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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연차보고서를 발간하며
우리 사는 세상은 디자인의 숨결이 곳곳에 배어있습니다.
먹고, 입고, 보고, 느끼는 삶의 모든 순간순간
디자인은 사람을 사람답게 하며 우리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만들어 갑니다.
세상이 발전하면 할수록 디자인의 가치가 더욱 높이 평가되고 있는 요즘,
(재)부산디자인센터는 디자인이 선사해 주는 기쁨과 혜택을
지역민과 함께 나누기 위해 모든 땀과 열정을 쏟아 왔습니다.
특히, 2013년은 재도약의 원년으로 삼고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
전 임직원 모두 똘똘 뭉쳐 지역 디자인 산업의 발전을 이끌었던 한해였습니다.
창조, 도전, 변화, 청렴을 경영철학의 핵심가치로 정하고
조직을 디자인 기업과 고객 중심으로 개편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조직의 뜻을 하나로 모아 성장 동력의 발판을 마련한 다음,
신규 사업을 20여 개로 늘려 기업의 디자인 개발과 다양한 교육연구 사업을 펼쳐 나갔습니다.
여기에 국비 수탁 사업 또한 전년에 비해 2배 정도 높은 실적을 확보하여
지역 디자인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그 기반을 탄탄하게 다지는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지역 디자인 산업의 발전과 육성을 위해 쉼 없이 달려 온 2013년.
그 열정과 성과를 2014년에도 이어나가
디자인 산업 현장에서 흘리는 땀과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디자인의 인적, 물적, 모든 정보를 최대한 활용하여
동남권 디자인 산업의 발전을 앞당겨 가겠습니다.
그리하여 기업이 살고, 산업이 살고, 지역 경제가 되살아 날 수 있도록
(재)부산디자인센터는 동남권 디자인 융·복합 산업의 중추기관으로서 그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부산디자인센터 원장 홍군선

(재)부산디자인센터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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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개요 DCB Overview
개원일

2007. 4. 20

설립형태

재단법인 (비영리법인)

위치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동로 57

규모

대지 5,410㎡, 연면적 23,435㎡ (지하 3층, 지상 8층)

주요시설

전시실, 이벤트홀, 회의실, 디자인벤처센터, 디자인체험관, 장비지원실 등

연혁 History
공공디자인 혁신사업, 디자인관련 교육, 지역특화 디자인 혁신산업, 선진 해외디자인 정보수집 등과 같은
다양한 활동을 통해 수도권에 편중돼 있는 디자인 사업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부산의 품격있는 브랜드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됐습니다.
2012

4월

홍군선 제4대 원장 취임

2011

4월

부산디자인센터 개원 4주년

2010

11월
9월

디자인위크 2010 부산 개최 (www.designweek.kr)
김재명 제3대 원장 취임

2009

9월
5월

지식경제부 디자인 거점센터 지정
지식경제부 국가디자인 인재육성사업 주관기관 선정

2008

11월
9월

디자인체험관 개관
김재명 제2대 원장 취임

2007

4월

재단법인 부산디자인센터 개원

2006 12월
8월
6월
4월

부산디자인센터 건물 준공 (건축 10월 / 전기 통신 12월)
박수철 초대 원장 취임
부산디자인센터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시행 (설립허가 및 법인등기)
재단법인 부산디자인센터 창립 발기인 총회

2002 10월

부산디자인센터 건립 기본계획 수립

조직도 Organization Chart
이사장
이사회

감사

원 장
운영위원회

전문위원회
정책조정실
섬유패션 TF팀

기획경영팀

디자인지원팀

인력양성팀

전략사업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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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B 경영비전 Vision of DCB

미션

디자인 관련 인적·물적·정보 등의 집적 및 활용을 통해
동남권 지역의 디자인산업을 육성 발전시킴으로써
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비전

동남권 디자인 융·복합 산업의 중추기관

경영철학
핵심가치
경영목표

고객감동경영

디자인산업진흥

창조 (Creation)

도전 (Challenge)

산업융합 활성화

변화 (Change)

청렴 (Clear)

공공·서비스 디자인 혁신

❶ 중소기업의 디자인융합 경영 확산
❷ 지속가능한 미래 선도형 디자인 인재 육성
❸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공공분야 디자인 지원

전략방향

5대 전략목표

전략목표

인재중시경영

10대 중점과제

중소기업 디자인
경쟁력 고도화

❶ 중소기업 디자인 역량 강화
❷ 디자인 융합 기술개발 지원

선도인력 양성
및 일자리 창출

❸ 디자인 융합 선도인력 양성
❹ 현장수요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역산업 디자인
경쟁력 강화

❺ 수·해양산업 디자인 경쟁력 강화
❻ 섬유패션 분야 디자인산업 육성

공공분야 디자인 지원

경영효율화 및
창조경영

❼ 공공분야 디자인 개선 지원
❽ 디자인 문화 확산

❾ 경영효율화를 통한 신뢰 확보
❿ 지역 디자인 창조경제 선도

2013 DCB Projects Res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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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추진사업
기업지원 사업

① 신상품 개발 디자인지원사업
② 디자인 창업보육 지원사업
③ 수출 수산물 포장디자인 개발 지원사업
④ 부산디자인마켓 운영
⑤ 국제디자인 교류사업
⑥ 소상공인 디자인개발 지원사업 (신규)
⑦ 리사이클(Recycle)디자인 상품개발사업 (신규)
⑧ 지역산업 기술 개발사업 (국비수탁)
⑨ 부산섬유·패션산업R&D지원사업 (시비수탁)
⑩ 동남권 광역경제권 선도사업 (국비수탁)
⑪ 광역권 디자인 지원사업 (신규, 국비)
⑫ 봉제소공인특화지원센터설치운영 (신규, 국비)
⑬ 수산물브랜드 및 포장디자인개발 지원사업 (신규)
⑭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 (해양바이오헬스산업분야, 신규, 국비)
⑮ 광역경제권연계협력사업 (신규, 국비)

디자인 교육·연구 사업

①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국비수탁)
② 청년취업아카데미사업 (국비수탁)
③ 코리아디자인멤버십 (국비수탁)
④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 (국비수탁)
⑤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 (신규, 국비)
⑥ 지역 디자인산업 발전 과제 개발
⑦ 부산의류제조집적지 실태조사 (신규, 시비)
⑧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 (영상콘텐츠 육성 지원사업, 신규, 국비)

디자인 진흥 사업

① 디자인정보지 발간
② 지역디자인혁신사업 (국비수탁)
③ 부산 수산브랜드 관광상품 개발사업 (시비수탁)
④ 제15회 부산관광기념품공모전 (시비수탁)
⑤ 부산디자인상품 브랜드화 사업 (신규)
⑥ 글로벌 에코디자인 패션비즈 지원사업 (국비수탁)
⑦ 부산디자인학교 운영 (신규)
⑧ 도시디자인탐사단 (신규)
⑨ 과거와 오늘을 잇는 시민참여 전시축제 (신규, 시비)
⑩ 희망부산 100년 타임캡슐·기념조형물 디자인 및 기본설계 용역 (신규, 시비)
⑪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시범사업 (신규)
⑫ 제2차 해운대구 도시디자인 기본계획 (신규, 구비)
⑬ 음식점외국어 메뉴판 제작지원 (시비수탁)

효율적 시설관리 및
장비 운영 활성화

① 중소기업 및 대학 시제품 제작비 대폭 할인 (신규)
② 찾아오는 부산디자인센터 운영 (신규)
③ 안정적 정보전산 시스템 운영
④ 출력실, 섬유패션 장비 운영 활성화
⑤ 디자인체험관·자료실 운영
⑥ 효율적 시설대관 및 센터 운영

2013년 주요 업무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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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주요 업무성과

1. 기업지원사업 강화
| 신상품개발 디자인 지원사업 |
•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의 신상품 개발을 지원하여
제품의 고부가가치화를 도모했습니다.
- 연 2회, 한 과제당 35백만원 정도 지원
- 지원기간 3개월에서 4개월로 연장
- 40개 기업, 22개 과제, 총 540백만원 지원

| 광역권 디자인 지원사업 (신규사업) |

• 부울경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디자인 컨설팅을 무료로 실시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했습니다.
- 디자인 애로사항 접수 받아, 디자인 컨설팅 실시
- 디자인 컨설팅 지원업체 144개 및 DB구축, 성과확산 공유회 및 컨설팅 성과체험전
디자인 활용방안 교육 4회, 사례집 1건, 지식재산권 1건, 고용창출 및 전문인력 양성 21명

| 디자인 창업보육 지원사업 |
•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1인 디자인 창조 기업이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펼쳤습니다.
- 10개 디자인 1인 창조기업, 100백만원 지원
- 시제품화를 위한 자금 지원, 사무실 무상제공
지식재산권 등록비, 멘토 연결
- 지원 전 대비 최대 8배 매출 상승
- 디자인 1인 창조기업 육성으로
일자리 창출 기여 및 디자인산업 육성 일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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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디자인개발 지원사업 |
• 부산시 각 구·군에서 소상공인 141개 업체를 추천 받아,
홍보 리플릿, 메뉴판 디자인 개발 등
164백만원을 지원했습니다.
- 부산시 각 구·군별로 10개 이내 추천
- 7개 디자인 전문기업이 각각 20여 곳의 소상공인 업체
마케팅 분야 디자인 개발
(디자인 개발 업체 당 22백만원 지원)
- 내부 외부 메뉴판, 전단지, 외부가격표시 등 디자인 개발

| 부산디자인마켓 운영 |
• 지역 디자인 비즈니스의 장이자, 축제인 부산디자인마켓을
운영하여 1만 8천여 명의 관람객이 방문한 가운데,
5천만원의 매출을 올리는 등 대성황을 이뤘습니다.
- 2013. 5. 31 ∼ 6. 2 (3일간), 벡스코
- 83개 디자인 관련업체 참여
- 디자인 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담 및 계약 체결
상품 판매존, 디자인제품 전시존, 디자인 체험존 운영

| 봉제소공인특화지원센터 설치운영 |
• 봉제산업기반조성으로 봉제인력양성, 단체결성, 봉제산업
지원 등을 통하여 봉제 소공인의 경쟁력을 강화했습니다.
- 산업통상자원부 위탁 : 사업비 530백만원
(국비 380, 시비 100, 자체 50)
- 봉제 소공인을 위한 소공인 경영대학, 기술전수 기능
인력 양성, 작업장 환경 개선, 공동 이용장비 봉제장비
임차지원, 봉제네트워크 구축 등 지원
- 봉제소공인의 전반적인 환경 개선을 통해 경쟁력 강화,
집적지 봉제 소공인 간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발전의 동력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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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부·부산시 등 수탁사업 유치 활발
| 2013년 수탁사업 유치 현황 |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부산광역시 등에서 21개 수탁사업 5,936백만원을 유치하여
부산의 다자인 산업 육성과 발전을 위해 적극 지원했습니다.
(2012년 실적 : 14개 사업 3,028백만원)

| 세부현황 |
구분

사 업 명

국비 / 시비

지역디자인 혁신사업

산업통상자원부

국비

461

지역산업 기술 개발사업

산업통상자원부

국비

30

부산광역시

시비

100

산업통상자원부

국비

410

부산광역시 교육청

국비

25

산업통상자원부

국비

70

부산 수산브랜드 관광상품 개발사업

부산광역시

시비

50

제15회 부산관광기념품 공모전

부산광역시

국비 + 시비

76

음식점외국어 메뉴판 제작지원

부산광역시

시비

80

산업통상자원부

국비

450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고용노동부

국비+자체

1,198

청년취업 아카데미사업

고용노동부

국비

516

산업통상자원부

국비 + 시비 자체

490

신규

부산의류제조집적지실태조사

부산광역시

시비

50

신규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

고용노동부

국비

900

신규

해운대구

구비

150

신규

과거와 오늘을 잇는 시민참여 전시축제

부산광역시

시비

160

신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시범사업

부산광역시

시비

320

신규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해양바이오헬스산업분야)

산업통상자원부

국비

180

신규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영상콘텐츠육성 지원사업)

산업통상자원부

국비

50

신규

광역경제권연계협력사업

산업통상자원부

국비

150

신규

※ 수탁사업 이자수익 등

부산광역시

시비

20

신규

부산섬유·패션산업R&D지원사업
코리아디자인멤버십 교육사업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
글로벌 에코디자인 패션비즈 지원 사업

광역권 디자인 지원사업
확
보
사
업

사업비

위탁기관

봉제소공인특화지원센터설치운영

제2차 해운대구 도시디자인 기본계획

합

계

(백만원)

5,936

비고

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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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디자인 교육·연구사업 확대
|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사업 |
• 중소기업 디자인종사자를 대상으로 직무능력 향상 교육을 실시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했습니다.
- 고용노동부 위탁 : 국비 1,197백만원 (전년대비 증 569백만원)
- 교육추진을 위한 컨소시엄 구성 : 304개 기업 (신규 98개 기업 유치)
- 24회차 훈련 완료 (460명 수료)

| 청년취업아카데미 사업 |
• 고용노동부 사업으로 국비 499백만원을 확보 (전년대비 증 201백만원)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취업으로 연계시켰습니다.
- 학점인정 협약을 통한 연수기관 운영 : 동명대학교, 동주대학교, 신라대학교, 인제대학교
- 대학 졸업예정자 (졸업자) 대상 후반기 교육 실시 : 9개 과정 23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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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리아디자인멤버십 |
• 디자인 관련학과 우수한 학생을 발굴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인재로 양성
해외 및 지역 기업에 취업으로 연계시켜 역량을 발휘 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 산업통상자원부 위탁 : 국비 410.4백만원 (전년대비 증 43.4백만원)
- 지역특성화프로그램 및 지역사회봉사 활동, 산·학·연 프로그램 추진, 국내외 워크숍 참가 및
인턴십·공모전·기획전시 지원, 해외 디자인 워크숍 및 2013 광주디자인비엔날레 참가

| 중소기업청년취업인턴제 (신규) |
• 146개 기업과 협약을 맺고, 인턴제 배정인원 230명에 추가로 80명의 졸업예정자 및 미취업자에게
인턴의 기회를 제공하여, 산업 현장의 땀과 수고를 체험케 했습니다.
- 고용노동부 위탁, 국비 900백만원
- 미취업 청년층의 인턴제 신청을 통한 취업 알선 및 고용지원금 지급 (1인당 최대 870백만원)
- 인턴제 실시기업 지도 점검, 적격심사, 현장점검 등을 통한 철저한 관리
- 현장실무 습득기회 제공, 동남권 청년 취업률 향상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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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효율적인 시설·장비 운영 활성화
| 센터 시설관리 영업수입 증대 |
구

분

2012년

2013년

전년대비 증감

대관료 수입

189백만원

225백만원

36백만원

주차료 수입

52백만원

116백만원

64백만원

장비지원실 수입

53백만원

117백만원

64백만원

임대료·관리비 수입

479백만원

448백만원

△ 31백만원

합 계

773백만원

906백만원

133백만원

| 주차관제시스템 변경 | ▶ RF카드방식 → 차량번호인식 (LPR)
• 2013년 5월 30일부터, 주차관제시스템을 RF카드에서 차량번호인식 (LPR)방식으로 변경
회계처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주차비 정산 오류 및 시간을 단축시켜 고객의 만족도를 높여나갔습니다.

| 중소기업 장비지원사업 활성화 |
• 디자인 종사자가 자주 이용하는 출력실을 민간 위탁하여, 전문성을 높이고
서비스의 질을 개선하여, 시설의 활용도를 높이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 2013년 출력실 이용률 264건, 이용료 65백만원 (2012년 이용료 45백만원)
- 이용시간 연장 및 센터와 입주업체 대상 가격할인 서비스 제공
• 지역 중소기업과 디자인학과 학생 및 시민들에게 시제품(RP)제작비를 5시간 기준
시간당 100천원에서 25천원으로 대폭 할인하여 센터의 장비활용도를 높였습니다.
- 할인대상자 장비세팅비 2만원 무료제공 (평균 50% ~ 30% 정도 가격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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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활발한 해외협력으로 글로벌 경쟁력 강화
(재)부산디자인센터는 세계와의 교류 협력을 통해 지역 디자인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는 한편,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 디자인 발전에 기여해 나갔습니다.
2013년에는 일본, 이탈리아, 토고, 인도 등 부산을 찾은 세계의 바이어가
(재)부산디자인센터를 방문하여 한국의 동남지역 디자인 동향과 발전상을 들여다보고,
부산의 디자인 산업과 서로 교류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국가

내

용

방문자

일본 나가사키

일본 나가사키 그래픽디자인협회 센터 투어 및 간담회

하야시다 시호 외 13명

KOBE

KOBE Design City Promotion Office

KOBE 국장 외 다수

이탈리아

이탈리아 디자인 기업 센터 투어 및 간담회

이탈리아 디자인 관계자

토고

토고 차관 센터 투어 및 간담회

토고 차관 외 다수

베트남, 중국, 캄보디아

베트남, 중국, 캄보디아 공무원 센터 방문

아시아계 공무원 3명

인도뭄바이

인도 뭄바이 OMP Delegation 센터 투어

인도 뭄바이 56명

에티오피아

에티오피아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센터 투어

에티오피아 사절단 등 15명

아프리카 토고 방문 (2013년 7월)

베트남, 중국, 캄보디아 공무원 방문 (2013년 7월)

인도 뭄바이 방문 (2013년 9월)

아프리카 에티오피아 방문 (2013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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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경영 효율화 성과

1. 신명나는 일터 조성을 위한 인사제도 개선
| 개선목적 |
• 일반직·공개 경쟁시험을 통한 우수 인재 유치, 신명나는 일터를 조성하기 위한 성과관리 제도 도입 등
인사제도를 대폭 개선하여, 동남권 중소기업을 이끌어 가는 디자인 허브센터로 도약

| 개선내용 및 성과 |
• 5급 신규 직원 채용제도 개선
- 면접에 의한 계약직 채용 후 일반직으로 전환하던 제도를
일반직 공채시험(2~5배수 선발)과 면접 전형으로 채용
(시험과목 : 영어, 상식, 전공 등 3과목 120문항)
• 계약직에서 일반직으로의 전환
- 전환시험 : 상식, 전공 (2과목 80문항), 평균 60점, 3회 기회 제공
• 인사위원회 민간위원 증원 : 2명 (노무사, 경제분야 교수)
- 기능 추가 : 채용·승진, 포상·징계, 직권면직, 직무성과평가 등 심의 의결
• 직원 근무평정제도 개선운영 ▷ 성과관리제 도입 (년 2회 평가)
- 평가대상 : 1급 이하 직원 21명. 단, 1급은 원장이 별도 평가 실시
- 직무성과 계약 체결 : 원장 ⇔ 1급 이하 직원
- 평가내용 : 정량평가 (BSC 달성도평가, 직무수행태도),
정성평가 (다면평가, 직근상급자평가, 조정평가), 심사평가 (창의 실적)
- 평가결과 활용 : 성과급 (성과연봉, 성과상여금) 결정,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등

2. 해양소재·섬유패션 일자리 창출팀(TF팀) 운영
| 운영목적 |
• 해양 융복합 소재산업, 섬유·패션산업 육성 지원, 리사이클 디자인을 통한 일자리 창출 도모

| TF팀 구성 |
•4명 : TF팀 단장 (정책조정실장), 팀장 1명, 팀원 2명

2013년 경영 효율화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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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장
이사회

감사

원 장
운영위원회

전문위원회
정책조정실
섬유패션 TF팀

기획경영팀

디자인지원팀

인력양성팀

전략사업팀

| 운영계획 |
• 운영방침 : 단장이 업무총괄 (업무 분장 및 개별 업무지시 등)
• 인력운영
구분

총계

원장

정책
조정실장

기획
경영팀

디자인
지원팀

인력
양성팀

전략
사업팀

당초

22

1

1

6

6

5

3

변경

22

1

1

5 (감 1)

4 (감 2)

5

3

해양소재·섬유·패션
일자리창출팀
3 (단장 겸임)

3. 부산 디자이너의 밤 행사 개최
| 행사목적 |
• 지역 디자인 산·학·연 관계자 교류협력의 장을 위한
송년의 밤을 개최하여 부산 지역 디자인 산업의 발전 도모

| 행사소개 |
•행사일자 : 2013. 12. 26 (목) 18:00 ~
•행사장소 : 부산디자인센터 1층 로비
•참석자 : 부산디자인단체총연합회장, 동남권디자인산업협회장, 부산시 경제정책과, 입주기업
디자인전문기업, (재)부산디자인센터 임직원, KDM 학생 등 총 200여명 참석
•행사내용
- 주제 : 2013 부산디자이너들의 소통과 사랑나누기
- 1부 식전행사 : 불우이웃돕기 쌀 모금
- 2부 공식행사 : 부산디자인상, 으뜸상, 부산광역시장표창 시상, 감사패 전달
부산디자인센터 2013년 주요 업무성과 및 2014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
불우이웃돕기 쌀 모금 접수 및 전달, 교류만찬

2013년 업무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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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랑스러운 부산디자인센터 직원 포상제 도입
| 포상목적 |
• 센터의 조직문화 개선에 앞장서고 탁월한 업무수행능력을 발휘한 직원의 포상을 통해
직원들의 소속감과 자부심 고취는 물론 직원 상호간의 신뢰 문화 정착

| 포상소개 |
• 포상명칭 : 부산디자인센터 으뜸상
•훈

격 : 부산디자인센터원장

• 포상시기 : 부산 디자인너의 밤 행사 시 표창 수여
• 포상인원 : 3명 (직원 1, 기간제 2)
• 포상내용 : 표창장 및 부상 (금배지
)
※ 근무평정가점 부여 : 1점 (상반기 0.5 하반기 0.5)
• 포상 대상자 선발
- 선발시기 : 매년 12월 접수 후, 인사위원회 승인 후 시상
- 포상추천 : 부서장 또는 본인 신청
• 2013년 포상대상자
구

분

직원
기간제

부서

직급

성명

기획경영팀

일반직 5급

윤재호

기획경영팀

사원

정나형

인력양성팀

사원

김성은

※ 기간제 직원의 복지 및 자부심 고취 차원에서 수상자 추가 선정 (당초 1명에서 2명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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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회계업무 효율화 및 기업자금관리제도 도입
| 사업소개 |
• 사업개요 : 부산은행 기업자금관리제도와 신용카드결제시스템을 도입하여
이용자 편의 증대 및 자금관리 업무의 효율성 향상과 내부통제 강화로 금전사고 예방
• 사업비 : 2백만원 (자체)

| 사업성과 |
• 신용카드결제시스템 도입을 통해 현금 징수로 인한 비리 예방 및 내부통제 강화로 금전사고 예방
• 부산은행 이캐쉬브랜치 기업자금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실시간 전 계좌 거래내역, 잔액 파악 등 자금관리 업무의 효율성 증대

6. 효율적·합리적 재무관리를 위한 예산편성
| 사업소개 |
• 사업개요 : 관행적으로 하반기에 예산이 집중적으로 집행되는 것을 방지하여 효율적인 예산집행 달성
• 사업목표
- 예산집행 점검을 통한 사업관리
-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예산편성
- 외부의견 수렴을 통한 사업예산 편성의 타당성과 합리성 검토

| 사업성과 |
• 부산디자인마켓 외 2개 사업 예산 조기집행 달성
• 분기별 예산집행실적 보고 4회
• 외부위원 투자심사참여 1회, 외부의견수렴 1회

2013년 업무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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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선정 평가 가이드라인 구축
| 사업소개 |
• 사업개요 : 평가절차의 투명성, 평가의 중립성을 위한 평가체계 개선
대외 민원에 대한 일관성 있는 대응으로 고객 만족도 향상
• 사업목표 : 평가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

| 사업성과 |
• 선정평가 18회 개최
• 사업선정 평가단 확충 : 160명 → 301명

8. 디자인 관련 단체 협조체계 강화
| 사업소개 |
• 사업개요 : 센터의 역할과 디자인산업 발전에 대한 다양한 의견 수렴 및 구체적인 발전방향 모색
• 참석자 : 운영위원, 디자인전문가 및 종사자, 학생, 일반인 등

| 사업성과 |
• 2회 개최 (상반기 1회, 하반기 1회), 60여명 참석
• 센터 운영에 대한 10여건 의견 수렴 및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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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3

9. 문화체험 배낭여행
| 사업소개 |
• 사업개요 : 침체된 직원의 사기를 북돋아 자신감과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직장 분위기 조성
세계화 마인드 함양과 새로운 문화체험을 통한 발상의 전환 유도
• 사업목표 : 2팀 (4명 내외)
• 사업예산 : 5,000천원

| 세부내용 |
• 여행국가 : 싱가포르
• 여행기간 : 2013. 12. 8 ~ 12 (3박 5일)
• 참여인원 : 2팀 3명 (기획경영팀 2명, 인력양성팀 1명) 참가
• 장소 : 클락키, 유니버셜스튜디오, 레드닷 뮤지엄, 오차드로드, 싱가포르 아트 뮤지엄 등
• 주요성과
- 해외 우수 디자인의 성공사례 벤치마킹으로
사업 기획 시 해외의 우수 디자인을 벤치마킹하여 경쟁력 있는 사업 추진가능
- 지속적인 디자인트렌드 파악 추진
- 디자인 정책에 따른 계획도시 조사로
건물과 자연의 조화로운 공존을 통한 환경디자인 개발가능
- 국외 선진 사례 벤치마킹을 통하여 공공디자인 및 셉테드 사업 등 활용 가능

문화체험 배낭여행 (싱가포르), 레드닷 디자인 뮤지엄 (red dot design museum) 방문

Business Support Project

2013 재단법인 부산디자인센터 연차보고서
Design Center Busan Annual Report 2013

기업지원
사업

_ 기업지원사업 만족도조사
_ 신상품 개발 디자인 지원사업
_ 디자인 창업보육 지원사업
_ 수출 수산물 포장디자인개발 지원사업
_ 부산디자인마켓
_ 국제디자인교류사업
_ 소상공인 디자인개발 지원사업
_ 리사이클 디자인상품 개발사업
_ 지역산업기술개발사업
_ 부산섬유패션산업 R&D 지원사업
_ 동남권 선도산업 육성사업
_ 광역권 디자인 지원사업
_ 봉제소공인특화지원센터 설치운영
_ 수산물브랜드 및 포장디자인개발 지원사업
_ 지역특화산업 육성사업 (해양바이오헬스산업분야)
_ 광역경제권연계협력사업

기업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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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지원사업 만족도 조사 |
조사개요
• 조사기간 및 기관 : 2013. 1. 6 ~ 2014. 2. 8 / 다솜리서치
• 조사대상

사업명

대상년도

참여기업

수주관기업 수

2011

14

14

2012

21

21

중소기업 디자인개발 지원사업
(신상품개발디자인지원사업)

2013

20

22

디자인 창업 보육 지원사업

2013

10

10

수출품 포장디자인 개발 지원사업

2013

7

2

조사결과
1. 중소기업 디자인개발 지원사업 만족도 조사결과
• 참여기업 매출액 분석 (지원받은 과제의 매출)
사업년도
(매출변동 범위)

2011년 과제
(2012 ~ 2013년 매출변동 평균)

2012년 과제
(2013년 매출 변동 평균)

매출변동

+ 37.1%

+ 49.9%

1) 2013년도 주관기업 만족도
- 조사대상

- 조사결과

구분

조사결과

조사업체 수

총 22개 업체 대상

총 종업원 수

평균 9.9명 (5 ~ 10명 미만 59.1% › 10명 이상 27.3%)

디자인 보유인력 수

평균 8.0명 (5 ~ 10명 미만 68.2% › 5명 미만 18.2%)

주관기업 전문분야

제품 36.1% › 시각 27.8% › 포장 19.4% › 브랜드 11.1% › CI = 기타 (환경) 2.8%

(N=22, 단위 :점)

① 사업참여과정 만족도
89.1

87.3

② 본 사업의 지속성 여부
91.8

87.3

81.8

88.2

지속의향 있음
9.1

94.5

92.7

보통 4.5

96.4
평가점수

사업참여과정
(요소만족도)

신뢰성

적합성

신속성

③ 디자인 자문단에 대한 의견 점수비교
71.2

70

71.8

71.8

합리성

지원성

공감성

성실성

지속의향 매우 있음
86.4

④ 사업비의 적절성 평가
조사내용
사업비의 적절성 여부

조사결과
적절함 : 59.1%
부적절함 : 40.9%

적정 금액

제품디자인분야 : 평균 44,160천원
시각디자인분야 : 평균 320,000천원

본 사업의 추천 의향
디자인자문단
(멘토)

컨설팅
적절성

디자인 발전에
도움

전문성
보유

추천의향 평가점수 92.7%

기업지원사업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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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3년도 참여기업 만족도
- 조사대상

구분

조사결과

조사업체 수

총 20개 업체 대상

디자인인력 보유 유무

보유하고 있음 40.0% : 보유하고 있지 않음 60.0%

디자인 보유인력 수

평균 4.4명

디자인개발분야

제품 40.7% › 포장 25.9% › 브랜드 22.2% › CI 7.4% › 시각 3.7%

- 조사결과 (N=20, 단위 :점)
② 본 사업의 지속성 여부

① 서비스 품질 요소별 만족도 점수비교

95

95

93.3

98

93

92

96

지속의향 있음
10.0

81

98

평가점수

요소만족도

전문성

대응성

신뢰성

신속성

합리성

지원성

공감성

지속의향 매우 있음
90

③ 디자인전문회사 연계에 대한 의견 점수 비교
90

91

91

92

자사 디자인
발전 기여

전문 실력
보유

자사의견
반영

86

디자인전문회사 적절한
연계
컨설팅 수행

④ 새로운 사업 시행 및 성공여부
구분

조사결과

신사업 시행유무

시행할 수 있었음 20.0% : 시행할 것이다 80.0%

신사업 진출 성공 여부

성공함 100.0% (4개 업체)

신시장 진출유무

진출할 수 있었음 15.0% : 진출할 것이다 85.0%

신시장 진출 성공 여부

성공함 100.0% (3개 업체)

지원사업을 통한 효과 정도

지원 전 대비 평균 38.0% 증가 예상 (최소 4.0% / 최대 100.0%)

기업이미지 및 가치제고 효과

보통 5.0% : 효과 큼 30.0% : 매우 효과 큼 50.0%
평가점수 92.0점

디자인개발비 적절성 여부

현재 사업비 적절함 75.0% : 적절하지 않음 25.0%

적정 지원 금액

제품분야 : 평균 41,670천원
시각분야 : 평균 30,000천원

참여기업의 디자인개발비 부담 적절성

현재 수준 적절함 35.0% / 부담금 감소해야 함 65.0%

희망 부담금 비율

희망 부담금 비율 15% : 53.8% › 10% : 46.2%

본 사업 추천 여부

추천 의향 평가점수 93.0점

기업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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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디자인창업보육 지원사업 만족도 조사결과
- 조사대상

구분

조사결과

조사업체 수

총 10개 업체 대상

디자인개발분야

제품 디자인 분야 100.0%

- 조사결과 (N=10, 단위 :점)
① 서비스 품질 요소별 만족도 점수비교
87.9

88

90

요소만족도

전문성

대응성

94

신뢰성

88

90

신속성

합리성

② 지원사업 효과에 대한 의견 점수 비교
92.7

지원사업 효과

94

88

인식개선

투자여부

92

84

지원성

공감성

③ 멘토에 대한 의견 점수 비교

96

역량강화

82

80

멘토효과

컨설팅
적절성

86

사업화
역량 강화

④ 새로운 사업 시행 및 성공여부
구분

조사결과

아이디어 사업화 도움 정도

매우 큰 도움 60.0%, 도움 됨 40.0% / 평가점수 92.0점

가장 큰 도움이 되었던 지원 내용

디자인 아이디어를 시제품화하기 위한 자금지원 70.0% ›

가장 부족했던 지원 내용

우수 사례에 대한 적극적 홍보 30.0%

현재 지원사업비 적절성 여부

현재 수준 적절 30.0% : 지원 금액 규모 증액 70.0%

디자인 창업 보육 지원사업 업체 공간 무상 제공 30.0%

희망 지원 금액

평균 21.4 백만원
(15백만원 57.1% › 20백만원 28.6% › 50백만원 14.3%)

본 사업 추천 의향

추천 의향 평가점수 89.0점

3. 수출수산물포장디자인개발지원사업 만족도 조사결과
1) 2013년도 주관기업 만족도
- 조사대상

구분

조사결과

조사업체 수

총 2개 업체 대상

총 종업원 수

평균 12명

디자인 보유인력 수

평균 11명

주관기업 전문분야

모두 제품디자인ㆍ시각디자인 100.0% (2개 업체)

80

멘토의
전문성

기업지원사업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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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결과 (N=20, 단위 :점)
(요소만족 )

② 본 사업의 지속성 여부

① 서비스 품질 요소별 만족도 점수비교
100

92.9

100

100

100

100

80
70

100
평가점수

지속의향 매우 있음
100

사업참여과정
(요소만족도)

신뢰성

적합성

합리성

신속성

지원성

공감성

성실성

④ 사업비의 적절성과 추천의향

③ 디자인자문단(멘토)에 대한 의견 점수 비교
100

93.3

90

90

조사내용

조사결과

사업비의 적절성 여부

적절함 50.0%
적절하지 않음 50.0%

디자인자문단
(멘토)

컨설팅
적절성

디자인
발전에도움

적정 금액

업체 당 1천만원

본 사업의 추천 의향

추천 의향 평가점수 85.0점

전문성
보유

2) 2013년도 참여기업 만족도
- 조사대상

구분

조사결과

조사업체 수

총 7개 업체 대상

디자인인력 보유 유무
사업 분야

모두 보유하고 있지 않음 100.0%
수산물가공 57.1%(4개 업체), 선어가공, 천연조미료 가공, 패류 1차 가공 각각 14.3%(1개 업체)

- 조사결과 (N=7, 단위 :점)
② 본 사업의 지속성 여부

① 서비스품질에 대한 요소별 만족도 비교
94.3

94.3

89.7

94.3

지속의향 있음
28.6

100
88.6
77.1

74.3

94.3
평가점수

요소만족도

전문성

대응성

③ 사업 효과에 대한 의견 점수 비교
84.8

80

82.9

신뢰성

신속성

합리성

지원성

④ 디자인전문회사 연계에 대한 의견 점수 비교

91.4

87.2

88.6

85.7

88.6

지속의향 매우 있음
71.4

공감성

⑤ 지원사업 관련 매출액 증감률
42.9

85.7

28.6

14.3

지원사업
효과

디자인
인식개선

디자인발개발 디자인 관련
예산반영(예정) 계획 수립

디자인전문회사
적절한
연계
컨설팅 수행

자사 디자인
발전 기여

전문 실력
보유

자사의견
반영

매출액 5%
증가 예상

14.3

매출액 10%
증가 예상

매출액 20% 매출액 30%
증가 예상
증가 예상

⑥ 사업의 전망 및 사업비 적절
조사내용

조사결과

조사내용

새로운 사업 시행 여부

그럴 것이다 100.0%

사업비 규모 적절성

조사결과
적절함 28.6% : 적절하지 않음 71.4%

새로운 시장 진출 여부

그럴 것이다 100.0%

희망 지원 금액

평균 9백만원

기업이미지 가치 제고

보통 14.3% : 효과 큼 28.6%

본 사업 추천 의향

추천 의향 평가점수 82.9점

기업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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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품 개발 디자인 지원사업

사업기간

2013. 2 ~ 12
사업비

창출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의 신상품에 디자인을 접목시켜
제품의 경쟁력을 높여나갔습니다.

540,000

천원

본 사업은 1년 이내에 상품출시와 사업화가 가능한 신상품을

사업내용

중소기업 신상품 개발
연

우수한 기술과 디자인을 보유한 중소기업이 꾸준히 수익을

2 22
회,

개 과제 지원

대상으로 과제당 3천 5백만 원을 지원하여 제품의 디자인
뿐 아니라, 개발 지원 등 제품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게
도왔습니다. 특히 2013년은 전년도 성과 분석을 토대로
지원 기간을 3개월에서 4개월로 연장해 디자인 전문 기업이
디자인 개발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상반기 10개 과제, 하반기 12개 과제를 지원
했으며 기업에 적절한 컨설팅을 수행해 자사 디자인 발전에
기여도가 높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실제, 지원을 받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92%가
지원 사업을 통해 기업의 이미지가 높아졌다고 평가했으며,
본 사업을 지속적으로 이용할 의향 또한 98%에 달할 만큼
사업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전년도 지원을 받은 중소기업의 경우, 지원을 받은 후 매출이
평균 65.6%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그 중에는 최고
150% 증가한 기업도 있었습니다.
디자인을 통해 제품의 경쟁력과 소비자의 인지도를 높이는
신상품개발 디자인 지원사업. 2014년에는 기업의 수요를
고려한 맞춤 지원으로 중소기업 뿐 아니라,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상품 개발 디자인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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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추진절차
사업공고

전담기관 홈페이지 및 기업지원기관 유관기관 홈페이지 등

>

주관기업, 참여기업간 협의

참여기업 현금부담금 지급 확약서 작성 등

>

접수 (사업신청)

주관기업, 전담기관

>

사전검토

전담기관

>

과제선정평가

평가단 (주관기업 및 참여기업 대표 참석 원칙)

>

수행과정 현장점검

개발과정 현장 점검 (평가단 동행, 자문 등)

>

최종평가

평가단 (주관기업 및 참여기업 대표 참석 원칙)

>

사업비정산 및 최종보고서 제출

주관기업 (최종보고서 제출은 10일 이내)

>

제품출시 및 사업화

주관기업 및 참여기업

>

사업성과 점검 (1년 단위/2년)

참여기업

사업 추진일정
2013. 3. 신상품 개발 디자인 지원사업 상반기 모집 공고
5. 상반기 지원과제 선정평가, 선정과제 협약 (10개 과제)
6. 상반기 지원과제 1차 사업비 지급
9. 상반기 지원과제 최종평가, 하반기 지원과제 선정평가
선정과제 협약 (12개 과제)
10. 상반기 지원과제 2차 사업비 지급
하반기 지원과제 1차 사업비 지급
12. 하반기 지원과제 최종평가
사업 참여 만족도 조사 실시

기업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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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결과목록
신제품 개발 디자인 지원사업 결과
22개 과제, 40개 기업 지원
상반기 10개 과제, 226,816천원지원, 하반기 12개 과제 276,515천원 지원

22 40
Project

Business
Support

| 상반기 10개 과제, 226,816천원지원 |
1

SNS 기반 스마트폰 피부 진단장치 제품디자인 및 APP디자인개발

참여기업

프로엠테크놀리지

주관기업

(주)리디자인

2

051-753-4821

www.cad114.co.kr

부산시 사상구 엄궁동 138-2 (재)부산테크노파크 211-2호

051-304-9060

www.redesign.co.kr

선진교통카드 시스템 구축을 위한 버스단말기 디자인 개발

참여기업

삼원에프에이(주)

주관기업

(주) 아이온

3

부산시 해운대구 우2동 1475 센텀벤쳐타운 305호

부산시 남구 문현동 470-5

051-630-3005 www.samwonfa.com

부산시 해운대구 우동 1457 부산디자인센터 801호

051-202-3438

syjw67@naver.com

태양광을 이용한 수입대체용 그린 채광시스템 개발

참여기업

(주)에이비엠그린텍

부산시 해운대구 우동 1470 에이스하이테크21 1301호

051-759-8632

abmarch.co.kr

주관기업

디자인 에코

부산시 사하구 하단동 동아대학교 산학연구관 414호

051-207-3530

bobboy@hanmail.net

4

유해가스 흡수처리를 위한 Random Packing 디자인개발

참여기업

주식회사 전진엔텍

부산시 사상구 학감대로 178번길 17 (학장동)

051-315-2371

www.jet21c.com

주관기업

(주)나노디자인그룹

부산시 해운대구 수영강변대로 140 부산문화콘텐츠콤플렉스 707호

051-925-9901

media@nanogroup.co.kr

5

감성적 해양레저 활동을 위한 수출용 투명 소형 보트 제품 디자인 개발

참여기업

아트핸즈

부산시 해운대구 센텀 6로 21, 407 (우동, 인텔리움센텀)

051-741-8342

www.arthands.co.kr

주관기업

아트핸즈

부산시 해운대구 센텀 6로 21, 407 (우동, 인텔리움센텀)

051-741-8342

www.arthands.co.kr

6
참여기업
주관기업

7

스마트 주변기기 포장디자인 & 브랜드 개발
㈜코시

남흥건설(주)

주관기업

(주)보아스커뮤니케이션

www.cosy.co.kr
www.proin@korea.com

부산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702번길 43

051-818-1870~6

www.namhung.net

부산시 해운대구 우동 1454 벽산 e-센텀클래스원 2차 309호

051-556-0050

www.boascc.net

부산시 해운대구 APEC로 17, 센텀리더스마크 4207호

051-745-9833

www.schaffengott.com

부산시 해운대구 센텀북대로 60 센텀IS타워 1013호

051-337-0080

www.innus.kr

제품의 BI 및 포장디자인 개발

참여기업

(주)샤픈고트

주관기업

이너스(INNUS)

9

051-524-1293
051-243-0441

만달레이 원두커피 패키지 디자인 & 브랜드 디자인

참여기업

8

부산시 금정구 금사동 81-1

프로인커뮤니케이션 부산시 해운대구 우동1454 벽산 e-센텀클래스원 2차 307호

화재감지기 포장디자인

참여기업 주식회사 다스코리아 부산시 강서구 식만로 13-19

051-715-0119

dassk@paran.com

주관기업

051-893-9123

okdodo2009@hanmail.net

051-727-6700

www.damiru.co.kr

051-756-4410

www.dodmts.co.kr

10
참여기업
주관기업

디자인두두

부산시 남구 대연3 74-2 동일 1006

브랜드스토리가 담긴 천연원물가루 BI 및 포장디자인 개발
주식회사 해오름 바이오 부산시 기장군 일광면 동백리 197-1
돋음

부산시 해운대구 수영강변대로 140 부산문화콘텐츠콤플렉스 624-625호

신상품 개발 디자인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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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반기 12개 과제 276,515천원 지원 |
11

KI Fitness Balancing Shoes

참여기업

이너스(INNUS)

부산시 해운대구 센텀북대로 60 센텀IS타워 1013호

051-337-0080

www.innus.kr

주관기업

이너스(INNUS)

부산시 해운대구 센텀북대로 60 센텀IS타워 1013호

051-337-0080

www.innus.kr

부산시 해운대구 센텀동로57 부산디자인센터 606호

051-759-5090

www.bymom.org

부산시 진구 범천동 중앙대로 591-1번지

051-636-1238 www.designbusanlab.com

12

실내용 보온텐트 제품디자인

참여기업

(주)바이맘

주관기업

(주)디자인부산

13

다목적 사용화 및 콤팩트화를 실현한 수출용 고압스팀세척기 개발

참여기업

에스제이이(주)

주관기업

(주)디자인엑스투

14
참여기업
주관기업

15

부산시 기장군 정관면 산단7로 78-21

051-521-3200

www.sjecorp.com

부산시 해운대구 재송동 1210 벽산e-센텀클래스원 307호

051-742-0143

designx2.kr

051-418-7796

ast.sungjin@gmail.com

051-925-0141

www.iamcc.co.kr

레이더센서와 영상카메라를 일체화한 보안시스템 디자인개발
에이에스티 (AST)

