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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연차보고서를 발간하며

디자인은 우리 인류와 그 역사를 함께 해왔습니다.
선사시대의 석기부터 현대의 스마트폰에 이르기까지
인류의 모든 인조물은 그 디자인을 빼놓고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디자인 기술은 나날이 발전하며,
디자인 산업 시장에 새로운 항로를 개척하고 있습니다.
(재)부산디자인센터는 계속해서 발전하는 디자인 환경 속에서
디자인이 선사해 주는 즐거움과 혜택을
지역사회와 함께 나누기 위해 많은 땀과 열정을 쏟고 있습니다.
2014년은 (재)부산디자인센터에게 있어 더할 나위 없는 한 해였습니다.
창조, 도전, 변화, 청렴을 경영철학의 핵심가치로 정하고
지역 디자인 산업, 디자인 교육의 보급에 보탬이 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2014년 사업의 성과, 적극적인 수탁사업 발굴을 통해 국비는 물론 시비수탁사업 등
총 31개의 사업을 발굴하여 7,347백만원의 사업비를 유치하여 수행하였고,
자체 영업수입을 증대하기 위해 센터의 유휴공간을 활용해 창업공간 및 임대공간을 마련하여
센터의 자립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2015년은 을미년으로,‘청양의 해’
라고도 합니다.
청양은 생명을 상징하는 푸른색과
성격이 온순하면서도 적극적인 양이 만났다고 해서
복을 기원하는 의미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청양의 기운을 빌어,
2015년에는 매사에 더욱 진취적이고 정직하게 임하며,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여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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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10월

경영평가 최우수기관 선정 (가등급)

2013

4월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 운영기관 선정

2012

4월

홍군선 제4대 원장 취임

2011

4월

부산디자인센터 개원 4주년

2010

11월
9월

디자인위크 2010 부산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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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재단법인 부산디자인센터 연차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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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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DCB Projects Res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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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추진사업
기업지원 사업

① 신상품 개발 디자인지원사업
② 부산디자인마켓 운영
③ 디자인 교류사업 (시비수탁)
④ 소상공인 디자인개발 지원사업
⑤ 리사이클 디자인 상품개발 및 일자리 창출 (신규, 시비)
⑥ 부산 섬유․패션산업 R&D지원사업 (시비수탁)
⑦ 광역권 디자인 지원사업 (국비수탁)
⑧ 봉제소공인특화지원센터설치운영 (국비수탁)
⑨ 소공인기술제품부가가치 향상지원사업
⑩ 수출수산물 (수산가공선진화단지) 포장디자인센터 운영 (신규, 자체)
⑪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 (바이오헬스분야), (국비수탁)
⑫ 광역경제권연계협력사업 (국비수탁)
⑬ 디자인향상지원사업 (신규, 국비수탁)

디자인 교육·연구 사업

① 디자인산업 재직자 능력 향상 재교육 (국비수탁)
② 디자인관련 대학 청년취업아카데미사업 (국비수탁)
③ 코리아디자인멤버십 (국비수탁)
④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사업 (국비수탁)
⑤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 (영상콘텐츠)(국비수탁)
⑥ 지역 디자인산업 발전 과제 개발
⑦ 디자인 및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
⑧ 디자인 체험관·자료실 운영
⑨ 낚시복합타운 조성계획 수립 (신규, 국비)
⑩ 3D프린팅 전문인력양성사업 (신규, 국비)
⑪ 수영구 야간경관 기본계획 수립 (신규, 구비)

디자인 진흥 사업

① 디자인정보지 발간사업
② 지역디자인혁신사업 (국비수탁)
③ 공공분야 디자인컨설팅
④ 제16회 부산관광기념품공모전 (시비수탁)
⑤ 글로벌 에코디자인 패션비즈 지원사업 (국비수탁)
⑥ 음식점외국어 메뉴판 제작지원 (시비수탁)
⑦ 도시디자인탐사단 (부산도시재생대학)
⑧ 부산도시디자인학교 운영
⑨ 지역전통소재 캐릭터상품 개발지원사업 (신규, 국비)
⑩ 운영포럼 및 부산디자이너의 밤 (신규, 자체)
⑪ 디자인관련 단체․협회와의 협력 강화 (신규, 자체)
⑫ 범죄예방환경디자인사업 (시비수탁)
⑬ 수산가공선진화단지 공동브랜드 및 CI개발 (신규, 시비)
⑭ 산·학·연 연계 운영 포럼 (신규, 국비)
⑮ 사회적기업가육성사업 (신규, 국비)
⑯ 법무부 셉테드 컨설팅 (신규, 민간)
⑰ 철로변 커뮤니티 뉴딜사업 (신규, 시비)
⑱ 항노화 디자인공모전 (신규, 국비)

효율적 시설관리 및
장비 운영 활성화

① 부산 디자인 STORE 구축 및 운영 (신규, 자체)
② 중소기업 및 대학 시제품 제작비 대폭 할인
③ 정보전산 시스템 안정적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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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주요 업무성과 및 경영 효율화

1. 기업지원사업 강화
| 신상품 개발 디자인지원사업 |
•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의 신상품 개발을 지원하여
제품의 고부가가치화를 도모했습니다.
- 연 2회, 한 과제당 약 35백만원 지원
- 지원기간 3개월에서 4개월로 연장
- 22개 기업, 42개 과제, 총 48백만원 지원
- 3년 평균(`11~`13) 참여기업 매출액 37.2% 증가

| 광역권 디자인 지원사업 (신규사업) |
• 부·울·경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디자인 컨설팅을
무료로 실시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했습니다.
- 디자인 애로사항 신청받아 디자인 컨설팅 실시
- 디자인+기술 통합 컨설팅 간담회’및‘디자인+기술 통합
사례 발표회’개최, 녹산 및 감천 디자인지원단,
- 경남 디자인지원단 운영, 일반 컨설팅 94건, 심화컨설팅
40건 추진, 고용창출 9명(부산 5, 경남 4)

| 소상공인 디자인개발 지원사업 |
• 부산시 각 구·군에서 소상공인 160개 업체를 추천 받아,
홍보 리플릿, 메뉴판 디자인 개발 등 164백만원을 지원했
습니다.
- 부산시 각 구·군별로 10개 이내 추천
- 6개 디자인 전문기업이 각각 27여 곳의 소상공인 업체
마케팅 분야 디자인 개발
(디자인 개발 업체당 22백만원 지원)
- 내부 외부 메뉴판, 전단지, 외부가격표시 등 디자인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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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디자인마켓 운영 |
• 지역 디자인 비즈니스의 장이자 축제인 부산디자인마켓을
연 2회로 확대 운영하여 7만 4천여 명의 관람객이 방문한
가운데, 1억3천3백만원의 매출을 올리는 등 대성황을 이뤘
습니다.
- 2014. 5. 9. ∼ 5. 11. (3일간), 벡스코
- 2014. 9. 12. ∼ 9. 14. (3일간), 벡스코
- 204개 디자인 관련업체 참여
- 디자인 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담 및 계약 체결
- 상품 판매존, 디자인제품 전시존, 디자인 체험존 운영

