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ConTech Meet-up Day 개요

참가대상

§ 즉시적용기술 : 국내기업 (별도 자격 조건 없음, 단 사업자등록증 有)
§ 공동R&D기술 :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 (단 사업자등록증 有)

§ 공모 분야 : ① 즉시 적용 가능 기술 ② 공동 R&D 진행 기술

공모 분야
및
상세기술

§ 공모 기술 구분
ü 친환경 (신소재/철근대체제/층간 소음/기타 등)
ü 에너지 (CCUS/ESS관련 기술/태양전지/그린수소 인프라/해상풍력 부유체/기타 등) 기술
ü Smart Construction 및 DT기술 (BIM설계/기타 등)
ü 원가절감/공기단축/공법개선/품질 및 안정성 향상 기술/기타 등
* 공모 분야 및 공모기술 주제는 택 1로 제출 요망

진행일정

구분

접수

서류심사
발표

1차 PT심사
(실무진평가)

1차PT심사
발표

2차 PT심사
(임원평가)

최종 선정

일정

2021.09.08
~2021.09.30

2021.10.13

2021.10.19~
2021.10.20

2021.10.22

2021.11.9
~2021.11.10

2021.11
중순

u 모집요강 온라인 설명회
Ø ConTech Meet-Up Day 참가 희망기업 대상 진행
Ø 일시 : 2021.09.15(수) 오후 2시
Ø 참여 링크 : https://bit.ly/SKContech

* 일정은 세부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2. ConTech Meet-up Day 혜택 및 제안서 접수 방법

내용
즉시적용가능기술

선정혜택

공동R&D기술

공통

(1) PJT 적용 지원 (SK에코플랜트 수의계약, 단 PJT 적용 가능 시)
(2) R&D 및 기술컨설팅 지원
ü 기술개발지원금 지원
ü 기술컨설팅 제공
ü SK에코플랜트와 공동 R&D 진행
(3) 교육 및 컨설팅 지원
ü 기업진단컨설팅 및 Management 교육 등 지원
* 제안된 Item이 일정 기준에 미달 시, 수상작을 선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접수
ü 이메일 접수 (contechmeetup@sk.com)
접수 및 양식

§ 제출서류
ü 참가신청서, 정보제공이용동의서, 기술제안소개서 제출
§ 양식 유의사항
ü 참가신청서 및 정보제공이용동의서 제출 (홈페이지 양식 다운로드)
ü 기술제안소개서는 PDF 파일로 제출 (별도 양식 없음)

3. 기타 유의사항
§ 동일 기업이 복수 응모한 경우, 심사결과 최상위 1건만 수상 가능합니다.
§ 최종 제출 자료는 수정이 불가하며 일정은 세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본 공고를 통해 선정된 제안, 기술 및 제품의 소유권, 실시권은 별도 기술MOU를 통해 결정될 예정입니다.
§ 접수된 서류는 심사 후 모두 폐기할 것이며, 제안 자료에 대한 정보 및 내용을 제 3자에게 공유하지 않습니다.
§ 공모시 하도급 제2조 제15항에 따라 “기술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제출 전 동법 제12조의3 제2항 및 시행령
제7조의3에 따른 “기술자료 요구서”를 당사와 상호협의하여 작성 후 기술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술자료”를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술자료” 제출 전, 당사 공모 담당자(담당자 및 연락처 기재)에게 공모마감 7일 전까지
연락하시어 “기술자료 요구서” 작성을 완료한 후 기술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타사/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경우 심사에서 제외되며, 관련 법적책임은 제안사에 있습니다.
§ 제출된 자료에 대해 허위사실 및 부당행위 적발 시 선정 취소 등 제재 조치하며, 이에 이의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참여자는 보안서약 등 요청에 동의해야 합니다.
§ 신청접수현황, 심사내용 및 심사점수 등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 위 공고 내용은 주최(주관)측의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본 공모전에 작품을 제출한 기업은 위의 모든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문의처 안내
SK에코플랜트 상생협력팀 ConTech Meet-Up Day 담당자
전화 : 02-3499-2970 또는 02-3771-5395 , E-Mail : contechmeetup@sk.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