부산시 해운대구 센텀동로99 벽산이-센텀클래스원 1303호

아이엠커뮤니케이션 부산시 해운대구 우동 1459 퍼스트인센텀 605~6호

전자문서를 위한 모바일 기기 카메라용 인감스캐너 디자인 개발

참여기업

블레싱에코디자인

부산시 사하구 낙동대로 550번길 37 동아대학교 산학연구관 SM 420호

051-202-3515

stylist35@gmail.com

주관기업

블레싱에코디자인

부산시 사하구 낙동대로 550번길 37 동아대학교 산학연구관 SM 420호

051-202-3515

stylist35@gmail.com

16

중앙 집중식 진공청소 시스템 핸들부 제품디자인 개발

참여기업

한미실업(주)

주관기업

크리에이티브 퍼스

17

부산시 금정구 금사동 75-4번지

051-532-6033~5 www.hanmipipe.com

부산시 금정구 장전1동 388-1번지 2층

051-583-8686

www.persinc.net

글로벌 포장디자인 및 브랜드 기본형 개발

참여기업

농산식품

부산시 강서구 송정동 1761-3

051-831-6695

www.hsun.co.kr

주관기업

㈜CMC

부산시 해운대구 센텀동로 57 부산디자인센터 807호

051-744-5990

cmcad@korea.com

18

기장미역(특산물)을 이용한 하트모양 성형 미역의 포장디자인 및 BI 개발

참여기업

(주)기장사람들

주관기업

아이큐브

19
참여기업
주관기업

20

부산시 기장군 장안읍 대룡1길 23-16

051-722-2248 www.dongreen.co.kr

부산시 해운대구 센텀동로 71, 502호(우동, 벽산e-센텀클래스원 2차)

051-626-4002

www.iqv.co.kr

051-271-8322

www.canakorea.com

051-905-1100

www.design2004.co.kr

(주)카나의 수출용 여성화장품 및 유아용품 브랜드 포장디자인 개발
주식회사 카나

부산시 사하구 괴정동 사리로 84 동주대학 창업보육센터 303호

디앤아이커뮤니케이션 부산시 수영구 광남로 178 태인빌딩 4층

기업의 인지도 향상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패키지 디자인 개발

참여기업

㈜씨웰

부산시 해운대구 센텀동로 99 (재송동 벽산e-센텀클래스원 508-1)

051-532-1436

www.seawell.kr

주관기업

㈜씨웰

부산시 해운대구 센텀동로 99 (재송동 벽산e-센텀클래스원 508-1)

051-532-1436

www.seawell.kr

051-704-2358

www.saradainc.co.kr

051-416-1717

www.goldenday.kr

070-4082-2468

www.weisure.co.kr

051-892-0515

www.ye-gam.com

21

CI / CCTV하우징 아웃박스 1종 2점 디자인 개발

참여기업

주식회사 사라다

주관기업

주식회사 골든데이

22

부산시 해운대구 재송동 1209번지 센텀IS타워 903호
부산시 영도구 절영로 71 멀티지원센터 304호

웨어러블 건강관리 디바이스 Wellfit Pro 브랜드 디자인개발

참여기업

웨저

주관기업

주식회사 예감

부산시 남구 대연3동 경성대학교 창업보육관 B113
부산시 부산진구 가야동 동의대학교 산학협력관 303호

기업지원 사업
034

01

SNS 기반 스마트폰 피부 진단장치
제품디자인 및 APP디자인개발
01 과제 개발 범위
•스마트폰의 다양한 사이즈에 고정이 가능한 SNS 기반
스마트폰 피부 진단장치 제품디자인과 자가진단 APP디자인개발

02. 디자인 개발방향
•하드웨어 제품디자인 - 다양한 사이즈에 고정될 수 있는 유니버셜 (가변형)디자인
•자가진단 APP디자인 - 사용하기 쉬운 GUI를 통한 바이오 피드백

03. 개발제품의 특장점
•하드웨어 제품 - 스마트폰을 통해 사용자가 간단하고 편리하게 자신의 피부를 측정
10만원 대의 저렴한 피부진단 장치, 사용자에게는 신뢰성 및 처방제공
•자가진단 APP - 가입화면, 메인화면, 측정화면, 기록화면, 진단화면, 설정화면으로 구성
피부결, 모공, 주름, 색소를 체크할 수 있으며, 히스토리로 자신의 피부
변천사 체크 가능

최종성과

최종결과물

아이디어 스케치

참여기업

주관기업

프로엠테크놀리지

(주)리디자인

신상품 개발 디자인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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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선진교통카드 시스템 구축을 위한
버스단말기 디자인 개발
01 과제 개발 범위
•5세대 신제품 개발로 10인치 사양의 운전자 단말기, 4.5인치 사양의 승/하차 단말기
소형 LED 세그먼트가 장착된 소형하차 단말기, 주제어장치 MCU 커버의 디자인개발

02. 디자인 개발방향
•기존 운전자 단말기의 LCD 창을 확대하고, 버튼의 시인성을 높이며
단말기의 브라켓과 탈 부착이 용이한 형태를 형성
•소형하차 단말기의 도입을 통해 좀 더 구체적으로 사용자의 접근성 및 가시성 제고
•Family Product 실현으로 기업 Identity 및 제품 Line의 통일성을 제시하고
버스 내 미관 고려하여 단말기 이용 빈도 및 활용성 상승

03. 개발제품의 특장점
•공공제품의 성격상 채도가 낮은 Gray 계열이 Main컬러로 적용
삼원 FA의 고유 컬러인 Deep Bule의 Point컬러 사용
•이용자의 이동경로 확보와 돌발 상황 시
승객의 안전을 생각한 Round가 적용된 Slim한 디자인 적용
•하단 결제부위의 라운드 처리로 승객의 신체부담을 보다 효율적으로 줄일 수 있는 디자인 적용

최종성과

아이디어 스케치

참여기업

최종결과물

주관기업

삼원에프에이(주)

(주) 아이온

기업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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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태양광을 이용한 수입대체용 그린 채광시스템 디자인개발

01 과제 개발 범위
•자료 분석 (시장분석 자료 및 리서치) / Idea Sketch / 3D Rendering / 제품 Mock-Up

02. 디자인 개발방향
•수입대체를 목적으로 한 디자인 / 주변환경과 조화가 이루어진 디자인
•안전 사고 및 위험요소를 최소화한 디자인 / 생산 및 물류가 용이한 디자인
•건물의 미관을 돋보이게 할 수 있는 디자인 및 시공이 용이한 디자인
•태양에너지 (자연에너지), 친환경에너지를 이용한 편리하고 쾌적한 디자인
•사용 환경에 효율적인 디자인 개발 / 기능과 디자인이 조화를 이루는 제품 개발

03. 개발제품의 특장점
•본 디자인 개발을 통한 제품의 적용은 대형 산업시설, 중정, 아트리움, 전시시설, 생산시설 등
다양한 대공간 (산업 및 복합 대형 시설)용 시설에 적용가능
•본 제품은 신재생에너지 분야 중 그린 채광시스템에 활용
일조권이 확보되지 않는 대형공간 및 장소에 적용
인공조명 대체 및 단열기능을 부가하여 높은 에너지절감 효과를 갖는 조명기구로 활용

최종성과

최종결과물

참여기업

주관기업

(주)에이비엠그린텍

디자인 에코

신상품 개발 디자인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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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가스 흡수처리를 위한
Random Packing 디자인개발
01 과제 개발 범위
•화학제품 + 기능성디자인 (유해가스 흡수처리를 위한 Random Packing 디자인개발 국산화)

02. 디자인 개발방향
•국내에서는 최초로 시도되는 국산화 유해가스 흡수 Random Packing 디자인제품개발
•국외에 의존된 원천기술의 디자인개발의 국내화
•원천기술의 국내화로 기존의 국내 정유회사 및 화학 산업에 비싼 가격으로 제공되던
Random Packing에 대한 가격 경쟁력 확보

03. 개발제품의 특장점
•주요디자인의도 – 대칭, 아이덴티티, 균등 분할, 수직적측면 개방감 보완
J-STAR는 전진엔텍의 첫글자 이니셜 J를 가운데 5방향으로 단면으로 형상화
차후 전진엔텍의 톡특한 아이덴티티가 될 것임
STAR의 별모양이 접목돼 방향성의 균등을 이루고 있어
유체, 기체가 어울려 폐가스가 잘 정제될 것으로 사료
평면 가스여과 뿐만 아니라 입면의 가스여과도 투과 효과

최종성과

최종결과물

참여기업

주관기업
아름다운세상을 디자인하는 기업

주식회사 전진엔텍

(주)나노디자인그룹

기업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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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감성적 해양레저 활동을 위한
수출용 투명 소형 보트 제품 디자인 개발
01 과제 개발 범위
(1) 안전성 : 사용자의 안전성을 고려하여 안전한 제품으로 디자인 및 개발
(2) UX (User Experience) : 투명부를 최대한 확보하여 사용자에게 다양한 경험을 제공
(3) 다목적 : 다양한 비즈니스 용도로 활용이 가능,
저렴한 가격으로 많은 사람이 쉽게 구입할 수 있는 제품으로 개발

02. 디자인 개발방향
•디자인 콘셉트 :‘답답한 도시에서 자연으로 돌아가다’
•스포츠, 레저문화에서도 힐링 (Healing)을 추구하는 추세
•재충전과 함께 자연의 생생함도 함께 충전하는 감성적 개념의 도입 필요

03. 개발제품의 특장점
•상/하 결합구조, 상부의 물이 실내로 유입되는 것 방지
•반투명 처리로 여름의 과도한 태양광이 사용자에게 반사되는 것 최소화
•선미 부분 탑승자의 가방 등 짐을 실을 수 있는 수화물 공간 마련
•모터를 사용하지 않을 시 노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
•발 받침을 통해 노를 저을 때 힘을 분산하도록 인체공학적으로 설계
•측면부 EVA 쿠션 소재로 충격방지 및 전복시 물에 가라 앉지 않도록 함

최종성과

아이디어 스케치

최종결과물

참여기업

주관기업

아트핸즈

아트핸즈

신상품 개발 디자인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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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주변기기
포장디자인 & 브랜드 개발
01 과제 개발 범위
•스마트 주변기기 (아이폰, 갤럭시 등)의 판매촉진을 도모할 수 있는 신규 브랜드와
디자인이 적용된 포장디자인 5종 개발 (케이스, 액정필름, 스탠드, 거치대, 충전용품)

02. 디자인 개발방향
•IT 주변기기 산업의 새로운 혁신을 이끌어갈 첨병으로,
㈜코시만의 차별적, 호의적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
나아가 트렌드를 이끄는 창의적 IT 기업으로서 역할을 고려하여 개발

03. 개발제품의 특장점
•㈜코시의 스마트 주변기기 브랜드 네임‘JECO’
는
join (연결 부위, 접합 부분), ego (나 자신), joy (기쁨[즐거움], 환희), ever (항상) 등의
스마트폰 주변기기로의 연결성과 스마트 라이프의 즐거움을 표현하는
코시제품이라는 뜻을 내포. 쉽게는‘제대로 만든 코시의 제품’이라는 의미도 포함
•제코의 브랜드 정체성을 표현하는 포장디자인으로서 브랜드 콘셉트의 연결성을 나타내고자
원형의 그래픽 모티브에 연결성을 나타낼 수 있도록 디자인

최종성과

최종결과물

참여기업

주관기업

㈜코시

프로인커뮤니케이션

기업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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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달레이 원두커피
패키지 디자인 & 브랜드 디자인
01 과제 개발 범위
만달레이 원두커피 포장디자인 (6종) & 브랜드 디자인 체계화

02. 디자인 개발방향
•원두커피 소비 성향이 보편적인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시장으로 변화함으로써
원두 제품만으로는 더 이상 소비자들에게 매력적인 요소로 다가갈 수 없다는 것에 기인함
•커피 만달레이의 고지대에서 천천히 자랄수록 향미가 더 농축되는 아라비카는 스페셜 티
로스터들이 사용하는 가장 품질이 뛰어난 커피로서, 깊은 향미를 더 깊게 느낄 수 있도록
오랜 시간을 두고 마시자는 의미를 넣어 개발

03. 개발제품의 특장점
•커피에 대한 즐거움, 추억, 편안함과 같은 스토리텔링을 통한 포장디자인 개발로 소비자
입장에서 많은 이야기거리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즐거움을 주고 입소문을 통한 홍보효과 창출

최종성과

최종결과물

참여기업

주관기업

남흥건설(주)

(주)보아스커뮤니케이션

신상품 개발 디자인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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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의 BI 및 포장디자인 개발

01 과제 개발 범위
•차량용 도어가드 BI 1종, 차량용 도어가드 포장 5종

02. 디자인 개발방향
•DEPS의 고유명사화와 함께 DEPS만의 정체성을 담아내면서
글로벌 감각을 지향하기 위한 브랜드 개발로 상품의 브랜드 이미지 상승과 인지도 지속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위해 가독성이 높은 워드마크 적용 및
글로벌 이미지 제고를 위한 영문 형태의 브랜드 개발
•제품디자인의 모티브를 연계하여 브랜드의 일괄된 이미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함과 동시에 브랜드의 인지도 확보

03. 개발제품의 특장점
•제품의 형상이 DEPS의 대표 이니셜‘D’
와 유사한 점을 착안,
이를 단순화하여 브랜드 대표이미지로 구축
•브랜드와 일괄된 이미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하자는 목표에 맞추어 동일한 포인트 컬러를 사용해
소비자가 브랜드와 제품, 포장의 연관성을 빨리 찾을 수 있도록 구현

최종성과

최종결과물

참여기업

주관기업

(주)샤픈고트
이너스(INNUS)

기업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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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감지기 포장디자인

01 과제 개발 범위
화재감지기 포장디자인 (보급형 1종, 고급형 1종) / 사찰용 (문화재) 페이스디자인 1종 3점

02. 디자인 개발방향
•보급형 포장 : 패턴 및 컬러 콘셉트에 의한 디자인 전개
•고급형 포장 : 포장구조의 차별화, 제품 기능의 직접적 이미지 전달
•페이스 디자인 : 사찰 내 / 관공서 / 기타시설 페이스에
한국적 문양 및 단청문양을 적용한 스마트 단독감지기 페이스

03. 개발제품의 특장점
•세계최초기술특허 / 온도편차에 관계없이 미세한 연기 감지기술
•건전지 (3V) 10년 수명 / 화재시 음성경보 / 90da화재경보음
•연기농도 자동편점기능 / Power 자동복원 기능

최종성과

최종결과물

참여기업

주관기업

(주)다스코리아

디자인두두

신상품 개발 디자인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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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스토리가 담긴 천연 원물가루
BI 및 포장디자인 개발
01 과제 개발 범위
•기존 브랜드 슬로건‘자연요리 연구가’리뉴얼 다미루 원물가루 4종

02. 디자인 개발방향
•건강에 좋고 믿을 수 있는 제품임에도 천연원물가루 100%의 이미지와
제품의 속성을 잘 드러내지 못하는 용기 가격대에 비해 제품의 트렌디 하지 못한 외관
브랜드 슬로건“자연요리연구가”
를 통한 브랜드 스토리텔링을 연계한 브랜드 통일화 작업 진행

03. 개발제품의 특장점
•30-40대 주부 50명
돋음 자체 설문조사 결과

성분표시 확인

75%

심플한 디자인 선호

82%

•소가족 중심의 웰빙 건강 문화와 건강을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는 30-40대 신세대 주부들의
설문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직함, 단순함, 신뢰, 깨끗함을 담은 용기
•고급형 (유리용기)과 보급형 (PET)으로 구분

최종성과

최종결과물

참여기업

주관기업

주식회사 해오름 바이오

돋음

기업지원 사업
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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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 Fitness Balancing Shoes

01 과제 개발 범위
•밑창 1종, 갑피 남·여 4종
•상기 대상 제품에 대한 디자인이 적용된 시제품 제작 (MOCK-UP)
•시제품 수정 및 보완 후 디자인 감리
•디자인 출원

02. 디자인 개발방향
•자료조사와 분석을 통한 브리프 완성 (시장조사 및 분석, 디자인전략 및 방향 선정)
•아이디어 스케치에 의한 콘셉트 도출
•밑창모듈의 디자인 갑피패턴에 대한 입체적 신규가공기법과 소재, COLOR의 조화
밑창모듈의 MID-SOLE, OUT-SOLE이 결합된 상태의 3D 시뮬레이션
•상세 디자인 및 시제품 제작 (MOCK-UP)

03. 개발제품의 특장점
•기존 KI Brand의 신규 카테고리 Fitness Line 개발
•실외스포츠 (워킹, 러닝) 및 실내스포츠 (에어로빅, 웨이트트레이닝)까지 만족시킬 수 있는 제품개발
•심플한 패턴과 다양한 신규공법을 활용하여 경량성 및 쿠셔닝 부여
•내·외전 현상을 잡아주는 다목적 멀티기능화 개발

최종성과

아이디어 스케치

최종결과물

참여기업

주관기업

이너스(INNUS)

이너스(INNUS)

신상품 개발 디자인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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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용 보온텐트 제품디자인

01 과제 개발 범위
•제품디자인 1종, 목업

02. 디자인 개발방향
•면소재(혼방)를 활용한 어린이용 실내 보온플레이 하우스
•설치가 수월한 직관적인 구조 (Frame)를 가질 것

03. 개발제품의 특장점
•필요에 의해 가변적으로 형태가 변하는 보온 플레이하우스
•Frame에 다양한 외피를 적용해서 쓸 수 있음
•크기의 변화에 따라 전 연령층에서 사용가능 (Universal Design)

최종성과

최종결과물

참여기업

주관기업

(주)바이맘

(주)디자인부산

기업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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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목적 사용화 및 콤팩트화를 실현한
수출용 고압스팀세척기 개발
01 과제 개발 범위
•에스제이이(주)의 신제품이 기술적인 경쟁력과 가격, 디자인 경쟁력을 동시에 갖출 수 있도록 지원

02. 디자인 개발방향
•금형의 개수를 감소시키기 위한 제품 파트의 최소화
•기존의 스팀세척기와의 차별성 있는 형태 제안을 통한 Brand identity 확보
•내부 부품의 재배치 및 조립 공정의 최소화를 통한 제작 단가 감소

03. 개발제품의 특장점
•스팀세척기의 주 사용이 세차임을 감안하여 날렵하면서 강한 형상을 적용
색의 대비를 통한 Brand logo의 부각
•Dead space를 최소화 하여 Size는 축소하고 분사력을 강화하여 기술적인 경쟁력 확보
•생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공정 및 재료 소진을 최소화 하여 제작 단가 감소

최종성과

최종결과물

참여기업

주관기업

에스제이이(주)

(주)디자인엑스투

신상품 개발 디자인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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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더센서와 영상카메라를 일체화한
보안시스템 디자인개발
01 과제 개발 범위
•레이더센서와 영상카메라 기능을 일체화한 실외용 보안시스템 외형 케이스 및 브라켓 디자인개발

02. 디자인 개발방향
•단순한 방범용 영상카메라가 아닌 레이더센서 기술을 보안용품에 융합한
혁신성을 시각적으로 강조한 디자인개발
•복잡하지 않은 구조와 형태로 조립과 설치가 용이한 구조적으로 안정적인 디자인개발
•레이더센서 기술적용 보안용품 고유의 독창적 캐릭터 라인의 적용으로 차별화 제품디자인 개발
•외부환경에서도 장기간 지속사용 가능하도록 내구성이 우수한 소재 및 구조가 적용된 디자인개발

03. 개발제품의 특장점
•복수개체 인식 및 거리구분 개체인식 기술적용
•사각지대 침입자 접근 시, 검지 및 알람표시 기술적용
•영상 카메라 센서 내장 연동 기술적용
•레이더센서와 카메라센서 기술의 컨버전스로 인한 새로운 보안용품 시장개척
•사후조치 보안기능에서 즉시대응 보안기능으로 선진화된 보안 요구사항에 부응
•AL 압출소재 케이스 적용으로 방열효과를 높이고 세련되고 고급스런 제품이미지 구현

최종성과

아이디어스케치

참여기업

최종결과물

주관기업

에이에스티 (AST)

아이엠커뮤니케이션

기업지원 사업
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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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문서를 위한 모바일 기기 카메라용
인감스캐너 디자인 개발
01 과제 개발 범위
•자료 조사 및 분석 / 디자인 Concept 개발 / 디자인 개발 / 디자인 출원

02. 디자인 개발방향
•Pro Life / 도시적 감성이 살아있는 감각적 미니멀리즘
•Compatibility / 다양한 태블릿과 도장 사이즈를 사용할 수 있는 호환성
•Compact / 휴대가 간편한 가볍고 컴팩트한 사이즈
•Function / 고화질의 이미지 출력 해킹/보안문제 차단

03. 개발제품의 특장점
•국내최초 전자문서 시스템과 호환성을 갖는 인감스캐너로써 시장창출 및 선점 가능
•다양한 태블릿 기기와 도장을 사용 할 수 있는 호환성을 갖추었으며
콤팩트한 사이즈로 이동, 보관, 관리가 편리
•사용자와 환경을 고려한 심미성을 갖춘 제품으로 주요 사용자인 금융권 관계자와
비즈니스 사용 환경을 고려하여, 신뢰감 있고 정제된 이미지로 디자인

최종성과

최종결과물

참여기업

주관기업

블레싱에코디자인

블레싱에코디자인

신상품 개발 디자인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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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 집중식 진공청소 시스템
핸들부 제품디자인 개발
01 과제 개발 범위
•중앙집중식 진공청소 시스템의 핸들부 및 벽체 컨넥터 디자인 개발

02. 디자인 개발방향
•인테리어 트랜드와 접목가능하고 가전의 환경에 녹아들 수 있는 디자인
•수출형 디자인, 남녀노소 등 사용자가 다양한 만큼 Universal Design 요소 반영
•형태 언어의 경우 구조의‘Minimal’
한 형태와 인체공학적 측면 반영

03. 개발제품의 특장점
•무거운 몸체 부분의 이동에 따른 문제점 해결, 사용자의 청소 부담감 감소
•미세먼지 및 냄새방출로 인한 호흡기 질병의 예방
•중앙 집중식 강력한 흡입력으로 일반 청소기 비교 2 ~ 4배의 효과

최종성과

최종결과물

참여기업

주관기업

한미실업(주)
크리에이티브 퍼스

기업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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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포장디자인 및 브랜드 기본형 개발

01 과제 개발 범위
•글로벌 브랜드 기본형 디자인 1건, 우리쌀 가공식품 포장디자인 4종 8점

02. 디자인 개발방향
•글로벌시장에서 소비자 구매력을 높일 수 있는 포장디자인 개발
•함양쌀 100%를 사용하여 만든 고급 제품의 이미지로 전략 설정
•주 타깃은 20대 초반 ~ 30대 초반의 외식세대로 1인 가구

03. 개발제품의 특장점
•가래떡의 단면을 모티프로 한 브랜드 아이덴티티 정립
•주종색 화이트를 기본으로 하여 각 제품군의 특징을 반영한 포인트 컬러
•다양한 형태변화에 따라 각 수출시장 환경에 맞춘 지기구조 개발

최종성과

최종결과물

참여기업

주관기업

농산식품

(주)CMC

신상품 개발 디자인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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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미역(특산물)을 이용한
하트모양 성형 미역의 포장디자인 및 BI 개발
01 과제 개발 범위
•기장미역을 하트모양으로 성형한 신상품, 하트미역의 포장디자인 및 BI 디자인 개발

02. 디자인 개발방향
•미역의 전통성을 고려한 소재의 선택과 하트형태의 특성을 고려한 디자인
•고급스럽고 전통적인 디자인으로 제품의 가치를 전달하는 디자인 개발

03. 개발제품의 특장점
•하트모양의 미역에 축하, 감사,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선물할 수 있는 포장 디자인과
하트모양을 모티브로 활용한 브랜드 (BI) 디자인개발

최종성과

최종결과물

참여기업

주관기업

(주)기장사람들

아이큐브

기업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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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카나의 수출용 여성화장품 및
유아용품 브랜드 포장디자인 개발
01 과제 개발 범위
•여성화장품 CANA CUTE-EL 브랜드 개발 및 패키지디자인과
유아용품 Baby-el 브랜드 개발 및 패키지디자인 개발

02. 디자인 개발방향
•CANA CUTE-EL : 전량 수출되는 제품으로 수출국의 시장특성과 트렌드에 맞춘 글로벌 디자인
주 타깃층인 10 ~ 20대 여성에게 제품 특성을 명확히 전달할 수 있는
디자인 개발
•Baby-el : 유아용품은 골드 키즈의 등장으로 안전성이 가장 우선시 되는 바
소비자에게 제품의 안전성에 대한 신뢰를 전달하는 디자인 개발

03. 개발제품의 특장점
•네이밍이 지닌 아기천사의 의미를 가장 직접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캐릭터를 개발하여
브랜드와 패키지디자인에 적용, 패키지디자인의 경우 제품을 노출시키는 형태를 통해
제품의 안전성에 대한 신뢰성 구축

최종성과

최종결과물

참여기업

주관기업

주식회사 카나

디앤아이커뮤니케이션

신상품 개발 디자인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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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인지도 향상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패키지 디자인 개발
01 과제 개발 범위
•브랜드 개발 (BI)
•패키지 디자인 : 1) 장어 2) 스시네타 3) 훈제연어 패키지 디자인

02. 디자인 개발방향
•브랜드 개발 : 소비자 인식개선, 낙후된 중소기업의 이미지 개선, 수산물의 안정성 표현
(각종 환경오염 문제로 수산물의 안정성 대두, 이를 탈피하기 위해 청정이미지 구축)
•패키지 개발 : 복잡한 지기구조 개선, 부재료 사용 최소화, 환경오염 제품소제 변경, 현 디자인 개선

03. 개발제품의 특장점
•브랜드 개발 특장점 : 수산식품 제조 브랜드로 제품에 대한 신뢰, 청결, 신선함을 소비자에게
강조하고 인식을 개선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먹을거리라는 인식을 심어주며
강한 이미지보다 부드러운 이미지와 친근한 색으로 소비자들에게
친근하게 다가설 수 있도록 함
•패키지 개발 특장점 : 생산성 향상과 원가절감으로 제품의 가격경쟁력을 가질 수 있으며
타제품과 구별되는 디자인으로 홍보효과 향상

최종성과

최종결과물

참여기업

주관기업

㈜씨웰

㈜씨웰

기업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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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 / CCTV하우징 아웃박스
1종 2점 디자인 개발
01 과제 개발 범위
•CI Basic / BI 네이밍/ Basic/ Application - CCTV 하우징 아웃박스 1종 디자인 개발

02. 디자인 개발방향
•(주)사라다의 정체성 확보를 위한 CI 이미지 개선 고급형 포장
: 포장구조의 차별화 제품 기능의 직접적 이미지 전달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BI 도입 / 경쟁력 확보

03. 개발제품의 특장점
•사라다의 뛰어난 기술력 / 객체검지 및 영상분야 6개 핵심기술 특허 보유
•운영 소프트웨어 기술 / 고해상도 감시 카메라

최종성과

최종결과물

참여기업

주관기업

주식회사 사라다

주식회사 골든데이

신상품 개발 디자인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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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어러블 건강관리 디바이스
Wellfit Pro 브랜드 디자인개발
01 과제 개발 범위
•웨져 CI BI 어플리케이션, 포장디자인 개발

02. 디자인 개발방향
•건강 관리 및 건강 증진에 대해 높아진 소비자의 인식을 반영한 브랜드
•건강과 관련된 콘텐츠 영역이므로 서비스에 대한 안전성, 신뢰, 믿음을 충족시키는 브랜드
•양방향 콘텐츠 제공으로 확대되고 중요해진 소통을 강조한 브랜드

03. 개발제품의 특장점
클라우드 기반 Wearable(웨어러블) 활동량계 개발 및 사용자 맞춤형 건강 컨텐츠 제공 플랫폼 개발
•GPS를 통한 활동량 계측기술
•Bluetooth를 통한 Wireless 환경구축

최종성과

최종결과물

참여기업

참여기업

웨저

주식회사 예감

기업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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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창업보육 지원사업

사업기간

2013. 2 ~ 12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1인 창조기업을 육성
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비

100,000

천원

디자인 멤버십 수료자 등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사업내용

1인 창조기업 과제당

이는 부산광역시 거주자로서 디자인 1인 예비창업자나 코리아

1

천만원 이내 차등지원

사업화 하고자 하는 1인 디자인 창업주에게 주는 혜택으로
2013년 4월 신청을 받아 10개 창업주를 지원했습니다.
지원금은 한 기업 당 1천만 원 이내에서 차등으로 지원했으며,
1차 60%, 2차 40%로 2회 나누어 지급했습니다. 지원 내용은
아이디어를 시제품화 할 수 있도록 자금을 지원해 줄 뿐 아니라,
사무실을 무상으로 제공해 주고, 지식 재산권 등록과 전문
그룹으로 구성된 멘토를 연결하여 1인 창조기업이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펼쳤습니다.
그 결과, 디자인 1인 창조기업 10개
기업이 혜택을 받아, 지원 전 대비
최대 8배의 매출을 올려 급변하는
디자인 시장에서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으며, 이를
통해 1인 창조기업에 대한 선도적
사례를 이끌어 내어 이미지를 제고
하고, 나아가 부산에서 추진하고
있는 디자인 산업 육성에 일조하는
효과를 거뒀습니다.

디자인 창업보육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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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추진일정
2013. 3. 창업 보육실 정비
4. 사업공고
5. 지원 과제 선정 (디자인 1인 창조기업 10개)
6. 과제별 협약 및 1차 사업비 지급
8. 과제별 멘토 지정, 멘토 회의 진행 (과제별 최소 4회 이상)
10. 멘토 활동 결과 보고 회의 (각 과제별 멘토 10명)
11. 최종 평가, 지식 재산권 등록 지원
12. 사업비 정산 및 결과 보고, 성과 전시

언론 보도
국제신문 (2013. 11. 4) - 부경대 공업디자인과 4학년 정승빈 씨, 레드닷 디자인어워드 심사위원 특별상

• 2013-11-04 / 이흥곤 기자

부경대 공업디자인과 4학년 정승빈 씨,
레드닷 디자인어워드 심사위원 특별상
물 적당량 뿌려주는 화분 개발…회사 창업해 본격 출시 예
화분의 꽃이 말라죽는 원인은 두 가지. 물을 안 주거나 반대로 물을 많이 주기 때
문.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학생의 아이디어가 국제 디자인대회에
서 수상한 데다 곧 상품으로 시판될 예정이어서 관심을 모은다. 부경대 공업디
자인학과 4학년 정승빈(29·사진) 씨의 벽걸이용 화분‘Rainy Pot’
이 바로 그
것이다. 정 씨는 기능성에 감성을 접목한 창의성을 인정받아 지난달 말 싱가포
르에서 열린 세계 3대 디자인대회인‘레드닷 디자인 어워드’
시상식에서 콘셉트
디자인 부문 심사위원 특별상을 수상했다.
‘Rainy Pot’
은 마치 비가 내리는 것처럼 구름 모양의 물통에서 물이 나와 화초에 떨어지도록 디자인된 작품
이다.나오는 물의 양이 상당히 중요하다. 보통 바가지 같은 것으로 물을 주르륵 부으면 식물이 스트레스를
받는다. 정 씨는“이를 방지하기 위해 물뿌리개처럼 물이 가늘게 나오도록 물통 구멍의 크기를 조절하는 데
세심한 신경을 썼다”
며“한 번에 줄 수 있는 물 80㎖가 다 흘러내리는 데 5분가량 걸린다”
고 말했다.“식당에
서 밥을 먹다가 우연히 구름무늬 벽지를 보고 이 아이디어를 얻었다”
는 그는 지난해 12월 서울디자인페스티
벌에 시제품을 전시해 큰 호응을 얻었다. 그는 부산디자인센터의 1인 창조기업 지원금 1500만 원을 받아 최
근‘Dailylife Lab’
이라는 회사를 차려 이달 말에‘Rainy Pot’
제품을 시중에 본격 출시할 예정이다. 그는
“저의 디자인을 접하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는 글로벌 디자이너가 되는 것이 꿈”
이라고 밝혔다.

기업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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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작 가능한 페이퍼 토이

01 개발 목표
•캐릭터 프로모션 제품
- 트랜스포머 : 범블비, 바리케이드, 옵티머스 프라임 외 4종 각 500개
- 록 밴드 뮤지션 : 장미여관, 로맨틱 펀치, 국카스텐, 피아, 언체인드 외
유명 인디, 오버 록밴드 약 8팀 각 500개
•브랜드 자체 디자인 상품 - 페이퍼 블록 만년 달력 외 3종 각 500개

02. 디자인 개발방향
•각 관절 및 지정된 위치에 ND자석을 부착해서 전개도 조립
•캐릭터별 다양한 형태의 Dummy를 다른 형태로 변신 가능 (ex 자동차 ☞ 로봇)
•캐릭터 제품 이외‘페이플’만의 디자인 소품 제작가능

03. 성과 및 향후 계획
•금형제작의 부담감이 없기 때문에 간단한 무브먼트를 추가적으로 사용하여,
디자인 소품 제작 업체로 발전, 향후 1년 뒤 3D 프린터를 활용해서
영구적인 제품과 소모제품 구분하여 제품 라인업을 늘일 계획
•일본 업체와의 프로모션 전략을 시작으로 해외 시장으로 판매
•국내외 밴드 뮤지션들과 프로모션 전략으로 공연홍보 상품으로 홍보 및 판매

최종성과

기업명
업 종
주 소
이메일

페이블(Pable)
대 표 박동민
산업디자인
전화번호 051-517-4084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동로 57
heavenend@nate.com

디자인 창업보육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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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즐거운 에코경험을 위한 페이퍼제품
Folding Lamp & Triangle Stereo
01 개발 목표
•종이로 제작. 원가 절감은 물론이고, 매우 간단히 제작 가능한 휴대폰 거치장치 제시가 목표
휴대폰 거치 상태에서 음악을 청취함에 있어서 장치 내부에서
음향의 울림효과를 줄 수 있는 거치장치 개발

02. 디자인 개발방향
•별도의 칼이나 풀을 사용하지 않고, 가이드를 보고 따라 접기만 하면 되는 DIY 패키지로 구성
•폰을 스탠딩하지 않았을 때에도 책상 위 포인트가 될 수 있는 컬러로
사람들의 개성을 충족시킬 수 있는 컬러로 구성

03. 성과 및 향후 계획
•2013 서울디자인페스티벌 전시 참가
•디자인 온라인 샵 입점 및 블로그나 페이스북을 적극 활용하는 방식을 이용
다수에게 노출되고 홍보 될 수 있도록 마케팅에 매진
•국내외의 다양한 전시회 참여를 통한 바이어 컨택 및 직접 영업을 통해 기업 프로모션용
대량 판매유도. 추후 브랜드 이미지와 콘셉트를 유지하며 생활에 필요한 재미있는 아이디어가
담긴 다양한 페이퍼 제품들을 개발해 나가면서 사업을 확대해 나갈 예정

최종성과

기업명
업 종
주 소
이메일

마이너스원
대 표 김인경
시각디자인
전화번호 070-8878-2698
부산광역시 동래구 안락로 101번길 16
dlsrud14@naver.com

기업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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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한국의 전통과 문화를 담은 젓가락 교정기

01 개발 목표
•젓가락 교정기 (ONE STICK) 시제품 제작

02. 디자인 개발방향
•본 제품은 기존에 없던 관광 기념품용 젓가락 교정기라는 새로운 개념의 기념품을 개발
기존의 기념품과 차별화 및 관광기념품 시장의 경쟁력 강화
•한국 문화의 정체성을 잘 보여줄 뿐만 아니라 한국 문화를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유도

03. 성과 및 향후 계획
•서울디자인페스티벌 전시를 통해 소비자 반응 및 홍보, 그리고 아이디어제품 쇼핑몰
전통기념품 쇼핑몰 등 온라인 시장을 시작으로 제품의 인지도 향상 후 공항면세점
기념품점, 백화점 등 수수료가 높은 시장에 위험을 줄이며 안전하게 유통 예정

최종성과

기업명
업 종
주 소
이메일

바애
대 표 배병민
디자인
전화번호 051-893-8658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엄광로 68
bbm03@naver.com

디자인 창업보육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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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성과 기능성을 겸비한 벽걸이형 화분
‘레이니 팟’
01 개발 목표
•단순히 화초를 담을 수 있는 그릇에 불과하던 기존의 화분에 추가적 기능과
따뜻한 감성까지 더하여 훌륭한 인테리어 소품의 역할까지 기대
•레이니 팟 시제품 1종 3000개

02. 디자인 개발방향
•구름, 화분, 패널의 단순구조로 이루어진 벽걸이형 화분은 구름형상의 물통에 물을 부어두면
바닥의 작은 구멍을 통해 빗방울처럼 화초위에 떨어지게 되는 감성화분
•균일한 간격으로 분포되어 있는 작은 구멍들이 물조리개의 역할을 대신하여
기능성 외 자칫 귀찮아질 수 있는 물주기를 즐겁게 연출

03. 성과 및 향후 계획
•디자인 키워드인‘Motion of Nature’
를 향후 개발 될 제품 라인업에도
효과적으로 접목시켜 타사의 디자인 제품과의 차별성 확보, 유지
•2013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 수상, 2013 디자인 코리아 전시 참가
•2013 디자인코리아를 통해 연결된 일본의 해외 기업과 수출 협의 중

최종성과

기업명
업 종
주 소
이메일

데일리 라이프 랩
대 표 정승빈
제품디자인
전화번호 051-915-8331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선수촌로 21번길 30
isaacmla@hotmail.com

기업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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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자작나무 밸런스 바이크

01 개발 목표
•밸런스 바이크 (Balance Bike), 무동력의 페달이 없는 바이크 제작
자전거를 타기 전단계로서 두발을 이용해서 자전거를 움직이며 밸런스, 자세 등 습득

02. 디자인 개발방향
•친환경제품, Unique한 감성디자인으로 개발
아이들의 균형감각과 성장발육, 두뇌발달에 효과적. 페달이 없으므로 두발로 속도를 붙인 후
균형을 잡아서 타는데, 하체를 튼튼하게 해주며 전신운동의 효과도 있음. 일반 자전거에 있는
페달, 체인, 톱니, 케이블 등의 부품이 없기 때문에 부상의 위험이 적은 것 또한 특징

03. 성과 및 향후 계획
•현재 밸런스 바이크 3종 출시. 기능적인 메커니즘은 완성된 상태
•전면과 측면 디자인을 일부 수정해 남자어린이와 여자어린이의 제품을 달리 출시할 계획
•향후 지속적인 디자인 개발을 통해 소비자의 니즈를 충족시키고 제품 다양화
•자율 안전 확인 신고, 통신판매업 신고, 상표권 등록

최종성과

기업명
업 종
주 소
이메일

토미디자인
대 표 김효상
목공예디자인
전화번호 070-4063-8180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동로 57
hyohyo0070@naver.com

디자인 창업보육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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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파를 멀리할 수 있는
폰 액세서리용 핸즈프리 (이어폰)
01 개발 목표
•핸드폰에 항상 달려 있도록 하여 사용성을 높임과 동시에 자동 줄감김 방식으로
편리성을 높인 액세서리형태의 핸즈프리 (이어폰) 개발

02. 디자인 개발방향
•이어폰과 블루투스의 단점을 해결하기위해 자동으로 줄을 감아 줄꼬임을 방지함과 동시에
핸드폰고리로 핸드폰에 항상 같이 붙어 있게하여 통화 시에
언제라도 핸즈프리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액세서리형 디자인 제품 개발

03. 성과 및 향후 계획
•본 제품의 반응이 좋으면 수익금으로 업그레이드 된 제품을 개발할 계획이며 차후에는
지속 성장 중인 핸드폰 관련 액세서리 및 아이디어 상품 개발로 수익을 창출할 계획임
•디자인이 가미되고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제품들을 개발하여 다른 제품들과의
차별성과 독창성을 경쟁력으로 회사를 운영, 발전시킴

최종성과

기업명
업 종
주 소
이메일

아이리어
대 표 박병규
디자인, 문구류, 음향기기
전화번호 070-4320-9303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동로 57
isaacmla@hotmail.com

기업지원 사업
064

07

휴대와 거치가 가능한 페이퍼 기타 스탠드

01 개발 목표
•휴대와 거치가 가능한 페이퍼 기타 스탠드 시제품 제작, 크기와 무게가 다른
통기타(어쿠스틱), 일렉기타, 베이스기타, 클래식 기타, 우크렐레 등
5가지 종류의 악기를 거치 할 수 있도록 설계 및 제작
•최종 결과물은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 되고 있는 통기타와 일렉기타, 우크렐레를 목표로
3종의 통기타 (어쿠스틱) 3만개, 일렉기타 3만개 우크렐레 2천개
총 6만 2천개를 우선적으로 생산하여 판매

02. 디자인 개발방향
•두꺼운 종이 (Paper) 소재와 피라미드형 삼각 구조로 무게 중심을 잡아서 펼치는 구조
•휴대뿐만 아니라 쉽게 보관 할 수 있도록, 공간 효율성을 높힘
•어쿠스틱기타, 일렉기타, 베이스기타, 클래식 기타, 우크렐레 등
5가지 종류의 악기를 거치 할 수 있도록 제작

03. 성과 및 향후 계획
•지기구조 연구와 기타종류에 대한 제품의 종류를 확대하고, 추가적인 물품 (기타 피크 보관 케이스)
구성으로 세트 패키지 제품을 추가적으로 제작 및 생산
•생산과정에서 생기는 불필요한 공간을 활용하고, 추가적인 종이(페이퍼)제품 개발 및 생산
악기에 관련된 액세서리에 대한 제품의 종류를 확장 시켜 나갈 계획

최종성과

기업명
업 종
주 소
이메일

헤아림(HEARIM)
대 표 방창현
제품디자인
전화번호 051-527-6053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동로 57
bch781@nate.com

디자인 창업보육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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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터프레스 인쇄방식과 공예를 접목한
다양한 고급인쇄물 제작
01 개발 목표
•찍어 낸 종이의 우아하고 독특한 질감으로 디지털 인쇄로는 구현해 낼 수 없는
높은 품질의 예술 공예품 생산, 소량인쇄에 유리한 레터프레스 방식의 인쇄물 사업화

02. 디자인 개발방향
•쥬얼리 컨셉 : 레터프레스 인쇄 베이스 + 보석공예
(여성스럽고 고급스러운 디자인의 레터프레스 인쇄 베이스에 쥬얼리를 접목한 우아한 느낌의 제품)

•메탈 컨셉 : 레터프레스 인쇄 베이스 + 금속공예
(거칠고 강한 남성스러운 느낌의 레터프레스 인쇄베이스에 다양한 금속 오브제를 접목한 메탈 느낌의 독특한 제품)

•자개 컨셉 : 레터프레스 인쇄 베이스 + 자개공예
(한국 전통적인 느낌의 레터프레스 인쇄베이스에 자개를 접목한 트레디셔널한 느낌의 제품)

•패브릭 컨셉 : 레터프레스 인쇄 베이스 + 패브릭공예
(여성스럽고 스타일리쉬한 디자인의 레터프레스 인쇄 베이스에 패브릭을 접목한 패셔너블한 느낌의 제품)

03. 성과 및 향후 계획
•장비를 확충하여 다양한 관련 신제품 출시. 현장에서 즉석생산 가능한 특화제품을 개발하여
코엑스, 벡스코 등의 행사를 통해 홍보 및 판매 할 계획
•단계적으로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해외시장으로도 진출할 계획
최종성과

기업명
업 종
주 소
이메일

부에나스
대 표 김창환
디자인
전화번호 070-8688-3411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9동 410-1
kafemoka@naver.com

기업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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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어드가 가능한 패션 애견 의류

01 개발 목표
•베이직 하면서도 위트가 있으며 레이어드가 가능해서 자신의 취향대로
다양한 연출을 할 수 있는 애견의류 브랜드 사업화

02. 디자인 개발방향
•애견의류는 계절에 따라 체온유지 뿐만 아니라 애견을 돋보이게 하는데 큰 역할
•타 브랜드와 차별을 위해 기존의 한 벌 형식이 아닌 다양한 레이어드로 나만의 애견 스타일 연출
•레이어드 하지 않고 하나만 입혔을 때도 위트 있는 연출이 가능하도록 제작
•사람과 어울리고 커플룩 연출이 가능한 의류를 제작

03. 성과 및 향후 계획
•의류 디자인 및 패턴화 완료
- 총 12벌의 의류를 패턴화하여 각 제품마다 4가지의 사이즈별로 제작
•자체 온라인 쇼핑몰의 판매 진행 후, 제품군을 다양하게 갖추어
타 디자인 전문 업체에 위탁 판매 진행 계획 중
•브랜드 네이밍 및 로고화 완료

최종성과

기업명
업 종
주 소
이메일

클러스터라운드
대 표
전자상거래업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584
hyojinyong@gmail.com

김효진

디자인 창업보육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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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zzoOomm, 손목시계의 가치를
귀가 후에도 지속시켜주는 보관함 & 패키지
01 개발 목표
•외출 시 사용하던 손목시계를 집에서는 탁상시계와 같이 사용할 수 있는 손목시계 보관함
•전면의 볼록 렌즈를 통해 보관하고 있는 손목시계를 확대하여 보여줌으로써
손목시계의 디자인을 그대로 활용한 탁상시계 및 보관함 제작

02. 디자인 개발방향
•본 제품을 디스플레이로 활용하여 손목시계의 디자인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것과 동시에
다른 브랜드와 차별되는 손목시계 케이스를 통해 다른 브랜드들과의 차별성 확보
•패키지로 사용될 경우, 기존에 버려지거나 방치되는 손목시계 패키지들을 대체
패키지로서의 사용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활용 가능하도록 디자인

03. 성과 및 향후 계획
•국내 시계 제작업체들과의 협의를 통해 개별판매 혹은 패키지 형태로 제품을 판매함
•현재, 대상이 될 수 있는 국내에서 자체 브랜드를 갖고 시계를 생산하는 업체는 로만손, 갤럭시
브랜드 손목시계를 생산하고 있는 오리엔트 시계, FOCE 시계를 생산하는 아동산업, SWC 등이 있음

최종성과

기업명
업 종
주 소
이메일

빈스디자인
대 표 김경빈
제품디자인
전화번호 051-612-2830
부산광역시 남구 오륙도로 85
kkangbin@gmail.com

기업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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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수산물 포장디자인개발 지원사업

사업기간

2013. 9 ~ 12
사업비

가공 수산물의 포장 디자인을 개발하는 사업으로 수산물
가공산업과 디자인 산업의 융·복합을 통한 공동 성장으로
지역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한 사업입니다.

