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대구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 하반기 지원 계획
기술개발(R&D)
① 고용연계형 기술개발
지원유형 : 자유공모
기업 주도의 기술개발과제를 신청하고, 평가를 통해 선정된 과제에 대하여 연구
개발자금을 지원.
지원조건 :
연평균 국비지원액 대비 2억원 당(이내) 1명(전문학사 이상) 신규채용 계획 제출
의무화(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 과제 평가 시 채용계획 대비 고용효과에 대한 평가 비중 강화
* 신규 참여연구원의 인건비 비중이 수행기관 전체 인건비의 30% 이상일 경우 해당 금액만큼
기존 참여인력에 대해 현금 인건비 지원 가능(중소기업에 한함)
* 인건비(현물 포함) 비중을 총사업비 대비 40% 이상 편성하도록 권장

지원내역 :
총 예산규모 : 국비 11.04억원(신규과제 11.04억)
신규과제 지원내역
지원산업분야
생산공정기계
소재기반 바이오헬스

지원규모

지원기간

과제당
1억 이상∼2억원 이하

1년 이내

지원분야 및 지원대상
지원분야 : 생산공정기계, 소재기반 바이오헬스

- 세부내용 붙임자료(대구지역특화산업 지원분야) 참조

지원대상 : 대구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특화산업분야 세세분류업종에 해당하고,
고용창출 조건을 충족하는 기술개발과제

신청자격 : 공통사항과 동일

② 지역주도형 기술개발
지원유형 : 자유공모
기업 주도의 기술개발과제를 신청하고, 평가를 통해 선정된 과제에 대하여 연구
개발자금을 지원.
지원조건 :
최근 2년간 평균매출액 30억 미만이거나 창업초기(공고일 기준 7년 미만) 중소기업
참여기관 1개 이상의 컨소시엄 구성을 원칙으로 함.
* 과제 관련 신규인력 채용계획 제출 시 평가 우대

지원내역 :
총 예산규모 : 지방비 5.02억원
신규과제 지원내역
지원산업분야

지원규모

지원기간

과제당
2억원 이내

1년 이내

생산공정기계
소재기반 바이오헬스
정밀성형
패션웨어
데이터기반 지식서비스

지원방식 :

- TRL 7단계 이상 수준에서 사업화 단계 중심 지원
* 개발완료 후 사업화가 가능한 과제의 경우 TRL 7단계 미만도 가능
* 데이터기반 지식서비스산업의 경우 연구전담부서 및 부설연구소 설립 인증을 연계한 기술
개발과제도 가능

지원분야 및 지원대상
지원분야 : 붙임자료(대구지역특화산업 지원분야) 참조

지원대상 : 지원조건을 만족하고, 대구지역에 소재한 특화산업분야 세세분류업종
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으로 연구개발 역량강화 및 사업화 중심의 기술개발과제.

신청자격
주관기관 : 지원조건을 만족하는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우대)
* 대구 지역에 사업장(본사, 공장 중 1개)을 보유한 기업으로 사업장이 지점이나 지사인 경우
에는 참여 불가

참여기관 : 대구지역 및 타 지역(수도권 포함)에 소재하는 기업(접수마감일 현재
창업한지 1년 이상), 대학, 비영리연구기관, TP, 지역특화센터(법인), 지역혁신센

터등
기술료 징수 : 최종평가 결과,
로 평가된 경우, 정액기술료 납부

조기완료 ,

혁신성과 ,

보통 ,

성실수행 으

사업설명회 일정
□ 기술개발(R&D)
일 시 : 2014. 10. 7(화) 14:00
장 소 : 대구벤처공장 지구관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공단로 11길 62)

문의처 : (재)대경지역사업평가원 대구지역산업평가단 (T: 053-818-9591, 9590)

[붙임] 대구지역특화산업 지원분야
번호

1

2

특화산업명

소재기반
바이오헬스

특화산업 정의 및 지원분야

KSIC

<정의>
바이오소재(천연물 등)를 활용하여
친환경 기능성소재부터 헬스푸드,
기능성 • 한방 화장품 및 한의약품
(천연물의약품)까지 인간생활의 셀
프케어와 관련된 웰니스 산업 분
야

10121

가금류가공및저장처리업

10129

기타육류가공및저장처리업

10309

기타과실·채소가공및저장처리업

10743

장류제조업

10792

차류가공업

<지원분야>
헬스푸드 소재
- 로하스식품, 힐링푸드, 한방식품
셀프케어 소재
- 기능성 • 한방화장품, 의약/천연물
의약(외품)

