비스 모델 개발 지원

③ 지원대상 : 기업, 병원, 연구소, 대학 등

④ 중점추진사항 : 유전체 핵심 기반기술 및 유전체 상용화 모델 개발 지원

⑤ 지원기간 : 3~5년

⑥ 일정 : (’16년 1월) 신규 공고, (1월) 접수, (2월) 선정평가, (3월) 협약 및 사업비 지급

① 2016년 지원규모 : 77.2억원 [신규 19.1억원, 계속 58.1억원]

② 지원분야 : 생물정보학 기반의 분석 및 응용 플랫폼, 소프트웨어 개발 및 타부처 유전체 기초·기전

연구 결과를 활용한 고부가가치 제품·서비스 모델 개발 지원

③ 지원대상 : 기업, 병원, 연구소, 대학 등

④ 중점추진사항 : 유전체 핵심 기반기술 및 유전체 상용화 모델 개발 지원

⑤ 지원기간 : 3~5년

⑥ 일정 : (’16년 1월) 신규 공고, (1월) 접수, (2월) 선정평가, (3월) 협약 및 사업비 지급

15. 포스트게놈다부처유전체사업 - 목적 및 지원내용

담 당 팀 : 바이오나노융합평가팀

Post-Genome Technology Development Program
분야 : 생명의료
안내책자 87 page 참조



사업목적 Purpose

LED조명을 IT기술과 융합∙고도화하여 국민편익, 에너지절감을 선도하고 글로벌 LED시
스템조명 신산업을 창조

지원내용 Program Detail

① 2016년 지원규모 : 58.5억원 [계속 58.5억원]

② 지원분야 : 
○ LED시스템조명 구성을 위해 필수적인 핵심부품과 이를 적용한 응용제품 개발하고, 개발된 시스템을 실제 건축물에 설치해 실증시험

추진을 지원(에너지절감형 통합관리조명, 인간의 감성 만족(감성코드 교감) 및 안전사회 구현, 사용자 중심 정보서비스 개발)

③ 지원대상 : 통합형 과제로 산･학･연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참여하되, 주관기관이 기업인 경우는

법인사업자이어야 하며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④ 중점추진사항 :
○ 초절전 LED시스템조명의 기술개발과 실증을 병행하여 산업 확대 촉진

○ 성숙기에 접어드는 ’18년 이후 LED조명에 대하여 미래 인류사회가 요구하는 키워드로 패러다임 변화를 선도하는 LED시스템조명

산업 육성에 집중 투자

⑤ 일정 : ‘16년 신규과제 없음

① 2016년 지원규모 : 58.5억원 [계속 58.5억원]

② 지원분야 : 
○ LED시스템조명 구성을 위해 필수적인 핵심부품과 이를 적용한 응용제품 개발하고, 개발된 시스템을 실제 건축물에 설치해 실증시험

추진을 지원(에너지절감형 통합관리조명, 인간의 감성 만족(감성코드 교감) 및 안전사회 구현, 사용자 중심 정보서비스 개발)

③ 지원대상 : 통합형 과제로 산･학･연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참여하되, 주관기관이 기업인 경우는

법인사업자이어야 하며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④ 중점추진사항 :
○ 초절전 LED시스템조명의 기술개발과 실증을 병행하여 산업 확대 촉진

○ 성숙기에 접어드는 ’18년 이후 LED조명에 대하여 미래 인류사회가 요구하는 키워드로 패러다임 변화를 선도하는 LED시스템조명

산업 육성에 집중 투자

⑤ 일정 : ‘16년 신규과제 없음

16. LED시스템조명2.0 사업 - 목적 및 지원내용

담 당 팀 : 전자전기평가팀

분야 : 에너지환경
안내책자 90 page 참조



사업목적 Purpose

지원내용 Program Detail

17. 디자인혁신역량강화 사업 - 목적 및 지원내용

담 당 팀 : 혁신기업디자인평가팀

중소․중견기업의 디자인 핵심기술 및 역량개발 지원을 통해 기술․디자인 혁신역량을
강화하여 국내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세부사업 : 글로벌디자인전문기업육성, 디자인전문기술개발, 차세대디자인핵심기술개발, 서비스디자인기
반제조업신생태계구축

① 2016년 지원규모 : 419.72억원 [신규 178억원 내외, 계속 241억원 내외]

② 지원분야 : 디자인 전 분야

③ 지원대상 : 
○ 주관기관은 중소·중견기업(디자인전문기업 포함), 대학, 연구기관 등

※ 세부사업별 공고시 주관기관 자격 별도 공지 예정

○ 참여기관은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기업, 대학, 연구기관, 외국기관(기업) 등이 참여가 가능함

④ 중점추진사항 : 국내 디자인전문기업과 중소·중견기업의 역량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통해 향후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품목 중점 지원

⑤ 지원기간 : 총 기술개발 기간 3년 이내에 연간 3~7억원 내외 지원

⑥ 일정 : (1월) 신규 공고, (2월) 개념계획서 접수, (3월) 개념계획서 평가, (4월) 사업계획서 접수

(4~5월) 선정평가, (6월) 협약 및 사업비 지급

① 2016년 지원규모 : 419.72억원 [신규 178억원 내외, 계속 241억원 내외]

② 지원분야 : 디자인 전 분야

③ 지원대상 : 
○ 주관기관은 중소·중견기업(디자인전문기업 포함), 대학, 연구기관 등

※ 세부사업별 공고시 주관기관 자격 별도 공지 예정

○ 참여기관은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기업, 대학, 연구기관, 외국기관(기업) 등이 참여가 가능함

④ 중점추진사항 : 국내 디자인전문기업과 중소·중견기업의 역량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통해 향후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품목 중점 지원

⑤ 지원기간 : 총 기술개발 기간 3년 이내에 연간 3~7억원 내외 지원

⑥ 일정 : (1월) 신규 공고, (2월) 개념계획서 접수, (3월) 개념계획서 평가, (4월) 사업계획서 접수

(4~5월) 선정평가, (6월) 협약 및 사업비 지급

분야 : ICT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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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적 Purpose

주력산업 및 차세대 신성장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내 일반센서 중심의 산업구조를
첨단센서 중심으로 고도화
첨단센서육성을위한핵심소자/기반기술을 확보하고, 이와연계한혁신유망센서조기상용화기술개발을지원

지원내용 Program Detail

① 2016년 지원규모 : 153.94억원 [신규 89.21억원, 계속 64.73억원]

② 지원분야 : 주력·신산업의 첨단센서 제품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핵심센서 소자 및 지능화·신뢰성

기반기술 개발 및 첨단센서 제품화 및 조기 상용화 기술개발 등 센서분야 기술개발

③ 지원대상 : 기업, 대학, 정부출연(연), 국공립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기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 실시기관 등

④ 중점추진사항 : 첨단센서 산업 육성을 위해 중장기적으로 국내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첨단센서