60,000

천원

사업내용

7

수산물 가공기업
개 과제 지원
(1개 과제당 약 550만원 지원)

참여 기업인 수산물 가공, 유통 업체는 수산가공선진화단지 내
포장디자인센터와 연계하여 추진하기 위해 부산시 수산진흥과
(국제 수산물 유통 시설관리사업소 가공단지 운영팀)에서 7개
업체를 선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포장 디자인 개발을 수행할
디자인 전문 업체는 공모를 통해 2개 업체를 뽑아 디자인 전문
업체 1곳이 3~4개 참여기업의 포장 디자인 사업을 수행하도록
했습니다.
지원 규모는 한 과제 당 550만 원 정도로 한국을 대표해서
해외에 수출이 되는 가공 수산물인 만큼 우수한 포장 디자인을
통해 제품의 브랜드를 차별화할 수 있도록 디자인 개발에
주력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다 안정적이고 고급스러워진
제품은 수산물 가공, 유통 업체의 브랜드 이미지를 한층 높여
해외 시장에서 높은 경쟁력을 확보하는 효과를 얻었습니다.
실제, 참여기업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벌인 결과, 85.7%가
기업 이미지 제고에 도움이 됐다는 의견이었고, 매출액 증감률은
지원 전 대비 평균 15% 증가를 예상했습니다.
2014년에는그동안의노력과성과를
바탕으로 수산물가공선진화단지 내
현장 밀착 지원을 통해서 사업의
효율성을 더욱 높여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출수산물 포장디자인개발 지원사업
069

사업 추진절차
사업공고

전담기관 홈페이지 및 기업지원기관 유관기관 홈페이지 등

>

접수 (사업신청)

주관기업

>

과제선정평가

평가단 (주관기업 대표 참석 원칙)

>

중간평가

개발과정 점검

>

최종평가

평가단 (주관기업 대표 참석 원칙)

사업 추진일정
2013. 9. 사업 세부 추진 계획 수립
부산시 국제 수산물유통 시설관리사업소 가공단지운영팀
지원대상 선정 (수산물 가공, 유통업체 7곳)
10. 디자인 개발 업체 모집 공고 및 선정
11. 디자인 개발 진행 및 중간평가
12. 사업비 정산 및 결과보고, 성과전시

기대효과
•수산물 수출 중소기업 수출품의 포장디자인 개선으로 매출증대
•생산품의 고부가가치로 기업경쟁력 강화 및 이윤 극대화
•산업간 융·복합을 통한 공동성장으로 지역경제의 새로운 활력 도모

기업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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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결과

기업명
주 소
전화번호
이메일

프로인커뮤니케이션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1454 벽산 e-센텀클래스원 2차 307호
051-243-0441
www.proin@korea.com

연번

업체명

소재지

연락처

이메일

1

보신글로벌(주)

부산시 서구 원양로 35-29
(국제수산물도매시장 도매장동 3층)

051-220-8383

vosin@hanmail.net

2

서강유통

부산시 동구 초량동 106-19번지

051-246-2105

mo11lsm@naver.com

3

성진물산(주)

경기도 구리시 인창동 127
도매시장 수산물동 17

031-554-9017

sungjinco123@daum.net

4

(주)다해

부산시 사하구 장림동 316-20

051-265-8163

joolieet@hanmail.net

기업명
주 소
전화번호
홈페이지

㈜디자인엑스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동로 99, 308-2호
051-742-0143
www.designx2.kr

연번

업체명

소재지

연락처

홈페이지

1

(주)석하

부산시 기장군 정관면 달산리 1077-11

051-721-5666

www.seokha.co.kr

2

(주)오션스코리아

부산시 서구 암남동 수산물도매시장
회관동 706호

051-245-8801

www.oceanskorea.com

3

티엠씨

부산시 사하구 다대로 605번길 9

051-264-3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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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참여기업

주관기업

(주)보신글로벌

프로인커뮤니케이션

01. 과제 개발 범위
수출 수산물 관련 (선으로 오징어)제품의 판매를 촉진 할 수 있는 신규 B.I와
디자인이 적용된 포장디자인 5종 개발
(박스와 비닐 소량 포장, 날 생선 포장, 세트포장, 캐리어 포장)

02. 디자인 개발 방향
㈜보신글로벌의 수산물 브랜드 개발 및 5종 포장디자인을 통해 수산물 유통 산업의
새로운 혁신을 이끌어갈 첨병으로, ㈜보신글로벌만의 차별적, 호의적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
나아가 트렌드를 이끄는 창의적 수산 산업 기업으로서 역할을 고려하여 개발

03. 개발제품의 특장점
심플하며 자연 지향적인 이미지와, 창을 내어 제품을 노출시킴으로써 제품의 속성 부각
모던한 모티브를 사용함으로써 현대적인 감각을 소비자에게 제시

최종성과

기업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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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참여기업

주관기업

(주)서강유통

프로인커뮤니케이션

01. 과제 개발 범위
(주)서강유통 늘해랑 브랜드 멸치 제품의 판매를 촉진 할 수 있는
디자인이 적용된 포장디자인 2품 6종 개발
(비닐 패키지, 선물용-종이 패키지, 아웃박스 포장)

02. 디자인 개발 방향
㈜서강유통만의 차별적, 호의적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
트렌드를 이끄는 창의적 수산 기업으로서 역할을 고려하여 개발

03. 개발제품의 특장점
파도의 형태를 그래픽 모티브화 하여 소비자에게 제품의 속성과 특징 전달
또한 패턴 역시 붓터치의 느낌을 그래픽적으로 재구성 함으로써
브랜드의 아이덴티티를 더욱 강하게 확립. 소비자의 인지성과 타 업체와의 차별성 부여

최종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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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참여기업

주관기업

(주)성진물산
프로인커뮤니케이션

01. 과제 개발 범위
디자인이 적용된 포장디자인 3종개발
(훈제고등어, 훈제조기, 훈제감치)

02. 디자인 개발 방향
사명 변경으로 인하여 현재 대표C.I, B.I가 없는 상태라 소비자들에게 NEW브랜드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며, 패키지 개발시 대표 브랜드아이덴티티 형성으로
제품의 긍정적 사고 향상을 목적으로 좀 더 친근하고 유연한 접근성을 목표로 개발 진행

03. 개발제품의 특장점
유연한 접근성을 위해 손 글씨를 사용했으며,‘맛있는 생선 가게’라는 브랜드 네임과 함께
‘생선 가게’
를 연상시키는 그래픽요소를 패키지에 도입과 함께‘생선’
의 요소를
연상시키기 위해 품종에 맞는 생선 이미지 함께 도입

최종성과

기업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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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참여기업

주관기업

(주)다해

프로인커뮤니케이션

01. 과제 개발 범위
(주)다해의 브랜드 디자인이 적용된 포장디자인 4종씩 개발
(마늘명란젓, 오징어젓, 가리비창란젓, 낙지젓) 포장디자인 1종 - 벌크포장

02. 디자인 개발 방향
식감을 자극하고 감성적 컬러배합으로 소비자들에게 이목을 끌 수 있는 디자인 제시
브랜드의 아이덴티티 확립으로 소비자의 인지성 강화

03. 개발제품의 특장점
‘비벼먹는’
제품군은 식감을 자극 하는 고채도 색상과 라운딩 패턴을 이용해
타제품과 인지성의 차별을 주었고‘소금줄인’
제품군은
전통적인 텍스트와 중채도의 색상을 이용해 소프트한 느낌 부각

최종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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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참여기업

주관기업

㈜석하

㈜디자인엑스투

01. 과제 개발 범위
시장조사 및 분석, 지기구조, 패키지 디자인
(B형 : 라벨 1종 / 인박스 1종 / 아웃박스 1종)

02. 디자인 개발 방향
착한 천연조미료에 맞는 깨끗한 느낌과 심플하면서 고급스러운 느낌을 살려
타깃인 주부를 고려한 디자인 구상

03. 개발제품의 특장점
현재 자사의 패키지는 캐릭터와 색상들이 제품의 친환경 먹거리라는 장점을
비주얼적으로 살려주지 못하고 있으므로, 타사 제품의 패키지 콘셉트, 컬러 방향을 분석하여
석하의 패키지 디자인 개발을 통해 자연적이면서 차별화를 줄 수 있는
디자인의 구상과 제품에 대한 특장점을 강조할 수 있는 디자인 적용

최종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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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참여기업

주관기업

㈜오션스코리아

㈜디자인엑스투

01. 과제 개발 범위
시장조사 및 분석, 지기구조, 패키지 디자인
(A형 : 10㎏ 아웃박스 3종)

02. 디자인개발방향
업체의 요청사항을 반영하여 심볼 느낌의 이미지와 슬로건을 사용하여 디자인함

03. 개발제품의 특장점
국내의 수산물 포장은 농산물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격은 높으나 포장실태는 저조한 편
재료 및 사이즈가 규격화 되어있지 않고, 기업의 이미지를 대변하지 못 하는 실정
그럼으로 이번 수산물 패키지의 디자인 개발을 통하여 오션스 코리아의 이미지를 대변하고
아이덴티티를 통일화 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함

최종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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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참여기업

주관기업

㈜티엠씨

㈜디자인엑스투

01. 과제 개발 범위
시장조사 및 분석, 지기구조, 패키지 디자인
(A형 : 그라비아 3종)

02. 디자인개발방향
업체의 요청사항을 반영하여 신선하고 친환경적인 느낌 부각

03. 개발제품의 특장점
기존 제품들이 녹을 경우 스티커의 접착력이 떨어지는 것을 보완하여 장기냉동보관과
유통이 용이한 그라비아 포장으로 단점을 보완시켰으며 월계수 원액으로 생선 맛을
더했다는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 B.I에 월계수색상과 제품의 특유색상을 사용하여
티엠씨의 이미지를 대변할 수 있는 기회 부여

최종성과

기업지원 사업
078

부산디자인마켓

사업기간

2013. 1 ~ 6
사업비

25,000

디자인 업체에게는 중소기업과의 비즈니스
및 마케팅 활동을, 시민에게는 디자인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부산디자인마켓.

천원

사업내용

2013년에도 업계와 시민의 호응 속에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했습니다.

디자인 기업의 비즈니스 및 마케팅을 위한 축제
연

1

회 개최

부산디자인마켓은 코리아디자인멤버십(KDM), 1인 창업기업,
소규모 디자인 기업의 비즈니스 및 마케팅 활동을 펼치기
위한 3일간의 장터이자 축제입니다.
2013년에는 5월 31일(금)부터 ~ 6월 2일(일)까지 벡스코 야외
전시장에서 83개 업체가 참여 하여 다양한 디자인 제품을
선보였습니다. 디자인 기업과 디자인을 필요로 하는 중소기업이
상담과 계약을 체결하는 등 비즈니스의 장을 마련했고, 제품은
마켓을 방문한 소비자가 직접 구매도 하고 디자이너가 되어
제품을 만들어 보는 체험의 기회도 가졌습니다.
이렇게 해서 부산디자인마켓을 방문한 관람객은 18,000여명.
2012년과 비교해 5배, 매출은 5천만 원으로 2.5배 정도 증가해
대성황을 이뤘습니다.
부산디자인마켓은 우수한 디자인 기업의 마케팅 지원을 통해
디자인과 중소기업이 하나가되어 시너지 효과를 창출했고,
지역 내 우수 디자인 기업의 경쟁력을 높였으며, 시민들에게는
지역 디자인을 널리 알림으로써 명실공히 지역 디자인의
대표적인 축제로 자리매김해 가고 있습니다.

부산디자인마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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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추진일정
2013. 1. 개최장소 협의 (대상지 4곳)
4. 사업계획 수립
5. 참여업체 수요조사 및 모집공고
5. 부산디자인마켓 개최 / 5. 31 (금) ~ 6. 2 (일), 3일간
6. 부산디자인마켓 결과보고

부산디자인마켓 결과
• 추진일정 : 2013. 5. 31 ∼ 6. 2
• 참여업체 : 83개 업체
• 매출금액 : 약 50,000천원
• 방문인원 : 18,000여 명 (체험 인원 1,450명)
※ 2012년 방문인원, 4,300명 / 체험인원 1,194명 / 매출금액 약 20,000천원

언론보도
• 부산MBC뉴스 (2013. 5. 25) - 2013부산디자인마켓, 31일부터 벡스코서 개막
• 연합뉴스 (2013. 5. 25) - 부산디자인마켓, 31일부터 벡스코서 개막
• CBS노컷뉴스 (2013. 5. 25) - 부산디자인마켓, 31일부터 벡스코서 개막

•2013-05-25 12:00 | 부산MBC 정오뉴스

부산디자인마켓, 31일부터 벡스코서 개막
부산디자인센터가 주관하는‘2013 부산 디자
인 마켓’
이 31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벡스코
야외전시장에서 개최된다. 이번 행사는 80여
개의 지역 업체와 디자이너가 참가해 시민들
에게 다채로운 디자인 상품과 체험행사를 선
보일 계획이다.

기업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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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25 08:31 김상현 기자

부산디자인마켓, 31일부터 벡스코서 개막
부산디자인센터가 주관하는 2013 부산 디자인 마켓이 31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벡스코 야외전시장에서 열린다.
이번 행사는 80여개의 지역 업체와 디자이너가 참가해 시민들에게 다채로운 디자인 상품 및 체험행사를 선보일
예정이다.
디자인 개발 지원을 받은 중소기업, 색다른 디자인으로 승부하는 1인 기업 등이 참가하는 본 행사는 디자인의 다
양한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될 전망이다.
특히 청년 실업해소를 위해 디자인센터가 추진 중인 디자인 1인 창조기업과 코리아 디자인멤버십(KDM) 학생들
도 참가해 창의적인 디자인 상품을 선보인다. 행사 기간에 디자인 문화의 확산을 위해 관람객들이 직접 만져보
고 제작하는 디자인체험존도 운영한다.
부산디자인센터 한 관계자는 "2013 부산디자인마켓은 다양한 디자인 비즈니스의 가능성을 확인하고 참신한 아
이디어 상품들을 시민과 공유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13-05-25 18:25 부산CBS 강민정 기자

부산디자인마켓, 31일부터 벡스코서 개막
부산디자인센터가 주관하는‘2013 부산 디자인 마켓’
이 31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벡스코 야외전시장에서
개최된다.
이번 행사는 80여개의 지역 업체와 디자이너가 참가해 시민들에게 다채로운 디자인 상품과 체험행사를 선
보일 계획이다. 디자인 개발 지원을 받은 중소기업, 색다른 디자인으로 승부하는 1인 기업 등이 참가할 예정
이다.
특히 청년 실업해소를 위해 디자인센터가 추진 중인 디자인 1인 창조기업과 코리아 디자인멤버십(KDM) 학
생들도 참가해 창의적인 디자인 상품을 선보인다. 행사 기간에 디자인 문화의 확산을 위해 관람객들이 직접
만져보고 제작하는 디자인체험존도 운영된다.

부산디자인마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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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부산디자인마켓 행사사진
| 마켓존 |

| 체험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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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디자인교류사업
사업기간

2013. 2 ~ 2014. 2
사업비

20,000

지역의 디자인 전문기업이 해외로 판로를 확장하여 신규
수익을 창출하고, 활발한 교류 활동을 통해 부산의 디자인
산업을 해외 시장에 알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천원

2012년 후쿠오카와 부산 디자인 기업 간 국제디자인교류

사업내용

사업을 토대로 적극적인 지원을 펼쳤던 2013년은 실질적인

디자인 업체 해외진출 지원

성과를 낳은 의미 있는 한해였습니다.
2012년 사업의 연속성을 위해 교류국가를 일본으로 한정하고,
2012년 참여 기업으로서 일본 소재 기업과 디자인 용역이나
수출 계약을 체결한 디자인 전문업체 가운데, 공모를 통해
최종 2개 업체를 선정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 업체 당 최대
6백만 원 이내에서 해외 조사 및 현지 활동비와 마케팅 비용 등
해외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을 펼쳤습니다. 또한 후쿠오카와
부산 디자인 기업 간, 상담 및 교류회를 펼쳤던 저력을 바탕
으로 2013년에도 활발하게 교류 활동을 지원하여, 디자인
기업에 일본 수출이란 성과를 안겨줬습니다. 일본 후쿠오카의
시어인 복어 모양의 USB와 스마트폰, 태블릿 스킨을 이용해
총 800만 엔(한화 9천여만 원)의 수출 계약을 따냈고, 11월
부터는 부산 디자인 기업 최초, 일본 후쿠오카의 대표적인
쇼핑몰 ‘하카타 리버레인’에 안테나숍을 오픈, 판로까지 확장해
나간 것입니다.
일본과의 디자인 교류 사업을 통해 해외시장 진출의 실질적인
기반을 마련한 국제디자인교류사업은 앞으로 교류 국가를
더욱 확대하여, 부산 디자인 기업의 수출시장을 넓히고, 글로벌
경쟁력을 높여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펼쳐나가
겠습니다.

국제디자인교류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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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추진일정
2013. 2. 사업 추진계획 수립 및 관리지침 제정
3. 사업 계획 및 사업 관리지침 공고
10. 지원대상 업체 공고
11. 디자인 전문업체 2곳 선정 및 지원금 지급
2014. 2. 사업비 정산 및 결과보고

사업 추진방법
2012년 부산·후쿠오카 디자인 기업 간 공동워크숍 및 실무회의 등 교류사업 추진
>

2012년 국제디자인교류사업에 참여했던 디자인 전문기업 중
일본과 용역이나 수출계약을 체결한 디자인 기업 2곳, 해외 활동경비 지원
>

일본과 총 800만 엔 (한화 9천여 만원) 수출 달성 및 하카타 리버레인 안테나숍 오픈, 판로 확장

사업 추진결과
<국제디자인교류사업>
• 사업내용 : 디자인 전문업체의 일본 수출 계약 수행을 위한 경비 및 교류활동 지원
• 지원업체 선정 : 공모 신청을 받아 선정 평가 후, 최종 2개 업체 선정
• 최종지원업체 : (주)디자인부산, 시선디자인
업체명
(주)디자인부산
대표 : 서무성

시선디자인
대표 : 백낙렬

일본수출업체

수출내용

지원내용

다윈LLP
(유한책임사업조합)

복어 USB 상품디자인
어플리케이션 디자인, 디자인 관리 유통

6,000천원
지원금 지급

STJ (일본디자인업체),
다윈LLP (유한책임사업조합)

스마트폰 및 태블릿 스킨 디자인

6,000천원
지원금 지급

기업지원 사업
084

사업 추진실적
1. (주)디자인부산
•수출업체 : 다윈LLP (일본 후쿠오카, 유한책임사업조합)
•수출내용
1) (주)디자인부산 : 복어USB제품 상품디자인, 어플리케이션 디자인, 디자인 관리, 유통
2) 다윈LLP : 2D디자인
•수출계약금액 : 460만엔 (한화 약 5천만원)
•교류일정
2013. 2.
3.
5.
8.
10.
11.

일본현지 1차 방문
후쿠오카 다윈LLP사와 디자인 계약서 작성
일본 현지 2차 방문 (복어USB 개발 관련 논의)
일본 현지 3차 방문
복어USB 1차 샘플, 휴대폰 스킨 샘플 및 시안제작
하카타 리버레인 안테나샵 오픈
후쿠오카 방문 (복어 USB 개발 관련 유통협의, 홍보물 제작 논의)
12. 일본 시장조사 차 방문 (문구전시회 및 신상품 개발)

•지원금 사용 : 국외여비, 자문료, 통역, 번역료, 현지 경비 및 마케팅 비용
•수출품 : 복어USB

국제디자인교류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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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선디자인
•수출업체 : STJ (일본 디자인 전문기업), 다윈LLP (일본 후쿠오카, 유한책임사업조합)
•수출내용
- 스마트폰 및 태블릿 스킨 디자인 개발 및 제품 공급
•디자인 인쇄 : (주)디자인부산
•수출계약금액 : 340만엔 (한화 약 3천 7백만원)
•지원금 사용 : 국외여비, 자문료, 통역, 번역료, 현지 경비 및 마케팅 비용
•수출품 : 스마트폰 및 태블릿 스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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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디자인부산, 시선디자인 일본 후쿠오카 하카타 리버레인 안테나샵 구축
•안테나샵 구축목적 : 일본 상품, 고객, 지역의 정보수집과 소비자 반응조사, 홍보를 위한 공간 구축
•안테나샵 장소 : 후쿠오카 하카타 리버레인 위치
•안테나샵 전시 및 판매 : 복어, 고등어 캐릭터 USB, 부산국제영화제 기념품
스마트폰 및 태블릿 스킨, 각종 문구류

기업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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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디자인개발 지원사업 (신규)

사업기간

2013. 2 ~ 11
사업비

164,600

지역 경제의 작은 거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디자인 개발을 지원하여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높이는 사업

천원

입니다.

사업내용

부산지역 소상공인

141

개 업체 지원

이는 소상공인의 판로에 활기를
불어 넣기 위해서 주요 홍보수단이자
매출신장의 통로인 메뉴판과 리플릿 등을 전문적으로
디자인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부산지역 16개 구·군청에서 소상공인 업체 10개
이내로 추천을 받아 총 141개 업체를 선정했고, 디자인 전문
기업 7곳을 선발하여, 한 디자인 개발 기업이 소상공인 업체
20곳의 디자인을 개발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그 결과, 이해도와 실용성을 높인 디자인은 곧바로 매출의
상승으로 이어졌고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높이는 성과를
얻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2014년에는 소상공인 지원에 대한 이해가
높은 소상공인지원센터의 협조를 얻어 지원 대상을 선발하여
꼭 필요한 업체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디자인개발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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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추진일정
2013. 3. 구·군별 소상공인 추천요청
4. 구·군별 소상공인 추천마감 (14개 구·군청, 141개 소상공인 업체 선정)
6. 디자인 수행 업체 선정 (7개 업체 선정)
9. 업체별 디자인 제작 진행
10. 업소별 납품 확인, 최종보고, 사업만족도 조사
11. 최종 결과 보고

사업만족도 조사 결과
구 역

만족도 평균

기장군 (1구역 - 폼폼디자인컴퍼니 / 백초롱)

100

해운대구 (1구역 - 폼폼디자인컴퍼니 / 백초롱)

100

금정구 (2구역 - 필프리 / 정선희)

92.66

북구 (2구역 - 필프리 / 정선희)

95.39

남구 (3구역 - 디자인컵 / 강태진)

95.86

수영구 (3구역 - 디자인컵 / 강태진)

95.86

동구 (4구역 - 디아이지(주) / 김현숙)

89.33

진구 (4구역 - 디아이지(주) / 김현숙)

91.73

중구 (5구역 - 인터그라픽스 / 심상도)

99.25

영도구 (5구역 - 인터그라픽스 / 심상도)

98.93

서구 (6구역 - 디자인제로 / 안재현)

97.77

사하구 (6구역 - 디자인제로 / 안재현)

95.14

서구 (7구역 - 래드몬 / 이홍)

84.12

사상구 (7구역 - 래드몬 / 이홍)

92.84

전체평균

94.92

기업지원 사업
088

디자인 개발 현황
- 디자인 개발업체 : 폼폼디자인컴퍼니 등 총7개
- 수혜업체 : 부산지역 14개 시군, 141개 소상공인 업체

| 폼폼디자인컴퍼니 |
지역

대표 : 백초롱 fmmf@fmmfdesign.com

수혜업체

개발내용

기장군

철마한우, 기장손만두, 이가네돼지국밥, 신가네밀면
물레방아분식, 생생굴뚝배기, 청도추어탕
팝콘돈까스집, 얼쑤대박터지는집, 엄마손 (총 10개)

메뉴판, 홍보물 디자인

해운대구

오리와친구, 신명가낙지, 린포크 장터돼지국밥
황용아구찜, 삼어숯불갈비, 주신정, 장수오리마을
김정희양재학원, 빈센트, 봉평산골메밀촌 (총 10개)

메뉴판, 홍보물 디자인

| 필프리 |
지역
금정구

북구

대표 : 정선희 d-noriter@nate.com

수혜업체
풍년오리박사, 원조조방낙지, 한우고기집
황금오리, 녹우원, 솔밭집, 팔송통구이
원손짜장, 대가호, 김태호피자 (총 10개)

메뉴판, 전단지 디자인

문어야, 만석군 갈비대왕, 파닭에파무쳐, 통키통키
티바두마리치킨, 머슴집, 이해욱의 커피카게, 방아보쌈
깡통갈비, 일각면사무소, 고로케 MOO (총 10개)

메뉴판, 전단지 디자인

| 디자인컵 |
지역
남구

수영구

대표 : 강태진 designcup@naver.com

수혜업체

개발내용

제일집, 우일숯불갈비, 유정식당, 초밥가게, 청호집
황서방갈비, 골목집, 공원집, 산청한방생오리
금문초밥 (총 10개)

벽걸이, 테이블 메뉴판
외부가격표시 내부원산지표시
내부비치용 홍보물, 테이블 세팅지 등

우정, 길순김밥&국수, 부산밀면, 물꽁집
수영도기 차돌구이, 국일반점, 원조산곰장어집
화성숯불갈비, 마포통구이, 호림칼국수 (총 10개)

벽걸이, 테이블 메뉴판,
외부가격표시 홍보물,
계산서 겸 메뉴지 등 디자인

| 디아이지(주) |
지역

개발내용

대표 : 김현숙 ksh1286@hanmail.net

수혜업체

개발내용

동구

할매레스토랑, 두꺼비식당, 맛깨비식당
수정한우식육식당, 수정아구찜, 한남, 의령오리불고기
전통칼국수, 남해횟집, 장터횟집 (총 10개)

테이블용, 벽걸이용
아크릴액자 메뉴판 디자인

부산진구

전통음식점 원양, 남해횟집, 한상, 오모가리 순대국밥
하연정 순두부, 나누리 충무김밥, 미락정, 장수국밥
대게촌, 쌈촌 (당감점) (총 10개)

테이블용, 아크릴액자
메뉴판 디자인

소상공인 디자인개발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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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그라픽스 |

대표 : 심상도 luna0531@nate.com

지역

수혜업체

중구

신동아 회센타, 김봉미, 이동진, 임영홍, 배복란
정금엽, 홍정남, 최수이, 박연숙, 노시한 (총 9개)

영도구

고가뫼 고쌈냉면, 왔다식당, 석화정, 삼정복전문
오리전문 대복집, 부흥식당, 봉래밀면, 전복대가
팔금산, 금용 (총 10개)

| 디자인제로 |

수영구

각 메뉴판 2종 디자인
메뉴판, 전단지
외부가격표시제 디자인

대표 : 안재현 anjaehyoun@naver.com

지역
서구

개발내용

수혜업체

개발내용

제일통상, 용궁횟집, 장뚝배기, 이조숯불갈비
시민제과점, 이대감숯불촌, 장원숯불갈비
초미해물버섯, 전골, 마을식당 (총 9개)

리플렛, 내부용, 액자형
실사부착
아크릴 메뉴판 디자인

백가네 만두전문점, 바다사랑, 포도분식
동경아구찜, 장림튀김집, 소영이네 식당
몬순이 식당, 숙이보리밥, 떠오르는 집, 도야지마을
본동식육점(총 11개)

내부, 외부부착형 메뉴판
기성형 투명, 테이블 메뉴판
액자형, 실사부착 메뉴판
외부 유리면 부착형 메뉴판 등 디자인

| 래드몬 |

대표 : 이홍 htea77@nate.com

지역

수혜업체

강서구

녹원숯불갈비, 조방낙지묵은지, 담미참숯불갈비
한바다횟집, 남경일식, 황보갈비, 진풍민물장어
소문난미가숯불갈비, 대관령황태, 초림복요리 (총 10개)

외부가격표시제 메뉴판
외부가격표시제 바닥깔개
전단지, 디자인

개발내용

사상구

더 통큰집, 예향, 구덕민속촌, 최기택송이아구찜
엄궁복국, 통뼈감자탕, 명가서울깍두기, 짱구가
냉정골 희망 밥상, 오복촌, 곰보식당 (총 11개)

외부가격표시제 전단지
메뉴판, 바닥깔개
전단지, 리플렛 등 디자인

디자인 개발 현황
1. 메뉴판 디자인 개발

메뉴판 디자인 결과물

2. 외부 홍보물 디자인 개발

외부 간판 디자인 결과물

기업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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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사이클(Recycle) 디자인상품 개발사업
(신규)
사업기간

2013. 5 ~ 12
사업비

20,000

지역 봉제업체나 의류 기업은 상품을 제작하고 남는 자투리
천이 상당합니다. 그 활용에 대한 고민에서 나온 사업이 바로

천원

리사이클 디자인상품 개발사업입니다. 이는 의류, 양말 등
섬유 업체에서 버리는 자투리 천을 기부 받아 액세서리를

사업내용

아이템 개발

버려지는 자투리 원단의 실용적인 변신!

7

종

만드는 사업으로 단순히 자투리 천의 재활용에 그치지 않고,
스토리텔링과 디자인을 접목시켜 부산을 상징하는 캐릭터
상품을 개발해 소비자의 마음을 파고들었습니다.
상품은 부산의 시어인 고등어를 모티브로 열쇠고리, 이어캡
등 7종으로 실제 상품 제작은 마을기업과 사회적 기업이
참여하여 사회 취약 계층 일자리 창출에도 큰 몫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작된 시제품은 부산국제무역엑스포와 부산 선물
및 생활용품 전시 등에 참가해 소비자의 성향을 파악할 수
있었으며, 실제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89.2%가 재 구매 의사를 밝혔습니다.
부산을 상징하는 캐릭터로 개발해 소비자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리사이클 디자인 상품. 2013년 12월에는 고등어
캐릭터 7종 가운데, 마우스 손목쿠션, 컵홀더, 필통에 대해
디자인 출원을 신청하여 지식재산권을 보호하면서 상품개발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2014년에는 캐릭터 12종 개발을 목표로 사업을
더욱 활성화 시키고, 나아가 사회적 기업과도 연계해 저소득
층의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해 나갈 것입니다.

리사이클(Recycle) 디자인상품 개발사업
091

사업 추진일정
2013. 5. 리사이클 디자인제품 시장조사 (∼ 6월)
8. 추진계획 수립
10. 상품기획 및 리사이클 디자인제품 제작 (∼ 11월)
11. 부산 수산무역엑스포 전시 및 판매 (21 ∼ 23, 3일간)
부산 선물 및 생활용품 전시 (28 ∼ 12. 1, 4일간)
리사이클 디자인 제품 품평회 및 전문가 의견 수렴
12. 디자인 출원 신청 (마우스 손목쿠션, 컵홀더, 필통)
홍보 및 판매. 결과보고

사업결과
• 과제명 : 리사이클디자인 상품개발사업
• 디자인 개발 : (재)부산디자인센터 자체 개발
• 리사이클 모티브 : 부산을 상징하는 부산 시어 (고등어), 갈매기 등
• 시제품 종류 : 부산 시어 (고등어) 캐릭터 외 갈매기, 버선 등의 캐릭터 개발
운영위원회를 통해 최종 시제품 결정
• 매출 및 성과 : 부산 시어 (고등어) 캐릭터 7종 아이템 개발
: 열쇠고리, 이어캡, 책갈피, 연필꽂이, 컵홀더, 필통, 마우스손목쿠션 전시 및 판매 5백여 만원
• 일자리 창출 효과 : 반들샘 (반여동 마을기업) 회원 5명
(주)함께 사는 세상 (사회적 기업) 2명, 센터 내 2명

1

2

상품마케팅, 판매,
일자리 창출

3

시니어, 장애인 등
가치있는 일자리 제공

지역섬유패션기업
자투리원단 기부

리사이클디자인
상품개발사업

4

부산디자인센터
리사이클 상품기획

기업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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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진행결과
1. 부산 수산무역엑스포 전시 및 판매
• 일시 : 2013. 11. 21 ∼ 23 (3일간)
• 장소 : 부산 벡스코
• 전시, 판매 내용 : 부산 수산브랜드관광상품 개발제품 3종 외
싹스돌 시제품 납품, 전시 및 판매

2. 부산 선물 및 생활용품 전시 및 판매
• 일시 : 2013. 11. 28 ∼ 12. 1 (4일간)
• 장소 : 부산 벡스코
• 전시, 판매 내용 : 부산 관광기념품공모전 제품 판매 부스에서 전시 및 판매 반응도 조사 실시

3. 디자인 출원신청
• 일시 : 2013. 12. 12
• 신청내용 : 디자인 출원 등록 가능성이 있는 세 품목
(마우스 손목 쿠션, 컵홀더, 필통)

4. 부산 디자이너의 밤
• 일시 : 2013. 12. 26
• 장소 : (재)부산디자인센터 1층
• 전시, 판매 내용 : 센터 내부직원 및 센터관련 업체 직원 대상 전시 및 홍보를 위한 럭키백 방식 판매

리사이클(Recycle) 디자인상품 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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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 부산일보 (2013. 5. 25) - 고등어로…갈매기로 자투리 천의 화려한 변신

• 2013-05-25 김상현 기자

고등어로…갈매기로 자투리 천의 화려한 변신

‘시어(市魚)인 고등어나
갈매기 모양의
캐릭터 상품으로 재탄생한
자투리 천의 화려한 변신을 즐기세요.’

부산지역 봉제업체와 원단업체 등에서 버려지는 자투리 천을 모아 부산을 대표하는 캐릭터 상품을 만드는 '리사
이클 디자인' 상품개발 사업이 내년부터 본격 추진된다. 부산시는 부산디자인센터와 함께 자투리 천을 원재료로
고등어와 갈매기 등 캐릭터 상품을 만드는 리사이클 디자인 사업에 내년도 예산 1억 5천만 원(시비 1억 원, 디자
인센터 5천만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시가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내년 신규 사업에 거액의 예
산을 투입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리사이클 디자인사업 부산시 1억 5천만 원 투입
이 사업은 자투리 천 등 섬유 폐기물을 단순 재활용하는 기존 방식에서 탈피, 스토리텔링과 디자인 등을 가미해
부산을 상징하는 고부가가치 상품으로 바꿔 보자는 것이다.
시와 디자인센터는 우선 봉제업체 등 3개 사와 협약을 체결, 버려지는 천을 캐릭터 상품용 원재료로 확보하기로
했다. 아이템은 고등어나 갈매기 형상을 접목한 인형, 열쇠고리, 마우스 패드, 키보드 패드, 지갑, 필통, 주방용
글러브 등 50여 개 품목이다. 이미 지난 7월부터 시범적으로 고등어 캐릭터를 응용한 열쇠고리를 제작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시는 내년부터 제품 디자인과 제작을 위한 인력 10여 명을 채용할 방침이다. 모두 다문화가정이나 시니어클럽,
복지관, 장애인단체 등과 생산 위·수탁계약을 체결해 충원할 계획이다. 자체 판매점은 디자인센터 1층에 설치
된다. 시는 사업 시작 3차연도 이후에는 경영 자립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부산디자인센터 홍군선 원장은 "자투리 천으로 생산될 캐릭터 상품은 색깔, 무늬 등이 모두 다른 것이 특징"이라
며 "사업이 활성화되면 사회적기업과도 연계해 저소득층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기업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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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산업기술개발사업

사업기간

2013. 2 ~ 12
사업비

30,000

2013년, (재)부산디자인센터는
지역기관과 기업이 공동으로 지역
특성화 기술을 이용해서 성공적인

천원

(국비, 산업통상자원부)
사업내용

기능성 헤어용기 제품
BI구축 및 용기디자인 개발

사업화와 마케팅을 달성할 수 있도록
디자인 컨설팅을 지원했습니다.
2012년 최초 시행된 지역산업
기술개발 사업은 전년도 성과에 힙 입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을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주)에코마인을 주관기관으로 (재)부산
디자인센터와 부경대학교 산학협력단, 디자인전문회사인
(주)디자인엑스투가 공동 참여하여 해조류를 이용한 두피
개선 향장소재의 시제품 용기와 제품 브랜드 개발 등 디자인
컨설팅을 지원했습니다.
그 결과, 본 사업은 지역의 특화기술을 육성하는 동시에 지역
기관과 디자인 기업이 서로 연계하여, 사업화와 마케팅을
달성한 성공적인 사례로 평가받았고,
이로써 지역산업의 해외 경쟁력을
확보했을 뿐 아니라, 디자인의 중요성
을 인식하고, 지역 산업 발전에 더 많은
투자를 유도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지역산업기술개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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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추진일정
2013. 2. 주관기관과 사업협약 체결 및 과업범위선정 (2차년도)
5. 세부추진 사업계획 수립
7. 기능성 헤어용기 상품 BI구축, 용기디자인 개발 용역 수행
9. 기능성 헤어용기 상품 BI구축, 용기디자인 개발 용역 결과보고
12. 사업비 정산 및 결과보고

사업결과
• 과제명 : 해조류를 이용한 기능성 헤어용기 제품 BI구축 및 용기디자인 개발
• 주관기관 : (주)에코마인
• 공동참여 : (재)부산디자인센터, 부경대학교 산학협력단, (주)디자인엑스투
• 개발 범위
기능성 헤어용기 상품 브랜딩을 위한 BI를 완성하고 제품디자인 용기를 제안
해당의 브랜딩을 위한 국내·외 트렌드 조사 및 브랜딩전략을 바탕으로 용기 디자인
• 개발 내용
1. 개발기업의 D to M 서비스를 다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제품 설계
여기에 구조 해석 능력을 토대로 디자인은 물론
제품 용기 양산이 가능한 차별화 된 형태의 구조 설계
2. 경쟁자 분석을 통해 경쟁자의 이미지와 포지셔닝 전략을 이해하고
경쟁자의 과거와 현재를 분석하여 SWOT분석으로 경쟁자 약점과 강점 파악
3. 트렌드 조사는 크게 컬러, 그래픽요소, 네이밍, 디자인(용기의 외형)으로 구분 실시
4. 기업 브랜드 및 제품 기능, 트렌드 및 시장조사를 반영한 용기 디자인
5. 금형개발 및 시제품의 양산 전 검토가 가능한 NC가공 진행 및
추후 기업의 양산데이터를 직접 공급하는 설계 데이터 제공

최종 용기 디자인 활용법

최종 용기디자인 컬러 이미지

기업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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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방향
1. 국내시장 출시 및 국외시장 진출을 위한 두발 케어 제품의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개발하는
정보구축과 제품의 용기 제안
2. 디자인과 양산기술의 융합으로 사용자의 편리성을 고려한 제품의 사용성과
경쟁사와 차별화 된 사용방식 또는 제품의 용도 등을 모색하여 금형 개발비를
최소화 한 기구설계 및 디자인 기술을 바탕으로 기업 측면을 고려, 최소 투자비 프로모션 효과,
또는 제품의 노출과 인지 등이 가능한 용기 또는 관련 아이디어 상품 개발
3. 용기의 무차별적 차별화보다 목표로 하는 국가 또는 국내 소비층의 감성문화에 적절한
브랜드 포지셔닝과 트렌드 기반 정보를 활용하여 보다 안정적인 판로의 디자인 제시

용기디자인 스케치

지역산업기술개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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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성과
•제품 BI개발
- Basic System (심볼, 로고, 어플리케이션 5종, 색체계획, 금지조항 등을 포함)
- 어플리케이션 : 5종 (제품용기 및 포장용기 적용방안 등 5종 이상) 포함

개발된 BI 적용 이미지

최종 개발된 BI

•용기디자인
- 최종선정 된 용기디자인을 기준 3D Data포함 시제품 1종

용기 활용 예상 이미지

컬러별 적용 이미지

기업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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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섬유패션산업 R&D 지원사업

사업기간

2013. 5 ~ 12
사업비

100,000

천원

사업내용

2

업체의 기술, 디자인 개발 및 마케팅
지원을 통해 제품의 고부가가치화

(시비, 부산광역시)

섬유패션분야

부산광역시 수탁사업으로 섬유패션

및 경쟁력을 높여 부산지역 섬유
패션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
입니다.