| 리사이클디자인상품개발사업 |
• 자투리 원단 및 자원을 재활용을 통해 재능기부 등
부가가치 창출 상품을 기획·판매하고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 실적을 발굴하였습니다.
-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창업 기업 등 소상공인 연계
생산
- 리사이클 디자인제품 홍보 및 판매처 발굴
- 상품개발 40종, 판매처확보 10개소, 판매실적 77백만원,
일자리창출 12명

| 소공인특화지원센터(섬유패션봉제) |
• 봉제산업기반조성으로 봉제인력양성, 단체결성, 봉제산업
지원 등을 통하여 봉제 소공인의 경쟁력을 강화했습니다.
- 산업통상자원부 위탁 : 사업비 414백만원
(국비 314, 시비 100)
- 봉제소공인을 위한 소공인 경영대학, 기술전수 기능인
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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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
력 마련
- 패턴디자인지원을 통한 판로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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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부·부산시 등 수탁사업 유치 활발
| 2014년 수탁사업 유치 현황 |
산업통상자원부, 부산광역시 등에서 31개 수탁사업 7,347백만원을 유치하여
부산의 디자인 산업 육성과 발전을 위해 적극 지원했습니다.‘13년
(
실적 : 22개 사업 5,381백만원)

| 세부현황 |
구분

-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위탁기관

구분

사업비

현황

산업통상자원부

국비

482

확보

01

지역디자인 혁신사업

02

부산 섬유․패션산업 R&D지원사업

부산광역시

시비

100

확보

03

제16회 부산관광기념품공모전

부산광역시

시비

38

확보

04

광역권 디자인 지원사업

산업통상자원부

국비

428

확보

05

코리아디자인멤버십

산업통상자원부

국비

430

확보

06

디자인산업 재직자 능력 향상 재교육

고용노동부

국비

1,218

확보

07

디자인관련 대학 청년취업아카데미사업

고용노동부

국비

327

확보

08

중소기업청년취업인턴제사업

고용노동부

국비

900

확보

09

봉제소공인특화지원센터설치운영

산업통상자원부

국비 / 시비

414

확보

10

글로벌 에코디자인 패션비즈 지원사업

산업통상자원부

국비

70

확보

11

음식점외국어 메뉴판 제작지원

부산광역시

시비

70

확보

12

디자인 교류사업

부산광역시

시비

25

확보

13

리사이클 디자인 상품개발 및 일자리 창출

부산광역시

시비

100

확보

14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바이오헬스분야)

산업통상자원부

국비

180

확보

15

광역경제권연계협력사업

산업통상자원부

국비

157

확보

16

범죄예방환경디자인사업

부산광역시

시비

500

확보

17

수산가공선진화단지 공동브랜드 및 CI개발

부산광역시

시비

50

확보

18

산·학·연 연계 운영 포럼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국비

60

확보

19

사회적기업가육성사업

고용노동부

국비

318

확보

20

민선10년 시정성과 기록물제작

부산광역시

시비

60

확보

21

연구장비공동활용지원사업

중소기업청

국비

5

확보

22

3D프린팅 전문인력 양성사업

23

지역전통소재 캐릭터상품 개발지원사업

24

낚시복합타운 조성계획 수립

25

수영구 야간경관 기본계획 수립

26

법무부 셉테드 컨설팅

27

소공인 기술제품 부가가치향상지원사업

28

항노화 디자인 공모전

29

철로변 커뮤니티 뉴딜사업

30

디자인향상지원사업

31

3D프린팅기반창업아이디어사업화플랫폼구축
※ 수탁사업 이자수익 등
합

계

고용노동부

국비

85

확보

문화체육관광부

국비

40

확보

해양수산부

국비

17

확보

수영구

구비

76

확보

자녀안심재단

민간

20

확보

중소기업청

국비

10

확보

항노화산업지원센터

국비

12

확보

부산광역시

시비

1,000

확보

중소기업진흥공단

국비

70

확보

미래창조과학부

국비

100

확보

시비

10

신규

7,347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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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디자인 교육·연구사업 확대
| 디자인산업 재직자 능력 향상 재교육 |
• 중소기업 디자인종사자를 대상으로 직무능력 향상 교육을 실시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했습니다.
- 고용노동부 사업 : 국비 1,218백만원
- 교육추진을 위한 컨소시엄 전용교육실 구축 (컴퓨터 3, 일반 2)
- 17개 훈련과정 운영 (224명 수료)

| 디자인관련 대학 청년취업아카데미사업 |
• 고용노동부 사업으로 국비 327백만원을 확보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취업으로 연계시켰습니다.
- 학점인정 협약을 통한 연수기관 운영 : 동명․동주․신라대학교
- 대학 졸업예정자 (졸업자) 대상 후반기 교육 실시 : 8개 과정 15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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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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0.4백만원
- 지역특성화프로그램 및 지역사회봉사 활동, 산․학․연 프로그램 추진, 국내외 워크숍 참가 및
인턴십․공모전․기획전시 지원, 해외 디자인 워크숍 및 2013 광주디자인비엔날레 참가

| 중소기업청년취업인턴제사업 |
• 부‧울‧경 중소기업 중 구인기업과 청년 미취업자, 장기실업자를 대상으로 총 310명의 인턴취업 알선 및
연계를 통한 청년실업 해소 및 정규직 전환을 도모 하였습니다.
- 고용노동부 위탁, 국비 900백만원
- 미취업 청년층의 인턴제 신청을 통한 취업 알선 및 고용지원금 지급 (1인당 최대 480백만원)
- 인턴제 실시기업 지도 점검, 적격심사, 현장점검 등을 통한 철저한 관리
- 현장실무 습득기회 제공, 동남권 청년취업률 향상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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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효율적인 시설·장비 운영 활성화
| 센터 시설관리 영업수입 증대 |
• 센터 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으로 내외부 고객의 만족을 높임
• 영업 수입의 증대로 센터의 재정 자립도를 높임
구 분

2013.11.30. 기준

2014.11.30. 기준

전년대비 증감

비고

대관료 수입

145백만원

180백만원

35백만원

24.1%

주차료 수입

83백만원

96백만원

13백만원

15.6%

장비이용료 수입

105백만원

109백만원

4백만원

3.8%

임대료 수입

224백만원

278백만원

54백만원

24.1%

관리비 수입

181백만원

171백만원

10백만원

-5.5%

합 계

738백만원

834백만원

96백만원

13%

| 창업 공간 활성화 |
• 센터의 활용이 저조한 공간을 활성화하여 시설을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 및 관리
• 센터의 유휴공간을 기반으로 창업아이디어 사업을 지원하거나 리사이클상품 또는 3D시스템기반의 디자인
상품을 개발·판매하는 등 다양하고 혁신적인 아이디어 사업으로 센터 자립기반을 구축
층수

당초

변경

지하

장비지원실 앞 유휴공간

개방형 3D프린팅 서비스실

1인창업 등 소상공인의 디자인제품 및 상품판매

카페

인근 유동인구 및 디자인스토어 방문객을 위한
휴식 공간 제공

로비

2층

전시실Ⅱ

디자인교육장

디자인체험관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인큐베이팅센터

5층

창업아이디어 사업화 지원

디자인스토어
1층

4층

기대효과

디자인산업 재직자 경쟁력 확보 및 기회제공
사회적 기업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에게
창업공간을 제공

창의디자인체험교실

창의적 인재양성을 위한 체험교실 운영

KDM 지도교수실

리사이클디자인상품
개발연구실

사회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 및
리사이클 상품판매

로비

임대 공간(커피숍)