상용화에 집중하고, 센서 수요 및 공급기업 간 상호 협력 추진체계 구축

⑤ 지원기간 : 2~5년 이내, 과제 특성에 따라 차등 지원

⑥ 일정 : (12월) 신규 공고, (1월) 접수, (2~3월) 선정평가, (4~5월) 협약 및 사업비 지급

① 2016년 지원규모 : 153.94억원 [신규 89.21억원, 계속 64.73억원]

② 지원분야 : 주력·신산업의 첨단센서 제품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핵심센서 소자 및 지능화·신뢰성

기반기술 개발 및 첨단센서 제품화 및 조기 상용화 기술개발 등 센서분야 기술개발

③ 지원대상 : 기업, 대학, 정부출연(연), 국공립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기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 실시기관 등

④ 중점추진사항 : 첨단센서 산업 육성을 위해 중장기적으로 국내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첨단센서

상용화에 집중하고, 센서 수요 및 공급기업 간 상호 협력 추진체계 구축

⑤ 지원기간 : 2~5년 이내, 과제 특성에 따라 차등 지원

⑥ 일정 : (12월) 신규 공고, (1월) 접수, (2~3월) 선정평가, (4~5월) 협약 및 사업비 지급

18. 센서산업고도화전문기술개발 - 목적 및 지원내용

담 당 팀 : 전자부품평가팀

분야 : ICT융합
안내책자 97 page 참조



사업목적 Purpose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스마트화 수준 향상 및 새로운 제조방식 지원을 위한 현장 밀착형
기술을 집중 개발
스마트공장플랫폼SW·HW 기술개발을통해기업맞춤형솔루션개발/공급및성공모델개발/구축으로 한국제조업의생산성향상도모

지원내용 Program Detail

① 2016년 지원규모 : 99.45억원 [신규 49.45억원, 계속 50억원]

② 지원분야 : 생산운영 솔루션(SW) 개발, ICT융합 스마트 시스템(HW) 및 스마트공장 성공모델 개발

③ 지원대상 : 기업, 대학, 정부출연(연), 국공립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기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 실시기관 등

④ 중점추진사항 : IoT․CPS를 기반으로 전과정이 자동화․정보화되어 가치사슬 전체가 하나의 공장처럼

실시간 연동․통합되는 생산체계 지향

ICT와 제조업 융합을 통한 지능화된 생산 체계 구축 목표로 중소중견기업에 보급가능한

스마트 디바이스 등 개발

⑤ 지원기간 : 3~5년 이내, 과제 특성에 따라 차등 지원

⑥ 일정 : (12월) 신규 공고, (1월) 접수, (2~4월) 선정평가, (5월) 협약 및 사업비 지급

① 2016년 지원규모 : 99.45억원 [신규 49.45억원, 계속 50억원]

② 지원분야 : 생산운영 솔루션(SW) 개발, ICT융합 스마트 시스템(HW) 및 스마트공장 성공모델 개발

③ 지원대상 : 기업, 대학, 정부출연(연), 국공립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기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 실시기관 등

④ 중점추진사항 : IoT․CPS를 기반으로 전과정이 자동화․정보화되어 가치사슬 전체가 하나의 공장처럼

실시간 연동․통합되는 생산체계 지향

ICT와 제조업 융합을 통한 지능화된 생산 체계 구축 목표로 중소중견기업에 보급가능한

스마트 디바이스 등 개발

⑤ 지원기간 : 3~5년 이내, 과제 특성에 따라 차등 지원

⑥ 일정 : (12월) 신규 공고, (1월) 접수, (2~4월) 선정평가, (5월) 협약 및 사업비 지급

19. 스마트공장고도화기술개발 - 목적 및 지원내용

담 당 팀 : 전자부품평가팀

분야 : ICT융합
안내책자 99 page 참조



사업목적 Purpose

급변하는 산업환경 변화로 유발되는 기술애로 해결, 미래기술 발굴 검증, R&D 취약분야
고도화 등에 산업계가 적기 대응하도록 기술개발 지원
산업경쟁력강화 : 급변하는산업환경변화로유발되는산업군별기술애로적기해결 및 R&D취약분야의기술개발지원

시범형기술개발 : 중장기대규모R&D 투자이전선행연구사업으로 R&D 투자효율성‧필요성을사전검증하는 ‘파일럿형기술개발’

지원내용 Program Detail

① 2016년 지원규모 : 167.46억원 [신규 154억원 내외, 계속 13.46억원 내외]

② 지원분야 : 산업경쟁력강화, 시범형기술개발

③ 지원대상 : 기업/대학/연구소/협단체 등 기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실시기관 (대기업의 경우 원칙적으로 지원 제외)

④ 중점추진사항 : 국내·외 기술환경 변화로 유발되는 산업계기술애로에 대한 시의성있는 R&D 지원

⑤ 지원기간 : 사업기간 1년 원칙(필요시 2년 지원), 과제당 정부출연금 5억원/년 이내

⑥ 일정 : (3월/8월) 신규 공고, (4월/9월) 접수, (4월/9월) 선정평가, (5월/10월) 협약 및 사업비 지급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① 2016년 지원규모 : 167.46억원 [신규 154억원 내외, 계속 13.46억원 내외]

② 지원분야 : 산업경쟁력강화, 시범형기술개발

③ 지원대상 : 기업/대학/연구소/협단체 등 기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실시기관 (대기업의 경우 원칙적으로 지원 제외)

④ 중점추진사항 : 국내·외 기술환경 변화로 유발되는 산업계기술애로에 대한 시의성있는 R&D 지원

⑤ 지원기간 : 사업기간 1년 원칙(필요시 2년 지원), 과제당 정부출연금 5억원/년 이내

⑥ 일정 : (3월/8월) 신규 공고, (4월/9월) 접수, (4월/9월) 선정평가, (5월/10월) 협약 및 사업비 지급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0. 산업현장핵심기술수시개발사업 - 목적 및 지원내용

담 당 팀 : 혁신기업디자인평가팀

분야 : 일반R&D
안내책자 101 page 참조



사업목적 Purpose

국내 개발기술의 조속한 국제표준 선점과 원천기술의 국제표준개발, 표준강국 실현에 필요
한 기반조성, 국가참조표준데이터개발, 국가표준코디네이터 지원 등을 통하여 국제표준화
리더십 확대 및 국가 경쟁력 강화

지원내용 Program Detail

① 2016년 지원규모 : 300.96억원 [신규 85.71억원, 계속 215.25억원]

② 지원분야 : 
○ 국가표준기술력향상 - IT분야, 차세대 신성장 동력 분야 등 우리기술 선도분야와 녹색기술 표준화 등 미래 신성장 산업에 대한 국가 및 국제표준을

제정·보급
○ 국가참조표준데이터개발품질혁신기반구축 - 국가전략산업 경쟁력 제고 및 국민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참조표준 개발·보급
○ 국가표준코디네이터 - 국가코디네이터 분야별 표준프레임워크/표준화 로드맵 개발 및 국가 R&D 과제의 표준화 기획/자원/평가 등을 통한 표준화

연계 활성화

③ 지원대상 : 기업, 대학, 정부출연(연), 국공립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기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 실시기관 등
※ 세부과제별 지원대상은 공고 시 별도 안내