개 과제 지원

지원 대상은 부산지역 소재 주관기업으로 진행 중인 섬유패션
관련 사업 가운데 1년 미만 단기간 내에 개발 가능한 현장애로
기술과제 2개를 선정, 디자인 기술개발비와 디자인 개발에
관한 자문을 지원했습니다. 특히 실무협의단으로 구성된
워킹그룹을 운영하여 전문성을 높였으며, 이를 통해 신규
과제를 발굴하고, 섬유 산업 R&D를 기획했습니다.
그 결과 한국인의 체형에 맞으면서 활동성을 강화한 요트복과
신개념 무봉제 기법을 탑재한 도심형 어반아웃도어 재킷을
개발했으며, 앞으로 디자인, 상표, GD출원을 통해 상품의
경쟁력을 강화해나갈 계획입니다.
향후에는 스타일, 기능성, 경제성을 고려한 제품을 출시하여
지원사업의 롤 모델이 되도록 지속적인 개발과 투자가 이루어
지도록 할 것이며, (재)부산디자인센터는 다양한 지원과 관리
감독을 통해 지원효과를 높여나가겠습니다.

부산섬유패션산업 R&D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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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추진일정
2013. 2. 부산광역시 기간산업과 - 부산디자인센터 위·수탁 협약체결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 공고 및 신청 접수
7. 선정평가 및 주관기업 선정
8. 주관기업 협약체결 및 1차 사업비 지급
수시점검 실시, 워킹그룹 구성
9. 워킹그룹 킥오프 회의
10. 중간실태조사, 중간 평가위원회 개최, 2차 사업비 지급
수행과정 점검실시 (~ 11월)
12. 최종평가 및 결과보고

지원결과
• 지원 결과 : 2개 과제 ① 한국인의 체형을 고려한 기능성 요트복 제품 디자인 개발
② 신개념 무봉제 기법을 탑재한 도심형 어반아웃도어 재킷 개발
• 개발 기간 : 2013. 5 ∼ 12
구분

과제명

1

한국인의 체형을
고려한 기능성
요트복 제품디자인
개발

2

신개념 무봉제
기법을 탑재한
도심형 어반아웃도어
재킷 개발

과제내용

주관기업

1. 한국인 체형에 맞는 활동성을 강화한 요트복(Wet Suit) 디자인
2. 다양한 소재 분석 후 기능성을 고려한 요트복(Wet Suit) 디자인
3. 소비자 니즈와 해양 트렌드 분석을 통한 해양활동중심의
디자인트렌드 제시

아트핸즈

1. 남자 3종 패턴개발과 9가지 제품개발
2. 여자 3종 패턴개발과 9가지 제품개발
3. 새로운 브랜드 개발

(주)더블유디엔

기업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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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한국인의 체형을 고려한 기능성 요트복 제품디자인 개발

01 과제 개발 범위
• 한국인 체형에 맞는 활동성을 강화한 요트복 (Wet Suit) 디자인
• 다양한 소재 분석 후 기능성을 고려한 요트복 (Wet Suit) 디자인
• 소비자 니즈와 해양 트렌드 분석을 통한 해양활동중심의 디자인트렌드 제시

02. 디자인 개발방향
• 일반인도 접근가능 하도록 디자인의 진입장벽을 낮춤
• 각 부위별 기능에 부합하는 국산소재 사용
• 한국인의 체형에 부합하는 사이즈 제공

03. 개발내용 및 결과
사이즈
수량

전체항목
에서 차지
하는비중
(%)

연구개발 전
국내수준

개발 목표치

성능수준

당해년도

남자용 수트 (소매)

XL, L, M, S 각 1종

20

소량주문생산

사용성,기능성, 스타일
대량생산 확인가능 샘플

자체

남자용 수트 (민소매)

XL, L, M, S 각 1종

20

소량주문생산

사용성,기능성, 스타일
대량생산 확인가능 샘플

자체

여자용 수트 (소매)

L, M, S 각 1종

20

소량주문생산

사용성,기능성, 스타일
대량생산 확인가능 샘플

자체

여자용 수트 (민소매)

L, M, S 각 1종

20

소량주문생산

사용성,기능성, 스타일
대량생산 확인가능 샘플

자체

평가항목
(주요성능 Spec) / 벌
최종
디자인
결과물

디자인
평가

평가방법

디자인출원

2건

10

등록

출원

출원

상표출원

1건

10

미등록

출품

출품

GD출품

2건

10

미선정

출품

출품

시제품
평가(자체) 활동성

10

70점이상

요트선수
3인 평가

사용성

10

70점이상

요트선수
3인 평가

제품마감

10

70점이상

요트선수
3인 평가

10

70점이상

요트선수

3인 평가

3인 평가

(봉제,벨크로부착)
제품외관(인쇄)

부산섬유패션산업 R&D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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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특징
• 기능성 원단 슈퍼스트레치 원단과 네오플랜 원단을 적절히 사용하여 활동성을 높힘
• 동양인의 특징으로 흔히 볼 수 있는 다리길이의 짧음과
엉덩이가 쳐져 보이는 부분을 UP 표현으로 강조
• 필드상황에서 사용자의 활동으로 원단 마모가 쉬운 부분은
마찰에 강한 패치 및 원단 적용

05. 성과 및 향후 계획
• 스타일
- 젊은 요트인구의 전문 요트 패션 스타일 반영
- 전체적인 무채색 컬러에 포인트 컬러 적용으로 트렌드의 변화 수용
• 기능성
- 신축성이 높은 원단을 적절히 사용하여 많은 활동에도 피로도가 낮도록 고려함
- 허벅지에 적절한 패치를 적용하여 요트위에서의 미끌림 최소화
• 경제성
- 수입 고가 제품과 중국제품의 저가 사이의 틈새시장을 고려한 적정한 생산가격 책정
- 과도한 패션성을 줄여 가격을 낮추고 판매 시 재고 부담을 줄이도록 시장상황 반영

06. 최종디자인

남자 긴팔 디자인 시안

여자 긴팔 디자인 시안

기업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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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신개념 무봉제 기업법을 탑재한
도심형 어반아웃도어 재킷 개발
01 과제 개발 범위
•남자 3종 패턴개발과 9가지 제품개발
•여자 3종 패턴개발과 9가지 제품개발
•새로운 브랜드 개발

02. 디자인 개발방향
•일기능성에서 심실링 무봉제 기법 탑재
•실용성에서 익스트림 재킷과 캐주얼 재킷의 융합 개발 패턴 탑재
•패션성의 소비타켓 층에 맞는 트랜디한 디자인 탑재

03. 개발내용 및 결과
남
패턴개발

시제품 개발

고용 (2013년)

매출 (2013년)

여

목표

실적

목표

실적

3

4

3

4

목표

실적

목표

실적

9

9

9

9

목표

실적

간접 1명

간접1명

매출

실적

20,000만원

35,000만원

부산섬유패션산업 R&D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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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특징
• 콘셉트 (concept)
모든 환경에 적합한 도시적인 기능성 디자인으로서 basic+military 한 스타일로 아웃도어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기능 위에 trendy한 디자인으로 포인트를 주어 일상에서도 멋을 낸 스타일로
편안하고 멋스러운 정통 아메리칸 스타일에 고기능적인 디테일과 영국의 우아한 스타일을 넣어
세련되고 클래식한 urban outdoor스타일
• 칼라 (color)
natural (자연스러움) + modern (감각적인)
화사한 원색에 무채색을 섞어 전체적으로 튀지 않고 차분한 도시적 느낌
메인칼라를 주로 사용하고 서브 칼라 비율을 최소화함
• 소재 (fabric)
이완과 마찰에 강하며 지속적인 방풍, 발수 및 속건 기능을 제공하는 2 레이어 소재
• 봉제기법 (technique)
전체 자켓에 심실링 (솔기나 바늘구멍을 방수테이프로 막아 물이 투과하는 것을 방지하는 기법)을
적용하고 부분 디테일에 웰딩 (무봉제 접합을 뜻하며 바느질이 아닌 고온접착기술)처리한 후
레이저 타공을 해 통기성과 스타일리시한 디자인 기법 사용

05. 개발내용 및 결과
• 상품개발을 통한 지역 유관기업
매출증대에 기여
• 급성장하는 어반아웃도어 시장의
경쟁력을 통해
부산지역 섬유패션의
새로운 브랜드 시장을 위한
교두보 마련

최종개발된 아웃도어

기업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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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권 선도산업 육성사업

사업기간

2012. 5 ~ 2013. 4
사업비

60,000

수송기계분야의 디자인 활용 및 인식이 낮아 이를 개선시키기
위한 노력으로 정부는 수송기계분야를 동남권의 선도산업
으로 지정하고 이를 육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천원
(국비, 산업통상자원부)

이에 (재)부산디자인센터는 동남권 수송기계 분야의 디자인

사업내용

인식을 확산시키기 위해서 산업통상자원부의 동남권 선도산업

수송기계부품 분야
디자인 동향 보고서 제작 및 배포
동남권 수송기계분야 디자인 융합 교류회 개최

육성사업에 ‘동남권 수송기계산업 전문기업 사업화 지원사업’
과제에 참여하여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본 사업은 주관기관 경남TP와 함께 수행기관 부산TP, 울산TP,
한국품질재단, 그리고 (재)부산디자인센터가 전문성과 기술력 등
수송기계분야 활성화를 위해 사업의 역량을 모았습니다.
여기서 (재)부산디자인센터는 지능형기계부품 및 친환경
자동차부품 디자인 우수사례집인 ‘수송기계부품 디자인과
만나다’를 발간하여 동남권 130여개 수송기계분야 기업과
기관에 배포했고, 수송기계분야 디자인의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수송기계분야를 대상으로 디자인강의,
디자인분야 종사자와 교류를 위한 행사를 3회
개최했습니다.
본 사업을 통해 수송기계분야의 디자인인식 향상에
도움을 줬으며, 수송기계분야와 디자인분야가
융합하는 좋은 계기가 됐습니다.

동남권 광역경제권 선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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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추진일정
2013. 2. 수송기계분야 디자인동향 (우수사례) 보고서 제작 (~ 4월)
수송기계분야 R&D 참여기업 및 기관 130곳에 우편발송
3. 동남권 수송기계분야 디자인정보제공 교류회 개최 3회
5. 전담기관 (동남지역사업평가원)에 사업보고서 제출
6. 사업평가회
10. 사업비 정산

사업결과
1. 사례집발간 :‘수송기계부품 디자인과 만나다’
(지능형 기계부품 및 친환경자동차, 부품 디자인 우수 사례집)
• 발행일 : 2013. 4. 25
• 사업시행 : 산업통상자원부
• 전담기관 : 동남지역사업평가원
• 수행기관 : 경남TP (주관), 부산TP, 울산TP, 한국품질재단 공동 수행
• 보고서 내용 요약
지능형기계부품 및 친환경 차량부품 분야에서 디자인의 역할
내외 디자인 융합 추세, 디자인 우수 사례 조사, 분석
관련 분야 디자인 활용 전략 등

기업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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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 부산디자인센터 웹사이트를 통한 다운로드 서비스
• E-BOOK 형태로 제작된 해외디자인 동향보고서를
부산디자인센터 홈페이지 www.dcb.or.kr 게시하여 다운로드 서비스

3. 정보지원
• 작성된 보고서를 책자로 제작, 동남권 선도사업 육성사업 수송기계분야 R&D참여
기업 및 기관 130곳에 우편발송

4. 지역별 교류회 개최
1) 제1회 지역별교류회
• 기간 : 2013. 3. 7 (목) 14:00 ~ 19:00
• 장소 : 하나로테크(주) 세미나실 (경남 진주)
• 참여인원 : 광역선도산업 산업생태계 지원사업 관계자 및 R&D 참여기업, 동남권 관련 기업 30여명
• 지원내용
- 기업간 정보교류 및 자료를 통한 정보 제공
- 기업체 연관 특강 : 산업현장에서의 디자인 역할, 터보차저 국산화를 위한 준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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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2회 지역별교류회
• 기간 : 2013. 3. 13 (수), 15 (금)
• 장소 : 부산 벡스코 3층 108호
• 참여인원 : R&D과제 참여 기업, 참여기관 사업총괄책임자 및 담당자
2013. 3. 13 (수) : 79명 참석 / 2013. 3. 15 (금) : 89명 참석
• 지원내용
- 기업별 기술지원 & 사업화지원 연구내용 발표
- 기업간 정보교류
- 디자인우수사례 자료배포
- 디자인관련 정보 제공

3) 제3회 지역별교류회
• 기간 : 2013. 3. 15 (금) 17:30 ∼ 20:00
• 장소 : 부산디자인센터 1층 로비
• 참여인원 : 동남권 수송기계 관련 기업, 동남권 디자인 기업, 관련 기업 / 기관 / 협회 등 258명
• 지원내용
- 기업간 정보교류, 동남권 수솔기계 사업화지원 사업 설명
- 특강 : 제조업에서 디자인 필요성
- 디자인우수사례자료 배포 및 디자인 관련 정보 제공

기업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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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권 디자인 지원사업 (신규)

사업기간

2013. 7 ~ 12

중소기업의 디자인 애로사항을 해결하여 지역 경제의
원동력인 중소기업의 디자인 혁신을 이뤄나가는 사업입니다.

사업비

450,000

2013년 처음 추진한 광역권디자인지원사업의 목적은 기업의

천원
(국비, 산업통상자원부)

이미지와 매출을 높이는 디자인의 효과를 부각, 디자인에

사업내용

대한 인식을 경영에 확산시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중소기업 디자인 컨설팅 지원,
고용창출, 만족도 조사, 중소기업
DB구축 등

지원대상은 디자인 진단이 필요한 동남권 지역 중소기업으로,
디자인 애로사항을 접수받아 디자인 지원단과 수행기업으로
구성된 디자인 자문단이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CI나 BI, 패키지,
홍보물 등 개선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 디자인 컨설팅을 실시
했습니다.
또한 보다 많은 중소기업의 디자인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디자인 수행기업을 추가로 모집해 2013년 중소기업
100여 곳을 비롯해 2014년 1월까지 44개 심화컨설팅을 추가로
진행, 총 144개 중소기업의 디자인 컨설팅을 지원했습니다.
이는2013년디자인컨설팅목표기업수의1.5배로
전국 지역디자인센터 중에서 가장 우수한 성과를
낳은 것이며, 디자인을 매개로 중소기업과 디자인
전문회사를 살리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효과를 거뒀습니다.

출처 : Rocla (AGV)

광역권 디자인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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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추진일정
2013. 7. 한국디자인진흥원과 사업협약
디자인지원단 및 디자인 자문단 운영
8. 동남권중소기업 (산업단지 포함) 디자인 무료컨설팅 100개 지원 실시 (~ 12월)
9. 수행기업 (3개 업체) 선정 운영
12. 공동 수행기업 (13개 업체) 선정, 44개 과제 지원 (2014. 1월)
2014. 1. 최종 결과 보고

101개 기업 지원 현황
1. 지원기업 업종별 지원현황
분야
부산
음식료
2
섬유 의복
1
목재종이
0
석유화확
0
비금속 소재
2
철강
0
기계
5
전기전자
3
운송장비
1
기타
11
총
25

울산
0
2
0
2
1
1
2
3
1
1
13

양산
3
0
0
0
1
0
1
0
0
1
6

창원
0
0
1
0
1
1
9
5
1
1
19

김해
0
0
0
0
0
0
8
0
1
6
15

진주
4
0
0
0
2
0
1
1
1
0
9

합천`
2
0
0
0
0
0
0
0
0
0
2

산청
0
0
0
0
0
0
0
0
0
1
1

밀양 함안
0
0
0
0
0
0
0
0
0
0
0
0
0
2
0
0
1
2
0
1
1
5

하동 총
5
16
0
3
0
1
0
2
0
7
0
2
0
28
0
12
0
8
0
22
5 101

양산
0
6
6

창원
2
11
13

김해
5
10
15

진주
1
8
9

합천`
0
2
2

산청
1
0
1

밀양 함안
0
2
1
3
1
5

하동 총
0
28
5
73
5
101

밀양 함안

하동

2. 지역별 지원분야 현황
분야
제품
시각
총

부산
14
16
30

울산
3
11
14

3. 지역별 지원 현황
분야

부산

울산

양산

창원

김해

진주

합천`

산청

신규디자인

6

0

0

2

1

0

0

1

0

1

0

총
11

기존디자인

2

2

0

6

4

1

0

0

0

1

0

16

사례조사

1

0

0

0

0

0

0

0

0

0

0

1

CI 디자인

4

2

1

0

2

4

0

0

0

2

1

16

BI 디자인

4

0

0

1

2

2

1

0

0

0

0

10

포장디자인

5

2

1

0

4

1

1

0

0

0

3

17

카탈로그

0

2

0

3

1

0

0

1

0

1

0

8

홈페이지

3

4

2

7

1

0

0

0

1

0

0

18

기타

0

1

2

0

0

0

0

0

0

0

1

4

총

25

13

6

19

15

8

2

2

1

5

5

101

기타 신규
4 디자인
11
홈페이지
기존
18
디자인
16
카탈로그
8

CI디자인
포장디자인
16
17
BI디자인
10

사례조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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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금강

컨설팅 신청분야

홈페이지 컨설팅

컨설팅 기간

2013. 11. 7 ~ 11. 29

01 애로사항
•디자인에 관한 체계화 된 메뉴얼이 없어 기업 아이덴티티 형성이 어려움
•현재 홈페이지를 보유하고 있으나 잘 사용하지 않고 기업이미지 전달이 어려움

02. 개선과제 및 해결방안
•자사 홈페이지 디자인 분석을 통한 문제점 도출
•동종업계 사례조사를 통한 디자인 트렌드 분석
•기업아이덴티티 및 사용자의 편의성을 강조한 신규 디자인 방향제시

03. CASE STUDY
•고해상도의 제품이미지를 촬영하여
기업에 대한 신뢰도 상승효과가 예상됨
•픽토그램은 홈페이지 내용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고
배너형식의 그래픽요소는 해당콘텐츠에
바로 갈 수 있는 편의성을 줌

04. 디자인 개발 방향

출처 : S&W(www.snwcorp.com)

•기업 CI색상을 통일감있게 사용하여 기업아이덴티티를 강조 하여
전문성 및 신뢰도 높은 기업이미지를 도출함
•회사소개, 제품, 생산 등등 콘텐츠 내부의 하위 내용들이 알차게 구성되어야 함

출처 : STX중공업 (www.stxhi.co.kr)

광역권 디자인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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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더스콘

컨설팅 신청분야

홈페이지 컨설팅

컨설팅 기간

2013. 8. 20 ~ 10. 2

01 애로사항
•사업 전 분야의 기업 아이덴티티가 일관적으로 적용되지 못하여 통일성이 떨어짐
•제품 판매시 필요한 홍보물 부재로 인하여 소비자나 거래처의 정보전달과
기업을 알리는 광고 효과가 부족하여 홍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02. 개선과제 및 해결방안
•동종업계 동향분석을 통한 디자인 개선방향 제시로 디자인 마인드 개선
•기업의 아이덴티티를 정립할 수 있는 신규 디자인 방향 제시
•목표수준 : 동종업계 디자인 트렌드 정보 제공 및 중점 개발 방향 제시

03. CASE STUDY
•CI와 심볼을 활용하여 정기간행물, 명함, 메뉴 등 인쇄물뿐만 아니라
홈페이지, 제품 등에 반복적으로 노출함
•심볼의 단순반복이 아닌 다양한 변형을 통해 지루함을 피하고
이를 정기간행물의 표지에 활용하여 연속된 간행물을 드러냄

04. 디자인 개발 방향
•해상도가 높고 잘 편집된 실사 이미지의 활용, 심플한 레이아웃과 여백의 활용을 통해
해당 사업분야에서 전문성 있는 기업임을 나타낼 수 있어야 함
•기업 고유 컬러를 일관성 있게 활용하여 시각적 임팩트와 기업 아이텐티티 구축

출처 : 삼성탈레스 (www.stxhi.co.kr)

기업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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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사벌

컨설팅 신청분야

브랜드‘쭈잉’BI 리뉴얼

컨설팅 기간

2013. 8. 28 ~ 9. 28

01 애로사항
•브랜드를 고급화하기 위해‘쭈잉’BI 디자인 개선 방향 요청
•일관성있는 기업이미지 전달을 위한 CI 체계화 확립 방안 요구

02. 개선과제 및 해결방안
•CI 및 BI 개발 방향 설정을 통한 기업이미지 확립과 기업 정체성 제고함
•기업 아이덴티티 통합으로 시장 확대와 홍보 효과 및 제품 가치 상승시킴
•국내·외 동종업계 CI와 카탈로그, 홈페이지 디자인 사례 및
기업이미지 통합 우수사례를 통한 제작방향 제시

03. CASE STUDY
•고급스러운 브랜드 이미지를 나타내기에 귀여운 서체와 심벌마크는 적합하지 않음
•BI의 형태 및 색상에 비사벌만의 기업이미지 표현 및 의미성이 약함
•일정한 규정 없이 사용되는 BI의 가로, 세로형의 사용규정을 확립해야 함

04. 디자인 개발 방향
•수묵화 느낌의 잉어 심벌과 손으로 쓴 글씨 로고로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전달 할 수 있는 BI로 교체 할 것을 권장함
•잉어 심벌을 활용한 배치의 변화를 통해
다양한 영역으로 확장된 기업이미지를 전달해야함

(출처 : www.글꼴.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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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부마CE

컨설팅 신청분야

제품 포장디자인 컨설팅

컨설팅 기간

2013. 11. 6 ~ 11. 29

01 애로사항
•디자인에 대한 중요성은 인식하고 있지만, 전문성 부족 및 디자인 개선을 위한 방법론과
방향설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기업납품 형식이라 포장에 아이덴티티 적용 필요성이 낮지만, 포장상태가 완제품이 되는
제품 특성상 디자인이 낙후되어 자사만의 아이덴티티를 갖춘 포장이 필요함

02. 개선과제 및 해결방안
•포장디자인 개발을 위한 트렌드 조사 및 분석
•자사 포장 디자인 분석을 통한 문제점 파악
•국내외 동종업계 포장 디자인 사례 분석 및 디자인 우수사례 제시

03. CASE STUDY
•누런 색상의 압축골판지 박스에 단순한 레이아웃과 많은
여백으로 투박한 이미지를 전달하고 있음
•제품에 대한 설명이나 이미지가 없어 제품의 용도를
직접적으로 나타내지 못해 사용자가 혼란을 겪을 수 있음

04. 디자인 개발 방향
•레이아웃과 서체, 디자인 요소, 메인이미지의 동일한 레이아웃 구성으로
같은 회사의 제품이라는 것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함
•시각적 요소를 최대한 자제하고 절제된 레이아웃으로 심플함을 강조하고
브랜드 네이밍을 부각시켜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구축함

기업아이덴티티 유지
(출처 : www.google.com)

타이포그래피 및 디자인 요소
(출처 : www.shutterstock.com)

차별화
(출처 : www.google.com)

기업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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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리협동조합

컨설팅 신청분야

소금 포장디자인 컨설팅

컨설팅 기간

2013. 10. 17 ~ 11. 28

01 애로사항
•브랜드 초기 개발 단계로 인한 천일염 소금 브랜드 인지도 부족
•일관성 있는 브랜드 이미지로 통합된 아이덴티티 개발 필요
•부산시 중구와 자매결연으로 전남 영광군 지역 갯벌소금 그대로 스티커만 붙여 판매 중

02. 개선과제 및 해결방안
•동종 제품군의 디자인 사례 제시 및 분석을 통한 포장디자인 방향 설정
•1kg, 2kg, 가정용, 선물용 등 용량별 천일염 포장디자인 방향 제시
•영광 천일염명품화사업영농조합법인 포장디자인에서 산리협동조합 신규 BI 개발 제시

03. CASE STUDY
•다른 규격의 동일한 브랜드지만 색상에 일관성이 없고
칠산 천일염 브랜드 조차 기업이미지 전달 안됨
•500g, 1kg은 STAND POUCH 포장으로 디스플레이 효과가
뛰어나지만 5kg 포장은 비닐이라 사용불편

04. 디자인 개발 방향
•산리협동조합만의 천일염과 갯벌 자연의 장점 요소로 부각 할 수 있는 선물용 포장디자인 개발
•마을기업 특성에 맞는 브랜드 스토리를 창출하여 지역, 네이밍에 얽힌 사연 등을 브랜드에 적용
•고유의 색채 및 디자인의 연상을 이용하여 소비자의 기억 지속력을 높여 브랜드 인지도 유도

용봉곰 패키지

농부로부터 패키지

고급 패키지 시안

(출처 : www.mubjs.kr)

(출처 : www.fromfarmers.co.kr)

(출처 : www.myungj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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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광마린텍

컨설팅 신청분야

시각디자인 (CI, 카탈로그)

컨설팅 기간

2013. 10. 25 ~ 11. 23

01 애로사항
•기존 세광마린텍의 기본적인 로고 형태는 가지고 있으나 통합아이덴티티 전달력이 미흡
•제품 판매 시 해외바이어에게 필요한 영문 카탈로그 부재로 인하여
거래처에 정보전달과 기업을 알리는 광고 효과가 부족하여 홍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02. 개선과제 및 해결방안
•동종업계 동향분석을 통한 디자인 개선방향 제시로 디자인 마인드 개선
•(주)세광마린텍의 아이덴티티를 정립할 수 있는 CI 디자인 방향 제시 및 카탈로그 제안
•목표수준 : 독자적 국내 전기분해 오수처리기 개발 전문 기업 이미지 확보를 통한 가치 상승

03. CASE STUDY
•일관성 있는 이미지를 전달하는
카탈로그 사례 분석
•기업 이미지의 체계적인 시각화가
필요하며 통합 아이덴티티 적용
(출처 : www.voith.com)

04. 디자인 개발 방향
•글로벌 중소기업의 경쟁력 있는 이미지와 진취적인 기업 이미지를 반영하기 위한 CI 제안
•선박용 오수처리장치 SM-P 시리즈로 친환경 기업 이미지를 적용하여 기업 아이덴티티 재정립
•기업 고유 컬러를 일관성 있게 활용하여 영문 홍보용 카탈로그 디자인 방향 제시

세광마린텍 국문 카탈로그

영문 카탈로그 제안

기업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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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PRESS

컨설팅 신청분야

BI컨설팅, Mobile App컨설팅

컨설팅 기간

2013. 10. 23 ~ 11. 22

01 애로사항
•신규 창업기업으로 디자인 전문 인력이 없으며, 전반적인 디자인 트렌드 정보수집 능력 부족
•렌터카업체와 이용자의 편의성과 접근성을 최우선으로 한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를 주 사업으로 하는
신규 기업으로 홍보 및 기업 정체성 구축이 필요

02. 개선과제 및 해결방안
•BI의 네이밍만 확보한 상태이며, 기업 정체성을 명확히 표현할 수 있는 디자인 방향 제시
•국내의 유사업계 모바일 앱 디자인 트랜드 정보 제공
•기업의 아이덴티티를 정립할 수 있는 신규 디자인 방향 제시

03. CASE STUDY
•국내외 기업에서는 대부분 CI와 BI를 통합하여
사용하며, 심볼형보다 로고형을 선호
•상품의 특성을 시각적으로 디자인하여 대외 경쟁력을 강화
•기업 고유색상을 사용하여 통합된 이미지를 구축

04. 디자인 개발 방향
•기업의 상징색을 일관성 있게 활용하여, 기업의 정체성을 구축
•간결한 레이아웃과 여백을 활용하여 집중도를 높여 기업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어야 함

디자인방향제시

디자인방향적용

Europcar (www.Europcar.com)

ANA항공 (www.ana.co.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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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마텍

컨설팅 신청분야

스크류 컴프레셔

컨설팅 기간

2013. 11. 6 ~ 12. 15

01 애로사항
•개발 방향 설정이 미비하여 기계적인 제품 생산
•디자인 인력의 부재로 엔지니어링 제품 생산
•제품 디자인 트렌드정보의 부족

02. 개선과제 및 해결방안
•사용환경을 고려한 사용자 중심의 디자인 전개
•선진사례 분석을 통한 외형디자인 정보 제공
•동종업계 및 유사 제품의 트렌드 정보 제공

03. CASE STUDY
•많은 기업에서 기존 컴프레셔의 효율 문제로 인하여
스크류 컴프레셔로 교체가 시급함
•필요 이상으로 크게 디자인됨

04. 디자인 개발 방향
•불필요한 요소를 배제하여 간결하고 고급스러운 느낌의 외형 디자인 개발
•제품과 브랜드의 이미지를 전달할 수 있는 차별화된 제품 개발

Atlas Copco

RENNER
(출처 : www.ahascopc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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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기관 | 기업

단골언니

컨설팅 신청분야

BI 컨설팅

컨설팅 기간

2013. 9. 6 ~ 10. 18

01 애로사항
•신규 법인설립으로 BI디자인 개발예정중에 있음
•디자인 전문인력의 부재로 BI개발 방향설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브랜드의 인지도를 강화하기 위한 BI디자인 방향 설정 필요함

02. 개선과제 및 해결방안
•BI 및 포장디자인 등 디자인요소 분석
•브랜드의 특성을 고려한 BI 혹은 포장디자인 선택 지침 안내
•일관성 있는 기업이미지를 확립한 브랜드 사례 제시

03. CASE STUDY
•기업이미지를 나타낼 수 있는 BI개발을 기점으로
홈페이지, 제품 및 홍보물 등에 사용하였음
•간결하고 가독성이 높은 서체를 사용하고
기업색상을 선정하여 기업아이덴티티를 강조하였음

04. 디자인 개발 방향
•브랜드 자체의 성격을 바탕으로 정확한 디자인 개발포인트 및
개발 가이드 라인 마련하여 브랜드 정체성, 브랜드 아이덴티티 구축
•대표 이미지의 개발 및 활용, 메인색상의 적용 등으로 브랜드 이미지의 통합이 필요함

출처 : 뽀람 (www.bboram.co.kr)

광역권 디자인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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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기관 | 기업

(주)태신지엔더블류

컨설팅 신청분야

CI 컨설팅

컨설팅 기간

2013. 11. 12 ~ 12. 9

01 애로사항
•제품기술력이 우수하여 국내 및 해외시장에서 발전하고 있으나, 디자인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함
•현재 사용하고 있는 CI는 (주)태신지엔더블류만의 기업 비전 및 아이덴티티 반영이
미흡한 상태로 체계적인 CI 개선 예정

02. 개선과제 및 해결방안
•동종업체 동향분석을 통한 디자인 개선방향 제시로 디자인 마인드 개선
•기업의 아이덴티티를 정립할 수 있는 CI 디자인 방향 제시
•목표수준 : 일관성 있는 기업이미지 확립을 통하여 홍보·마케팅에 활용

03. CASE STUDY
•국내외 동종기업의 CI는 대부분 로고타입 형태보다는
심볼+로고타입형을 선호함
•기업의 이미지와 브랜드이미지가 통합될 수 있도록
기업 아이덴티티를 정립할 수 있는 심볼마크 도입을 추천함

04. 디자인 개발 방향
•(주)태신지엔더블류 기업의 경영이념 및 비전 등을 적절히 조정·통합하여
차별화 된 이미지(Symbol)를 구축해야 함
•우선적으로 CI 개발이 이루어진 후 CI를 토대로 기타 응용매체에 일관성 있게 적용함으로써
기업의 초기연상이 용이하도록 이끌어야 함 ▶ CI 매뉴얼의 도입 필요

출처 : 교려용접봉 (www.kiswel.com)

기업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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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제소공인특화지원센터 설치운영 (신규)

사업기간

2013. 5 ~ 12
사업비

530,000

천원
(국비 380백만원, 시비 100백만원, 자체 50백만원)

사업내용

봉제 소공인 기술교육, 경영교육
환경개선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원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봉제 소공인에 대해 적극
적인 지원활동을 펼쳐, 경쟁력
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는 2013년 4월, 소상공인
진흥원이 주관하는 ‘소공인 특화
지원센터’사업에 지역 최초 선정된 사업으로 부산의 봉제산
업이 전국 2위를 자랑하지만, 지원이 전무한 현실에서 부산
시와 센터의 노력으로 사업을 시행하게 됐습니다.
(재)부산디자인센터를 주관기관으로 부산광역시는 협력
기관, 그리고 부산패션봉제산업사업협동조합, (사)부울경
산업용섬유산업협회를 위탁기관으로 선정하여 추진됐으며,
지원대상은 직원 10인 이하의 봉제 소공인으로 지원내용은
봉제소공인경영대학, 기술전수 기능인력 양성, 공동장비
이용 지원, 작업장 환경 개선 등 봉제소공인의 전반적인 환경
개선을 통해 경쟁력을 높이는데 집중했습니다.
사업의 결과, 집적지 봉제 소공인 간에 네트워크와 협업화를
이끌어 내어, 지역 봉제산업을 하나로 모아 발전의 동력을
마련하는 결실을 얻었습니다. 2014년에는 사업의 성과를
더욱 확산시켜, 본격적으로 집적지의 특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지원책을 전개해 봉제 소공인의 땀과 노력이 일에 대한 보람
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봉제소공인특화지원센터 설치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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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추진일정
2013. 3. 사업계획서 제출 및 집적지 현장평가 (집적지 : 부산 동구 범일동)
5. (재)부산디자인센터 주관기관 선정
(소상공인진흥원 소공인 특화지원센터 사업 공모)
6. 부산시 동구 집적지 주변 봉제 소공인 교육장 구축
봉제장비 (본봉기) 등 공동이용장비 구축
9. 중간평가 및 수행과정 점검 (소상공인진흥원 → 부산디자인센터)
7. 세부 지원 사업 및 자율사업 운영 (~ 11월)
12. 최종결과 성과보고회

사업결과
1. 기술전수 기능인력 양성
•사업목적 : 숙련공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내 봉제·패션 산업과
U-turn기업에 대해 유휴인력 밀집 지역인 부산 구도심 밀착 맞춤형 교육지원으로
원활한 기능인력 공급 및 일자리 창출
•추진일시 : 2013. 7. 22 ~ 12. 16 (6개월)
•추진대상 : 패션봉제맞춤형 교육지원을 통한 취업과 창업을 원하는 자
•추진내용
- 추진목표 : 432시간, 60명 교육
- 추진성과 : 432시간, 60명 교육 → 44명 수료, 수료율 73%
•수료 후 지원 및 결과
맞춤형 교육으로 봉제·패션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고,
전문가의 멘토링 시스템을 연계하여 원활한 기능인력 공급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반조성

기술전수 기능인력 양성

기업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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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봉제·패션 소공인 경영대학 운영
•사업목적 : 봉제 소공인 대표 및 예비 창업자를 대상으로 기술 및 시장동향, 기업가 정신 및 성공전략,
세무회계, 마케팅기법, 온라인 마켓 이용방법 등 실질적인 내용 교육을 통해 경쟁력 강화
•교육 과정 2기, 교육인원 40명, 48시간 강의 (4주 (주3회) × 20명 × 회당 2시간 × 2기)
•추진일시 : 2013. 9. 3 ~ 11. 28 (3개월)
•추진대상 : 영세 소공인 대표, 소공인 사업체 종사 직원 및 예비 창업자
•추진내용
- 추진목표 : 48시간, 40명 교육
- 추진성과 : 86시간, 80명 교육 → 67명 수료, 수료율 84%
•수료 후 지원 및 결과
봉제 소공인 간의 자율적인 네트워크를 통한 협업 및 정보공유 기회제공 섬유 패션 봉제 산업의
발전방안, 다양한 현장실무 경험전달을 통한 창업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고 도전정신 고취

3. 공동 이용 장비지원
•사업목적 : 자수용 장비, 산업용 봉제기, 무봉제 설비 등 필수 혁신 봉제장비 임차지원을 통해
생산 제품 고부가가치화 및 신규 창업 유도
•추진일시 : 2013. 9. 2 ~ 12. 31 (4개월)
•추진대상 : 필수장비 및 특수장비 사용을 원하는 섬유패션봉제 소공인 업체
•추진내용
- 추진목표 : 90회, 15개 업체 사용
- 추진성과 : 159회 사용, 15개 업체
•지원효과
생산성 제고를 위한 장비지원효과 (생산유발효과 2,291pes / 99,166천원)
필수 혁신 봉제장비임차지원을 통해 생산제품 고부가가치화 및 생산비용절감효과

봉제·패션 소공인 경영대학 운영

공동 이용 장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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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동마케팅 지원
•사업목적 : 봉제산업 기반조성 지원을 통한 봉제 소공인 간 협업 활성화 제고 및 경쟁력 강화를
통한 마케팅 지원. 안정적인 일감수주 및 고부가가치 실현을 위한 패키지형 지원
•추진일시 : 2013. 7. 22 ~ 12. 16 (6개월)
•추진대상 : 집적지 8개 구, 15개 동 봉제업체
•추진내용
전시회참가 1회, 카탈로그 제작 1회, 구매간담회 3회
•추진성과
2013 부산국제 신발 섬유패션전시회 참가
•지원효과
통합형 봉제집적지 조성 및 공동브랜드 개발로 권역 특성에 따라 차별화된 경쟁력 확보
소공인특화지원센터 활성화로 인한 안정적인 일감수주로 업체의 자립화 및 기업 체질 개선

5. 네트워크구축
•사업목적 : 부산지역 봉제산업의 지역분산에 대한 협력체제 구축 및 경쟁력 강화를 통한
봉제클러스터 기반조성. 소공인 단체 결성 및 지속적인 워크숍을 통한
협업 체제 구축, 신규 고용증대 및 대외 생산성 경쟁력 강화에 기여
•추진일시 : 2013. 5. 7 ~ 12. 31 (8개월)
•추진대상 : 집적지별 소공인 업체 (협회, 단체 등)
•모집방법 : 포스터 제작 집적지 방문배부 및 부착, 8개 구 15개 동 봉재업체 홍보물 발송
•추진성과
6차 네트워크 실시
•지원효과
집적지별 특화분야(봉제, 패턴, 재단 등)를 이해하고,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차년도 사업반영 애로청취, 지원사항 의견 수렴

공동마케팅 지원

네트워크구축

기업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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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작업장 환경개선 지원
•사업목적 : 집적지 내 봉제 소공인의 쾌적한 작업 환경 조성을 위한 근무 환경개선 지원
근로환경개선을 통한 생산성 향상
•추진일시 : 2013. 9. 2 ~ 12. 31 (4개월)
•추진대상 : 섬유패션봉제 소공인 집적지 내 업체
•추진내용
41개 업체 지원
•지원효과
업체별 여건에 따른 환경개선 지원을 통한 업계만족도 상승

7. 봉제장비임차지원
•사업목적 : 봉제 소공인의 노후화된 기존 보유장비를 대체하여 특수소재제품 생산기반 마련
기존 봉제품질의 개선과 생산성 제고를 위한 장비임차지원
•추진일시 : 2013. 11. 1 ~ 12. 31 (2개월)
•추진대상 : 기존 보유장비의 노후화로 제품생산 애로 및 생산품질 개선을 원하는 업체
•추진성과
14개 업체지원
•지원효과
봉제장비 임차 지원을 통해 제품생산의 애로 해결과 생산품질 개선에 따른 생산성 제고
봉제소공인 업체의 신규 물량수주 경쟁력 강화

작업장 환경개선 지원

봉제장비임차지원

봉제소공인특화지원센터 설치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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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 부산일보 (2013. 12. 18) -“부산디자인센터 덕분에 작업 환경 좋아졌어요”

• 2013-12-18 / 김형 기자

“부산디자인센터 덕분에 작업 환경 좋아졌어요”
“열악했던 작업장 환경이
부산디자인센터의
도움으로 크게 좋아졌습니다.”
부산디자인센터가 봉제업체들의 작업장
환경 개선과 업무 능률 향상을 위해 시행
중인 '봉제소공인 지원사업'이 주목받고
있다.'봉제소공인 지원 사업' 호응 작업장
개선으로 능률 향상부산 동구 범일동에
서 봉제공장을 경영하는 박 모(53) 씨는 최근 이 사업을 통해 열악한 작업장 환경을 개선했다.
박 씨는 노후 보일러와 작업대를 전면 교체해 작업 능률을 높였다. 그동안 마음은 있었지만 영세한 규모 탓
에 엄두도 내지 못했던 일이었다. 박 씨는 "이 사업이 확대되면 지역의 봉제패션업계도 한 단계 발전할 것"이
라고 말했다.봉제소공인 지원사업은 직원 10인 이하의 봉제 소공인들을 돕기 위해 올해 초부터 실시됐다.
주요 내용은 △봉제업체 경영대학 △기술전수 기능인력 양성 △공동장비 이용 지원 △작업장 환경 개선 △
공동 마케팅 지원 등이다.봉제업체 경영대학은 소공인 대표 및 예비 창업자를 대상으로 각종 경영 교육을 실
시하는 것이다. 올해 80여 명이 참여해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기술전수 기능인력 양성 사업은 봉제업체에 숙련된 인재를 공급하는 프로그램. 올해 수료한 교육생 65명이
취업을 눈앞에 두고 있다. 또 공동장비 이용 지원 사업에는 현재 15개 업체가 참가, 산업용 봉제기 등 고가
장비를 임대해 사용하고 있다.
봉제소공인 지원사업이 이처럼 호응을 얻고 있는 것은 부산이 영세 봉제업체의 밀집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이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원 프로그램이 없었기 때문이다. 부산에는 2009년 기준 1천
508개 사의 봉제업체가 있다.부산디자인센터 관계자는 "지역 봉제산업이 잘되면 부산은 이를 중심으로 섬유
패션도시로 성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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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브랜드 및
포장디자인개발 지원사업 (신규)

사업기간

2013. 10 ~ 2014. 1
사업비

50,000

부산시 서구 수산물 가공 전문 집적단지에서 생산되는 수산
가공품의 디자인 개발 지원을 통해 제품에 대한 소비자 인지도
향상 및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는 수산가공품의

천원

제품 경쟁력을 높이고, 고부가가치화를 위해서 BI(Brand

사업내용

Identity) 브랜드 개발과 제품 및 포장 디자인 개발 지원을

지역 수산물 가공업체 2개사
제품 브랜드 및 포장디자인 개발

골자로 합니다.
사업을 위해 지원받을 기업은 수산가공선진화단지 입주기업
가운데, 부산시 국제수산물유통시설관리사업소 가공단지
운영팀에서 선정한 수산물 가공기업 2개사로, 디자인을 수행할
기업은 동남권디자인전문회사 가운데 공모를 통해 2개 기업을
선정했습니다. 그리하여 젓갈류와 어묵류를 생산하는 수산물
가공기업에 대해 기업 당 참여기업 부담금 20%포함, 최대
27,000천원을 지원하여, 수산물 브랜드 및 포장디자인 개발을
착수했습니다. 특히 개발과제 도출을 위해서 학계와 업계에서
선정된 자문위원 2명이 참여기업 실사를 벌이는 등 기업에
현실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적극적인 지원을 펼쳐나가는데,
역량을 집중했습니다.
그 결과, 브랜드 및 포장디자인 개발을 통해 기업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고객의 신뢰도 또한 높아지는 효과를 거뒀습니다.
2014년에는 수산가공품의 특화된 브랜드에 스토리텔링을
가미하여, 소비자의 마음을 사로잡는 디자인 개발을 통해서
기업의 경쟁력을 더욱 높여 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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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기업 선정
주관기업

참여기업

총 사업비

과제분야

돋음

(주)신우

26,950천원

젖갈류

아이엠커뮤니케이션

(주)부산바다

26,800천원

어묵류

사업결과
1. 젓갈류 제품의 신규 BI 및 패키지 디자인 개발
참여기업

(주)신우

이동민

수산물

주소 부산시 서구 충무대로 146

주관기업

돋음

한인수

디자인

주소 부산시 해운대구 우동 1466-1

01 디자인 개발 내용 최종 브랜드네임 확정
젓갈이 숙성되는 가장 최적의 환경 13도의 온도와
85% 습도를 상징화 하여 신선함을 강조

1385

기존 시장에 형성된 조합형 의미의 이름에서 벗어나
주 타깃인 신세대 주부와 젊은 세대를 겨냥한 차별화된 브랜드 전략 제시

02 디자인 개발의 필요성
신뢰 (믿음)
신선한 제품 / 정직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젓갈식품으로 엄선된 재료를
선택부터 가공 생산까지 원칙에 따른 좋은 식품 생산
>

전문가가 믿을 수 있게 만든 식품 브랜드 이미지 제고의 필요성
03 성과 및 효과
•제품적인 측면
- 제품에 대한 신뢰도 증가
- 전문기업 이미지 확대
- 경쟁력 강화 및 매출 증진과 관심 증대
•브랜드적인 측면
- 신규 브랜드의 런칭에 대한 차별화 전략
- 제품에 대한 믿음과 신뢰 확대
- 원 브랜드 전략에 따른 브랜드의 체계화

로고 및 패키지 디자인 최종성과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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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어묵류 제품의 신규 BI 및 패키지 디자인 개발
참여기업

(주)부산바다

이무우

수산물

부산시 서구 원양로 35

주관기업

아아엠커뮤니케이션

성기택

수산물

부산시 해운대구 우동 1459

01 디자인 개발 내용 최종 브랜드네임 확정

해가든

‘해가 드는 바다’
를 상징하며, 따뜻한 기운을 가득 담아 정성스러운
제품으로 고객에게 다가가며, 한결 같이 맑고 깨끗하다는 의미

따뜻한 햇살이 드는 바다를 연상하게 하고 아침에 기운이 담긴 신선한 재료로
청정한 제품을 고객에게 드린다는 한결같은 부산바다의 의지를 소비자에게 전달함

02 디자인 개발의 필요성
깨끗한 제품 / 위생

중소기업 어묵 제품에 대한 비위생적인 이미지를 벗어나
명품이미지로 고급스러우면서 깨끗하고 건강한 식품
>

안전한 먹거리 문화 확산 및 (주)부산바다의 브랜드 가치 확보를 위해 필요
03 성과 및 효과
•제품적인 측면
- 어묵 제품의 위생적인 제품생산의 신뢰도 증가
- 어묵의 깨끗하고 신선한 건강한 이미지 전달
- 양질의 품질로 고품격 부산어묵의 가치 강화
•브랜드적인 측면
- 부산 어묵의 자산적 가치 확보 및 정체성 강화
- 브랜드 개발에 따른 판매 경쟁력 확보
- 상표권 및 제품 브랜드의 권리 강화

로고 및 패키지 디자인 최종성과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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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보도
부산일보 (2014. 2. 4) - 부산 수산가공품 '디자인' 날개 단다

• 2014-02-04 / 김경희 기자

부산 수산가공품 '디자인' 날개 단다
상품은 좋은데 겉모양 뒤져 푸대접 설움
‘안동 간고등어의 고등어는 안동산?’
‘서울에서 만든 어묵인데 부산어묵?’
원산지가 부산이라도 마케팅 능력에서 뒤져 빛을 발
하지 못하거나, 좋은 상품을 갖고도 외형 등에서 제대
로 평가받지 못해 설움을 겪었던 부산 수산가업업체
들의 애로가 앞으로는 조금씩 해소될 전망이다.
부산에서 만든 수산가공품의 전국적 마케팅 강화를 위해 부산디자인센터가 '날개 옷'을 입히기로 했기 때문.
센터는 부산에서 생산된 신선한 수산물이 원료지만 브랜드 이름이나 포장디자인에 밀려 상품성에서 상대적
으로 '촌스러운' 이미지를 풍겼던 부산지역 수산가공품에 대한 디자인 지원에 본격 나서기로 했다.
센터는 4일 "올해 상반기에 수산가공선진화단지 내에 입주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수산가공품 등 생산제품에
대한 공동 브랜드 및 CI(기업이미지), 개별 포장디자인 개발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센터는 이달 중순 개
장하는 수산가공선진화단지에 직원 2명을 파견해 60여 개 입주업체에 대한 상시적인 디자인 컨설팅을 지원
한다. 이어 오는 3월부터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해 공모, 용역업체 선정, 평가위원회 개최 등을 거쳐 오는
8월 최종 결과물을 내놓기로 했다. 더불어 지난해 10월부터 부산지역 2개 수산물 가공업체를 대상으로 디자
인센터가 진행한 제품 브랜드 및 포장디자인 개발 시범사업 성과물도 이르면 4월께 시장에 첫선을 보일 예정
이다.
이번에 지원을 받은 업체는 각각 젓갈류와 어묵류를 생산하고 있는 신생 수산물 가공업체로, 공모를 통해 선
정된 디자인 전문업체의 도움을 받았다.
젓갈의 경우, 최적의 숙성 환경인 온도 13도와 습도 85%를 상징하는 '1385 ○○젓'이라는 이름을 갖게 됐고,
포장도 재래시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붉은색 뚜껑 대신 흰색 계열로 산뜻하게 바꿨다. 어묵은 따뜻한 햇살이
들어오는 바다와 아침의 기운이 담긴 신선한 재료로 만들었다는 뜻의 '해가든'으로 지어졌고, 역시 흰색 포장
에 붉은색 글자로 간결하고 깔끔하게 디자인됐다.
센터는 이번 사업을 통해 부산에서 생산되는 수산가공품에 대한 소비자의 이미지가 개선되고 인지도가 높아
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부산디자인센터 홍군선 원장은 "신선하고 맛있는 부산산(産) 수산물에 깔끔하고 고급스러운 디자인까지 더한
다면 중소·신생 수산가공업체의 전국적 인지도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신세대 주부와 젊은 세대 등
똑똑한 소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디자인 개발을 통해 부산지역 수산물 가공업체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노
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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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특화산업 육성사업
(해양바이오헬스산업분야)
사업기간

2013. 6 ~ 2014. 5
사업비

2013년 6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실시하는 지역특화산업육성
사업에 부산의 해양 바이오헬스 산업이 선정됨에 따라 (재)부산
디자인센터는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해양바이오산업의 발전을

180,000

천원
(국비, 산업통상자원부)

앞당겨가고 있습니다.

