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국토교통 대형실험센터 중소기업
기술시험비용 및 컨설팅 지원 사업 안내
1

개요

한국산업기술시험원에서는 국토교통연구성과활용사업의 일환으로 중소기업이 보유한 기술
의 신뢰성 검증 및 시험 컨설팅을 국토교통 대형실험시설을 통해 지원하고자 합니다.
￭ 사업 예산

- 기술시험비용(600,000천원) : 국토교통 대형실험시설(12종) 이용하는 중소기업을 대
상으로 기술시험비용을 할인·지원(재료비 제외)

공고 내용

접수 진행

정부지원금 1,000만원 이하

상시 서류접수 및 심사

정부지원금 1,000만원 이상

해당 기술에 대한
선정평가 실시(간소화)

~ 2,000만원 이하

일정

비고

‘21. 05. 01. ~

「중소기업

‘21. 11. 30.

시험비용 및
컨설팅 지원

정부지원금 2,000만원 초과

해당 기술에 대한

사업 신청

선정평가 실시

매뉴얼」참고

※ 정부(국토교통부)지원 : 50% 이내
※ 1회 최대 3천만원까지 지원하며, 초과시에는 기업이 초과금액을 부담함.
※ 대형실험시설 자체 할인 적용.
※ 중소기업당 횟수 제한 없이 최대 3천만원(누적) 이내 지원.
※ 지원대상은 접수 후 3개월이내에 실험 완료 및 정산이 가능한 실험을 지원대상으로
반영함.
※ 중소기업 시험비용지원은 계산서 처리가 11월 30일 완료되는 시험에 한함.
※ 센터자체할인이 있는 경우, 정부지원율은 센터할인 금액을 제외한 시험비에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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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 컨설팅 비용(20,000천원) : 중소기업 개발기술의 사업화를 위해 필요한 시험
및 검인증 방법, 시험결과 활용 방안, 기술개발 애
로사항 등 전문가 컨설팅 지원

2

제출 서류

￭ (필수) 제출 서류
- 중소기업 또는 소기업 확인서(중소벤처기업부 발급서류(조달청 제출용) 또는 중소기업
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기술시험비용 견적서(국토교통 대형실험센터에서 직접 발행한 견적서)
- 제출서류 내역 및 확인 사항 [붙임 1]
￭ (해당시) 제출 서류
- 기타 선정평가 항목에 대한 증빙자료

3

신청 및 접수

￭ 신청 및 접수
- 견적 발행 : 해당 대형실험센터(12종) 담당자와 협의 후 견적서 발급
- 지원사업 및 컨설팅 신청 화면 :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중소기업 시험비용지원 홈페이지

(https://www.testinglab.or.kr)

그림 1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중소기업시험비용지원 홈페이지 첫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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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시험비용 지원절차

그림 2 중소기업 시험비용 지원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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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 대형실험센터별 담당자 연락처

구분

1단계
국토교통
대형실험시설

2단계
국토교통
대형실험시설

담당자

연락처

이메일

하이브리드구조실험센터

한종욱

031-324-1068

jwhan@mju.ac.kr

지오센트리퓨지실험센터

이성복

042-350-7210

heonjoon@kaist.ac.kr

지진방재연구센터

추승희

051-510-8182

ichu96@pusan.ac.kr

첨단건설재료실험센터

장석수

053-580-6700

ssjang@kmu.ac.kr

대형풍동실험센터

이승호

063-270-4813

shlee.wind@gmail.com

해안항만실험센터

김영일

061-657-6957

oldboya01@hanmail.net

극한성능실험센터

이초령

02-880-4292

choryeong@snu.ac.kr

기후환경실증센터

박윤미

043-753-3124

parkym@kcl.re.rk

기후환경실증센터

배우빈

043-753-3126

baewoobin@kcl.re.kr

기상환경재현도로실증센터

진민수

031-995-0898

msjin@kict.re.kr

도로주행시뮬레이터실험센터

유지상

031-8098-6348

uzs@ex.co.kr

주택성능연구개발센터

배진영

044-902-9162

jybae@lh.or.kr

소음진동

주택성능연구개발센터

김선동

044-902-9166

sun82827@lh.or.kr

실내공기

주택성능연구개발센터

김성용

044-902-9147

sykim@lh.or.kr

환기기밀

주택성능연구개발센터

황인태

044-902-9145

hit1009@lh.or.kr

결로

주택성능연구개발센터

이수규

044-902-9157

glee@lh.or.kr

누수방수

주택성능연구개발센터

김태호

044-902-9135

thkimlhi@lh.or.kr

외단열

주택성능연구개발센터

곽병창

044-902-9138

윤재선

031-400-1875

jsun0757@ekr.or.kr

장은철

031-400-1876

jec1004@ekr.or.kr

byungchang.kwag

CV

@lh.or.kr

(맞통풍)

