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경남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 하반기 지원 계획
기술개발(R&D)
① 고용창출형 기술개발
지원유형 : 자유공모형
지원조건
연평균 국비지원액 대비 2억원 당(이내) 1명 이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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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예산규모(국비) : 3,133,000천원(신규 3,133,000천원)
ㅇ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
구 분
지원규모
(국비기준)
지원기간
기술단계
참여요건
필수요건
대상산업
지원방식

고용창출형

∘ 연간 2억원 이내
∘ 1년 이내(신특화 사업기간 內)
∘ TRL 6단계 ~ 8단계
∘ R&D역량을 보유한 중소기업
∘ 신규고용 확약 및 고용창출 계획서 제출
∘ 생산기계, 수송기계전장, 소재성형 산업
∘ 기업에서 자유롭게 기술개발과제를

제안하여 신청

지원분야 및 지원대상 : 붙임자료 참조
산업명
생산기계

수송기계전장
소재성형

KS I C 코 드
29199
29221
29223
30391
30392
31202
25913
29294

세세분류업종명
그외기타일반목적용기계제조업
전자응용 공작기계 제조업
금속 성형기계 제조업
자동차용 동력전달장치 제조업
자동차용 전기장치 제조업
철도차량부품 및 관련장치물 제조업
금속압형제품 제조업
주형 및 금형 제조업

신청자격 : 공통사항 참조

세부사항

붙임자료 참조
[경남지역특화산업 선정]

② 지역주도형 기술개발
지원유형 : 자유공모형
지원조건
연평균 국비지원액 대비 1억원 당(이내) 1명 이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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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예산규모(지방비) : 679,000천원(신규 679,000천원)
ㅇ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
구 분

지역주도형

지원규모
(지방비기준)
지원기간
기술단계
참여요건
필수요건
대상산업
지원방식

∘ 연간

1억원 이내

∘ 1년 이내(신특화 사업기간 內)
∘ TRL 6단계 ~ 8단계
∘ R&D역량을 보유한 중소기업
∘ 사업화 이후 자체 고용영향 평가서 제출
∘ 생명건강 산업
∘ 기업에서 자유롭게 기술개발과제를

제안하여 신청

지원분야 및 지원대상 : 붙임자료 참조
산업명

생명건강

KS I C 코 드
10743
10749
10792
10800
10796
10797
21101
21220

세세분류업종명
장류 제조업
기타 식품 첨가물 제조업
차류 가공업
동물용 사료 및 조제식품 제조업
건강보조용 액화식품 제조업
건강기능식품 제조업
의약용 화합물 및 항생물질 제조업
한의약품 제조업

세부사항

붙임자료 참조
경
[ 남지역특화산업 선정]

생명건강산업은「지역주도형 R&D」대상산업으로 ‘항노화바이오분야’를 확대하여 추진

신청자격 : 공통사항 참조

사업설명회 일정
지역

일시

창원

2014. 9. 30(화) 14:00

설명회 장소
(재)경남테크노파크 본부동 1층 대강당
(경남 창원시 의창구 창원대로 18번길 22)

[붙임] 경남지역특화산업 선정
번호

특화산업명

특화산업 정의 및 지원분야

KSIC

세세분류업종명

<정의>
비전기식 용접기, 압연기, 압축롤러 등

29199

그외기타일반목적용기계제조업

29221

전자응용 공작기계 제조업

29223

금속 성형기계 제조업

30391

자동차용 동력전달장치 제조업

30392

자동차용 전기장치 제조업

달리 분류되지 않은 일반목적용 기계
제조업과 특정산업 혹은 일부 산
업에만 이용되는 특수목적용의 기
1

생산기계

계 및 장비를 제조하는 산업
<지원분야>
일반목적용 기계제조업(291) 중 광
역선도전략산업에서 제외된 분야
(29199(그외기타일반목적용기계제
조업))와

특수목적용

기계제조업

(292) 분야 포함
<정의>
수송기계 중 자동차 및 철도차량
등에 적용되는 전장 부품을 생산하
는 산업을 의미하며, 자동차의 동력
전달장치와 자동차용 전기장치 제
2

수송기계
전장

조업, 철도차량부품 및 관련장치물
의 전장 부품을 제조하는 산업
<지원분야>
수송기계의 부품산업 중 전장부품
분야를 포함하며, 광역선도전략산업
의 친환경 차량부품을 보완하는 연

31202

관산업인 자동차 부품 제조업(303)과

철도차량부품 및 관련장치물 제
조업

철도장비 제조업(312) 분야 포함
<정의>
주조, 소성, 열처리, 표면처리, 용
접, 금형 공정을 통해 형태가 없는

25913

금속압형제품 제조업

29294

주형 및 금형 제조업

재료를 기하학적으로 결정된 형상의
고형 가공품으로 생산하는 기반기술
3

소재성형

<지원분야>
기타 금속가공제품 제조업(259)내 단
조, 압형 등 소성가공분야 및「뿌리
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에서 정한 금형(29294 - 주형 및
금형 제조업)분야 포함

번호

특화산업명

특화산업 정의 및 지원분야

KSIC

세세분류업종명

<특화산업 정의(개념)>
각종 생물관련 지역특화자원에서

10743

장류 제조업

10749

기타 식품 첨가물 제조업

10792

차류 가공업

10800

동물용 사료 및 조제식품 제조업

10796

건강보조용 액화식품 제조업

10797

건강기능식품 제조업

21101

의약용 화합물 및 항생물질 제조업

21220

한의약품 제조업

유용한 물질을 추출하여 생산하는
절임, 발효, 차류 등의 음식료품
제조와 기타 조미료 및 식품첨가
물, 동물용 사료 및 조제식품을 제
조하는 산업
항노화바이오산업 정의(개념) :
건강한 젊음을 유지하는 노화예
방 및 지연을 목적으로 관련 바
이오기술이 결합된 신성장 고부
4

생명건강

가가치산업
<지원분야>
기존 3R사업(RIS, RIC, RRI)에서
지원하는 대상업종으로 장류제조
업(10743), 기타 식품첨가물제조업
(10749), 차류가공업(10792), 동물용
사료 및 조제식품 제조업(10800)분
야, 건강보조용 액화식품 제조업
(10796),

건강기능식품

제조업

(10797), 의약용 화합물 및 항생물
질 제조업(21101), 한의약품 제조
업(21220) 포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