방문객 휴게시설 구축 및 영업수입(임대수입) 증대

2D, 3D 컴퓨터실

임대 공간(사무실)

역외기업 유치(사천시 소재) 및
영업수입(임대수입)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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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다양한 제도 개선을 통한 경영성과 극대화
| 경영평가 등급 향상 |
• 지속적인 제도개선 및 업무성과 향상으로 경영평가 등급 향상
• 연도별 경영평가 결과(지속적으로 상승)
구분

평가 등급

2014년

“가”

(재)부산정보산업진흥원, 부산신용보증재단, (재)부산경제진흥원
(재)부산테크노파크

2013년

“나”

신용보증재단, 정보산업진흥원, 부산경제진흥원
㈜벡스코, 아시아드CC(주)

2012년

“다”

신용보증재단, 정보산업진흥원, 부산경제진흥원, 국제교류재단
여성가족개발원, 문화재단, 복지개발원, 영어방송재단

2011년

“보통”

경영평가 대상(기관)

비고

복지개발원, 여성가족개발원, 신용보증재단, 정보산업진흥원, 경제진흥원
국제교류재단, 문화재단, 영어방송재단

| 적극적인 국․시비수탁사업 유치로 일자리 창출 확대 |
• 수탁사업 등 정부재정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 증대노력과 기관자체 일자리 창출을 통해 2014년 예산
4,940백만원(2013년 2,847백만원) 확보로 총 512명의 취업 및 창업(부산시 출자․출연기관 중 취업 및
창업 최고 실적 창출)

| 인사제도 개선 |
• 일반직․공개경쟁시험 도입으로 우수 인재 유치하고, 신명나는 일터 조성을 위한 성과관리제도 도입 등
인사제도 개선
- 5급 신규 직원 채용제도 개선 (일반직 공채시험(필기시험) 실시) ⇒ 과목 : 영어, 상식, 전공 (3과목 120문항)
- 계약직에서 일반직으로의 전환 시험 실시 (상식, 전공 2과목)
- 인사위원회 민간위원 증원 : 2명 (노무사, 경제분야 교수)
- 직원 근무평정제도 개선운영 ⇒ 성과관리제 도입

| 계약 평가제도 개선 |
• 기업지원사업, 제안서 평가 시(협상에 의한 계약), 평가절차의 투명성, 참여의 공개성,
평가의 중립성을 위한 평가체계 개선
- 평가제도 전문화 : 사업팀(발주팀)과 분리 운영, 평가단 확충(150명 ⇒ 550명)
- 평가점수 즉시 공개 : 평가위원 평균 평점 즉시 발표
- 평가업무 표준화 : 과제접수, 평가위원 선정 방법 등 평가제도 매뉴얼화

2014년 업무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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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객만족 경영을 통한 대내외 이미지 향상 |
• 중장기 고객만족 경영계획 수립을 통해 다양한 VOC 수집 경로 확대하고, 고객서비스헌장 및 고객응대
서비스 이행기준 제정 및 교육, CS 역량 강화 교육 참여 의무화(총 9회 교육 실시)

| 임직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강화 |
• 학습지향적 조직 구조 개선을 위한 중장기 및 연간 교육 계획 수립
- 역량기반 교육체계 수립에 따른 직급/역량별 교육과정 설계
- 근무성적평정에 교육실적 반영(평점 인정기준 마련)
- 직급별/역량별 교육 이수 시간 설정(반기별 15시간 이상)
- 교육훈련(직원능력개발비) 예산 증액 편성
⇒ 2013년 19,000천원 → 2014년 26,400천원

| 우수직원 포상제도 운영“부산디자인센터 으뜸상”|
• 센터의 조직문화 개선에 앞장서고 탁월한 업무수행능력을 발휘한 직원의 포상을 통해 직원들의 소속
자부심 고취는 물론 직원 상호간의 신뢰 문화 정착과 선의의 경쟁유발로 지속적인 조직몰입도 향상(연1회
원장 표창 및 부상 수여)

| 매년 12월“부산디자이너의 밤”개최 |
• 부산 지역 디자인산업 발전을 위해 디자인관련 산·학·연 관계자들과의 교류협력의 장을 마련하여 사업
참여자간 협의 및 정보교류를 통한 유대관계 형성으로 사업운영의 효율성 제고
- 부산디자인 상 및 감사패 증정, 불우이웃돕기 쌀 모금 행사 등

2014년 주요 업무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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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센터 인지도 향상을 위해 SNS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 |
• 부산디자인센터의 인지도 향상을 위한 노력으로‘13년 SNS(페이스북 등 4개 매체)를 구축하여
정보전달에 노력하였고, 지하철 역사 간판 등을 통해 홍보 및 센터를 편하게 찾도록 노력
구분

2013년(7월~12월)

2014년

SNS 방문객 수

73,511명

250,751명

비고

| 기업역량 강화 지원 |
• 산업부 주관‘두뇌역량우수전문기업’선정 지원
- 산업전반의 고부가가치화 실현 및 지속적 성장동력 확보, 고급 일자리 창출을 견인할 전문기업을
선정·육성
- 지원성과 : 전국 10개 선정 중 부산 2개사 최종 선정(상반기 1개사, 하반기 1개사)
• 산업부 주관‘디자인-기술혁신대상’선정 지원
- 산업부 R&D를 통해 개발된 우수 디자인 엔지니어링 결과물 선정
- 지원성과 : 2013~2014년 6개 지원과제 중 3개 과제가 수상
• 대한민국 국토디자인대전‘국토교통부 장관상’수상
- 셉테드 분야 유일 유니버셜디자인 부문 국토부 장관상 수상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신상품지원사업 등
기업지원(건)

601

695

769

기업지원 후
매출액 변동

평균 489백만원
증가(38%)

평균 522백만원
증가(48.2%)

-

리사이클 디자인상품
판매 실적

-

4백만원
(시범사업)

봉제소공인 등
판로확대 및
지원실적

320백만원

530백만원

3,939백만원

교육(명)

2,064

2,363

5,515

취업 및 창업(명)

113

503

512

전체 사업비(백만원)

5,173

7,432

8,873

비고
신상품디자인개발지원사업,
디자인컨설팅 등 총10개 사업
신상품디자인개발지원사업
만족도 조사 결과

77백만원
리사이클디자인상품개발사업
40종 (23,400개)
봉제소공인특화지원센터설치운영,
사회적기업가육성사업, 부산섬유․패션
산업 R&D 지원사업, 디자인마켓 등
디자인산업 재직자 능력향상재교육
청년취업아카데미 등 총7개 사업
청년취업아카데미,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 등 총7개 사업
수탁 + 자체

Business Support Project

2014 재단법인 부산디자인센터 연차보고서
Design Center Busan Annual Report 2014

기업지원
사업

_ 신상품 개발 디자인지원사업
_ 부산디자인마켓 운영
_ 디자인 교류사업
_ 소상공인 디자인개발 지원사업
_ 리사이클 디자인 상품개발 및 일자리 창출
_ 부산 섬유․패션산업 R&D지원사업
_ 광역권 디자인 지원사업
_ 봉제소공인특화지원센터설치운영
_ 소공인기술제품부가가치 향상지원사업
_ 수출수산물 (수산가공선진화단지) 포장디자인센터 운영
_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 (바이오헬스분야)
_ 광역경제권연계협력사업
_ 디자인향상지원사업

