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술
닥터
사업

「신청서 한 장」만 제출하시면, 
기술닥터들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신청방법 기술닥터사업 홈페이지(tdoctor.gtp.or.kr)

기업회원 가입 후 온라인 신청

문의사항 (재)경기테크노파크 기술지원팀

Tel. 031-500-3333

Fax. 031-500-3115

E-mail. tdoctor@gtp.or.kr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해안로 705(4동 130호)

우리 기업 제품은  

왜 경쟁력이 낮죠?

현장의 고질적인 문제

해결 할 수 있을까요?

시제품은 어떻게 만들죠?

전문가 자문이 필요해요!

연중 상시접수, 신속한 현장방문 기술지원

1:1현장 맞춤형 지원, 기업니즈 실시간 대응

산·학·연 네트워크 형성, 기술혁신자원 활용 극대화

찾아가서 
도와주는 

다양한 중소기업의 고민들

지금 필요한 건 뭐?

기업을 고치는 기술닥터!

중소기업 기술애로 119!

찾아가서 도와주는

기술닥터 사업

경기도와 31개 시군이 함께 하는  

중소기업 기술애로 무료해결! 

복잡한 절차 
없이!  

선정평가 
없이! 

기업 부담금 
없이! 

골치아픈 기술문제?

기술닥터에게 물어보세요!

경기도 소재 제조기업 누구나

신청은 쉽게! 부담금은 가볍게!

언제나 곁에 있는 든든한 기업지원 서비스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강화를 도와주는 기술닥터 사업!

상시접수, 

신속한 현장방문 기술지원

Speed Smart Synergy

1:1 현장 맞춤형 지원 

기업 니즈 실시간 대응

산·학·연 네트워크 구축 

기술혁신자원 활용

경기도 대표
중 소 기 업
지 원 사 업 제5회 기업사랑

우수혁신사례 ‘국무총리’

2009

경기도 과학기술평가 
‘S등급’

2014

IASP/ASPA Joint Conference
지역협력 성공사례 국제발표(호주)

2010

경기도 내 기초지자체
기술닥터사업 참여 확정

2013

제8회 지역산업정책대상
‘조선일보사장상’

2011

제12회 과학기술창의상 ‘국무총리상’
경기도 과학기술평가 ‘S등급’

2012

경기도 내 기초지자체 예산확대
상용화지원사업 개시

2015

경기도 공공기관 대행사업 
종합평가 ‘S등급’(3회 연속)

2016

경기도 기술닥터사업
전국사업 확대

2019



중기애로기술지원 사업비 계상 기준

구분 지원기준

기술지원비 기술닥터 수당
•390만원 이내에서 계상 (소득세, 주민세 포함)
•기술닥터 수당은 1일 30만원 이내로 지급
•반드시 기술닥터 1명 이상 참여

직접비

실험재료비
•시약, 제품제조용 부품·재료, 소모성기자재 등 가능
•시설 및 기자재 등 ‘자산계정’으로 편입 가능한 품목 불가
•부가세, 관세 등 제수수료는 제외

외주용역비

•외주용역비는 총 사업비 60% 이내 계상
•제품 디자인, PCB 설계 등 전반적 디자인/설계비
•금형비는 편성 불가
•초과 시 초과되는 비용만큼을 기업부담금에 추가적으로 계상

시험분석비

•과제의 성과분석 등 관련 시험분석비 계상
•  기술닥터사업 협약기관에 의뢰 가능  

※ 기술닥터사업 협약기관의 장비 및 인력을 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다만, 주관기관의 판단에 따라 정부·지방 공공기관, 대학 또는 국가공인기관(시험, 분석,  

검사, 인증 등)의 장비 및 인력을 활용할 수 있음(단, 진행하고자 하는 국가공인기관이 민간  
기관일 경우에는 공공기관, 대학 또는 타 국가공인기관의 비교견적 1부 이상을 유첨해야 함)

•인증 관련 비용은 편성할 수 없음

지식재산보호비

•  기술사업화와 직접 관련 있는 지식재산권의 출원, 중간사건대응에 필요한  
제비용(관납료, 대리인수수료)을 편성

•국내는 건당 150만원 이내, 해외는 건당 300만원 이내 계상 가능
•국내 및 해외 포함하여 총 2건 이내 편성

총 사업비
일반기업(기업부담금) 2,500만원(20%, 500만원)

부담금감면기업(기업부담금) 2,353만원(15%, 353만원)

※기업부담금 5% 추가 감면대상 : 사회적 기업, 여성기업, 근로자 5인 이하 기업(대표자 제외), 장애인기업, 경기도일자리우수기업

※자격조건 : 2021년~신청일 기준 현장애로기술지원 완료기업

※(1단계)현장애로 : 기업당 당해 10회, (연도구분 없이)총 누적 20회까지만 신청 가능

※자격조건 : 본사 또는 공장이 경기도에 소재한 중소 제조기업

사업목적 산·학·연에서 보유하고 있는 연구자원(인력·장비·기술·정보)을 활용한 기업 현장 

기술애로 지원으로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및 일자리 창출 실현

지원대상 경기도 소재 중소 제조기업

사업기간 당해연도 1월 ~ 12월(사업비 소진 시까지)

