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ICT로 사회현안을 해결하고 국가미래를 열어간다”

한국정보화진흥원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19년 스마트워크 서비스 확산 지원 사업 공모 안내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은 I CT 기술을 활용한 일과 삶의 균형 발전을
지원하고자, 아래와 같이 스마트워크 서비스(지능형 업무처리 · 협업지원) 확산 지원 사업
공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귀 협회 및 회원사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
요청드립니다.
가. 공모개요
1) 공모명 : 스마트워크 서비스(지능형 업무처리, 협업지원) 확산 지원 사업 공모
2) 총사업비 : 3.8억원(매칭펀드, 총사업비 내에서 3개 내외 과제 선정)
3) 공모기간 : 2018.3.27(수) ~ 4.29(월)
※ 기타 상세 사항은 한국정보화진흥원 홈페이지(www.n i a.or .kr ) 입찰공고 메뉴 참조

나. 공모분야
공모 분야
4차산업혁명
기술혁신형
서비스 모델
중소벤처
기업지원형
서비스모델
사회적 약자
근로지원형
서비스 모델

내용
인공지능, 5G 이동통신, 블록체인, 가상현실(AR/VR ) , 음성인식, 사물인터넷과
같은 최신 I CT로 지능형 스마트워크를 지원하는 서비스
근무환경이 열악한 1인기업, 스타트업, 중소 · 벤처기업 등이 경영 · 협업 · 원격
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클라우드 기반의 서비스
모바일 등 I CT 서비스를 활용하여 경력단절여성, 장애인,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계층의 원격 · 재택근무 등 근로환경을 지원하는 서비스

다. 공모지원자격
1) I CT 서비스 개발 · 운영 기업 및 서비스 수요기업 · 기관 등으로 구성된 컨소시엄
2) I CT 서비스 제공 · 확산이 가능한 서비스 개발 · 운영 기업
라. 사업자 선정
1) 수행계획서 평가를 통해 심의 대상자 선정 후 고득점자 순으로 과제를 심의 및
조정하여 선정
2) 3개 내외의 컨소시엄 선정 예정이며 사업비는 심의조정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음
3) 공모참가자가 1개 업체일 경우에도 평가 및 심의를 통해 선정될 수 있으며,
평가점수 70점 미만의 경우 심의 대상제외

마. 사업설명회
1) 일시 : 2019.04.03(수) 14시
2) 장소 : 한국정보화진흥원 서울무교청사
바. 문의처
1) 제안 내용 관련 : 지능형인프라본부 인프라기획팀 053-230-1703 /02-6191-2029
2) 공모 및 협약 관련 : 경영기획실 재무관리팀 053-230-1172

붙

임 : 1.공모공고서 1부
2.공모안내서 1부
3.과제신청서 양식 1부
4.제안요청서설명회안내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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