사업내용

본 사업은 부산테크노파크 해양생물산업육성센터 주관으로

해양바이오산업 신규시장 창출 및 경쟁력 강화

(재)부산디자인센터와 부산대학교 BIT융합연구소, 신라대
학교 마린바이오산업화지원센터가 공동 참여한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3년 6월부터 2014년 5월까지이며, 공모를
통해 해양 바이오헬스 산업분야 참여회원기업 가운데 40개사를
선정, 해양바이오헬스 제품개발, 시험, 교육, 디자인 연계 지원을
펼쳐나갑니다. 여기서 (재)부산디자인센터는 BI·CI, 스토리텔링,
홍보물 제작, 모바일 디자인 개발 등의 역할을 담당합니다.
이를 위해 디자인 지원을 펼칠 협력기업은 주관기업이 공모
과정을 거쳐, 25개 디자인 전문 기업을 선정 했으며, 참여기업
별로 디자인 개발 작업을 진행하여, 기업의 브랜드화를 이끌어
나갑니다.
(재)부산디자인센터는 본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21세기 떠오르고 있는 해양바이오
산업에 디자인을 접목시켜 신규시장을 창출
하고, 기업기술의 고도화를 통해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
입니다.

개발된 BI가 적용된 제품

지역특화산업 육성사업 (해양바이오헬스산업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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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사 업 명 :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 (해양 바이오헬스 산업분야)
• 주관기관 : 부산테크노파크 해양생물산업육성센터
• 참여기관 : (재)부산디자인센터, 부산대학교 BIT융합연구소, 신라대학교 마린바이오산업화지원센터
• 추진전략

해양 바이오헬스 산업 기업 기술 고도화를 통한
단기 성장동력 확보

(재)부산테크노파크
사업총괄 및 연계 강화
패키지 지원의 시너지 효과 창출

(재)부산디자인센터

부산대학교
BIT융합기술연구소

신라대학교
마린바이오산업화지원센터

브랜드 개발을 통한 사업화 지원

전략적 제품의 개발 극대화

직무별 전문인력 역량 강화

• (재)부산디자인센터 지원내용
해양 바이오헬스 산업분야 참여회원기업 40개사
BI, CI, 스토리텔링, 홍보물 제작, 모바일 디자인 개발을 통해 사업화 지원
• 기대효과
- 지역, 산업, 기업의 경쟁력 강화 : 참여기업 매출액 및 수출 증대 기여
- 기업의 신규시장 창출 및 시장 확대
- 해양 바이오 산업의 지역 경쟁력 강화

기업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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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 추진절차
사업 공고

산업통상자원부 지역특화산업 육성사업 공고

>

사업계획서 작성 및 접수

부산테크노파크, (재)부산디자인센터
부산대, 신라대 컨소시엄 구성. 사업계획서 작성

>

현장 실사 및 평가

컨소시엄 구성팀, 해양바이오헬스 산업 현장조사

>

사업과제 선정 확정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에 해양바이오헬스산업 선정

>

수정사업계획서 제출 및 협약

주관기관 : 부산테크노파크
참여기관 : (재)부산디자인센터, 부산대, 신라대

>

각 기관별 사업추진

(재)부산디자인센터
BI, CI, 스토리텔링, 홍보물 제작, 모바일 디자인 개발지원

>

사업결과 보고

주관기관, 참여기관 결과보고 및 평가

사업 추진일정
•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 사업유치과정 (부산테크노파크, 부산디자인센터, 신라대, 부산대)
2013. 4.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 사업공고

5.

사업계획서 접수

6.

현장실사 및 평가, 사업과제선정 확정, 수정사업계획서 제출

•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 사업유치 후 추진과정 (부산디자인센터)
2013. 10. 사업협약 (~ 2014. 5월)
참여기업 및 협력기업 공고 및 선정
디자인개발지원 (BI, CI, 스토리텔링, 홍보물 제작, 모바일 디자인)
사업비정산 및 결과보고

지역특화산업 육성사업 (해양바이오헬스산업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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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지원내용
• 모바일 앱/웹, 스토리텔링, BI, CI 개발지원, 홍보물 제작지원
• 참여기업 : 해양바이오산업 분야 40개 기업
• 협력기업 : 디자인 전문 25개 기업
구분

세부프로그램
모바일 앱/웹 개발지원

전략적 지원사업
스토리텔링 개발지원

BI, CI개발지원

패키지 지원사업

홍보물제작지원사업

참여기업`

협력기업

㈜마린바이오프로세스

㈜골든데이

㈜에코마인

㈜골든데이

홍일식품

베어리아이디어

세화씨푸드

(주)돋움

㈜은하수산

이너스

㈜아이에스푸드

돋움

㈜바이오포트코리아

디자인제로

㈜소유바이오

㈜씨엘

로얄노니

동아기획

해광식품

㈜비케이네트워크

㈜한국바이오솔루션

솔루션프린텍

㈜코스팜

㈜픽스

해청원(주)

경일포장

㈜아미노피아

비온디디자인

㈜엠에스바이오

서림애드콤

㈜기장사람들

동아기획

J-J Company

미정

㈜글루칸

㈜포커스

수바이오텍

이너스

㈜하나로바이오

파오스

㈜금림바이오켐

비온디디자인

㈜청호씨푸드

디자인혜움

한아바이오텍

지구촌

㈜바이오포트코리아

국성정판

㈜소유바이오

㈜씨엘

㈜가야에프앤디

파오스

기장물산

(주)시각공간

㈜투진코스메틱

㈜지케이21

로얄로니

동아기획

㈜해오름바이오

돋움

현대엔텍

시선디자인

㈜엘큐어

엔즈디자인

숲속엔 F&B

원커뮤니케이션

청산에식품

디자인아띠

한국바이오엔지니어링

스토리진

디아스

㈜픽스

기업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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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경제권연계협력사업 (신규)

사업기간

2013. 8 ~ 2014. 4
사업비

150,000

2013년 8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실시하는 광역경제권 연계
(1차)

협력사업에 광역경제권 간 연계협력자원을 공동 활용하여
지역의 산업경쟁력을 제고하고 지역 간 동반성장을 촉진하기

천원
(국비, 산업통상자원부)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내용

부산의 광역경제권 연계 협력사업은 부산테크노파크 자동차

지역 간 연계협력 및 경쟁력 제고를
통한 동반성장 촉진

부품기술지원센터 주관으로 (재)부산디자인센터와 경남
테크노파크, 동의대 IT융합부품연구소, 창원대 경남지식
기반기계부품/소재 연구개발클러스트 사업단이 참여했습니다.
총 사업기간은 21개월이며, 1차 년도는 2013년 8월부터
2014년 4월까지로 (재)부산디자인센터는 자동차부품 디자인
융합 제품개발지원과 브로셔 디자인개발지원, 그리고 디자인
컨설팅 등을 지원합니다.

부산테크노파크 자동차부품기술지원센터

남은 기간 동안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부산, 경남 광역 경제권
간에 자동차부품과 디자인을 융합
하고, 디자인 투자의 필요성과
디자인 경영 마인드를 확산시켜
자동차부품 사업 부가가치의 상승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할 뿐 아니라,
이를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광역경제권연계협력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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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추진일정
2013. 5. 사업 공고 및 사업계획서 제출 (∼ 6월)
7. 지역평가 및 후보과제 선정
8. 중앙평가 및 최종과제 확정
9. 수정사업계획서 제출, 협약체결
10. 기업설명회 개최
11. 디자인 개발 지원 (∼ 2014. 3월)
2014. 4. 사업비 정산, 결과보고

디자인 개발 지원 내용
•사업내용 : 자동차부품 디자인융합 제품개발, 브로셔 디자인제작, 디자인컨설팅 지원
•1차년도 사업기간 : 2013. 8 ∼ 2014. 4
•기대효과
- 디자인 성공사례 창출로 디자인 투자 필요성 및 디자인경영 마인드 인식 확산
- 자동차부품 부가가치상승 및 디자인 융합 개발을 통한 경쟁력 강화
- 디자인-엔지니어링 융합 개발지원을 통한 제품개발
- 원천 기술이 확보된 제품의 생산 전 단계가지의 엔지니어링 디자인 개발
- 중소기업의 융합 엔지니어링 디자인 개발 역량 강화
- 디자인을 통한 중소기업 제품 마케팅 활성화 및 생산제품의 고부가가치 향상

자동차부품 생산과정

Design Education Research Projects

2013 재단법인 부산디자인센터 연차보고서
Design Center Busan Annual Report 2013

디자인 교육
연구사업

_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_ 청년취업아카데미사업
_ 코리아디자인멤버십 교육사업
_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
_ 중소기업청년취업인턴제
_ 지역디자인산업 발전과제개발
_ 부산의류제조집적지 실태조사
_ 지역특화산업 육성사업 (영상콘텐츠육성지원사업)

디자인 교육 연구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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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사업기간

2013. 1 ~ 12
사업비

1,197,600

(재)부산디자인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의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을 유치, 협약기업 재직근로자와
기업 채용예정자를 대상으로 직무능력개발을 위한 훈련을

천원

(국비, 고용노동부)

실시했습니다.

사업내용

훈련은 신규 98개 기업을 비롯해 304개 협약기업과 컨소시엄을

디자인 및 지식기반 서비스 관련
중소기업 재직자 직무능력 개발 훈련 실시

구성하고, 12개 훈련과정으로 2013년에는 ‘디지털디자인
3D-MAX 실무과정’, ‘디자인 품질향상 디지털 사진 촬영
기법’ 등 추가로 6개 실용적인 과정을 신설하여, 기업현장에
맞는 인력을 양성했습니다.
이를 위해 참여기업을 대상으로 수요 조사를 벌여 맞춤형
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협약기업 임직원 대상 워크숍을
개최, 기업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마련했을 뿐 아니라,
컴퓨터 실습실 등 훈련 공간을 확충하여 중소기업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지역의 디자인 역량을 높여나갔습니다.
그 결과 상, 하반기 24회차 훈련에 460명이 수료
했으며 디자인 산업 현장에 맞는 실무형 재직자를
양성하여 기업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2014년에는 17개 디자인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
하고, 참여기업 및 훈련생의 사후관리까지 역량을
높여 명실공히 동남권을 대표하는 디자인 전문
교육기관으로 자리매김해 나가겠습니다.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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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추진체계

사업 네트워크 구성
•지역산업실태조사 및 실태에
적합한 프로그램 협의
중소
협약기업
회원사

중소협약기업과
컨소시엄 형성

•교육서비스의 연계 및 조정,
협력제고를 위한 건의와
공동사업기획 및 시행
•협의사항에 대한 모니터링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정책 논의
•상호간의 직무교육 관련정보 교류 및
인적 네트워크 형성

한국기술 교육대학교
컨소시엄 HUB 사업단

디자인전문회사

건축·설계전문기업

산업협회

서비스·제조전문회사

주식회사 디자인부산
외 121개 기업

모던건축 사무소
외 28개 기업

(사)동남권
산업디자인협회
외 3개 협회

대훈기획
외 다수

+

지역산업에 대한
교육서비스 강화
기업의 디자인
역량 향상

지역 중소기업 교육대상 수요자와 협약기업의 협업을 통한 네트워크 형성
지역산업의 디자인 교육 필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
협약기업 회원사의 센터사업 참여 우선 지원 대상기업 선정

참여도 향상, 사업의 지속성 확보

사업 추진일정
2013. 1. 304개 협약기업과 컨소시엄 구성 (신규 98개 협약기업 유치 / ~ 9월)
3. 20회 차 훈련 실시 (∼ 9월)
9. 협약기업 임직원 대상 워크숍 개최
10. 훈련 공간 구축 완료 (컴퓨터 실습실 1개실 등)
10. 주얼리 디자이너 양성과정 등 4개 과정 훈련 실시 (~ 11월)
12. 사업계획서 제출 등 2014년 사업 추진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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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과정별 결과
• 참여대상 : 지역 내 중소기업 및 디자인 전문기업 재직자, 취업예정자
• 참여조건 : 고용 보험 대상 재직자 (국비지원)
구분

과제명

차수

훈련기간

훈련시간 실시인원 수료인원 연인원

1

스마트 디바이스 UI / UX 앱개발 및 디자인 과정

1

3. 18 ~ 4. 8

30

18

11

41

2

디자인 품질향상 디지털 사진 촬영기법

1

3. 27 ~ 4. 24

15

16

12

23

3

멀티미디어 디자인 활용 프리젠테이션 기법

1

4. 11 ~ 4. 25

15

21

14

26

4

환경분야 디자인 기획 및 실무

1

4. 20 ~ 5. 25

30

9

6

23

5

디지털 출판/편집 디자인 품질향상

1

4. 23 ~ 5. 25

28

13

10

35

6

멀티미디어 디자인 활용 프리젠테이션 기법

2

5. 23 ~ 6. 11

15

22

21

39

7

디자인 품질향상 디지털 사진 촬영기법

2

5. 23 ~ 6. 27

15

21

21

39

8

일러스트레이션 실무

1

6. 13 ~ 7. 11

30

22

21

79

9

제조업 디자인 경쟁력 강화 컨설팅

1

6. 15 ~ 7. 13

20

20

20

50

10 제조업 디자인 경쟁력 강화 컨설팅

2

6. 26 ~ 6. 30

20

13

13

33

11

디지털디자인 영상 아트웍 실무과정

1

6. 18 ~ 7. 18

30

23

23

86

12 Revit 교육을 통한 BIM실무 디자인교육

1

6. 25 ~ 7. 18

30

30

30

113

13 멀티미디어 디자인 활용 프리젠테이션 기법

3

7. 2 ~ 7. 23

15

20

20

38

14 환경분야 디자인기획 및 실무

2

8. 10 ~ 9. 14

30

21

21

79

15 디지털디자인 3D-MAX 실무과정

1

8. 20 ~ 9. 12

28

20

18

63

16 주얼리디자인 제품제작 기기사용법 숙지 및 실습

1

8. 21 ~ 10. 23

30

30

30

113

17

2

8. 26 ~ 9. 25

30

17

17

64

18 디자인품질향상 디지털사진 촬영기법

3

8. 29 ~ 10. 10

15

22

22

41

19 일러스트레이션 실무과정

2

9. 23 ~ 10. 07

15

28

28

53

20 멀티미디어 디자인활용 프리젠테이션기법

4

9. 24 ~ 10. 10

15

19

19

36

21 디지털출판/편집디자인 품질향상

2

9. 24 ~ 10. 17

28

15

15

53

22 환경분야 디자인기획 및 실무

3

9. 28 ~ 10. 25

30

14

14

53

23 일러스트레이션 실무과정

3

10. 14 ~ 10. 28

15

28

28

53

24 실무형 주얼리디자인 양성과정

1

10. 14 ~ 11. 29

180

26

26

585

460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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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신설과정
1. 디자인 품질향상 디지털 사진 촬영기법 (총 3회 운영)
• 훈련개요 : 촬영여건에 따른 적절한 환경을 파악하고,
고품질 이미지 도출을 위한 촬영 실무 프로세스를 실습하는 훈련
훈련기간

참여기업

훈련시간

수료인원

3. 27 ~ 4. 24

주식회사 디자인부산 외 10개 사

15

12

5. 23 ~ 6. 27

대훈기획 외 14개 사

15

21

8. 29 ~ 10. 10

효민디앤피 외 15개 사

15

22

2. 멀티미디어 디자인 활용 프리젠테이션 기법 (총 4회 운영)
• 훈련개요 : 프로젝트 기획 방법론, 아이디어 발상 및 플로우차트 설계 등을 통한
사례별, 용도별 멀티미디어 디자인 제작 기법을 습득하는 훈련
훈련기간

참여기업

훈련시간

수료인원

4. 11 ~ 4. 25

(주)디알 외 15개 사

15

14

5. 23 ~ 6. 11

타코스 외 13개 사

15

21

7. 2 ~ 7. 23

(주)드림아이티 외 1개 사

15

20

(주)디자인엑스투 외 11개 사

15

19

9. 24 ~ 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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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디지털디자인 영상 아트윅 실무과정 (총 1회 운영)
• 훈련개요 : 영상산업에 실용화되는 캐릭터디자인, 애니메이션 등을
디자인 프로그램 툴을 이용하여 발상 드로잉 하는 스킬을 배양하는 훈련
훈련기간

참여기업

훈련시간

수료인원

6. 18 ~ 7. 18

아이리얼(주) 외 10개 사

30

23

4. Revit 교육을 통한 BIM실무 디자인교육
• 훈련개요 : 3차원 설계방식에 구조물의 제작 및 시공단계에 필요한 세부정보를 인식하고
실행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효율적인 실무 스킬을 습득하는 훈련
훈련기간

참여기업

훈련시간

수료인원

6. 25 ~ 7. 18

(주)건축사사무소 앙코르 외 14개 사

30

30

8. 26 ~ 9. 25

(주)구성건축사사무소

17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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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디지털디자인 3D-MAX 실무과정
• 훈련개요 : 3D-Max를 활용해 사물의 모델링에 대한 조형감각을 익히고
재질 및 렌더링, 라이팅 등의 총체적인 기능을 습득하여
입체 애니메이션 작업을 실행할 수 있는 훈련
훈련기간

참여기업

훈련시간

수료인원

8. 20 ~ 9. 10

(주)유딘 엔지니어링 외 10개 사

28

18

6. 실무형 주얼리디자인 양성과정
• 훈련개요 : CAD 및 라이노 고급 툴을 활용한 모델링, 렌더링, 재질 및 색채를 선정하고
이를 제작 실무에 활용하여 업무시간을 단축시켜
효율적인 단축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하는 전문적 스킬 배양 훈련
훈련기간
10. 14 ~ 11. 29

채용예정자 과정

훈련시간

수료인원

경성대학교 외 5개 교

180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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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취업아카데미사업

사업기간

2013. 3 ~ 2014. 7
사업비

499,000

기업의 요구에 맞는 현장 맞춤형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여
청년 취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이는
(재)부산디자인센터를 운영기관으로, 청년취업 아카데미
참여대학과 수요기업과의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현장의

천원

(국비, 고용노동부)

수요를 반영한 교육과정을 개설, 수료생을 취업으로 연계

사업내용

대학 졸업예정자 및 졸업자

시키는 사업입니다.

239

현장 맞춤형 교육 및 61명 취업

명

2013년에는 대학 졸업예정자 및 졸업자 239명을 대상으로
동주대학교, 신라대학교 등 4개 대학에서 시각정보디자인
전문가 과정, 실내건축디자인전문가 과정 등 9개 과정의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교육은 산업체 현장 실습으로 연수
과정에서 습득한 지식과 기술이 바로 기업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했으며, 각 연수생마다 전담 교수를 배정하여 개인별
취업 멘토링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교육인원 239명 가운데, 61명이 연수과정 중에
조기취업의 기쁨을 얻어 부산지역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에
기여함과 동시에, 기업과 청년의 구인·구직
미스매치를 조정하는 데에도 일조하는 성과를
안겨줬습니다.
2014년에는 4개 대학 9개 과정에 대해 청년취업
아카데미 사업을 추진하여 지속적으로 지역기업에
대한 구인난과, 청년 미취업자들의 구직난을
해소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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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추진일정
2013. 1. 사업유치를 위한 학점 인정 협약 및 수료생 취업 협약
2. 2013 청년취업 아카데미 운영기관 선정 및 협약
3. 동주·신라·인제대학교 연수 개시 (4개 과정 114명)
4. 동명대학교 연수 개시 (4개 과정 95명)
7. 시각정보디자인 전문가 과정 연수 개시 (신라대 30명)
여름 현장 실습 개시 (4개 대학 209명 / ~ 8월)
9. 2013년 후반기 교육 실시 (9개 과정, 184명 / ~ 12월)
11. 현장실습 개시 (시각정보디자인 전문가 과정 30명)
2014년 청년취업 아카데미 참여대학 모집

청년취업 아카데미 운영위원회 개최
• 운영기관 선정 및 협약일 : 2013. 3. 11
• 운영위원회 개최일 : 2013. 5. 23, 8. 29
• 운영위원회 임기 : 2013. 3. 11 ~ 2013. 12. 31
개최일시

참석인원

주요 논의내용

2013. 5. 23

10명

연수과정 운영과 관련한 협의 등

2013. 8. 29

11명

현장실습 운영과 관련한 협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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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청년취업 아카데미 교육과정
• 교육 참여대학 : 4개 대학교 (동명, 동주, 신라, 인제대학교)
• 수요기업 : 디자인제로 등 100여개 기업
• 교육 과정 : 시각정보디자인전문가과정 등 9개 과정
• 교육생 : 239명
구분

교육과정명

교육인원

교육장소

이수시간

교육기간

1

시각정보디자인 전문가과정

30

신라대학교

270

7. 1 ~ 11. 29

2

자동차부픔설계 디자인 과정 Ⅰ

30

신라대학교

265

3. 5 ~ 12. 13

3

자동차부품설계 디자인 과정 Ⅱ

30

인제대학교

272

3. 4 ~ 12. 27

4

자동차설계디자인 전문가과정

30

동주대학교

480

3. 5 ~ 12. 11

5

조선설계디자인 전문가과정

24

동주대학교

448

3. 4 ~ 12. 20

6

디지털엔터테인먼트 디자인전문가 양성과정

30

동명대학교

255

4. 2 ~ 12. 17

7

BIM 디자인 전문가과정

20

동명대학교

200

3. 28 ~ 12. 2

8

건축디지털콘텐츠 디자인전문가과정

24

동명대학교

271

4. 1 ~ 12. 9

9

실내건축디자인 전문가과정

21

동명대학교

225

4. 1 ~ 10. 29

교육인원

교육장소

이수시간

교육기간

합계

239

전반기 연수 결과
• 신라대학교, 인제대학교, 동주대학교, 동명대학교 239명
• 연수기간 : 2013. 3. 4 ∼ 2013. 8. 31
구분

교육과정명

1

시각정보디자인 전문가과정

30

신라대학교

270

7. 1 ~ 8. 31

2

자동차부픔설계 디자인 과정 Ⅰ

30

신라대학교

265

3. 5 ~ 8. 31

3

자동차부품설계 디자인 과정 Ⅱ

30

인제대학교

272

3. 4 ~ 8. 31

4

자동차설계디자인 전문가과정

30

동주대학교

480

3. 5 ~ 8. 31

5

조선설계디자인 전문가과정

24

동주대학교

448

3. 4 ~ 8. 31

6

디지털엔터테인먼트 디자인전문가 양성과정

30

동명대학교

255

4. 2 ~ 8. 31

7

BIM 디자인 전문가과정

20

동명대학교

200

3. 28 ~ 8. 31

8

건축디지털콘텐츠 디자인전문가과정

24

동명대학교

271

4. 1 ~ 8. 31

9

실내건축디자인 전문가과정

21

동명대학교

225

4. 1 ~ 8. 31

합계

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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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반기 연수 결과
• 신라대학교, 인제대학교, 동주대학교, 동명대학교 239명
• 연수기간 : 2013. 9. 1 ∼ 2013. 12. 27
구분

교육과정명

교육인원

교육장소

이수시간

교육기간

1

시각정보디자인 전문가과정

30

신라대학교

270

9. 1 ~ 11. 29

2

자동차부픔설계 디자인 과정 Ⅰ

30

신라대학교

265

9. 1 ~ 12. 13

3

자동차부품설계 디자인 과정 Ⅱ

30

인제대학교

272

9. 1 ~ 12. 27

4

자동차설계디자인 전문가과정

30

동주대학교

480

9. 1 ~ 12. 11

5

조선설계디자인 전문가과정

24

동주대학교

448

9. 1 ~ 12. 20

6

디지털엔터테인먼트 디자인전문가 양성과정

30

동명대학교

255

9. 1 ~ 12. 17

7

BIM 디자인 전문가과정

20

동명대학교

200

9. 1 ~ 12. 2

8

건축디지털콘텐츠 디자인전문가과정

24

동명대학교

271

9. 1 ~ 12. 9

9

실내건축디자인 전문가과정

21

동명대학교

225

9. 1 ~ 10. 29

합계

239

2013 청년취업 아카데미 취업현황
구분

교육과정명

인원

탈락

취업

수료

1

시각정보디자인전문가과정

30

3

8

27

2

자동차부픔설계디자인 과정 Ⅰ

30

6

7

24

3

자동차부품설계디자인 과정 Ⅱ

30

4

7

26

4

자동차설계디자인전문가과정

30

1

6

29

5

조선설계디자인전문가과정

24

5

5

19

6

디지털엔터테인먼트디자인전문가양성과정

30

6

7

24

7

BIM 디자인전문가과정

20

6

2

14

8

건축디지털콘텐츠디자인전문가과정

24

6

6

18

9

실내건축디자인전문가과정

21

2

13

19

239

39

61

200

합계

자동차설계디자인전문가과정

자동차부품설계디자인과정Ⅰ

시각정보디자인전문가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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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디자인멤버십 교육사업

사업기간

2013. 3 ~ 2014. 2
사업비

410,400

천원
(국비, 산업통상자원부)
사업내용

부·울·경 디자인 관련 우수 대학생
글로벌 인재로 양성
36명 국내·외 취업

산업통상자원부 국가디자인
인재육성 사업으로 21세기
디자인 산업을 이끌어 나갈
열정적이고 끼 있는 부산·
울산·경남 지역 디자인 관련
학과의 우수한 학생을 발굴
하여 지역 및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인재로 양성하는 프로그램
입니다.
2013년에는 10개 대학에서 6기회원 15명을 신규로 선발했습
니다. 이렇게해서 기존회원 17명과 함께 젊음의 패기와 열정
으로 똘똘 뭉친 총 32명의 회원이 국내·외에서 활발한 활동을
벌였습니다.
(재)부산디자인센터는 회원들이 디자인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영도대교 도개부 디자인 개발 인턴십을 비롯해 지역
사회 재능기부와 지역 연계 인턴십 프로
그램을 실시, 국내에서 디자이너에 대한
소양과 기술을 직접 체득할 수 있는 살아
있는 교육과 지원을 펼쳤습니다.
또한 더 나아가 지원을 국외까지 확대하여,
우수 회원은 뉴욕(2명), 이태리(16명),
런던(4명)으로 해외 디자인 워크숍을 진행,
세계의 디자인을 접함으로써 디자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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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안목을 넓히고, 능력을 배가시키는 효과를 거뒀습니다.
그 소중한 결실은 저명한 국내, 국제 공모전으로 나타나,
국내 45작품, 국제 12작품이 수상의 영광을 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코리아 디자인 멤버십 취업 대상자 50명
가운데, 2014년 1월, 5명은 미국, 이태리, 일본 등 해외
인턴으로 취업을 했고, 31명은 국내 우수 기업에 채용이 되어, 디자이너로서의 꿈을 펼치고 있습니다.
지역 대학의 우수한 디자인 학생들을 글로벌 인재로 양성해 가는 코리아디자인멤버십 교육사업은
앞으로 보다 많은 젊은이들이 한국을 넘어 세계에서 자신의 역량을 키워갈 수 있도록 한 차원 높은
교육과 폭넓은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사업 추진일정
2013. 1. 사업계획서 제출 (한국디자인진흥원)
4기 회원 13명 수료 (~ 2월)
5. 코리아디자인멤버십 6기 선발 (15명), 입교식 개최
6. 해외 디자인 워크숍 진행 (뉴욕 2명, 이태리 16명, 런던 4명 / ~ 9월)
2013 광주디자인비엔날레 13작품 전시 참여 (~ 10월)
7. 지역사회 재능기부 프로그램 수행
(해운대 해수욕장 파라솔 가이드라인 등 3개 프로그램 운영 / ~ 10월)
10. 영도대교 도개부 디자인 개발 인턴십
SPARK, Red-dot 국제 공모전 40작품 출품 (SPARK, I.D.E.A 국제 공모전 등에서 12작품 수상)
지역연계 인턴십 프로그램 (~ 2014년 2월)
12. 서울 디자인 페스티벌 2013 10작품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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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코리아 디자인 멤버십 지원내용
• 선발 현황 : 10개 대학
(경성대, 동서대, 동아대, 부산대, 한국해양대, 부경대, 영산대, 창원대, 인제대, 울산과학기술대)
• 참여 학과 : 산업디자인, 시각디자인, 제품디자인, 공업디자인, 건축설계, 시각영상디자인학과
• 인원수 : 현원 32명, 누적 수료생 65명

2013 코리아 디자인 멤버십 활동
1. 코리아 디자인멤버십 6기 입교식 및 오리엔테이션
• 기간 : 2013. 5. 30
• 내용 : 입교식 및 합격증서 수여
KDM 활성화 및 효과적은 운영을 위한 KDM 자치회 간담회
24시간 창작공간 제공에 따른 교육 및 오리엔테이션
• 참가자 : KDM 6기, 5기, 학부모, 센터 관계자 등

2. 지역사회 재능기부 프로그램
1) 해운대 스타일 찾기
• 기간 : 2013. 7 ~ 10
• 과제내용 : 해운대 구청사 별관 사인물 디자인, 해운대 해수욕장 파라솔 디자인
• 참가자 : KDM 6명 (안진언, 이수빈, 김지언, 전혜주, 조대현, 강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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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제지역자활센터 디자인개발
• 기간 : 2013. 7 ~ 10
• 과제내용 : 연제 홈타운 반찬 2호점 CI, BI 개발
• 참가자 : KDM 3명 (정은지, 김다휘, 김규리)

3. KDM 영도대교 도개부 디자인 인턴십 프로그램
• 기간 : 2013. 10. 14 ~ 10. 18 (5일간)
• 과제내용 : 영도대교 도개부 디자인 도출
• 참가자 : KDM 5기 김규리, 6기 이수빈, 김다휘

4. 지역연계인턴십 프로그램
• 기간 : 2013. 12. 5 ~ 2014. 2. 5 (2개월간)
과제명

기업명

보행보조용 지팡이 손잡이와 스파이크를 수용한 고무발 개발

(주)아이온

관광기념품 개발(USB, Paper Knife)

(주)디자인부산

인퓨저(차음료 용기) 포장디자인 및 수출 포장디자인

(주)디자인엑스투

시각, 포장디자인Inner Box 1종, Caton Box 1종

(주)보아스커뮤니케이션

KDM 성과사례집

디자인글꼴

• 참가자 : KDM 9명
(주)아이온 : 6기 김지언, 박지영
(주)디자인부산 : 6기 강미라
(주)디자인엑스투 : 6기 이수빈, 5기 김규리
(주)보아스커뮤니케이션 : 6기 강이주, 김다휘
디자인글꼴 : 6기 조대현, 안진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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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디자인 워크숍 참가
1. 뉴욕 창의력 워크숍 (주최 : KIDP 중부지원)
• 일시 및 장소 : 2013. 6. 21 ~ 7. 1 (8박 11일), 미국 뉴욕 보스턴
• 내용 : 코리아디자인멤버십 회원들의 글로벌 디자인 역량강화 및
글로벌 디자인 마인드 확산을 통한 인재양성교육
• 참여자 : KDM 5기 김수인, 6기 강이주

2. 이탈리아 토리노 기업연계 디자인워크숍 (주최 : (재)부산디자인센터)
• 일시 및 장소 : 2013. 7. 18 ~ 8. 2 (14박 16일), 이탈리아 토리노 익스페리엔시아社
• 내용 : 다양한 디자인 영역 (제품, 시각, 실내, 영상)의 융합적 협업 능력 강화
• 참여자 : 강미라 외 KDM 15명

3. 크로스컬츄럴 디자인 프로젝트 영국 텐트런던 전시 (주최 : (재)광주디자인센터)
• 일시 및 장소 : 2013. 9. 16 ~ 9. 26 (9박 11일), 영국 런던
• 내용 : 다름에 대한 새로운 해석 및 문화간의 이해와 소통
• 참여자 : KDM 5기 정영한, 6기 주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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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공모전 참가 및 성과
구분
국외

공모전

출품작

수상작

40

12

52

45

Red-dot 국제디자인공모전, Spark 국제디자인공모전
IDEA 국제디자인공모전, PIN UP 디자인 공모전 외
다수 국외 공모전 지원
대한민국 디자인 전람회, KDA 디자인 공모전

국내

대한민국 해양디자인 공모전, 부산산업디자인전람회
대구디자인전람회, D2B 디자인페어 외 다수 국내 공모전 지원

<국외 공모전 수상작>

2013 스파크 디자인 공모전 Gold Award

2013 PIN UP 디자인 공모전 BRONZE

‘Eco pot’KDM 회원 김수인, 김태진

‘Open sight’KDM 회원 김수인, 김태진

<국내 공모전 수상작>

2013 부산산업디자인전람회 특선

2013 대한민국 해양디자인 공모전 입선

정수기 광고 디자인 KDM 회원 강이주

KDM 회원 박기연, 정현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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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

사업기간

2013. 1 ~ 12
사업비

25,000

부산·경남지역 초·중·고등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디자인
진로체험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디자이너를
꿈꾸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본

천원

프로그램은 자기 주도적인 진로설계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사업내용

매년 운영하고 있으며, 창의성을 높이고 디자인 마인드를

부산지역 초·중·고 재학생

확산시킨다는 면에서 기대효과 또한 높은 디자인 교육 사업

진로체험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입니다.
체험 프로그램은 최소 정원 20명을 기준으로 선착순 신청을
받아, 센터 4층에 위치한 디자인체험관(Design Wave)에서
체험강사와 함께 단체 관람을 한 후, 체험콘텐츠를 직접 제작해
보는 순서로 진행했습니다.
체험콘텐츠는 패턴디자인을 통한 창의적 이미지를 표현하는
에코백 디자인과 타이포그래피 및 컴퓨터 그래픽을 활용한
개성 있는 텀블러 제작으로 구성했으며, 2013년 1월부터
주례여자중학교 외 29개교에서 총 1,211명의 학생들이 참가
하여 디자인에 대한 관심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2014년에는 지속적인 홍보와
보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해 체험객의 참여를 늘이고,
체험도구및재료키트를개발해
체험의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참가자들에게 센터 프로그램을
홍보하는 수단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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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추진일정
2013. 1. 운영계획 수립 및 프로그램 홍보 (~ 4월)
5. 주례여자중학교 외 18개교, 총 603명 참가 (총 20회 / ~ 9월)
10. 경남여자고등학교 외 12개교, 총 608명 참가 (총 11회 / ~ 12월)

진로체험 프로그램 일정
구분

활동주제

활동 내용

소요시간

담당

1

체험학습 준비

인원점검 및 주의사항 지도

5분

인솔교사

25분

체험교사

90분

체험교사

2

3

디자인웨이브

인원점검 및 주의사항 지도

체험관 관람

디자인제품 관람 및 설명

디자인 체험활동

선택 1 : 에코백디자인
선택 2 : 텀블러디자인
총 소요시간

1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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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디자인 체험활동 내용
1. 텀블러 디자인
• 체험 프로그램명 : 텀블러 디자인
• 디자인 관련 분야 : 시각디자인
• 프로그램 내용 : 디자인 전문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나만의 개성 있는 텀블러 디자인
• 체험대상 : 중, 고등학생

2. 에코백 디자인
• 체험 프로그램명 : 에코백 디자인
• 디자인 관련 분야 : 패턴디자인
• 프로그램 내용 : 염색지를 활용하여 에코백에 창의적인 패턴디자인 체험
• 체험대상 : 초, 중, 고등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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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체험 프로그램 현황
연번

참가일시

학교명

프로그램

인원

1

2013. 1. 3

주례여중

에코백

25

2

2013. 5. 3

신도중

에코백

19

3

2013. 5. 3

중앙중

에코백

3

4

2013. 5. 16

중앙고

에코백

34

5

2013. 5. 23

화명중

에코백/텀블러

57

6

2013. 5. 25

부흥고

에코백

24

7

2013. 5. 30

성모여자고

에코백

27

8

2013. 5. 30

부산문화여자고

에코백

56

9

2013. 5. 31

부산산업과학고

에코백

30

10

2013. 6. 1

센텀중

텀블러

20

11

2013. 6. 15

금강초

에코백

20

12

2013. 6. 15

반안중

에코백

30

13

2013. 6. 21

부산국제중

텀블러

25

14

2013. 6. 22

사하초

에코백

20

15

2013. 7. 5

내성중

에코백

37

16

2013. 7. 12

개성고

에코백/텀블러

46

17

2013. 8. 7

부산광역시 영재교육진흥원

에코백/텀블러

66

18

2013. 9. 13

김해봉명중

텀블러

37

19

2013. 9. 28

동천고

텀블러

27

20

2013. 10. 8

경남여고

텀블러

30

21

2013. 10. 17

해강고

텀블러

20

22

2013. 10. 25

울산대현고

에코백/텀블러

79

23

2013. 10. 28 ~ 30

해림초

에코백

114

24

2013. 11. 8

중앙중

에코백/텀블러

81

25

2013. 11. 9

초연중

텀블러

28

26

2013. 11. 12

반여중

에코백/텀블러

50

27

2013. 11. 13

동래여자중

에코백

29

28

2013. 11. 16

주학초

에코백

31

29

2013. 11. 27

연포초

에코백

25

30

2013. 11. 29

신선초

에코백

42

31

2013. 12. 20

부산문화여고

에코백

50

32

2013. 12. 24

부산백양고

텀블러

29

합 계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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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년취업인턴제 (신규)

사업기간

2013년 고용노동부에서 지정한 「중소기업청년취업인턴제

2013. 1 ~ 12

사업」운영기관으로, 청년실업을 해소하여 안정적인 고용

사업비

900,000

창출을 이끌어 내기 위한 사업입니다.
천원

(국비, 고용노동부)

청년실업 100만 시대, 현장 실무를 습득할 수 있는 인턴제

사업내용

사업을 통해 미취업 청년 구직자에게는 취업의 기회를, 중소

미취업 청년 구직자 인턴 채용 기회 제공
(채용기업에 인턴 1인당

870

만원 지원)

기업에게는 1년간 최대 870만원을 지원하여 지역의 고용
시장을 안정화하는데 노력했습니다.

