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강원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 하반기 지원 계획
기술개발(R&D)
지원유형 : 자유공모
지원조건 : 공통사항 참조
지원내역
ㅇ 예산규모 : 573,500천원(국비 393,500천원, 지방비 180,000천원)
ㅇ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
구 분

자 유 공 모 형 (국 비 R&D)

예산규모 ∘ 393,500천원
지원규모 ∘ 과제당 2억원 내외
지원기간 ∘ 1년 이내
지원대상 ∘ 구조용신소재

자 유 공 모 형 (지 방 비 R&D)

∘ 180,000천원
∘ 과제당 2억내
∘ 1년 이내
∘ 생활의료기기

∘ 기업 주도의 기술개발과제를 신청하고, 평가를 통해 선정된 과제에
대하여 연구개발자금을 지원하되, 개발완료 후 기술료 납부

지원방식

∘ 우대배점
- 국비 R&D는 관련 운영요령에 따라 적용 (최대 5점)
- 지방비R&D는 수출연계형 또는 대기업(중견기업)연계형 과제,
강원도와 MOU체결 후 강원도로 이전한 수도권 기업(본사,공장)은 각각
3점의 우대배점을 부여 (최대5점)
* 수출연계형 : 단기간에 사업화하여 즉시 수출 가능한 과제
* 대기업(중견기업)연계형 : 대기업(중견기업)으로 납품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과제

지원분야 및 지원대상
ㅇ 지원분야 : 생활의료기기, 구조용신소재
ㅇ 지원대상 : 강원지역의 특화산업(생활의료기기, 구조용신소재) 세세분류업종에 해
당하고, 고용창출 조건을 충족하는 기술개발과제
신청자격 :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자격 요건
ㅇ 주관기관 : 부가가치세법 제6조 규정에 의하여 강원지역에 사업장(본사, 공장,
연구소 중 1개)을 보유하고 있으며,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한지 1년 이상인 기업
(법인사업자에 한함)
* 예시 : 강원지역의 세세분류업종인 건강기능식품제조업분야에 지원받기를 원하는 경우, 신청기업이 강원도에
소재한 법인이어야 하고, 건강기능식품제조분야의 과제를 신청해야 함(참여기관은 제한 없음)

ㅇ 참여기관 : 강원지역 및 타 지역(수도권 포함)에 소재하고 있으며,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한지 1년 이상인 기업(법인사업자에 한함), 해당지역 또는 타 지역(수도권 포함)에
소재하는 대학, 비영리연구기관, TP, 지역특화센터(법인), 지역혁신센터 등
* 기업 및 기관별 자격요건은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에 따름
* 강원지역에 소재한 기업이 총 민간부담금의 50% 이상을 부담하여야 함

사업설명회
일 시 : 2014. 9. 30(화) 14:00
장 소 : (재)강원테크노파크 세라믹신소재지원센터(KFCC) 1층 대회의실
주소: 강원도 강릉시 대전동 898-1(과학단지로 106-40), 전화: 033-640-8013
사업설명회 세부사항은 강원지역사업평가원 홈페이지(http://gwirpe.or.kr)에 공지

[붙임] 강원지역특화산업 선정
번호

특화산업명

특화산업 정의 및 지원분야
<정의>

KSIC

세세분류업종명

27199

그외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

27321

광학렌즈 및 광학요소
제조업

-일상생활에서 소비자가 자주 사용하는
생활밀착형 다소비 의료기기
생활
1

의료기기
산업

<지원분야>
·생활밀착형 다소비 의료기기 : 혈당측정기
등 당료 관련 의료기기, 체온계, 혈압계,
저주파자극기, 온열기, 족욕기, 안마기 등

29131 액체 펌프 제조업
29174 기체 여과기 제조업

·지능형진단기기 및 한방치료기기
·고령친화 재활복지 의료기기

29175 액체 여과기 제조업

<정의>

20129

-구조용 신소재산업은 소재가 갖는 특성을
활용하여

기타 기초 무기화학
물질 제조업

반도체/디스플레이, 자동차/기계

산업 등 국가 기간산업의 기능과 성능을
구현하는 핵심 부품소재로 활용되며, 신

24113 합금철 제조업

성장동력산업과 차세대 융합신산업 등을
2

구조용
신소재산업

뒷받침하는 핵심산업
26299

그 외 기타 전자부품
제조업

28119

기타 발전기 및
전기변환장치 제조업

30399

그외 기타 자동차
부품 제조업

<지원분야>
·고기능 구현을 위한 기계·자동차, 합금철
응용소재
·반도체 부재, 통신 및 센서부품, 전자
기판/소재 등
·무기원료, 촉매, 담체 등을 포함하는 무기
화학, 나노소재 및 융복합 기능성 부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