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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의 창의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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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국방기술품질원 기술진흥센터 국방벤처실 (Tel : 055-751-5197, 5193) 

2017년 국방벤처 아이디어 경진대회는 

「2017 국방 과학기술 대제전」으로 통합하여 실시

대회일정

대회홍보 및 설명회

4월 ~ 5월

참가자 접수

5월 1일 ~ 5월 24일

예선(서면심사)

6 ~ 7월

경진대회(발표심사)/시상

7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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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과 국방기술품질원에서는

민간의 창조적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국방분야에

적용하기 위해 매년 「국방벤처 아이디어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회는 「2017 국방 과학기술 대제전」과

통합개최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으니,

여러분의 참신한 아이디어가 국방벤처기업 육성에

활용될 수 있도록 많은 참여 바랍니다.

Defense Agency for Technology and Quality

구분
대학부 일반부

금액 건수 금액 건수

최우수상 1,000만원 1 1,000만원 1

금    상 500만원 1 500만원 1

은    상 200만원 1 200만원 1

동    상 100만원 1 100만원 1

장 려 상 30만원 6 30만원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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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상내역시

   ※ 시상 건수는 제안내용 및 심사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상금은 제세공과금 공제 후 지급

후속지원

과제화 지원

방위사업청, 중소기업청 등 정부 R&D 사업과 연계

사업화 지원

선정된 아이디어 제안자와 사업화 희망 국방벤처기업과 연계

창업 지원

중소기업진흥공단 창업프로그램 연계

(청년창업사관학교 입교 시 가점 부여)

유의사항

■   개인 또는 팀 단위 응모 가능

   ※   대학부 팀 단위 응모 시 팀원 모두 자격요건 만족

■   대학부(창의성), 일반부(사업성) 구분하여 평가

■   타 기관에서 시시한 공모에서 이미 채택된 아이디어 제외

■   소속기관(기업)이 권리를 보유한 아이디어 또는 기술 제외

   ※   자세한 사항은 방위사업청(www.dapa.go.kr) 또는 국방기술품질원
(www.dtaq.re.kr)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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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분야

■ 민수분야 기술 및 제품의 국방 분야 적용 아이디어

■ 군수품의 성능 및 운용 개선에 관한 아이디어

■ 병영 환경 및 설비, 보급품 개발/개선에 관한 아이디어

■ 기타 군수분야에 적용이 가능한 아이디어 

 
[‘16년 국방벤처 아이디어 경진대회 수상 과제 사례]

 •무동력 다중 스마트 발사기

 •자주포 선탑자(포반장) 세이프 체어

 •부착형 총열 냉각장치

신청자격

대학부

대학생 및 대학원생(휴학생 포함)

일반부

산·학·연 임직원, 군인, 일반인

 

신청절차

신청기한

2017. 5. 24(수) 18:00 까지 도착분에 한함

신청방법

제안서 양식을 작성하여 방문 또는 우편(등기) 제출

 - 접수처 : 국방기술품질원 기술진흥센터 국방벤처실(안내데스크 접수)

 - 주   소 :   (52851)경상남도 진주시 동진로 420(충무공동) 

                  국방기술품질원 기술진흥센터 국방벤처실  

   ※ 모든 제출자료는 전산파일로 별도제출(e-mail : ben002@dtaq.re.kr)

   ※ 접수 후 제안자에게 문자메세지(SMS)로 접수내용 통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