총 310명 인턴채용

인턴제 알선 대상은 고등학교와 대학교 2년·4년제 졸업
예정자 및 미취업자 310명으로 고용보험 가입자 5인 이상
100인 미만 중소기업에서 3개월 ∼ 6개월 간 산업 현장의 땀과
수고를 체험케 했습니다. 이를 위해 인턴희망자와 기업을
연결해 주는 채용박람회를 개최하고, 146개 기업과 협약을
맺어 알선 기업에 대해서는 청년구직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철저한 적격심사와 부산동부고용센터와 함께 주기적인
현장 점검도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인턴 희망자 443명 가운데, 무려 310명이 인턴으로
고용돼 배정인원 보다 35% 증가한 실적을 올렸습니다. 이는
부산지역 운영기관 중 가장 높은 성과입니다.
(재)부산디자인센터는 2014년에도 이러한 노력과
성과를 바탕으로 보다 많은 청년 구직자들이
인턴으로 채용돼 현장 실무를 체험하고 나아가
지역 인력난 해소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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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추진일정
2013. 1. 운영기관 고용안정정보망 사용자 계정 부여
상반기 실시기업 적격심사, 현장점검 및 인턴지원금 교부 (~ 6월)
3. 상반기 실시기업 지도점검 실시 (부산동부고용센터 동행)
6. 2013 청년취업인턴제사업 채용박람회 개최
상반기 실시기업 인턴취업 현황 (180명 / ~ 9월)
7. 하반기 실시기업 적격심사, 현장점검 및 인턴지원금 교부 (~ 12월)
10. 우수중소벤처기업 + 우수인재 (특성화고) 채용박람회 개최
하반기 실시기업 지도점검 실시 (부산동부고용센터 동행)
11. 2013 청년취업인턴제 사업성과 관리 평가 (2013. 10. 31 기준)
12. 청년취업인턴제 실시기업과 정규직 전환자 만족도 조사
2013 인턴채용사업 종료 및 정규직 전환자 보고

사업결과
1. 청년취업 인턴제 사업성과 관리평가
인턴희망자수

취업 인턴생수

협약기업

인턴기간

정규직전환

310

146

3개월 ~ 6개월

85

443

- 인턴기간 : 사업장 규모별로 산정기간 분류
- 정규직전환 : 2013. 12. 31 기준

2. 인턴제 실시기업 적격심사
• 심사기간 : 2013. 2 ~ 12
• 심사대상 : 4대보험 가입 상근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 심사방법 : 근로기준법 의거, 사업장 운영상황 점검
• 심사내용 : 기업 급여체계, 근무상황, 4대 보험 가입현황 등
• 결과 및 기대효과
- 최저임금 이하 급여 측정 사업장에 대한 급여체계 조정
- 시간 외 근무시간에 대한 수당 반영
- 법정휴일 미적용 사업장에 대한 법적 근거 안내
- 인턴지원금 지급체계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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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소기업 청년취업 인턴제 채용박람회 개최
• 일시 및 장소 : 2013. 6. 13 / (재)부산디자인센터 이벤트홀, 전시장
• 주최 : 부산울산지방중소기업청, (사)부산울산벤처기업협회, 부산고용노동지청, BS금융그룹 부산은행
• 주관 : (재)부산디자인센터, 부산기계고업고등학교, 해운대공업고등학교
• 참여기업 : (주)개성테크노로지스 외 32개 업체 (행사장 직접 참여)
• 참여대상 : 부산기계공업고등학교 (마이스터고) 130명, 해운대공업고등학교 (특성화고) 70명
• 박람회 내용 : 기업 소개 및 기업이 원하는 인재상, 채용정보 공유, 업체별 인턴 희망자 면접
• 결과 및 기대효과 : 33개 직접 참여기업 151명 채용 예정, 226회 현장 면접 실시
21개 간접 참여기업 63명 채용 예정, 72명 면접 희망 지원

4. 우수중소벤처기업 + 우수인재 (특성화고) 채용박람회 개최
• 일시 및 장소 : 2013. 10. 16 / (재)부산디자인센터 이벤트홀, 세미나 A, B
• 주최 : (재부산디자인센터, 부산울산지방중소기업청, (사)부산울산벤처기업협회
부산고용노동지청, BS금융그룹 부산은행
• 주관 : (재)부산디자인센터, 부산기계고업고등학교, 해운대공업고등학교
• 참여기업 : (주)기수정밀 외 18개 업체
• 참여대상 : 부산과학고등학교 외 9개 특성화고등학교 120명
• 박람회 내용 : 기업 소개 및 기업이 원하는 인재상, 채용정보 공유, 업체별 인턴 희망자 면접
• 결과 및 기대효과 : 22개 직접 참여기업 70명 채용 예정, 166회 현장 면접 실시

5. 사업참여 실시기업 만족도 조사 실시
• 조사목적 : 2014 청년취업인턴제 사업운영 효율화를 위한 조사 (자체조사)
• 설문지 배포 및 회수 기간 : 2013. 12. 1 ~ 26
• 참여기업 : 사업참여 87개 기업
• 만족도 조사결과 평균 : 93.6%
항목

참여
업체
설문
통계

만족도

평가
항목
만족도 평균
(5점 척도)

만족도 평균
(%)

만족도 평균

신
속
성

문
제
해
결
결
과

방
문
태
도
만
족
도

4.6

4.7

4.8

신뢰성
직
무
전
문
성

자
료
제
공

성
실

친
절

4.6

4.6

4.7

4.8

재이용의도

정
직

편
안
함

믿
을
만
함

재
참
여

4.7

4.7

4.7

4.7

추
천

재
이
용
고
려

관
심
동
향

불
편
함
얘
기
고
려

4.6

4.6

4.6

4.5

93.3 94.3 95.6 93.3 94 94.7 95.2 94.9 94.7 93.8 93.8 92 92.9 91.5 90.6
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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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보도
뉴스 1 (2013. 1. 25) - 부산디자인센터,중기청년취업인턴제 운영기관 선정
내일신문 (2013. 2. 15) - 부산시, 청년인턴 참여, 구직·구인 모집

• 2013-01-25 / 강진권 기자

부산디자인센터,중기청년취업인턴제 운영기관 선정
부산시는 지역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미취업 청

한도)를 지원한다. 인턴지원금의 지원기간은 상시 근

년층의 취업 지원을 위해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는

로자 50인 미만은 6개월, 50~99인은 4개월, 100인 이

‘2013 중소기업 청년취업 인턴제’사업에 부산디자

상은 3개월이다.정규직 전환 후 6개월간 고용유지 시

인센터가 운영기관으로 선정됐다고 25일 밝혔다.

6개월분 임금(월 65만 원)을 추가로 지원하게 된다.

‘중소기업 청년취업 인턴제’사업은 인력이 필요한 구

부산시 거주 15~29세의 미취업청년, 상시 근로자(고

인업체에는 유능한 인재채용의 기회를 주고, 취업난

용보험가입자) 5인 이상의 중소기업이 참여할 수 있

을 겪고 있는 구직자들에게는‘일자리’
라는 알찬 결

다.참여를 원하는 청년이나 기업은 중소기업 청년취

실을 맺게 해주는 사업이다. 이번 사업에 참여하는 중

업 인턴제 홈페이지(www.work.go.kr/intern)를 통

소기업에게는 인턴기간동안 임금의 50%(월 80만원

해 신청할 수 있다.

• 2013-02-15 / 김부경 리포터

부산시, 청년인턴 참여, 구직·구인 모집
청년인턴 참여, 구직·구인 모집 / 230여명 … 연중 수시
부산시는“중소기업 청년취업 인턴 사업”
에 참여할

지하면 6개월분 임금(월 65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미취업청년과 중소기업을 모집한다.“중소기업 청년

“중소기업 청년취업 인턴”참가자격은 부산시 거주

취업 인턴 사업”
은 인력이 필요한 중소기업에는 유

15~29세 이하 미취업청년, 상시근로자(고용보험가

능한 인재채용의 기회를,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구직

입자) 5인 이상 중소기업은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청

자에게는“일자리”
를 연결해 주는 청년취업 활성화

년인턴 선발 규모는 230여명으로 예산을 소진할 때

프로그램이다.부산시는 사업 참여 중소기업에 인턴

까지 연중 모집한다. 사업 책임운영기관은 (재)부산

기간 동안 임금의 50%(월 80만원 한도)가량을 지원

디자인센터이지만, 디자인 분야뿐만 아니라 다양한

한다. 인턴지원금 지원기간은 상시 근로자 수 50인

업종 모두 가능하다. 참여를 희망하는 미취업청년과

미만 6개월, 50~99인 4개월, 100인 이상은 3개월이

기업은 중소기업 청년취업 인턴제 홈페이지

다. 인턴을 거쳐 정규직 전환 후 6개월간 고용을 유

(www.work.go.kr/intern)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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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디자인산업 발전과제개발

사업기간

2013. 4 ~ 12
사업비

25,000

지역 디자인 활성화를 위한 신규 사업과 정책 제안 과제를
발굴하고, 연구 자료를 축적하여 지역 디자인 산업 발전을
위해 힘써왔습니다.

천원

사업내용

전략 과제 2개 내외 선정 개발

발전 과제는 부산의 주력산업인 수·해양 분야와 새롭게
주목을 받고 있는 도시재생 분야로 나눠, 산·학·연·관
전문가로 구성된 워킹그룹을 조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서로 소통하여 결과를 도출했습니다.
전략 과제는 수·해양 분야에서 「魚상자 디자인 개발」을,
도시재생 분야에서는 「전통시장 지원을 위한 창조디자인
개발 전략」을 선정해, 디자인의 효과를 산업에 접목시켜
발전상을 모색했습니다. 수·해양 분야의 「魚상자 디자인
개발」은 부산발전연구원의 연구결과에 따라, 부산 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위생관리와 시설 현대화 등이
중점 지원 정책으로 분석되어 안전하고 신선한 먹을거리를
공급하기 위한 방안과 발전방향을 도출해 냈습니다.
그리고 도시재생 분야의 「전통시장 지원을 위한 창조디자인
개발 전략」은 기존의 전통시장 개선사업과 차별화된 국내
최초 융합형 사업 모델로, 소비자의 트렌드를 반영하여 전통
시장에 대한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고, 시장의 건축물과 지적도
현황 등 체계적인 자료를 구축할 뿐 아니라, 사용자 환경과
경험 중심의 디자인 설계를 통해 전통시장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합니다. 본 사업을 통해 도출된 과제는 워킹그룹 활동 후
연구결과 보고서로 제작되어 부산광역시 및 정부기관의 사업
과제로 제안돼, 지역 산업 발전의 토대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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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지역디자인산업 발전과제 개발>
• 사업내용 : 워킹그룹을 운영해 지역 디자인 활성화를 위한 신규 사업과 정책 제안 과제 발굴
• 워킹그룹 구성 : 수·해양 분과, 도시재생 분과
• 워킹그룹별 도출 과제
1) 수·해양 분과 :「魚상자 디자인 개발」
2) 도시재생 분과 :「전통시장 지원을 위한 창조디자인 개발 전략」
• 향후계획
: 워킹그룹을 통해 도출된 과제 결과물은 연구보고서 등으로 제작되어
부산광역시와 정부기관의 사업과제로 제안

사업 추진절차
전략과제 선정

(재)부산디자인센터 중장기 발전계획에 따라 2개 과제
(수·해양 분야, 도시재생 분야) 선정

>

워킹그룹 조성

각 분야별 산·학·연·관으로 구성된 워킹그룹 조성

>

워킹그룹 활동

각 워킹그룹별 과제 진행 방향 논의, 현장답사 등 과제도출을 위한 활동

>

최종 연구보고서

워킹그룹, 과제결과물 도출 국비 유치를 목표로 관련 부처 사업 제안

사업 추진일정
2013. 4. 추진 계획 수립
5. 수·해양 / 도시재생 분과 워킹그룹 구성
6. 각 분과 워킹그룹 운영 (세미나 개최, 현장 방문 등 / ~ 10월)
11. 각 분과별 결과도출 및 연구보고서 작성, 발간
12. 사업비 정산 및 결과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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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과별 도출과제
1. 수·해양 분과
• 과제명 : 魚상자 디자인 개발
• 과제 선정 배경 및 필요성
- 부산수산업의 경쟁력 강화하기 위해 위생관리와 시설현대화가 필요
- 안전하고 신선한 수산물 먹거리 공급방안 필요
• 워킹그룹 구성
소속

성명

부산발전연구원

이선영 연구위원

부경대학교

유상욱 교수

부산테크노파크

천상철 팀장

블레싱에코디자인

류관현 대표

Fish n Fishy

박창현 대표

• 워킹그룹 활동내용
- 과제선정 및 진행방향 논의
- 위원별 역할 분담 및 보고서제작 협의
- 공동어시장 현장답사 및 수산산업 관련 기업방문 인터뷰
- 세미나 개최 (부산 수·해양디자인을 말하다) 및 의견수렴
- 부산시청 수산진흥과 업무협의 및 의견수렴
- 원고집필 및 보고서 제작
• 과제 추진목표
- 국비 및 시비를 통한 어상자개발 사업 추진
• 과제 추진방법
- 부산시청, 해양수산부와 어상자개발 관련 업무협의 및 사업화 추진
• 기대효과와 향후 발전 계획
- 수산물의 위생 관리 및 안전성 확보를 통한
내수시장 및 해외시장에서의 경쟁력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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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시재생 분과
• 과제명 : 전통시장 지원을 위한 창조디자인 개발전략
• 과제 선정 배경 및 필요성
- 전통시장의 장소자산 개발을 통한 차별화된 지원 전략 필요
- 기존의 전통시장 개선사업과 차별화된 국내 최초의 융합형 사업모델
• 워킹그룹 구성
소속

성명

경성대학교

이석환 교수, 남광우 교수

부산발전연구원

한승욱 연구위원

Site환경디자인

고은정 대표

부경대학교

조정형 교수

동서대학교

이용신 부교수

• 워킹그룹 활동내용
- 과제선정 : 부산깡통시장 재생가이드
- 부평시장 (깡통시장)일대 현장답사
-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장소자산 DB구축 (깡통시장을 모델로) 협의
- 도시재생 디자인을 위한 장소자산 DB구축 표준모델 개발
- 전통시장 창조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을 통한 국비확보 과제 검토
- 디자인분야 활용방안 및 국비유치 사업화 과제 도출
- 위원별 보고서 자료 보완 및 전통시장 지원 사업과제 도출
• 과제 추진목표
- 시장방문 고객 및 잠재고객에게 전통시장에 대한 맞춤형 정보제공
- 전통시장 DB를 정보공개를 통해 중소기업의 다양한 전통시장 지원 정책 개발 기회 제공
• 과제 추진방법
- 부산의 3개 유형 전통시장 (문화관광형, 글로벌형, 지역밀착형 등) 선정
시범사업 실시, 사용자 환경과 경험중심 디자인 설계, 스토리텔링 디자인 개발
- 위치정보시스템과 연동한 다양한 방식 (모바일기기, 컴퓨터 등) 체계적·맞춤형 검색 Tool 개발 보급
• 기대효과
- 전통시장의 다양한 장소자산 DB구축 표준화 틀 마련
- DB화된 장소자산을 활용하여 전통시장의 새로운 컨텐츠 도출과 비즈니스 사업화 기반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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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류제조집적지 실태조사 (신규)

사업기간

2013. 6 ~ 8
사업비

50,000

소외 돼 있던 봉제패션 분야의 정책 개발을 위해서 의류제조
집적지 실태 조사를 실시, 생산 입지적 특징과 현황을 분석
했습니다.

천원

(시비, 부산광역시)

부산 의류제조 집적지 실태조사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총괄

사업내용

하는 사업으로 한국의류산업협회를 주관기관으로 서울, 부산,

부산 의류제조 집적지 실태조사 및 현황 분석

대구, 경기도 지자체가 참여했으며, (재)부산디자인센터는
실태조사 담당기관으로 전문 리서치기관을 선정해 공정하게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조사기간은 2013년 6월부터 3개월간, 할당표본추출 방식으로
업체에 대한 정책설문 조사와 종사자에 대한 고용환경 조사가
방문으로 이뤄졌고, 정책 수혜 대상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서
실셈(카운팅) 조사도 병행했습니다.
조사결과, 부산은 의류제조 업체와 종사자 현황에서 서울에
이어 제2의 도시임이 증명됐지만, 시설이 노후화 됐거나,
인력의 부족 등 생산여건이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조사를 통해 집계된 결과는 의류제조기반의 경쟁력
강화 및 집적지별 특화지원정책 방안을 도출해 산업통상
자원부 지원사업이나, 지자체 정책 자료로 활용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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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추진일정
2013. 5. 주관기관에서 선정한 실태조사범위, 정책설문항목 협의
7. 용역공고 및 제안서 평가, 계약자 선정 및 착수보고
8. 조사자료 제출 (한국의류산업협회)
12. 전국 의류제조 집적지 실태조사 결과보고회, 사업비 정산

조사결과
• 조사목적 : 의류제조업 실태와 정책방향
• 조사방법 : 의류제조업체 실셈 및 정책설문 조사, 종사자 고용환경 조사
• 조사기간 : 2013. 6 ~ 8
• 조사대상 : 부산시 의류제조업체 (한복제조업 제외) 대상
• 조사기관 : 다솜리서치
• 조사내용 : (실셈조사) 해당지역 15개동 소재 의류제조업체 (한복제조업 제외) 실수(實數) 파악
(정책조사) 부산시 조사지역 8개구 설문지 520개 이상 수거 (한복제조업 제외)
(종사자조사) 부산시 조사지역 8개구 설문지 120개 이상 수
• 조사결과 : (실셈조사) 해당지역 15개동 소재 의류제조업체 (한복제조업 제외) 실수(實數) 1,151개 파악
(정책조사) 부산시 조사지역 8개구 설문지 520개 업체조사
(종사자조사) 부산시 조사지역 8개구 설문지 169개 업체조사

조사결과 요약
1. 의류제조업 현황
부산은 1,404개 업체, 11,799명의 종사자 서울, 경기 다음으로, 대표적인 노동집약적, 숙련집약적 산업을 보임.
최근 생산과 유통의 분업을 통해 수익 최적화를 추구하는 추세로 하청생산이 많으며, 소자본으로도 창업가능
2. 의류제조업 실태 및 문제점
종사자의 고령화, 생산 및 장비의 노후화, 기술 및 인력부족, 거래처확보 능력부재(마케팅), 전반적인 경영악화 등
3. 바람직한 정책방향
·의류제조업의 고부가가치화 산업화
·생산성 향상 : 낙후환경개선, 기술인력양성, 생산기술 고도화
·영업수익성제고 : 생산과 판로 연계기반 마련, 협업사업 활성화,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사업방식 전환

향후계획
의류제조업의 고부가가치 산업화를 위한 정책개발과제를 바탕으로
예산, 지원체계, 집행능력 등 단계별 추진전략 수립 및 지원체계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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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특화산업 육성사업
(영상콘텐츠육성지원사업, 신규)

사업기간

2013. 6 ~ 2014. 5
사업비

50,000

영상·콘텐츠 분야의 지역적 특성과 여건을 반영하여 전자
출판 관련 재직자 직무 향상 교육을 실시, 부산의 영상비지니스
중심도시 구축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천원

(국비, 산업통상자원부)

이는 부산정보산업진흥원의 지역특화산업 육성사업의 일환

사업내용

으로 영상·콘텐츠 육성지원사업에 (재)부산디자인센터가

전자출판 관련 재직자 직무향상 교육

참여하여 전자출판분야 재직자 직무를 향상시키는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추진과정은 지역전자출판시장에 대한 면밀한 수요조사를
거쳐 현업에 즉시 적용 가능한 현장응용력 향상 위주의
커리큘럼을 구성하고, 2013년 7월 지역특화산업 육성사업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교육은 2014년 1월 30일부터 3월 31일까지이며, ‘인디자인
활용 편집디자인’, ‘웹소스의 활용’ 등 5개 과정에 각 과정별로
20명씩 교육하고자 합니다.
영상·콘텐츠 육성 지원사업은 바로 현장으로 이어지는 실습
위주의 교육을 통해 전자출판 관련 재직자가 보다 향상된
직무를 수행하고, 기업의 경쟁력 또한 높아진다는 측면에서
많은 기대를 모으고 있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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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추진일정
2013. 6. 현장실사 및 평가, 과제선정 확정
7.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 협약체결
11. 조사자료 제출 (한국의류산업협회 / ~ 12월)
2014. 1. 영상·콘텐츠 육성지원사업 교육 실시 (1. 30 ~ 3. 31)
(워크숍 외 5개 과정, 각 20명씩, 8시간 ∼ 30시간 교육)

사업목표
• 지역전자출판시장에 대응하는 디자인 전문 인력 양성
• 현업에 즉시 적용 가능한 실습위주의 현장응용력 향상위주 커리큘럼 구성
세부사업

사업내용

디지털 전자출판
전문가과정

목 표
정량적

정성적

전자출판 관련 재직자

교육이수 100명

전자출판 재직자

직무향상 교육

만족도 80% 이상

경쟁력강화

디지털 전자출판 전문가 과정 내용
• 교육대상 : 동남권역 전자출판 관련 재직자
• 교육인원 : 20명 교육
• 교육일정 : 2014. 1. 30 ~ 3. 31 (각 8시간 ~ 30시간)
• 지원내용 : 교육지원
• 교육내용 : 인디자인활용 편집디자인 실습 과정
구분

교육

분야

디지털전자
출판디자인

과정내용

회수

인원

디지털편집디자인의 이해

1

20

인디자인활용 편집디자인

1

20

웹소스의 활용

1

20

e-book 제작

1

20

인터렉티브 매거진 제작

1

20

워크숍

1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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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진흥사업

_ 디자인정보지 발간
_ 지역디자인혁신사업
_ 부산 수산브랜드 관광상품 개발사업
_ 제15회 부산관광기념품공모전
_ 부산디자인상품 브랜드화 사업
_ 글로벌 에코디자인 패션비즈 지원사업
_ 부산도시디자인학교 운영
_ 도시디자인탐사단
_ 과거와 오늘을 잇는 시민참여 전시축제
_ 희망부산 100년 타임캡슐·기념조형물 디자인 및 기본설계 용역
_ 셉테드 관련 활동
_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시범사업
_ 제2차 해운대구 도시디자인 기본계획
_ 음식점 외국어메뉴판 정비사업

디자인 진흥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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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정보지 발간

사업기간

2013. 3 ~ 12
사업비

디자인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디자인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품격 높은 디자인 문화를 전파하여 디자인 활성화에 견인차

30,000

천원

사업내용

디자인정보지 연

(재)부단디자인센터는 디자인 정보지를 발간, 국내외 최신

2

회 발간 (각 1,000부)

역할을 담당해 왔습니다.
연간 2회 발간하는 디자인 정보지 ‘데시그나레(designare,
디자인의 어원)’는 한 권이 92면으로 디자인의 흐름을 짚어
보는 디자인 트렌드에서부터 디자인 핫이슈, 화제가 되는
디자이너와 전문기업, 각종 디자인 최신 정보, 그리고 부산
디자인 산업을 이끌고 있는 (재)부산디자인센터 소식이 알차게
담겨 있습니다.
2013년에는 디자인 정보지 ‘데시그나레’ 제12호와 제13호를
각각 1,000부 씩 발간했으며, 부산시 유관기관과 교육기관
등에 배포하여 시민들이 부산의 디자인 동향을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또한 보다 많은 시민들이 디자인 정보지를
접할 수 있도록 유명 커피전문점에도 정보지를 배포하여
디자인 공유의 장을 넓혔습니다.

디자인정보지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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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추진일정
2013. 5. 디자인 정보지 제작 제안서 제출 안내 공고
6. 제안서 평가 및 업체 선정
9. 디자인 정보지 제12호 (1,000부) 발간 및 배포
12. 디자인 정보지 제13호 (1,000부) 발간 및 배포, 결과보고

디자인 정보지 CONTENTS

제12호 CONTENTS

제13호 CONTENTS

디자인 진흥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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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정보지 제12호 테마 : 과거의 재해석, 추억이 다시 숨쉰다!
• 발행일 : 2013. 9. 30
• CONTENTS 내용 : 유행은 돌고 돈다는 말처럼 복고는 문화 전반을 아우르는 큰 흐름이 되고 있다.
복고를 통해 과거를 재해석 하면서, 디자인의 흐름을 짚어본다.

디자인정보지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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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정보지 제13호 테마 : 부산시 승격 50주년, 부산, 기억으로 통하다!
• 발행일 : 2013. 12. 30
• CONTENTS 내용 : 부산직할시 승격 50주년을 맞이하여 부산시의 캐릭터, 슬로건 등을 살펴보고,
부산의 오늘을 들여다보며 한해를 마무리한다.

디자인 진흥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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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디자인혁신사업
사업기간

1차
2차

2012. 6 ~ 2013. 5
2013. 6 ~ 2014. 5
437,000
461,100

2차
(국비, 산업통상자원부)

해양레저산업 육성을 위한 디자인 기반 구축을 위해 지역
디자인혁신사업을 수행했습니다. 이는 산업통상자원부
지원사업으로 (재)부산디자인센터가 주관기관이 되어, 동서대

사업비

1차

세계적인 해양도시를 꿈꾸는 부산의 위상에 걸맞도록 동남권

천원
천원

사업내용

디지털영상디자인혁신센터, 바이오디자인혁신센터, 경성대
유니버설디자인연구센터가 공동 추진하고 있으며, 세부
연구과제를 관련 산·학·관·연·민이 협력하여 수행하고
있습니다.

동남권 해양레저산업 디자인 기반 구축

사업 1차년도인 2012년 6월부터 2013년 5월에는 해양레저
산업 활성화를 위해 해양디자인산업 전략연구 2건, 동남권
해양레저제품 디자인개발 2건을 지원했으며, 제18회 중국
상해 국제보트쇼 전시에 참가하여 동남권 해양레저제품의
해외진출을 위한 초석을 마련했습니다.
사업 2차년도인 2013년 6월부터 2014년 5월에는 지역디자인
혁신사업을 통해 디자인개발을 지원받은 동남권 해양레저
제품을 바탕으로 2013 부산 국제 발명·신기술 박람회에
참가했고, 제4회 대한민국 해양디자인 공모전을 개최하여
해양디자인 마인드 확산 및 동남권 해양산업 발전 방향을
모색해 왔습니다.
(재)부산디자인센터는 남은 사업기간 동안 해양디자인 국제
세미나를 개최하고, 해양산업 관련 네트워크 활동을 통해
상호 연계를 확산해 가면서 동남권 해양레저산업 육성을
산업에 대한 기업지원, 연구개발, 인력양성, 홍보와 사업화 등
다각도의 육성을 통해 부산이 해양중심도시로 도약해 가는
토대를 탄탄하게 다져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지역디자인혁신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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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추진일정
2013. 6. 전담기관 대상 1차년도 성과 및 2차년도 사업계획 보고 및 평가
7. 평가결과 최우수과제 선정
8. 전담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과 2차년도 사업 협약 체결
9. 제4회 해양디자인공모전 운영위원회 개최
10. 제4회 해양디자인공모전 작품 모집 공고
11. 2013 부산 국제 발명·신기술 박람회 참가
12. 제4회 대한민국 해양디자인공모전 작품접수, 심사위원회, 시상식 및 전시
2014. 1. 동남권 해양레저제품 디자인개발 지원사업 추진

사업 세부내용
구분
기술개발

세부내용
동남권 해양레저제품 디자인개발지원
해양디자인 공모전 개최
해양디자인 국제 세미나 개최
전시참가

연계확산지원

동남권 해양레저 콘텐츠 홍보영상 제작 및 배포 (DIDIC 수행)
해양레저 안전 디자인 연구 (UDRC 수행)
경남지역 적용 가능한 해양레저(놀이시설) 조사 연구 및 콘텐츠 연구개발 (BIODIC 수행)
네트워크 활동

정보구축 및 제공
교육훈련

정보확산활동
디자인경영교육 (DIDIC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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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사업 추진결과
해양디자인산업 전략연구
1. 해양레저시설 조사에 따른 동남권 유망 디자인제품 제안
구분

내

용

• 전국 해양레저시설의 실태조사를 통해 시설의 지역별 현황,
보유장비, 시설유형, 운영현황과 해양레저시설 이용객의 부문별 이용 현황,
목적

해양레저제품의 향후 전망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
• 동남권 해양레저제품별 실태조사를 시행하여
동남권 디자인 개발 유망 해양레저제품을 제시하고, 제품별 시장성 전망 등을 통해
동남권 해양레저제품의 디자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기반을 제시

연구기간

~ 2013. 5. 30

수행방법

전문기관 위탁
• 국내외 해양레저산업 분류체계 및 현황분석

수행내용

• 전국 해양레저시설 및 이용현황 조사분석
• 동남권 디자인 개발 유망 해양레저제품 및 시장성 전망 제시
• 동남권 해양레저산업 업종별 기업DB 정리 (200여 개)

2. 해양레저제품 디자인개발을 위한 관련 법규 연구
구분
목적

내

용

• 해양레저제품 디자인개발 시 참고 할 수 있는 관련 법규 정리하는 한편,
현행 법규의 문제점 파악 및 개선논리를 개발하여 지역 내 관련업체에 편의 제공

연구기간

~ 2013. 5. 30

수행방법

전문연구기관 위탁
• 해양레저활동 관련 법규 조사 및 정리

수행내용

• 해양레저제품 유형에 따른 관련 법규 정리 및 (디자인 시 검토)진단 리스트 작성
• 수출 시 고려해야할 주요 국제법규 조사, 정리 (주요 2개 제품, 2개국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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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권 해양레저장비 디자인개발 지원사업
1. 유체해석을 통한 EUROPEAN Style의 레저용 고속단정 디자인
• 주관기관/참여기업 : 크레이티브퍼스 / (주)우남마린
• 개발기간 : 2013. 4. 1 ~ 5. 20
• 사업비 : 99,500천원
- 정부출연금 : 74,625천원, 민간부담 현금 : 4,975천원, 민간부담 현물 : 19,900천원
1) 개발의 배경 및 필요성
- RIB(Rigid Inflatable Boat)은 수요가 현격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급 레저 목적의 RIB은 80%이상 수입에 의존하여
국산화를 통한 수입대체와 경영수지개선, 신규고용 창출이 크게 기대됨
2) 개발목표 및 특징
- CFD 유동해석에 결과에 따른 유선형의 Body 디자인
- 팽창튜브 + FRP Body 합리적 연결구조의 디자인
- 방풍창 + 탈부착식 팽창튜브 + 각종편의시설이 하나의 디자인룩으로 표현
- 레저목적의 디자인으로써 다수의 레저목적에 부합하는 디자인 연구
- 팽창튜브 + FRP Body 합리적 연결구조의 디자인 등
3) 개발결과물

디자인 진흥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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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무동력 친환경 레저장비 주니어 SUP 보드 개발
• 주관기관 / 참여기업 : 티오알앤디랩스 / 유니온텍
• 개발기간 : 2013. 4. 1 ~ 5. 20
• 사업비 : 111,700천원
- 정부출연금 : 67,000천원, 민간부담 현금 : 4,470천원, 민간부담 현물 : 40,230천원
1) 개발의 배경 및 필요성
- 친환경 무동력 기반의 해양레저 장비개발 기반구축 및 보급화 일환
- 2011년 보드수입은 국내 총 48억으로 매해 12%씩 성장하는 추세로
2010년 28억 원 시장규모에 비해 사용자 급증
- 국내 해양레저의 보편적 가치 및 활성화를 위한 시장형성의 특징을 파악,
렌탈 서비스 시장 활성화를 통한 제품의 보급을 높이는 전략 필요
2) 개발목표 및 특징
- SUP보드 개발로 주니어세대를 위한 무동력기반 (친환경)레저 장비의 시제품 완성
- 지식재산권 (의장, 제품제조방식 특허출원)
- 구성품 : SUP보드 (3 ~ 2.7m길이 전폭 70cm내외) + SUP패들 (1개)
- 주요기술 : 선형개발 + EPS신소재 적용기술
3) 개발결과물

지역디자인혁신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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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회 중국 국제 보트쇼 전시 참가
1. 전시개요
• 전시회명 : The 18th China (Shanghai) International Boat Show
• 동시행사 : Expo Life Style 2013, Expo Leisure 2013
• 전시일정 : 2013. 4. 11 ~ 14 (4일간)
• 전시장소 : 중국 상해 Shanghai World Expo Exhibition & Convention Center
2. 활동내용
• 부산디자인센터, 지역디자인혁신사업 참여기업, 기관의 디자인 및 제품 소개
• 전시 참가자 대상 기업, 기관, 제품홍보, 제품상담, 시장반응조사
3. 참가목적 및 기대효과
• 동남권 해양레저제품 디자인 해외시장 진출 초석마련
• 동남권 해양레저제품 디자인 인지도 향상
• 해양레저 해외 네트워크 형성 기반 조성
• 동남권 해양레저 디자인 및 제품 해외수출 계기마련
• 동남권 관련 기업에 상담일지 등 수집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
4. 참가결과
• 상담건수 41건 / 전시 관람자수 3,500여 명 (1일 800~850명 정도 방문)

디자인 진흥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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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부산 국제 발명·신기술 박람회 참가
1. 전시개요
• 전시회명 : 2013 부산 국제 발명·신기술 박람회
• 전시기간 : 2013. 11. 21 ~ 23
• 장소 : BEXCO 제 1전시장 3홀, H-11부스
• 전시관람수 : 약 31,000명 ※ 전시회 주최측 집계
• 전시내용
- 부산디자인센터 소개
- 지역디자인혁신사업 참여기업, 기관의 디자인 및 제품
디자인 기업, 기관
아트핸즈

제품 (연관기업)
- 딩기요트 (연합SB주식회사)
- 패밀리 세일링요트 ((주)금하네이벌텍)

블레싱에코디자인
티오알앤디랩스
디지털영상디자인혁신센터
바이오디자인혁신센터
크리에이티브퍼스

- 삼동선 (아이요트)
- 서퍼보드 (서광기공), SUB보드 (유니온텍)
- 튜브 (위니코니), 에어매트리스가방
- 수상헬멧, 라이프자켓 (씨울프), 웨이크보드
- RIB보트 (우남마린)

• 기대효과
- 동남권 해양레저 디자인 제품의 디자인인지도 향상 및 네트워크 기반 조성

지역디자인혁신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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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회 대한민국 해양디자인 공모전 개최
1. 공모전 개요
• 명칭 : 제4회 대한민국 해양디자인 공모전
• 주최 / 주관 : (재)부산디자인센터, (재)중소조선연구원, (사)한국해양산업협회
• 협찬 : 남해지방해양경찰청
• 후원 : 산업통상자원부, 부산광역시,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남해지방해양경찰청, (사)한국해양디자인협회
• 목적 : 해양디자인 저변확대를 통한 해양산업 경쟁력 강화
해양디자인 인식 확산 및 관심 증대, 동남권 해양산업에 대한 관심 확대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해양디자인 관련 아이디어 발굴
• 개최배경 : 해양디자인 저변확대 및 수준향상
해양산업 국제 경쟁력 강화
세계 각국의 능력있는 해양디자인 전문 디자이너 발굴
2. 추진일정
• 2013. 10. 14 ~ 12. 4 : 작품모집 공고
• 2013. 12. 2 ~ 12. 4 : 작품접수
• 2013. 12. 5 : 심사위원회 개최
• 2013. 12. 20 : 시상식 개최
• 2013. 12. 18 ~ 12. 24 : 센터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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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수산브랜드 관광상품 개발사업

사업기간

2013. 6 ~ 12
사업비

50,000

부산을 찾은 관광객이 부산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해양수도
부산을 대표하는 관광상품을 제작해 관광객 뿐 아니라, 부산
시민에게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천원
(시비, 부산광역시)

사업은 부산광역시 수산진흥과 위탁으로 2013년 9월 디자인

사업내용

개발과 상품 제작을 위한 사업자를 선정해 디자인 전문기업의

수산브랜드 디자인 개발과 시제품 제작

제안상품과 (재)부산디자인센터의 리사이클 디자인 상품을
이용해서 부산 관광상품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관광상품은 부산의 시어인 고등어를 이용해 부산의 이미지를
부각할 수 있는 콘셉트로, 사람들이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고등어 티스푼 세트, 종이클립, 자석상품 등 다양한 상품으로
제작해 부산을 찾는 관광객이 부산을 추억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제작된 관광상품은 2013 부산국제수산무역엑스포에서
판매 행사를 개최하여 관광객의 기호와 구매성향을 파악해
향후 상품화에 적용해 나갔습니다.
2014년에는 부산의 시어(고등어)를 지속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리사이클디자인 상품개발사업의 싹스돌(양말인형)
아이템을 관광상품으로 추가 개발하고 판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서 부산의 관광상품을 더욱 활성화 시켜 나갈 것입니다.

부산 수산브랜드 관광상품 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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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추진일정
2013. 6. 부산광역시 수산진흥과 - (재)부산디자인센터 간 위·수탁 협약
9. 디자인개발 및 상품 제작 사업자 선정
용역 업체 계약 체결 및 디자인 개발
10. 수산브랜드 관광상품 제작 (~ 11월)
11. 부산광역시 납품
2014 부산국제수산무역엑스포 전시 판매 (2013. 11. 21 ∼ 23)
2014 부산 선물 및 생활용품 전시 (2013. 11. 28 ∼ 12. 1)

사업 결과
1. 부산 수산브랜드 관광상품 개발
• 평가위원회 구성 : 교수, 연구원, 관련 학회와 업체 등 총 7명
• 개발 품목
1) 용역업체 개발품 : 고등어 티스푼 세트 (크롬 도금, 티스푼 2개, 티포크 2개)
고등어 종이클립 (30개, 3가지 컬러), 고등어 자석상품 세트 (2마리)
2) (재)부산디자인센터 리사이클디자인상품 : 열쇠고리, 핸드폰 이어캡, 책갈피, 연필 펜 꽂이,
마우스용 손목쿠션, 컵홀더, 필통 총 7종
• 개발품 이미지

고등어 티스푼 세트

자석상품

종이클립

디자인 진흥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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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회 부산관광기념품 공모전

사업기간

2013. 4 ~ 12
사업비

국내외 관광객의 기호에 맞춰 부산의 매력과 문화적 특색을
살린 관광 상품을 개발·보급하기 위해서 ‘제15회 부산관광
기념품 공모전’을 개최했습니다.

