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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cently, government agencies such as MKE Ministry of the small and midsize businesses and technology 
development requirements, technical difficulties to solve the Institute of Cast cooperation by establishing a 
network hub system Institute of Cast diffusion and commercialization of the R & D and are encouraged to 
promote. SME supporting with the experting technologies required to small and medium-sized businesses 
through "A comprehensive support program production site" of ISTK(Korea Research council Industrial Science 
& Technology) having been performed from 2010 to 2012, a pilot project in 2009[1]. 
  In this paper, customized technology services program in the past two years run will be discussed with the 
performance and improvement. Comprehensive support program that ends the production site in 2012 onwards 
the needs of maintenance difficulties of the railroad companies to build a support system and its ongoing 
research about the future plans to do.

1. 서론

  최근 지식경제부 등 정부기 은 소・ 견기업의 기술 애로사항  기술개발 요구사항 해결을 해 

출연연 력네트워크 허 시스템을 구축하여 출연연의 R&D 성과확산  실용화 진을 장려하고 있다. 

소기업 기술지원제도의 일환으로, 2009년 시범사업, 2010년~2012년 기간 동안 본사업의 형식으로 추진되고 있

는 산업기술연구회의 “생산 장 종합지원사업”을 통하여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소 견기업이 필요로 하는 

문기술지식을 서비스하고 있다.[1] 

  본 논문에서는 출연(연)의 인력  장비 등 연구자원을 활용, 소․ 견기업 생산 장의 기술 인 문

제를 진단․처방, 해결하기 하여 기업과 출연(연)간 가교역할을 수행하는 기술코디네이터와 기술지원

책임자의 역할과 소․ 견기업 생산 장에서 발생하는 기술 인 문제의 해결 과정에 하여 논하며, 

맞춤형기술서비스사업 지난 2년간의 실행 성과와 개선사항에 하여 기술한다.

2. 생산 장 종합지원사업의 개요

  생산 장 종합지원 사업은 산업기술 출연(연)의 고경력 기술 문인력과 연구자원을 연계  활용하여 

소기업 생산 장에서 발생하는 기술문제를 지원하는 사업을 말하며, 세부 으로는 기술코디네이터 사

업과 맞춤형기술서비스 사업이 있다. 

  기술코디네이터 지원사업은 출연(연)의 인력  장비 등 연구자원을 활용, 소․ 견기업 생산 장의 기

술 인 문제를 진단․처방, 해결하기 하여 기업과 출연(연)간 가교역할을 수행하는 기술 문인력을 선

발․운 하는 사업을 말하며,  맞춤형기술서비스사업은 소․ 견기업 생산 장에서 발생하는 기술 인 문제

를 산업기술분야 출연(연)의 연구인력을 활용하여 해결토록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맞춤형기술서비스사업에는 긴

을 요하는 단기 인 문제를 3개월 이내에 지원하는 상시기술서비스사업과 복합 인 문제를 2인 이상의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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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인력이 학제 으로 근하여 6개월 이내에 지원하는 복합기술서비스사업으로 구분하여 지원하고 있다.[2]

  맞춤형기술서비스사업의 추진 형태는 애로기술의 질문지를 내어 놓는 소 견기업과 애로기술의 해결을 

하여 연구인력을 내어 놓는 국가연구기 으로 구성되며, 특히 국가연구기 에는 출연(연)의 인력  장비 

등 연구자원을 활용, 소․ 견기업 생산 장의 기술  문제를 진단․처방, 해결하기 하여 기업과 출연

(연)간 가교역할을 수행하는 기술 문인력인 기술코디네이터와 맞춤사업의 애로기술 해결을 하여 진행을 주

하는 출연(연) 선임  이상의 연구인력인 기술지원책임자로 별된다.[2]  

  애로기술을 지원하는 기 으로 산업기술연구회 소속 출연연구기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 자통신

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재료연구소, 한국에 지기술연구원, 한국 기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선임  이상 

문연구인력들이 기술을 지원한다. 기술지원서비스사업 종류별 지원 산 규모는 소기업 기술 신 컨설

, 장 애로기술 해결  기존 제품, 공정개선 등 맞춤형 기술지원, 장비를 활용한 시제품 제작지원 등 6개월 이내에 

해결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지원하며, 기술지원 받는 기업은 정부 지원 의 5% 납부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

다. 상시기술서비스지원의 경우는 긴 을 요하는 단기 인 문제를 3개월 이내 응 지원하며 건당 1천만

원 이하의 산이 기술지원책임자에게 지 되어 애로기술을 지원한다. 복합기술서비스지원의 경우는 복

합 인 문제를 다학제 으로 근, 6개월 이내 집 지원하며 건당 4천만원이하의 산이 기술지원책임

자에게 지 되어 애로기술을 지원한다. 

