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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확산지원

기술확산지원(정보통신)

개발된 기술의 확산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및 지원을 통해 기술의 확산 및
글로벌 사업화 촉진을 지원합니다.

/ IT융합기술확산 (산업IT융합거점지원)
/ IT융합기술확산 (차세대미디어기반 IT융합제품 상용화지원)
/ 공개SW 활성화 지원
/ SW공학 경쟁력 강화
/ SaaS 활성화 기반구축
/ 임베디드SW 산업육성
/ SW테스트 기반조성
/ 정보통신기업R&D역량강화 (IT중기협력 네트워크 운영)
/ 정보통신기업R&D역량강화 (공통서비스 인프라 구축운영)
/ 정보통신기업R&D역량강화 (선진기술특허대응 시스템 구축운영)
/ IT산업환경규제 신속대응 체계구축

2011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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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융합기술확산(산업IT융합거점지원)
산업IT혁신센터, 산업IT융합지원센터 등 산업별 IT융합 지원을 위한 상시 거점을
운영하여 주력기업과 IT기업 간 협력과제를 발굴하고 기업 애로사항 해결 등을 통해
기업의 IT융합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지원분야
산업IT혁신센터
수요기업 맞춤형 IT융합 협력과제 발굴·개발 및 테스트·상용화 지원
해외 마케팅 지원을 통한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및 판로개척 지원
IT융합 기술개발 과제의 시험인증 및 해외규격 획득, 국제 표준화 등 IT융합 인프라 구축 지원

산업IT융합지원센터
산업별 수요기업과 IT공급기업 간 IT융합 사업연계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운영
IT융합 비즈니스모델 발굴·적용을 통한 사업화 사례 발굴
IT융합 추진 관련 기업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컨설팅, 상시 상담 등 지원
전문가협의체 운영을 통한 IT융합 시장조사, 융합사례 및 정책·제도 개선사항 발굴
산업내 IT융합 기반구축을 위한 교육·세미나 개최 및 정보제공·홍보 사업 추진

지원내용
산업IT혁신센터
┃Ⅰ인프라조성 (정보통신)┃

선정규모 : ’
11년 신규(2개) 선정, ’
10년 계속(1개) 센터 운영 예정
지원조건 : 과제별 총사업비의 75%이내(대기업 50% 이내) 정부지원
기 술 료 : 정부지원금의 20%(5년 분납)

산업IT융합지원센터
선정규모 : ’
11년 신규(7개) 선정, ’
10년 계속(2개) 센터 운영 예정
지원조건 : 100% 정부지원

지원대상
산업IT혁신센터
총괄주관기관 : 산업별 IT융합 과제 발굴 및 세부주관기관 사업 수행 관리(영리 또는 비영리기관)
※ 참여기관이 총괄주관기관 동시 수행 가능
세부주관기관 : 수요기업과 협력을 통한 IT융합 과제 개발(IT중소기업)
참 여 기 관 : IT융합 협력과제의 기획 및 테스트베드 제공·상용화 지원(수요기업)

산업IT융합지원센터
산업을 대표하여 산업내 주력기업과 IT기업이 융합을 선도 할 수 있는 주관기관(비영리기관)

지원규모
2011년 예산 : 8,130백만원

추진일정
2011년 4월 : 사업공고
2011년 5월 : 선정평가
2011년 6월 ~ : 협약체결 및 사업비 지급

문의처
정보통신산업진흥원 IT융합단 산업융합팀
전화 : 02-2141-54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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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스 : 02-2141-5419

IT융합기술확산(차세대미디어기반 IT융합제품 상용화지원)
차세대 미디어 기반 방송통신융합 제품 개발을 위한 테스트베드 구축·운영을 통해
차세대 미디어 서비스 및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제고합니다.

지원분야
DMB, IPTV, 이동방송통신단말 및 주변기기, 정보통신서비스 등 IT 관련기술 및 차세대
미디어 기반 융합 기술 분야

지원내용
모바일 단말, 셋톱박스, MID(Moblie Internet device) 등 융합미디어 기기 개발 및 상용화
시험 지원
지능형 융합서비스, 양방향 방송서비스, 유비쿼터스 서비스(u-서비스) 등의 미디어 기반 융합
서비스 기기, 시스템, 솔루션, 콘텐츠 등의 개발 및 상용화의 시험 지원

지원대상
차세대 미디어 기반 관련 기기, 컨텐츠 및 서비스의 시험을 원하는 기업 및 기관

┃1. 기술확산지원┃

지원규모
2011년 예산 : 858백만원

추진일정
2011년 4월 : 사업 협약
2011년 8월 : 차세대 미디어 테스트베드 시연(2011 세계육상선수권대회 기간)

문의처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기업지원단 산업기반팀
전화 : 042-710-1220

팩스 : 042-710-1229

(재)대구테크노파크 모바일융합센터
전화 : 053-602-1734

팩스 : 053-592-9102

2011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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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SW 활성화지원
공개SW의 전략적 활용과 확산을 통해 SW산업구조 고도화 및 선진국 SW기술을 따라
잡고, 공공 수요 창출을 통해 공개SW 산업 생태계 기반을 구축하고 신뢰성 있는 공개
SW 공급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지원내용
공개SW역량프라자 운영(http://www.oss.kr)
다양한 공개SW System Stack을 구성하여 상호운용성 위주 Test를 수행하여 신뢰성 있는 공개
SW를 발굴
임베디드, 클라우드 컴퓨팅 등 신규 분야의 공개SW 기술참조모델(TRM) Solution Profile 개발
및 배포

공개SW라이선스 검증 지원
공개SW를 활용한 개발과제를 대상으로 공개SW 라이선스를 검증하고 올바른 활용을 컨설팅

공개SW 커뮤니티 프로젝트 육성 및 지원
사업화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대학과 기업 등의 연구 성과를 활용한 공개SW 커뮤니티 확대

개방형SW 교육센터 운영

┃Ⅰ인프라조성 (정보통신)┃

모델 커리큘럼/수요/자유 과정의 공개SW 온라인 교육 추진

공개SW 개발자 대회
대회 참가자와 후원기업 멘토 연계를 통해 개발자와 기업간 연계성 강화 및 수상작품 발표회 등을
통한 수상작의 사업화, 수상자의 취업 기회 제공

공개SW 적용사업 발굴
특정분야의 임베디드SW분야, 모바일 특정단말 및 서비스 분야의 현장수요 및 효과성을 분석하여
우선순위를 선정, 시장중심의 공개SW 적용사업 추진

공개SW 컨설팅 지원
공공기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공개SW 적용 가능성 검토 및 실제 도입까지의 컨설팅 수행

지원대상
공공기관, IT관련 기업체, 대학 및 연구소 등

지원규모
2011년 예산 : 7,500백만원

추진일정
2011년 연중

: 공개SW역량프라자 운영, 공개SW라이선스 검증 지원, 개방형SW 교육
센터 운영
2011년 4월~11월 : 공개SW 커뮤니티 지원, 공개SW 개발자 대회, 공개SW 적용사업 발굴

문의처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기업지원단 산업기반팀
전화 : 042-710-1220

팩스 : 042-710-1229

정보통신산업진흥원 SW진흥단 공개/지역SW팀
전화 : 02-2141-5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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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스 : 02-2141-5259

SW공학경쟁력강화
SW공학기술 적용을 통한 SW기업의 품질개선 지원, SW공학 요소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 활동 등을 통해 SW품질향상 기반을 구축하여 국내SW기업의 글로벌 품질
경쟁력 확보를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SW공학기술 산업현장적용 컨설팅 지원
SW품질 및 생산성 제고를 위해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성과를 도출하고, 기업의 현안과
문제점을 효과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SW공학기술의 산업현장적용 컨설팅 지원

융합SW공학 요소기술 연구ㆍ개발
SW관련 학과와 주요 산업도메인 관련 학과가 공동으로 융합SW공학 연구센터를 개설하여,
다양한 산업현장에 필요한 융합SW공학 요소기술의 개발 및 전문인력의 양성을 지원

SW공학 컨설팅 지원 서비스
국내 공공기관 및 중소기업의 수준에 맞는 실질적인 SW공학 기술적용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원포인트 클리닉, 코드닥터, 테스팅 프론티어 등)

SW공학 컨퍼런스 및 테크니컬 세미나 운영
SW공학기술 적용 성공사례 공유 및 향후 방향성을 제시하는 컨퍼런스 개최, SW개발 관련 최신
기술 동향을 파악하고 개발과정에서의 경험을 공유·전파하는 테크니컬 세미나 운영

지원대상
┃1. 기술확산지원┃

SW관련 기업체, 대학 및 연구소, 공공기관 등

지원규모
2011년 예산 : 7,500백만원

추진일정
2011년 4월 ~ 11월 : SW공학기술 산업현장적용 컨설팅 지원
2011년 6월, 12월

: SW공학 컨퍼런스 개최

2011년 연중

: SW공학 요소기술 연구ㆍ개발, SW공학 컨설팅 서비스 지원

문의처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기업지원단 산업기반팀
전화 : 042-710-1220

팩스 : 042-710-1229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부설 SW공학센터 SW공학기술팀, SW공학연구팀
전화 : 02-2132-1317, 1321

팩스 : 02-2132-1358

2011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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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aS 활성화 기반구축
SW산업의 패러다임이 서비스 방식(SaaS)으로 변화함에 따라 SaaS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여 상용화하고자 하는 국내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술개발을 지원합니다.

지원분야
자유공모 : 자유로운 제안을 통해 단기 응용 및 적용이 가능한 분야
지정공모 : 정책적 필요성 및 산업계 파급효과가 큰 분야

지원내용
구 분

지원 내용 및 조건

예 산

자유공모

최대 3억원 내에서 1년 지원
자유로운 SaaS 플랫폼 선택이 가능

13억원
(4건)

지정공모

연간 4억원 범위에서 최대 2년 지원(2011년은 계속과제 지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의 SaaSPiaTM 플랫폼에 기반하여 개발

8억원
(2건)

정부출연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민간에서 부담, 민간부담금 10%이상은 반드시 현금으로
부담
┃Ⅰ인프라조성 (정보통신)┃

사업 종료 후 정액기술료 징수

지원대상
SaaS 어플리케이션 개발이 가능한 국내중소기업
※ 출연연구기관, 대학, 대기업 등은 참여 또는 위탁연구기관으로만 참여가 가능하고 중소기업 기준은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분류기준을 따름

지원규모
2011년 예산 : 2,100백만원

추진일정
2011년 4월 : 사업공고
2011년 5월 : 사업계획서 접수

문의처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기업지원단 산업기반팀
전화 : 042-710-1220

팩스 : 042-710-1229

정보통신산업진흥원 SW진흥단 융합SW팀
전화 : 02-2141-5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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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스 : 02-2141-5239

임베디드 SW산업육성
주력 전략 산업과 SW와의 융합에 의한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을 통해 상용화를 촉진
하고 대중소 기업의 상생 협력을 도모합니다.

지원분야
생활가전, 모바일 및 신규 10대 IT 융합 전략 산업과 임베디드SW와의 융합이 가능한 분야
※ 新10대 IT융합 전략산업 : 차량, 조선, 국방, 섬유, 건설, 에너지, 공정, 농업, 뿌리산업, 서비스

지원내용
융합SW상용화 프로젝트 추진
구 분

지원 내용 및 조건

예 산

연간 5억원 범위에서 최대 2년 지원
수요기업에서 제안한 과제가 지정과제로 선정될 경우, 일정 기간 구매 확약

지정공모

※ 수요기업에서 구매 확약 동의서에 따라 구매를 하지 않을 경우, 향후 사업참여제한

최대 3억원 내에서 1년 지원
수요기업 및 대학 참여시 가점 부여

자유공모

25억원
(5건)
30억원
(10건)

임베디드SW 공모대전 개최
미래 융합SW 신사업 아이디어 발굴 및 임베디드SW 잠재 인력 조기 양성을 위한 공모대전 추진

새로운 임베디드 개발 환경에 필요한 핵심 어플리케이션 및 솔루션 개발 촉진 기반 구축 지원,
임베디드SW 전문 기업 등을 위한 산업정보 및 기술동향 제공 등

지원대상
임베디드SW 기술개발이 가능한 국내 중소기업
※ 출연연, 대학, 대기업 등은 참여 또는 위탁연구기관으로만 참여가 가능

지원규모
2011년 예산 : 7,000백만원

추진일정
2011년 4월 : 사업공고
2011년 5월 : 사업계획서 접수

문의처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기업지원단 산업기반팀
전화 : 042-710-1220

팩스 : 042-710-1229

정보통신산업진흥원 SW진흥단 융합SW팀
전화 : 02-2141-5245

팩스 : 02-2141-5239

2011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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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술확산지원┃

임베디드SW 융합 기반 조성

SW테스트기반조성
종합적인 SW 품질 선진화 기술 개발 및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체계적인 수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세계 수준의 품질 경쟁력을 갖춘 국산 SW 육성을 지원합니다.

지원분야
패키지 SW, 모바일 SW, 임베디드 SW, 컴포넌트 SW, 보안 SW, 게임 SW, GIS SW,
e-Biz SW, e-Learning SW, 주문형(SI) SW 등 SW 전 분야

지원내용
SW 테스트베드(Open Lab) 서비스 제공
중소 SW개발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고가의 시험장비, 시험자동화도구 및 시험전문인력 등의 종합
적인 시험 인프라 지원

수출용 SW 국제화·현지화 시험 및 컨설팅 서비스 제공
SW개발업체가 체계적인 국제화 및 현지화를 수행할 수 있도록 표준 및 자체 개발한 가이드라인을
활용하여 수출용 SW 국제화 및 현지화 컨설팅 지원
일본 수출용 SW제품에 대한 국제화 및 현지화 완성도 검증

┃Ⅰ인프라조성 (정보통신)┃

SW 테스트 전문가 양성 교육 프로그램 운영
초·중·고급 단계별 SW 테스트 전문가 양성 교육 과정 운영
SW 테스트 전문가 자격(CSTS; Certified Software Test Specialist) 제도 운영

지원대상
IT관련 기업체, 대학 및 부설 연구소, 연구소, 공공기관, SW품질 관련분야 종사자 등

지원규모
2011년 예산 : 2,700백만원

추진일정
2011년 연중

: SW 테스트베드(Open Lab) 서비스 제공, 수출용 SW 국제화·현지화 시험
및 컨설팅 서비스 제공

2011년 분기별 : SW 테스트 전문가 양성 교육 프로그램 운영

문의처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기업지원단 산업기반팀
전화 : 042-710-1220

팩스 : 042-710-1229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시험인증연구소 소프트웨어시험인증단
전화 : 031-724-0170, 0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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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스 : 031-724-0189

정보통신기업R&D역량강화(IT중기협력 네트워크 운영)
IT중소기업 및 IT분야 창업 초기기업의 R&D 및 기술상용화 역량강화를 통해 지속적인
성장기반을 조성하고 정보통신 분야 신성장동력 기업의 육성을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IT R&D 역량강화 기반 조성
IT중소기업 애로사항 발굴 및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한 동향조사 및 간담회 개최
IT중소기업 R&D 지원 정책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IT초기기업 기술지도 및 사업타당성분석을 통한 IT기술창업기업 기술지원
IT선도/초기기업 간 사용화 공동협력 지원 및 우수 IT기술 비즈라운드 운영

IT중소기업 투자 활성화 지원
IT투자유치 역량강화 교육, 투자유치 자문, 정보자료집 발간
IT분야 투자촉진을 위한 벤처캐피탈리스트 대상 IT투자 네트워크 운영

지원대상
IT분야 중소기업 및 창업 초기기업

지원규모
2011년 예산 : 2,130백만원

2011년 1월 ~ 4월 : 상반기 사업공고 및 세부사업별 지원기업 신청/접수
※ 연중 상시지원 사업(예산 소진 시까지) : IT초기기업 기술지도 지원, 투자유치 자문 지원

2011년 5월 ~ 7월 : 하반기 사업공고 및 세부사업별 지원기업 신청/접수
※ 하반기 사업공고는 세부사업 중 잔여 예산이 남아 있는 사업에 한해 공고함

문의처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기업지원단 산업기반팀
전화 : 042-710-1220

팩스 : 042-710-1229

(사)벤처기업협회 산업융합팀
전화 : 02-890-0610

팩스 : 02-890-0640

2011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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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술확산지원┃

추진일정

정보통신기업R&D역량강화(공통서비스인프라 구축·운영)
IT중소기업이 R&D 및 상용화 제품 개발에 필요한 고가의 측정장비, 시험시설, 애로
기술 등에 대한 공통서비스를 지원하여 IT중소기업의 핵심기술력 향상을 제고합니다.

지원내용
애로기술 지원 : IT중소기업이 R&D 및 상용화 제품 개발 과정에서 직면하는 애로기술에
대하여 관련 전문가를 활용한 기술지원
장비지원 : 고가의 시험ㆍ측정 장비를 일정기간 임대 등 지원
고주파 시험지원 : 고주파 부품의 PIMD, 신뢰성, 대전력 및 소전력 시험지원
민간 시험시설 시험지원 : IT시험시설의 기업 상호 간 공동 활용을 위한 민간시험시설 시험지원

지원대상
IT중소기업

지원규모

┃Ⅰ인프라조성 (정보통신)┃

2011년 예산 : 1,120백만원

추진일정
2011년 1월

: 사업지원 공고

2011년 1월 ~ 12월 : 연중 수시지원
※ 애로기술, 장비, 고주파 시험, 민간 시험시설 등 지원사업에 대하여 자금 소진시 까지

문의처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기업지원단 산업기반팀
전화 : 042-710-1220

팩스 : 042-710-1229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중소기업기술지원팀
전화 : 042-860-5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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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스 : 042-860-6872

정보통신기업R&D역량강화(선진기술특허대응시스템 구축·운영)
국내 IT중소기업이 해외 선진기업들의 특허공세에 효율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국제특허분쟁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추진하고 분쟁대응시스템을 운영하여 국제
특허분쟁 대응력을 제고합니다.

지원내용
특허분쟁 대응 컨설팅(일반 컨설팅, 심화 컨설팅)
특허분쟁 및 분쟁예상 품목을 대상으로 특허 협의체 구성을 통한 분쟁 대응 지원(특허분석)
특허분쟁 대응특허 발굴 및 매입 지원
특허정보 검색 지원(특허정보 검색 ID 염가 제공)
특허분쟁정보 제공(www.ipac.kr, m.ipac.kr)
특허분쟁대응 지재권 인력 양성(기업방문 교육, 지재권 정규 교육, 연수 및 세미나 등)

지원대상
국내 중소 전자·IT기업 등

지원규모
2011년 예산 : 2,430백만원

2011년 1월 ~ 12월 : 특허분쟁대응 컨설팅·분석 (매분기 업체 수요조사), 특허정보 서비스 실시
2011년 2월 ~ 12월 : 특허분쟁대응 지재권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실시

문의처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기업지원단 산업기반팀
전화 : 042-710-1220

팩스 : 042-710-1229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특허표준지원센터(www.ipac.kr, m.ipac.kr)
전화 : 02-6388-6072~6

팩스 : 02-6388-6079

2011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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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술확산지원┃

추진일정

IT산업환경규제 신속대응 체계구축
IT산업 수출에 영향을 미치는 RoHS(유해물질제한), WEEE(폐전기전자제품처리),
EuP(친환경설계), REACH(화학물질등록,평가,허가) 등 국제환경규제대응을 위한 실시간
애로해결 및 전문가 파견을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EU, 중국 내 법무법인, 컨설턴트를 통한 환경규제 유권해석 및 최신동향파악
환경규제동향 모니터링 정보제공 및 대응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시
핫라인(T.1600-8182)을 통한 실시간 애로해결 및 지역별 환경규제전담기관의 one-stop 지원
현장애로 해결을 위한 전문가 파견 및 맞춤형 교육
주요 현안에 대한 세미나 및 포럼 개최
IT기업의 유해물질관리대응을 위한 시스템 및 방송컨텐츠 제공
유해물질시험기관 Eco-lab 인증 등

지원대상
IT관련 기업

┃Ⅰ인프라조성 (정보통신)┃

지원규모
2011년 예산 : 1,000백만원

추진일정
2011년 5월

: China RoHS대응을 위한 주요인사초청 세미나

2011년 7월, 10월 : 환경규제대응 세미나
2011년 연중
국제환경규제 애로상담(T.1600-8182), 특허분쟁 대응가이드 및 매뉴얼 제공(www.ecoe.or.kr)
전문가파견을 통한 현장애로해결 및 맞춤형 교육, 실시간 Q&A 및 환경규제 유권해석
IT기업의 유해물질관리대응을 위한 시스템 및 방송컨텐츠 제공

문의처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기업지원단 산업기반팀
전화 : 042-710-1220

팩스 : 042-710-1229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환경에너지팀
전화 : 02-6388-6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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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스 : 02-6388-6099

2
National IT Industry
Promotion Agency

연구기반구축

정보통신연구기반구축

기술개발의 기반이 되는 공동연구기반 구축을 통해 기술개발 생산성 향상
및 개발기술의 산업화를 지원합니다.