기업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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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품 개발 디자인지원사업
| 사업목적 |
• 중소기업 생산제품의 디자인 컨설팅 및 개발지원으로 제품 고부가가치화 도모

| 사업개요 |
• 사업내용 : 지역 중소기업 상품의 포장디자인개발 지원
• 사업규모 : 22개 과제 지원
• 사업기간 :‘14. 2. ~ 12.
• 사 업 비 : 500백만원 (자체사업)

| 사업 추진방법 |
• 기업 수요의 맞춤 지원을 위해 연 2회 실시
• 과제별 차등지원 (제품디자인 최대 35백만원, 시각·포장디자인 최대 23백만원)
• 과제공모 후 디자인 컨설팅 및 개발 (디자인수요 중소기업 + 디자인전문기업)

사업 추진과정
2014. 2. 사업설명회 개최 (312명 참석)
3. 상반기 지원과제 모집 공고
5. 상반기 지원과제 선정 협약 (12개 과제)
6. 상반기 지원과제 선정 협약체결 및 1차 사업비 지급
7. 하반기 지원과제 모집 공고
9. 하반기 지원과제 선정 협약 (10개 과제)
10. 상반기 지원과제 최종평가
11. 하반기 지원과제 최종평가
11. 과제별 사업비 정산 및 성과분석, 사업완료 보고 (~ 12월)

신상품 개발 디자인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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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결과목록

22 42

신제품 개발 디자인 지원사업 결과
22개 과제, 42개 기업 지원

Project

Business
Support

상반기 12개 과제, 377,627천원지원
연번

과제명

주관기업(총괄책임자)

참여기관

비고

디앤아이커뮤니케이션

동림

시각

1

(주)동림, 몰리올리 브랜드 포장디자인 개발

2

예현방가 신규브랜드 개발 프로젝트

주)예감

예현방가

시각

3

(주)다해푸드 신상품 포장디자인 개발

스토리진

주)다해푸드

시각

4

발효 나트룸저감 소금의 BI 및 포장디자인

돋음

주)마린바이오프로세스

시각

5

신영무역 키즈약밤 포장 및 브랜드 디자인

주)보아스커뮤니케이션

신영무역

시각

6

사무용의자 신상품 패키지 브랜드 디자인

디자인스탠다드

하나미산업

시각

7

(주)석하 브랜드 리뉴얼 및 포장디자인 개발

디자인엑스투

(주)석하

시각

8

수출형 선외기 디자인개발

(주)아이온

CMS Tech

제품

9

벽 부착형 선박용 방수, 방진전화기 디자인 개발

블레싱에코디자인

(주)한신전자

제품

10

어린이전용 링거거치대 제품디자인

디자인부산

-

제품

11

온도조절 좌훈의자 제품디자인 개발

아이엠커뮤니케이션

(주)위비즈

제품

12

전자식 자동차광 용접면 제품디자인

니토디자인

(주)일홍

제품

하반기 10개 과제 286,002천원 지원
연번

과제명

주관기업(총괄책임자)

참여기관

비고

13

베이커리형 어묵브랜드 및 패키지 개발

(주)씨웰

삼진어묵

시각

14

Fishing safty vest 브랜드 및 포장디자인 개발

동아티지

하이투젠

시각

15

캔들 및 디퓨저 제품 포장디자인&브랜드 개발

프로인커뮤니케이션

(주)JT캔들

시각

16

마트 판매용 미역, 다시마 제품 디자인 개선

더 프리즘

(주)기장물산

시각

17

주방용 칼 수출판매용 포장디자인4종 및 BI 개발

효민디앤피

(주)영신칼스토리

시각

18

수산가공품 신규브랜드 및 포장디자인 개발

(주)CMC

(주)에이치더블유

시각

19

산화로터 필터 해충박멸기 포장디자인&브랜드 개발

디자인컵

제노

시각

20

지속사용 가능한 파라핀욕조 디자인 개발

리디자인

(주)제이엘유

제품

21

발가락을 형상화한 SKIN SHOSE 디자인 개발

하백디자인연구소

SG상사

제품

22

부산관광기념품 개발 및 통합이미지 구축

디자인글꼴

-

제품

기업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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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주식회사 동림의 인조모피 브랜드 개발
및 포장디자인 개발
01 과제 개발범위
• 인조모피“몰리올리”브랜드 리뉴얼 및 포장디자인 개발

02. 디자인 개발방향
•
“Luxurious and Sensuous”
고급스럽고 감각적인 인조모피 브랜드
• 인조에 대한 낮은 품질, 가짜 등의 부정적인 인식을 바꾸기 위해
세련되고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부여하고 우수한 품질의 인조모피임을 어필

03. 개발제품의 특장점
• 주식회사 동림은 세계 일류 인조 모피 생산기업인 프랑스의 티사벨사를 인수해 기술 제휴를
통한 공동브랜드를 런칭하여 공동 제품을 개발하고 있다. 인조 모피는 진피와는 달리 다양한
패턴 및 디자인 구현이 가능하다. 또한, 물빨래가 가능하여 보관 및 손질이 매우 용이하며,
동물냄새, 진드기, 알레르기 등의 위험도 방지할 수 있다.

최종성과

주관기업

참여기업

디앤아이커뮤니케이션
동림
주소 부산시 동래구 충렬대로 194 동림빌딩 3층

주소 부산시 수영구 광남로 178 (민락동, 태인빌딩 4층)

전화 051-556-1600 홈페이지 www.donglimvelte.com

전화 051-905-1100 홈페이지 www.design2004.co.kr

신상품 개발 디자인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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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예현방가
신규 브랜드개발 프로젝트
01 과제 개발범위
• 신상품 효소떡 BI 네이밍, BI 1종 / BI활용 어플리케이션 / 신상품 패키지 디자인 3종

02. 디자인 개발방향
• 예현방가의 각종 수상경력과 특허보유, 언론매체 노출, 케이터링 서비스 계약 체결 및
사업 확장에 있어 기업의 아이덴티티를 보여줄 수 있는 디자인으로 시각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요소를 컬러나 디자인을 통해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가장 잘 반영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통해 신뢰감을 형성하고 전통 떡 브랜드인 만큼 전문성이나 접근성 또한
고려한 디자인이다.

03. 개발제품의 특장점
• 오방효소떡은 떡과 효소를 융합해 소비자의 건강과 입맛을 동시에 사로잡을 수 있는 떡으로
다양한 효소를 활용한 다채로운 색과 맛, 그리고 소비자 개개인의 건강과 체질에 맞게
골라먹을 수 있는 맞춤 간편식이다.

최종성과

참여기업

주관기업

예현방가

주식회사 예감

주소 부산광역시 강서구 신포경등길 254(명지동)

주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엄광로 176 동의대학교 산학관 303호

전화 051-271-3222 홈페이지 blog.naver.com/bsy1093

전화 051-892-0515 홈페이지 www.ye-gam.com

기업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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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주)다해푸드 신상품 포장디자인 개발

01 과제 개발범위
• ㈜다해푸드의 신제품 출시에 따른 BI개발 및 포장패키지개발 (포장패키지 : 갈치, 고등어, 대구,
민어, 빙어, 삼치, 연어 각 무염/저염식품, 선물포장 박스 패키지)

02. 디자인 개발방향
• 상품의 내용을 정확하게 전달하고 상품은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하며, 시각적인 요소로
소비자의 시각을 자극하여 구매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했다. 또한 신제품의 이미지와
어울리는 유기농, 순수함, 친근함으로 소비자에게 유연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다.