④ 지원기간 : 지원조건 : 1~4년 이내, 과제 특성에 따라 차등 지원
※ 신규 과제 지원 기준이며 세부과제별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은 공고 시 별도 안내

⑤ 일정 : (3월) 신규 공고, (4월) 접수, (5월) 선정평가, (6월) 협약 및 사업비 지급
※ 신규 과제 지원 기준이며 세부과제별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은 공고 시 별도 안내

① 2016년 지원규모 : 300.96억원 [신규 85.71억원, 계속 215.25억원]

② 지원분야 : 
○ 국가표준기술력향상 - IT분야, 차세대 신성장 동력 분야 등 우리기술 선도분야와 녹색기술 표준화 등 미래 신성장 산업에 대한 국가 및 국제표준을

제정·보급
○ 국가참조표준데이터개발품질혁신기반구축 - 국가전략산업 경쟁력 제고 및 국민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참조표준 개발·보급
○ 국가표준코디네이터 - 국가코디네이터 분야별 표준프레임워크/표준화 로드맵 개발 및 국가 R&D 과제의 표준화 기획/자원/평가 등을 통한 표준화

연계 활성화

③ 지원대상 : 기업, 대학, 정부출연(연), 국공립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기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 실시기관 등
※ 세부과제별 지원대상은 공고 시 별도 안내

④ 지원기간 : 지원조건 : 1~4년 이내, 과제 특성에 따라 차등 지원
※ 신규 과제 지원 기준이며 세부과제별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은 공고 시 별도 안내

⑤ 일정 : (3월) 신규 공고, (4월) 접수, (5월) 선정평가, (6월) 협약 및 사업비 지급
※ 신규 과제 지원 기준이며 세부과제별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은 공고 시 별도 안내

21. 국가표준기술개발 및 보급 - 목적 및 지원내용

담 당 팀 : 표준인증평가팀

분야 : 기계소재
안내책자 104 page 참조



사업목적 Purpose

국제상호인정을 위한 시험인증 인프라 확충, 소비자 보호를 위한 안전∙품질기반조성, 공정
한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계량∙측정산업 선진화 지원

지원내용 Program Detail

① 2016년 지원규모 : 220.89억원 [신규 82.14억원, 계속 138.75억원]

② 지원분야 : 
○ 국제상호인정시험평가능력기반구축 - 신수요분야 시험장비 구축 등 시험인증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프라구축사업을 지원
○ 품질혁신기반구축 - 품질경영기법 개발·보급 및 확산, 품질경쟁력 수준조사 및 평가, 지역별 안전품질경영 네트워크 기관운영 등
○ 제품안전기술기반조성 – 국민의 생활안전 확보 및 제품안전 선진기술력 확보, 제품안전을 위한 안전기준 및 시험·검사방법의 선진화 등 기반조성
○ 계량∙측정기술 고도화 - IT융합기술을 이용한 계량‧측정기의 조작 방지 및 성능향상

③ 지원대상 : 기업, 대학, 정부출연(연), 국공립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기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 실시기관 등
※ 세부과제별 지원대상은 공고 시 별도 안내

④ 지원기간 : 지원조건 : 1~3년 이내, 과제 특성에 따라 차등 지원
※ 신규 과제 지원 기준이며 세부과제별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은 공고 시 별도 안내

⑤ 일정 : (12월) 신규 공고, (1월) 접수, (2~3월) 선정평가, (4월) 협약 및 사업비 지급
※ 신규 과제 지원 기준이며 세부과제별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은 공고 시 별도 안내

① 2016년 지원규모 : 220.89억원 [신규 82.14억원, 계속 138.75억원]

② 지원분야 : 
○ 국제상호인정시험평가능력기반구축 - 신수요분야 시험장비 구축 등 시험인증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프라구축사업을 지원
○ 품질혁신기반구축 - 품질경영기법 개발·보급 및 확산, 품질경쟁력 수준조사 및 평가, 지역별 안전품질경영 네트워크 기관운영 등
○ 제품안전기술기반조성 – 국민의 생활안전 확보 및 제품안전 선진기술력 확보, 제품안전을 위한 안전기준 및 시험·검사방법의 선진화 등 기반조성
○ 계량∙측정기술 고도화 - IT융합기술을 이용한 계량‧측정기의 조작 방지 및 성능향상

③ 지원대상 : 기업, 대학, 정부출연(연), 국공립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기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 실시기관 등
※ 세부과제별 지원대상은 공고 시 별도 안내

④ 지원기간 : 지원조건 : 1~3년 이내, 과제 특성에 따라 차등 지원
※ 신규 과제 지원 기준이며 세부과제별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은 공고 시 별도 안내

⑤ 일정 : (12월) 신규 공고, (1월) 접수, (2~3월) 선정평가, (4월) 협약 및 사업비 지급
※ 신규 과제 지원 기준이며 세부과제별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은 공고 시 별도 안내

22. 표준안전기반구축사업 - 목적 및 지원내용

담 당 팀 : 표준인증평가팀

분야 : 기계소재
안내책자 107 page 참조



사업목적 Purpose

• 네트워크 기반 산업별·업종별 장비공동 이용플랫폼 구축으로 중소기업의 원활한
기술개발과 기술경쟁력 확보 지원

• 산업기술개발장비의 투자 최적화를 위한 전략적 장비 도입·활용

지원내용 Program Detail

① 2016년 지원규모 : 66.3억원 [계속 66.3억원]

② 지원분야 : 전산업

③ 지원대상 : 산업기술개발장비 공동이용시스템(e-Tube)에 등록된 공동활용장비 및 전문장비

운영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비영리법인

④ 중점추진사항 : 노후장비 성능향상, 장비 공유 네트워크 구축•운영 및 장비운영인력 역량강화

⑤ 지원기간 : 3년(’15년~’17년)

⑥ 일정 : ’16년 신규과제 없음(계속과제 ’16년 11월 연차협약)

① 2016년 지원규모 : 66.3억원 [계속 66.3억원]

② 지원분야 : 전산업

③ 지원대상 : 산업기술개발장비 공동이용시스템(e-Tube)에 등록된 공동활용장비 및 전문장비

운영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비영리법인

④ 중점추진사항 : 노후장비 성능향상, 장비 공유 네트워크 구축•운영 및 장비운영인력 역량강화

⑤ 지원기간 : 3년(’15년~’17년)

⑥ 일정 : ’16년 신규과제 없음(계속과제 ’16년 11월 연차협약)

23. 기술개발지원기반플랫폼구축사업 - 목적 및 지원내용

담 당 팀 : 연구장비관리센터

Materials & Components Technology Development Program
분야 : 일반R&D
안내책자 111 page 참조



24. 기타 2016년 예산사업 신규 공고 현황

R&D 세부사업명
2016년 예산 (단위 : 백만원)