/ 차세대반도체분석 종합지원 체계구축
/ 시스템반도체산업 기반조성
/ 반도체 장비재료 성능평가
/ 광산업 기술력향상
/ 극초단광양자빔 연구시설 설치운영
/ 반도체디스플레이 녹색생산기술연구기반구축
/ 지능형 홈네트워크 산업기반조성
/ 통신장비성능 비교시험 기반구축
/ 융합서비스장비 상호운용 기반구축
/ IT특화연구소 설립
/ RFID/USN 시험인증 기반구축

2011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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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반도체분석 종합지원 체계구축
원자분해능 수준의 최첨단 측정 및 분석장비를 활용하여 차세대반도체 기업의 애로
기술 해결을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기업분석 need에 대한 단순 분석지원
세계수준의 나노 소자 전기적 특성 측정이 가능한 초점이온빔 기술을 활용 지원
현재 삼성 SMD, 삼성코닝, 하이닉스의 소자 평가에 지원 중

세계 최고 분해능을 보유한 SuperTEM을 이용, 기업의 첨단애로기술 밀착형 분석 서비스 지원
차세대반도체분석지원센터 보유장비 공동 활용 지원
보유장비 : 원자분해능 수준의 최첨단 전자현미경 (SuperTEM, FIB, Nano manipulator, Cryo
FIB, Cryo TEM, Cryo SEM) 등

지원대상
IT 및 IT기반 융합분야의 최첨단 분석기술을 필요로 하는 기업

┃Ⅰ인프라조성 (정보통신)┃

지원규모
2011년 예산 : 600백만원

추진일정
2011년 3월 : 사업공고
2011년 4월 : 지원기업 선정평가
2011년 5월 : 협약체결 및 기업 지원

문의처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기업지원단 산업기반팀
전화 : 042-710-1212

팩스 : 042-710-1229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차세대반도체분석지원센터
전화 : 02-958-5960(02-958-5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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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반도체산업기반조성
시스템반도체(SoC)개발에 필요한 전주기적 개발 환경을 구축하여 공동 활용에 따른
중소기업의 부품국산화 및 경쟁력 강화를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시스템반도체 개발 인프라 구축 지원 및 개발 기술지원
고가의 저전력, 초미세 공정용 설계검증 툴과 각종 라이브러리 지원 (온라인/오프라인)
공동활용 가능한 IP 도입 및 기술 지원을 통한 IP 기반 SoC설계기술 지원
시제품과 소량 양산품에 대한 시험 프로그램 개발 및 전기적 특성시험 지원
고가의 계측장비 및 개발 플랫폼 지원

시스템반도체개발 자금 지원
국내외 파운드리 업체와 연계하여, One-Stop 서비스로 SoC 시제품 개발 지원
SoC 개발관련 공정별(Back-end Design, Mask&Fab, Package) 소요 비용 지원
SoC 개발시 IP 도입 및 사용 비용 지원
SoC 신뢰성 시험 서비스 및 소요 비용 지원

창업보육 및 성장육성 지원
17개실의 입주공간 및 사무가구 제공, 센터 개발 인프라 사용시 우선 지원
입주 후 성장육성 프로그램(경영역량 향상) 교육 제공, 스타 팹리스 육성
국내외 전시회 지원, SoC 산업 및 기술동향 제공
국내외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마케팅 및 투자유치 활성화 지원

┃2. 연구기반구축┃

지원대상
SoC 개발 국내 중소기업

지원규모
2011년 예산 : 10,824백만원

추진일정
2011년 2월 : 사업공고
2011년 연중
개발 인프라 구축 지원 및 개발 기술지원
시제품 개발자금 지원 : 매월 25일까지 신청 접수후 선정 지원(상세사항은 www.asic.net 참조)

문의처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기업지원단 산업기반팀
전화 : 042-710-1212

팩스 : 042-710-1229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서울시스템반도체진흥센터 SoC산업기술팀
전화 : 02-2132-2080

팩스 : 02-2132-2010

2011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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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장비재료 성능평가
국내 반도체 장비·재료·부분품 업체의 개발제품을 수요대기업 양산라인에 투입하여
신뢰성 및 양산성을 평가하고, 평과결과에 대해 수요대기업이 공동으로 인증·지원
합니다.

지원내용
국내 장비·재료·부분품의 업체의 개발제품을 수요대기업 양산라인에서 평가할 수 있는
기회제공
단, 수요대기업이 요구하는 기술조건 충족 시 평가지원

평가선정 품목에 한하여 수요대기업의 기술지도 및 평가정보 제공
지원규모
장비 : 5억원 이내,

재료·부분품 : 1억원 이내

지원조건 : 반도체 장비·재료·부분품의 성능평가 위해 소요되는 평가비용에 한하여 지원

지원대상

┃Ⅰ인프라조성 (정보통신)┃

국내에서 반도체 장비·재료·부분품을 개발/생산업체

지원규모
2011년 예산 : 1,300백만원

추진일정
2011년 3월

: 반도체 장비재료 성능평가 사업 공고

2011년 4월

: 반도체 장비재료 성능평가 사업 평가대상 선정 및 협약체결

2011년 5월 ~ : 자금지원 및 반도체 장비·재료·부분품 성능평가 실시(기술지도 및 자문)

문의처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기업지원단 산업기반팀
전화 : 042-710-1212

팩스 : 042-710-1229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장비재료지원팀
전화 : 02-570-5210, 02-570-5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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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스 : 02-577-1719

광산업 기술력향상
한국광기술원의 전문인력, 장비, 클린룸, 실험실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하여 자체
적인 연구개발 수행능력 및 핵심요소기술이 부족한 광(光)산업 관련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설계지원, 요소공정기술개발지원, 애로기술지원 등을 통해 광산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합니다.

지원내용
순수 기술개발을 제외한 설계부터 양산화까지의 全단계에서 발생하는 기업의 애로기술 지원
맞춤형 설계지원 및 시제품 제작, 평가, 설계기술지도 및 지원
핵심공정기술 개발 지원
품질향상·공정개선에 관한 기술지원
생산·시험검사설비의 설치, 개선 등에 관한 기술자문
연구, 시험, 분석장비의 도입 및 운용에 관한 기술적 지원
신제품, 신기술 등에 관한 기술정보 및 자료의 제공
개발되는 光제품에 대한 시험검사 및 분석
국내·외 기술인증 획득을 위한 기술지원
기타 기업이 요청하는 애로기술의 기술지원

지원대상
광(光)산업 관련 중소벤처기업

지원규모
┃2. 연구기반구축┃

2011년 예산 : 2,825백만원

추진일정
2011년 8월 : 사업공고, 신청서 접수
2011년 9월 : 평가, 협약 체결
2011년 10월 : 과제 수행

문의처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기업지원단 산업기반팀
전화 : 042-710-1212

팩스 : 042-710-1229

한국광기술원 기업지원본부
전화 : 062-605-9388

팩스 : 062-605-9289

2011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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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초단광양자빔 연구시설설치운영
차세대 페타와트(Petawatt)급 초고출력 극초단 펄스 광양자빔 연구시설을 구축하여
미래 원천 광산업 기술개발을 도모합니다.

지원내용
극초단 광양자빔 연구시설을 활용한 산·학·연 애로 기술 해결 지원
펨토초 레이저 기반 산·학·연 이용자 연구 시설 지원
초정밀 가공, 나노소자 가공, 초고속 절단기, 실시간 생체 관측, 초정밀 레이저 시술 등

신개념 신기술 창출을 위한 다양한 극초단 2차 선원 제공
10 MeV급 양성자 빔, 1 GeV급 전자빔, 10 nm급 엑스선 레이저 등

극초단 광양자빔 이용 기술 개발
극초단 광양자빔을 이용한 2차 선원 발생 및 이를 이용한 의료, 바이오, 산업용 이용 기술 개발과
기초과학 연구

국내 극초단 광양자빔 이용자 워크샵 개최 및 국제 학회 개최 지원

지원대상
┃Ⅰ인프라조성 (정보통신)┃

국·내외 광산업 관련 기업체, 대학 및 부설 연구소

지원규모
2011년 지원 예산: 6,500백만원

추진일정
2011년 5월 : 페타와트 빔라인2 구축 완료
2011년 6월 : 극초단 광양자빔 이용자 워크샵 개최
2011년 6월 : 종합국가이용자 연구시설 (National User Facility) 정상 가동 준비

문의처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기업지원단 산업기반팀
전화 : 042-710-1212

팩스 : 042-710-1229

광주과학기술원 고등광기술연구소 펨토과학기술연구센터
전화 : 062-715-4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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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스 : 062-715-4707

반도체디스플레이 녹색생산기술연구기반구축
저탄소 녹색성장의 목표 실현 및 국제 환경규제 대응으로 세계 녹색 생산 기술을 선도
하기 위한 반도체·디스플레이 분야 녹색생산기술의 연구기반 구축과 기반기술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합니다.

지원분야
반도체·디스플레이 제조 중소기업의 공동연구 및 시험평가용 기반 장비 구축 분야
반도체·디스플레이 제조공정의 생산 효율성 향상 및 환경유해 물질 배출 최소화 개발 분야
친환경 반도체·디스플레이 제품 개발, 친환경 공정 기술, 저전력 반도체 및 고효율·고휘도
LED 등 개발분야
반도체·디스플레이 제조공정의 온실가스 배출 저감, 유해 폐수처리 및 용수재이용 연구
개발분야

지원내용
지원규모 : 과제당 20억원 이내
지원기간 : 3년 이내
지원조건 : 정부/민간 매칭

지원대상
┃2. 연구기반구축┃

산업체·학계·연구소 등

지원규모
2011년 예산 : 5,000백만원

추진일정
2011년 5월 : 사업공고
2011년 6월 : 선정평가
2011년 7월 : 협약체결 및 사업비 지급

문의처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기업지원단 산업기반팀
전화 : 042-710-1211

팩스 : 042-710-1229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기업지원단 산업기반팀
전화 : 042-710-1220

팩스 : 042-710-1229

2011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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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형 홈네트워크 산업기반조성
지능형 홈 구축 가이드라인 확립, 인증제도 시행 및 법·제도 개선, 테스트베드 구축,
전문 인력양성 및 홍보 등을 통해 지능형 홈네트워크 산업기반 조성과 산업 활성화를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지능형 홈네트워크 산업 활성화와 홈 서비스 보급 확산을 위해 지능형 홈네트워크 관련
표준, 기기 및 서비스 인증 지원
홈네트워크의 기기 및 서비스 시험을 위한 테스트베드 지원
다양한 형태의 주택 구조에서 지능형 홈네트워크 구축 가이드라인 지원
지역 특성에 따른 다양한 지능형 홈네트워크 보급형 서비스 모델 공급 지원
지능형 홈네트워크 산업에 종사하는 인력의 전문 교육 실시

지원대상
지능형 홈네트워크 분야의 기술 및 서비스 보급 확산을 위해 지원을 필요로 하는 연구소, 지역
자치단체 및 산업체

┃Ⅰ인프라조성 (정보통신)┃

지원규모
2011년 예산 : 2,570백만원

추진일정
2011년 8월

: 지능형 홈네트워크 보급형 서비스 표준 모델 지원

2011년 10월

: 지능형 홈네트워크 기기 및 시험 기준 인증 지원

2011년 11월

: 지능형 홈네트워크 신규 BM 및 아이디어 경진대회

2011년 8월 ~ 12월 : 지능형 홈네트워크 전문인력 기술 교육(4회, 무상교육)
2011년 연중

: 신축 및 기축주택의 지능형 홈구축 가이드라인 기술 지원, 지능형
홈네트워크 관련 표준화 추진 기술 자료 지원, 국내외 지능형 홈 시장
분석 통계 자료 지원

문의처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기업지원단 산업기반팀
전화 : 042-710-1212

팩스 : 042-710-1229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융합기술부문 감성융합미들웨어연구팀
전화 : 042-860-3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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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스 : 042-860-5545

통신장비성능 비교시험 기반구축
정부 및 공공기관의 네트워크 구축 관련 장비 구매 시 장비의 성능 및 기능 중심의 BMT
(Bench Mark Test) 수행하여 고품질, 고신뢰도의 네트워크 구축을 가능케 하고, 기술력 있는
국산장비의 시장진입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국내 네트워크장비 산업의 활성화를 유도합니다.

지원내용
정부 부처 및 공공기관의 네트워크 구축사업 성능비교시험(BMT) 서비스 제공
객관적인 시험평가 방법론 제공
표준화된 RFP 및 장비별 표준 기능 규격 제공
국내 네트워크 장비산업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무료 BMT 행사 개최

지원대상
정부 부처 및 공공기관
국내 네트워크 장비 산업체

지원규모
2011년 예산 : 1,906백만원

추진일정
: 정부 및 공공기관 네트워크 구축사업 연중 상시 BMT 서비스 제공

2011. 4월, 8월, 12월 : 국내 네트워크 장비산업 활성화를 위한 무료 BMT 행사 개최
2011. 5월 ~ 12월

: 네트워크 장비 공공구매 제도 개선(BMT 수요조사, 상시모니터링
체계운영 등)

2011. 6월

: 이용기관협의회 세미나 개최 및 BMT 홍보물 배포

문의처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기업지원단 산업기반팀
전화 : 042-710-1211

팩스 : 042-710-1229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전화 : 031-724-0150

팩스 : 031-724-0169

2011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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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기반구축┃

2011. 3월 ~ 12월

융합서비스 장비상호운용 기반구축
융합서비스 장비간 상호운용 표준 규격 및 시험절차서 등을 도출하고, 수요자 중심의
상호운용 시험환경을 구축, 시험, 검증하여 네트워크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시험기술을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네트워크장비의 시험·검증을 통한 KOLAS 시험성적서 발행(인정범위내)
네트워크장비의 시험·검증을 통한 시험성적서 발행
네트워크장비를 시험·검증할 수 있는 계측/시험장비, 시험환경의 공동 활용
네트워크 장비의 시험절차서를 개발 보급

지원대상
IT 및 IT기반 융합분야 시험·검증을 희망하는 기업

지원규모
2011년 예산 : 1,906백만원

┃Ⅰ인프라조성 (정보통신)┃

추진일정
2011년 3월 ~ 12월 : 시험성적서(KOLAS, ETRI) 발행 서비스 제공, 시험장비 및 시험환경의
공동활용 서비스 제공, 시험기술 지원의 서비스 제공

문의처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기업지원단 산업기반팀
전화 : 042-710-1211

팩스 : 042-710-1229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네트워크품질연구팀
전화 : 042-860-6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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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스 : 042-860-6342

IT특화연구소 설립
IT기술을 통한 지역 경제발전을 도모하고 지역별 IT/SW산업의 R&D 역량강화를 위해
지역 IT특화연구소 설립·운영을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지역 IT특화연구소 설립지원
지역 IT 산업과 주력산업 기술지원을 통한 지역 업체 및 산업 경쟁력 강화
산·학·연·관 네트워크 활동 및 기술정보 제공
지역 밀착형 산업기술, 애로기술 개발 보급

지역 클러스터 효율화 지원
해외사례분석을 통한 지역특성에 맞는 모델도출
연구소 운영 효율화를 위한 수혜자 요구지향의 목표합의제 운영
성과에 대한 차등평가를 통한 사업비 집행의 효율성 강화

지원대상
IT R&D 관련 지자체 연구기관

지원규모
2011년 예산 : 2,000백만원

2011년 1월 ~ 12월 : 부산IT융합부품 산업화 지원, 전북 전장용 임베디드 시스템 기반구축,
부산·전북지역 클러스터 효율화 지원

문의처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기업지원단 산업기반팀
전화 : 042-710-1211

팩스 : 042-710-1229

정보통신산업진흥원 SW진흥단 공개/지역SW팀
전화 : 02-2141-5261

팩스 : 02-2141-5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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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기반구축┃

추진일정

RFID/USN 시험인증 기반구축
IT융합의 핵심기술로 全산업분야의 생산성과 경쟁력 향상에 파급효과가 큰
RFID/USN 기술의 시험·인증에 필요한 기반을 구축,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응용 산업별 환경을 고려한 시험규격 개발 및 상세응용요구기술서 개발
의약, 주류, 위치인식기술 활용산업, 의류, 교통, 환경 등 RFID/USN 기술을 활용하는 분야의 도입·
확산 및 정책·의무화 추세에 맞춰 산업 특성을 고려한 시험규격 및 상세응용요구기술서 개발

기술별 특성 및 표준화 현황 등을 고려한 시험규격 개발
주요 RFID/USN 기술인 Active RFID, NFC, Smart Sensor Tag, IEEE 802.15.4 등의 표준화
추세를 고려한 시험·인증 규격 개발

지원대상
RFID/USN 수요·공급기업 및 유관기관

지원규모
┃Ⅰ인프라조성 (정보통신)┃

2011년 예산 : 2,000백만원

추진일정
2011년 3월 ~ 12월 : 현장 조사 분석 및 표준 현황 조사 등 사전 조사 분석
2011년 6월 ~ 12월 : 모사 환경 구축을 통한 반복 시험 수행 및 요구사항 도출
2011년 9월 ~ 12월 : 기술별/응용별 시험규격 및 응용별 상세응용요구 기술서 개발
2011년 12월

: 기술세미나, 규격설명회, 공동시험행사 등을 통한 홍보 및 배포

문의처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기업지원단 산업기반팀
전화 : 042-710-1211

팩스 : 042-710-1229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부설 RFID/USN센터
전화 : 032-720-8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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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스 : 032-720-8301

3
National IT Industry
Promotion Agency

인력양성

정보통신기술인력양성

IT산업의 지속적인 경쟁력 제고를 견인하고, IT기반의 융합기술을
이끌어 갈 우수인재를 양성합니다.

/ 대학IT 전공역량 강화
/ 서울어코드 활성화지원
/ KAIST-ICU 통합지원
/ 대학IT연구센터육성지원
/ IT융합고급인력과정
/ IT/SW창의과정
/ 시스템반도체 설계인력양성
/ 사이버보안 연구센터지원
/ IT명품인재양성
/ IT멘토링제도 운영
/ 해외IT전문인력활용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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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IT 전공역량 강화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지속가능한 교육품질 개선 시스템 도입을 통해 국내 대학
교육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고 현장 적응력과 국제 경쟁력을 갖춘 IT전문인력을 양성
합니다.

