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 자율편성형 첫걸음, 도약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 수요조사 공고
충북대학교「중소기업산학협력센터」에서는 중소기업청의 <2015년도 자율편성형 첫걸음,
도약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의 수요조사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충북대
학교 교수와 충청북도 소재 중소기업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충북대학교 산업과학기술연구소 · 중소기업산학협력센터장
1. 자율편성형 첫걸음, 도약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 개요
○ 중소기업청이 2014년도부터 시행하고 있는 저변확대 사업으로서 ‘충북도내 중소기업의 연구역
량 강화 및 기술개발을 지원’하고자 R&D사업 지원 역량이 우수한 대학을 주관기관으로 선정하
여 주관 대학과 중소기업이 자율적으로 도출한 R&D 과제의 공동기술개발을 지원하는 사업(별
첨2 : 자율편성형 사업 개요)
※ 충북대학교 중소기업산학협력센터는 2014년도부터 본 사업의 주관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충북
대학교 배정 R&D 과제수의 1.5배 과제를 자체 수요조사를 통해 자율적으로 도출하여 산학연협회
에 추천함<15년도 충북대학교 배정 R&D 과제수는 아직 미배정이나, 14년도 수준(첫걸음 8개, 도
약 4개)으로 예상됨>
2. 수요조사(지원) 대상
○ 과제책임자 : 충북대학교 소속 전임교원
○ 참여기업 : 충청북도 소재 중소기업
3. 지원 규모 및 수요조사 시기
○ 정부출연금 및 지원기간 : 총사업비의 75% 이내(최대 1억원 이내), 최대 1년
[(정부출연금): 정부 50%, 지자체 : 25%이내, (기업부담금): 25%이상(현금 3%)]
○ 수요조사 시기 :

2015년 04월 중

4. 지원 대상
○ 공통 : 별첨3의 충청북도 주력산업 및 특구산업 관련 기술개발 과제 우선
○ 첫걸음 R&D 과제 : 국가지원 R&D 과제에 처음으로 참여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대학과의
공동기술개발 과제
○ 도약 R&D 과제 : 기술혁신역량 제고를 통해 성장도약이 필요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대학과의
공동기술개발 과제
○ 과제책임자(대학) : R&D 지원 역량이 우수한 충북대학교 전임교원 이상의 교수
○ 참여횟수 제한 (졸업제관련)
- `05년 이후 개별 중소기업 당 ‘저변확대' 사업을 총 4회 이상 수행한 경우는 ‘저변확대' 사업에
신청 불가 : 선택집중사업 및 저변확대 사업은 별첨4 참고
- `05년 이후 사업참여 여부는 중소기업청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스시템(www.smtech.go.kr)에서
확인 가능 : 온라인과제관리 - 과제참여횟수조회(졸업제 관련)
5. 수요조사 접수기간 및 접수처
○ 접수기간 : 2015. 4. 10(금) 오후 5시까지
○ 접수방법 : 이메일접수(unibiz@cbnu.ac.kr)
○ 제출서류 : 수요조사서 1부(첫장은 도장날인 후 스캔), 기술개발 내용 별지 및 기타 참여 중소기
업 첨부 서류
6. 문의처
○ 중소기업산학협력센터 최용희(☏ 043-261-3486,

Email: unibiz@cbnu.ac.kr)

※(별첨) : 자율편성형 첫걸음, 도약 기술개발과제 수요조사서 양식 및 기타 참고 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