신규 공고 협약
신규 계속 계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전산업 분야) 136,690 504,925 641,615 ‘15년 12월 6월
항공우주부품기술개발사업 10,210            19,790 30,000 4월 5월
신성장동력장비경쟁력강화 6,555 20,555 27,110 5월 8월
두뇌역량우수전문기술개발사업 2,360 1,510 3,620 ‘15년 12월 6월
생활산업고도화기술개발사업 3,550 3,233 6,783 1월 6월
산업융합촉진사업 - 5,446 5,446 신규없음 -
생산시스템산업전문기술개발사업 12,400 12,662 25,062 12월 6월
전자시스템전문기술개발사업 9,970 24,748 34,718 12월/3월 4월/7월
국민안전증진기술개발사업 2,820 6,380 9,200 3월 6월
소재부품산업미래성장동력 1,920 13,980 15,900 4월 6월
시스템산업미래성장동력 5,225 24,379 29,604 2월 6월
창의산업미래성장동력 900 9,300 10,200 3월 7월
소형무장헬기연계민수헬기핵심기술개발사업 - 69,963 69,963 신규없음 4월
디자인혁신역량강화사업 17,893 24,079 41,972 1월 6월
포스트게놈다부처유전체사업 1,900 5,820 7,720 1월 3월
센서산업고도화전문기술개발 8,151 7,243 15,394 2월 4월
산업현장핵심기술수시개발사업 15,400 1,346 16,746 3월/8월 5월/10월
국가표준기술개발및보급 8,881 21,215 30,096 3월 6월
표준안전기반구축사업 6,715 15,374 22,089 1월/4월 6월/7월
LED시스템조명2.0 - 5,850 5,850 신규없음 -
스마트공장고도화기술개발 4,832 5,113 9,945 ‘15년 12월 5월
기술개발지원기관플랫폼구축(산촉) - 6,630  6,630 신규없음 11월



Current status of supporting foreign organizations for recent 3 years (2012~2014)

- Standards of participation type

* Foreign organizations can work in partnership with Korean organ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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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rrent status of supporting overseas organizations for recent 3 years (2012~2014)

- Standards of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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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Broad 

Category)

중분류
(Mid Category)

소분류
(Detailed Category)

로봇
(Robot)

RT융합
(RT(Robot
Technology) 

Convergence)

첨단제조로봇
(Industrial Robot)
의료서비스로봇
(Medical Robot)
사회안전로봇

(Security Robot)
에듀테인먼트로봇

(Edutainment Robot)
라이프케어로봇
(Lifecare Robot)

기타 융합 제품, 서비스
(Other Robot, Services)

원천, 플랫폼
(Fundamental 
Technology,

Robot Platform)

이동지능 기술
(Mobility Technologies)

작업지능 기술
(Manipulation Technologies)

HRI 기술
(Human-Robot Interaction)

로봇 플랫폼(S/W·H/W 플랫폼 등) 기술
(Robot Platform(S/W, H/W))

로봇 센서 및 부품
(Sensing and cognitive devices)

기타 관련 기술
(Other technologies)

대분류
(Broad 

Category)

중분류
(Mid Category)

소분류
(Detailed Category)

주력산업
IT융합

(IT
convergence)

주력산업IT융합
(IT convergence)

차량 IT
(Automobile+IT)

조선해양 IT
(Ship/Offshore+IT)

항공 IT
(Aerospace+IT)

섬유 IT
(Textile+IT)

공정 IT
(Defense+IT)

건설 IT
(Construction+IT)

대분류
(Broad

Category)

중분류
(Mid Category)

소분류
(Detailed Category)

의료기기
(Medical 
Devices)

치료기기
(Treatment and

Therapeutic
Device)

수술/중재적 치료기기
(Surgical and Interventional Devices)

방사선/초음파/광 치료기기 (Radiation/US/Photodynamic 
Therapeutic Devices)

인공장기(Artificial Organ)
한의학기반치료기기

(Korean Traditional Therapeutic Device)
융복합 및 기타 치료기기

(Fusion and Other Therapeutic Device)

생체현상계측기기
(Treatment and 

Therapeutic
Device)

생체신호 측정/진단기기
(Bio-signal Diagnosis/Monitoring Devices)

임상화학 및 생물분석기기
(Clinical Chemistry and Pathology Devices)

분자유전진단기기(Molecular Diagnosis Devices)
한의학기반진단기기

(Korean Traditional Diagnosis Device)

영상진단기기
(Medical
Imaging
Devices)

초음파 영상진단기기(Ultrasound Imaging)
X선 영상진단기기(X-ray Imaging)

MRI (MRI )
핵의학영상진단기기(Nuclear Imaging)
광학영상진단기기(Optical Imaging)

융복합 및 기타 영상진단기기
(Fusion and Other Medical Imaging)

재활 및 복지기기
(Rehabilitation)

감각/운동 기능 재활훈련기기
(Rehabilitation Equipment)

이동/생활 지원기기
(Walking Assistive and Life Support  Device)

신체/인지/감각기능 지원기기 (Prosthetic, Sensory-Percept
ption Support Device)

기타 재활 및 복지관련 기술/기기
(Other Rehabilitating  Devices)

의료용 재료
(Medical Material)

구조 복원용 재료(Medical Implants)
생체재료(Bio-material)

기타 체내삽입형 재료 (Other Medical Implant
Devices)

의료정보 및
기기관리

(Health Informatics an
nd  Device Managem

ent)

원격 및 재택 의료기기
(U-health/Telemedicine/Home Healthcare)

의료정보 시스템 및 U-HER(Hospital Information System, E
Electronic Health Record)

평가 및 안전관리(규격/품질/평가/안전)
(Medical Device Testing/Safety/Management)



대분류
(Broad 

Category)

중분류
(Mid Category)

소분류
(Detailed Category)

바이오
(Bio

Technology)

의약바이오
(Red BT)

저분자의약품
(Small Molecule Drug)

천연물 의약품
(Natural Medicines)

생물 의약품
(Biologics)

치료용 항체
(Therapeutic antibody)

재생의약품
(Regenerative Medicine)

의약바이오 인프라
(Biomedical Infra)
기타 합성의약품

(Other synthetic drugs)

산업바이오
(White BT)

바이오화학 중간체
(Bulk/Commodity chemical)

바이오플라스틱 및 바이오 폴리머
(Bioplastic and Biopolymers)

바이오 연료
(Biofuel)

기능성 바이오 소재
(Functional Biochemicals and biomaterial

als)
산업바이오 기반 기술

(Platform technology of white bio)

융합바이오
(Fusion BT)

바이오기반 진단기기
(Diagnostic Device based on biotechnolo

ogy)
바이오분석 기술 및 장비

(Bioanalytical technology and equipment
t)

그린바이오
(Green BT)

석유화학 대체소재 생산용 바이오매스
(Biomass producing substitutes for petrol

oleum-base products)
조류기반 바이오매스

(algae)
식물공장

(vertical farm)
형질전환생물체

(bio-factory)
친환경 농자재

(eco friendly agro-materials)

대분류
(Broad 

Category)

중분류
(Mid Category)

소분류
(Detailed Category)

지식서비스
(Knowledge

Service)

기업의사결정핵심서비스
(Business Decision

Making Core Services)

지식생성 및 수집기술
(Knowledge Creation and Collection Technologies)