지원분야
IT분야(학부)

지원내용
IT학과 교재개발, 실험·실습환경 구축 비용 등의 교육품질 개선 비용
산학협력, 산업체 교수의 초빙 등 교육운영비 등

지원대상
공학교육인증을 추진하는 4년제 대학 IT 학과(전기, 전자, 전파, 컴퓨터, 정보통신, 반도체 등)

지원규모
┃Ⅰ인프라조성 (정보통신)┃

2011년 예산 : 4,600백만원
지원금액 :

학과(전공)당 100~200백만원 수준

추진일정
2011년 3월 : 계속과제 협약체결 및 사업비 지급

문의처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인재양성단 산학인력TF팀
전화 : 042-710-1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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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스 : 042-710-1369

서울어코드활성화지원
서울어코드와 연계한 IT교육혁신으로 산업수요에 부응하는 인재를 양성합니다.

지원분야
국내 4년제 대학의 컴퓨터/정보기술 분야
※ 컴퓨터/정보기술(CAC) 인증기준 2010에서 분류하는 전공 : 컴퓨터(공)학, 멀티미디어(공)학, 정보
기술(공)학, 정보보호(공)학 및 유사 명칭 프로그램

지원내용
기자재/재료 구입비, 프로젝트 수행비, 강의전담교수 채용비, 교재 개발비용
서울어코드 취득비 등 다양하게 지원

지원대상
국내 4년제 대학의 컴퓨터/정보기술 학과(전공)
※ 대학당 1개 학과(전공)만 신청 가능

지원규모
2011년 예산 : 6,900백만원
600백만원 수준으로 연차별, 과제별 차등 지원(최장 7년)

※ 기초 인프라 구축기인 1~2년차에는 400백만원, 본격적인 운영시기인 3~7년차에는 600백만원
지급

추진일정
2011년 4월 : 사업공고
2011년 5월 : 선정평가
2011년 6월 : 협약체결 및 사업비 지급

문의처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인재양성단 산학인력TF팀
전화 : 042-710-1371

팩스 : 042-710-1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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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력양성┃

지 원 금 액 : 학과(전공)당

KAIST-ICU 통합지원
KAIST와 ICU간 통합 지원을 통하여 KAIST를 IT기반 융합시대를 선도하는 세계적인
교육·연구기관으로 육성 지원합니다.

지원분야
IT분야

지원내용
KAIST-ICU 통합 후 필요한 학교 운영비 일부 지원(지식경제부와 교육과학기술부 분담 지원)

지원대상
KAIST ICC(IT Convergence Campus)

지원규모
2011년 예산 : 7,500백만원
┃Ⅰ인프라조성 (정보통신)┃

추진일정
2011년 3월 : 협약체결 및 사업비 지급

문의처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인재양성단 인재기획팀
전화 : 042-710-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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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스 : 042-710-1399

대학IT연구센터육성지원
대학에 결집된 인적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IT분야의 핵심기술 문제해결 능력과 프로젝트
수행 능력이 우수한 고급 연구인력을 양성합니다.

지원분야
반도체 등 주력 IT분야를 중심으로 지원
※ 주력 IT분야 : 반도체 디스플레이, 휴대폰, 네트워크, 정보가전, LED, 디지털방송, 이차전지 등

지원내용
참여대학원생 인건비, 연구활동비(연구장비, 재료비) 등

지원대상
IT분야 대학원(대학IT연구센터)

지원규모
2011년 예산 : 25,500백만원
지원금액
신규과제 : 1차년도 사업기간(7월)을 고려하여 센터당 600백만원 수준
계속과제 : 센터별 사업기간(8~12개월) 및 선정방식 등을 고려하여 센터당 500~800백만원 수준

2011년 3월 : 계속지원 센터 협약체결 및 사업비 지급
2011년 3월 : 신규지원센터 공고
2011년 5월 : 신규지원센터 선정평가, ITRC Forum 2011 개최
2011년 6월 : 협약체결 및 사업비 지급

문의처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인재양성단 기반인력팀
전화 : 042-710-1338

팩스 : 042-710-1329

2011년도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지원사업 안내 ┃ 35

┃3. 인력양성┃

추진일정

IT융합고급인력과정
중소기업 수요기술 기반의 융합 연구프로젝트를 해당 기업과 대학의 연구인력이 공동
수행하여 융합 新시장을 창조할 고급인재를 양성합니다.

지원분야
자동차, 의료 등 10대 IT융합 분야를 중심으로 지원
※ 10대 IT융합 분야 : 자동차, 조선, 의료, 기계, 건설, 섬유, 국방, 에너지, 조명, 로봇

지원내용
실습 및 연구에 필요한 연구활동비, 대학원생 인건비 등

지원대상
IT분야 대학원

지원규모
2011년 예산 : 7,700백만원
┃Ⅰ인프라조성 (정보통신)┃

지원금액(대학원)
신규과제(3개) : 1차년도 사업기간(7월)을 고려하여 센터당 730백만원 수준
계속과제(4개) : 센터별 사업기간(8~12개월)을 고려하여 센터당 940백만원 수준

지원금액(학부)
계속과제(3개) : 단계평가 심의결과에 따라 지원인원 및 정부지원금 결정

추진일정
2011년 3월 : 계속지원 센터 협약체결 및 사업추진
2011년 3월 : 신규지원센터 공고
2011년 5월 : 신규지원센터 선정평가
2011년 6월 : 협약체결 및 사업비 지급

문의처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인재양성단 기반인력팀
전화 : 042-710-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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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스 : 042-710-1329

IT/SW창의연구과정
석박사 학생이 제안한 창의적 아이디어와 대·중소기업 인력의 상호매칭·멘토링을
통해 IT/SW분야 연구역량 및 창의성을 갖춘 고급 연구인력을 양성합니다.

지원분야
IT 및 IT관련분야

지원내용
실습·연구에 필요한 연구활동비, 대학원생 인건비 등

지원대상
국내 대학 교수, 대학원생 및 중소기업(연구팀)

지원규모
2011년 예산 : 3,500백만원

추진일정
2011년 4월 : 사업공고
2011년 6월 : 선정평가
┃3. 인력양성┃

2011년 7월 : 협약체결 및 사업비 지급

문의처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인재양성단 기반인력팀
전화 : 042-710-1332

팩스 : 042-710-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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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반도체 설계인력양성
이동통신, DTV 등 응용분야별 시스템 기술과 반도체 설계능력을 겸비한 프로젝트
리더급 SoC 융합부품분야 핵심설계인력을 양성합니다.

지원분야
시스템반도체 분야

지원내용
기업이 제안한 과제를 대학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시스템반도체 분야 융·복합 공동 연구
프로젝트 과제 지원
석·박사 과정 학생과 산업체 재직자, 취업희망자를 대상으로 기업주문형 설계 실무 교육
과정 운영
대학원생들에게 칩 설계·제작을 할 수 있도록 MPW* 제작기회를 제공하고 설계툴 등 기반
환경 지원
※ MPW(Multi-Project Wafer) : 1장의 웨이퍼에 여러 개 R&D 시제품을 제작 하는것

지원대상
┃Ⅰ인프라조성 (정보통신)┃

융·복합 공동연구 프로젝트 : 대학원생
칩제작 인력양성 : 학부 및 대학원생
고급실무인력양성 : 재직자 및 대학(원)생

지원규모
2011년 예산 : 5,772백만원

추진일정
2011년 3 ~ 4월 : 플렛폼 센터 신규공모 및 선정평가
2011년 10월

: 차년도 사업 수요조사

문의처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인재양성단 기반인력팀
전화 : 042-710-1334

팩스 : 042-710-1329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시스템반도체 진흥센터
전화 : 02-2132-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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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스 : 02-2132-2010

사이버보안 연구센터지원
정보보호분야에 특화된 석·박사 고급인재를 양성합니다.

지원분야
사이버보안 및 정보보호분야

지원내용
연구 및 교육비, 시스템 개발, 연구활동비 등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석·박사 고급인력양성 및 최고경영자과정 운영
인공지능형 첨단 신기술 개발 및 실제와 유사한 해킹 침투훈련시스템 구축·운영

지원대상
정보보호분야 석·박사 대학원생

지원규모
2011년 예산 : 1,000백만원

추진일정
┃3. 인력양성┃

2011년 3월 : 협약체결 및 사업비 지급
2011년 7월 : 2011년 2학기 석·박사 모집

문의처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인재양성단 기반인력팀
전화 : 042-710-1336

팩스 : 042-710-1329

한국과학기술원 사이버보안연구센터
전화 : 042-350-8391

팩스 : 042-350-8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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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명품인재양성
‘MIT미디어랩’
과 같은 대학연구소를 설립하여 글로벌 IT를 주도할 통섭형 창의인재를
양성합니다.

지원분야
바이오 칩, u-헬스, 지능형 로봇, 인공 지능 등 IT융합 분야

지원내용
연구비, 연구활동비 등

지원대상
IT분야 대학(원)

지원규모
2011년 예산 : 8,000백만원
┃Ⅰ인프라조성 (정보통신)┃

추진일정
2011년 4월 : 사업공고
2011년 6월 : 선정평가
2011년 7월 : 협약체결 및 사업비 지급

문의처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인재양성단 기반인력팀
전화 : 042-710-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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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스 : 042-710-1329

IT멘토링제도운영
대학생들(멘티)이 기업전문가(멘토)와 실무위주의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
하여 현장적응력을 높이고 채용 연계를 강화합니다.

지원분야
IT 및 IT관련 분야

지원내용
팀 프로젝트에 수행에 필요한 프로젝트 운영비(재료비, 회의비, 지도교수 수당 등)
IT멘토 활동비 및 멘티 연수보조금, 채용장려금 등

지원대상
IT기업 전문가, 지도교수, IT학과 재학생, 국내 4년제 대학 IT관련학과

지원규모
2011년 예산 : 6,600백만원

추진일정
2011년 3월 : 참여기관 협약체결, 팀프로젝트 운영 과제 수행 대학 선정
┃3. 인력양성┃

2011년 4월 : 선정대학 협약체결
2011년 11월 : 한이음 엑스포 2011 개최

문의처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인재양성단 산학인력TF팀
전화 : 042-710-1375

팩스 : 042-710-1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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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IT전문인력활용촉진
국내 대학에 IT우수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하여 대학의 국제경쟁력 강화 및 글로벌
IT인재의 국내 기업체 활용을 촉진합니다.

지원분야
IT관련 이·공학 분야

지원내용
외국인 유학생 유치지원 : 장학금
글로벌IT인재 활용지원 : 장학금, 연수보조금(중소기업), 운영비 등
I T정책 및 기술과정 : 학비, 체재비, 과정운영비 등

지원대상
외국인 석·박사과정

┃Ⅰ인프라조성 (정보통신)┃

지원규모
2011년 예산 : 5,300백만원

추진일정
2011년 4월 : 사업공고
2011년 5월 : 선정평가
2011년 6월 : 협약체결 및 사업비지급

문의처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인재양성단 산학인력TF팀
전화 : 042-710-1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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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스 : 042-710-1369

4
National IT Industry
Promotion Agency

정보화 및 정책지원

정보통신 정보화 및 정책지원

IT분야별 기술기획 등 사전 조사분석 및 정책연구 등을 통해 정책 수립·
집행의 효울성을 제고하고 국가 성장전략 수립 및 R&D문화 확산을 도모
합니다.
/ 정보통신정책개발지원
/ IT R&D 기획연구
/ IT통계조사 및 동향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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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정책개발지원
국내·외 IT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IT산업 및 관련학문 발전을 위한 정책
연구와 학술행사 개최를 지원합니다.

지원분야
IT정책연구지원 : IT산업·일반 정책분야 지원
IT학술행사지원
국제행사 : 국내·외에서 개최되는 IT관련 국제행사 지원
국내행사 : 국내에서 개최되는 IT관련 국내행사 지원

지원내용
IT산업 및 일반 정책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연구비 지원
국내·외에서 개최되는 IT관련 국제·국내 행사비 지원

지원대상

┃Ⅰ인프라조성 (정보통신)┃

대학, 학회, 학술법인, 국책연구기관, 민간단체, 기업부설연구소 등

지원규모
2011년 예산 : 2,600백만원

추진일정
2011년 2월 : 사업공고
2011년 3월 : 선정평가
2011년 4월 : 협약체결 및 사업비 지급

문의처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기업지원단 산업기반팀
전화 : 042-71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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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스 : 042-710-1229

IT R&D 기획연구
IT 전략 기술로드맵 등 중장기 IT R&D 전략수립, IT R&D 신규과제 발굴 및 기획,
국내외 IT R&D 정책동향 분석, IT R&D 정책대안 수립 및 혁신시스템 개선 연구 등을
통해 효과적인 IT R&D 정책수립 방안을 제시합니다.

지원내용
IT R&D 품목 발굴 및 신규과제 기획
기술수요조사, 특허동향조사, 기획위원회 운영을 통한 IT산업융합원천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
발굴 기획
IT유망, IT융합 등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글로벌전문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품목발굴 기획

중장기 IT R&D 계획 수립
IT 기술예측조사, IT전략기술로드맵수립, IT R&D 발전전략 수립, 정보통신기술진흥시행계획
수립 지원

IT R&D 정책연구
IT 기술수준 및 경쟁력 조사·분석
국내외 IT R&D 정책동향 조사·분석
IT R&D 정책대안 수립 및 혁신시스템 개선 연구
PD 이슈리포트 작성 등

지원대상
┃4. 정보화 및 정책지원┃

정부부처, 정보통신 관련 유관기관 및 연구기관 등

지원규모
2011년 예산 : 3,440백만원

추진일정
2011년 2월 ~ 10월 : 정보통신기술개발 5개년 계획 수립
2011년 4월 ~ 10월 : IT기술수준조사
2011년 5월 ~ 12월 : IT기술예측조사

문의처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기업지원단 산업기반팀
전화 : 042-710-1223

팩스 : 042-710-1229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기획총괄 T/F
전화 : 042-715-2223

팩스 : 042-715-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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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통계조사 및 동향분석
정부정책 및 기업 경영전략 수립에 필요한 정보통신 통계를 조사하고 국내외 정보통신
관련 정책, 기술, 산업동향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를 수집·분석하여 중장기 IT발전 전략
수립에 필요한 IT산업 기반정보를 제공합니다.

지원내용
IT산업 통계자료 제공
통계명

승인현황

발간주기

발간횟수

정보통신산업통계 연보

지정통계

연간

연간 발간 1회

정보통신산업동향(월보)

일반통계

월간

연간 발간 10회

정보통신부문인력동향 보고서

일반통계

연간

연간 발간 1회

정보통신산업경기전망 보고서

일반통계

월간

연간 발간 12회

ICT 통계 보고서

일반통계(MKE)

연간

연간 발간 1회

IT 수출입 통계

지정통계

월간

연간 발간 12회

국내외 IT관련 최신 동향정보 수집 및 분석자료 제공

┃Ⅰ인프라조성 (정보통신)┃

정보통신 통계지표집, 월간IT산업동향, IT수출입보도자료, IT Insight, IT Spot Issue 등 보고서
제공
Weekly IT Brief(주간), 주간기술동향(년 50회), IT부품 정보, IT산업/금융권 DB 등 제공
모바일 산업 아웃룩 및 10대 이슈분석 등 모바일 산업 시장분석 보고서 제공

국내외 IT동향자료 제공 및 서비스
국내 최대 IT포털 ITFIND(http://www.itfind.or.kr) 운영 및 메일진(ITFIND에서 신청) 제공
IT통계포털(http://www.itstat.go.kr) 운영 및 통계간행물 제공
Smart Korea 2011(’
11년 10월 개최)을 통한 중단기 IT산업 전망 및 이슈 분석

지원대상
정책자료 : 정부부처, 연구기관, 대학 등 IT관련 기관 및 단체
ITFIND, ITSTAT, IT부품네트워크 등 웹서비스 : 인터넷 이용자
IT관련 보고서 및 정기간행물 : 정부부처, 정보통신 관련 협·학회, 대학, 기업 등

지원규모
2011년 예산 : 5,360백만원

추진일정
2011년 연중
월간IT산업동향, IT Insight, Weekly IT Brief, 주간기술동향, IT산업 통계자료 발간
IT통합정보검색시스템(ITFIND), IT통계포털(ITSTAT) 등 웹서비스

2011년 10월 : Smart Korea 2011 개최

문의처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기업지원단 산업기반팀
전화 : 042-710-1223

팩스 : 042-710-1229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정책기획단 정보서비스팀
전화 : 042-710-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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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스 : 042-710-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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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정책연구

정보화정책연구

국가정보화전략연구, IT기반 한국사회 패러다임변화 연구, 정보화
통계조사 및 동향분석 등 정보화 관련 정책연구를 지원합니다.

/ 국가정보화전략연구
/ IT기반 한국사회 패러다임 변화연구
/ 정보화 통계조사 및 동향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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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화전략연구
정보화의 발전과 함께 새롭게 제기되는 정보화 관련 수요에 시의성 있게 대응하기
위한 기초 연구와 더불어 우리나라 정보화의 중장기적인 전략을 수립하고 국가 정보화
법제도 개선방안을 연구하며, 국가정보화백서 등 정보화 정책 연구 간행물 발간을
통해 정보화에 대한 공감대 형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지원내용
스마트 사회 실현을 위한 국가정보화 전략 개발 및 신규 정보화정책 아젠다 발굴
IT트렌드, 법제도, 영향력 분석 등 스마트 사회 기반 구축 전략 수립
정부의 정보화 정책 추진 및 제도적 개선방향 도출을 위한 정책지원
국가정보화백서, 정보화에 관한 연차보고서, 정보화정책 등 국가정보화 정책 지식서비스 제공

지원대상
정부부처, 정보통신 관련 유관기관 및 연구기관, 대학, 일반국민 등

지원규모
2011년 예산 : 988백만원

추진일정

사업문의처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기업지원단 산업기반팀
전화 : 042-710-1222

팩스 : 042-710-1229

한국정보화진흥원 국가정보화기획단 정보화기획총괄부
전화 : 02-2131-0385

팩스 : 02-2131-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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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보통신정책연구┃

2011년 1월 ~ 12월 : 스마트 사회 실현을 위한 전략 개발, 스마트 사회 기반 구축 전략 수립,
국가정보화 법·제도 연구 등 추진

IT기반 한국사회 패러다임 변화연구
스마트코리아 실현을 위해 미래 한국사회를 전망하고, IT기반 국가 미래전략의 저변
확대를 위한 전문가 네트워크 구성을 강화하며, 미래 준비 및 국가 기회창출을 위한
IT 대응 전략 및 미래 지향적 IT 기반의 한국사회 발전 방안을 제시합니다.

지원내용
[미래전망] 미래 한국사회 변화 및 미래 기술 전망을 통한 정책 아젠다 발굴
핵심 동인을 고려한 한국사회 변화 시나리오와 미래 지능사회를 주도할 전략기술 전망을 통해,
새로운 패러다임에 따른 정책 아젠다 발굴 및 IT 기반 대응전략 연구

[미래준비] IT기반의 미래 준비를 통한 국가 지속성장 방안 연구
미래 가치 창출 및 기회 선점을 위한 IT 기반 미래자본축적방안 연구
미래 위험(IT 부작용)의 선제적 대응 및 미래사회 대비 법제도 연구
미래사회준비지수 개발을 통해 미래 준비의 중요성 및 체계적 준비를 위한 이정표 제시

[거버넌스] IT기반 미래연구 다각화를 위한 국내외 국가미래전략 거버넌스 체계 강화

지원대상
┃Ⅱ정보통신산업진흥 (R&D)┃

정부부처, 정보통신 관련 유관기관 및 연구기관, 대학, 일반 국민 등

지원규모
2011년 예산 : 1,003백만원

추진일정
2011년 1월 ~ 12월 : 미래 한국사회 변화 및 미래 기술 전망을 위한 정책 아젠다 발굴, IT
기반의 미래준비를 통한 국가 지속성장 방안 연구
2011년 3월 ~ 12월 : IT기반 미래사회 변화 전망 및 이슈분석을 위한 국제공동연구

사업문의처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기업지원단 산업기반팀
전화 : 042-710-1222

팩스 : 042-710-1229

한국정보화진흥원 국가정보화기획단 정보화전략연구부
전화 : 02-2131-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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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스 : 02-2131-0109

정보화 통계조사 및 동향분석
국가사회 정보화정책 수립 및 평가에 계량적 기초자료가 되는 정보화 통계를 생산하며,
국가 사회 현안해결을 위한 정보화 이슈 발굴 및 조사연구를 수행합니다.