3. 기술코디네이터와 기술지원책임자의 역할

  기술코디네이터는 코디네이터사업 추진을 한 활동신청서  계획서를 작성하여 산업기술연구회에 

제출하여 심의 후 선정되는 차를 거친다. 그 후 산업기술연구회에 On/Off-Line을 통해 신청· 수된 애

로기술 해결을 하여 검토, 기업체 장 방문 등 진단·처방 활동을 하며, 생산 장 방문 등 제반 활동내

역을 산업기술연구회 기술서비스정보망에 등록하는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기업체의 애로기술신청내용

과 애로기술지원책임자 소속 참여기  보유 연구자원을 활용한 최 의 지원방안 모색  과제제안을 도우며, 

기술분야별 최신 기술 동향 련하여 세미나 개최  교육기회를 제공한다. 애로기술 지원 후에는 기술

지원결과의 만족도  추가지원여부 조사 등 사후 리업무를 수행한다. 그리고 애로기술 해결을 한  

기술지원책임자 지정  맞춤사업 신청서를 리제출(기술서비스정보망에 업로드)하는 업무도 수행한다. 

기술코디네이터는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고 소요되었던 기술코디네이터사업비의 리  사용실 을 보

고하고 기술코디네이터사업 수행 결과보고를 한다.

  기술지원책임자는 애로기술를 요청한 기업의 담당자와 함께 맞춤사업 신청서(계획서) 작성․제출하기 

하여 신청한 기업과 수차례 회의를 통해 애로기술요청기업의 애로기술 정 진단  기술처방을 실시

하고, 사업신청서를 작성하여 산업기술연구회에 수  심의를 거쳐 선정되면 맞춤형기술서비스사업을 

수행하고 사업의 결과보고서 작성  산업기술연구회에 제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4. 맞춤형 기술서비스 사업 애로기술지원 추진 차

4.1 사업착수

  1) 기술코디네이터 선정 : 참여연구기  기술코디네이터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선정되며, 과년도 

활동평가에 의해 유임도 됨

  2) 맞춤형기술서비스 사업 시행공고 : 언론매체  ISTK  출연연 홈페이지 게재, 사업설명회 개최 

등

4.2 수

  1) 기업이 직  애로 기술지원 요청 : 정보망(http://help.istk.re.kr)에 속하여 회원 가입 후 생산 장

의 기술애로 내용을 작성한다, 이때 기업의 요청사항으로는 인력, 장비, 정보 등의 내용으로 요약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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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지원 상의 기술 : 모든 산업분야에 한 기술지원이 가능하다. 가령, 기계소재, 기 자, 정

보통신, 섬유화학, 지식서비스, 농림수산, 생명과학, 보건의료까지 지원이 가능하며, 산업 반에 

한 기술 해당됨, 단기기술개발, 공정개선, 시제품제작, 시험분석, 인증검사, 창업보육, 기술이 , 교

육훈련, 동향분석, 기술지도, 기술자문, 기술상담 등)

  2) 각 연구기  기술코디네이터 발굴의 경우 : 참여기업, 기술지원책임자 등과 의하여 수(이때 기

업은  정보망에 가입하여 기업 일반 황과 ID 부여받음)

4.3 진단  처방

  1) 기술애로 진단 : 해당 분야의 기술코디네이터가 기술애로 검토, 기술서비스 정보망에 등록된 기술애

로의 진단․처방 외에도 수시로 장방문을 통해 과제를 발굴

  2) 장방문  상담 : 구체 인 기술애로 악을 해 장방문  상담 실시(기술코디네이터)

  3) 기술애로 처방 : 애로기술 해결에 합한 참여기   기술지원책임자 매칭

  4) 사업신청서 작성 : 기술지원책임자 작성, 기술코디네이터가 작성된 사업신청서를 기술서비스 정보

망에 등록

4.4 맞춤형 기술 서비스

  1) 기술평가 원회 : 사업신청서 선정 평가, 기술분야별 문가(수시선임직) 5인 이내로 구성

  2) 과제확정 : 지원 상 과제 확정

  3) 기업부담  매칭 : 통장사본  기업부담  입 확인증 제출

  4) 약체결  정부지원  지  : 연구회↔참여기 (출연연) 간 약

  5) 애로기술지원사업수행 : 기술지원 실시(상시&복합기술서비스사업)

