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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중견기업 기술 지원(KI-UP)
○
-

추진배경 및 필요성
국가경제에 이바지하는 출연(연) 본연의 임무를 수행
중소기업과의 산·연 네트워크 강화 및 수요지향형 R&D 촉진
전담부서 및 전담인력을 통한 효과적인 중소기업지원 실시

다른기관 또는
민간인 관련자

- 과제별 인건비, 간접비, 기업부담금을 추가 편성하여 수행
사업개요
추진경과

담당업무
(업무분담 내용)

참여기간

본부장 설동호 책임급 ‘20.1.1.~20.12.31.

사업 총괄

팀장 정태용 책임급 ‘20.1.1.~20.12.31.

KI-UP 기반조성사업
사업총괄지원

실장 배준한 책임급 ‘201.1.~20.12.31.

현장애로기술지원사업

실장 오경연 선임급 ‘20.1.1.~20.12.31.

창업 및 3D프린터
활용지원사업

실원 조정미 기사급 ‘20.1.1.~20.12.31.

기술상용화지원사업

○ 지원대상 중소·중견기업
- ㈜큐에스아이, ㈜네패스, ㈜싸이너스, ㈜메타바이오메드, 주식

○ 추진기간 : 2020.1.1. ~ 2020.12.31.
- 매년 연도별 사업계획에 따른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지속 시행 중

및

직급

실장 백명기 선임급 ‘20.1.1.~20.12.31. 시뮬레이션 기반 기업지원사업

- 수요 맞춤형 다층적 지원 프로그램 운영

○ 총사업비 : 2,850백만원(직접비)

성명

회사 에타맥스, ㈜아이스펙, 대성금속(주), ㈜쎄크, 태창기업(주),
인트리 주식회사, ㈜엠지비엔도스코피, ㈜티엘비, ㈜매니지온,
에프디씨 주식회사, 오스템글로벌 주식회사, 이노메스,
인탑스 주식회사, 제에스케이정밀, 주식회사 선재하이테크,
㈜청 우메디칼, 포유, 주식회사 론픽, 파낙스이텍(주 ),
㈜해 밀소프트

○ 주요 사업내용
- KI-UP 기반조성사업

○ 기술상용화지원사업 수행과제 목록

- 기술상용화지원사업
- 현장애로기술지원사업

고출력 테이퍼드 MOPA 광증폭 다이오드 개발

- 시뮬레이션 기반 기업지원사업
- 창업 및 3D프린터 활용지원사업

나노 탄소소재의 물리/화학적 고효율 분산 상용화 기술 개발
디지털 x-선 검출기용 구동 및 데이터 획득 시스템 개발

○ 추진경과
- 2019.10.01.~11.28. : 프로그램 선정 및 사업기획
- 2019.11.28.~12.11. : 기업제안 공모
- 2019.12.11.~12.18. : 연구책임자 공모
- 2019.12.20. : 특별전문위원회 개최(세부과제 선정)
- 2020.01.01. : 프로그램 및 세부과제 수행 착수

절개, 혈관응고용 초음파 수술기의 BLT 및 Generator 개발
추진실적

실리콘 카바이드 분석 PL 장비 개발용 결함 데이터 분석 기법 연구
금속섬유 직조천을 이용한 400℃급 면상발열체 개발
HPEMP 방호장치 핵심 설계기술 개발

○ 최초 제안자 및 최종 결재자
사업수행자
(관련자 및
업무분담 내용)

- 최초 제안자 : 책임급 설동호
- 최종 결재자 : 원 장 최규하
○ 사업 관련자

금속/그래핀 입자 및 복합잉크 제조기술 개발
CT 장비용 고전압 전원장치 개발
할박 어레이 기술을 적용한 500W급 축방향자속타입 브러시레스 전동기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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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면적 OLED 조명용 메탈 메쉬 패턴 제조 공정 개발
기능영상 다파장 복합광원 상용화 기술개발
PCB 제조용 무전해도금 기반 3D프린터 및 기능성 잉크 개발
전기자동차용 10kW급 양방향 AC-EVSE 개발
열유채 수치해석을 통한 화염 억제기 설계기술 개발 지원
Dental용 X-ray 센서 개발 지원
전력 IoT 디바이스용 파워 시뮬레이터 기술 지원
펨토초 레이저를 이용한 티타늄 MIM 사출 제품의 표면 처리 기술 개발
전극보일러용 전극설계기술 지원
Photo Ionizer 발열 개선을 위한 전산 열해석 지원
통증 치료용 자기장 발생장치 개발 지원
분광 영상을 이용한 피하 혈관 검출 기술 가능성 검증
드라이브 시스템 설계를 통한 스마트 근력운동 부하모듈 개발 지원
고이온전도성 비정질 화합물 소재 분석기술 개발 지원
신재생에너지 계통 출력변동 안정화 기술 개발
○‘KI-UP 기반조성사업’을 통해 ‘패밀리기업’ 선정 및 지원 추진
○‘현장애로기술지원사업’을 통해 중소중견기업의 기술적 애로
사항에 대한 상시 지원 추진
○‘시뮬레이션 기반 기업지원사업’을 통해 전산해석 기반 제품
설계 지원 및 기업 전산해석 시스템 구축 추진
○‘창업 및 3D프린터 활용지원사업을 통한 중소기업 성장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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