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 제 2022 - 81호

2022년 시군구 지역연고산업육성(비R&D)

뉴트리코스메틱스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수혜기업 선정 2차 통합공고(연장)

2022년도 중소벤처기업부와 춘천시, 홍천군, 횡성군이 지원하는 기업지원사업 프로그

램을 안내하오니, 해당 프로그램 참여를 희망하는 강원지역 뉴트리코스메틱스 관련 기업

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2년 10월 17일

재단법인 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장

Ⅰ  지원개요

1. 사 업 명 : 천연식물자원을 활용한 강원 영서북부 뉴트리코스메틱스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 뉴트리코스메틱스산업은 화장품, 식품, 음료 또는 보충제 등의 제품으로 강원 영서북부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천연식물자원을 활용한 기능성 소재 및 특화기술을 접목한 산업임.

2. 공모기간 : 2022. 9. 30.(금) ~ 10. 31.(월) ※15일 연장

3. 공모대상 : 강원 영서북부(춘천시, 홍천군, 횡성군) 뉴트리코스메틱스산업※ 관련 기업군

(기능성화장품, 일반화장품, 기타가공식품(이너뷰티), 화장품·이너뷰티·건강기능식품 첨가소재,

건강기능식품, 뉴트리코스메틱스 관련 연구개발 기업군)

※ 뉴트리코스메틱스산업 KSIC Code 분류표

KSIC 세세분류업종명
20423 화장품 제조업
10797 건강 기능식품 제조업
10796 건강 보조용 액화식품 제조업
10501 액상시유 및 기타 낙농 제품 제조업
10799 그 외 기타 식료품 제조업
11209 기타 비알코올 음료제조업
10792 차류 가공업
10791 커피 가공업
70112 농림수산학 및 수의학 연구개발업
70119 기타 자연과학 연구개발업

4. 공모내용 : 기술지원/사업화지원 분야별 4개 프로그램



Ⅱ  지원 프로그램 및 내용

 

연고산업 프로그램명 지원내용 선정건수

뉴트리

코스메틱스

산업

시험분석
뉴트리코스메틱스 관련 기업 제품의 품질 개선 지원

(유효성분의 기능성 검증 및 신규제품의 품질안정성, 신뢰성 확보지원 등)
2

지식재산권 획득지원
뉴트리코스메틱스 관련 기업의 천연식물자원을 활용한 원천기술 

및 신규상품의 기술 보호(상표등록 및 기술특허등록 지원)
4

현장애로 기술지도
뉴트리코스메틱스 관련 기업 제품의 품질관리 및 향상을 위한 

생산 공정개선 지도(컨설팅 지원)
1

디자인개선 뉴트리코스메틱스 산업 관련 기업 제품 디자인 개선 및 제작 지원 4

Ⅲ  사업 신청방법

1. 사업신청 및 접수

① 접수기간: 2022. 9. 30.(금) ~ 10. 31.(월), 17:00까지

② 접수방법: 메일 및 등기우편

※ 메일 및 등기우편 접수시 10.31.(월), 17:00 도착분에 한해 유효

③ 제출서류

필수제출

(1)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붙임의 사업계획서 작성 시 신청 프로그램별로 개별 작성(2개 프로그램 신청→2개 사업계획서 작성)

※ 필요시 프로그램별 상세 계획서 추가 제출 요청 가능

(2) 개인정보이용동의서

(3) 사업자등록증 사본

(4) 재무제표(최근 3개년, 2019∼2021년), 일반과세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5) 4대 사회보험 가입자명부(제출시점)

(6) 지방세 납세 증명서

선택제출

(1) 수출실적증빙(한국무역협회, 간접수출 등)

(2) 공장등록증, 기업부설연구소인정서 사본

(3) 각종 인증 및 수상자료: 지식재산권, 벤처기업, 메인비즈, HACCP, GMP, ISO, 표창 등

(4) 회사, 제품 또는 기술관련 홍보자료(카탈로그 등)

 2. 접수처 및 문의처

지역 기관명 담당자명 전화번호 이메일

춘천시 (재)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 강용수 대리
033-258-6954 mystory38@gmail.com

우편 : 강원도 춘천시 소양강로 32 BIO-1동 112호

홍천군 (재)홍천메디칼허브연구소 김영한 전임
033-439-3241 kyh@himh.re.kr

우편 : 강원도 홍천군 생명과학관길 84 기업지원실

횡성군 웰빙특산물산업화센터 이혜림 선임
033-342-7365 knuric@kangwon.ac.kr

우편 : 강원도 횡성군 공근면 아이티밸리길 11 

전략기획실

3.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필수서류 미제출 시 평가대상 제외 



Ⅳ  선정평가 방법 및 기준

1. 평가방법 : 선정위원회 개최를 통한 비공개 서면평가

2. 평가기준

항목 배점

기업 추진의지, 역량 및 보유기술 등의 기본사항 20

지원사업의 적절성, 필요성 및 구체성 등 30

지원제품 사업화 의지 10

지원제품 사업화를 위한 마케팅능력 및 매출가능성 등 20

지원사업으로 인한 기대효과 20

가점

지역소재(강원도 식물자원)를 활용한 제품개발 시 5

최대 10점신규1)·창업기업(창업 후 7년 이내)2) 신청 시 3
본 사업단에서 지원받은 제품(2020~2021)에 대한 

후속지원 신청 시
2

1)신규기업 : 본 사업단의 사업을 한번도 지원받지 아니한 기업
2)창업기업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2022. 06. 29) 제1장 제2조 3항에 의거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법인과 개인사업자 포함)

Ⅴ  추진일정

① 사업공고(연장)

 및 접수

② 예비진단 및 

서면평가 개최
③ 결과공고 ④ 사업추진

∙ 홈페이지 게재 및    

  이메일 안내
▶

∙ 지원서류 예비진단

∙ 서면평가 및 선정    

 결과보고

▶
∙ 선정기업 결과공고

(개별통보)
▶

∙ 지원 프로그램에 

따라 직·간접적 추진

`22.9.30. ~ `22.10.31. `22.11.1. ~ `22.11.4. `22.11.8.(예정) `22.11.14. ~ `23.4.30.

※ 상기내용은 추진일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