4.5 평가  후속조치

  1) 결과평가 : 기술코디네이터의 지원실  최종평가(기술지원 원회), 맞춤형기술서비스사업 결과평가(기술

평가 원회)

  2) 고객만족도 조사 : 사업 종료시 을 기 으로 고객만족도 조사 시행

  3) Feed_back : 평가결과  고객만족도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차년도 사업 개선사항 도출․반

5. 맞춤형기술서비스사업 실행 성과

5.1 산업기술연구회 사업의 실행성과

  산업기술연구회를 심으로 2009년 1월부터 2010년 4월까지 시행된 시범사업은 연구회 소  11개 출

연(연)의 연구자원(인력, 장비, 기술정보 등)을 활용 연계한 공공연구기  기술지원 정보망 구축으로 On 

& Off-line One_stop 기술지원 체재를 구축하 으며, 소 견기업 기술지원 Hub 체제 구축  운 을 

통해 출연(연)이 생산 장에서의 기술수요에 응하는 소 견기업의 부설연구소 역할을 수행하 다.

  사업의 내용  범 는 기술지원 정보망, 소기업 신 스 링보드사업(기술 신 코디네이터, 기업개

방형 연구실(Open-Lab), 맞춤형 기술지원사업)  출연(연) 거버 스 개편 략 수립 등으로 table 1의 

내용과 같다[3]. 

  사업의 결과  성과로는 소 견기업 생산 장의 기술  문제에 한 “ 수-진단-해결-평가”의  

과정을 지원하는 기술서비스 정보망을 구축하 으며, 25명의 기술코디네이터 운 을 통해 기술수요 발

굴, 진단, 처방, 기술상담, 과제화 등 총 1,457건을 지원하 다. 맞춤형기술서비스를 통해 총 282개(상시 

231개, 융합 51개) 기업에 지원함으로써, 소 견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에 기여하 다. 애로기술을 지

원받은 기업의 표들이 평가한 결과 2009년도 지원완료된 282개의 참여기업  260개 기업(92%)이 만

족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참여기업 표가 직  평가한 결과에 따라 성공수수료(매우우수 10%, 

우수 7%, 보통 5%)를 납부해야 하는 조건에서의 만족도이기에 맞춤형 기술서비스사업의 체 인 만족

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한 고객 만족도 조사 결과 동 사업의 종합 만족도는 84.7 으로 높

은 수 이며, 특히 향후 재이용 의향률이 95%(87.0 )로, 사업의 서비스 품질  성과가 우수한 것으로 

조사되었다[3]. 향후 지원 완료된 282개의 맞춤형 기술서비스사업 지원기업에 해 사업추진 성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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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지속 인 모니터링을 해 추 검을 시행될 정이며, 주요 내용은 맞춤형 기술서비스사업을 통한 

지원 이후 기업의 성과활용사항, 매출발생 여부, 산업계로의 기여도 등을 체크한다. 향후 후속사업의 성

과극 화를 한 지원성과 활용 진방안  수요 지향  국가기술지원체제 등의 추진 략을 수립하여 

2012년까지 본 사업이 진행될 정이다.