지원내용
국가사회 정보화 지수 연구 및 통계조사 분석
국가사회 정보화실태 파악을 위한 정보화통계조사
국제정보화지수 분석 및 제고방안 개발
정보화통계집 발간(국영문)

정보화 최신동향 조사 및 연구분석
국가사회 현안 해결을 위한 정보화 이슈 발굴 및 조사연구
지식 서비스 협력을 위한‘글로벌 IT 트렌드’시스템 운영

지원대상
대학, 민간연구소, 정부 출연 연구소, 협회, 단체 등

지원규모

추진일정
2011년 1월 ~ 7월 : 2011년 정보화통계조사
2011년 1월 ~ 12월 : 정보화동향분석 보고서 발간, 글로벌 IT 트렌드 시스템 운영

사업문의처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기업지원단 산업기반팀
전화 : 042-710-1222

팩스 : 042-710-1229

한국정보화진흥원 국가정보화기획단 정보화성과평가부
전화 : 02-2131-0199

팩스 : 02-2131-0109

2011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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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보통신정책연구┃

2011년 예산 : 802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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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장비산업인프라구축

방송장비산업인프라구축

전 세계적인 디지털방송 전환 추세에 발맞추어 국내 방송장비 제조업체의
기술력과 마케팅 역량 증진을 위해 필요한 인프라를 조성합니다.
/ 방송장비산업인프라구축

네트워크엔지니어링센터구축

국내 네트워크 표준모델 개발, 법·제도 개선, 통계조사 등 산업육성 기반
구축을 통해 국산 네트워크장비의 경쟁력을 제고합니다.
/ 네트워크엔지니어링센터구축

2011년도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지원사업 안내 ┃ 53

방송장비산업인프라구축
전 세계적인 디지털방송 전환 추세에 발맞추어 국내 방송장비 제조업체의 기술력과
마케팅 역량 증진을 위해 필요한 인프라를 조성합니다.

지원내용
마케팅 활동 지원
방송장비 해외로드쇼 개최 및 해외 전시회 참가 지원
해외 시장개척단 파견 및 바이어 초청 상담회

산업인프라 구축
방송장비 국내외 동향 분석, 방송장비 산업 포럼 및 세미나 운영, 방송장비 고도화 추진단 운영

중소기업 대상 R&D 사업화지원
남미식 모바일 방송(ISDB-Tb) 송출 시스템 테스트 환경구축

지원대상
┃Ⅲ 정보통신산업진흥 (비R&D)┃

방송장비 관련 기업체, 대학 및 연구소 등

지원규모
2011년 예산 : 1,500백만원

추진일정
2011년 해외전략지역 로드쇼 개최(연2회)
2011년 6월 ∼ : 방송장비 고도화 추진단 운영
2011년 8월 ∼ : 남미식 모바일 방송테스트 지원

문의처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기업지원단 산업기반팀
전화 : 042-710-1221

팩스 : 042-710-1229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방송장비산업센터
전화 : 02-6388-6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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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스 : 02-6388-6149

네트워크엔지니어링센터구축
국내 네트워크 표준모델 개발, 법·제도 개선, 통계조사 등 산업육성 기반구축을 통해
국산 네트워크장비의 경쟁력을 제고합니다.

지원내용
국내 네트워크 표준모델 개발
국내 확보된 네트워크 기술을 기반으로 공공기관·기업 수요자 유형별 네트워크 표준모델 및
장비규격 개발 추진

제안요청서(RFP) 심의제도 운영
공공기관 네트워크장비 구매 및 운영관리 과정에 존재하는 불합리한 제도·관행 개선을 위해 제안
요청서 심의제도 운영 및 입찰제도 개선

공공기관 대상 국산장비 설명회 등 토털솔루션 기반 마케팅 지원
국내 표준모델 기반 장비/솔루션 홍보물 제작, 전시회, 로드쇼 및 설명회 개최 지원 등

네트워크산업 관련 법·제도 개선 연구
IT네트워크 구축·운영 세부지침, 중소기업 네트워크장비 구매촉진을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 등

공공기관 네트워크 구축·운영 실태조사, 국내외 장비 생산/수출/시장 통계, 주요 기업·제품 조사

지원대상
공공기관, 정부출연연구소, 학교, IT장비제조기업, 통신사업자, 시스템통합기업(SI/NI) 등

지원규모
2011년 예산 : 700백만원

추진일정
2011년 5월 : 사업 주관기관 선정
2011년 6월 : 통계조사 계획 수립
2011년 11월 : 표준모델 설명회 개최

문의처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기업지원단 산업기반팀
전화 : 042-710-1221

팩스 : 042-710-1229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기업지원단 산업기반팀
전화 : 042-710-1221

팩스 : 042-710-1229

2011년도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지원사업 안내 ┃ 55

┃1. 정보통신장비산업인프라구축┃

네트워크산업 관련 통계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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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응용기술개발융자지원

정보통신응용기술개발지원(융자)

IT유망분야 및 IT기반 융·복합분야 기술개발 경쟁력 향상을 위해 중소
기업을 대상으로 기술개발에 소요되는 자금을 장기간 저금리로 융자지원
합니다.
/ 정보통신응용기술개발지원(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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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응용기술개발지원(융자)
IT유망분야 및 IT기반 융·복합분야 기술개발 경쟁력 향상을 위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술개발에 소요되는 자금을 장기간 저금리로 융자지원 합니다.

지원분야
SW, 디지털콘텐츠, 컴퓨터 및 주변기기, 정보통신서비스, 정보보호, 반도체 등 IT 관련기술
및 IT기반 융합 기술 분야

지원내용
지원한도 : 업체당 20억원 한도내에서 소요자금의 80%이내 지원
지원금리 :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계정 신규 대출금리에 1%p를 차감한 금리(분기별 변동)
※’
11. 1/4분기 : 2.88%

상환조건 :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
지원방식

지원대상
IT 및 IT기반 융합분야 기술개발을 희망하는 기업

지원규모
2011년 예산 : 30,000백만원

추진일정
2011년 1월

: 사업공고

2011년 2월 ∼ : 사업계획서 접수(자금 소진시까지 연중 수시 접수 및 선정)

문의처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기업지원단 투융자사업팀
전화 : 042-710-1234~5

팩스 : 042-710-1239

2011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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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보통신응용기술개발융자지원┃

일반담보대출 : 부동산 등 물건담보를 이용하여 대출
기술담보대출 : 기술보증기금의 기술평가를 통한 보증서를 이용하여 대출

2011년도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지원사업 안내

Ⅳ 정보통신산업활성화

58 ┃ www.nipa.kr

1
National IT Industry
Promotion Agency

IT활용촉진

IT활용촉진

전자거래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고, 공정한 거래관행
정착과 신뢰성 제고를 위한 eTrust 인증제도의 활성화를 통해 소비자 피해
예방 활동을 강화합니다.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전자거래 활성화 촉진 지원 등을 통해 IT활용을 촉진할 수 있는 기반 확충
및 저변 확대를 도모합니다.
/ IT Innovation 대상
/ 전자세금계산서 표준인증시스템 운영

세계 최고수준의 IT인프라를 활용하여 對기업 통합 전자정부서비스를
구축·운영함 으로써 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합니다.
/ 기업경쟁력지원체계(G4B) 운영

공인전자문서보관소지정지원

전자문서의 안전한 보관·증명등을 보장하는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제도운영
등을 통해 전자문서의 이용 촉진을 제고합니다.
/ 공인전자문서보관소지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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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전자거래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고, 공정한 거래관행 정착과 신뢰성 제고를
통해 관련 산업의 진흥을 위한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운영하고, 전자거래 분쟁의
사전예방을 위한 eTrust 인증제도의 활성화 및 소비자 피해 예방 활동을 강화합니다.

지원내용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운영 내실화 및 서비스 수준 제고
전자거래 피해 상담센터 개설·운영
조정위원과의 상담의 날 지정 운영
분쟁조정 소요일수 단축 목표제 시행
· 사무국 권고 합의 : 평균 13.2일 소요 10.0일 이내
· 조정위원에 의한 조정 : 법정 소요일수 45일 35일 이내 (대상건수의 70%)
전문 분과위 구성·운영을 통한 조정서비스 전문성 제고
· 재화, 서비스분과 등 분쟁 대상별 분과위원회 구성·운영

eTrust 인증제도 활성화 추진 및 분쟁 사전예방 활동 강화
eTrust 인증제도 활성화 추진
분쟁 사전 예방 및 소비자 보호 활동 강화

분쟁예방 및 해결을 위한 유관기관 협력체계 강화

┃Ⅳ 정보통신산업활성화┃

건전한 전자거래 문화 확산을 위한 정책 워크샵 개최
민원 상호 이첩처리 등을 위한 유관기관 협력
유엔 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참여 활동 강화
국제 공동 Trustmark 및 ADR에 관한 협력 강화

지원대상
전자거래업체 및 이용자

지원규모
2011년 예산 : 580백만원

추진일정
2011년 연중 : 전자거래분쟁피해 상담센터운영 등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운영, eTrust
인증제도 활성화 추진 및 분쟁 사전예방 활동 강화

문의처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사무국
전화 : 02-2141-5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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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Innovation 대상
IT 혁신을 통한 산업전반의 IT 보급 및 활성화로 국가경제발전과 저탄소 녹색성장
(Green IT) 국정과제 추진에 기여한 우수 기업·기관 및 유공자를 포상함으로써
사기를 앙양하고 우수사례를 확산합니다.

포상분야
구 분

부 문

분 야

세부내용

IT 개발·보급 혁신적인 신기술 및 국내기업에서의 활용도가 높은 우수 기술의
(Diffusion of IT) 개발보급으로 IT 산업발전에 기여한 민간기업 또는 공공기관
Business IT
단체표상
(민간기업/
공공기관)

IT 도입·활용
(Utilization of IT)

전통산업의 IT화, IT를 통한 기업내·기업간 경영혁신·협업 등으로
인력·비용·시간 등의 절감에 기여한 민간기업 또는 공공기관

Green IT
개발·보급
(Green of IT)

IT 제품 및 솔루션(기술 등)으로 제품 또는 연관 산업에 Paperless
실현 및 에너지소비·CO2배출 저감에 기여한 민간기업 또는
공공기관

Green IT
도입·활용
(Green by IT)

그린IT를 기업내·기업간 생산활동에 활용함으로써 Paperless실현
및 에너지소비·CO2배출 저감에 기여한 민간기업 또는 공공기관

-

에너지소비·CO2 저감 솔루션 개발 또는 IT를 활용하여 산업화 확산,
소속기업의 생산성 향상 등에 공이 큰 기업 및 단체의 임직원 또는
IT분야의 선구자적인 역할을 한 개인

Green IT

유공자표창
(개인)

-

구 분
단체표창
(민간기업 / 공공기관)

유공자표창
(개인)

포상 종류

’
10년 포상 규모

대통령표창

3

국무총리표창

4

지경부장관표창

18

훈 장

1

포 장

1

대통령표창

1

국무총리표창

2

지경부장관표창

13

추진일정
2011년 5월 ~ 6월 : IT Innovation 대상 공고 및 접수
2011년 7월 ~ 9월 : IT Innovation 대상 심사(서류, 발표, 현장심사)
2011년 10월

: 지식경제부 공적심의회 및 행정안전부 공개검증

2011년 11월

: IT Innovation 대상 시상식 개최

문의처
정보통신산업진흥원 IT융합단 산업융합팀
전화 : 02-2141-5416

팩스 : 02-2141-5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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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종류

전자세금계산서 표준인증시스템 운영
2011년 1월 법인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의무시행 및 2012년 1월 개인사업자의 의무시행
확대에 따라 사업자가 구축하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시스템에 대하여 표준전자세금계산서 개발
지침을 준수하고 국세청 시스템과의 상호운용성이 보장되는지의 여부를 심사하고 인증합니다.

지원내용
국세청(e세로) 시스템과 동일한 환경의 테스트베드 제공
전자세금계산서 표준인증 심사 및 승인
전자세금계산서 관련 고시, 시행규칙 개정 등에 대한 각종 정보제공
인증시스템 이용안내 및 기술지원을 위한 상담센터 운영
전자세금계산서 표준인증시스템 : www.taxcerti.or.kr
※ 표준인증 심사 및 승인수수료 : 무료

지원대상
전자세금계산서 관련 시스템 개발업체 및 운영업체

추진일정
2011년 연중 : 전자세금계산서 표준인증 및 상담

┃Ⅳ 정보통신산업활성화┃

상담센터 운영시간 : 09:00 ~ 18:00 (※ 토/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표준인증 절차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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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표준인증시스템 상담센터

전화 : 1644-9216

정보통신산업진흥원 IT융합단 녹색융합팀

전화 : 02-2141-5440

팩스 : 02-2141-5439

기업경쟁력지원체계(G4B) 운영
기업경쟁력지원체계(G4B)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및 서비스 활용 촉진을 통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온라인 통합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지원내용
기업민원 통합서비스 운영, 기업정보 통합서비스 운영, 통합콜센터(1661-7555) 운영, H/W
및 S/W 관리를 통한 G4B 안정화
고객의견 수렴(기업평가단 재구성 및 운영, 고객만족도조사 실시), 홍보(SNS 및 e커뮤니티
운영, 서비스 체험기 동영상 제작·등록 등)를 통한 G4B 활성화
연계기관 협력체계 구축(서비스 연계기관 양해각서 체결, 연계기관 실무협의회 운영), 구축사업
지원(구축시스템 인수 및 보완, 구축사업 수행지원 등)을 통한 G4B 고도화

지원대상
G4B 서비스 이용하는 기업

추진일정
2011년 예산 : 430백만원

표준인증 절차
: 기업민원 통합서비스 운영, 기업정보 통합서비스 운영, 통합콜센터
(1661-7555) 운영

2011년 4월

: 서비스 연계기관 양해각서(MOU) 체결

2011년 4월, 7월, 10월 : 연계기관 실무협의회 개최
2011년 11월

: 고객 만족도 조사 실시

문의처
정보통신산업진흥원 IT융합단 녹색융합팀
전화 : 02-2141-5432

팩스 : 02-2141-5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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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연중

공인전자문서보관소지정지원
고효율·고생산성의 전자문서 활용을 촉진함으로써 기업·기관·개인 등의 비용
절감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고, 전자문서 유통인프라 구축·운영을 통하여
전자문서 산업기반 및 녹색성장 환경을 조성합니다.

지원내용
전자문서 활성화
공인전자문서보관소 및 전자화문서 작성 시설 또는 장비의 심사·점검·교육 등을 통해 전자문서의
안정성 및 신뢰성 확보
전자문서의 법적효력 확대, 전자문서 유통체계의 마련 등을 위한 법제도 개선
전자문서에 대한 인식개선, 이용활성화 지원, 제도 홍보 등을 통해 전자문서 이용저변 확대

전자문서 유통기반 조성
전자문서 유통을 위한 전자문서 유통허브시스템의 구축·운영
전자문서 유통기술규격 개발 등 체계 마련 및 신규 비즈니스모델의 발굴·지원

지원대상
공인전자문서보관소 및 공인전자문서보관소를 이용하는 기관, 개인 등

┃Ⅳ 정보통신산업활성화┃

지원규모
2011년 예산 : 2,550백만원

추진일정
2011년 연중

: 공전소 지정심사 및 정기·수시점검, 전자화문서 작성시설·장비 인증확인
심사·점검

2011년 상반기 : 전자문서 유통 기술규격 개발(4월) 및 시범서비스 시행(5월)
2011년 하반기 : 전자문서 유통 해설가이드 제작(9월) 및 전자문서 유통 신규모델 개발(12월)

문의처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지식서비스단 전자문서팀
전화 : 02-2141-5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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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소기업상생IT혁신

대중소기업상생IT혁신

대-중소기업간 설계·생산·물류 등 협업 프로세스를 진단하고, IT 기술을
활용(협업시스템 구축)함으로써 기업群의 네트워크 경쟁력 강화를 지원
합니다.
/ 대중소기업상생IT혁신

2011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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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소기업상생IT혁신
대-중소기업간 설계·생산·물류 등 협업 프로세스를 진단하고, IT 기술을 활용(협업
시스템 구축)함으로써 기업群의 네트워크 경쟁력 강화를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대-중소기업간 상생 IT혁신전략수립 지원 : 대-중소기업간 협업 프로세스에 IT를 활용함
으로써 기업간 네트워크 경쟁력 강화 및 상생협력 기반구축
중소기업 현업인력을 정보화 전문가로 육성하기 위한 집중 교육과정 운영
중소기업 정보화 담당자에게 IT전략수립 수행가이드 제공
중소기업 정보화 담당자를 전담 지원하는 전문가(IM : Innovatiom Mentor) 파견

대-중소기업 협업시스템 구축 지원 : 수요기업 주도로 IT혁신전략을 수립하며, 이에 대한
검증작업을 거쳐 협업시스템 구축을 지원
협업시스템 도입비용의 50% 출연(민간부담금 중 현금 비율은 출연금의 40%)
협업시스템 구축계획 검증 후 시스템 도입 지원

지원대상

┃Ⅳ 정보통신산업활성화┃

중소기업 및 상생 IT혁신전략 수립 기업 등

지원규모
2011년 예산 : 2,000백만원

추진일정
2011년 3월

: 컨소시엄 공고 및 모집

2011년 4월

: 혁신전략 평가 및 시스템 구축 협약체결

2011년 5월 ∼ : 협업시스템 구축 및 전략컨설팅

문의처
정보통신산업진흥원 IT융합단 녹색융합팀
전화 : 02-2141-5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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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산업경쟁력강화

3D산업경쟁력강화

3D기술을 보유한 창의적인 중소기업에게 3D 응용분야의 사업 기회를
제공하여, 3D산업 육성 및 글로벌 시장 선도를 지원합니다.
/ 3D산업경쟁력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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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산업경쟁력강화
3D기술을 보유한 창의적인 중소기업에게 3D 응용분야의 사업 기회를 제공하여, 3D
산업 육성 및 글로벌 시장 선도를 지원합니다.

지원분야
3D산업 육성 및 신시장 창출을 위한 사업화 지원(정책지정)
3D산업 기술응용 시범사업 모델 발굴 지원(자유공모)

지원내용
지원내용 : 의료, 광고/엔터테인먼트, 교육/훈련, 건설(건축, 토목), 기타(국방, 패션 등) 5개
분야로 구분하여 3D 기술을 적용한 사업모델의 개발 및 사업화 지원
지원조건 : 총사업비의 70%이내를 정부에서 출연지원(매칭펀드 방식)
지원금액 : 과제당 5억원 이내(1년)
개발기간 : 3년 이내

지원대상
┃Ⅳ 정보통신산업활성화┃

3D산업 관련 산업체·학계·연구소 등으로 구성된 컨소시엄

지원규모
2011년 예산 : 3,000백만원

추진일정
2011년 4월 : 사업공고
2011년 5월 : 선정평가
2011년 6월 : 협약체결 및 사업비 지급

문의처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기업지원단 산업기반팀
전화 : 042-710-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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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스 : 042-71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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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산업기반확충

SW산업기반확충

SW산업발전을 위한 제도 선진화, 정책연구 및 SW대중소 동반성장을
강화를 통해 종합적인 SW산업 지원 체계를 구축합니다.
/ SW산업제도 선진화
/ SW산업 정책연구조사 고도화
/ SW대중소 동반성장 강화

SW유통 활성화

국내 중소 SW기업의 제품 경쟁력 강화와 마케팅 지원을 위해 우수한 국산
SW를 발굴·육성하고 웹기반SW(SaaS) 유통 활성화를 위한 기반구축을
지원합니다.
/ SW유통활성화

SW산업 해외진출 역량강화

SW 국제협력 및 중소기업 SW의 해외진출 지원을 통해 SW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하고 수출 확대를 도모합니다.
/ SW산업 해외진출 역량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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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산업제도 선진화
SW사업제도 개선, SW고충처리센터 운영으로 SW사업관련 법·제도 선진화를 촉진
하고, 공공 SW사업제도의 현장 적용·확산을 통해 SW생태계 혁신을 제고합니다.