지식가공 및 분석기술(Knowledge Processing and Analy
yzing Technologies)

재난/안전/방재 서비스기술
(Disaster/Safety/Prevention Service Technologies)

의사결정기반기술
(지식보안기술/네트워크/서버기술)

(Decision Making Base Technologies)
전자금융서비스(Electronic Banking Services)

회계관리서비스(Accounting Management Services)
전자무역서비스(Electronic Trading Services)

사용자중심융합서비스
(Human-Centered 

Convergence Services)

경험디자인서비스(User Experience Design)
제품서비스 융합(Product-Service Convergence)

사회혁신형 기반서비스
(Infra Services for Social Innovation)

인적자원역량개발
(Human Resource 

Development)

학습지원플랫폼(Learning Support Platform)
학습지식 관리 서비스

(learning-Knowledge Management Service)
인지능력역량강화서비스

(Cognitive Function Enhancement Service)
서비스/디바이스 융합지원플랫폼

(Service/Device Convergence Support Platform)

제조지원 및 연구개발
(Manufacturing Suppr

t and R&D)

연구개발 지원(R&D Support)
제품개발 지원(Product Development Support)

제조업무 지원(Manufacturing Biz Process Support)
제조인프라 지원

(Manufacturing Infrastructure Support)
지적재산권 관리서비스(IP Management Service)

유통물류기술
(Distribution & Logistics 

Technology)

지식기반 유통물류 관리기술 및 설계기술
(Knowledge-based Distribution & Logistics Manageme

ent Technology and Design Technology)
유통물류 인프라 기술(Technology of Distribution & Log

gistics Infrastructure)
고객관리 및 마케팅 기술

(Customer Management and Marketing Technology)

서비스공통기반기술
(Service Foundation

Technology)

사용자 경험중심의 시스템 통합 기반기술(User Experienc
ced-based Service Systems Integration)

기술중심의 시스템 통합기반 기술
(Technology-based Service Systems Integration)

운영중심의 시스템 통합기반 기술
(Operation-based Service Systems Integration)



대분류
(Broad 

Category)

중분류
(Mid Category)

소분류
(Detailed Category)

나노
(Nano

Technology)

나노소자
(Nanodevice)

나노 기억소자(Nano Memory Device)
나노 CMOS로직소자(Nano CMOS Logic Device)

나노기반 전자소자(Nano Electronic Device)
나노 광소자(Nano Optical Device)

나노기반 유연소자(Nano Flexible Device)
나노 센서소자(Nano Sensor)

나노소재
(Nanomaterials)

초경량/고강도 나노복합소재(Ultra Light and High Strength Nanocomposites)
고전도성 나노복합소재(High Conductivity Nanocomposites)
인쇄전자용 나노소재(Nanomaterials for Printed Electronics)

나노 필름소재(Nano Film Materials)
다공성 나노소재(Porous Nanomaterials)

나노바이오
(Nano

biotechnology)

차세대 나노진단 제품 및 기기
(Personalized Nano Diagnosis Product and System)

지능형 나노치료제 및 기기
(Smart Nanotherapeuticals)

나노웰빙제품(Nano Well-being Product)
생체분자 나노분석장비

(Nano Analytical Equipment for Biomolecules)
나노기반 농수산식품(Nano Agricultural/Marinal/Food Product)

나노에너지·환경
(Nano Energy and 

Environment)

나노융합 연료전지(Nano Fuel Cell)
나노융합 태양전지(Nano Solar Cell)
나노융합 이차전지(Nano Battery)

미소에너지 하베스팅(Nano Energy Harvesting System)
나노 환경촉매(Nanocatalysts for Environmental Technology)
나노 흡착분리 소재(Nano adsorption or separation Materials)

나노공정·측정·장비
(Nano Process, 
Measurement 

and Equipment)

나노 박막장비(Nano Thin film fabricating Equipment)
나노점·선 합성 및 정렬장비

(Synthesis or Alignment Equipment of Nanoscale Dots or Wires)
나노패터닝 장비(Nanopatterning Equipment)

나노 화학·구조 분석장비
(Nanoscale Chemical or Structural Analysis Equipment)

SPM·광융합 나노측정 장비
(SPM- or Light-Based Nanoscale Measurement Equipment)

나노물성측정장비(Nanoscale Property Measurement Equipment)

나노 안전성
(Nano EHSa)

나노안전성관련 측정/분석기술
(Measurement/Analysis Technology related to Nanosafety)

나노물질유해성평가대체시험기술
(Hazard Assessment Technology of Nanomaterial)

나노물질/제품 위해성 예측기술
(Risk Prediction Technology of Nano material/product)

인체 및 환경 내 나노물질 제거기술
(Nanomaterial Elimination Technology in Human-body and Environment )



대분류
(Broad

Category)

중분류
(Mid 

Category)

소분류
(Detailed Category)

스마트카
(smart car)

차량 안전 기술
(Vehicle Safety 
Technologies)

주변 상황 감지 센서
(Surround Situation Detection Sensor)

주변 정보 융합 시스템
(Surround Information Fusion System)

주행 안전 향상 시스템
(Drive Safety Improvement Systems)

사고 예방 안전 시스템
(Accident Prevention Safety Systems)

운전 지원 제어 시스템
(Driving Support Control Systems)

사고 회피 제어 시스템
(Accident Avoidance Control Systems)

사고 경감 안전 시스템
(Accident Mitigation Safety Systems)
스마트 블랙박스 및 모니터링 시스템

(Smart Blackbox And Monitoring Systems)

차량편의기술
(Vehicle

Convenience
Technologies)

모바일 오피스 시스템
(Mobile Office Systems)
운전 지원 단말 시스템

(Driving Support Terminal Systems)
운전자 통합 HMI 관리 시스템

(Driver Integration HMI Management Systems)
인프라 기반 상황 인지 시스템

(Infra Based Situation Recognition Systems)

융합 기반 기술
(Fusion Based
Technologies)

Eco-IT시스템 (Eco-IT Systems)
Eco-ITS연계시스템(Eco-ITS Connected Systems)

In Vehicle Network 기술
(In Vehicle Network Technologies)

Vehicle to Grid 운영 시스템
(Vehicle to Grid Operation Systems)

시험및표준화기술
(Test and Standardization Technologies)

차량용 SoC 기술(Vehicle SoC Technologies)
차량용 무선 통신 기술

(Vehicle Wireless Communication Technologies)
차량용 임베디드 기술

(Vehicle Embedded Technologies)
개인 적응형 자동차 시스템

(Personal Adaptive Vehicle Systems)
모빌리티 네트워크 운영 시스템

(Mobility Network Operation Systems)
무인 군집 운영 시스템

(Unmanned Vehicle-group Operation Systems)

대분류
(Broad 

Category)

중분류
(Mid Category)

소분류
(Detailed Category)

그린카
(green car)

하이브리드자동차
(Hybrid electric 

vehicle
(Plug-in hybrid electric

vehicle))

구동/제어시스템(Drive/control system)
전력전장시스템(Power electronics system)
에너지 저장시스템(Energy storage system)

