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혁신기술 제안·평가 및 실증 플랫폼 ‘신기술접수소’
A platform for proposing and verifying innovative technologies and ideas

New Technology and Idea Submission Portal

기업의 혁신적이고 우수한 기술을 제안 받아 서울시정 반영 및 기술사업화(창업, 기업 판로 개척 등)로

연계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 체계적인 검증시스템 마련으로 서울시 정책의 적용 발판 마련

A site to establish a well set-up system with innovative and excellent technology of corporations that 

may be implemented in Seoul or lead to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new startups, new markets, etc.). 

The systematic verification process will provide a foundation to apply the innovative technology to future 

policies of Seoul Metropolitan City 

◎ 테스트베드 서울사업   Testbed Seoul Project

- 서울시를 대상으로 4차 산업혁명 관련 핵심기술의 실증을 지원하는 사업

- 혁신기술 실증을 통해 기업 성장 발판 마련 및 市 도시문제 해결과 시정 혁신에 기여 

- A project to support the substantiation of core technology related to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in Seoul

- Substantiate new technology to help corporations grow and contribute to solving urban issues and developing the city

◎ 캠퍼스타운 기술매칭   Campus Town Technology Matching

- 기술이 필요한 기업과 기술보유 대학 연구진을 매칭하여 기술 컨설팅 제공 및 연구개발 지원

-  A matching service for companies that need technology and university research teams to support technology 

consultations and R&D

◎ 크라우드 소싱 기술공모   Crowdsourcing Technology Contests

- 서울시 현안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술을 공모하여 소정의 상금을 수여

- 기존 기술용역, R&D로는 해결하지 못한 도시문제를 시민들의 집단지성을 통해 해결하고, 성과를 공유하는 방식의 기술공모 사업

- Searches for technology that can solve current issues facing Seoul and awards prize money

-  Technology contest project that solves urban issues that were unable to be solved with existing technology and R&D 

with the citizens as a group and shares the results

◎ 방 법 : 온라인 접수   Methods : Online Registration

- 신기술접수소 홈페이지로 접수 (www.seoul-tech.com)

- 신청자 및 신청기관, 혁신기술 제안서, 관련 실적 등 제출

- New Technology Submission Portal website (www.seoul-tech.com)

- Submission of name of applicant and applying institution, proposal, related results,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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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4누적 접수건수   Total Number of Submis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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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적 회원수      Total Number of Memb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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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접수소의 제안체계
New Technology Submission Portal System 

신기술접수소 현황
Overview of New Technology Submission Por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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