지원내용
SW제도 모니터링 및 제도개선
SW 고충처리센터를 통한 SW사업 관련 민원업무의 One-Stop 서비스 제공
공공부문 수·발주 제도 관련 법령 및 고시 개정 지원, SW산업 관련 고시 통합방안 연구
SW 기술성평가기준 가이드라인, 제안요청서 작성 매뉴얼 제작·보급

SW사업 제도 적용·확산 지원
SW분리발주제도에 대한 발주자 인식개선과 현장적용 강화를 위한 분리발주 컨설팅 운영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新RFP체계 시범적용 컨설팅 지원
SW분리발주, 대기업참여하한, 발주관리 프로세스, SW사업대가 등 관련 법·제도 전문교육과정
개설·운영

지원대상
공공부문 SW사업 수·발주관계 담당자

지원규모

추진일정
구 분

S W제도 모니터링 및 제도개선

S W사업 제도 적용·확산 지원

1/4분기

공공부문 모니터링, SW고충처리센터 운영(연중)

SW분리발주 컨설팅 지원

2/4분기

SW산업 관련 법령, 고시 등 제도개선 지원

발주역량강화 교육과정 운영(연중)

3/4분기

신 REP 적용·확산을 위한 개선방안 마련

SW사업 제도 관련 메뉴얼 제작·배포

4/4분기

제도연구 및 모니터링 결과 분석

SW사업 제도 현장 적용·확산 성과분석

문의처
정보통신산업진흥원 SW진흥단 SW제도개선팀
전화 : 02-2141-5252

팩스 : 02-2141-5279

정보통신산업진흥원 SW공학센터 SW공학연구팀
전화 : 02-2132-1334

팩스 : 02-2132-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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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W산업기반확충┃

2011년 예산 : 1,560백만원

SW산업 정책연구조사 고도화
SW산업 발전을 위한 중장기적인 정책연구 및 발전전략을 제시하여 SW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국내·외 SW산업 동향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하여 SW산업 정책과
기업의 전략 수립을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SW산업 발전과 SW융합 활성화를 위한 SW융합 생태계 실태조사 및 정책연구
국내 SW-SoC 부문의 핵심기술, 인력현황 실태조사 및 경쟁력 분석을 통해 SW융합산업 전략
수립 지원

국내 SW기업의 해외수주능력 향상을 위한 전문정보제공 및 해외진출 지원
국내 IT서비스 수출기업 해외사업담당자 대상 FS컨설팅능력향상

SW 시장, 수출통계 등 SW산업 주요통계 발간
국내·외 SW산업, 시장, 기술 등에 대한 동향 및 전망 분석
‘SW산업시장분석 및 전망보고서’발간 및‘SW산업전망컨퍼런스’개최
SW산업, 기술, 동향 및 SW관련 정부지원사업 등을 널리 알리기 위한 SW 인식 제고 방안 마련
국내·외 공공·민간부문 SW사업 정보 제공
공공부문 SW수요예보조사, 공공SW사업 발주조사를 실시

SW산업정보종합관리체계 운영
┃Ⅴ SW산업경쟁력강화┃

SW산업정보종합시스템 및 SW기술자 신고시스템 운영

지원대상
SW 기업, SW기술자 등

지원규모
2011년 예산 : 2,160백만원

추진일정
1/4분기 : SW산업정보종합시스템 및 기술자시스템 운영·서비스 제공(연중)
SW산업통계 제공(연중) 및 SW산업 주요통계 발간(1차)
2/4분기 : 2010 SW수출통계조사 발표, SW산업 정책연구 수행
공공SW수요정보 조사·설명회(1차), SW산업전망컨퍼런스 개최(1차)
3/4분기 : SW산업 주요통계 발간(2차)
4/4분기 : SW기술자신고 Data 통계 조사, SW시장 분석 및 전망 보고서 발간
공공SW수요정보조사·설명회(2차), SW산업전망컨퍼런스 개최(2차)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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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산업진흥원 정책기획단 산업분석팀

전화 : 042-710-1117

팩스 : 042-710-1129

정보통신산업진흥원 SW진흥단 SW정책팀

전화 : 02-2141-5274

팩스 : 02-2141-5279

정보통신산업진흥원 SW진흥단 SW제도개선팀

전화 : 02-2141-5212

팩스 : 02-2141-5279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인재양성단 SW인력팀

전화 : 042-710-1359

팩스 : 042-710-1349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기업지원단 글로벌협력팀

전화 : 02-2132-1502

팩스 : 02-2132-1513

SW대중소 동반성장 강화
SW사업 우수 아이디어 발굴·지원으로 사업화 성공모델을 확산하고, SW산업의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지원하여 SW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도모합니다.

지원내용
SW서비스 신사업 발굴·육성
우수 아이디어 공모대회를 통해 사업화 가능성이 높은 유망과제 발굴
우수 아이디어에 대한 사업 타당성 조사(F/S) 지원
F/S 완료과제 중 사업화 가능성이 높은 과제에 대해 시범사업 지원 등

SW대중소 동반성장 기반 조성
해외진출 그랜드 컨소시엄 구성 및 운영 지원
전문 분야별 중소SW기업 포럼 구성 및 운영지원
SW 대·중소 동반성장을 위한 동반성장 프로그램 운영 등

지원대상
SW관련 중소기업 및 개인

지원규모

추진일정
구 분

SW서비스 신사업 발굴·육성

1/4분기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2/4분기
3/4분기

공모전 시상 및 F/S 과제 선정

4/4분기

시범사업과제 선정

S W 대·중소 동반성장 기반 조성
’
11년 중소 SW기업 포럼 선정 및 운영
구매상담회 개최(연중)
SW산업인의 날 개최

문의처
정보통신산업진흥원 SW진흥단 융합SW팀(SW서비스 신사업 발굴·육성, 중소SW기업 포럼 운영)
전화 : 02-2141-5238

팩스 : 02-2141-5239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기업지원단 글로벌협력팀(해외진출 그랜드 컨소시엄 구성 및 운영)
전화 : 02-2132-5103

팩스 : 02-2132-1513

정보통신산업진흥원 SW진흥단 SW제도개선팀(SW 대·중소 동반성장을 위한 동반성장 프로그램 운영)
전화 : 02-2141-5212

팩스 : 02-2141-5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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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W산업기반확충┃

2011년 예산 : 2,180백만원

SW유통 활성화
국내 중소 SW기업의 제품 경쟁력 강화와 마케팅 지원을 위해 우수한 국산 SW를 발굴·
육성하고 웹기반SW(SaaS) 유통 활성화를 위한 기반구축을 지원합니다.
※ SaaS(Software as a Service) : SW를 구매하여 PC에 설치하여 이용하는 방식이 아닌 필요시 인터넷을
통해 서비스로 이용하는 방식

지원내용
우수SW 발굴·육성
SW기업을 대상으로 우수 신SW상품을 발굴하기 위한 공모전 개최
·일반SW 부문, 멀티미디어SW 부문, 임베디드SW 부문으로 구분하고 연중 수시접수를 통해
연6회 우수 SW제품 2개씩 선정(대한민국SW대상 종합심사를 통해 연말 최우수제품 3개 선정)
·선정작품에 대한 사업화를 위해 개발지원사업과 연계 추진
창의적 SW 발굴을 위해 SW기업, 학생, 일반인을 대상으로 공모전 개최
·선정작품에 대한 사업화를 위해 개발지원사업과 연계 추진

웹기반SW 유통 활성화
중앙부처 지자체 등 공공분야에 SaaS 적용 및 성공사례 발굴하여 공공분야의 SaaS 이용 활성화
기반 마련
SaaS 공급기업에게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지원하여 SaaS 공급기업의 성공적인 SaaS 시장 진입
및 이용 확산 기반 마련
Cloud Computing 활성화를 위한 컨퍼런스·기술 세미나 개최 및 시장 현황 조사 연구 등

┃Ⅴ SW산업경쟁력강화┃

지원대상
중앙부처·지자체 등 공공분야, 중소 SW기업, 개인 등

지원규모
2011년 예산 : 1,100백만원

추진일정
구 분

우수S W 발굴·육성

웹기반S W 유통 활성화
세부 사업 수행 계획 수립

1/4분기
2/4분기

신SW 상품대상 홍보 및 제품선정(연중)

공공분야 SaaS 적용, SaaS 공급기업 활성화 지원

우수SW 발굴·시장(연중)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 세미나 개최(연중)

3/4분기

클라우드 컴퓨팅 시장 현황 조사 연구

4/4분기

대한민국 SW대상 심사 및 우수제품 선정

클라우드 컴퓨팅 컨퍼런스 개최

문의처
정보통신산업진흥원 SW진흥단 SW정책팀(우수SW 발굴 육성)
전화 : 02-2141-5272

팩스 : 02-2141-5279

정보통신산업진흥원 SW진흥단 융합SW팀(웹기반SW 유통 활성화)
전화 : 02-2141-5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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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스 : 02-2141-5239

SW산업해외진출 역량강화
SW 국제협력 및 중소기업 SW의 해외진출 지원을 통해 SW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하고 수출 확대를 도모합니다.

지원내용
IT서비스 글로벌 역량 강화
(마스터플랜) 전략국가의 전반적인 전자정부 현황 분석 후 우선 추진분야 등을 도출, 해당국가 제공
하고 발주근거 마련
(타당성조사) 마스터플랜 결과 등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추진분야에 대한 자금조달, 시스템구성 등
추진방안을 제공, 사전 마케팅 활동 지원
(국제기구 공동컨설팅) UN, WB 등 국제기구가 개도국에 지원하는 대규모 IT 시스템 구축사업을
대상으로 공동 타당성조사 추진
(수주상황실 운영) IT서비스 메가프로젝트 발굴을 위한 수주 상황실(War-Room)을 NIPA
(누리꿈)에 설치하여 전략수립, 기업애로사항 해결, 발주정보공유 등 수주현황 모니터링 추진

국산 SW의 품질개선 및 현지화
(SW수출멘토링지원사업) 수출실적과 해외채널을 보유한 선도기업과 경쟁력 있는 유망 중소 SW
기업간의 커플링을 통해 제품현지화, 해외 공동 프로젝트 지원
(글로벌브랜드인지도제고) 국산 SW제품의 우수한 품질, 성능이 가트너, IDC 등 글로벌조사기관의
분석보고서에 등재되도록 지원하고 해외 미디어매체가 이를 인용토록 하여 인지도를 제고

┃1. SW산업기반확충┃

지원대상
수출희망 SW 기업(IT서비스, 패키지SW, 임베디드SW 등)

지원규모
2011년 예산 : 7,445백만원

추진일정
1/4분기 : 사업계획 수립, 공고, 사업 설명회 개최, 제안서 접수 및 평가 등
2/4분기 : 사전진단, 협약체결, 발대식, 글로벌화 교육 등
3/4분기 : 교육 및 컨설팅, 중간보고
4/4분기 : 현지 파트너십 연계, 사후진단, 결과보고 및 평가, 사업비 정산, 성과보고 등

문의처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기업지원단 글로벌협력팀
전화 : 02-2132-1500

팩스 : 02-2132-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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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National IT Industry
Promotion Agency

산업전문인력역량강화

산업전문인력역량강화

산업분야를 선도할 R&D 고급인력 양성, 산업현장 전문인력의 역량 강화
등 수요맞춤형 산업인력양성을 지원함으로써 산업체 인력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기업의 산업경쟁력을 제고합니다.
/ 디자인기초인력양성
/ 바이오전문인력양성
/ 융복합형로봇인력양성
/ 지식정보보안인력양성
/ SW전문인력양성 (SW Maestro 과정)
/ SW전문인력양성 (고용계약형 SW석사과정)
/ 엔지니어링전문대학원지원
/ 최고정보보안전문가과정
/ 이공계전문가기술지원서포터즈
/ 취업연계교육센터지원
/ 산업별인적자원협의체활성화
/ 국가직무능력표준개발
/ 기술표준전문강좌운영
/ 디자인기반조성
/ UAE반도체전문인력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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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기초인력양성
통합적 문제해결 능력과 글로벌 디자인 사고를 겸비한 현장실무형 디자이너 양성을
위해 대학교육제도를 혁신하고 지역인재 조기육성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지원분야
융합형 디자인대학(원), 계약운영제 디자인학과, 코리아디자인멤버쉽 등 디자인관련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구 분

대 상

내 용

융합형디자인대학(원)육성

융합형 디자인교육
특성화 대학원

통합적 문제해결 능력을 갖춘 디자인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학제간 융합형 디자인 특성화대학(원) 지원

디자인학과 계약운영제

디자인분야
대학생, 기업 등

기업맞춤형 교육제도 도입 및 우수인재 조기채용 프로그램
지원

코리아디자인멤버쉽

지역대학
디자인관련 우수인재

지역대학의 우수 디자인 인재 선발, 창작공간 및 특화프로
그램 지원, 취업과 해외진출 기회 제공

지원규모
2011년 예산 : 4,920백만원
┃Ⅵ 산업기술진흥┃

융합형 디자인대학(원) : 대학(원) 당 300백만원 내외
디자인학과 계약운영제 : 학과 당 25백만원 내외
코리아디자인멤버쉽 : 330백만원 내외

추진일정
2011년 3월

: 협약체결 및 사업비 지급

2011년 6월 ~ 12월 : 디자인학과계약운영제 기업맞춤형교육 지원(5월 중 참여대학 선정)
2011년 연중

: 융합형디자인대학육성 대학교육제도 개편 지원(차년도 지원대학
11~12월 중 선정)
코리아디자인멤버십 권역별 특화 인재양성 프로그램 운영(참여기관
협약 3월~4월)

문의처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인재양성단 기업인력TF팀
전화 : 042-710-1391

팩스 : 042-710-1399

한국디자인진흥원 인력양성실 교육기획팀
전화 : 031-780-2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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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스 : 031-780-2182

바이오전문인력양성
의약바이오, 산업바이오 등 바이오기술의 응용영역 확대와 IT, NT등과의 기술 융·
복합화 추세에 부응하여 BT분야 산학협력형 특성화 대학원 운영을 통한 고급인력을
양성합니다.

지원분야
의약바이오 및 산업바이오분야, IT-NT-BT 융합분야 등

지원내용
의약바이오 및 산업바이오 관련 기업체와 대학을 연계하여 IT-NT-BT 융합형 및 현장맞춤형
인재 양성이 가능한 산학연 합동과정 운영 지원
실험실습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교육과정 운영비, 교육 참가자 등록금 지원 등

지원대상
의약바이오 및 산업바이오분야 특성화대학원, 바이오관련 분야 전공 이공계 학생 및 재직자

지원규모
2011년 예산 : 500백만원
┃1. 산업전문인력역량강화┃

추진일정
2011년 3월 : 1학기 교육과정 개강 및 운영
2011년 9월 : 2학기 교육과정 개강 및 운영

문의처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인재양성단 기업인력TF팀
전화 : 042-710-1392

팩스 : 042-710-1399

한국바이오협회 미래사업본부 인재개발팀
전화 : 070-8610-3528

팩스 : 02-552-4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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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복합형로봇전문인력양성
미래핵심 성장동력의 중심인 로봇산업의 미래 인력수급에 대비하여 세계적 리더
역할을 할 수 있는 로봇전문 인력을 양성합니다.

지원분야
산학연계 로봇연구센터 : 로봇관련 Intelligent, Navigation/Localization, Manipulation,
Perception/Vision, Actuator/Sensor
로봇특성화대학원 : 로봇분야 다학제 협동과정(석·박사과정)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구 분

대 상

내 용

산학연계 로봇연구센터

로봇관련 국내 대학(원)
연구실 및 대학원생

기업의 인력수요가 높은 로봇기술을 보유한 우수 실험실 발굴
하여 핵심 산업기술 조기 확보 및 프로젝트 실무능력이 있는
고급인력 양성

로봇특성화대학원

로봇관련 국내 대학(원)
및 대학원생, 재직자

로봇분야 다학제 협동과정인 로봇 석·박사학위 과정을 개설
하여 융복합형 로봇전문 인력양성

지원규모
┃Ⅵ 산업기술진흥┃

2011년 예산 : 3,900백만원

추진일정
2011년 5월

: 협약체결 및 사업비 지급

2011년 5월 ~ 12월 : 산학연계 로봇연구센터 운영(핵심기술개발 및 석박사 고급인력양성 지원)
로봇특성화대학원 운영(로봇분야 석·박사 학위과정 운영)

문의처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인재양성단 기업인력TF팀
전화 : 042-710-1395

팩스 : 042-710-1399

한국로봇산업진흥원 산업지원실
전화 : 053-940-9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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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스 : 053-940-9510

지식정보보안인력양성
지식정보보안 관련 산학컨소시엄이 공동 참여하는 고용계약형 석사과정 운영을 통해
기업수요에 맞는 전문성과 실무능력을 갖춘 고급연구개발인력을 양성합니다.

지원분야
지식정보보안 관련(모바일 보안, 금융보안 및 홈네트워크보안 등 융합보안)

지원내용
지식정보보안 분야 대학과 기업의 산학 컨소시엄 구성을 통해 석사과정을 개설·운영하고,
졸업생 석사학위 취득 후 컨소시엄 참여 기업으로의 채용연계 지원

지원대상
지식정보보안 관련 분야 대학(원)·기업 컨소시엄, 지식정보보안 전공 학생

지원규모
2011년 예산 : 1,980백만원
┃1. 산업전문인력역량강화┃

추진일정
2010년 10월 ~ 12월 : ’
11년 사업 신규대학 공고 및 선정
2011년 1월

: 협약체결 및 사업비지급

2011년 3월 ~ 12월 : 고용계약형 석사과정 운영

문의처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인재양성단 기업인력TF팀
전화 : 042-710-1391

팩스 : 042-710-1399

한국인터넷진흥원 KISA아카데미팀
전화 : 02-405-6535

팩스 : 02-405-5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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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전문인력양성(SW Maestro 과정)
신세대 인재와 창의적 우수인재의 발굴·육성을 통해 SW산업 미래를 선도할 SW분야
최고급 인재를 육성합니다.

지원분야
SW 개발 전 분야

지원내용
SW공모전 수상자 등을 대상으로 현존 분야별 SW 최고전문가의 실전교육을 통해 SW산업
미래를 선도할 국가 SW Maestro 육성
대학 등 정규 교육기관에서 마련하기 어려운 현장중심적 프로젝트 수행 등의 과정을 통해
SW 인재양성 벤치마크 제시
연수생전용 개발 공간(연수센터), 연수생 장학금 및 인증자 포상금, 해외단기연수, 프로젝트
지원비, 창업·특허 지원 등

지원대상
멘토군 : SW 관련 전문가

┃Ⅵ 산업기술진흥┃

연수생 : SW 공모전 수상자 등 SW개발분야 최고급 인재

지원규모
2011년 예산 : 5,000백만원

추진일정
2011년 4월 ~ 5월 : 2기 연수생 접수
2011년 6월

: 2기 연수생 선발 및 발대식

2011년 7월 ~ 11월 : 2기 연수생 1단계 프로그램 운영
2011년 10월

: 1기 SW Maestro 인증식 개최

문의처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인재양성단 기업인력TF팀
전화 : 042-710-1394

팩스 : 042-710-1399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인재양성단 SW인력팀
전화 : 042-710-1353/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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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스 : 042-710-1349

SW전문인력양성(고용계약형 SW석사과정)
SW 전문분야별로 고용계약형 SW석사과정 운영을 통해 업무현장에 요구하는 전문성과
숙련도를 갖춘 고급 SW인력을 양성합니다.