차체/샤시시스템(Body/chassis system)

전기자동차
(Electric vehicle)

전지시스템(Battery system)
충전시스템(Charging system)

구동/제어시스템(Drive/control system)
차체/샤시시스템(Body/chassis system)

연료전지자동차
(Fuel cell electric

vehicle)

연료전지 스택(Fuel cell stack)
운전장치 및 제어시스템

(Driving unit & control system)
수소저장시스템(Hydrogen storage system)

전기동력시스템(Electric power system)
차체/샤시시스템(Body/chassis system)

클린디젤 자동차
(Clean diesel vehicle)

동력발생 시스템 및 전처리 시스템
(Power generation & pre-processing system)

후처리 시스템(Post-processing system)
제어 시스템(Engine control system)

천연가스 자동차
(Natural gas vehicle)

엔진제어 장치(Engine control system)
연료 분사 장치(Fuel injection system)

대분류
(Broad 

Category)

중분류
(Mid 

Category)

소분류
(Detailed 
Category)

신성장동력
장비

(New growth 
Power

equipment)

반도체 장비(Semiconductor equipment) 반도체 장비
(Semiconductor equipment)

디스플레이 장비(Display equipment) 디스플레이 장비(Display equipment)
LED 장비(LED  equipment) LED 장비(LED  equipment)

그린수송 장비
(Green Transportation equipment)

그린수송 장비
(Green Transportation equipment)

바이오 장비(Bio  equipment) 바이오 장비(Bio  equipment)

의료 장비(Medical equipment) 의료 장비(Medical equipment)

방송 장비(Broadcasting equipment) 방송 장비(Broadcasting equipment)
공통핵심기술(Common Technology) 공통핵심기술 (Common Technology)



대분류
(Broad

Category)

중분류
(Mid 

Category)

소분류
(Detailed Category)

조선
(Naval 

architecture 
& Ocean 

engineering)

고부가가치선박
(High Value-added

Ship)

초대형 LNG운반선
(Megasize LNG Carrier)

초대형 컨테이너선
(Mega size Container ship)

빙해선박
(Arctic Ship)
특수목적선

(Special Ship)

차세대선박
(Future Ship)

크루즈선
(Cruise Ship)

친환경 미래형 선박
(Green Ship)

차세대에너지 수송선
(New Energy Transport Vessel)

해양레저선박
(Ocean Leisure Ship)

소형레저선박
(Small Leisure Ship)

대형레저선박
(Megasize Leisure Ship)

친환경 레저선박
(Eco-Leisure Ship)

해양레저시설 및 레저장비
(Ocean marina and equipments)

미래조선생산기술
(New Manufacturing

Technology
for Shipbuilding)

고품질생산 기술
(High Quality Manufacturing Technology)

조선 생산자동화 기술
(Automation Technology in Shipbuilding)

조선 생산PLM 기술
(Shipbuilding PLM Technology)

대분류
(Broad

Category)

중분류
(Mid 

Category)

소분류
(Detailed Category)

플랜트
(Plant

Engineering)

발전
(Power Plant)

석탄화력
(Coalfired Power Generation)

복합화력&석탄가스화복합발전(IGCC)
(Combined Thermal Power Generation & IGCC)

분산 및 하이브리드 발전
(Distributed/Hybrid Power Generation)

CO2회수 및 저장 시스템
(CCS, Carbon Capturing and Storage)

수자원
(Water Resources

Treatment)

담수화(Saline Water Desalination)
정수(Water Purification & Reuse)
공정수(Industrial Process Water)

오일&가스/정유/석유화학
(Oil&Gas/Oil refining/

Petro chemistry)

시추 및 생산
(Petrolem Exploration & Production)

비전통 에너지자원
(Nonconventional Energy Resources)

연료전환(Fuels Conversion)
화학원료전환

(Chemical Raw Material Conversion)
중질유 고도화

(Heavy Oil Upgrading)

해양
(Ocean Plant)

해양석유생산플랫폼(FPSO)
(Offshore Oil Production Platform)

해양시추시스템
(Drillship & Semi-rig)

해양천연가스액화및공급플랫폼(FLNG)
(FLNG, FSRU, Bunkering Facility, etc)
해저생산및처리설비(SubseaSystem)

(Subsea Production & Process)

환경
(Environment Plant)

대기오염 분야(Air Pollution Treatment)
하폐수처리분야

(Sewage and wastewater Treatment)
폐기물 분야(Waste Treatment)

엔지니어링
(Engineering)

PMC(ProjectManagementConsultancy)/
PLM(ProductLifecycleManagement)

(PMC(ProjectManagementConsultancy)/
PLM(ProductLifecycleManagement))

HSE(Health,SafetyandEnvironment)/RAM
(HSE(Health,SafetyandEnvironment)/RAM)

FEED(FEED Package and Design Tools)
융복합화기술

(Integration and Convergence Issues in Plant
Industries)



대분류
(Broad

Category)

중분류
(Mid 

Category)

소분류
(Detailed Category)

섬유
(Textile & 
Apparel)

의류패션 섬유
(Clothing and

Fashion)

기능성 섬유
(High-Performance & Functional Textiles)

친환경 고감성 섬유
(Aesthetic Eco Textiles)

보호용 섬유
(Protective Textiles)

스마트 섬유
(Smart Textiles)
섬유패션 제품

(Fashion Apparel & Accessory)

산업용 섬유
(Technical 
Textiles)

수송용 소재
(Textiles for Transportation)
에너지 환경산업용 섬유소재

(Textiles for Environment & Energy Industry)
바이오 · 메디컬 섬유

(Bio and Medical Textiles)
전자통신 융복합 섬유

(ICT Convergence Textiles )
산업자재용 섬유

(Textiles for Other Industries)

생활용 섬유
(Textiles for 

Living 
Environment)

인테리어 섬유
(Textiles for Interior Design)

웰빙환경 섬유
(Textiles for Well-Being Life)

스포츠 레져 용품
(Textile Goods for Sports & Leisure)

신 공정 혁신섬유
(Innovative 
Textiles)

원가 혁신 섬유
(Textiles from Cost Innovation)

품질 혁신 섬유
(Textiles from Quality Innovation)

신섬유
(Novel Textiles)

대분류
(Broad 

Category)

중분류
(Mid 

Category)

소분류
(Detailed Category)

세라믹
(ceramics
materials)

전자세라믹소재
(electronic
ceramics)

센서 소재부품
(sensor material)
반도체 소재부품

(semiconductor material)
MEMS 소재부

(MEMS material)

에너지·환경
세라믹소재

(energy
∙environmental 

ceramics)

단열소재
(insulator material)

분리막 소재
(Membrane material)

열전소재
(Thermoelectric material)

연료전지소재
(Fuel cell material)

이차전지소재
(secondary battery material)

기계·구조세라믹
(mechanical

ceramics)

구조세라믹표면제어기술
(Structural ceramics surface control technology)

초정밀 대형세라믹소재
(Ultra precision Large ceramics material)

경량세라믹 복합소재
(Light weight ceramics composite material)