03. 개발제품의 특장점
• 유/아동식품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그 안에서 브랜드가 추구하고자 하는 프리미엄 유기농 컨셉을
패키지 전반으로 나타내고자 하였다. 또한, 친숙함을 강조하기 위해 타이틀에 캘리그라피를 적
용하고 패키지에 타공을 하여 소비자가 내용물을 바로 확인 가능하도록 하여 믿을 수 있는
수산식품 브랜드의 이미지를 담아냈다.
최종성과

참여기업

주관기업

(주) 다해푸드

스토리진

주소 부산시 사하구 감천항로 451 (구평동)

주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동로 57 (우동, 부산디자인센터 506-1호)

전화 051-263-8811 홈페이지 dhfood0929@naver.com

전화 051-441-0132 홈페이지 www.storyzine.com

신상품 개발 디자인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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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발효를 통한 나트륨 저감 소금의
브랜드 아이덴티티 및 포장디자인
02. 디자인 개발방향

01 과제 개발범위

• 건강과 저염식품에 대한 관심의 증가와 정부
의 저염식품 권장 프로젝트 일환인 [나트륨
저감 2020 프로젝트]에 맞는 제품의 개발이
요구되는 실정이다.

03. 개발제품의 특장점

최종성과

참여기업

주관기업

주식회사 마린바이오프로세스

돋음

주소 부산광역시 기장군 일광면 횡계길 7

주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수영강변대로140 BCC 부산문화콘텐츠콤플

전화 070-4694-6851 홈페이지 www.mbpc.co.kr | www.fromsea.kr

렉스 624/625호 전화 051-756-4410 홈페이지 www.dodmts.co.kr

기업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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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신영무역 키즈약밤
포장 디자인 및 브랜드 디자인
01 과제 개발범위
• 키즈약밤의 브랜드 리뉴얼과 생물 포장 3종, 가공물 포장 2종의 개발을 통한 경쟁력 강화

02. 디자인 개발방향
• 도소매 유통망을 포함한 홈페이지, 오픈마켓, 소셜 마켓 등 온라인 시장에 브랜드 및 포장 적용
이 가능하며, 마트 등 오프라인 유통마켓 시장 개척 시 소비자들이 쉽게 브랜드 및 포장 활용에
접근할 수 있는 방향을 고려하여 개발 진행

03. 개발제품의 특장점
• 키즈약밤의 마크는‘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믿을 수 있는 브랜드’
로서 키즈약밤의 BI의 전체
형태는 밤을 자른 단면을 모티브로 가져왔다. 또한, 잘린 단면에 가공물에 쓰일 e를 표현하였고,
색상은 건강을 연상케 하는 연두색과 밤의 특징색인 브라운을 표현하였다.

최종성과

참여기업

주관기업

(주)보아스커뮤니케이션
신영무역 키즈약밤
주소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동로 25

주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동로 71 벽산이클래스원2차 309호

전화 051-851-9998 홈페이지 www.kidsbam.com

전화 051-556-0050 홈페이지 www.boascc.net

신상품 개발 디자인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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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미산업 사무용의자 신상품
BI 및 포장디자인 개발
01 과제 개발범위
• 고기능성 의자를 위한‘마스터 브랜드 및 포장 디자인 3종’개발 필요

02. 디자인 개발방향
• 브랜드는 고도의 기술적 전문성과 제품이 제공하는 우수한 편안함, 향후 고기능성 의자 시장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수 있는 창의성을 아우르는 이미지로 개발하고자 하였으며,
포장 디자인의 경우 구체적인 제품 이미지와 슬로건, 브랜드요소로만 심플하게 표현하여
제품의 대한 자신감과 전문성, 지적인 이미지를 부각시키고자 하였다.

03. 개발제품의 특장점
• 하나미산업은 중소기업으로서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시디즈와 듀오백의 제품과 동등한 품질의
고기능성 의자를 제품화시킬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 본 제품은 척추를 편안하게 잡아주고,
체중을 분산시키며, 넥레스트 각도조절 및 허리지지대 조절, 좌석 높낮이 조절 기능이 있다.

최종성과
ໞചႮጁ

Symbol

9S1 Ⴚᆬඓ

9S1 ဨᆬඓ

9S2 Ⴚᆬඓ

9S2 ဨᆬඓ

9S3 Ⴚᆬඓ

9S3 ဨᆬඓ

ਜ਼ചႮጁ

ኞෘ൘ഴ

주관기업

참여기업

하나미산업

디자인스탠다드

주소 부산광역시 사상구 삼락동 389-6

주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1454 벽산e센텀클래스원 2차 907호

전화 051-305-5588 홈페이지 www.hanami.co.kr

전화 051-744-1901 홈페이지 www.designst.co.kr

기업지원 사업
030

07

순 국산 천연조미료
Natural Seasoning Agent
01 과제 개발범위
• 브랜드 리뉴얼, 패키지 2종, 리플렛 1종(설명서)

02. 디자인 개발방향
•‘어머니의 맛 그대로’
라는 이미지에 중점을 두고 감성적인 붓터치를 이용하여 한국적인 이미지
를 연상하게 하였고, 자연친화적이며, 전통적인 표현을 위해 편안한 중채도 컬러를 사용하였다.
고전적이지만 동적이지 않은 캘리그라피를 활용하여 현대적 느낌을 살렸다.

03. 개발제품의 특장점
• 자연의 신선한 맛과 정성을 담은‘석하 이미지 브랜드’
의 의미를 담고자 자연스러움을 강조한
패키지디자인을 하였다. 배경에는 한지 패턴을 넣어 고급스럽고, 자연스러움을 주었다.
제품이 다양한 만큼, 각 특징에 맞는 색상으로 포인트를 주고, 내포장지는 파도 패턴으로
부드러운 느낌을 주었다.

최종성과

주관기업

참여기업

(주)석하
(주)디자인엑스투
주소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면 산단2로6-17

주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동로 99, 308-2호

전화 051-721-5666 홈페이지 www.seokha.co.kr

전화 051-742-0143 홈페이지 www.designx2.kr

신상품 개발 디자인지원사업
031

08

수출용 해양레져 선외기
01 과제 개발범위
• 수출용 해양레져 선외기의 컨트롤 박스 및 브라켓 디자인 개발

02. 디자인 개발방향
• 기존 제품보다 향상된 기능과 강력한 마력을 외적으로 표현하며, 최소한의 구조형태를 이용하여,
원가 절감과 함께 효율적 생산이 가능토록 하였다. 또한, Streamline의 적용, 부분적 소재 적용,
컬러 및 형태의 재해석으로 제품의 고급화를 실현하고자 하였다.

03. 개발제품의 특장점
• 타사 제품보다 강력하고 세련된 이미지를 도출하고자 측면에 강력하고 아름다운 범고래의 힘찬
모습을 담은 케릭터 라인과 상부 Streamline을 적용하였다. 실제 다각도로 테스트를 거쳐본
손잡이는 최상의 그립감을 제공하며, 최소한의 구조를 이용한 몸체는 생산 및 조립 과정에서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을 보여준다.