주최/주관 경기도/(재)경기테크노파크

기업지원 
관련 협약기관

국·공립연구기관, 도 기술(경영)지원기관, 산학협력단, 기타 과학기술관련 단체 등  

104개 기관(단체)

사업개요

1단계 현장애로기술지원

프로그램 내용 기간 지원금액 기업부담 선정방법

현장애로 

기술지원

기업의 애로기술 분야 기술닥터(전문가)가 

10회 이내 현장 방문하여 「1:1 맞춤형 애로해결」
50일 이내

290만원 이내 

(기술닥터수당)
-

선착순
(예산범위 내)

프로그램 내용 기간 지원금액 기업부담 선정방법

중기애로

기술지원

완료된 현장애로기술지원 과제를 기술닥터가 추가 지원하여 

시제품제작, 공정개선 등 구체적 성과물 도출

4개월

이내

2,000만원 

이내

총 사업비의 

20%
서면평가
발표평가

신청서 제출

1

지원인력 추천
방문일정 통보

2

1차 현장방문

3

10회 이내 
현장방문 기술지원

4

2단계 중기애로기술지원

신청서 제출

1

평가위원회 선정평가

2

협약체결 및 지원금 지급

3

과제진행

4

결과보고서 제출

5

결과 평가 및 정산

6

완료

7

단계별 검증지원

지원분야 내용 기간 지원금액 기업부담 선정방법

시험분석 현장애로기술지원 해결방안(솔루션)이 

반영된 결과물 또는 중기애로기술

지원과제의 결과물에 대한 시험분석, 

설계/시뮬레이션, 목업(3D프린팅) 지원

승인일로부터

3개월 이내

500만원 

이내

총 사업비의 

20%
서면평가

(예산범위 내)
설계/시뮬레이션

목업(3D프린팅)

협약기관[104개 기관(단체)]

[국가출연연구기관(24)] FITI시험연구원, KOTITI시험연구원, 한국자동차연구원, 전자부품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광기술원,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한국나노기술원, 한국냉동공조인증센터,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섬유소재연구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한국식품연구원, 한국의류시험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조명ICT연구원, 

한국파스퇴르연구소,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경기도기술(경영)지원기관(5)]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대진테크노파크, 경기바이오센터, 경기도일자리재단,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대학(54)] 가천대학교, 가톨릭대학교, 경기과학기술대학교, 경기대학교, 경복대학교, 경희대학교, 계원예술대학교, 국제대학교,  

김포대학교, 단국대학교, 대림대학교, 대진대학교, 동국대학교, 동서울대학교, 두원공과대학교, 명지대학교, 부천대학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수원과학대학교, 수원대학교, 수원여자대학교, 신안산대학교, 아주대학교, 아주자동차대학, 

안산대학교, 안양대학교, 오산대학교, 용인송담대학교, 유한대학교, 을지대학교, 인덕대학교, 인하공업전문대학교, 인하대학교, 

중앙대학교(안성), 한경대학교, 한국산업기술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한국폴리텍대학(안성), 한국항공대학교, 한양대학교,  

강남대학교, 경민대학교, 신성대학교, 한신대학교, 배화여자대학교, 광운대학교, 서일대학교, 인천대학교, 동남보건대학교,  

동원대학교, 신구대학교, 신한대학교, 한세대학교

[비영리 지원(기술)단체(14)] (사)경기도GRRC협회, (사)대한기술사회, (사)전임출연(연)기관장협의회, (사)한국포장학회,  

한국RIC협회(경기지역),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경기지역), 한국기술사회,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한국표면처리기능장회, 한국전파진흥협회, 과학기술연우연합회, 한국기계산업진흥회, 스마트에너지플렛폼협동조합

[시 기술(경영)지원기관(7)]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 부천산업진흥원, 성남산업진흥원, 시흥산업진흥원, 안양창조산업진흥원,

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 군포산업진흥원

※ 시험분석 수수료 할인기관(공급가액 20% 할인) :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원,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한국조명연구원, 한국의류시험연구원, KOTITI시험연구원

신청서 제출

1

신청서 검토 
및 승인

2

과제진행

3

결과보고 및 
증빙서류 제출

4

결과 보고 검토 및 
지원금 지급

5

※기업부담금 5% 추가 감면대상 : 사회적 기업, 여성기업, 근로자 5인 이하 기업(대표자 제외), 장애인기업, 경기도일자리우수기업

※자격조건 : 당해연도 현장애로 기술지원 3회 이상 계획/완료 기업

※기술닥터사업 협약기관의 장비 및 인력을 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다만, 주관기관의 판단에 따라 정부·지방 공공기관, 대학 또는 국가공인기관(시험, 분석, 검사, 인증 등)의 장비 및 인력을 활용할 수 있음
(단, 진행하고자 하는 국가공인기관이 민간 기관일 경우에는 공공기관, 대학 또는 타 국가공인기관의 비교견적 1부 이상을 유첨해야 함)

참여 시·군(가나다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