76,000

천원

(국비 38백만원, 시비 38백만원)

문화체육관광부·부산광역시 주최, (재)부산디자인센터

사업내용

주관으로 열린 ‘제15회 부산관광기념품 공모전’은 실용적이고

부산의 매력과 특색을 살린 관광상품 발굴

25

개 수상작 선정

상품성이 높은 우수한 작품들이 대거 출품되어 불꽃 튀는
경쟁을 벌였습니다.
공모전은 2013년 7월, 접수 받은 94작품 1600여 점을
대상으로 일반 전문가 11명과 외국인 30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이 엄정하고 공정하게 심사를 벌여, 한국특성화와
부산특성화 부문, 25개 작품이 최종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특히 이번 공모전은 본 심사에 앞서 수요자의 다양한 기호와
구매 성향을 조사하고, 심사위원에 외국인과 유통 전문가를
참여시키는 등 상품성이 높은 관광기념물을 발굴하는데
역점을 뒀습니다.
시상 후 특선 이상 입상 작품은 제16회 대한민국
관광기념품 공모전에 출품되어 6점이 수상의 기쁨을
얻었고, 부산국제관광전 등 여러 전시회에 참가하여

제15회 부산관광기념품 공모전 한국특성화 부문 대상

관람객에게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제15회 부산관광기념품 공모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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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추진일정
2013. 4. 문화체육관광부 2013년 사업 확정
5. 사업계획 수립
6. 사업설명회 및 부산관광기념품 시민아이디어공모
7. 제15회 부산관광기념품공모전 개최
8. 제16회 대한민국관광기념품공모전 출품
9. 제16회 부산국제관광전 참가
10. 부산 불꽃축제 참가
11. 제4회 부산 선물 및 선물용품전시 참가
12. 결과보고

제15회 부산관광기념품공모전 결과
• 서류접수 및 작품접수 : 2013. 7. 17 ~ 19 (3일간)
• 접수작품 : 94작품 349종 1652점 (한국특성화 부문 44점, 부산특성화 부문 50점)
구 분

계

공예품

공산품

가공식품

기타

계

94

70

12

4

8

한국특성화 부문

44

35

6

0

3

부산특성화 부문

50

35

6

4

5

• 심사기간 : 2013. 7. 23 ~ 24 (2일간)
• 심사위원 : 외국인 30명, 일반인 11명 (심사위원장 포함)
• 시상식 및 전시 : 시상식 일시 : 2013. 7. 26, 16:00 / 전시 일시 : 2013. 7. 26 ~ 30
• 전시장소 : (재)부산디자인센터 1층 전시실
• 수상작 현황 : 총 25개 작품 선정 (한국특성화 부문 13점 / 부산특성화 부문 12점)

제15회 부산관광기념품 공모전 수상내역
상격

수상부문

제품명

수상자

소속

대상

한국특성화

12지

박종웅

고전여행

금상

한국특성화

시간 속에서 생활

문철호

청솔공방

금상

부산특성화

부산의 바다에는

박신영

박신영의 나전칠기안경

은상

한국특성화

한국의 미

김예지

·

은상

부산특성화

이바구가득한

오혜림, 박소영

(주)씨웰

동상

한국특성화

와실 (기와집)

최종일

토연도예

동상

한국특성화

동방의 빛

지해성

화정공방

동상

부산특성화

생활 속에 자연

남기만

한양나전칠기

동상

부산특성화

부산시티투어버스 USB

서무성

(주)디자인부산

특선 : 한국특성화 부문 3작품, 부산특성화 부문 3작품 / 입선 : 한국특성화 부문 5작품, 부산특성화 부문 5작품

디자인 진흥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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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회 대한민국관광기념품공모전 출품
•작품출품
- 기간 및 장소
1차 서류접수 : 2013. 8. 5 ~ 6 / 한국관광공사 관광서비스개선팀
2차 작품접수 : 2013. 8. 12 ~ 14 (부산 : 2013. 8. 13) / 홈리빙 정해용 PM (경기도 하남시)
- 출품자 : 본선 수상자 박종웅 외 14명, 총 15점 출품 (대상 ~ 특선 수상자에 한함)
•심사 결과
- 심사기간 : 2013. 8. 21 ~ 22
- 수상자
상격

분야

제품명

소속

출품자

장려

지역특성화

부산이야기

피엔유콘텐츠코어

안용준

입선

한국특성화

시간 속에서 생활

청솔공방

문철호

입선

한국특성화

한국의 미

입선

지역특성화

부산의 바다에는

박신영의 나전칠기안경

박신영

입선

지역특성화

이바구 가득한 (김세트)

(주)씨웰

오혜림, 박소영

입선

지역특성화

부산시티투어버스 USB

(주)디자인부산

서무성

김예지

•시상식
- 일시 : 2013. 9. 24 16:00
- 장소 : 서울 코엑스 (COEX) 300호
- 주최 / 주관 : 문화체육관광부 / 한국관광공사
•전시
- 기간 : 2013. 9. 24 ~ 27
- 장소 : 서울 코엑스 (COEX) 1층 Hall A

제16회 대한민국관광기념품공모전 장려

제16회 대한민국관광기념품공모전 입선

제16회 대한민국관광기념품공모전 입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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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작 홍보 및 유통 지원
1. 부산 디자인마켓 참가
•기간 : 2013. 5. 31 ~ 6. 2 (3일간),
•장소 : 부산 벡스코 (BEXCO) 야외전시장 일원
•주최 / 주관 : 부산광역시 / (재)부산디자인센터
•전시공간 구성 : 수상자 및 출품자 상품 판매 코너 운영
•내 용
- (재)부산디자인센터 중소기업 및
1인 창조기업 지원사업 결과물 전시존 운영
- 중소기업, 1인 창조기업, 디자이너 및 공예가의 제품 판매존 운영
- 어린이 디자인 체험존 운영
- 시민아이디어공모전, 제15회 부산관광기념품공모전 사업설명회 및 홍보
•참관인원 : 약 18,000여명

2. 홈플러스 해운대점 관광기념품점 입점지원
•지원사항 : 홈플러스 관광기념품점 인테리어 공사비 지원
(10,000천원)
•입점기간 : 2013. 6. 5 ~ 2014. 6. 4
•협력기관 : 한국관광공사, 부산광역시, 부산관광공사
(사)한국관광명품협회, (재)부산디자인센터
•개소식
- 일 시 : 2013. 6. 5, 14:50 ~ 15:20
- 장 소 : 홈플러스 해운대점 지하1층 관광기념품점
- 참석인원 : 약 50여명 (市문화체육관광국장, 해운대 부구청장, (사)한국관광명품협회장 등)
- 내 용 : 테이프 컷팅(제막), 인사말씀, 기념품점 관람 및 구매 등

3. 제16회 부산국제관광전 참가 (전시 및 판매)
•기간 및 장소 : 2013. 9. 6 ∼ 9 (3일간)
•장소 : 부산 벡스코 (BEXCO) 제3홀
•주최 / 주관 : 부산광역시 / 부산광역시관광협회, (주)코트파
•전시공간 : 행사장 내 4개 부스
•전시공간 구성
- 수상작 전시 : 총 25개 작품 중 23개 작품
- 상품판매 : 상품화 가능자 총 14개 작품(팀) 참가
•내용 : 국내 관광산업 홍보관 운영, 국제교류홍보관 운영, 메가 이벤트 및 여행상품 홍보관 운영 등
•행사 기간 상품판매액 : 약 6,700천원 / 전시 참관 인원 : 총 94,484명

디자인 진흥사업
190

4. 제9회 부산불꽃축제 참가 (전시 및 판매)
•기간 : 2013. 10. 26
•장소 : 광안리 해수욕장 일원 (칠성횟집 앞 홍보부스)
•주최 : 부산광역시, 현대자동차
•주관 : (사)부산문화관광축제조직위원회
•전시공간 : 행사장 내 2개 부스
•전시공간 구성
- 수상작 전시 : 제15회 부산관광기념품공모전 수상작 총 25개 작품 중 7개 작품
- 상품판매 : 상품화 가능자 총 7개 작품(팀) 참가
•행사 기간 상품판매액 : 약 1,466천원

5. 제15회 부산관광기념품공모전 수상작 판매지원 관련 간담회
•기간 : 2013. 11. 8
•장소 : (재)부산디자인센터
•참석자 : 부산광역시 공무원 등 총 7명
•주요내용 : 수상작품 및 추진 실적 설명
홈플러스 관광기념품점 입점 관련 추진 방향
판매 실적 및 문제점 검토 등
•개최결과
- 공모전 수상작품 홈플러스 관광기념품점 입점 관련 심의위원회 개최
부산관광공사에서 추진 예정 (2013. 12월 중)
심의위원회 개최 후, 제15회 부산관광기념품공모전 수상작 입점 (2014. 1월 중)
- 홈플러스 해운대점 관광기념품점 점장 건의사항
관광상품 판매실적 향상을 위한 상품 포장지원 필요
부산시 관광진흥과에서 검토하여 차년도 반영 예정

6. 제1회 부산 스토리텔링 축제 참가 (전시)
•기간 : 2013. 11. 28
•장소 : 부산국제문화센터 대강당 (부산국제신문 4층)
•주최 : 국제신문, (사)부산스토리텔링협의회, (사)문화콘텐츠개발원
•주관 : (사)부산스토리텔링협의회·동서대 스토리텔링연구소
•전시공간 : 행사장 내 전시대 지원
•전시공간 구성 : 수상작 총 25개 작품 중 16개 작품 전시
수상작 도록 및 리플렛 배치 및 배포
•내용 : 스토리텔링 왕중왕 공연, 스토리텔러 강연
스토리가 있는 음악다방, 스토리텔링 관련 책자, 캐릭터, 제품 전시 및 체험
•전시 참관 인원 : 약 400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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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2013 제4회 부산 국제 선물 및 생활용품 전시회 참가 (전시 및 판매)
•기간 : 2013. 11. 28 ∼ 12. 1 (3일간)
•장소 : 부산 벡스코 (BEXCO) 제 1전시장 3B홀
•주최 / 주관 : 부산MBC / (주)메세코리아
•전시공간 : 행사장 내 4개 부스
•전시공간 구성 : 수상작 총 25개 작품 중 18개 작품 전시
수상자 중 상품화 가능자의 상품 판매 코너 운영
•내용 : 여행상품의 효과적인 마케팅 및 우수상품전
국내 생산자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하는 유통 활성화의 장
영호남권 최대의 국제 선물·판촉물 및 생활용품 전문 박람회
•행사 기간 상품판매액 : 약 7,514천원
•전시 참관 인원 : 총 18,048명

언론보도
• 환경일보 (2013. 6. 5) - 부산 대표하는 관광기념품, 여러분이 직접 만들어 주세요!

• 2013-06-05 하기호 기자

부산 대표하는 관광기념품, 여러분이 직접 만들어 주세요!
부산시, 제15회 부산관광기념품 공모전 개최
【부산=환경일보】
하기호 기자 = 부산시는 오는 7월 부산의 특색과 매
력을 한껏 살린 관광 상품 개발․보급을 위한‘제15회 부산관광기념품
공모전’
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에 대해 시상이 진행된다. 입상작은 7월26일부터 30일까지 부산디자
인센터 1층 전시실에 전시할 계획이다.
이번 공모전 수상자는 상금 이외에도 관광개발기금 융자 자격, 국내

이번 공모전은 문화체육관광부와 부산시가 주최하며 (재)부산디자

박람회 참가 등의 혜택을 얻으며 그 중에서도 특선 이상 수상자는 오

인센터 주관으로‘한국특성화’및‘부산특성화’2개 부문으로 나뉘

는 8월에 열리는‘제16회 대한민국관광기념품공모전’참가자격을 부

어서 진행된다.‘한국특성화’부문은 우리나라의 문화적 특성을 표

여받는다. 공모전을 통해 발굴된 상품은 다각적인 판로개척을 통한

현하고, 전국 어디서나 판매할 수 있는 제품을 공모하며‘부산특성

홍보 및 판매에 주력할 예정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시 홈페이

화’부문은 부산을 찾은 관광객들이 좋은 추억으로 간직할 수 있도

지(www.busan.go.kr) 및 부산시청 관광진흥과(☏888-4291) 또는

록 부산의 이미지를 잘 표현해 상품화한 것이면 된다.

(재)부산디자인센터 디자인지원팀(☏790-1032)으로 문의하면 된다.

공모 대상은 공예품, 패션소품에서부터 식품에 이르기까지 국내외 관

한편, 예년과 크게 달라진 것은 본 공모전 실시에 앞서 부산시민을 대

광객들이 부산에 여행 온 기념으로 살 수 있는 모든 상품이며, 응모자

상으로 총상금 60만 원 규모의 부산관광기념품 아이디어 공모

는 일반매장에서 바로 판매 가능하도록 완제품으로 만들어 출품해야

(6.5~6.14)가 진행된다는 점이다. 공모 결과 우수한 아이디어는 부산

한다.‘한국특성화’부문의 경우 공고일(2013.5.30.)을 기준으로 부산

관광기념품공모전 사업설명회(6.11, 부산디자인센터 3층 강연장) 참

거주자 또는 부산 소재 업체라는 응모자 지역제한이 있으나‘부산특

가자에게 전달해 생산자와 구매자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기념품을

성화’부문은 지역제한 없이 응모가 가능하다. 접수기간은 7월17일부

개발되도록 아이디어를 반영 할 계획이다.

터 19일까지(3일간)이며 부산디자인센터 1층 전시실로 작품을 직접
제출하면 된다.

부산시 관계자는“이번 공모전에서 국내외 관광객들이 보고 즐거워
할 참신하고 재미있는 관광기념품이 많이 나오기를 바라며 이를 통해

2개 부문을 통틀어 최고로 선정된 대상 수상자에게는 상금 400만 원

앞으로 부산을 찾는 모든 분들에게 문화와 예술이 결합된 관광기념품

이 주어지며 금상 2명(부문별 1명) 각 300만 원, 은상 2명(부문별 1명)

구매라는 색다른 재미를 부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라고 전했다.

각 200만 원, 동상 4명(부문별 2명) 각 60만 원 등 총 25개 업체(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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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디자인상품 브랜드화 사업 (신규)

사업기간

2013. 7 ~ 12
사업내용

부산 남구 관광상품 개발 및 공급

제15회 부산관광기념품 공모전의 실효성을 높이고, 수상작을
실제 디자인 상품으로 제작해, 브랜드화 하기 위해서 시범적
으로 부산 남구청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관광상품을 개발
하는 성과를 얻었습니다.
본 사업은 부산 남구청과 개발협의 과정을 거쳐, 제15회
부산관광기념품 공모전 부산 특성화 부문 가운데, 부산의
매력과 문화적 특색이 담긴 수상작, 「부산이야기」 작품을 선정,
브랜드화 사업을 진행해 나갔습니다. 「부산이야기」 는 제15회
부산관광기념품 공모전 특선작으로 아름다운 부산의 모습을
제품으로 형상화 하여, 스카프, 스티커, 머그컵 등으로 제작한
작품입니다.
이를 산과 바다가 어우러진 부산 남구 이야기를 담은 관광
상품으로 디자인을 보완하여 남구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해파랑길 관광안내소를 중심으로 시민들 대상 선호도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와 상품성 및 상징성 등을 검토하여, 16개의
제품 가운데, 최종 6개의 제품이 부산 남구 관광상품으로
선정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부산 남구 관광상품으로 개발된 제품은 남구
해파랑길 관광안내소 내에 전시판매장을 구축, 남구를 찾은
관광객이 직접 구매하여 남구를 마음에 담아갈 수 있도록 하고,
향후에도 관광상품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성공적으로 제품화
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펼쳐나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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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추진일정
2013. 7. 제15회 부산관광기념품공모전 개최
수상작 : 25점 선정 (한국특성화부분 15점, 부산특성화부분 14점)
8. 제16회 대한민국관광기념품공모전 참가
수상작 : 6점 선정 (한국특성화부분 입선 2점, 지역특성화부분 장려 1점, 입선 3점)
9. 부산시 남구청 문화체육과에서 관광상품 개발 요청
부산디자인상품 브랜드화 사업과 연계하여 문화관광상품 개발 협의
제16회 부산국제관광전과 제9회 부산불꽃축제 참가 (~ 10월)
행사 참가 결과 부산이야기 작품은 시민들에게 많은 호응과 판매가 이루어짐
11. 센터와 남구청, 개발업체 간 컨소시엄 구성하여 문화관광상품 개발 진행
남구청 문화체육과와 관광상품 개발협의 (16개 상품 중, 6개 상품 최종 선정)
12. 남구 해파랑길 관광안내소 전시판매장 환경 구축을 위한 현장답사
2014. 2. 남구 해파랑길 관광안내소 전시판매 예정

사업결과
1. 부산 남구 관광상품 개발 사업
• 대상 : 제15회 부산관광기념품 공모전 부산특성화부문 특선,「부산이야기」
• 브랜드화 과정 : 남구청과 개발 협의 및 시민 대상 선호도 조사 등 실시
→ 디자인 보완 및 수정 → 최종 6개 상품 선정
→ 해파랑길 관광안내소 판로 구축 → 제품화를 위한 지속적인 관리
• 최종 선정된 관광상품 : 부산 남구를 상징하는 디자인의 스카프, 스티커 등 총 6점
• 기대효과
- 공모전 작품 활용, 부산 지자체의 특성과 상징성이 담긴 관광기념품 개발
- 부산관광기념품 공모전 작품의 브랜드화를 통화 공모전의 실효성 강화
- 부산 지자체의 이미지 제고와 홍보 효과
• 최종 선정된 남구 관광상품

스티커

머그컵

텀블러

디자인 진흥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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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에코디자인 패션비즈 지원사업

사업기간

2013. 3 ~ 2014. 2
사업비

70,000

환경은 살리고 품질은 높이는 에코 디자인 확산을 위해 에코
디자인 마인드 함양 교육에서 관련분야 창업과 취업까지
적극 지원, 부산의 에코디자인 활성화에 기여했습니다. 이는

천원

(국비, 산업통상자원부)

사업내용

에코디자인 관련 창업·취업 지원
교육프로그램 운영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실시하는 지역연고산업 육성사업으로
동아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주관기관을 맡고, (재)부산디자인
센터가 참여하여 추진한 사업입니다.
에코디자인 산업 육성을 위해 실시한‘글로벌 에코디자인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은 에코디자인 관련 예비 창업자나
디자이너들을 대상으로 한 달 동안 매주 토요일, 3시간 씩,
에코디자인의 산업수요와 창업 노하우, 세계적인 흐름을
짚어보는 교육내용으로 구성, 많은 수강자가 참여하여 에코
디자인의 관심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함께 에코디자인
산업을 보다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창업지원을 위해 개발품
11건, 총 4천 7백만 원을 지원하고, 취업 7건을 알선하여
목표 120%를 달성하는 성과를 얻었습니다.
글로벌 에코디자인 패션비즈 지원사업은 산업의 이슈가 되고
있는 에코디자인에 대한 관심을 불러 모으고, 창업과 고용을
확대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 했다는 면에서 향후 사업 또한
관련업계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으며 디자인 산업의 진흥과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정진해 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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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추진일정
2013. 4. 사업계획서 제출 및 협약 체결
6. 에코 디자인 및 정보교류 워크숍 참석
10. 에코디자인 관련 기업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 12월)
창업기업 멘토 운영 및 재료비 지원

에코디자인 인력양성 사업결과
세부사업

성과지표

인력양성

에코디자인 관련 창업지원

성과내용
• 창업지원 11건
• 취업지원 8건

달성율
120%

1. 창업지원 재료비 지원
항목

상호

대표자

개발품명

지원금액

1

페이블

박동민

조작 가능한 페이퍼 토이

4,000

2

마이너스원

김인경

즐거운 에코경험을 위한 페이퍼 제품
Foldin Lamp & Triangle Stereo

4,000

3

데일리라이프 랩

정승빈

감성과 기능성을 겸비한 벽걸이형 화분‘레이니 팟’

4,000

4

토미디자인

김효상

자작나무 밸런스 바이크 (BikeRoo)

4,000

5

아이리어

박병규

전자파를 멀리할 수 있는 폰액세서리용 핸즈프리 (이어폰)

4,000

6

헤아림

방창현

휴대와 거치가 가능한 페이퍼 기타 스탠드

4,000

7

부에나스

김창환

레터프레스 인쇄방식과 공예를 접목한 다양한 고급인쇄물 제작

4,000

8

클러스터라운드

김효진

레이어드가 가능한 패션 애견 의류

4,000

9

빈스 디자인

김경빈

손목시계의 가치를 집에서도 지속시켜주는 손목시계 케이스

4,000

10

바애

배병민

한국의 전통과 문화를 담은 젓가락 교정기 디자인

4,000

11

토블디자인

이원국

친환경 에코 커피 테이크아웃 패키지

7,000

디자인 진흥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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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창업지원 재료비 지원에 따른 성과물
항목

상호

대표자

개발품명

1

페이블

박동민

조작 가능한 페이퍼 토이

2

마이너스원

김인경

즐거운 에코경험을 위한 페이퍼 제품
Foldin Lamp & Triangle Stereo

3

데일리라이프 랩

정승빈

감성과 기능성을 겸비한
벽걸이형 화분‘레이니 팟’

4

토미디자인

김효상

자작나무 밸런스 바이크 (BikeRoo)

5

아이리어

박병규

전자파를 멀리할 수 있는
폰액세서리용 핸즈프리 (이어폰)

6

헤아림

방창현

휴대와 거치가 가능한 페이퍼 기타 스탠드

7

부에나스

김창환

레터프레스 인쇄방식과 공예를 접목한
다양한 고급인쇄물 제작

8

클러스터라운드

김효진

레이어드가 가능한 패션 애견 의류

9

빈스 디자인

김경빈

손목시계의 가치를 집에서도 지속시켜주는
손목시계 케이스

10

바애

배병민

한국의 전통과 문화를 담은
젓가락 교정기 디자인

11

토블디자인

이원국

친환경 에코 커피 테이크아웃 패키지

개발품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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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에코디자인 맞춤형 교육
1. 사업결과
•교육목적 : 에코디자인 관련 예비창업자 및 디자이너들을 대상으로 에코디자인의 발전과
관련 분야의 인재양성 및 세계적인 에코디자인 흐름을 도울 수 있는 교육
•교육기간 : 2013. 11. 9 ~ 12. 7, 매주 토요일 3시간씩 총 5회
•교육장소 : 부산디자인센터 세미나실B
•교육대상 : 재직자, 미취업자, 창업자, 학생 등
•주관 : (재)부산디자인센터
•프로그램 구성
일자

시수

주

제

11. 9 (토)

3

<공통과정> 환경을 배려하는 에코디자인의 세계

에코크리에이터‘김대호’ 35명

91%

11. 16 (토)

3

<공통과정> 에코디자인과 생활

디자이너‘왕종두’

36명

83%

11. 23 (토)

3

<창업지원과정> 창업아이템 선택과 에코디자인

터치포굿‘박미현’

27명

60%

11. 30 (토)

3

<공통과정> 에코디자인의 시작

알이‘신치호’

32명

91%

12. 7 (토)

3

<창업지원과정> 에코디자인 창업의 현재

에코준컴퍼니‘이준서’

30명

93%

32명

83%

평

강 사

균

참석인원

만족도

2. 워크숍 개최
•기간 : 2014. 1. 4 ~ 5, 1박 2일
•장소 : (주)RE, 스마트그리드 홍보관 (제주도 소재)
•참여 : 글로벌 에코디자인 맞춤형 교육 우수생 9명 및 (재)부산디자인센터 직원 4명
•워크숍목적
- 청정 녹색기술, 전력 IT기술, 신재생에너지, 전기차 등의 체험으로 최첨단 기술과 에코디자인의 접목 동기부여
- 에코디자인 창업 기업 방문으로 에코디자인의 창업체계 이해
•워크숍 내용
- 특강 : 에코디자인 쇼셜비즈니스 아카데미 ▷ 폐목재 활용 및 환경교육과 표현예술치료 등
- 스마트그리드 홍보관 및 체험관 방문 ▷ 최첨단 기술 현장 체험
•워크숍 진행사진

단체사진

폐목제 활용 리사이클 체험

디자인 진흥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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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도시디자인학교 운영 (신규)
사업기간

도시 디자인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여 안전하고 쾌적한

2013. 2 ~ 12

도시 환경을 구축해 나갈 수 있도록 2013년 최초로 부산도시

사업비

7,400

디자인학교를 운영했습니다.
천원

부산도시디자인학교는 부산도시학교와 공동으로 추진하고

사업내용

부산도시디자인학교

1 2
년에

회 운영

있는 사업으로 도시 디자인에 뜻이 있는 시민과 도시건축
디자인 전문가의 만남을 통해 부산 도시 환경의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사업입니다.
특히 2013년에는 도시 디자인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하여
사업을 최초로 실시한 만큼 우수한 강사진을 영입해 프로그램을
알차게 꾸렸습니다.
프로그램은 매주 1회 2시간 씩, 7주차 과정으로 1년에 2회
실시했으며, 지역 디자인 전문가의 강의와 토론, 현장답사로
구성했습니다.
제1차 부산도시디자인학교 2기, “도시를 꿈꾸는 사람들”은
2013년 4월 8일부터 5월 20일까지, 제2차 부산도시디자인
학교 3기, “도시의 대안 주거를 꿈꾸는 사람들”은 11월 6일부터
12월 11일까지 진행하여, 제1차는 30명, 제2차는 65명의
시민들이 수료, 도시 디자인에 대한 인기와 관심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부산도시디자인학교는 도시 디자인에 대한 전문가 특강과 함께
최근 주목 받고 있는 지역을 직접 탐방함으로써 도시 디자인에
대한 개선 의지를 높이고, 그 해법을 모색한다는 의미에서
부산의 도시와 환경 디자인 산업에 큰 기대를 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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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추진일정
2013. 3. 부산도시디자인학교 2기 사업 홍보 및 사업 공고
4. ‘도시를 꿈꾸는 사람들’부산도시디자인학교 2기 운영 (~ 5월)
5. 부산도시디자인학교 2기 수료
10. 부산도시디자인학교 3기 사업 홍보 및 사업 공고
11.‘도시의 대안 주거를 꿈꾸는 사람들’부산도시디자인학교 3기 운영
12. 부산도시디자인학교 3기 수료

사업결과
1. 2013년 제1차 부산도시디자인학교 2기
• 강의 일시 : 2013. 4. 8 ∼ 5. 20 (7주차)
• 강의 장소 : (재)부산디자인센터, 동구청 주변 산복도로
• 강의 참여자 : 공무원 6명, 대학생 15명, 회사원 9명, 총 30명
• 프로그램 : 강의 및 토론 (1일 2회) + 현장답사 (2회)

강의 날짜
1주차 4. 8
2주차 4. 15
3주차 4. 22
4주차 4. 29
5주차 5. 6
6주차 5. 13
7주차 5. 20

강연자

강의 제목

이석환 (경성대 교수)

이야기를 입고 서(抒)있는 도시건축

안용대 (가가건축사사무소 대표)

보다 멋진 건축물의 도시를 위한 제안

김승남 (일신설계종합건축사사무소 사장)

부산을 위한 그랜드 디자인

윤지영 (동서대 교수)

자갈치시장에서 찾는 공공디자인의 가능성

현장답사

도시재생의 관점에서 보는 부산의 고도심 동래

우신구 (부산대 교수)

풍경을 그리는 생활

홍순연 (상지건축 부설연구소 선임연구원)

‘오랜된 것, 도시에 마킹하다’

한승욱 박사 (부산발전연구원 연구위원)

마을을 여행하는 히치하이커들의 위한 안내서

한영숙 (싸이트플래닝 대표)

공간과 사람을 잇는 디자인. 사람과 사람을 잇는 디자인

현장답사

부산형 도시재생사업 산복도로 르네상스를 찾아서

신병윤 (동의대 교수)

365일, 산복도로를 걷다.

양재혁 (동의대 교수)

도시, 거리에서 소통과 공존을 꿈꾸다.

디자인 진흥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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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3년 제2차 부산도시디자인학교 3기
• 강의 일시 : 2013. 11. 6 ∼ 12. 11 (7주차)
• 강의 장소 : (재)부산디자인센터, 동구청 주변 산복도로
• 강의 참여자 : 공공기관 및 공무원 6명, 회사원 20명, 일반인 2명, 대학생 37명, 총 65명
• 프로그램 : 강의 및 토론 (1일 2회) + 현장답사 (1회)
구분

일 정

주 제

강 사

1강

11. 6 (수) 19:00 ~ 21:00

도시근교주택

최삼영 (가와건축 소장), 패널 1명

2강

11. 13 (수) 19:00 ~ 21:00

조합주택

안웅희 (한국해양대 교수), 패널 1명

3강

11. 20 (수) 19:00 ~ 21:00

리노주택

이승헌 (동명대학교 교수), 패널 1명

4강

11. 23 (토) 11:00 ~ 21:00

산복도로연계길 현장답사

신병윤 (동의대학교 교수), 패널 1명

5강

11. 27 (수) 19:00 ~ 21:00

한옥

조정구 (구가건축 소장), 패널 1명

6강

12. 4 (수) 19:00 ~ 21:00

아파트

박철수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패널 1명

7강

12. 11 (수) 19:00 ~ 21:00

졸업식

표응석 (동서대학교 건축설계학과 교수)

부산도시디자인학교 활동사진

부산도시디자인학교 3기 강의

산복도로 연계길 현장답사

부산도시디자인학교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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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복도로연계길 현장답사

언론보도
• 부산일보 (2013. 11. 4) - 부산도시학교, 제3기 과정 수강생 모집

2013-11-04

부산도시학교, 제3기 과정 수강생 모집
부산도시학교가 제3기 과정 수강생을 모집한다. '도시의 대안 주

로 나서서 다양한 형태의 대안 주거 공간을 탐색한다. 수강 정원

거를 꿈꾸는 사람들'을 주제로 부산디자인센터에서 진행되는 3

은 32명이며, 부산디자인센터 홈페이지에서 양식을 다운로드해

기 부산도시학교는 오는 6일부터 12월 11일까지 7주 동안 6개 강

이메일(hskim0479@naver.com)로 접수를 받는다. 부산도시학

좌와 과제 토론, 한 차례 현장 답사로 구성되며, 가와건축 최삼영

교는 부산지역 건축 전문가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교육 프로그램

소장, 한국해양대 안웅희 교수, 동명대 이승헌 교수, 동의대 신병

으로 부산디자인센터가 후원한다. 051-790-1024.

윤 교수, 구가건축 조정구 소장, 서울시립대 박철수 교수가 강사

디자인 진흥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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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디자인탐사단 (신규)

사업기간

부산을 정감 있고 아름다운 도시로 가꾸기 위해 도시디자인

2013. 4 ~ 12

탐사단을 운영, 도시 디자인에 대한 가치를 높이고, 경쟁력

사업비

있는 도시 환경의 기반을 마련해 나갔습니다.

50,000

천원

이는 지속 가능한 도시디자인에 대한 올바른 인식 함양을 통해

사업내용

도시디자인 탐사단

15

지역주민의 생활과 경제활동을 반영한 정감 있고 아름다운
명 활동지원

도시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개선사항을 도출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먼저, 전문가로 구성된 도시디자인 탐사 자문단을 구성, 사전
조사를 거쳐 집중탐방지역으로 정책이주지역인 반여동을
선정하고, 도시디자인 탐사단 4기 15명을 선발했습니다.
9월부터 12월까지 활동을 벌인 도시디자인탐사단은 2개
팀으로 나눠 반여동을 직접 발로 뛰며 주민을 만나고, 구석구석
지역을 탐사하면서 객관적인 자료 수집과 분석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고, 환경과 어우러지는 도시 디자인 방안을
모색해 나갔습니다.
그 결과, 전공이 다양한 탐사단원의 시각에서 반여동을 발전
시킬 수 있는 도시디자인 수요를 파악하고, 학생의 시각에서
바라본 반여동의 마을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아이템을 제안해
소기의 성과를 도출해냈습니다.
2014년에는 부산 재개발, 재건축 해제 지역에 초점을 맞추고,
정비구역 해제 지역의 도시 디자인 수요 탐사 활동을 통해서
슬럼화 우려 지역의 바람직한 도시 디자인을 모색해 갈 것입니다.

도시디자인탐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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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추진일정
2013. 4. 도시디자인 탐사단 운영계획 수립, 집중탐방지역 사전 조사 (~ 5월)
6. 도시디자인 탐사단 자문단 구성 및 탐방지 확정
탐방지 관리기관 해운대구와 협의
8. 도시디자인 탐사단 단장 섭외 및 홍보
9. 도시디자인 탐사단 15명 선발, 워크숍 개최
10. 지역 탐사활동, 선진 도시 비교 탐사 및 주민 면담
11. 도시디자인 탐사단 중간자문회 개최
12. 우수단원 선발 및 선진도시 탐방
최종 결과 보고회 개최

도시디자인 탐사결과
• 탐사 방향
- 부산의 도시디자인과 관련된 현안 문제점들을
면밀하게 파악하고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집중 지역 발굴
- 도시 디자인 향상으로 지역 공동체 활성화, 지역 주민의 생활상,
지역환경적 특징을 반영 할 수 있는 아이템 발굴
• 탐사 결과
- 부산의 도시정책이주지역인 반여 2, 3동 탐사
- 도시정책이주지역의 현장조사를 통한 도시디자인 수요파악
• 탐사 효과
- 학생의 시각에서 바라본 도시의 현안 문제 도출
- 정책이주지가 가지는 본질적인 문제에 대한 고민
- 커뮤니티 디자인 제안
- 주차장을 활용, 소규모 상점의 중요성, 도시농업의 시도 등
유관기관인 해운대구청, 부산시청 관련 행정전문가에게 제안

도시디자인탐사단 2014년 향후 계획
부산시청 도시재생과와 함께 도시재생 대학으로 연계 진행 예정

디자인 진흥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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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디자인 탐사 활동사진

도시디자인탐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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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역 도시디자인 비교 탐사 활동
• 탐사일시 : 2013. 12. 27 ~ 29
• 탐사장소 : 경남지역 (통영, 연대도, 마산)
• 탐사자 : 17명 (단장 이석환교수, 자문위원 조정형 교수, 한승욱 박사
고은정 대표, 이현숙 대리 외 탐사단원 12명)
• 탐사방향 : 경남지역 (통영, 연대도, 마산)에서 진행된 다양한 도시디자인
마을만들기 사업현장 답사 도시디자인탐사단원 탐사역량을 강화
• 탐사결과 : 비교 탐사를 통한 탐사단원 역량 강화 및 부산 도시디자인에 적용 가능한 참고 사례 발굴

비교 탐사 활동사진

디자인 진흥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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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와 오늘을 잇는 시민참여 전시축제 (신규)

사업기간

2013. 5 ~ 12
사업비

160,000

부산직할시 승격 50주년을
기념하여, 동시대를 사는 부산
시민들이 아련한 추억으로

천원

(시비, 부산광역시)

사업내용

하나가 될 수 있도록 과거와
오늘을 잇는 시민참여 전시
축제를 성대히 개최했습니다.

전시 기획 및 순회전시 총괄

(재)부산디자인센터는 부산광역시와 부산직할시 승격 50주년
기념 사업 추진위원회, 부산일보와 연계하여, 부산에 얽힌
기억의 조각을 맞추는 의미 있는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부산 기억으로 통하다’란 주제로 열린 이번 전시회는 (재)부산
디자인센터가 전시 기획과 총괄을 맡아, 시민과 함께 즐기는
전시 축제를 만들어 갔습니다.
2013년 3월부터 시민공모를 통해서 안방에 고이 접어 두었던
추억의 사진과 세월의 두께가 켜켜이 쌓인 애장품 등 200여 점을
모아 소장품과 사진전, 두 가지 테마로 오늘을 사는 부산시민의
가슴을 아련한 추억으로 촉촉이 적셨던 것입니다.
전시기간은 9월 16일부터 보름동안 (주)부산디자인센터 1층
에서 열었으며, 이후 전시회의 뜨거운 열기는 10월 14일부터
27일까지 부산시청 전시실에서 이어나갔습니다.
이번 전시축제는 돌아갈 수 없는 그때 그 시절, 부산의 기억을
시민들과 함께 나눔으로써 부산직할시 50주년의 의미를
되새기는 소중한 기회가 됐습니다.

과거와 오늘을 잇는 시민참여 전시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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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추진일정
2013. 5. 부산광역시와 위·수탁 계약
6. 전시계획 수립
8. 용역사 선정 (동아TG)
9. 전시축제 개막식 및 (재)부산디자인센터 전시 (9. 16 ~ 30)
10. 부산광역시청 전시실 전시 (10. 14 ~ 27)
12. 사업 결과보고 및 정산

전시결과
• 전시기간 및 장소 : 1차 2013. 9. 16 ∼ 30 (재)부산디자인센터 1층
2차 2013. 10. 14 ∼ 27 부산광역시청 전시실
• 전시작품 : 부산시민이 소장하고 있던 사진, 애장품 등 200여 점
테마

전시주제
- 부산의 기억 (도시, 사진으로 남다 / 기억의 순간, 그때 바로 거기 / 이바구 속 사진 이야기)

사진전

- 부산의 오늘 (부산, 풍경을 담아내다 / 영화, 부산을 담아내다
느림과 전통의 미학 / 도시, 세상에 문을 열다)
- 부산의 꿈 (100년 후 부산은?)
- 특별전 (항공에서 본 부산의 어제와 오늘)
- 미니작가전 (부산 재발견)
- 친구야 학교가자

소장품전

- 추억의 시네마극장
- 옹기종기 안방 & 엄마의 부엌
- 시민공모 추억의 소장품전

전시효과
• 부산발전 50년을 기념하여 시민중심의 행사인
과거와 오늘을 잇는 전시축제를 통하여 직할시 승격의 분위기 고조
• 시민이 간직한 물품을 통해 부산의 어제와 오늘을 재조명하고 부산발전 동력을 재발견

디자인 진흥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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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회 사진

부산직할시 50주년‘부산, 기억으로 통하다’
2013. 9. 16. (재)부산디자인센터 1층

과거와 오늘을 잇는 시민참여 전시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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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 부산일보 (2013. 9. 17) -‘부산의 어제와 오늘’
• KNN 뉴스 (2013. 9. 23) - 아트앤컬처‘부산, 기억으로 통하다’

• 2013-09-17 정종회 기자

‘부산의 어제와 오늘’
부산의 과거와 오늘을 잇는 시민참여 전시축제 '부산, 기억으로 通하
다' 특별전이 부산직할시 승격 5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와 부산일
보사 공동주최로 16일 오후 부산디자인센터에서 개막됐다. 지난 3월
부터 시민공모를 통해 모아진 시민 소장품과 사진 200여 점을 선보이
는 이번 전시회는 30일까지 부산디자인센터, 다음달 14일부터 27일
까지 부산시청에서 열린다.

• 2013-09-23 윤혜림기자

아트앤컬처
‘부산, 기억으로 통하다’
올해는 바로 부산시가 직할시 승격 50주년을 맞는 해입니다.
부산의 역사와 함께 한 산 증인인 시민들이 과거의 추억이
담긴 사진들을 선보이는 특별한 전시회가 마련되고 있습니다.
윤혜림의 아트앤컬처에서 전해드립니다.
50년 전, 해운대해수욕장을 배경으로 까까머리 중학생 4명이 가을소풍때 찍은 사진입니다.
당시 돈으로 10원씩 모아 40원으로 사진사에게 부탁해 찍었습니다.
# 김한영/부산 송정동(62살) "당시 극동호텔이 해운대 해수욕장 상징"
송도해수욕장에서 남편과 데이트를 하며 찍은 사진입니다.
지금은 사라진 송도 다리에서 고교 동창들과 찍은 사진도 있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대구의 여고 동창들을 부산에 불러 찍었습니다.
# 강영이/부산 양정동(66살) "혹시 부산에 살면 이 사진 보고 친구들이 오지 않을까"
부산직할시 승격 50주년을 기념하는 특별전시회가 부산에서 마련됐습니다.
다음달 27일까지 부산디자인센터와 부산시청에서 마련되는 이번 전시회는 '부산,기억으로 통하다'라는 주제로 부산의 과거,오늘을 잇
고 있습니다. 지난 3월부터 약 두달 동안 시민공모를 통해 모은 시민 소장품과 사진 등 2백여점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디자인 진흥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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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부산 100년 타임캡슐·기념조형물
디자인 및 기본설계 용역 (신규)

사업기간

2013. 6 ~ 7
사업비

15,300

2013년 (재)부산디자인센터는 부산직할시 50주년이 시민들의
가슴에 뜻 깊은 축제로 남을 수 있도록 희망부산 100년 타임
캡슐과 기념조형물 디자인 작업을 맡아, 부산의 100년을

천원

희망으로 설계했습니다.

(시비, 부산광역시)
사업내용

희망부산 100년 타임캡슐은 씨앗을 형상화한 작품으로 지름

타입캡슐과 기념조형물 디자인 및 기본설계

1.1m, 높이 2.1m 크기에 3중 스테인리스와 강합성 플라스틱
재질로 제작하여, 미래 100년을 위한 희망의 의미를 담았습니다.
디자인은 2013년 6월, 부산직할시 50주년 기념사업 추진
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정됐으며, 타임캡슐 안에는 부산의
오늘을 담은 삶의 흔적 7개 분야, 55개 분류, 261개 품목 605
점을 담아, 2013년 10월 부산 시민의 날에 부산시민공원 타임
캡슐 소공원에 매설했습니다.
부산직할시 50주년을 기념하는 또 다른 성과물인 기념조형물
은 ‘미래를 여는 항해’라는 이름으로 가로 8.3m, 세로 3.9m,
높이6.6m로제작했습니다.세개의돛으로구성된기념조형물은
‘동북아 해양수도 부산’의 미래를 향한 힘찬 항해를 표현했으며,
타임캡슐과 함께 부산시민공원에 조성되어 부산시민들이
기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희망부산 100년 타임캡슐·기념조형물 디자인 및 기본설계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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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추진일정
2013. 6.

부산시와 용역계약, 동남권디자인산업협회에 용역발주
부산시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 심의 통과

7.

사업비 정산 및 사업종료

사업결과
•사 업 명

희망부산 100년 타임캡슐 매설과 기념조형물

•추진배경

부산직할시 승격 50주년을 맞아, 과거 부산의 모습과
미래 100년 부산을 기원하는 시민의 염원을 타임캡슐에 담아 후대에 문화유산으로 전수

•매설위치

부산시민공원 내 타임캡슐 소공원

•사업내용

타임캡슐, 기념조형물 디자인, 제작, 매설 및 조성

1) 타임캡슐 개요
- 작 품 명 희망부산 100년 타임캡슐
-규

모 지름 1.1m, 높이 2.1m

-재

료 3중 스테인리스와 강합성 플라스틱

- 작품소개 미래 100년을 위한 희망의 의미를 담아 씨앗을 형상화 함
타임캡슐 안에는 현재를 기념하는 물건 7개 분야, 55개 분류, 261개 품목 605점을 담아
2013년 10월 4일 부산시민의 날, 부산시민공원에 매설
2) 기념조형물 개요
- 작 품 명 미래를 여는 항해
-규

모 가로 8.3m, 세로 3.9m, 높이 6.6m

-재

료 스테인리스, 황동, 마천석, 화강석 등

- 작품소개 요트와 돛의 형태를 형상화 하여 미래를 향해 순항하는
해양도시 부산의 이미지를 표현
높게 솟은 돛은 미래 도약 100년을 위한 부산시민의 기상과 의지 상징

디자인 진흥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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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 동아일보 (2013. 10. 4) - [부산/경남]부산의 오늘, 100년뒤 꺼내 본다
• 국제신문 (2013. 10. 4) -‘희망 부산 타임캡슐’땅 속으로…100년 뒤 다시 만나자
• 엽합뉴스 (2013. 10. 4) - 희망 부산 100년 타임캡슐 매설

• 2013-10-4 조용휘 기자

[부산/경남]부산의 오늘, 100년뒤 꺼내 본다

다음 달 4일 부산시민공원에 매설될 씨앗형 타임캡슐 패널.
이 안에는 261개 품목 605점의 각종 물품이 압축돼 진공상태로 담긴다. (부산시 제공)

롯데자이언츠 유니폼, 동백꽃(시화) 씨앗, 동래파전, 부산의 술(즐거워 예), 부산상의 100년사, 2002 부산아시아경기대회 백
서…. 100년 뒤인 2113년 미래 부산시민들이 과거 시민생활상을 엿볼 수 있는 물건이다. 부산시는 29일“10월 4일 오후 4시
부산진구 범전동 부산시민공원 안 타임캡슐 소공원에서 미래도약 100년의 염원을 담은‘희망부산 100년 타임캡슐’
을 매설한
다”
고 밝혔다.
타임캡슐 공원은 내년에 개방할 예정으로 마무리공사가 한창인 부산시민공원(옛 미군 하얄리아부대 터)의‘기억의 숲길’옆
에 60m²
(약 18평) 규모로 조성됐다. 100년 만에 부산시민의 품으로 돌아온 이 터를 기억하자는 의미도 포함됐다.
이 사업은 직할시 승격 50년을 맞이하는 올해를 기념해 지난 50년간 부산 발전의 역사를 돌아보고 새로운 미래 100년을 준비
하기 위한 것이다. 명칭 및 디자인 선정, 수장품 수집 등은 시민 22명이 참여한‘직할시 50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
가 공모를
거쳐 확정했다.수장품은 부산시민의 삶의 모습을 대표하는 7개 분야, 55개 분류, 261개 품목 605점. 시민의 삶, 산업·경제,
정치·행정, 산업·경제, 문화·예술, 자연환경, 국제교류·스포츠, 직할시 50년 기업사업과 관련된 품목이다.
이 중에는 폴더형 휴대전화와 스마트폰, 수의, 부산막걸리(생탁), 자갈치 곰장어, 돼지국밥, 교통카드, 환경미화원 옷, 초중고
교 수업시간표, 바늘과 실, 돈(동전과 지폐), 결혼식 청첩장,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이 현물이나 문서, 책자, 사진 등으로
담긴다.타임캡슐(지름 1.1m, 높이 2.1m)은 3중 스테인리스에 강합성 플라스틱(FRP) 재질로 씨앗을 형상화한 타원형이다. 수
장품은 파손 및 부식방지를 위해 아르곤가스를 넣어 진공상태로 100년간 보존한 뒤 2113년 10월 4일 개봉한다. 개봉 시 영상
및 자료파일의 재생을 위한 재생장치도 함께 묻는다.
또 이날 직할시 승격 50년을 기념하는 조형물‘미래를 여는 항해’
도 제막된다. 가로 8.3m, 세로 3.9m, 높이 6.6m에 세 개의
돛으로 구성된 조형물은‘동북아 해양수도 부산’
의 미래를 향한 힘찬 항해를 표현했다. 정경진 부산시 정책기획실장은“부산
의 현재와 시민 삶을 그대로 담았다. 100년 후 부산의 모습이 어떨지는 미래 부산시민의 몫이 될 것”
이라고 말했다.

