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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연 협력 관련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며 산학연 간의 소통을 돕는 

종합 정보 플랫폼 

plus.auri.or.kr

We will offer new ways for people 
to connect, share,and progress. 
We will evolve industries and 
envision a better future.

산학연 
플러스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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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연 협회 
R&D 과제 매칭

중기청/타기관
과제 ·기술 매칭

타 기관 과제 연계 및 수요자 간  직접적인 R&D를 촉진하는 네트워크 확장

과제 매칭을 원하는 산학연 수요자가 직접적인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네트워크 조성

코디네이터 주도의 중소기업, 대학/연구기관을 위한 플랫폼 기반 마련

- 맞춤형 통합 정보 제공 : 외부에서 수집한 정보를 선별해 맞춤형 정보 제공

- 효율적인 과제 관리 : 코디네이터의 전문성 지원 서비스로 과제 관리의 효율성을 높임

- 산학연 간 과제 매칭 서비스

  : 과제 정보 & 과제 참여 니즈 정보를 통한 중소기업 추천 (기술 애로 사항, 연구 개발 실적 등)

- 활동 포인트 체계 수립 및 인센티브 제공

- 멘토링사업

   : 중소 기업, 대학/연구기관 중 우수한 전문가선정 멘토링 진행 (기업-학생, 기업-교수 간) 인센티브 제공

- 기업 인증제 / 평판 설문서비스

산학연 PLUS  SYSTEM ROADMAP

사업홍보 매칭 제안서 작성 과제수행정보 탐색 및 접촉

* 전 과정에 걸쳐 산학연 사업 또는 과제 수행 절차 Q&A 섹션 및 과제 정산 관련 매뉴얼 제공

중소기업

대학/연구기관

코디네이터

산학연협력사업

 관련 각종 통계

자료 및 정보 탐색

맞춤형 검색을

통한 적합 사업

탐색

공개 되어있는 

컨택포인트로 

사업 참여 문의

대학 분과별 세부 

전공, 보유 기술, 

활용 가능성 등 

협력 가능 대학/

연구기관 탐색

사업계획서 

샘플을 참고로

제안서 작성

과제 관리 통합 

스케쥴러로

진행 상황 파악

메일, 자료실 등

그룹 커뮤니티 및 

메신저 등으로 

커뮤니케이션

산학연협력사업
 관련 각종 통계

자료 및 정보 탐색

주력 업종, 상품, 
기술 개발 희망 분야, 
기업 자본 등 협력 

가능 중소기업 탐색

공개 되어있는 
컨택포인트로 
사업 참여 문의

과제 관리 통합 
스케쥴러로

진행 상황 파악

메일, 자료실 등
그룹 커뮤니티 및 

메신저 등으로 
실시간 기업 컨택

변경된 사업 제도, 

공지사항 확인

주력 업종, 상품, 

기술 개발 희망 분야, 

기업 자본 등 협력 

가능 중소기업 탐색

기술인 정보 

시스템을 통한 

전문가 검색으로 

매칭 확률 높임

대학 분과별 세부 

전공, 보유 기술, 

활용 가능성 등 

협력 가능 대학/

연구기관 탐색

과제 관리 통합 

스케쥴러로

진행 상황 파악

메일, 자료실 등

그룹 커뮤니티 및 

메신저 등으로 

업무 효율성 높임



with help! 

산학연 PLUS 시스템
다양한 산학연 정보의 Gateway

맞춤형 통합 정보 제공
스마트 Coordinator

효율적인 과제 관리
산학연 Plus

과제 관련 통합 정보 제공

과제 관리 스케줄러, 그룹 통합 관리 서비스

- 산학연협력사업 관련 정보 통합 공시 및 홍보, 통계 자료 제공

- 과제 수행 절차 및 평가 일정 등 정보 제공

- 중소기업,대학/연구기관 보유 기술/인력 정보 제공

- 데이터 시각화를 통해 쉽고 간결한 맞춤형 정보 제공

- 과제 관리 통합 스케줄러 제공

- 과제 그룹 통합 관리 서비스

- 메일 전송 시 SMS 알림 기능

- 협력 이해관계자 간 커뮤니케이션 인프라 제공

- 메신저, 메일, 자료실 등 과제 참여자 별 그룹 커뮤니티 생성

- 산학연협력사업 관련 이해를 돕는 Q&A 섹션 마련

중소기업에 가장 필요한 인적, 물적 자원을 대학과 연구기관에서 제공받고, 

연구 결과를 기업에서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지원합니다.

첫걸음 기술개발사업

도약 기술개발사업

산연전용 기술개발사업

연구마을 지원사업

기업부설연구소 신규설치사업

연구장비 공동활용 지원사업

이공계 전문가 기술개발 서포터즈 사업

정부 R&D 사업에 처음 참여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업 자체

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연구개발 과제를 대학 또는 연구기관과 

공동 참여를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성장·도약이 필요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대학 또는 연구기관의 

공동 연구개발을 통해 기업 성장의 전환점을 마련하고, 성장동력

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자금을 지원합니다.

연구기관의 중소기업전담 조직을 활용한 R&D를 통해 연구기관과 

공동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자금을 지원합니다.

연구마을에 기업부설 연구소를 설치/이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대학의 인적, 물적 자원을 활용한 공동기술개발을 통해 연구개발 

및 기술혁신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대학 및 연구기관의 연구인프라를 활용해 기업부설 연구소를 

설치하고 신기술, 신제품 개발 등 기술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자금을 지원합니다.

연구 개발 중 장비이용 애로가 생긴 중소기업/창업기업을 대상

으로 R&D 장비 이용료의 60~70% 범위에서 대학과 연구기관이 

보유한 첨단 연구장비의 공동 활용을 지원합니다. 

중소기업의 융·복합 관련 기술 애로를 발굴해서 기술전문가가 

분석한 후 해결 방안 수립 및 해결을 지원합니다. 

산학연협력사업 관련 최신 정보 제공

과제 참여자를 자동으로 연결해주는 SNS

산학연협력사업 관련 정보 통합 제공

통합 관리가 가능한 과제 스케쥴러

진행 중인 사업 그룹 통합 관리 서비스

산학연 PLUS 시스템은 산학연 관련 맞춤형 통합 정보 제공으로 산학연 

협력을 활성화하고, 각 주체 간의 교류, 소통 및 과제 관리의 효율성을 높여 

원활한 과제 진행을 도모하는 산학연 종합 정보 플랫폼입니다. 

중소기업 대학/연구기관 코디네이터

맞춤형 통합 정보 제공 효율적인 과제 관리

R&D를 어떻게 

시작해야할지 

모르겠어요.

연구 결과를 

산업과 연계시키고 

싶어요.

쉽고 편하게 

과제 관리할 방법 

없을까요?

외부 수집 정보를 선별해 중소기

업, 대학/연구기관 간 협력에 필요

한 정보를 맞춤형으로 제공합니다. 

코디네이터의 전문성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통해 과제 관리의 효율성

을 높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