table 1. 사업내용  범

구분 내용 사업규모

기술지원정보망
-출연(연)의 연구자원을 쉽게 활용할 수 있

도록 On-line 단일창구 구축
-

중소기업혁신 

스프링보드사업

기술혁신

코디네이터

-출연(연) 선임급 연구원 활용, 신청, 접수

된 기술적 애로에 대해 ‘진단과 처방’제시
25명

기업개방형

연구실

-첨단장비와 연구인력을 투입하여 기술서

비스를 제공

-출연(연) 개방연구실 및 실험실을 활용

12개소

중소기업

혁신

스프링

보드사업

맞춤형

기술

지원

상시
-긴급을 요하는 단기적인 문제를 3개월 이

내 응급지원

과제당

1천만원 이내

융합(복합)
-복합적인 문제를 학제적으로 접근, 6개월

이내 집중지원

과제당

5천만원 이내

출연(연) 거버넌스 

개편전략 수립

-산업기술연구회 소관 출연(연)구조개편 전

략 수립
-

5.2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성과

  매년 평균 소기업으로부터 36건의 기술지원 요구가 있었으며 기술지원 심의 원회의 심의·선정을 

통해 6건을 과제화하여 소기업이 요청한 애로기술을 지원하 으며, 기술지원을 통해 소기업의 기술

능력을 향상시키고 매출을 증 시키는 효과를 거두었으며, 특히 도시철도운 기 의 안 운행  유지보수기

술 분야 애로기술을 국내 소기업과 함께 해소함으로서 철도안 운행에 기여하 다. 

table 2. 2009년도 소기업 기술지원 과제 황

연번 기술지원 과제명 (기업명/지역/ 산) 지 원 성 과

1 NS형 선로 환기 감시시스템 성능개선

(오티에스/ 역시/11백만원)
도시철도공사 시범설치 운 을 통해 

검시간 단축 등의 성능개선 확인

2 철도터  내에서의 작업자 안 설비 성능개선

(알엠텍/경기 안양/11백만원)
철도터  환경에 합한 무선을 이용한 안

설비 개발 기술 지원

3 탈진장치를 이용한 환기시스템의 막힘 상 개선(엘
포에스/경기 수원/11백만원)

개선된 환기시스템 매출 증

(3배)

4 Super SPD에 한 시험  평가기술

(한국서지연구소/ 역시/11백만원)
신제품 서지보호기에 한 시험/검사/분
석기법 기술 능력 향상 기  

5
솔벤트 린트용 잉크 수용층의 잉크 흡수율 향상

을 한 수성기반의 조액기술

(필 /천안시/33백만원)

원가 감  불량률 감소로 인한 매출 증

(O/D 18% 향상)

6
다층충진컬럼 분석법을 개선한 효율 인 연유  

PCBs 신속 분석법 개발

(한국환경분석센터/부산 역시/39백만원)

환경유해물질(폐액, 고형폐기물) 발생 감소

와 정확도·정 도 향상

table 3.  2010년도 소기업 기술지원 과제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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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기술지원 과제명 (기업명/지역/ 산) 지 원 성 과

1 도로교통설비 서지보호장치 보호성능(VPR) 분석기법

(한국서지연구소/ 역시/10.5백만원)
UL1449, KS C IEC61643 규격에서 압

보호 벨의 분석기법 지원

2 주차유도시스템용 무선 루 식 검지기 생산성 향상 

기술 지원(주모루시스템/경기 군포/10.5백만원) 무선루 검지기 생산성 향상에 기여함

3 열차제어설비 AF궤도회로 송신부 출력회로 디지털 

회로변환 기술(주 신 공사/경기 용인/10.5백만원)
AF궤도회로 송신부 디지털변환 기술 개

발지원

4 지하철 출입문과 운 시스템간 인터페이스기술

(TNS/부산 역시/10.5백만원)
련 철도규격에 근거하여 인터페이스 기

술 지원

5  제3궤조 결함검지 머신비전 검측시스템 최적화설계

기술지원(투아이시스(주)/경기 안양/42백만원)

제3궤도 결함검지 머신비  검측시스템의 

최 화 설계를 한 시제품제작기술  

차시험기술 지원

6 알루미늄 냉각 과 DBC 기 상의 합시 미세조

직 결함검출기술(주태 테크/경주시/39백만원) 미세조직 결함 검출기술 확보

  table 2와 table3은 각각 2009년도, 2010년도 사업으로 진행된 소 견기업의 애로기술을 지원한 과제

의 내용이다. 철도 련산업체가 7개소, 일반산업개소가 5개소가 애로기술지원을 받았다. 특히 2010년도 

사업에서는 산업기술연구회에 직  애로기술지원요청을 수 시킨 비비비솔류텍의 경우 상담과 진단을 

통하여 애로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2009년도 기술지도 받은 기업, , 한국서지연구소)에서 시험 등 

상세 진단을 통하여 신청한 애로기술 지원 산 없이 무료로 해결했던 사례가 있었으며, 애로기술 요청기

업인 투아이시스(주)의 “제3궤조 결함검지 머신비  검측시스템 최 화설계 기술지원”과제에서는 검측시

스템의 최 화 설계 기술 지원후 시작품제작하여 경량 철시험 장에 설치하여 외부환경조건에서 성능시

험 실시하는 등 기업의 기술발 에 기여한 우수한 사례도 있었다. 하지만 지난 2년간 소 견기업에서의 

애로기술 발굴  지원 활동을 하면서 철도산업체의 생산품이 철도건설  운 장에서 부분 사용되며 

한 애로기술 발생개소가 철도운 기 임을 착안하여 재의 지원체계인 철도연이 직  소 견기업의 

애로기술을 지원함으로써 실제 국산화 철도용품의 애로기술이 발생되고 있는 을 고려하여 철도운 기

의 참여를 할 수 있는 체계로의 개선이 필요하다.