희망부산 100년 타임캡슐·기념조형물 디자인 및 기본설계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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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0-4 이노성 기자

‘희망 부산 타임캡슐’땅 속으로…100년 뒤 다시 만나자
시내버스 회수권·교통카드, 막걸리‘생탁’소주
‘예’
‘시원’등 생활·문화유산 500여 점 담아
- 어제 부산시민공원에 매설
- '미래가치 선언문'도 공식 선포
부산의 어제와 오늘을 담은 타임캡슐이 100년 만에 반환된 부산시
민공원에 묻혔다. 개봉 시점은 100년이 지난 2113년 10월 5일이다.
부산시는 4일 오후 4시 직할시 승격 50주년의 발자취를 돌아보고
미래 100년의 도약을 기원하는 '희망 부산 100년 타임캡슐' 매설식
과 기념 조형물 제막 행사를 열었다.도토리 모양의 타임캡슐(지름
1.1m, 높이 2.1m) 내부는 부산을 대표하는 생활·역사·문화유산 500여 점으로 가득 찼다. 버스 회수권과 교통카드는 물론 ▷부산막
걸리 '생탁' ▷대선주조에서 만드는 소주 '예'와 '시원' ▷부산시상수도본부가 생산하는 수돗물 '순수' ▷경찰·소방을 비롯해 공공기관
에서 입는 각종 유니폼 ▷석면 피해지역 조사 자료 ▷부산시의회의 조례 자료 ▷2002년 부산아시안게임 유치·개최 문서와 기념주화
▷2002 월드컵 부산경기 자료와 기념주화 ▷대형 사회간접자본(SOC) 건설 자료도 포함됐다.
허남식 시장이 '100년 후의 부산시장'에게 남긴 영상메시지도 재미있다. 6분짜리 동영상에서 허 시장은 "부산을 세계적 도시로 만들기
위해 열심히 일했다"며 공약인 부산발전 10대 비전에 대해 설명했다. 또 "초일류로 성장한 미래 부산, 잘 부탁합니다. 2113년 부산!"으
로 끝을 맺었다.
이날 오후 6시 부산시민회관에서 열린 '제34회 시민의 날' 기념식에서는 '부산 미래가치 선언문'이 선포됐다. 부산의 신진·원로학자
18명이 6개월간 마련한 선언문은 '열린 부산, 큰 바다의 포용성'을 주제로 부산사람의 기질과 정신을 표출하고 있다. 세계적인 해양도
시로 발돋움한 동력은 의리와 화합을 중시하면서도 몸에 밴 창의성과 역동성이라는 점이 부각돼 있다. 박재환 부산미래가치위원장은
"부산을 이끌고 온 가치와 부산성은 앞으로 100년간 후손들의 정신적 푯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부산시는 직할시 승격 50주년 사업으로 ▷부산 가치 발견사업(부산발전 50년 역사 이야기 발간, 부산 기네스 발간 등) ▷부산발전
50년 기념사업(창작 뮤지컬 제작 등) ▷미래도약 100년 기념사업(타임캡슐, 부산발전 다큐 제작 등) 3개 분야 9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2013-10-4 차근호기자

희망 부산 100년 타임캡슐 매설
4일 오후 부산 부산진구 부산시민공원에서 허남식 부산시장등 부산시 주요관계자들
이 '희망부산 100년 타입캡슐 매설식'에 참석해 타임캡슐이 매설되는 모습을 지켜보
고 있다. 이 타임캡슐은 부산직할시 승격 50년을 맞이하는 올해를 기념해 지난 50년
간 부산발전의 역사를 돌아보고 새로운 미래 100년을 준비하기 위한 희망의 상징으
로 매설하는 것이다. 100년 후인 2113년 10월 4일에 개봉하게 된다. 타임캡슐에는 시
민의 삶, 산업·경제, 정치·행정, 문화·예술, 자연환경 등 총 261개 품목 605점이
수장돼 후손들에게 문화유산으로 전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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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부산디자인센터는 디자인을 통해

이를 부산에 도입하여 시민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행복을

범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범죄예방

영위할 수 있도록 (재)부산디자인센터가 먼저 팔을 걷고 나선

환경디자인 셉테드를 추진해 왔습니다.

것입니다.

셉테드는 도시의 디자인을 통해 범죄자의
접근을 막고, 감시 체계를 만들어 범죄의
기회를 사전에 차단하는 디자인 기법으로
선진국에서널리추진되고있지만우리나라
에서는 잘 알려지지 않은 시스템입니다.

그 첫 성과물은 전문가로 구성된 워킹그룹을 만들어 ‘셉테드
부산지역 도입을 위한 제안 보고서’로 내놓았습니다. 이는
부산시와 경찰, 관련 전문가 등 기관의 협력과, 사업 추진에
대한 조례 제정과 같은 세부적인 추진 전략을 모색해 놓은
제안서로 셉테드 도입을 위한 지침서이자, 부산에 셉테드
도입을 앞당기는 계기가 됐습니다. 이와 함께 경찰이 신속하게
출동할 수 있도록 범죄신고구역 표지판을 새롭게 디자인 하여,
셉테드의 실제 적용 가능성을 검토해 나갔습니다. 또한 이 여세를
몰아, 셉테드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부산일보와 공동으로 셉테드의 필요성과 적용 방안을 모색하는
기획 기사를 연재하고, 부산시 셉테드 활성화를 위한 포럼과
셉테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셉테드 도입을 위한 토대를 만들어
갔습니다.
전국적으로 찾아보기 힘든 셉테드 도입을 위한 체계적이고
전문화된 활동. 이를 통해 부산은 전국 최초 셉테드 의무 적용을
위한 ‘부산시 안전한 도시 만들기 조례’와 ‘부산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가 제정되는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디자인을 통해 범죄를 예방하여 보다 안전한 도시를 만들어 가는
셉테드 사업. (재)부산디자인센터는 지속적으로 범죄로부터
안전한도시환경을디자인하여,부산지역에셉테드가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다양한 아이디어와 역량을 모아 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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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셉테드 부산지역 도입을 위한 제안 보고서 발간
• 발간일자 : 2013. 2. 28
• 워킹그룹 참여
- 책임 연구위원 : 용인대학교 경찰행정학과 박현호 교수, 동의대학교 건축학과 최임주 교수
부산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계 김종만 경위, 김성민 경장
(재)부산디자인센터 디자인지원팀 마정훈 차장
- 연구지원 : (재)부산디자인센터 정책조정실 이희대 실장, 전략사업팀 배기범 팀장, 김기원 대리
• 보고서 주요내용 : 셉테드 개념 및 역사, 셉테드 국내외 사례분석
셉테드 부산지역 도입을 위한 방안, 부산시 셉테드 적용 과정 및 실천방향

2. 범죄신고구역표지판 디자인 개선 시범사업
• 기간 : 2012. 10. ~ 2013. 1.
• 내용 : 기존 운영되던 범죄신고구역표지판의 디자인을 개선하여 우2동 지역에 시범적으로 설치
• 목적 : 주민의 안심감 증가, 범죄자의 불안감 유도, 쉬운 신고를 통한 신속한 경찰 출동
시범사업을 통한 범죄예방 환경 디자인의 가능성 검토
• 추진주체 : 부산디자인센터, 부산지방경찰청, 해운대구
• 디자인개선

• 부착 지점 : 해운대구 우2동 인근 총 34개 부착
• 주요추진성과 : 주민 안심감 증가 (경찰 주민인터뷰 시 높은 만족감 확인)
사상구 김길태 사건지역 자체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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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산일보 셉테드 공동기획 연재
• 배경 : 셉테드 인식확산을 통한 셉테드 활성화
• 연재기간 : 2013년 3월 ~ 8월 (기사 26건 게재)
• 연재구성
- 제1부 범죄 막는 환경디자인
- 제2부 범죄 취약지역을 가다
- 제3부 선진국, 셉테드로 범죄 막다
• 게재기사 실례

• 2013-08-06 김형 기자

[범죄 예방의 새로운 대안‘셉테드’
] 제3부 선진국, 셉테드로 범죄 막다 (상)
호주 뉴사우스웨일즈 주의 셉테드 현장
건물 신축부터 의무화… '호주의 우범지' 오명 탈출
부산일보사와 부산시, 부산지방경찰청, 부산디자인센터
가 범죄 예방을 위해 마련해 온 도시환경 디자인을 의미하
는 '셉테드(CPTED: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가 이달부터 셉테드 가이드라인 도
입, 범죄 취약지역 대상 시범사업 등을 통해 부산에 본격
적용된다. 이를 위해 최근 부산시교육청과 부산지방검찰
청에 이어 부산은행이 사회공헌활동 차원에서 셉테드 도
입에 동참하기로 했다.
하지만 갈 길은 멀다. 셉테드를 먼저 도입한 일부 선진국
▲ 부산디자인센터 배기범(맨 오른쪽) 팀장 등이 호주 뱅크스타운 시 셉테드 담당
공무원 옥스포드 르네(가운데) 씨와 함께 셉테드 적용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들도 장기간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다. 이 때문에 본보는
셉테드를 성공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 호

주 뉴사우스웨일즈 주(New South Wales·NSW)의 셉테드 현장을 취재해 소개한다.
1970년대부터 가이드라인 수립, 150여 개 지역정부에 권고, 전담부서 설치 등 지역 맞게 수정, 범죄율 현저하게 감소
도시화 확산, 신종 범죄 빈발 , 다양한 대응 기법 찾기 역량 집중
■악명높은 우범도시가 안전한 도시로
호주 뉴사우스웨일즈 주의 뱅크스타운(Bankstown)은 주내 150여 개 시 가운데 범죄 발생률이 줄곧 3~4위를 차지하는 우범
지역이었으나 1990년대 후반부터 셉테드를 체계적으로 도입하면서 조금씩 안전한 도시로 바뀌고 있다. 뱅크스타운 시는 호
주의 대표적 다문화 도시로 전 세계 160여개 국 출신의 주민 18만여 명으로 이뤄져 있다. 다인종이 거주하다보니 자동차 절도,
폭행, 흉기 강도, 낙서 등 크고 작은 다양한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는 게 이 도시 한 공무원의 설명이다. 업무차 뱅크스타운
을 자주 방문하는 교민 전 모(37) 씨는 "이곳을 방문한 외지인이나 주민들도 승용차 안에 가방, 시계 등 소지품을 놓아두고 내
리면 절대 안 된다"며 "범죄자들이 낮이든 밤이든 자동차를 부수고 차내 물건을 훔쳐가는 범죄가 비일비재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뱅크스타운은 건축물 건립 시 셉테드 적용을 의무화하는 조례를 수립하고 셉테드 전담부서를 설치하는 등 셉테드를
체계적으로 적용해 '우범도시'라는 오명을 서서히 벗고 있다. 뱅크스타운 안전 및 범죄예방 부서의 옥스포드 리네 씨는 "셉테
드 도입으로 우리 도시의 범죄율은 감소추세에 있다"며 "셉테드는 완벽한 해결책은 아니지만 범죄 예방을 도와줄 중요한 비법
임에 틀림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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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부산시 셉테드 활성화 포럼 개최
• 목적 : 부산의 셉테드 개념 확산 및 적용 방향 모색
• 주최 / 주관 : 부산광역시 / (재)부산디자인센터
• 후원 : 부산지방경찰청
• 일시 및 장소 : 2013. 3. 29 14:30 ~ 17:00 부산시청 12층 국제회의장
• 주제 : 부산의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디자인 적용 방향
• 참석 : (재)부산디자인센터, 부산광역시 공무원, 부산지방경찰청 공무원,
디자인분야 전문가, 건축분야 전문가, 시민 등 200여명
• 발제자 : 박현호 용인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 토론자 : 부산광역시 도시경관과 김형찬 과장, 박현호 용인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동의대학교 건축학과 최임주 교수, (재)부산디자인센터 배기범 팀장
부산지방경찰청 북부경찰서 생활안전과장 경정 최규일

5. 부산 범죄예방‘셉테드 가이드라인 TF’활동
• 목적 및 활동내용 : 부산시 도시디자인위원회 심의 기준이 될 수 있는
셉테드 가이드라인 마련
• 활동기간 : 2013. 4. ~ 6.
• TF구성 : 동의대학교 건축학과 최임주 교수, 부산광역시 도시경관과 김형찬 과장
부산광역시 김철권 계장, 부산광역시 이정임 주무, 부산디자인센터 배기범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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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시범사업 (신규)
그 동안 (재)부산디자인센터가 부산에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셉테드를 도입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벌이며 셉테드에
사업기간

대한 사회적 관심을 유도하고, 이와 함께 안전에 대한 시민의

2013. 7 ~ 2014. 3

인식 또한 높아지면서 범죄예방을 위한 디자인의 역할이

사업비

증대됨에 따라, 디자인을 통해 안전한 도시를 구현할 수 있도록

320,000

천원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사업을 시범적으로 운영했습니다.

(시비, 부산광역시)
사업내용

사업내용은 서구 남부민2동, 북구 구포2동, 사하구 감천2동,

범죄신고구역 표지판 설치 및

사상구 모라1동의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을 개선하고, 부산시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디자인

전역 1,500개의 범죄신고구역 표지판을 설치하는 것으로
사업기간은 2013년 7월부터 2014년 3월까지입니다. 먼저, 4개
지역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은 범죄 예방과 시민의 안전을 위해
도시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범죄현황조사, 환경조사,
주민·경찰·주민센터 직원 등 관계자 설문 등을 통해 도시
환경과 현장의 요구를 면밀히 조사, 분석했습니다. 이어서 12월
에는 도시안전디자인 포럼을 개최하여 전문가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 도시환경을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디자인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범죄신고구역 표지판은 112 신고 시 위치설명이
모호한 지역을 대상으로, 설치대상 가구를 직접 방문, 일일이
동의서를 징구하여 1,584개의 동의서를 받아냈고, 2014년
2월까지 범죄신고구역 표지판 설치를 완료하여 신속, 정확한
범죄신고 환경을 조성해나갔습니다.
특히, 본 사업의 관건은 이해당사자의 협력입니다. 때문에
부산시, 검찰, 경찰, 교육청, 구청, 주민센터 등과 유기적인
협력으로 사업을 추진했다는 것 또한 중요한 특징입니다.
2014년 (재)부산디자인센터는 본 사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부산의 범죄예방 환경을 더욱 확산시켜, 시민의 안전 뿐 아니라,
만족도 또한 높여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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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추진방법
1.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개선
조사분석
범죄현황
환경조사
관계자설문

> 세부구역설정

> 세부조사분석

디자인

>

>

설계

시공

>

2. 범죄신고구역 표지판 설치

설치구역 선정

>

설치장소 주민동의

>

경찰청 시스템 등록

사업 추진일정
2013.10. 착수보고회, 관계기관회의
11. 범죄신고구역표지판 주민동의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개선 환경조사
12. 범죄신고구역표지판 제작 및 설치 진행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개선 주민설문, 문제점도출
안전디자인포럼 개최
2014. 1. 중간보고회 (부산시, 검찰, 경찰, 교육청, 구청)
2.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디자인, 설계, 시공
3. 사업완료

사업 추진현황
1. 범죄신고구역표지판 설치현황
•주민동의 1,584개 완료, 2014. 2. 28 전체구역 설치 완료
2. 범죄예방환경디자인 개선
•4개 지역 조사분석완료, 지역별 문제점 및 개선방향
디자인 개선안 도출

>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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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해운대구
도시디자인 기본계획 (신규)
부산의 공공디자인을 지원하여, 도시디자인의 방향과 목표를
제시하고, 체계적인 도시경관의 보전 및 관리, 그리고 개선을
사업기간

통해 도시의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수립하는

2013. 3 ~ 2014. 2

사업입니다. 2013년은 부산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해운대구를

사업비

중심으로 도시디자인 계획을 수립했으며, 역사, 문화, 환경,

150,000

천원

(구비, 해운대구)

경제 등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 세부적이고 종합적인 마스터
플랜을 작성해 나갔습니다.

사업내용

해운대구 도시디자인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기본계획 및 가이드라인 수립

이를 위해 디자인 전문회사와 연구기관의 컨소시엄을 구성한
다음,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현지 조사와 분석을
통해 사업의 방향과 목표를 설정하고, 도시디자인의 기본
구상과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해운대구 도시디자인의 가이드
라인을 잡아갔습니다.
그 결과, 제1차 해운대구 도시디자인기본계획에 대한 타당성
검토와 위계를 재설정했으며, 분야별·권역별·가로별 디자인
계획을 수립하고, 색채기본계획 및 야간경관계획, 그리고
도시디자인 중점지 지정 등 해운대구의 삶과 역사, 비전이
도시에 녹아들 수 있도록 도시 디자인의 목표와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또한 중장기 실행방안 및 시책·국책사업, 제도개선방향 등을
제시해, 해운대구 도시디자인이 구체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 또한 강구해 나갔습니다. 본 사업은 (재)부산
디자인센터가 구·군청의 공공부문 디자인을 지원한 의미 있는
사업으로 장차 해운대구의 도시 브랜드화를 통해 도시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도시 경쟁력 또한 높아질 것이란 사업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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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추진일정
2013. 3. 해운대구청과 위, 수탁 계약 체결
4. 용역발주 및 용역수행업체 선정 (~ 5월)
6. 착수보고회
10. 중간보고회
11.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 구의회 보고
2014. 2. 도시디자인위원회 심의, 최종보고회, 용역완료

사업 추진결과
•사 업 명 제2차 해운대구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수립
•수행업체 (사)지역경제사회연구소, 동아TG 컨소시엄
•과업범위
1) 시간적 범위 : 계획 기준년도 2013년 / 계획 단기목표년도 2018년도
계획 장기목표년도 2023년도
2) 공간적 범위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행정구역 51.45㎢
•과업진행방법

현황조사 및 분석

>

과업방향
목표설정

>

도시디자인
기본 구상

>

실행계획 수립
사업발굴

•과업결과 : 아래 7가지 내용이 담긴 보고서 제작. 해운대구 도시디자인 심의 시 가이드라인으로 활용
1) 제1차 해운대구 도시디자인기본계획에 대한 타당성 검토 및 위계 재설정
2) 해운대구 도시디자인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3) 해운대구 분야별·권역별·가로별 디자인계획
4) 해운대구 색채기본계획 및 야간경관 계획
5) 해운대구 도시디자인 심의기준 및 가이드라인 수립
6) 도시디자인 중점지구 (시범가로)지정 및 계획수립
7) 중장기 실행방안 제시 및 시책·국책사업, 제도 개선방향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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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외국어메뉴판 정비사업

사업기간

2013. 7 ~ 2014. 2
사업비

80,000

외국인이 보다 편하고 친절하게 부산을 맛볼 수 있도록 부산의
관광식당을 대상으로 외국어 메뉴판과 다국어 메뉴 표기를
제작, 외국인 관광객의 의사소통 문제를 해결하여 관광도시

천원

부산의 위상과 이미지를 제고해 나갔습니다.

(국비 40백만원, 시비 40백만원)

사업내용

본 사업은 부산광역시 관광진흥과와 한국방문의해위원회,

230

그리고 (재)부산디자인센터가 함께 추진한 사업으로 구, 군청의

곳 외국어 메뉴판
다국어 메뉴 표기 제작 및 보급

협조를 받아 외국어 메뉴판 정비 대상 업소를 선정하고, 디자인
개발과 제작을 담당할 디자인 전문 기업이 참여하여 사업을
수행했습니다.
대상업체는 230개 관광식당으로 철저한 자료수집과 촬영 등을
통해 외국어 메뉴판을 위한 디자인 개발을 진행했고, 그 결과
관광식당의 대표메뉴 4개를 선정해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어로 표기된 메뉴판을 개발했습니다.
사업을 수행한 후에는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식당과 관광객의
만족을 높이고, 사업의 내실을 기하는데 활용할 것입니다.
본 사업에 참여하는 업체는 한국방문의해위원회에서 실시하는
식당환대캠페인 참여 식당을 대상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향후에는 식당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외국인 관광객의
편익을 도모하고, 이를 통해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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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추진일정
2013. 7. 한국방문의해위원회 및 부산광역시와 사업추진을 위한 업무협의
부산광역시와 사업 협약 채결
8. 외국어 메뉴판 제작지원사업 계획 수립
9. 음식점 외국어 메뉴판 제작지원 메뉴판 제작 용역사 선정 공고 및 계약
10. 메뉴판 제작 용역 착수보고
음식점 자료수집 및 사진 촬영 (~ 12월)
12. 메뉴판 제작 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2014. 1. 메뉴판 (케이스) 및 테이블세팅지 제작
메뉴판 제작 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메뉴판 및 테이블세팅지 보급
2. 메뉴판 및 테이블세팅지 보급에 따른 성과분석 (만족도조사)
사업 최종 결과 보고 및 사업비 정산

사업결과
1. 음식점 외국어 메뉴판 제작
•위탁기관 : 부산광역시 관광진흥과, 한국방문의해위원회
•전담기관 : (재)부산디자인센터
•디자인 개발수행 : 효민디엔피 (대표 : 한수흥)
•참여업체 : 부산시 구·군 230개 관광식당
•개발내용
1) 외국어 메뉴판 케이스 : 식당별 3개, 총 690개 제작,
한국어, 영어, 중국어 (간체·번체), 일어 총 4개 국어 번역 제작
2) 테이블 세팅지 : 식당별 각 600매씩 제공, 총 138,000매 제작
•개발 진행과정
1) 부산시 지정 식당 자료조사 (대표메뉴 4종, 서브메뉴 6종) 및 촬영
2) 식당별 메뉴판 디자인 및 번역작업
3) 식당별 메뉴판 디자인 선정 협의
4) 메뉴판 케이스, 테이블 세팅지 제작 및 식당별 납품
•최종결과물
- 부산시 230개 음식점 메뉴판 각 3개, 테이블세팅지 각 600매
- 최종보고서 3부 납품
- 메뉴판 및 테이블 세팅지 최종데이터 CD 5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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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어 메뉴판 참여업체
구 분

업체수 (230)

중 구

8

서 구

15

동 구

10

영도구

7

부산진구

14

남 구

6

북 구

10

참여업체
동궁, 아룬타이, 공원집, 달달볶음밥과 해물짬뽕, 용수민물장어, 원산면옥
한성족발, 중앙모빌우동
옛날오막집, 고주몽, 동경초밥, 신창국밥, 미성식당, 미가도초밥, 진선, 청죽
남촌설렁탕, 속씨원한 대구탕, 의령소바, 천하포면, 하나비, 송도공원, 충무초밥
홍성방, 석화그릴, 동촌황정순수육전골, 오케이삼겹살, 해금강식당, 대수정식당
조방왕돈까스전문점, 고관복국, 영빈횟집, 참숯골
영선꼼장어, 영선바다장어, 남촌, 도원참치물회, 함지골생아구찜, 참나무삼겹살
태종대암소한마당, 춘하추돈
다원정, 터존뷔페, 아리한정식, 개성삼계탕, 동남갈비, 회국할매집, 지중해, 용궁
해물탕, 원조뚝배기, 함경면옥, (주)대판, 대도찜갈비, 서울깍두기, 청기와석구이
유정식당, 횡성한우소머리곰탕, 오륙도횟집, 초원복국, 다오리, 쌍둥이돼지국밥
산마르코, 예가뷔페, 이박사횟집, 복천초밥, 조방낙지, 토박이&쌈촌, 느루
지리산옻닭, 초원생오리, 뚱땡이삼겹살
해운대 산들오리, 우뚝해장국, 밍주 센텀점, 봉평메밀면가, 젠틀맨, 황금양곱창
해운대이름난암소갈비, 헬로타이, 통영굴국밥, 일번지자갈치산곰장어, 비비비당

해운대구

26

아데조이, 라티스타, 양산국밥, 면옥향천 우동점, 면옥향천 좌동직영점
동백삼계탕, 청학동마을, 영변횟집, 언양봉계숯불갈비, 덴포라해운대점
메르씨엘, 장어명가, 제주흑다돈
시에나뷔페, 서울깍두기, 갯마을산낙지, 강촌가든, 강촌샤브, 전복나라

사하구

15

베네비아또, 산호초횟집, 돌산산장, 진주냉면, 마당집, 해주냉면
얼시구 샤브샤브 칼국수, 대가정일품, 엉뚱한 고깃집
함안매운탕, 금성, 무심정, 채선당 남산점, 솔밭집, 대성관, 경희궁
푸주옥 설렁탕 도가니탕, 다루, 일송면옥, 누리마을 감자탕, 봉추식당

금정구

45

원조조방낙지, 산성집, 고향집, 양산집, 터주집, 부산집, 두꺼비골집, 월성집
대성농원, 창녕집, 물레방아, 산자락, 성씨별장, 기장집, 토지산장, 충무집
청송가든, 연자방아, 민속촌, 의성집, 남나무집, 금호정, 녹색장원, 산성집
소나무집, 천하대장군, 철마집, 다인, 큰집, 동지 정, 차씨집

강서구

2

용장어요리 전문점, 수 손짜장
서울부대찌게, 옥미아구찜, 향토집굴국밥,·밀면, 청해식당, 자연초갈비

수영구

20

원조언양불고기, 진미언양불고기, 진심, 지심정, 대박, 톡톡오돌뼈, 서울면옥
남천삼계탕, 마루오븐구이삼겹살, 총여사칙한양곱창, 대천명가, 오라
청송양곱창, 바다조개, 진심족발

사상구

9

기장군

10

장수오리마을, 구덕민속촌, 청기와샤브샤브, 외갓집꼬리곰탕, 엄궁복국, 도원
상감, 최뼈다귀해장국, 합천일류돼지국밥
용궁쟁반해물짜장, 해변짚불곰장어, 팔각정, 동양가든, 죽도집, 대문집
장안본가, 시골삼계탕, 안평암소마당

음식점 외국어메뉴판 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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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료 수집, 촬영 및 메뉴판 제작 중간보고
•중간보고 일시 및 장소 : 2013. 12. 23 17:30 ~18:00, 센터 3층 세미나실 A
•회의참석 : 부산디자인센터 원장, 각 팀장, 사업담당자, 디자인 용역사 등
•회의내용 : 메뉴판 제작 과정 점검 및 향후 추진방향, 일정 등의 협의
•주요자문 사항
- 메뉴판케이스 재질 및 디자인 부분의 재검토가 필요
- 번역업체와 과업 내 업무가 진행 될 수 있도록 협의할 것
3. 음식점 외국어 메뉴판 제작 최종보고
•회의일시 및 장소 : 2014. 1. 24 10:00 ~ 12:00, 센터 3층 세미나실 C
•회의참석 : 부산디자인센터 원장, 실장, 각 팀장, 사업담당자, 디자인 용역사 등
•회의내용 : 메뉴판 제작 및 보급 결과 최종 점검
- 결과물의 완성도 및 최종 디자인 점검
- 메뉴판 보급 과정에서 업주의 반응 청취
- 구군청별 결과물 공유를 통한 향후 지속적 연계 방안 모색
- 유지 보수 기간동안의 관리 철저
4. 음식점 외국어 메뉴판 제작지원사업 만족도 조사
•조사기간 및 방법 : 2014. 1. 13 ~ 2. 14, 전문기관 용역의뢰
•조사목적
- 음식점 외국어 메뉴판 제작지원사업의 고객만족도를 분석하여 향후 사업 준비 및 개선사항 점검
- 사업의 성과를 객관적으로 조사·분석하여 실질적으로 음식점의 외국인 응대를 통한
관광객 활성화 방향 설정 참고자료로 활용
•조사내용
- 결과물의 품질 (메뉴판 및 내용)에 대한 만족도
- 전달품질 (처리과정)에 대한 만족도
- 음식점 외국어 메뉴판 정비사업 효과에 대한 의견
- 음식점 외국어 메뉴판 정비사업 효과에 대한 평가

외국어 메뉴판 최종 시안

Efficient facilities management and

Equipment operation activation

2013 재단법인 부산디자인센터 연차보고서
Design Center Busan Annual Report 2013

효율적 시설관리 및
장비 운영 활성화

_ 중소기업 및 대학 시제품 제작비 대폭 할인
_ 찾아오는 부산디자인센터 운영
_ 안정적 정보전산 시스템 운영
_ 출력실, 섬유패션 장비 운영 활성화
_ 디자인체험관, 자료실 운영
_ 효율적 시설대관 및 센터 운영

효율적 시설관리 및 장비 운영 활성화
228

중소기업 및 대학 시제품 제작비
대폭 할인 (신규)

사업기간

2013. 5 ~ 12
사업비

33,000

효율적인 시설관리와 장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센터 내 최신
시제품 제작 장비(RP기)를 대폭 할인하여 지역의 중소기업과
디자인학과 학생에게 공급했습니다.

천원

5시간 기준, 시간당 사용료 10만원인 시제품 제작비를 1/4로
대폭 할인하고 2만원 상당의 장비 세팅비 또한 무상 제공하여
시제품 제작비를 평균 50% ∼ 30% 정도 인하했습니다.
이를 위해 시제품 제작비를 보다 많은 기업과 학생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장비지원실 팸플릿을 제작하고, 해운대구 우동과
녹산 산업단지에 DM을 발송하는 등 활발하게 홍보활동을
벌였습니다.
그 결과 2013년 시제품 제작실 실적이 183건에 3천 8백만원
으로 2012년 대비 23% 증가했습니다.
2014년에는 SNS 홍보나 시제품 제작 전시 등 다양한 아이디어를
동원하여 사업을 지속적으로 알리고, 중소기업청 “연구
장비 공동활용 지원(바우처)사업”에도 신청하여 센터의 장비
활용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중소기업 및 대학 시제품 제작비 대폭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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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추진일정
2013. 5. 시제품 제작 운영 활성화 계획 수립 및 홍보
장비지원실 팸플릿 제작 및 해운대구 우동 주변 업체 및 대학 등 홍보
10. SNS 홍보, 안내문, DM발송, 시제품 제작 전시 등 지속적인 홍보 실시
2014. 1. 중소기업청‘연구장비 공동활용 지원사업 (바우처)’공모

사업 결과
• 보유장비
RP기 (3D프린터)

레이저 조각 커팅기

OBJECT / Edan 500V

UNIVERSAL / ILS12.150D

3D 형태의 디자인 결과물로
조형하는 장비.
최대 490X390X200mm
조형가능
•파일형식 : Rhino, 3D Max

목재, 종이, 천, 아크릴
플라스틱, 스톤, 유리
가죽 등의 소재의 레이저 조각
마킹, 커팅 가공 가능
•파일형식 : Rhino, 3D Max

CNC기 (3D조각기)

도장·센딩부스

Roland / MODELA
ProⅡMDX-540A

UNIVERSAL / ILS12.150D
•도장부스 : 제품 도장을 위해
배풍집진기, 조명장치 설치
•센딩부스 : 제품 후가공을 위해
배풍집진기, 흡기장치 설치

3D형상의 디자인 검증을 위한
플라스틱, ABS 및
수지계열재료 가공
•파일형식 : Rhino, 3D Max

• 2013년 시제품 제작실 가동율 (2013년 12월 기준)
구분

2012년

2013년

전년대비 증감

시제품 제작실

31백만원

38백만원

7백만원

효율적 시설관리 및 장비 운영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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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오는 부산디자인센터 운영 (신규)

디자인 산업의 육성과 발전을 위해 힘쓰는 (재)부산디자인
센터에 기업과 시민이 찾아와 삶의 여가와 편안한 휴식을 누릴
수 있도록 문화, 전시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넓은 공간에 비해 활용도가 낮은 (재)부산디자인센터 1층에
상설 판매장인 부산 디자인 STORE와 카페, 그리고 전시장을
운영하여, 기업에게는 판로를, 시민에게는 휴식의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첫 발을 내딛은 것입니다.
상설 판매장인 부산 디자인 STORE는 소비자의 관심을 유도
하는 부산 지역의 독특한 브랜드 디자인 제품을 판매하여,
작지만 강한 디자인 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려고 합니다.
또한 (재)부산디자인센터 1층 한켠을 전시장으로 단장하여,
디자인, 패션, 문화, 예술 등 개인 창작품과 중소기업 신제품을
기획 전시할 계획입니다. 이는 무료 대관을 원칙으로 최소
관리비 또는 판매료만 징수해 (재)부산디자인센터를 기업과
시민의 공간으로 내어주려는 의도입니다. 이를 위해 2013년
9월 건축물 용도 변경을 끝냈고, 상설마켓과 휴식 공간의 운영
계획, 그리고 예산안을 수립해 찾고 싶은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차근차근 과정을 밟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재)부산디자인센터는 유휴 공간을 활용하여 기업과
시민, 센터가 함께 어우러지는 교류와 소통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역량을 모으는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찾아오는 부산디자인센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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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추진일정
2013. 9. 건축물 용도변경
11. 상설마켓 및 휴식 공간, 전시장 운영 계획 수립
12. 예산확보 (결산 추경 시 미집행 예산 확보)
2014. 1. 참여기업 공모 및 선정
2. 전시판매장 구축
4. 인터넷 및 SNS 등 인터넷몰 구축
12. 온, 오프라인 마켓을 통한 홍보 및 판매

부산 디자인 STORE 설계 이미지

(재)부산디자인센터 1층 로비 공간활용 계획안

(재)부산디자인센터 1층 전시, 행사 사진

부산직할시 승격 50주년
‘부산, 기억으로 통하다’전시회
(2013. 9. 16)

제4회 대한민국 해양디자인 공모전
(2013. 12. 20)

부산 디자이너의 밤
(2013. 12. 26)

효율적 시설관리 및 장비 운영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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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적 정보전산 시스템 운영

사업기간

2013. 2 ~ 12
사업비

117,000

2013년은 업무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전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홈페이지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시민에게
열린 행정을 구현했습니다.

천원

이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한층 강화하여 방화벽을 신규 도입
하는 등 통합정보시스템의 유지보수를 통해서 안정적인 정보
전산 시스템을 운영했습니다.
또한 센터 내에 무선랜 지원 공간을 확대하여 대관시설 이용자의
편의와 만족도를 높이는 한편, 디자인에 대한 정보와 센터
소식을 시민과 산업계에 공유하기 위해서 모바일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소셜 미디어 뿐 아니라, 다양한 매체를 적극 활용하여
열린 소통의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실제 2013년 12월 기준, 매월 센터 행사와 사업 안내를 공지
하면서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해 블로그, 페이스북, 카카오
스토리 등 (재)부산디자인센터 소셜미디어에 방문객이 총 2만 여
명으로 시민의 관심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2014년에는 전자결재시스템을 고도화 하고, 이용자들의
웹접근성을 강화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더욱 높여나가겠
습니다.

안정적 정보전산 시스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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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추진일정
2013. 4. 통합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용역업체 선정 및 운영
5. 방화벽 신규 도입 (추가기능강화) 및 유지보수
7. SNS 구축 및 홍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정보 전달)
12. 2014년 통합정보시스템 유지보수 계획 수립

SNS 방문자 통계 (2013년 12월 기준)
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합계

6,482명

8,686명

2,244명

1,544명

총 18,956명

SNS 활동 이미지

(재)부산디자인센터 카카오스토리

(재)부산디자인센터 블로그

(재)부산디자인센터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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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력실, 섬유패션 장비운영 활성화

사업기간

2013. 1 ~ 12
사업비

40,000

(재)부산디자인센터 내 장비지원실의 운영을 효과적으로
개선하여, 활용도를 높이고,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는데
일조했습니다.

천원

장비지원실의 시설규모는 출력실, 시제품 제작실, 섬유패션
장비실 등 4실 1,097㎡로 구성돼 있습니다.
출력실에는 컬러·흑백 디지털 출력기 등 30종, 스튜디오실에는
촬영용 카메라 및 조명세트 등 18종, 섬유패션 장비실에는
초고속 컴퓨터 자수기 등 9종이 구비돼 있습니다.
이 가운데, 출력실은 2013년 3월 민간 위탁을 체결했고,
섬유패션장비실또한12월입주계획을협의하는등민간위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비지원실의 민간 위탁으로 2013년 이용률이 264건을 기록
했으며, 이용료 또한 1억 2천 여 만원으로 2012년 보다 높은
실적을 올렸습니다.
이를 통해 전문성과 서비스의 질이 개선됐을 뿐 아니라, 시설의
활용도를 제고하고, 수익을 극대화 하는 효과를 얻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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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지원실 시설현황
•시설규모 : 섬유패션장비실, 시제품제작실, 스튜디오실, 출력실 총 4실 1,097㎡
•보유장비
- 섬유패션장비실 : 초고속컴퓨터자수기, 핸드스티치 등 9종
- 시제품제작실 : RP기, 레이저조각 커팅기, 도장·센딩 부스 등 5종
- 스튜디오실 : 촬영용 카메라, 배경 및 촬영조명 세트 등 18종
- 출력실 : 컬러·흑백디지털출력기, 문서편집 System 등 30종

섬유패션 장비실

시제품제작실

스튜디오실

출력실

장비지원실 이용실적 (2013년 12월 기준)
구분

2012년

2013년

전년대비 증감

섬유패션 장비실

7백만원

8백만원

2백만원

시제품 제작실

31백만원

37백만원

7백만원

스튜디오실

1백만원

7백만원

7백만원

출력실

45백만원

65백만원

21백만원

합계

84백만원

117백만원

37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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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체험관·자료실 운영

운영시간

매주 월 ∼ 토 10:00∼18:00 (일·공휴일 휴관)

체험관과 자료실을 운영하여 지역 디자인산업 선도 및 마인드

사업비

70,000

디자인을 직접 체험하고 느끼고 마음에 담아볼 수 있는 디자인

확산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천원

디자인 체험관(1,618㎡ )은 4개의 테마존에 300여 종의 전시품을
구성하여, 디자인교육프로그램과 전시·행사를 개최, 디자인
제품을 직접 만지면서체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디자인 체험을 통한 창의적 사고력을 길러주는 ‘부산로봇
전시체험전’을 비롯해 90개 기관 2,668명이 도슨트안내
프로그램에 참여했으며, 디자이너가 되어 머그컵, 액자, 시계
등을 제작해 보는 ‘디자인체험 프로그램’을 열어 2013년 센텀
초등학교 외 105개 기관, 1,884명이 체험프로그램에 참여,
디자인과 색다른 만남의 기회를 가졌습니다.
디자인 체험관에 조성돼 있는 디자인 자료실(326㎡)은 국내외
디자인 전문도서 6천여 권을 소장한 부산 최대의 디자인 전문
도서관으로 디자인에 대한 다양한 간행물과 최신 단행본이
구비돼 있어 독자들의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를 위해 디자인체험관·자료실 통합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체험관의 전시장을 보완했을 뿐 아니라, 전시물을 재배치하는
등 대대적인 활성화 방안을 추진하여, 디자인 마인드를 확산
시키고, 지역의 디자인 인프라를 확대하는데 일조했습니다.

디자인체험관·자료실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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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추진일정
2013. 1. 디자인자료실 유료 도서대출회원제 시행
정기간행물 구독 및 단행본 구입
5. 디자인체험관·자료실 운영 활성화 계획 수립
4. 체험프로그램 참가자 모집 및 프로그램 실시
(센텀초등학교 외 105개 기관, 1,884명 참여)
7. 디자인체험관·자료실 통합 홈페이지 구축
홈페이지 (www.dwave.kr)를 통한 체험교육 등 자료 제공
2013년 방문객 수 15,707명 (전년 대비 765명 증)
11. 체험관 전시장 보완 및 전시물 재배치
12. 체험관 내‘1인 디자인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구축 준비 중

사업결과
1. 디자인 체험관
• 구성 : 4개 테마존 1,618㎡ 352종 506개
(전시품 293종 440개, 기증물품 9종 10개 등)
• 운영 : 매주 월 ~ 토요일 10:00 ~ 18:00 (일요일·공휴일 휴관)
• 전시, 체험 프로그램 : 부산 로봇전시 체험전, 도슨트 안내, 진로 체험 프로그램

2. 디자인 자료실
• 구성 : 1개실 326㎡
• 자료 : 국내외도서 6,265권, 정기간행물 38종, 비도서 455개
• 운영 : 매주 월 ~ 토요일 10:00 ~ 18:00 (일요일·공휴일 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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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디자인 체험관 전시·행사
1. 부산로봇전시체험전
• 전시일정 : 2013. 1. 1 ~ 10. 31
• 주최 : (사)부산로봇산업협회
• 주관 : (사)부산로봇산업협회
• 전시내용 : 로봇 오감 체험을 통한 유소년 창의적 및
사고력를 길러주는 부산로봇전시체험전
• 전시로봇
- 자이로봇 : 두개의 바퀴와 자이로센서를 이용해
다양한 개임이 가능한 로봇
- FIRO : 로봇물고기. 센서를 통해 무선조종이 가능한 로봇
- 축구 베틀로봇 : R/C 원격조정기를 이용하여
전용 축구 경기장에서 팀을 이루어
게임을 하는 로봇 등 전시

2. 도슨트 안내 프로그램
• 전시일정 : 2013. 1. 1 ~ 12. 31
• 주최 : (재)부산디자인센터
• 주관 : (재)부산디자인센터
• 체험내용 : 도슨트 안내를 통한 간접 체험기회 제공
• 진행인원 : 15명 이상 단체
• 도슨트 안내프로그램 참여 : 90개 기관 2,668명

3. 진로체험 프로그램
• 전시일정 : 2013. 1. 1 ~ 12. 31
• 주최 : 부산광역시교육청, (재)부산디자인센터
• 주관 : (재)부산디자인센터
• 추진방법 : 부산광역시교육청과 부산디자인센터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디자인 진로 체험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선정된 학교는 교육청 교부금을 받아
학교별 참가비 납부 후 체험관 관람 및 진로체험 실시
• 체험프로그램 참여 : 신도중학교 외 27개교 1,211명 참가

디자인체험관·자료실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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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체험관, 자료실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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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적 시설대관 및 센터운영

임대 및 대관, 주차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고객 만족
서비스를 높이고, 영업 수입이 향상되는 성과를 얻었습니다.
(재)부산디자인센터에는 33곳의 임대시설과 주차장 189면,
각종 전시실과 세미나, 강연장 등 대관시설이 8개 조성돼
있습니다.
효율적인 시설 관리를 위해 2013년 3월 재산 평정가격 조사를
실시했고, 임대료 유료 전환에 따른 디자인 관련 단체장
간담회를 개최해 관련 단체의 애로 사항을 접수, 서비스의
질을 높여 나갔습니다.
또한 비수기에는 대관 비용을 50% 할인하고, 대관시설의
청결을 통해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 대관시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특히 2013년에는 주차관제시스템을 RF카드 방식에서 차량
번호 인식 방법으로 변경, 주차비 정산 오류를 수정하고,
주차 시간을 단축해 고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그 결과 대관료 수입이 전년에 비해 1천 8백만 원, 주차료는
3천 6백만 원이 증가해 센터의 영업수입에 기여 하는 효과를
거뒀습니다.
2014년에는 센터 내 유휴 공간을 정비하고, 대관료와 주차료
등 사용료 산정 방법을 현실화 시켜, 시설의 이용을 높이고,
고객을 만족시키는 공기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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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추진일정
2013. 1. 감정평가를 통한 재산 평정가격 조사 실시 (~ 4월)
4. 임대료 유료 전환에 따른 디자인 관련 단체장 간담회 개최 및
관련 단체 애로 청취 (~ 5월)
6. 센터의 전시실 대관 비수기 (1월 ~ 8월)에 대관 비용 대폭 할인 (50% / ~ 7월)
8. 내·외부 대관시설 이용객에 대한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대관시설 카펫타일 세탁추진 (~ 9월)
10. 대관안내용 디지털 게시판 증설 배치
주말·휴일 근무자 및 미화원 배치로 대민 서비스 제고
12. 만족도 조사 및 이용현황조사 등 운영실적 분석

사업결과
1. 대관·주차시설 효율적인 운영관리

대관시설 청결 관리

주차관제시스템 차량번호인식(LPR)으로 변경

2. 센터 시설관리 영업수입 증대 (2013년 12월 기준)
구분

2012년

2013년

전년대비 증감

대관료 수입

189백만원

225백만원

36백만원

주차료 수입

52백만원

116백만원

64백만원

장비지원실 수입

53백만원

117백만원

64백만원

임대료·관리비 수입

479백만원

448백만원

△ 31백만원

합 계

773백만원

906백만원

133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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