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여러분에게 ‘웃음’을 드리겠습니다!

Supporting Projects

기술사업화 및 기술이전 지원 프로그램

Manpower

Inspection

Learning

Equipment

과제(주요사업)화를 통한 수요기반 원천기술 개발 프로그램
프로그램 개요

KRRI에서 개발하여 보유한 기술(지적재산권 포함)을 희망하는 기업에게 유·무상으로 이전함으로써 중소기업에
신제품을 개발하거나 제품 및 공정을 개선토록 하여 기술 경쟁력 향상에 도움을 제공하는 프로그램

중소기업의 주력 제품관련 원천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수요를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핵심항목을 도출하여
과제화하고 이를 수행함으로써 기술을 확보하고 기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

프로그램 개요

지원세부내용 및 체계

•기술료의 산정
- 고정기술료(Fixed Royalty) : 연구개발결과를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기술의 판매와 상관없이 기술에 대한
대가를 고정금액으로 확정되어 일시 또는 분할 납부

11 탈선시험동

2 실용화센터

7 전기시험동

12 올인원센터(계획중)

3 노반시험동

8 대차시험동

13 시험선(계획중)

4 궤도시험동

9 부품시험동

5 시스템연구동

10 안전연구동

Supporting Projects

on

6 추진시험동

E

1 본관동

IL

토지 : 88,922㎡, 건물 : 45,205㎡

•지원체계 | 중소·중견기업 수요조사를 통한 원천기술 항목 도출
- 수요조사는 KRRI 자체 공모를 통한 방법과 중소기업통합지원센터에서 수행하는 공모를 병행 (연중 수시 공모)
- 기획과제를 통해 기술가치 등 평가 및 우선순위 부여. 예산 등을 고려 원천기술 항목 도출
•과제화 및 실행
- KRRI 주요사업 예산으로 과제 생성. 기술적 특성 및 예산에 따라 중소·중견기업과 예산 분담 비율 결정
- 과제에 적절한 연구 인력 및 예산 투입
- 과제 수행을 통한 원천기술 확보
- 성과 홍보를 통한 기술 확산
- 관련 지원정책 수립

SM

•기술이전 유형
- 이전되는 기술의 형태에 따라 특허 등 산업재산권 이전, 노하우 이전, 산업재산권과 노하우를 포함하는
기술이전으로 분류
- 기술실시권의 유형에 따라 독점 배타적으로 실시하는 전용실시권과 허락된 범위 내에서 그 특허발명을
실시하는 권리인 통상실시권, 독점실시권과 비독점실시권으로 구분

철
중 도연
프 소기 의
로 업
그
램 지
원

지원세부내용

Ra

ilr
o

ad

•KRRI와 함께 세계최고의 철도기술을 사업화하고자 하는 기업
•철도분야 융복합 기술사업을 선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SM
IL
E

지원대상

Manpower

Inspection

애로기술 지원 프로그램

- 경상실시료(Running Royalty) :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일정기간 징수
- 혼합기술료 : 연구개발 결과를 활용하여 매출이 발생한 경우 매출액에 비례하여 부과하는 것으로
기술개발 투자비의 일부에 해당하는 선급기술료 및 매출실적의 일정 비율을 혼합하여 징수

437-757 경기도 의왕시 철도박물관로 176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전화 031-460-5000 • 팩스 031-460-5159 • http://www.krri.re.kr

프로그램 개요

실시권 설정

Learning

•KRRI는 공공연구기관의 설립 취지에 따라 연구개발성과를 다수 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통상 실시권 설정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단일 기업에 독점적 실시권 허락
※ 관심기술을 바로 사업화 하지 않고 정부사업과 연계하거나 KRRI의 위탁연구를 통하여 지원 가능
➊ 대상 기술을 정부 사업과 연계하여 보완 연구 후 상업화를 하고 싶을 경우에는 정부 지원
연구사업과 연계하여 지원
➋ 대상기술의 위탁 연구를 통하여 보완하여 상업화를 추진하고 싶을 경우에는 KRRI에서
연구 위탁 수행을 통하여 지원

무상 기술이전
KRRI에서는 직무발명심의위원회에서 특허권 유지 포기로 심의 확정된 지식재산권에 대하여 철도관련 중소기업의
철도산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유상(최소한의 금액) 또는 무상으로(경상기술료방식) 기술이전 추진
(지재권 유지 비용은 기술이전 업체에서 부담)

수요자 중심의 One-Stop 맞춤형 기술서비스 제공을 통해 중소·중견기업 생산현장의 기술적 문제를
KRRI 연구인력을 활용하여 해결하고 기술경쟁력을 강화시켜 주는 프로그램

지원세부내용 및 대상

중소기업협력실
25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중소기업의 든든한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철도연의 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

SMILE

☎ 031-460-5379
smile@krri.re.kr

•상시기술서비스 | 국내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복합기술서비스 | 혁신형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구

®

Smile on Railroad
철도사업을 진취적으로 선도하며
웃는 중소기업이 많아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quipment

분

내

용

지원규모(과제당 지원금)

상시기술 서비스사업

긴급을 요하는 단기적인 문제를
3개월 이내 응급지원

1천만원 이내

복합기술 서비스사업

복합적인 문제를 다학제적으로 접근,
6개월 이내 집중지원

4천만원 이내

맞춤형 기술서비스 사업

선정기준 및 평가방법
•본 애로기술해결 중소기업지원프로그램은 국가과학기술연구회에서 주관하는 프로그램임.
•KRRI는 생산현장종합지원사업 공고에 기술된 지원 절차에 따라 기업 지원
•특별히 기업의 요청 시 발굴, 상담, 과제화(기술지원책임자 선정 포함) 후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의 접수, 심의,
선정을 거쳐 지원하기도 함.