지원분야
모바일 임베디드 기반의 IT컨버전스, 반도체분야 임베디드, 정보보안, Business
Intelligence SW 등 SW관련분야

지원내용
SW기업과 대학이 공동으로 SW 석사학위과정을 개발·운영하고 졸업생을 참여기업이 직접 채용
현장중심적, 수요지향적 교육을 통하여 대학에서 배출한 인력에 대한 기업들의 만족도를 증진
및 교육과 채용의 연계 강화

지원대상
SW관련 대학, 기업, 대학원생 등

지원규모
┃1. 산업전문인력역량강화┃

2011년 예산 : 3,000백만원
최대 2년간(4학기) 연 6억원 내외 지원

추진일정
2011년 4월 ~ 5월 : 사업공고
2011년 6월

: 선정평가

2011년 7월

: 협약체결 및 사업비 지급

문의처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인재양성단 기업인력TF팀
전화 : 042-710-1394

팩스 : 042-710-1399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인재양성단 기반인력팀
전화 : 042-710-1331

팩스 : 042-710-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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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전문대학원지원
선진국 수준의 전문 교육기관 설립을 통하여 엔지니어링 분야의 고부가가치 핵심
역량을 겸비한 글로벌 엔지니어링 리더를 육성합니다.

지원분야
플랜트, 건축, 토목, 원자력, 조선, 환경, IT 등 엔지니어링 관련 분야

지원내용
국내 전문대학원 : 교육환경 구축, 교과과정 개발, 전임교원확보, 재학생 장학지원 등
해외 학위과정 : 학위과정 개설비용, 학비, 체재비 등 지원

지원대상
엔지니어링 전문대학원 및 대학원생, 관련업계 재직자 등

지원규모
2011년 예산 : 4,000백만원

┃Ⅵ 산업기술진흥┃

국내 전문대학원 : 2,500백만원
해외 학위과정 : 1,500백만원

추진일정
국내 전문대학원
2011년 1월
: 사업공고
2011년 4월
: 접수
2011년 5월 ~ 6월 : 선정평가
2011년 6월
: 협약체결 및 사업비 지급

해외 학위과정
2011년 3월 ~ 7월 : 대학 발굴 및 협의
2011년 8월
: 협약체결 및 사업비 지급

문의처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인재양성단 기업인력TF팀
전화 : 042-710-1393

팩스 : 042-710-1399

한국엔지니어링협회 해외진출지원센터 인재육성팀
전화 : 02-3019-3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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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스 : 02-3019-3300

최고정보보안전문가과정
정부 및 공공기관의 정보보안 인력을 대상으로, 국내 우수 정보보안 대학(원)의 맞춤형
석사과정 지원을 통해 정보보안인력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정보보안 산업 인력기반을
강화합니다.

지원분야
정보보안 관련 분야

지원내용
정부 및 공공기관의 업무 특성에 부합하는 맞춤형 정규 석사학위과정 개설·운영
정보보안 분야의 기본이론 및 기술습득, 실제 보안 지침 및 정책수립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

지원대상
국내 정보보안 관련 대학(원) 및 정부 및 공공기관 정보보안 업무 담당자

지원규모
2011년 예산 : 500백만원
┃1. 산업전문인력역량강화┃

추진일정
2011년 3 ~ 4월

: 사업공고

2011년 4월

: 선정평가(대학원)

2011년 5월

: 협약체결 및 사업비 지급

2011년 7월

: 학생모집 및 선발

2011년 5월 ~ 12월 : 교과과정 개발 및 운영

문의처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인재양성단 기업인력TF팀
전화 : 042-710-1395

팩스 : 042-710-1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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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공계전문가기술지원서포터즈
이공계 분야 중소기업의 기술역량 제고를 위해, 대학교수 및 연구원 등 이공계 고급
연구인력의 중소기업 서포터즈 활동을 지원합니다.

지원분야
정보통신, 기계·소재, 전기·전자, 화학, 바이오·의료 등 이공계 관련 분야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구 분

대 상

내 용
기업에 필요한 기술경영 및 마케팅 분야에 대한 컨설팅·
교육 지원
- 기업이 요청하는 애로기술을 포함한 기술경영 및 마케팅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기술교육·컨설팅 지원
(신기술 동향 교육 포함)

중소기업
기업맞춤형지원 대학교수(전·현직,안식연구년)
연구소 소속 전·현직 박사급
연구원, 산업체 전문가
중소기업
심층기업지원

기업이 요구하는 R&D 지원에서 사업화까지 심층지원
- 멘토의 현장 상주 심층지도를 통해 기업이 겪는 애로기술에
대한 구체적 기술지도 지원 및 기술 잠재력 가시화

대학교수(안식연구년)
연구소소속 전·현직 박사급
연구원

┃Ⅵ 산업기술진흥┃

지원규모
2011년 예산 : 1,800백만원
기업맞춤형지원 : 과제당 35백만원 내외 지원(정부출연금의 10%이상 매칭펀드)
심층기업지원 : 과제당 50백만원 내외 지원(정부출연금의 10%이상 매칭펀드)

추진일정
2011년 6월 : 사업공고
2011년 7월 : 선정평가
2011년 7월 : 협약체결 및 사업비 지급

문의처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인재양성단 기업인력TF팀
전화 : 042-710-1395

팩스 : 042-710-1399

대학산업기술지원단
전화 : 02-6009-3048

팩스 : 02-6009-3045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과학확산팀
전화 : 02-3420-1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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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스 : 02-563-4931

취업연계교육센터지원
민간주도의 취업연계교육센터(Industrial Academy)를 통해 성장가능성이 높은 중소·
중견기업에 우수인력을 공급하여, 기업 성장과 양질의 일자리 지속창출을 위한 선순환
구조를 마련합니다.

지원분야
이공계 관련 전 분야

지원내용
구직자 직무교육 및 취업연계교육센터 운영 등 지원

지원대상
이공계 대졸(미취업)자, 성장중소·중견기업 등

지원규모
2011년 예산 : 1,600백만원

추진일정
┃1. 산업전문인력역량강화┃

2011년 3월 ~ 4월 : 참여기업 모집 및 선정
2011년 5월 ~ 6월 : 교육생 모집 및 선발

문의처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인재양성단 기업인력TF팀
전화 : 042-710-1393

팩스 : 042-710-1399

대한상공회의소 인력개발사업단 능력지원팀
전화 : 02-6050-3582

팩스 : 02-6050-3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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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별인적자원협의체활성화
주요 산업별 업종단체, 대표기업, 관련학계, 전문 연구기관 등으로 구성되는 산업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Sector Council, SC) 활성화 지원을 통해 인적자원개발관련
산업계 수요를 발굴하고 산학협력 교류를 지원합니다.

지원분야
산업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Sector Council)

지원내용
산업별 기술인력 수급 실태조사,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방향 제시, 교육훈련 수요
조사, 산학연 연계 및 교류 활성화

지원대상
산업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기계, 전자, 철강, 섬유, e-bia, 디스플레이, 반도체, 바이오, 로봇,
나노 등 11개 SC)

지원규모
2011년 예산 : 1,100백만원

┃Ⅵ 산업기술진흥┃

추진일정
2011년 4월

: 협약체결 및 사업비 지급

2011년 5월 ~ 12월 : 인력수급 실태조사,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정책지원 등 사업 수행

문의처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인재양성단 기업인력TF팀
전화 : 042-710-1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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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스 : 042-710-1399

국가직무능력표준개발
산업현장의 직무수행에 요구되는 지식·기술·태도 등의 내용을 수준별로 체계화하여
인적자원개발의 현장성 제고 토대를 마련합니다.

지원분야
지식경제부 소관 6개 분야(섬유, 화학·에너지, 재료, 기계, 전기·전자, 정보통신)

지원내용
산업별협의체 또는 관련기관 중심으로 개발역량 및 필요성을 검토하여 산업계 수요가 많은
직무능력 표준개발 지원(직무능력표준개발에 소요되는 인건비, 조사비, 데이터처리비 등)

지원대상
산업별 협의체 또는 관련기관(대학, 연구소, 협회 등)

지원규모
2011년 예산 : 200백만원
┃1. 산업전문인력역량강화┃

추진일정
2011년 5월 : 사업공고
2011년 6월 : 선정평가
2011년 7월 : 협약체결 및 사업비 지급

문의처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인재양성단 기업인력TF팀
전화 : 042-710-1394

팩스 : 042-710-1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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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표준전문강좌운영
기술표준화 전문강좌를 통하여 표준화 중요성에 대한 대학(원)생의 인식 제고 및
기업체 실무인력의 표준화 역량을 강화합니다.

지원분야
표준화 업무 관련 분야

지원내용
대학 표준화 강좌 운영 : 예비 산업인력인 대학생을 대상으로 표준화관련 체계적인 교육과정
개설·운영
실무인력 표준화 강좌 : 산업체 표준 관련 종사자 대상으로 표준을 기업 내 경영활동의 도구로
활용할 수 있는 표준제정, 활용, 특허 연계 전략 등 실용역량 교육
표준화 관련 전공교재 개발 및 보급지원

지원대상
대학(원)생 및 표준화 관련 업무 재직자

지원규모
┃Ⅵ 산업기술진흥┃

2011년 예산 : 600백만원

추진일정
대학 표준화 강좌운영
2011년 2월, 8월 : 교육생 모집
2011년 3월 ~
: 강좌 운영(1학기 : 3월~6월, 2학기 : 9월~12월)

실무인력 표준화 강좌
2011년 4월
: 교육생 모집
2011년 5월 ~ 6월 : 강좌 운영

문의처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인재양성단 기업인력TF팀
전화 : 042-710-1392

팩스 : 042-710-1399

한국표준협회 표준품질경영본부 국제표준팀
전화 : 02-6009-4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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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스 : 02-6009-4839

디자인기반조성
우수 디자이너(디자이너 브랜드)를 발굴·육성하여 디자인 혁신 확산을 제고하고,
국가가치창출 및 한국디자인의 세계화 기반을 마련합니다.

지원분야
디자인 관련분야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구 분

대 상

내 용

디자인 조기교육

각 광역시 초등학교

디자인조기교육 제도화 희망 광역시 위주로 연구학교 운영을
통해 초등학교 디자인교과서 개발, 교원 직무연수 등 지원

디자인 리더육성

우수 디자이너 등

세계적 디자이너로 성장 및 발돋움 할 수 있는 다양한 국내외
홍보·마케팅 활동비용 지원

지원규모
2011년 예산 : 1,500백만원

추진일정
2011년 3월 ~ 4월 : 협약체결 및 사업비 지급
2011년 5월

: 디자인조기조육 연구학교 선정 및 협약, 우수 디자이너 선정 및 협약

문의처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인재양성단 기업인력TF팀
전화 : 042-710-1391

팩스 : 042-710-1399

한국디자인진흥원 인력양성실 교육기획팀
전화 : 031-780-2183

팩스 : 031-780-2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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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업전문인력역량강화┃

디자인 조기교육 : 학교당 60백만원 내외
디자인 리더육성 : 1인당 65백만원 내외

UAE반도체전문인력양성
UAE 교수, 학생, 연구원 등을 대상으로 반도체 관련 단기 집중교육과정을 개설하고
UAE 반도체 전문인력양성 지원을 통해 원전수주와 결합한 글로벌 인적네트워크를
확보합니다.

지원분야
UAE 반도체 분야

지원내용
인력양성을 위한 협력 프로그램 개발·운영
UAE 교육생 맞춤형 반도체 단기 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
한국 반도체 R&D과제 참여를 통한 인력양성 프로그램 개발

상호 협력을 위한 인적 네트워크 구축
한·UAE 기술교류를 위한 국제반도체 컨퍼런스 개최

지원대상
국내 반도체 관련 기관, 대학(원), UAE 교육생

┃Ⅵ 산업기술진흥┃

지원규모
2011년 예산 : 500백만원

추진일정
2011년 4월 ~ 5월 : UAE 현지 교육 프로그램 홍보 및 후보자 추천 선발
2011년 6월, 8월

: 한·UAE 반도체 단기 집중 교육 실시

2011년 10월

: 한·UAE 국제 반도체 세미나 개최

문의처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인재양성단 기업인력TF팀
전화 : 042-710-1396

팩스 : 042-710-1399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소자/설계지원팀
전화 : 02-570-5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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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스 : 02-577-1719

2
National IT Industry
Promotion Agency

기술혁신형중소중견기업인력지원

기술혁신형중소중견기업인력지원

산업기술 출연연 고급 연구인력이 기술혁신형 중소중견기업에 장기간
현장근무하면서 중소중견기업의 기술혁신을 지원합니다.
/ 기술혁신형중소중견기업인력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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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혁신형중소중견기업인력지원
중소·중견기업이 기술혁신 과정에서 겪고 있는 핵심 애로사항인 고급인력 부족문제
완화를 위해, 출연(연) 소속 연구인력을 장기파견하여 핵심R&D인력으로의 활동을
지원합니다.

지원분야
부품소재 국제경쟁력 강화 분야, 신성장동력 분야, 녹색기술 분야 등

지원내용
산업 파급효과가 큰 전략품목을 생산하는 중소·중견기업에 출연(연) 소속 기존 연구인력 또는
신규 채용인력(기업당 최대 2명)을 장기파견(3년이상) 지원
파견지원기간은 3년을 원칙으로, 참여기업의 요청 시 1회에 한하여 추가 3년 연장 가능
지원근무기간 만료 시 지원기업에 이직, 타기업 지원근무 또는 출연(연) 복귀

지원대상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기술혁신형 중소·중견기업, 벤쳐기업
출연(연) 소속 연구인력, 대기업 고경력 연구직, 해외 과학기술자, Post-Doc 등

┃Ⅵ 산업기술진흥┃

지원규모
2011년 예산 : 14,500백만원

추진일정
2011년 4월 ∼ 5월 : 지원대상기업 공고 및 선정평가
2011년 6월

: 지원대상인력 선정 및 매칭

2011년 7월

: 지원근무 개시

문의처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인재양성단 기업인력TF팀
전화 : 042-710-1394

팩스 : 042-710-1399

산업기술연구회 기업혁신지원실 기업지원팀
전화 : 02-586-3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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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스 : 02-578-1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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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Korea 선도사업

u-IT신기술검증확산

RFID/USN기술의 산업 적용을 통해 도입기업의 생산성 향상 및
Supply Chain상의 유통 혁신을 촉진하여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사회
효율성을 제고합니다.
/ u-IT신기술 검증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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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IT신기술 검증확산
RFID/USN기술의 산업 적용을 통해 도입기업의 생산성 향상 및 Supply Chain상의
유통 혁신을 촉진하여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사회효율성을 제고합니다.

지원내용
제약사 대상으로 의약품 RFID 부착 등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도매업체, 병원, 약국 대상
시범 착수
RFID 부착품목의 제조·물류·소매까지의 全프로세스 적용 및 RFID 도입 효율성 제고와
지속적인 수요유발이 가능한 사업 추진
병원, 대학, 박물관, 극장 등 유동인구가 많고, RFID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공간을 대상으로 스마트 RFID 존 사업 추진
USN 등 새로운 기술을 활용한 신규 서비스 시험·검증 및 USN 확산사업 추진
성과분석, RFID/USN 적용지침 마련, 홍보 등 RFID/USN 기반조성 추진

지원대상
RFID를 활용하여 기업의 대규모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수요기업(군)
USN기술을 산업 등의 분야에 적용하고자하는 수요기업(군)
┃1. u-Korea 선도사업┃

지원규모
2011년 예산 : 15,000백만원

추진일정
2011년 3월 : 신규과제 평가
2011년 12월 : 사업 결과평가
2011년 연중 : 추진현황 점검

문의처
정보통신산업진흥원 IT융합단 u-산업팀
전화 : 02-2141-5455

팩스 : 02-2141-5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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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기반서비스활성화

이러닝산업활성화

이러닝산업 기반(인력양성, 표준·인증, 해외진출지원 등)을 집중 지원하여
이러닝을 고부가가치 지식산업으로 육성하고 수출산업으로의 기반 확보
를 도모합니다.
/ 이러닝산업활성화

정보통신활용서비스산업경쟁력강화

IT를 활용한 서비스산업 생산성 제고 및 신규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IT
활용모델을 개발·보급하여 국내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합니다.
/ 정보통신활용서비스산업경쟁력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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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닝산업활성화
이러닝산업 기반(인력양성, 표준·인증, 해외진출지원 등)을 집중 지원하여 이러닝을
고부가가치 지식산업으로 육성하고 수출산업으로의 기반 확보를 도모합니다.

지원내용
이러닝 산업산업표준 개발 및 국가·국제표준 활동 추진, 이러닝콘텐츠 품질인증제도 운영,
중소기업 품질관리 컨설팅 추진
이러닝 직무별·수준별 9개 교육과정 운영, 지방 권역별 대학이러닝지원센터와 협력하여
세미나 개최
글로벌 경쟁력이 있는 이러닝 제품을 발굴하여 현지화를 지원하고 수출판로 확대를 위해
해외 유망전시회 기업관 구축 지원, 이러닝기업 해외진출 가이드라인 개발·보급
2011 이러닝 국제박람회·컨퍼런스 개최, 이러닝 정책기획·제도개선 추진, 이러닝산업
실태조사 실시
산업의 교육수요·파급효과가 큰 업종을 선정하여 해당 업종 핵심 분야의 교육과정을
이러닝콘텐츠로 개발, ’
10년 개발된 모바일 산업 교육과정(4개) 운영

지원대상

지원규모
2011년 예산 : 2,400백만원

추진일정
2011년 연중

: 산업분야 이러닝 품질인증, 이러닝 품질인증 컨설팅 지원, 이러닝 인력양성
교육과정 운영

2011년 3월 ~ : 스마트러닝 포럼 운영 및 이러닝백서 발간, 2011이러닝산업실태조사 실시,
이러닝 국제표준 대응, 이러닝 교육과정 개편, 해외 전시회/컨퍼런스 참가
지원
2011년 4월 ~ : 이러닝 글로벌 컨텐츠 현지화 지원, 이러닝 해외진출 프레임워크 개발,
e-트레이닝 서비스모델 개발
2011년 9월

: 이러닝 국제박람회 및 컨퍼런스 개최, 이러닝 수출상담회 개최

문의처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지식서비스단 이러닝팀
전화 : 02-2141-5533

팩스 : 02-2141-5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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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보통신기반서비스활성화┃

이러닝 관련 기업, 개인 등

정보통신활용서비스산업경쟁력강화
IT를 활용한 서비스산업 생산성 제고 및 신규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IT활용모델을
개발·보급하여 국내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합니다.

