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광주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 하반기 지원 계획
기술개발(R&D)
지원유형
구 분

고용창출형 (자유공모)
기업단독 또는 산학연 컨소시엄

추진체계

* 핵심업종 및 전후방 연관업종** 관련 중소기업 주도
** 신특화산업 구성업종과 기술적 연관성을 갖으며 특화분야의 성과창출과
연계된 부분에 한해 지원
*** 주관기관은 반드시 기업

지원조건 : 공통사항과 동일
지원내역

ㅇ 예산규모 : 16.78억원 (신규, 국비 기준)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
구 분

고용창출형 (자유공모)

지원규모

2억원 이내/년

지원기간

1년 이내

지원분야 및 지원대상
광주광역시 내 소재한 중소기업이 주관하는 과제로서 특화산업분야 세세
분류업종에 해당하고, 고용창출 조건을 충족하는 파일롯 규모 시작품 제작
및 성능평가, 신뢰성 평가, 수요기업 평가, 시제품 인증 등의 기술개발과제
구 분

특화산업분야

고용창출형(자유공모)

복합금형, 지식데이터, 디자인

특화산업분야 세세분류업종은 [붙임] 참조

신청자격
구 분

주관기관
참여조건

참여기관
참여조건

고 용 창 출 형 (자 유 공 모 , 채 용 조 건 부 )
•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한지 1년 이상된 중소기업 (단, 법인에 한함)

•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 보유한 기업 (과제신청시 증빙자료 제출필수)
(단, 디자인산업은 접수마감일 기준 산업통상자원부 디자인전문기업 신고필증 보유기업)

•

과제당 1명 이상 신규채용 의무

•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한지 1년 이상된 지역 내 중소기업, 지역 내 또는 타지역
연구소 , 대학 , 센터 등 (단 , 법인에 한함 )

* 단, 지역 내 이전예정 기업도 참여기관으로 수행가능(협약 후 6개월 이내 이전 완료)

대상산업

복합금형, 지식데이터, 디자인

기타사항

* 중장기(2개월 이상) 비R&D지원 기업의 성과관리 및 R&D수행 기업과 비R&D
지원 사업간의 연계를 위해 해당산업 비 R&D 수행기관의 전담인력을 PM
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예정임

사업설명회 일정
□ 기술개발(R&D) : 2014. 10. 1(수) 14:00, 광주TP 2층 대회의실

[붙임] 광주지역특화산업 지원분야
번호

1

2

특화산업명

복합금형
산업

지식데이터
산업

특화산업 정의 및 지원분야

KSIC

<정의>
“여러 가지 공정을 순차적으로 22240
구성하는 연속형/단속형 다공
정 금형과 여러 가지 공정을 22250
하나의 공정내에서 수행하는
복합공정 금형을 사용하여 금
속/비금속/플라스틱 제품을 대 24199
량생산 할 수 있는 다공정/복
합공정금형을
개발/제조하는 25913
산업군”을 총칭
<지원분야>
복합박판성형금형, 복합사출성
형금형, 금형생산기반
<정의>
“IT를 활용한 콘텐츠제작의 제
반 기술(모션캡쳐, 3D, VFX 등
을 포함하는 실감미디어 기술,
CG, LBS 등)을 구현하기 위한
SW를 포함하여, 이를 기반으
로 유형화 상품화된 지식데이
터 콘텐츠와 이를 소비자에게
연결하는 Device 등 가치사슬
내 연관산업군”을 총칭

세세분류업종명
기계장비조립용플라스틱제품제조업
플라스틱 발포성형제품제조업
그외 기타1차철강제조업
금속압형제품제조업

29294 주형및금형제조업
58211

온라인·모바일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
급업

58219 기타게임소프트웨어개발및공급업
58221 시스템 소프트웨어개발및공급업
59112 애니메이션 영화및비디오물제작업
59113 광고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59114 방송 프로그램 제작업
62010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3

디자인
산업

<지원분야>
융합형 지식정보, 실감형 애니
메이션 및 영상, 기능성게임
<정의>
기능과 형태의 유기적인 조화
를 도모하여, 실용적이고 경제
적이며 심미적인 인공물을 창
출해 내는 산업으로, 광고물
작성업, 인테리어, 제품, 시각,
건축, 산업, 섬유, 실내, 패션디
자인 등의 연관산업군을 총칭
<지원분야> 그래픽디자인, 제
품디자인, 디자인융합

62090

기타 정보기술 및 컴퓨터운영 관련 서비
스업

71393 광고물 작성업

73201 인테리어 디자인업

73202 제품디자인업

73203 시각디자인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