기업은 지원금액 총액의 일부 부담 (중소기업 : 10~15%, 중견기업 20%)

Manpower

Supporting Projects

Inspection

Learning

Equipment

Supporting Projects

정규직 연구인력파견 지원 프로그램

Inspection

Manpower

Learning

Equipment

철도차량/용품 품질향상 지원 프로그램

Supporting Projects

Manpower

Learning

Inspection

Equipment

Supporting Projects

Manpower

3P분석기반 기술동향 제공 및 투자(기술금융) 유치 지원 프로그램

Inspection

Equipment

Learning

인프라 지원 프로그램

프로그램 개요

프로그램 개요

프로그램 개요

프로그램 개요

중소·중견기업의 기술력 향상과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KRRI에 소속된 고급 연구인력을 중소·중견기업에
파견하는 프로그램

국내·외 철도 용품 관련 기업의 시험신청을 받아 높은 유효성과 신뢰성의 시험을 수행하고 경우에 따라
시험수수료 감면 등을 통하여 지원하는 프로그램

KRRI가 보유한 다양한 계측기 및 시험장비에 대해 중소기업이 활용토록 개방하고 KRRI에서 활용하지 않는 유휴 및
노후장비를 무상 활용 또는 이전하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

지원대상

* KRRI는 국가표준기본법 및 ISO/IEC 17025 규정에 따라 한국인정기구(KOLAS)로부터 역학, 화학, 전기, 토목, 열 및

우수한 제품을 개발하고도 예산 부족 등의 문제로 개발 제품의 국내/외 선행기술 조사 및 기술동향 파악이 어려운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해당 특허 경쟁력 분석, 유사기술 경쟁사 분석, 글로벌 시장동향 등 3P(Patent, Paper,
Product) 분석기반 기술동향 정보를 제공하며 기술사업화 유망 우수 기술에 대한 투자 및 기술금융 유치를 지원하는
프로그램

지원대상

3P분석 서비스 주요 정보기반 인프라 DB

•KRRI 보유장비 활용이 필요한 중소기업
상시 종업원 50인 이하, 연매출 100억원 이하의 중소제조업체

온도측정분야 179개 규격에 대하여 공인시험기관으로 인정받아 매년 500건 이상의 국제공인시험성적서를 발행하고 있음.

•지원대상분야 | 부품소재 국제경쟁력 강화분야, 신성장동력분야 및 녹색 기술분야
•지원대상기업 |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벤처기업,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중견기업

철도차량/용품 시험인증분야

•Thomson Innovation / Thomson Data Analyzer
전 세계 공개 특허/논문정보 검색, Text Clusting을 통한 집중 기술분야, 유사기술 경쟁사의 기술산업 동향 제시

지원세부내용
•기업별 1명, 최대 3년 이내(1회에 한하여 최대 3년까지 연장 가능)
- 석·박사 학위 또는 동등 자격을 보유한 공공연구기관 소속 연구원으로서 공공연구기관, 대학, 대기업
등에서 근무 경력이 있는 연구인력 파견지원
- 파견 공공연구기관의 표준연봉 기준 50% 정부지원
구

분

기업지원 최초 3년

정부지원금

기업부담금

지원인력 연봉의 50% 지원

지원인력 연봉의 50% 지원

➊

지원인력 연봉의 40% 지원

지원인력 연봉의 60% 지원

➋

지원인력 연봉의 30% 지원

지원인력 연봉의 70% 지원

철도표준규격관리기관
철도차량형식승인기관

철도차량성능시험기관
철도차량정밀진단기관

도시철도차량성능시험기관
도시철도차량정밀진단기관

•Web of Science
전 세계 5,452종의 과학기술분야 SCI 저널 매주 Update
•SMART3.1 특허분석평가시스템
국내 83만건, 미국 254만건 이상의 등록 특허를 대상으로 권리성, 기술성, 활용성 분석 및 평가

철도표준
규격관리

국가공인시험
(KOLAS)
및 일반시험

철도차량
성능시험

도시철도
성능시험

철도차량
형식승인

철도차량
정밀진단

•Frost & Sullivan Market Report
전 세계 5만건 이상의 시장 보고서

•보유 계측기기 및 연구시험장비 중 유휴장비, 노후장비 등 KRRI에서 활용율이 저조한 장비에 대해 중소기업
등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필요한 기업에서 활용토록 지원
•상기 장비 중 중소기업에서 이전 요청이 있을 경우 관련법에 의거 해당 기업에 이전조치
•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ZEUS(http://zeus.nfec.go.kr) 홈페이지를 통해 유휴·저활용장비 이전 지원