국제융합수리시험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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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실험센터별 행정처리 및 계약 담당자
구분

주관연구기관

담당자

연락처

이메일

유정훈

02-860-1542

legend@ktl.re.kr

우지현

02-860-1552

dnwl2020@ktl.re.kr

임정호

02-860-1526

limjh@ktl.re.kr

허정애

031-324-1066

ce6406@hanmail.net

유성은

031-324-1063

milleop@mju.ac.kr

지진방재연구센터

이지은

051-510-8490

jieunlee@pusan.ac.kr

지오센트리퓨지실험센터

이찬선

042-350-7202

lcs3013@kaist.ac.kr

대형풍동실험센터

김현진

063-270-4813

첨단건설재료실험센터

홍계린

053-580-6704

krhong@kmu.ac.kr

해안항만실험센터

마승아

061-659-6766

eekfrl12@nate.com

극한성능실험센터

이초령

02-880-4292

choryeong@snu.ac.kr

기후환경실증센터

최지은

043-753-3120

jieun8328@kcl.re.kr

기상환경재현도로실증센터

진민수

031-995-0898

msjin@kict.re.kr

도로주행시뮬레이터실험센터

유지상

031-8098-6348

uzs@ex.co.kr

주택성능연구개발센터

이정원

044-902-9125

kkas815@lh.or.kr

윤재선

031-400-1875

jsun0757@ekr.or.kr

장은철

031-400-1876

jec1004@ekr.or.kr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하이브리드구조실험센터

1단계
국토교통
대형실험시설

2단계
국토교통
대형실험시설

국제융합수리시험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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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rn90000@gmail.
com

4

주의 사항

￭ 계약 관련
- 의뢰기업의 부담금액은 계약 후 기업부담금 전액을 입금하며, 입금 후 입금증 사본을 주
관연구기관에 제출
- 행정 지연 등 선정된 의뢰기업의 귀책으로 14일 이내 시험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
- 시험컨설팅 지원의 경우, 국토교통 분야 관련 중소기업이면 신청가능(상시 접수)
- 90일이상의 시험은 주관연구기관과 협의하여 진행
￭ 시험수행 시 중도 변경 관련
- 의뢰기업은 시험내용의 변경 또는 불가피하게 시험의 중도 종료를 희망하는 경우 지체
없이 주관연구기관에 변경신청서를 제출
* 시험포기 등 의뢰기업의 귀책으로 인해 시험의 중도 종료가 필요한 경우, 주관 연구
기관의 장은 시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의뢰기업은 해당 시점까지 투입
된 기술시험비용 일체를 주관연구기관에 납부
￭ 성과조사 관련
- 의뢰기업은 주관연구기관의 성과조사에 성실히 응해야하며, 시험 결과를 활용하여 성과
(특허, 논문, 현장적용실적, 매출발생액 등)가 발생할 경우 해당 성과와 증빙자료를 주관
연구기관에 제출
- 본 과제를 통해 기술시험비용 지원을 받은 의뢰기업은 정부지원금 지원을 위해 시험 결
과를 주관연구기관에만 공개

2021년 05월 01일

한국산업기술시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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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제출서류 내역 및 확인 사항
￭ (필수) 제출 서류
No.

제출 서류 명

확인

비고

1

기술시험비용(시험컨설팅) 지원 신청서

2

중소기업 또는 소기업 확인서

3

사업자등록증

4

기술시험비용 견적서

대형실험센터에서 발행한 견적서

5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Fax로 서류 제출시

중소벤처기업부 발급서류(조달청 제출용)
또는 중소기업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해당시) 제출 서류
No.
1

제출 서류 명

확인

비고

기타 선정평가 항목에 대한 증빙자료

￭ (필수) 본 사업 지원시 정부 타 사업(R&D 사업 포함) 지원금으로 동 사업에 지원하지 않
았음을 확인합니다. (확인 □)

소속 :
년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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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급 : 00 000000000
일

성명 :

(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