지원내용
서비스업종의 IT활용모델 중 생산성 기여효과와 확산성 등을 검토하여 업종별 맞춤형 IT
솔루션을 개발하고 시범적용
서비스산업에 대규모 보급확산이 가능하고 성공사례로 발전할 수 있는 유망과제를 선정하여
당해연도 개발가능토록 지원
서비스산업을 대분류에서 세분류 기준으로 세분하여 IT활용을 위한 제반환경을 분석하고
장애요인을 조사하여, 현장에서 필요한 IT활용모델 발굴
IT솔루션의 보급확산을 위한 현장교육 컨설팅(도입상담) 등을 지원하고, 서비스기업의‘IT
솔루션도입활용’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홍보활동 추진

지원대상
서비스기업(협·단체), 서비스 솔루션 개발기업 등

지원규모
┃Ⅶ u-Korea 기반조성┃

2011년 예산 : 1,900백만원

추진일정
2011년 4월 : IT활용 솔루션 개발 사업 공고, IT활용 조사분석 사업자 선정
2011년 5월 : IT솔루션 도입지원 공고
2011년 연중 : IT솔루션 도입 가이드라인 제작, 세미나 개최 등

문의처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지식서비스단 지식정책팀
전화 : 02-2141-5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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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스 : 02-2141-5519

2011년도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지원사업 안내

Ⅷ 산업경쟁력기반구축

2011년도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지원사업 안내 ┃ 101

1
National IT Industry
Promotion Agency

지식서비스산업육성

지식서비스산업기반구축

지식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한 인프라를 확충하고, 지식서비스
분야의 다양한 연구 지원을 통해 지식서비스 혁신 역량 제고 및 성공사례
발굴·확산을 도모합니다.
/ 지식서비스산업기반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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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서비스산업기반구축
지식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한 인프라를 확충하고, 지식서비스 분야의 다양한
연구 지원을 통해 지식서비스 혁신 역량 제고 및 성공사례 발굴·확산을 도모합니다.

지원내용
「新서비스기획단」
을 구성하여 新서비스를 발굴하고, 발굴된 新서비스별 발전전략 마련
퇴직전문가, 업체종사자 및 컨설팅업계 종사자를 대상으로 녹색전문 컨설팅 인력양성 시범
사업 실시
콜센터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시범 교육실시 및 교육 프로그램 보급
2011년 지식융합주간 행사(Knowledge KOREA 2011) 및 서비스R&D 국제컨퍼런스 개최
지식서비스분야 창의적 아이디어 발굴을 통한 연구인력 저변확대 및 연구분위기 확산을 위해
대학(원)생 대상으로 지식서비스 연구공모사업 추진
서비스 분야 아웃소싱 활성화를 위해 아웃소싱 공급자와 수요자를 대상으로 우수기업을 선발
하여 아웃소싱 대상을 수여

지원대상
지식서비스 분야 기업, 개인, 대학(원)생 등

2011년 예산 : 450백만원

추진일정
2011년 1월 : 녹색전문 컨설팅 인력양성사업 주관사업자 선정 및 사업 실시
2011년 2월 : 콜센터 인력양성사업 주관사업자 선정 및 사업 실시
2011년 3월 : 대학(원)생 지식서비스 연구공모사업 공고
2011년 5월 : 아웃소싱 우수기업 시상 공고
2011년 6월 : 서비스R&D 국제컨퍼런스 개최
2011년 7월 : 유망 新서비스 발전전략 발표
2011년 8월 : 2011년 지식융합주간 행사

문의처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지식서비스단 지식정책팀
전화 : 02-2141-5513

팩스 : 02-2141-5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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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행정지원

지식경제행정정보시스템구축

정부 및 공공부문의 협업을 통해 예산관리체계의 합리적 개선점을 도출하여
적용함으로써 예산업무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제고합니다.
/ 지식경제재정집행관리시스템(CLEAN) 구축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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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 재정집행관리시스템(CLEAN) 구축운영
정부 및 공공부문의 협업을 통해 예산관리체계의 합리적 개선점을 도출하여 적용함
으로써 예산업무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제고합니다.

지원내용
지식경제부 재정 모니터링 강화를 통하여 국정지표‘절약과 재정제도 개선을 위한 효율화
추진’달성
지식경제부 산하/유관기관의 재정집행 데이터를 CLEAN시스템으로 정확하게 자동 집계하여
D-Brain과 연계 운영함으로써 정부 재원 사용의 투명성 제고 및 통합관리 실현

지원대상
시스템 운영기관
중앙부처(지식경제부, 기획재정부) : 출연/민간보조금에 대한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의 실시간
확인을 통해 산하/유관기관으로 유입되는 정부재원의 적기 집행 실현 및 관리
지식경제부 산하/유관기관 : 출연/민간보조금의 신속한 교부행정 실현 및 재정집행 데이터 자동
집계를 통한 재정업무의 Paperless화

시스템 운영 수혜기관
┃Ⅸ 지식경제부행정지원┃

중앙부처로부터 출연/민간보조금을 지원받는 일반 기업 및 기관 등

추진일정
2011년 4월 : 지식경제부 산하/유관기관 추가 연계를 위한 사업설명회 개최
2011년 7월 : CLEAN시스템 추가 연계기관 업무분석 및 데이터 연계
2011년 10월 : CLEAN시스템 안정화 및 D-Brain 결합 프로세스 기능 확대
2011년 12월 : CLEAN시스템 타부처 확산모델 설계 및 개발

문의처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정책기획단 정보서비스팀
전화 : 042-710-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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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장동력정책홍보

신성장동력정책홍보

신성장동력 육성사업의 주요 성과를 발굴·홍보함으로써 신성장동력
산업의 자생적 생태계 환경구축을 지원합니다.
/ 신성장동력정책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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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장동력정책홍보
신성장동력 육성사업의 주요 성과를 발굴 · 홍보함으로써“신성장동력은 대한민국의
희망동력”
이라는 긍정적 인식을 확산하고 신성장동력 산업의 자생적 생태계 환경
구축을 지원합니다.

지원분야
17대 신성장동력 산업
3 대 분야

1 7대 신성장동력 산업

녹색기술산업

- 신재생에너지
- 탄소저감에너지

- 고도 물처리
- LED 응용

- 그린수송시스템
- 첨단 그린도시

첨단융합산업

- 방송통신 융합산업
- IT융합시스템

- 로봇 응용
- 신소재·나노 융합

- 바이오제약·의료기기
- 고부가 식품산업

고부가서비스산업

- 글로벌 헬스케어
- 글로벌 교육서비스

- 녹색금융
- 콘텐츠·소프트웨어

- MICE·관광

지원내용
신성장동력 육성사업 정책성과 홍보물 제작 및 보급
신성장동력 기업 성공사례 발굴·보급 및 산업 활성화 전략보고서 발간
신성장동력 성과보고회, 산업설명회 등 체험행사 개최

지원대상
일반대국민 및 신성장동력 산·학·연 전문가

지원규모
2011년 예산 :1,000백만원

추진일정
2011년 연중 : 홍보물 제작 보급 등 신성장동력 정책홍보 추진

문의처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정책기획단 정책연구팀
전화 : 02-2141-5317

팩스 : 02-2141-5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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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장동력 주요성과 확산을 위한 온라인 웹진·소셜미디어 제작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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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프로그램

해외봉사단

국내 퇴직인력을 적극 활용하여, 개도국의 경제·사회개발과 빈곤퇴치에
기여하고, 우리 개발노하우 공유를 확대합니다.
/ 퇴직전문가공공서비스수출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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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전문가공공서비스수출지원
국내 퇴직전문가를 개도국에 파견하여 개도국 경제·사회개발과 빈곤퇴치에 기여하고,
우리의 공공서비스가 개도국에 수출상품으로 진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합니다.

지원내용
개도국 공공기관에 대한 기술·경영 자문을 통해 개도국 개발사업을 발굴하고 우리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지원대상
파 견 대 상 : 개도국에 대한 봉사정신이 있고 의사소통이 원활한 공공·민간 부문의 퇴직 전문가
(기술 및 경영 전문가)
파 견 분 야 : 전력 시스템, 물관리·가뭄관리 시스템 등 수출 가능성이 높은 공공서비스 34개 분야
파견규모: ’
11년 최대 50명(신규 40명, 기간연장 10명)
파견대상국 : OECD 개발원조위원회 수원국

지원규모
2011년 예산 : 4,200백만원

┃ⅩⅠ국제개발협력┃

추진일정
2011년 3월 : 파견대상 개도국 수요조사 및 선정
2011년 4월 : 모집 공고 및 대상자 확정
2011년 5월 : 퇴직전문가 교육 및 해외 파견

문의처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지식서비스단 지식정책팀
전화 : 02-2141-5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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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경제권산업경쟁력강화

지역SW산업진흥지원

SW산업 성장가능성이 높은 지역 18개를 대상으로, SW기업의 성장지원,
SW산업 기반조성 및 글로벌 마케팅, 공통애로 기술개발 등 지원합니다.
/ 지역SW기업성장지원

지역의 핵심 기반산업과 SW기술의 융합을 통하여 지역별로 특화된 SW
융합제품, 서비스 개발 및 현장적용(레퍼런스)을 통하여 신규시장 창출 등을
지원합니다.
/ 지역SW융합지원

지역내 SW품질관리 및 테스트를 실행할 수 있는 환경(관련장비, 기관 및
인력)을 구축·거점화하여, 서울중심의 서비스(SW공학센터, TTA 등
역할)를 지역으로 확산합니다.
/ 지역SW품질역량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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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SW기업성장지원
SW산업 성장가능성이 높은 지역 18개를 대상으로, SW기업의 성장지원, SW산업
기반조성 및 글로벌 마케팅, 공통애로 기술개발 등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지원분야
중앙주도형 사업(국비 활용분)의 경우, 광역경제권내 위치한 지자체 간의 공동계획 수립 및
추진을 통하여 사업 시너지 제고
통계, 마케팅, 인력양성(일자리창출), 품질경쟁력 강화(GS인증 등), 선도기업 육성 등 추진

지역 맞춤형 사업(지방비 활용분)의 경우, 국가사업의 촉매제 역할 및 확산을 위한 지역단위의
정책연구, 세미나 및 특화 포럼, 전문전시회 등 추진
< 주요사업내용>
구 분

주요사업내용
지역별 SW산업통계 조사, 정책개발

지역SW
정책
기반
강화

지역내 산, 학, 연 SW네트워크 강화

주요사업내용
국내외 마케팅 및 비즈니스 지원

지역SW
기업
경쟁력
강화

SW전문기술 재교육 및 미취업자 교육
지역STAR(유망)기업 육성 및 경영역량강화
품질인증 및 표준화 지원
SW융합기술 상용화/제품화 지원

지원대상
지역내 중소 SW기업

지원규모
2011년 예산 : 7,500백만원

추진일정
2011년 2월 : ’
11년 사업계획 접수 및 검토, 협약, 사업비 지급
2011년 4월 : ’
10년 지역SW기업성장지원사업 추진실적 평가 및 실사
2011년 7월 : 중간점검 실사 추진

문의처
정보통신산업진흥원 SW진흥단 공개/지역SW팀
전화 : 02-2141-5260

팩스 : 02-2141-5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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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합 SW지원체제 구축

구 분

지역SW융합지원
지역의 핵심 기반산업과 SW기술의 융합을 통하여 지역별로 특화된 SW융합제품,
서비스 개발 및 현장적용(레퍼런스)을 통하여 신규시장 창출 등을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중앙정부의 5+2 광역경제권 발전 정책에 기반하여, 광역권별 선도산업 분야와 연계한 융합
SW의 제품화, 국산화 등 신시장 창출 유도
※ 본 사업은 非 R&D사업으로 SW융합 분야의 제품 상용화에 주력하여 지원하며, 신규 과제 선정시
기존 국내시장에 없는 새로운 제품(서비스) 발굴 위주 지원

지역·광역내 기반·선도 산업분야와 연계·발굴/추진중인 프로젝트(2년차)의 성과제고를
위하여 제품의 퀄리티 제고 및 시장확산에 중점한 사업추진

┃ⅩⅡ광역경제활성화┃

< 지원분야 및 과제현황>

지원대상
지역내 중소sw기업

지원규모
2011년 예산 : 7,346백만원

추진일정
2011년 2월

:’
10년 사업평가 및 ’
11년도 지원규모 확정, 사업비 지급

2011년 상반기 : 지역SW융합지원 사업성과 보고회
2011년 8월

: 중간점검 실사 추진

문의처
정보통신산업진흥원 SW진흥단 공개/지역SW팀
전화 : 02-2141-5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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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스 : 02-2141-5259

지역SW품질역량센터
지역내 SW품질관리 및 테스트를 실행할 수 있는 환경(관련장비, 기관 및 인력 등)을
구축·거점화하여, 서울중심의 서비스를 지역으로 확산합니다.

지원내용
지원분야
1단계로 2개 지역을 선정하여 시범운영하고 운용성과를 분석, 미비점을 보완, 타지역으로 확대
하여 지역 SW기업들에게 SW품질 서비스를 제공
※’
10년 12월 동남권(부산, 창원), 호남권(광주, 전남, 전주) SW품질역량센터 선정

지역에서 추진중인 SW개발과제에 SW품질관리 적용 및 컨설팅을 의무화 하여 결과물 신뢰성·
안정성 확보 및 성공사례 발굴
수도권에 비해 부족한 지역SW기업의 역량을 고려하여 SW품질관리
One-Stop 서비스 체계 구축 및 지원

테스트

인증 등

< 지역S W품질역량센터 주요활동>
컨 설 팅

SW기업에 대한 제품·소스코드 등의 품질관리 전문 컨설팅

테 스 팅

SW개발 단계별·모듈 및 완제품의 SW 테스팅 지원

인

국내인증제도(SP, GS 등), 국제표준제도(CMMi, SPICE 등)인증 지원

증

지역SW기업대상 세미나, 커뮤니티 등을 통한 SW품질관리 마인드 제고

인

관련교육지원, 자격관리 등 지역내 SW품질 컨설턴트 양성

력

지원대상
지역내 중소sw기업

지원규모
2011년 예산 : 800백만원

추진일정
2011년 4월

: 지역SW품질역량센터 개소

2011년 상반기 : 지역SW품질향상 컨설팅 시행
2011년 계속

: 지역SW품질, 인증, 테스팅 등 상시수행

문의처
정보통신산업진흥원 SW진흥단 공개/지역SW팀
전화 : 02-2141-5267

팩스 : 02-2141-5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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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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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사업연구

우정정책연구개발

우정사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종합적·거시적이고
연속적인 연구가 필요한 전략과제를 중점 추진합니다.
/ 우정정책출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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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정책출연연구
우정사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종합적·거시적이고 연속적인
연구가 필요한 전략과제를 중점 추진함으로써 우정사업 발전에 계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연구성과 축적과 연구역량 강화를 제고합니다.

지원내용
과 제

세부내용

중장기
경영전략연구

전략경영지원

우정사업 브랜드 자산평가 및 강화전략
소포사업 발전전략 및 소포요금체계 개선방안
아태지역 우체국금융 인프라 및 사업발전 방안
국내외 우정동향·정보 조사 분석
우정백서 발간
우정사업(우편,예금,보험) 고객 프로파일 분석을 통한 고객관계관리(CRM) 전략 수립

제도개선

우편법령 선진화 방안

지원대상
정보통신정책연구원(우정경영연구소)

┃ⅩⅢ우정사업경영지원┃

지원규모
2011년 예산 : 950백만원

추진일정
2011년 연중 : 우정사업 분야 중장기 경영전략 연구, 우정사업 동향 및 정보조사 분석 등
전략경영지원, 우편법령 선진화 방안 마련 등

문의처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기업지원단 산업기반팀
전화 : 042-710-1223

팩스 : 042-710-1229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우정경영연구소
전화 : 02-570-4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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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스 : 02-570-4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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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National IT Industry
Promotion Agency

중소기업능력개발지원

중소기업훈련컨소시엄(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기업, 대학, 협회 등이 복수의 중소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 훈련을 실시
함으로써 중소기업 등의 생산성 제고 및 신규 인력 직무 능력향상을 지원
합니다.
/ 바이오전문인력양성
/ 지식정보보안인력양성
/ SW현장인력전문교육
/ 플랜트전문인력양성
/ 엔지니어링전문인력양성
/ RFID/USN현장실무교육
/ 디자인현장인력양성
/ 3D산업응용현장전문인력양성
/ LED현장전문인력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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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전문인력양성
바이오기술 융합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산업체와 연계한 바이오의약분야의 단계별
전문기술교육을 통해 산업체의 요구에 부합하는 GMP 전문인력 및 바이오공정관련
기술인력을 양성합니다.

지원분야
바이오제품 선진GMP, 바이오핵심기술(바이오 공정, 안정성 평가기술, 융합기술 등) 등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구 분

대 상

내 용

GMP전문인력양성

바이오의약 및 식품분야
산업체 종사자,
취업 대상자

바이오의약, 바이오식품의 선진 GMP기반 제조시설을
활용한 실습·이론교육지원
- 실제 GMP 인증 제조시설에서의 실증교육 진행

바이오공정 핵심기술
인력양성

바이오분야 예비취업자,
산업체 초급인력

바이오산업 분야 제품화에 필수적인 핵심기술관련
교육지원
- 예비취업자의 전문성 강화를 통해 취업 및 현장 적응
능력 제고

※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 :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1. 중소기업능력개발지원┃

지원규모
2011년 예산 : 2,600백만원

추진일정
GMP전문인력양성 교육운영
2011년 1월 ~ 11월 : 교육생 모집
2011년 2월 ~ 11월 : 교육과정 운영

바이오공정핵심기술인력양성 교육운영
2011년 2월 ~ 11월 : 교육생 모집
2011년 3월 ~ 11월 : 교육과정 운영

문의처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인재양성단 기업인력TF팀
전화 : 042-710-1392

팩스 : 042-710-1399

한국바이오협회 미래사업본부 인재개발팀
전화 : 070-8610-3528

팩스 : 02-552-4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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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정보보안인력양성
지식정보보안 산업현장의 고급 기술인력 부족문제 개선을 위해 실무위주의 고급
교육프로그램 개설하여 지식정보보안산업 핵심전문인력을 양성합니다.

지원분야
디지털 포렌식, 지식정보보안 컨설턴트, Skill-up 과정 등 지식정보보안 관련 분야

지원내용
한국인터넷진흥원의‘KISA 아카데미’
를 통한 기업 수요맞춤형 전문교육과정 개설 및 지식정보
보안산업 현장인력 양성

지원대상
지식정보보안 관련 현장 종사자

지원규모
2011년 예산 : 900백만원

┃ⅩⅣ 직업능력개발┃

추진일정
지식정보보안 핵심인력양성과정(정규과정)
2011년 4월 ~ 12월 : 디지털포렌식과정(90시간, 6회 개설), 보안관제 과정(40시간, 4회 개설)
2011년 4월 ~ 12월 : 컨설턴트 주니어과정(60시간, 3회개설), 컨설턴트 시니어과정(50시간, 3회개설)

지식정보보안 Skill-up 교육과정
2011년 4월 ~ 5월 : 교육업체 선정
2011년 5월 ~ 12월 : Skill-up 교육과정(40시간, 5회 개설)

문의처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인재양성단 기업인력TF팀
전화 : 042-710-1391

팩스 : 042-710-1399

한국인터넷진흥원 KISW아카데미팀
전화 : 02-405-6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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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스 : 02-405-5419

SW현장인력전문교육(SW융합역량 강화과정)
SW 제조·서비스업간 융합촉진에 대응하기 위해, 주력기업 및 SW기업 재직자를
대상으로 기업이 필요로 하는 SW개발 역량을 갖춘 융합형 SW전문가를 육성합니다.