•기타 KRRI 전자도서관 등을 통한 각 종 DB 활용

* ➊ 연장 즉시 기업소속 정규직 채용, ➋ 연장지원 3년 후 기업소속 정규직 채용
* 지원인력의 연봉은 공공연구기관 평균수준의 표준연봉표 적용
* 법정부담금(4대보험) 및 복리후생비(복지포인트, 학자금보조, 건강진단비 등)는 정부 부담

지원대상
철도안전법
•고속차량, 간선차량
(기관차, 화차)
•광역차량(전동차)

도시철도법
•지하철(전동차)
•경량전철(RT, AGT,
LM, 모노레일,
자기부상)

철도안전법
철도안전법·도시철도법
•철도차량 형식승인
•간선형차량,
•철도차량 제작자승인
도시형차량
•철도차량 완성검사

* 시간외근무수당, 중식비, 교통비 등은 기업이 별도로 부담하여야 하며, 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에 의한 지원인력대상
제공약속은 이행되어야 함

지원인력은 해당 기업의 부설연구소에서 아래의 업무를 수행
구

분

기술개발

업무내용
기술전략 및 개발계획 수립, 기술개발 수행, 시험평가(성능, 규격, 내구성 시험 등) 등

기술기획

논문·특허 등 조사·분석, 기술예측, 기술개발과제 도출, 신상품 기획 등

기술관리

특허출원, 품질관리·인증, 기술영업, 기술협력선 발굴 및 전략적 제휴, 협력기업 기술관련 대응 및 관리 등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지원세부내용

장비인수

•지원방법 | 상시 상담 및 서비스 지원

지원세부내용

지원인력 수행업무

•보유장비 활용
- 보유 계측기기에 대해 가용 일자에 필요한 중소기업에서 신청 시 활용 지원
- KRRI 내에 설치된 연구시험장비 중 중소기업에서 요청한 장비의 활용 지원
- 활용방법 : KRRI 장비공동활용시스템(http://ptr.krri.re.kr:8080)에 접속하여 필요장비 활용신청
(KRRI 규정에 의거한 장비사용료 납부)

유휴·저활용장비 이전

기업지원 연장 3년
철도표준관리기관(KPS) KS Q ISONVCC17023
•표준개발협력기관
•기계·전기용품
(COEC)
궤도용품
•환경·화차용

지원세부내용

•시험장비 보유 현황
- 386여종의 연구/시험/인증/평가/안전진단에 필요한 첨단장비 보유
- 차량분야 : 만능재료시험기, 제동시험기, 3차원측정기 등 142종
- 궤도분야 : 레일굴곡시험기, 레일피로시험기, 종합노반시험장치 등 52종
- 전기분야 : EMC챔버, 대형항온항습시험기, 전원특성시험기 등 124종
- 환경분야 : 가스유독성시험기, 콘칼로리미터, 연기밀도시험기 등 68종
•시험수수료 감면 등
- 시험수수료 감면 : 불합격한 시험에 대해 재시험수수료가 1백만원 이상일 경우 그 초과분의 50% 감면
- 시험 처리기간 :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15일 이내 완료
- 시험신청 지급처리 : 의뢰자가 지급(至急)처리 요구시 정상시험기간의 1/2로 단축 (지급처리 수수료 발생)
•철도차량/용품 형식승인검사기관 지정 운영
- 철도안전법 개정에 따라 형식승인제도 시행기관으로 지정
- 철도차량/용품 형식승인, 철도차량/용품 제작자승인, 철도차량 완성검사

지원분야

지원세부내용

산·학·연

• 개발제품 관련 분야 특허 동향, 원천기술 특허 및 기술흐름 분석, 주요 핵심특허
특허/논문 분석 서비스

장비케이스에 넣어 불출

분석 및 평가 등

공통활용장비 및 KRRI 보유
장비 검색 신청

•개발제품 관련 분야 SCI 논문 기술동향 등
기업 보유/경쟁사 보유
특허분석 서비스
글로벌 시장 동향
분석 서비스
기술사업화를 위한
Need 수렴/지원
기술금융 유치 지원

•기업이 보유한 특허별 경쟁력 분석 및 평가
장비공동활용시스템
(ptr.krri.re.kr)

•경쟁사 보유 특허별 경쟁력 분석 및 평가
•기업 보유/경쟁사 보유 특허 비교 분석 및 평가

RFID 운용 PC

•개발제품 및 관심분야 국내/외 시장동향, 시장 전망자료 등 정보 제공
•기술분야 Mega Trend 등 동향정보 제공

RFID 단말기

장비관리시스템

•기업의 IP 경쟁력 강화방안 컨설팅 정보 제공

장비총괄관리자

장비관련정보입력 및 조회

•기업 애로사항, 관심사항 의견 수렴 및 상시지원
• 한국과학기술지주(주), 기술보증기금 등을 통한 사업화 유망 우수 기술에
대한 투자 및 기술금융 유치 지원

이동식장비보관실
A장비 사용책임자

Z장비 사용책임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