6. 결론

  최근 실물경기 침체로 소・ 견기업들의 자체 기술 신 여건이 열악하여지고 있으며, 경 환경의 

악화 등이 우려되고 있다. 한 소・ 견기업들의 자체 기술개발을 한 R&D 투자 축으로 성장 동

력 상실이 우려되는 등 국가 산업발 에 향을 주고 있다.

  그동안 공공연구기 들은 연구개발에 집 하여 국가 산업발 의 기술 첨병 역할을 해왔으나, 지 은 

기술실용화에도 출연연의 역할이 요구되고 있다. 정부의 소기업 기술지원제도는 다양하나, 생산 장에

서 필요한 지식서비스 지원에 도움이 되고자 산업기술연구회를 심으로 출연연 소기업 통합지원 시

스템을 구축, 공동 기술개발, 장 기술애로 지원, 기술 상담에 이르기까지 담 기술코디네이터를 통해 

소기업 맞춤형 지원 등의 계획이 산업기술 출연연들의 발 략으로 이슈화 되고 있다. 

  이와 련하여 그동안 연구개발에 집 하여 국가 산업발 의 기술첨병 역할을 해온 철도기술연구원은 

철도산업용품 소 견기업의 기술 실용화에도 참여한 사례를 활용하여, 산업의 반에서 국가가 추진

하는 소・ 견기업의 기술 애로사항  기술개발 요구사항 등의 해결을 해 출연연 력네트워크로 

작동되는 허 시스템 구축에 동참하여 출연연의 R&D 성과확산  실용화 진에 기여하고 있다. 

  철도시스템은 교통수단 측면으로는 자동차, 선박, 항공기 등에 비하여 도시내 정시성 확보와 근성, 

안 성, 친환경성, 에 지 효율성 등이 우수하여 국가 기간자원으로서의 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철도시스템 반에 하여 그 동안 연구를 수행하면서 각 연구자의 기술개발능력 향상과 철도건설  

운  기 으로부터 안 사고 등의 원인 규명과 개선 사례 등의 장기술 노하우를 축 하여 오늘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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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고 있다.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2개년 동안 소 견기업 반에서 애로기술지원 활동을 분석한 결과 산업기술

연구회 소속 타연구기관의 중소기업기술지원체계는 대부분 기업의 생산현장에서 애로기술이 해결되는 

구조로 지원되었으며, 철도산업체의 경우 대부분이 철도건설 및 철도운영기관에서 사용되는 관계로 기

업의 애로기술이 철도유지보수현장(철도운영기관)에서 발견되고 지원 되었다. 따라서 철도기술연구원의 

철도산업체(중소중견기업)의 애로기술 지원체계는 철도산업품 사용현장인 철도운영기관과 중소중견기업

과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이 함께 3개 기관이 협력하는 애로기술 지원체계로 전환하여 지원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며 효율적이다. 궁극적으로는 철도안전운행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지난 2년 동안 지원사업

을 통하여 철도산업체 애로기술지원체계의 개선방향을 아래와 같이 도출하였다. 

 - 대부분의 철도산업체의 생산품이 철도운영기관에서 사용되며, 애로기술이 철도유지보수현장에서 발

견되고 조치됨. 따라서 3개기관이 협력하여 애로기술을 해결하는 지원체계로의 개선

 - 현재의 연구원-산업체 애로기술지원체계일 경우의 예산지원은 산업기술연구회에서 하고 있음, 연구

원-철도산업체-철도운영기관 협동체계로 개선될 경우의 예산확보의 방안 검토

  향후 본 연구는  개선 방향과 련된 애로기술지원체계의 구축방안을 지속 으로 연구검토하여 국

가의 소 견기업 경쟁력 향상 정책에 기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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