지원분야
주력산업 및 지역별 특화산업분야 SW융합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SW융합 산업체 수요기반 기업맞춤형 전문교육 과정개발 및 제품개발 등과 연계한 실무 프로젝트
교육운영비 지원
구 분

대 상

내 용

지역전략산업육성
중소기업 특화형

중소기업 내
SW융합분야 재직자

클러스터내 기업의 공통 요구사항을 반영한 교육과정 구성
및 클러스터내 교육장 집체교육 진행

주력산업육성
대·중소기업 상생형

대기업 등
SW융합분야 재직자

주력산업 대기업 중심으로 중소협력사와 공동으로 SW융합
개발 협업과정교육

지원규모
지역전략산업육성 중소기업 특화형 : 과정당 2.5억원 이내, 정부지원금 5%이상 매칭펀드
주력산업육성 대·중소 상생형 : 과정당 4억 이내, 정부지원금 10%이상 매칭펀드

추진일정
2011년 3월 ~ 4월 : 컨소시엄 공고 및 접수
2011년 5월 ~ 6월 : 컨소시엄 선정 및 협약 체결

문의처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인재양성단 기업인력TF팀
전화 : 042-710-1394

팩스 : 042-710-1399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인재양성단 SW인력팀
전화 : 042-710-1352

팩스 : 042-710-1349

2011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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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예산 : 3,000백만원

플랜트전문인력양성
플랜트 산업 관련 기업의 인력수요 맞춤형 교육을 통해 취업 후 즉시 실무 투입이
가능한 전문인력을 양성·공급함으로써 인력난 해소 및 플랜트 산업의 국제경쟁력를
강화합니다.

지원분야
플랜트 산업 관련 전 분야

지원내용
구 분

내 용
기본과정 → 전문과정의 단계별, 분야별 집중 교육
현장수요를 반영한 기업 맞춤형 교육과정
플랜트 업계 및 학회 전문가 협의회 운영

플랜트 현업 실무 중심
맞춤형 교육과정

플랜트 사업관리 및 영어교육 강화
산업별 인력 수급실태 조사 및 특화교육·훈련과정 개발
해외 전문교육기관(위스콘신대 EPD 등) 강사초빙 및 벤치마킹

전문인력 양성 및 고급기술인력
강화 프로그램

※ 현업 전문가가 직접 참여하여 교육 커리큘럼·교재개발 및 강의

지원대상
┃ⅩⅣ 직업능력개발┃

플랜트 관련 미취업 대학 졸업자(예정자 포함), 재직자, 이직 희망자

지원규모
2011년 예산 : 3,900백만원

추진일정
2011년 1월 ~ 8월 : 플랜트전문인력양성 초급과정 3회 운영
1회 : 1월 ~ 2월,

2회 : 3월 ~ 5월,

3회 : 6월 ~ 8월

2011년 9월 ~ 11월 : 플랜트전문인력양성 실무과정 2회 운영
1회 : 9월 ~ 10월,

2회 : 11월

문의처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인재양성단 기업인력TF팀
전화 : 042-710-1396

팩스 : 042-710-1399

한국플랜트산업협회 플랜트지식개발센터
전화 : 02-6925-3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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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스 : 02-3452-6616

엔지니어링전문인력양성
해외프로젝트 수행경험이 부족한 엔지니어링 기업을 대상으로 해외 수주에 필요한
기술 및 관리 역량 전문교육을 통해 엔지니어링 국제전문가를 양성합니다.

지원분야
이공계, 엔지니어링 분야

지원내용
구 분

내 용

국제 협동(인증) 교육

국제계약, 클레임 및 분쟁조정, 해외시장에서의 EPC-Turnkey 프로젝트의
사업비 산출 등 고부가가치 영역의 고급인력 양성

해외 자격자 양성교육

해외시장 진출시 수요가 많고 해외 통용성을 갖춘 국제 자격증 취득자 확대를
통해 다전공, 다학제간 실무 및 종합적인 역량을 갖춘 글로벌 핵심인력 양성

재직자 현장 맞춤형 재교육

해외 프로젝트 실무, 엔지니어링 기술 융복합 응용과정 등 엔지니어링 업계에
필요한 실무역량 향상을 위한 온라인-오프라인 연계과정 운영

지원대상
┃1. 중소기업능력개발지원┃

국내 엔지니어링 업계 및 재직자, 이공계 미취업자

지원규모
2011년 예산 : 1,400백만원

추진일정
2011년 4월 ~ 12월 : 국제 협동(인증) 교육 운영
2011년 4월 ~ 12월 : 해외 자격자 양성교육 운영
2011년 1월 ~ 12월 : 재직자 현장 맞춤형 재교육 운영

문의처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인재양성단 기업인력TF팀
전화 : 042-710-1396

팩스 : 042-710-1399

한국엔지니어링협회
전화 : 02-3019-3361

팩스 : 02-3019-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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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FID/USN 현장실무교육
국내 RFID/USN산업분야의 직무능력 향상 및 현장 실무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을
지원합니다.

지원분야
RFID/USN 융합분야

지원내용
RFID/USN 기업 재직자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온오프라인 현장실무교육 운영지원
구 분

내 용

현장실무교육

RFID/USN 기업 재직자 직무능력향상을 위한 산업현장 수요기반 교육과정 운영
지원

온라인교육(세미나)
현장애로사항 해결 지원

RFID/USN 관련 최신 정책/법제도/기술/표준 등 온라인 교육지원
전문가 현장파견을 통해 RFID/USN 시스템 구축, 기술 개발 등 수요공급기업의
애로사항 해결지원

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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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RFID/USN 관련 공급 및 수요 기업(기관) 재직자 등

지원규모
2011년 예산 : 200백만원

추진일정
현장실무교육 운영
2011년 2월 ~ 10월 : 교육생 모집
2011년 3월 ~ 10월 : 교육과정 운영

온라인교육 운영
2011년 4월 ~ 12월 : 교육생 모집
2011년 4월 ~ 12월 : 교육과정 운영

문의처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인재양성단 기업인력TF팀
전화 : 042-710-1392

팩스 : 042-710-1399

한국 RFID/USN융합협회 인력양성팀
전화 : 02-3454-1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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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스 : 02-3454-1902

디자인현장인력양성
미래 디자인 패러다임에 따른 디지털 디자이너 양성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하고,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디자이너의 기획 및 마케팅 능력, 최신 디자인 기법에 대한 재교육과 해외 선진기업
현장실무훈련 등을 통해 디자인 인력의 역량강화 및 중소기업 디자인 경쟁력을 제고합니다.

지원분야
디자인 관련 분야

지원내용
실무디자이너를 위한 현장중심의 교육과정을 개발 · 운영하여 산업계 디자인관련 전문인력의
역량 강화 및 교육지원
글로벌디자인역량 향상을 위한 현장실무 훈련 지원

지원대상
디자인관련 업계 재직자 및 디자이너

지원규모
┃1. 중소기업능력개발지원┃

2011년 예산 : 1,200백만원

추진일정
2011년 3월

: 협약체결 및 사업비 지급

2011년 4월 ~ 8월 : 디지털디자인 전문인력양성 훈련
2011년 5월 ~ 9월 : 디자인마케팅 및 크리에이티브 과정
2011년 9월 ~ 11월 : 해외디자인 현장실무과정
2011년 연중

: 해외 전문가 초청 세미나(상·하반기 각 1회)

문의처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인재양성단 기업인력TF팀
전화 : 042-710-1391

팩스 : 042-710-1399

한국디자인진흥원 인력양성실 인재육성팀
전화 : 031-780-2178

팩스 : 031-780-2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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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산업응용 전문인력양성
3D응용 및 시장 확대에 따른 3D 기술융합형 현장인력의 안정적 공급기반 마련을
위해 3D인력 교육과정을 응용분야별 특성에 맞추어 개설 운영하여 양적, 질적으로
우수한 전문인력을 양성합니다.

지원분야
3D제조분야 및 의료, 광고, 건축, 토목, 항공측량, 교육 등 3D응용기술을 적용한 3D융합산업
관련분야

지원내용
기존산업과 3D기술이 융합된 전문교육을 통한 현장재직자의 실무적용 업무능력 향상 등 3D
산업 응용 전문인력 양성

지원대상
3D관련 현장종사자 및 기존의 전통산업 관련 현장 재직자

지원규모
2011년 예산 : 400백만원
┃ⅩⅣ 직업능력개발┃

추진일정
2011년 5월 ∼ 11월 : 3D인력 훈련교육과정(20개) 운영
2011년 6월 ∼ 11월 : 인력수급 실태조사 및 3D인력 훈련 수요조사 실시

문의처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인재양성단 기업인력TF팀
전화 : 042-710-1391

팩스 : 042-710-1399

3D융합산업협회 사무국
전화 : 02-6388-6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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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스 : 02-6388-6089

LED현장전문인력양성
산업체 재직자를 대상으로 ITㆍ전자제어ㆍ디자인 등 이종 산업간 기술의 연계를
통하여 LED조명산업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기 위한『TechnologyㆍDesignㆍ
Business』
융합의 다학제적 전문, 고급인력을 양성합니다.

지원분야
LED조명핵심설계, LED국제표준 및 해외인증실무, 제품디자인실무, IT융합 디지털 디자인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대 상

내 용

LED조명설계기술

조명관련분야 재직자
(광학·기구·조명 설계 관련 종사자)

LED조명제품의 성능향상을 위한 최적설계
훈련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비 등 지원

LED국제표준·인증실무

조명관련분야 재직자
(품질관리/시험관련 종사자)

LED국제규격 및 해외인증관련 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비 등 지원

융합형 실무디자인

조명관련분야 재직자
(제품디자인관련 종사자)

LED조명기술과 디자인의 연계를 통하여
기능성, 스타일 등 창의적으로 제품을 디자인
하기 위한 융합형 실무디자인 훈련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비 등 지원

IT융합 디지털 디자인

조명관련분야 재직자
(전자제어 SW/HW관련 종사자)

IT·전자제어기술과 심미적 디자인의 융합을
통해 종합적인 디지털 디자인능력을 갖춘
고급인력양성을 위한 훈련프로그램 및
운영비 지원

지원규모
2011년 예산 : 800백만원

추진일정
2011년 3월

: 협약체결 및 사업비 지급

2011년 4월

: 융합형 실무디자인 및 IT융합디지털 디자인 재위탁기관 공모 및 선정

2011년 4월 ~ 12월 : LED조명설계기술 및 LED국제표준, 인증실무 교육훈련 과정 운영

문의처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인재양성단 기업인력TF팀
전화 : 042-710-1391

팩스 : 042-710-1399

한국조명연구원 연구사업부 인력양성팀
전화 : 032-670-8888

팩스 : 032-670-8889

2011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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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이용합리화

에너지절약전문기업육성

국내 ESCO사업에의 IT의 활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IT기술을 기반으로 한
ESCO사업 모델 발굴 및 확산을 도모합니다.
/ IT기반 ESCO 신규 사업모델 발굴

2011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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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기반 신규 ESCO 사업모델 발굴 및 검증
국내 ESCO사업에의 IT의 활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IT기술을 기반으로 한 ESCO사업
모델 발굴 및 확산을 도모합니다.
* ESCO(Energy Service Company) : 에너지 사용자가 기술적, 경제적 부담이 없도록 전문기업에서
자체자금 또는 정책자금으로 에너지 사용자의 에너지 절약 시설에 투자한 후 이 투자시설에서 발생하는
에너지 절감 비용으로 투자비와 이윤을 회수하는 기업

지원내용
IT기반 ESCO 시범사업 : BEMS, FEMS에 대한 시범사업 지원
대기업은 총 사업비의 50% 이내, 중소기업은 총 사업비의 75% 이내 국고 지원(기업부담금 중 현금
비율은 30% 이상)

IT기반 ESCO모델 추가 발굴 및 실증시험 : 에너지 절약이 가능한 신규 IT 시스템 발굴
대기업은 총 사업비의 50% 이내, 중소기업은 총 사업비의 75% 이내 지원(기업부담금 중 현금
비율은 30% 이상)

IT기반 ESCO사업 기반조성
국내·외 동향 조사 사업 타당성 분석, 그린 IT 기술 인식도 조사, 가이드 라인 제작·보급 등

┃ⅩⅤ기후변화 및 에너지자원정책┃

지원대상
ESCO, 에너지소비자, IT기업

추진일정
2011년 3월

:’
11년도 ESCO신사업 모델 발굴 및 시범사업 공고

2011년 4월

: 사업계획서 접수 및 시범사업 선정

2011년 5월 ∼ : 시범사업 및 실증시험 시행

문의처
정보통신산업진흥원 IT융합단 녹색융합팀
전화 : 02-2141-5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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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스 : 02-2141-5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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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산업해외진출지원

IT산업해외진출지원

각 해당 국가의 IT 교역현황 분석, 해외진출 전략품목에 대한 동향 분석
보고서를 제공함으로써 KOTRA(MKE)의 해외진출 전략수립 및 해외중소
IT기업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 IT해외진출시장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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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해외진출시장조사
각 해당 국가의 IT 교역현황 분석, 해외진출 전략품목에 대한 동향 분석 보고서를 제공
함으로써 KOTRA(MKE)의 해외진출 전략수립 및 해외중소 IT기업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지원내용
각 해당국가의 IT 교역현황 분석 및 관련 DB 구축
우리나라 IT해외진출 전략품목의 시장, 정책, 경쟁기업 동향 분석
IT기업의 해외진출 확대를 위한 KOTRA 및 지식경제부(정보통신산업정책관)의 IT기업 지원
방안 모색 및 수시 정책지원
IT 시장개척단 파견, MOU 등 각종 협정체결, VIP 파견/방한 시 관련 국가의 IT 시장 및 수출입
실적 분석 등 각종 국제협력 관련 정보작성 및 수시 정책지원

지원대상
IT기업의 해외진출 확대 정책을 추진하는 중앙부처(지식경제부) 및 KOTRA, 공공기관, 기업 등

추진일정
2011년 3월 ~ : 각 해당국의 IT 교역현황 분석 및 관련 DB 구축
2011년 4월 ~ : IT해외진출 전략품목 분석
: IT 기업 해외진출 확대를 위한 수시 정책지원

문의처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정책기획단 산업분석팀
전화 : 042-710-1122

팩스 : 042-710-1129

2011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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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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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산업융합원천기술

SW컴퓨팅산업원천기술개발

WBS 프로젝트의 비전
『세계시장 선점 가능한 SW 기술경쟁력 확보』
달성을
위한 프로젝트 수행조직의 SW품질활동에 대해 SW개발 全단계에 걸쳐
예방적·통제적 관리를 수행합니다.
/ WBS(World Best Software)과제 품질활동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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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BS(World Best Software)과제 품질활동관리
WBS 프로젝트의 비전
『세계시장 선점 가능한 SW 기술경쟁력 확보』
달성을 위한
프로젝트 수행조직의 SW품질활동에 대해 SW개발 全단계에 걸쳐 예방적ㆍ통제적
관리를 수행합니다.

지원내용
WBS 프로젝트 품질활동 관리기반 구축
CMMI, SP, ISO/IEC9126, IEC 61508, ISO 26262 등 SW품질 관련 국내·외 표준을 반영한
SW품질활동 점검기준 개발
체계적이고 객관적 품질활동 점검을 수행할 수 있도록 SW개발 생명주기에 따른 품질관리활동 유형
및 세부 수행 방법을 포함한 품질활동 관리지침 개발
WBS 프로젝트의 품질 확보 및 품질역량 강화의 목표 달성을 위해 SW개발 全과정에 걸쳐 개선
노력을 지속할 수 있도록 정량적·정성적 성과분석방안 마련
SW공학수준의 사전 및 연차별 사후 진단을 통해 WBS 프로젝트 조직의 품질역량 강화를 위한
멘토링 수행 결과 SW품질역량 개선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SW공학수준 진단툴 개발

예방적ㆍ통제적 품질활동 관리

┃ⅩⅦ 산업융합원천기술확보┃

WBS 개발 과정에서 SW 품질 위험을 조기에 식별하여 적시에 개선할 수 있도록 수시 점검을 통해
예방적 품질활동 관리 수행
WBS 프로젝트의 개발 단계별 품질관리활동 및 수행 결과물이 품질관리계획 상의 품질 베이스
라인을 만족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정기 점검을 통해 통제적 품질활동 관리 수행

WBS 프로젝트 품질역량 강화 멘토링 수행
프로젝트 조직의 SW품질역량 파악을 위한 SW공학수준 사전진단
선진기법 및 사례 제공, 교육, 자문 등을 통한 SW공학 역량 제고 지원
전문가 활용을 통해 기술 리뷰, 자문 등 도메인 특화된 품질 확보 지원
공개SW라이선스 검증을 통해 공개SW의 올바른 활용 지원

지원대상
WBS 프로젝트 참여기관

추진일정
2011년 1월

: SW품질활동 점검기준 및 관리지침 개발, SW공학수준 진단Tool 개발

2011년 1월 ∼ 11월 : WBS프로젝트 품질활동 점검, SW품질역량 강화 멘토링 수행, WBS
프로젝트 품질활동 관리 성과분석

문의처
정보통신산업진흥원 SW공학센터 WBS TF팀
전화 : 02-2132-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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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스 : 02-2132-1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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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융합채용연수
Global 산업 패러다임(HW ⇒ SW융합) 변화에 부응하여, 기업 맞춤형 실무 프로젝트
중심의 교육을 통해, 기업에서 즉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SW융합 인재 육성 및
채용 지원을 도모합니다.

지원분야
SW융합이 활발한 5대 주력산업(서비스 포함) 및 SW산업 등
※ (5대 주력산업) 모바일, 전자, 자동차, 기계(항공, 로봇), 조선

지원내용
컨소시엄별 교육과정 개발비, 강사료 등 지원
(연수방식) 6개월 이내 실무중심의 SW융합 프로젝트
(채용) 연수인원의 70%이상

지원대상
SW융합분야 컨소시엄(구성 예, 협·단체 + 참여기업 + SW교육기관(대학포함))

지원규모

┃ⅩⅧ 기술료사업┃

2011년 예산 : 4,700백만원

추진일정
2011년 1월 ∼ 2월 : 사업공고 및 접수
2011년 3월

: 선정평가 및 지원대상 확정

2011년 4월

: 협약체결 및 사업비 지급

문의처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인재양성단 SW인력팀
전화 : 042-710-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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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꿈스퀘어운영지원
IT R&D, 생산, 마케팅 관련 국내외 IT유관기업과 Shared Service 시설 및 사업을
집적하여 입주기업의 성장지원 및 국내 IT산업의 성장 기반을 제공합니다.

지원내용
입주기업 유치
구 분

임대보증금

일반기업

임대료

관리비

지원대상
SW, DC 등
IT 관련 기업
중소 IT 기업 중
(벤처 or 이노비즈 or GS)
인증 보유기업

139,754원/㎡

12,705원/㎡

5,900원/㎡

408㎡이하

85,000원/㎡

2,600원/㎡

5,900원/㎡

444㎡이상

121,600원/㎡

6,260원/㎡

5,900원/㎡

중소 IT 기업

법인/개인사업자

59,000원/㎡

무료

5,900원/㎡

예비창업자

무료

무료

무료

SW, DC 등 IT관련분야 및
IT융복합 분야의 예비창업자 및
초기창업기업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혁신벤처

Shared Service 지원
┃ⅩⅨ 누리꿈스퀘어 운영지원┃

시설명

지원내용

SW품질 지원센터

SW시험, BMT 등 SW품질 지원 서비스 50% 할인 제공

SW공학센터

SW공학기술 수준진단 및 컨설팅, 교육, 세미나 지원

공개SW역량프라자

공개SW 도입 환경 분석, 호환성 시험, 인증업무 등 수행

기술혁신형중소기업센터

기술혁신중소기업 집적 및 성장 지원 (48실, 100평미만)

혁신벤처센터

예비창업자 및 초기 창업자 성장 지원 (12석, 6실)

디지털파빌리온 전시관

제품 전시 50% 할인 지원

지원대상
국내·외 IT 기업

지원규모
2011년 예산 : 15,000백만원

추진일정
2011년 연중

: IT분야 우수기업 유치, 입주기업 마케팅 및 홍보 활동 지원(상·하반기
각 1회), 기술 및 소양교육 실시(상·하반기 각 1회)

2011년 4월 ∼ : 입주기업 경영컨설팅

문의처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기업지원단 누리꿈스퀘어팀
전화 : 02-2132-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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