10797
10798
11209
20433

건강기능식품제조업
도시락및식사용조리식품제조업
기타비알콜음료제조업
화장품제조업

21220

한의약품제조업

<정의>
제조업의 제품 생산 공정 중 가공, 25924
조립, 검사, 이송을 위해 필요한 자동
화 장비를 제조하고 절삭, 연삭 등
가공을 통한 단품을 생산하는 산업
25929
- 제품 또는 부품의 생산공정에
주요 핵심이 되는 가공, 조립, 검
사 공정의 자동화를 위한 장비와 27215
생산공정에서 가공을 통하여 단
생산공정기계 품을 제조하는 산업을 포함
27216
<지원분야>
가공기계 유니트 및 가공용 지그
- 주축, 터렛, 인덱스테이블, ATC, 28122
APC, 가공용 지그 장치 등
공정자동화제어 및 검사/평가 장비
- 가공/조립 공정 자동화 장비, 품질
29163
검사 및 신뢰성 평가 장비, 공정
제어 및 검사 관련 핵심 부품 등
<정의>
패션트렌드 기반의 라이프스타일
소비재 산업으로 고감성 패션의
류, 고기능성 스포츠의류, 안경 및
주얼리 등을 토털화하여 신개념의
패션트렌드를 창조하는 고부가가
치 산업군

3

패션웨어

세세분류업종명

절삭가공및유사처리업

그외기타금속가공업
기기용자동측정및제어장치제조업
산업처리공정제어장비제조업
배전반및전기자동제어반제조업

컨베이어장치제조업

14111

남자용정장제조업

14112

여자용정장제조업

14120

내의및잠옷제조업

14191

셔츠및체육복제조업

<지원분야>
14192
고감성 패션의류
- 디자이너 명품 패션의류 및 소재 14300
고기능성 스포츠의류
- 아웃도어 및 워킹웨어 등 생활밀 27310
착형 퍼포먼스의류
33110

근무복,작업복및유사의복제조업
편조의복제조업
안경제조업
귀금속및관련제품제조업

번호

특화산업명

특화산업 정의 및 지원분야
안경테/선글라스
- 친환경, 기능성 안경테 및 패션트
렌드 서비스
주얼리
- 보석, 반지, 목걸이 등

KSIC

<정의>
뿌리산업(소성, 주조, 열처리, 표면 24121
처리, 금형, 용접)의 한분야로 주
로 소성 가공 및 금형관련 요소기
24122
술에 해당하는 생산기반 산업
4

5

정밀성형

<지원분야>
철계부품 정밀성형
- 고강도 자동차부품, 저마찰 구동
부품, 내마모 금형부품, 기계요소
금속부품
비철계부품 정밀성형
- 유리렌즈 성형부품, 고비강성 비
철소재부품, 전자기 기능성부품,
난가공 정형성형부품

<정의>
공공 및 민간에서 창출되는 정형/
비정형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IT •
SW • 콘텐츠 기술을 통해 융합형
서비스 제공, 신부가가치 창출과
주력산업 경쟁력을 촉진하는 산업
- 센서와 네트워크를 통해 정형 • 비
정형 데이터를 축적하고, 모바일·클
라우드와 같은 네트워크에 의해 융
합되어 공공과 사용자의 편의성 • 효
용성을 지능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
산업
구성요소 : SW, IoT(Internet of
데이터기반
Things, 만물통신), Data서비스, 클라
지식서비스
우드 네트워크, 콘텐츠 등

세세분류업종명

열간압연및압출제품제조업

냉간압연및압출제품제조업

24212

알루미늄제련,정련및합금제조업

25112

구조용금속판제품및금속공작물제
조업

25941

금속파스너및나사제품제조업

29294

주형및금형제조업

58211

온라인·모바일게임소프트웨어개발및공
급업

58221

시스템소프트웨어개발및공급업

58222

응용소프트웨어개발및공급업

62010

컴퓨터프로그래밍서비스업

<지원분야>
62021
클라우드기반 개인서비스
- 교육콘텐츠 서비스 플랫폼제작, 대
규모 데이터활용 진단·예측 서비스
에너지관리서비스
- 에너지 예측 및 관리시스템, 빌딩 62090
에너지 효율화시스템/통합관리
안전·안심서비스
- 스마트시티 플랫폼 개발 및 교통, 63120
자살, 범죄, 소방관련 콘텐츠 서비스

컴퓨터시스템통합자문및구축서비
스업
기타정보기술및컴퓨터운영관련서비
스업
포털및기타인터넷정보매개서비스
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