최종성과

참여기업

주관기업

CSM TECH(주)

(주)아이온

주소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읍 장안산단8로 118

주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동로 57 부산디자인센터

전화 051-714-5009 홈페이지 www.flovermotor.com

전화 051-202-3438~9 홈페이지 www.iondesign.co.kr

기업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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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 부착형 선박용
방수, 방진 전화기 디자인 개발
01 과제 개발범위
• 벽 부착형 선박용 전화기 디자인 개발 및 워킹목업 제작

02. 디자인 개발방향
• Make Identity : 한신전자(주)의 아이덴티티 개발 / 트랜드를 리드할 수 있는 디자인
• Review It : 기업의 노하우, 기술력 / 개발제품, 경쟁 제품의 분석을 통한 디자인 발전
• Finding New : 유지 및 관리를 위한 새로운 방법 / 다양한 용도에 맞게 적용 가능한 모듈
디자인

03. 개발제품의 특장점
• 송수화기의 사용성 측면에서 많은 고려를 했고, 무채색 톤이었던 기존 디자인에서 과감한 블루
컬러를 적용했다.
• Color concept :‘Imperial blue’선박, 항공용 통신장비 전문기업으로서 제품의 신뢰감과
남성적 견고함을 표현했다.
• 선박용 전화기는 설치장소에 따라 벽면 취부형과 콘솔 매립형의 두 가지 타입으로 나뉘는데
개발 제품은 송수화기 및 조작부를 포함한 전판을 공용으로 사용하고, 설치 장소에 따라
두 가지 후판을 교체 조립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최종성과

최종 디자인

참여기업

Working mock-up

주관기업

한신전자(주)

블레싱에코디자인

주소 부산광역시 영도구 남항남로 45(영선동 4가)

주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반로 118번길,5 3층

전화 051-410-1561 홈페이지 www.ehanshin.com

전화 051-202-3515 홈페이지 stylist35@gmail.com

신상품 개발 디자인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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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전용 링거거치대 개발
01 과제 개발범위
• 제품디자인 1종, 목업

02. 디자인 개발방향
• 어린이 환자의 감성과 신체치수를 고려한 어린이 전용 링거거치대 개발
• 이동 및 사용시 이용자(환자, 보호자, 의료인)를 고려한 적절한 솔루션(길이조절, 수납, 바퀴,
균형, 중심, 그립감 등)
• 플라시보 효과(주사바늘에 대한 공포를 친근한 형태의 거치대를 통해 극복)
• 환자의 존엄성(어린이 전용제품으로 독자적인 제품군 형성)
• 응급실 이용사례에 따른 소아친화적 의료환경 조성
• 거부감 없는 라운드형태의 제품마감과 소재선정

03. 개발제품의 특장점
• 링거주사(Ringer Injection)수액을 걸기 위한 스탠드 형식의 감성적인 거치대
• 어린이환자와 거치대 간격을 유지시켜주는 수액튜브 홈 설치
• 링거수액을 거는 고리와 이동 시 사용하는 바퀴, 간단한 제품을 수납할 수 있는 수납부위로 구분

최종성과

참여·주관기업

(주)디자인부산

주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범천동 중앙대로 591-1
전화 051-636-1238 홈페이지 www.designivy.com

기업지원 사업
034

11

사용자 특성을 고려한
온도조절 좌훈의자 제품디자인 개발
01 과제 개발범위
• 온도조절 장치와 좌훈기가 내장된 좌훈의자 제품디자인 개발

02. 디자인 개발방향
• 건강과 외모, 삶의 질 개선에 아낌없이 투자하는 40~50대 중년 여성의 소비트렌드를 반영
• 장시간 사용 시 사용자의 편의성을 고려한 인체공학적 좌훈의자 디자인
• 청소가 용이한 소재와 안정적 결합구조를 바탕으로 청결과 위생개념을 강조하는 디자인

03. 개발제품의 특장점
• 쑥이나 약재 등을 태우거나 끓인 열과 증기 등을 신체에 쬐여 미용과 질병 치유 기능을 함
• 신체와 닿는 부분에 시트쿠션을 적용하여 장시간 사용에도 무리가 없음
• 자신에게 적합한 최적의 온도를 직접 조절할 수 있음
• 분해 조립이 가능한 안정적 결합구조로 세척이 용이함

최종성과

참여기업

주관기업

아이엠커뮤니케이션
(주) 위비즈
주소 부산광역시 남구 신선로 365 부경대학교 BI Center 506호

주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60 퍼스트인센텀 605~606호

전화 051-501-0082 홈페이지 www.webiz.asia

전화 051-925-0141 홈페이지 www.iamcc.co.kr

신상품 개발 디자인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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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식
자동차광 용접면 제품 디자인
01 과제 개발범위
• 조사 & 분석 / 컨셉 개발 / 디자인 개발 / 사용성 테스트 / 최종 결과물

02. 디자인 개발방향
• 기업 Identity가 반영되고 일흥만의 Product Identity를 확립, 파생모델로 전개가 용이한 디자인
• 거친 작업환경과 사용자 특성을 고려하여 간단하고 정확한 조작성을 가진 조절부와
인체공학적인 헤드밴드 디자인
• 국내외 다기능, 고가 제품과의 경쟁우위를 점할 수 있는 용접시장의 트렌드를 반영한
부드러우면서 강한 용접면 디자인

03. 개발제품의 특장점
• 투시부 - 넓은 시야 확보를 통해 효율적이고 안전한 작업이 가능하고 차광용 카트리지
고정부와 면체의 일체감을 형성
• 면 체 - 기존 면체가 가지고 있는 불필요한 공간은 줄이고 스패터의 위험으로부터
목과 얼굴을 효과적으로 보호
• 조절부 - 사용환경을 고려하여 장갑을 끼고도 쉽게 조절 가능하고 면체와의 조화를 형성
• 헤드밴드 - 기존 헤드밴드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별도의 피스, 부품 없이 장시간 사용에도
편안한 인체공학적으로 개선

최종성과

참여기업

주관기업

(주) 일흥

니토디자인

주소 부산시 강서구 녹산산업북로 206길(송정동)

주소 부산시 북구 시랑로 136, 4층(구포동, 삼원빌딩)

전화 051-831-0857 홈페이지 www.ilhung.co.kr

전화 051-343-3845 홈페이지 www.nito.co.kr

기업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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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 고급화를 위한 베이커리형
어묵 브랜드 및 패키지 개발
01 과제 개발범위
• 고급화제품 브랜드 개발, 선물세트패키지 개발, 테이크 아웃용 패키지 개발, 보온가방, 원통형
패키지, 고로케기본형 패키지

02. 디자인 개발방향
• 기존의 어묵패키지 디자인을 탈피하여 새로운 어묵 시장을 개척함으로써 제품의 고급화를 위한
브랜드 개발 및 베이커리 형태의 패키지 개발을 통해 어묵시장의 새로운 변화를 주고자 한다.
• 전통과 베이커리의 조화를 이루고자 옛것을 중시함과 동시에 베이커리의 심플한 디자인을 접목