고온구조 세라믹소재
(high-temperature Structural ceramics material)

고순도 구조세라믹소재
(High Purity Structural ceramics material)

나노세라믹소재
(nano ceramics)

나노잉크 소재
(nanoink material)

산화물반도체 프린팅공정
(oxide semiconductor Printing Process)

TFT 소자기술
(Thin Film Transistor device technology)

터치 및 압력센서 응용기술
(touch and pressure sensor applied technology)



대분류
(Broad 

Category)

중분류
(Mid 

Category)

소분류
(Detailed 
Category)

금속재료
(Advanced

Metallic
Materials)

Moving Metal

철강
(Iron)
비철

(Non-iron)
프로세스
(Process)

Energy-Infra Metal

SoC 소재
(SoC Material)

Plant 소재
(Plant Material)

해양 소재
(Marine Material)

비전통 오일/가스관련 소재
(Non-traditional Oil- and 

Gas-related material)
발전용 소재

(Material for Electric Generation)
Energy-Network 소재

(Energy-Network material)
신재생에너지 소재

(New Renewable Energy Material)
수소경제 소재

(Material for Hydrogen economy)

Smart Metal

휴먼소재

정보통신 금속소재

전략희소 금속소재

Green Process

Zero emission

4R(Reduce, Reuse, Recycle, Replace)

CO2 삭감 기술
(CO2 reduction Technology)

Energy Saving
(Energy Saving Technology)

원료사용
(Raw Material Technology)

대분류
(Broad

Category)

중분류
(Mid 

Category)

소분류
(Detailed Category)

화학
(Chemical 
Process

/materials)

에너지·자원 효율
공정산업

(Energy/resource 
process)

탄소소재
(Carbon Materials)

기초유분
(olefin)

대체원료
(Alternative feed stocks)

공정고도화
(Process Networking and Intensification)

정보전자소재
(ICT material)

Touch Panel 소재
(touch panel material)

편광판 소재
(film material)

BLU 소재
(BLU material)

OLED 소재
(OLED material)

Flexible 디스플레이소재
(flexible display material)

반사형 전자종이 소재
(e-paper material)
반도체용 공정소재

(semiconductor material)

고분자소재
(polymer)

자동차산업용 고분자 소재
(Vehicle material)

생활/산업용 고분자 소재
(Houseware material)

표면기능소재
(Fine Chemical)

점/접착 소재
(adhesive material)

염/안료 소재
(dye/pigment material)
도료/기능성코팅소재

(paint/functional coating material)
화장품소재

(cosmetic material)

환경에너지 화학소재
(Eco-material)

환경소재
(Environmental material)

에너지소재
(Energy material)



대분류
(Broad 

Category)

중분류
(Mid Category)

소분류
(Detailed Category)

생산기반
(Manufacturing
infrastructure)

주조
(Casting)

사형주조
(Sand Casting)

금형주조
(Permanent Mold Casting)

다이캐스팅
(Die Casting)

특수주조
(Special Casting)

주조재료
(Casting materials)

금형
(Dies & Molds)

플라스틱금형
(Plastic Molds)

프레스금형
(Press Dies)
특수금형

(Special Dies & Molds)

소성가공
(Metal

Forming)

단조(Forging)
압출성형(Extrusion)

판재성형
(Sheet Metal Forming)

인발성형(Drawing)
특수성형(Special Forming)

열처리
(Heat 

Treatment)

침탄(Carburizing)
질화(Nitriding)

전경화(Total Hardening)
국부경화(Local Hardening)

표면처리
(Surface

Treatment)

도금(Plating)
도장(Painting)

건식코팅(Dry Coating)
습식코팅(Wet Coating)

용접접합
(Welding &

Joining)

용접공정(Welding Process)
용접기자재

(Welding Equipments)
용접재료(Welding Consumables)

접합공정(Joining Process)
접합소재(Joining Materials)

대분류
(Broad 

Category)

중분류
(Mid Category)

소분류
(Detailed Category)

생산시스템
(Manufacturing 

systems)

정밀가공시스템
(High-Precision

Machining
System)

고속/복합 가공시스템
(High-Speed & Multi-Tasking Machining System)

초미세 가공시스템(Ultra-Precision Machining System)
하이브리드 가공시스템(Hybrid Machining System)

대형 절삭/성형시스템(Large-Scale Cutting & Forming System)
3차원 제조시스템(Additive Manufacturing System)

재구성 유연 생산시스템
(Reconfigurable/Flexible Manufacturing System)

사출성형시스템(Injection Molding System)
디지털 생산운영/서비스 솔루션

(Digital Manufacturing Management & Service Solutions)

마이크로/나노
생산시스템

(Nano & Micro
Scale

Manufacturing 
System)

기능성 나노/마이크로 복합체 생산시스템
(Functional Nano & Micro Scale Hybrid Structure Manufacturing Syste

m)
다단/다층 구조기반 계층화 공정시스템

(Multi-Level & Multi-Layer Stratification Manufacturing System)
다기능성 융복합 적층 공정시스템

(Multi-Functional Structure Stacking System)

건설기계
(Construction

Machinery)

친환경 고효율 동력전달시스템
(Eco-Friendly & High-Efficiency Power System)
지능형 작업시스템(Intelligent Work System)

극한작업 및 특수목적용 건설기계(Extremely Dangerous Environment & 
Special Purpose Construction Machinery)

농업기계
(Agricultural
Machinery)

고성능 고효율 농업용 동력기계 시스템
(High Performance Agricultural Power Machinery System)

지능형 융복합 농업용 자동화 시스템
(Intelligent & Fusion-Based Agricultural Automation System)

농작업기계 및 부품(Agricultural Equipment and Parts)

섬유기계
(Textile 

Machinery)

방사/방적/제직기(Spinning/Weaving Machinery)
염색/가공설비(Dyeing & Finishing Machinery)

편성/자수 시스템(Knitting/Embroidery Machinery)
부직포 및 산업용 제조설비

(Non-Woven Fabric & Industrial Manufacturing Machinery)

에너지기계
(Energy

Machinery)

고효율히트펌프/냉동 시스템
(High Efficiency Heat Pump & Refrigeration  System)
열구동 냉방 시스템(Thermal Driven Cooling System)

산업용 냉동공조 시스템(Industrial HVAC System)
극·초저온 냉동 시스템(Cryogenic Cooling System)
고효율 유체기계(High Efficiency Turbo-Machinery)

승강기
(Elevator)

Eco 승강시스템(Eco elevator system)
지능형 고출력 하이브리드 전동기 시스템

(Intellectual high-power hybrid electric motor system)



대분류
(Broad 

Category)

중분류
(Mid Category)

소분류
(Detailed Category)

반도체
(Semicond-

uctor)

시스템 반도체
(System on Chip

(SoC))

전력/에너지 반도체
(Power/Energy Semiconductor Device)

자동차 SoC(Automotive SoC)
프로세서 SoC(Processor SoC)
스토리지 SoC(Storage SoC)

통신/방송 SoC
(Communication/Broadcasting SoC)
멀티미디어 SoC(Multimedia SoC)

