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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기획대상과제 

인터넷공시 안내

2022년도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기획을 위해

발굴한 기획대상과제, 품목에 대한 산학연 전문가 의견 수렴

【공시 내용】

□ 공시기간 : ’21. 12. 13(월) ~ 12. 20(월) 18시 까지

□ 대상 : 10개 PD분야 12개 내역사업 총 230개 과제

□ 의견수렴방법 : 산업기술R&D정보포털사이트(itech.keit.re.kr)를 통한

전자공시 및 의견수렴

 ※ 우편, 이메일, 직접방문 등 전산등록 이외의 제출·접수는 불가하며, '21.12.20(월), 18시 정각에 전산등록 마감

PD분야_내역사업명 지정공모 품목지정 총합계

01_바이오 4 28 32

맞춤형진단치료제품 2 17 19

첨단바이오신소재 2 11 13

02_지식서비스 -　 21 21

서비스산업융합고도화기술개발 - 15 15

서비스핵심기술개발 -　 6 6

03_의료기기_헬스케어 3 18 21

디지털헬스케어 3 18 21

04_스마트제조 -　 6 6

주력산업IT융합 -　 6 6

05_전기수소차 12 20 32

자동차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그린카) 12 20 32

06_자율주행차 7 9 16

자동차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스마트카) 7 9 16

07_조선해양 -　 6 6

조선해양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　 6 6

08_첨단기계 12_첨단장비 -　 54 54

제조기반생산시스템 -　 54 54

09_첨단장비 -　 17 17

제조장비실증 -　 17 17

10_로봇 -　 25 25

로봇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　 25 25

총합계 26 204 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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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공시 의견등록 및 유의사항】

① 산업기술R&D정보포털(http://itech.keit.re.kr)에 접속하여, 회원 로그인

※ 회원이 아닌 경우, 신규 회원가입 후 의견등록 가능

② 화면 상단의 주요 메뉴 중 ‘사업공고’ 선택

③ 화면좌측의 메뉴 중 '과제기획공고' 클릭

→ 목록중「2022년도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기획대상과제, 품목인터넷공시」클릭
→ 공고에 첨부된 안내문, 기획대상과제․품목 목록, 의견 작성 양식을

확인 후, 의견 작성이 필요한 경우 '온라인접수 바로가기' 버튼 클릭

④ 1.[제출대상공고]의 제안자 인적사항 확인(기존 가입정보 확인, 필요시 수정가능)

⑤ 2.[의견등록] 목록 중 의견 작성을 원하는 과제, 품목의 '보기' 버튼클릭

⑥ 3.[과제의견(50자 이상 1,200자 이내)]을 입력하고, 공고 첨부파일 중

'인터넷공시 의견 작성 양식(한글)' 작성 후 ‘파일첨부’ 버튼클릭하여등록

⑦ 의견입력과 첨부파일 등록이 완료되면 ‘제출’ 버튼을클릭*

* 제출 후 수정 및 삭제는 불가하며, 제출 전 내용 및 첨부파일 반드시 확인

⑧ 과제목록의 [상태]가 ‘제출완료’로변경되면최종제출완료

⑨ 공시기간 내 상기의 전산등록을 통해 최종 제출 완료된 의견 활용

⑩ 우편, 이메일, 직접방문 등 전산등록 이외의 제출·접수는 불가하며,

'21.12.20(월), 18시 정각에 전산등록 마감

※ 개인별 의견등록 과제수 제한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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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고  PD분야별 내역사업별 문의처

PD분야 내역사업
문의처

성명 (직급) 회사전화 이메일

바이오
①첨단바이오신소재,

②맞춤형진단·치료제품

김형철(PD) 02-6009-8771 hckim@keit.re.kr 

이주현(선임) 053-718-8224 jhlee57@keit.re.kr

김대성(전임) 053-718-8244  djfls100@keit.re.kr 

의료기기

헬스케어
③디지털헬스케어

박지훈(PD) 02-6009-8773 jihoon@keit.re.kr

정용석(선임) 053-718-8281 seoki87@keit.re.kr

지식

서비스

④서비스산업융합고도화

⑤서비스핵심기술개발

김돈정(PD) 02-6009-8772 jamesdon@keit.re.kr

이태경(전임) 053-718-8360 ljh2273@keit.re.kr

스마트

제조
⑥주력산업IT융합

고재진(PD) 02-6009-8775 jaejini@keit.re.kr

황동준(선임) 053-718-8473 hdj0223@keit.re.kr

전기

수소차
⑦그린카

이백행(PD) 02-6009-8752 leebh@keit.re.kr

이주훈(수석) 053-718-8227 poweron@keit.re.kr

자율

주행차
⑧스마트카

서재형(PD)  02-556-9533  sjhbjj@keit.re.kr 

민병규(선임)  053-718-8377  minbygyu@keit.re.kr 

조선

해양
⑨조선해양산업핵심

류민철(PD) 02-556-8220 okpo6000@keit.re.kr

권철민(선임) 053-718-8255 kwoncm@keit.re.kr

첨단

기계
⑩제조기반생산시스템

전형호(PD) 02-6009-8755 hhchun@keit.re.kr

최서진(선임) 053-718-8258 choisj@keit.re.kr

첨단

장비

⑩제조기반생산시스템

⑪제조장비실증

심창섭(PD) 02-6009-8754 caleb92@keit.re.kr

김진걸(선임) 053-718-8223 jingeulkim@keit.re.kr

로봇 ⑫로봇산업핵심기술개발
이준석(PD) 02-556-9536 ssesera@keit.re.kr

이주상(선임) 053-718-8214 jslee@keit.re.kr

mailto:jamesdon@keit.re.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