03. 개발제품의 특장점
• 기존의 수산물 선물세트에서 탈피한 패키지 구성 재질적 변화의 따른 제품의 고급화 강조
• 어묵 테이크 아웃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시장에 걸맞는 재질로 다른 어묵패키지와의 차별성 강조
• 냉장식품의 단점인 보관성의 문제 해결하기 위한 선물세트의 포장방법의 변화
최종성과

참여기업

주관기업

삼진어묵

(주)씨웰

주소 부산시 영도구 태종로99번길 36 3층

주소 부산시 재송동 센텀동로 99 벽산e센텀클래스원 508-1

전화 051-412-5468 홈페이지 www.samjinfood.com

전화 051-532-1436 홈페이지 www.seewellpuzzle.co.kr

신상품 개발 디자인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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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더센서와 영상카메라를 일체화한
보안시스템 디자인개발
01 과제 개발범위
• A. 낚시용 조끼 시장 선점을 위한 하이투젠의 브랜드(네이밍) 신규개발
• B. 개발된 브랜드의 패키지 디자인 개발

02. 디자인 개발방향
• A. Issue

• B. Key Factor

03. 개발제품의 특장점
• 시장의 타 동종제품군의 포장디자인에 비해 현저히 비교되는 포장디자인의 차별화
• 지속가능한 구매욕구 촉진과 브랜드 인지도 강화
최종성과

참여기업

참여기업

하이투젠

동아티지

주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반로 11번길 9 삼영빌딩 B1

주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동로 99 벽산e센텀클래스원 718

전화 051-531-0598 홈페이지 www.hituzen.co.kr

전화 051-532-1436 이메일 dongatg@daum.net

기업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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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JT 캔들_캔들 및 디퓨저 제품
포장디자인 & 브랜드 개발
01 과제 개발범위
• 자료 조사 및 분석 / 디자인 Concept 개발 / 디자인 개발 / 디자인 출원

02. 디자인 개발방향
• 점차적인 국내 방향 산업의 확장으로 국내 중소기업의 포장디자인 개발과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확보함으로써 제품 경쟁력 강화 기대
• ㈜JT캔들은 가격대비 성능 중심 시장에 포지션 되어있고 해당 시장의 단점을 보완해서 한 단계
높은 시장으로의 진입을 목표로 브랜드 선호도 강화와 홍보채널 강화를 위해 ㈜JT캔들만의
디자인 영역구축이 필요. 이에 신규 브랜드의 관련시장 성공적 진입과 High Brand Equity를
확보할 수 있는 Communication Tool로서 New Brand 개발과 New Package Line 구축

03. 개발제품의 특장점
• 포장디자인은 한국의 전통 포장지인 보자기와 그에 어울리는 매화문양을 응용하였으며
전통미에 모던하고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더하고자 보라색을 이용하여 벗샘 기본 포장라인을
구축, 적용하였으며 전통과 모던, 고급스러움을 담아 소중한 이에게 드리는 품격있는 제품의
이미지를 강조하고자 함
최종성과

참여기업

주관기업

(주)JT캔들

프로인커뮤니케이션

주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동로71 벽산e센텀클래스원2차 1104호

주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동로71 벽산e센텀클래스원2차 307호

전화 1800-8953 홈페이지 www.jtcandle.co.kr

전화 051-243-0442 홈페이지 www.proincom.co.kr

신상품 개발 디자인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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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 판매용 미역, 다시마 제품 디자인개선

01 과제 개발범위
• 기장물산의 대표 생산제품인 기장미역/다시마, 전라도 미역/다시마, 선물세트의 제품 포장 디자인

02. 디자인 개발방향
• 미역과 다시마 제품별 디자인 라인을 개발하여 통일성 부여
• 상품이 타사 제품과 비교하여 보다 소비자 눈에 띌 수 있도록 전체적 사이즈 조정 및 차별화
• 고객의 구매 욕구를 일으킬 수 있는 디자인으로 판매촉진 효과 기대

03. 개발제품의 특장점
• 기존 제품은 카테고리별로 통일감이나 일관성 없이 주먹구구식의 디자인으로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에는 다소 부족했다.
• 본 디자인 개발을 통해 제품군별로 디자인의 통일성을 유지하면서 고급화, 간결화, 구매욕구
증가를 목표로 하여 제품 라인 조정을 하였다.
• 매장 진열 시 타사 제품과 비교해 사이즈가 크며, 제품명이 눈에 잘 들어온다.
• 큰 가격 변동 없이 제품의 고급화와 기업의 전체 제품 선호도를 높일 수 있다.

최종성과

주관기업

참여기업

주식회사 기장물산

주식회사 더프리즘

주소 부산광역시 기장군 일광면 신평길 30-16

주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수영강변대로 140 부산문화콘텐츠콤플렉스 718호

전화 05-723-0707 홈페이지 www.kijang.co.kr

전화 051-741-4433 홈페이지 www.theprism.co.kr

기업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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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미천사 주방용칼 수출판매를 위한
포장디자인 4종 및 BI개발
01 과제 개발범위
• 장미천사 주방용칼 수출판매를 위한 포장디자인 4종 및 CI/BI개발, 캐리커처 디자인

02. 디자인 개발방향
• 모방할 수 없는 자사의 우수한 기술력을 강조하고 적극적인 홍보마케팅을 통해 원조 장미칼
브랜드 이미지 회복
• 통일된 브랜드이미지를 위해 분리된 기업구조를 통합하고 특색있는 포장디자인 개발
• 중국인의 소비문화와 전통을 이해하고 현지에 적합한 포장디자인 개발

03. 개발제품의 특장점
• 내부 보관케이스의 무게와 크기를 지탱할 수 있는 견고한 지기구조개발 및 완충소재 적용
• 이동이 간편한 손잡이구조의 포장디자인 개발
•‘칼명인 1호’
로 인증받은 정재서 대표의 고유이미지를 부각하여 캐리커처를 개발하고,
이를 적극 활용한 마케팅방안 제공
최종성과

참여기업

주관기업

효민D&P
(주)영신칼스토리
주소 부산광역시 영도구 청학2동 1-149

주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신천대로 102번길 17

전화 051-418-6417 홈페이지 www.ysknife.com

전화 051-807-5100 홈페이지 www.hyomindnp.co.kr

신상품 개발 디자인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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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미역(특산물)을 이용한
하트모양 성형 미역의 포장디자인 및 BI 개발
01 과제 개발범위
• 신규 브랜드 1건, 포장디자인 3종 14점 (그라비아 3점, 라벨 10점, 택배용 박스 1점)

02. 디자인 개발방향
• (주)HW은 수산물 기업으로 높은 생산량에 비해 낮은 소비자 인지도와 디자인 부재로 개발이
시급하였다. 다양한 어종의 제품들을 통합할 수 있는 통합 브랜드 및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브랜드 시스템을 개발하고 이를 접목시킨 패키지 개발로 제품의 신뢰도를 높임과 동시에
부가가치 창출로 이어짐을 주안점으로 개발하였다.

03. 개발제품의 특장점
• 지역의 새로운 대표수산물의 탄생을 목표로 수산물의 신선함을‘물이 좋다’
라는 컨셉으로
이미지화하였다. 살아있는 리듬감을 표현하기 위해 캘리그라피와 역동적인 모티브를 활용하여
브랜드 및 포장디자인에 적용하였다.