고주파반도체(RF Semiconductor Device)
센서반도체

(Sensor Semiconductor Device)
바이오/의료기기(Bio/Medical SoC)

디스플레이 SoC(Display SoC)
프로그래머블 로직 반도체

(Programmable Logic Semiconductor Device)
SoC 공통기술(SoC Common Technology)

이차 전지
(Secondary 

Battery)

리튬이차전지
(Lithium ion secondary Battery)

레독스흐름전지(Redox flow battery)
금속공기전지(metal-air battery)

초고용량 커패시터(Super capacitor)
박막전지(Thin film battery)

회로 임베디드형 전지
(Circuit-embedded-type battery)
초소형 전지(Small size battery)

공통 핵심 요소 기술(Common elements(Packagi
ging, BMS, PCM, Certification, etc))

반도체 소자
(Semiconductor

device)

메모리소자(Memory device)
로직소자(Logic device)

기타 소자
(Non- memory/Non-logic device)

반도체 공정/장비
(Semiconductor

process/
equipment)

반도체 공정(Semiconductor process)

반도체 장비(Semiconductor equipment)

반도체 소재/PCB
(Semiconductor 
Component/

PCB)

반도체 소재(Semiconductor Component)

PCB(PCB)

대분류
(Broad 

Category)

중분류
(Mid Category)

소분류
(Detailed Category)

디스플레이
(Display)

LCD
LCD 모듈(LCD module)

LCD 장비(LCD equipments)
LCD 부품소재(LCD parts/materials)

PDP
대형 고화질 PDP 모듈(Large-sized HD PDP module)

PDP 장비(PDP equipments)
친환경 소재(Eco materials)

OLED

소형 AMOLED 모듈(Small-sized AMOLED module)
대형 AMOLED 모듈(Large-sized AMOLED module)

AMOLED용 공정 장비(AMOLED processing equipments)
AMOLED용 소재(Materials for AMOLEDs)

플렉시블
디스플레이
(Flexible
display)

플렉시블 디스플레이 모듈(Flexible display module)
플렉시블 디스플레이 장비(Flexible display equipment)

플렉시블 디스플레이 부품소재(Flexible display parts/materials)
플렉시블 AMOLED(Flexible Amoled)

전자종이(반사형) 
디스플레이
(e-paper 
display)

전자종이 패널(e-paper Panel)
전자종이 공정 및 장비(e-paper processing equipments)

전자종이 부품소재(e-paper parts/materials)

다기능
디스플레이

(Multi-Function 
display0

공간 디스플레이(Space display)
프로젝션 디스플레이(Projection display)
기능성 디스플레이(Functional display)
투명디스플레이(Transparent display)

UX/UI(UX/UI)

대분류
(Broad 

Category)

중분류
(Mid 

Category)

소분류
(Detailed Category)

임베디드
SW

임베디드SW
(Embedded

SW)

임베디드 운영체제 (임베디드 시스템 소프트웨어 포함)
(Embedded operating system(including Embedded System S/W)

임베디드 미들웨어 및 핵심 컴포넌트
(Embedded middleware and core components)

임베디드 SW 개발 환경
(Embedded S/W development environment)

IT기기 임베디드 SW 응용 및 서비스
(Common applications and services for Embedded S/W)

임베디드 SW 공학 기술
(Embedded Software Engineering)



대분류
(Broad 

Category)

중분류
(Mid Category)

소분류
(Detailed Category)

LED/광
(LED/

Optics)

LED 광소자
(LED optical

element)

장비(LED Equipment)
기판 및 원료(LED substrate and materials)

비가시광LED(Non-visible LED)
가시광 LED(Visible LED)

패키지 소재(LED Package material)
패키지 공정 및 장비(Package process/equipment)

패키지 소재 및 설계(Package material/Design)
LED 융합

(LED 
Convergence)

LED 제어 시스템(LED Control system)
LED 융합 시스템(LED Convergence system)

LED 통신 시스템(LED communication system)
LED조명 응용
(LED lighting
application)

조명 엔진(Lighting engine)

일반 조명(General lighting)

OLED 융합
(OLED
lighting)

OLED 조명 소재/부품(OLED lighting materials & parts)
OLED 조명용 공정 장비

(Processing equipment for OLED lighting)
광원기술(Light source)

광소재
(Photonic
Materials)

스마트 유리(Smart Glass)
광섬유(Optical Fiber)

반도체재료(Semiconductor Materials)
광학 재료(Optical Materials)

고분자 소재(Polymer materials)

광계측 및 센서
(Optical

Measurement
and Sensing)

광량계측(Optical power measurement)
센서활용 광계측(Sensor based Optical measurements)

생물, 의료, 방사선 계측
(Bio, Medical, Radioactive rays Measurements)

기초물리량, 길이, 시간, 중력가속(Physical quantity, length, ti
time, Gravitational acceleration, etc)

산업/의료용
레이저

(Industry/
Medical 
lasers)

DPSSL/LPSSL(DPSSL/LPSSL)
광섬유 레이저(Optical Fiber laser)

고출력 다이오드(High Power diode)
의료용 레이저(Medical laser)

가스레이저(Gas Laser)
광통신
(Fiber

Communication)

텔레콤 광모듈(telecom optical module)
데이터콤 광모듈(Datercom optical module)

컴퓨터콤 광모듈(Computercom optical module)
IT 컨슈머 &

광영상
(It consumer &

Optical 
display)

카메라 모듈(Camera module)
저장장치(Optical Storage)
레이저 영상(Laser Display)
홀로그래피(Holography)

HxD

대분류
(Broad

Category)

중분류
(Mid Category)

소분류
(Detailed Category)

정보가전
(Home

Appliance)

스마트홈플랫폼
(Smart Home 

platform)

스마트홈 허브 기술
(Home hub)

스마트홈 미들웨어 기술
(Home middleware)

스마트홈 클라우드 기술
(Home cloud system)

그린홈 에너지 관리 기술
(Green home energy mgt)

그린홈․스마트 그리드 연동 기술
(Green home-Smart grid linkage)

스마트홈네트워크
(Smart Home 
networking)

유선 홈네트워크 통신 기술
(Wired home networking)
무선 홈네트워크 통신 기술
(Wireless home networking)

홈네트워크 접속 기술
(Home network networking)

스마트 정보가전
(Smart information

appliance)

고실감 스마트 정보가전 기술
(Smart appliance for immersive media)

고실감 미디어 서비스 기술
(Media service for immersive media)

고실감 인터랙티브 UI/UX 기술
(Interactive UI/UX)

스마트 케어가전 기술
(Smart care appliance)

3D정보가전
(3D information

appliance)

3D 기기 및 장비
(3D appliance and equipment)

3D 융합 서비스 시스템
(3D convergence service system)

디지털 홀로그램 기기 및 장비
(Digital Hologram appliance and equipment)

3D 홀로그램 서비스 시스템
(3D Hologram service system)



For further questions, 
Please contact to

Or visit our homepage
URL : http://www.keit.re.kr/eng/index.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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