최종성과

참여기업

주관기업

(주)HW

(주)CMC

주소 부산광역시 서구 충무대로 202, 508-2 (남부민동, 부산공동어시간 별관)

주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동로 57 부산디자인센터 807호

전화 051-257-3238 이메일 haewoo08@nate.com

전화 051-744-5990 이메일 cmcad@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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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노> 산화로터 필터 해충박멸기
포장디자인 & 브랜드 개발
01 과제 개발범위
• 국내외 해충박멸기 시장, 신규진입을 위한 브랜드 개발 및 포장디자인 개발 (가정용/기업용)

02. 디자인 개발방향
• 차별화 : 현재 일률적인 해충박멸기 경쟁제품과 다른 브랜드 및 포장디자인 개발
• 제품의 강점 부각 : 자체개발 기술인 산화로터필터의 우수함을 직접적으로 전달
• 제작을 고려한 포장디자인 : 제작가격 등 제작환경을 고려한 디자인 및 지질, 지기구조 적용

03. 개발제품의 특장점
• 가정용 : MOSQUI Clean / 기업용 : MOSQUI Hunter
• 브랜드명과 브랜드 이미지만으로도 해충박멸기(모기퇴치기)임을 소비자가 쉽게 인지할 수
있게 개발되었으며, 포장디자인은 경쟁제품이 사용하는 강압적이미지의 금지마크를 배제하고
MOSQUI~Brand의 강점을 부각하면서 해충박멸기임을 은유적으로 소비자에게 전달하도록
개발되었다.

최종성과





가정 및 소규모 사무실용

가정 및 소규모 사무실용

참여기업

주관기업

제노(JENO)

디자인컵(DESIGNCUP)

주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90, 1709호(재송동, 큐비e센텀)

주소 부산광역시 수영구 망미번영로110번길, 65

전화 051-913-9693 홈페이지 www.jeno.kr

전화 070-7560-7502 홈페이지 www.designcu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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탱크 분리방식으로 지속사용이 가능한
파라핀 욕조 제품디자인 개발
01 과제 개발범위
• 탱크 분리방식으로 지속사용이 가능한 파라핀 욕조 제품디자인 개발

02. 디자인 개발방향
• 보조탱크와 메인탱크이 분리에 상응하는 디자인으로 인해 사용자에게 높은 만족감 제공
• 사용자 중심의 인터페이스 구성과 형태, 재질, 시각적인 변화로 인한 디자인을 도출
• 의료기기의 이미지와 미용기기의 이미지를 결합한 디자인 개발

03. 개발제품의 특장점
• 메인탱크와 보조탱크의 분리로 4~5시간 이상이 소요되었던 파라핀 용융 시간을 단축시켜
환자의 재진이 가능
• 타이머와 온도조절기능으로 인해 사용이 더욱 편리
• 모바일 원격제어시스템으로 각 장비의 시간과 온도를 모바일 기기로 통합관리하여
환자의 대기시간 단축
최종성과

참여기업

주관기업

(주)제이엘유
(주)리디자인
주소 부산광역시 사상구 엄궁로 70-16 (재)부산테크노파크 211-1호

주소 부산 사상구 엄궁동 138-2 (재)부산테크노파크 201호

전화 051-331-7185 홈페이지 www.jlu.kr

전화 051-304-9060 홈페이지 www.redesig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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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가락을 형성화한 인체 공학적
SKIN SHOES 디자인 개발 사업
01 과제 개발범위
• 시장조사 디자인 컨셉 설정, 디자인 설계작업, 목업 및 금형 제작, 시제품 제작 및 평가

02. 디자인 개발방향
• 단순한 외형적인 디자인을 벗어나 신발위 원초적인 기능성을 찾아내 확실한 소비자의 구매
행동을 이끌어내는 기능이 뒷받침된 디자인
• 하절기에만 착화하는 것이 아닌 다양한 용도로 (수영장, 간단한 야외 활동, 드라이빙 슈즈,
실내운동시 등) 착용할 수 있는 디자인

03. 개발제품의 특장점
• 몰드 모양이 발가락 골을 그대로 살려 발과 신발의 밀착감이 뛰어나다.
• 스판텍스 원단의 사용으로 결속 기능성을 배가시켜 신발과 발의 결속감(고정감)이 뛰어나다.
• 3D Printing으로 발의 고정효과가 높고, 디자인적인 미려함이 뛰어나다.

최종성과

참여기업

주관기업

에스지 상사
하백디자인연구소
주소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단동로41번길 10 202호 (금사동 보림팩토피아)

주소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상로 178-1 (괘법동 해은빌딩4층)

전화 070-7755-2090 홈페이지 skinshoes@korea.com

전화 051-316-2782~4 홈페이지 www.habac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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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관광상품 신상품 개발 및 통합이미지 구축

01 과제 개발범위
• 10개의 부산관광상품 개발

02. 디자인 개발방향
• 그래픽부산 그래픽 활용 디자인 개발 : 그래픽부산의 캐릭터와 디자인 모티브를 활용한 디자인
• 새로운 그래픽 개발을 위한 준비 (감천문화마을 모티브 개발)

03. 개발제품의 특장점
• 기존의 시판되고 있는 공예품과 민예품, 토산품의 지역관광상품에서 부산의 그래픽을 활용한
디자인 관광상품 개발
• 부산을 알리는 수단뿐만 아닌 디자인 기업만의 디자인 이미지 상승

최종성과

참여·주관기업
주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범천동 중앙대로 591-1 디자인글꼴빌딩

디자인글꼴

전화 051-636-1210 홈페이지 www.gga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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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디자인마켓 운영

사업기간

2014. 1. ~ 12.
사업비

45,000
사업내용

연

2

회 개최

2014년에는 2회 개최하였으며, 상반기는 5월 9일(금)부터 ~
11일(일)까지 벡스코 야외전시장에서 86개 업체가 참여하였
고, 하반기는 9월 12일(금)부터 14일(일)까지 벡스코 야외전

천원

시장에서 118개 업체가 참가하여 다양한 디자인 제품을 선보
였습니다.
디자인 기업과 디자인을 필요로 하는 중소기업이 상담과 계
약을 체결하는 등 비즈니스의 장을 마련했고, 제품은 마켓을
방문한 소비자가 상품을 구매도 하고 직접 디자이너가 되어
제품을 만들어 보는 체험의 기회도 가졌습니다.
이렇게 해서 부산디자인마켓을 방문한 관람객은 74,170여
명으로 2013년과 비교해 312% 증가했습니다.
매출은 1억 3천5백만원으로 약 170% 증가
해 대성황을 이뤘습니다.
부산디자인마켓은 우수한 디자인 기업의
마케팅 지원을 통해 디자인과 중소기업의
상호 협업으로 시너지 효과를 창출했고, 지
역 내 우수 디자인 기업의 경쟁력을 높였으
며, 시민들에게는 지역 디자인을 널리 알림
으로써 명실공히 대표적인 지역 디자인 축
제로 자리매김해 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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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추진과정
2013. 3. 사업계획수립
4. 상반기 참여업체 모집 및 접수
5. 부산디자인마켓 상반기 개최 (5. 9. ~ 11. 3일간)
8. 하반기 참여업체 모집 및 접수
9. 부산디자인마켓 하반기 개최 (9. 12. ~ 14. 3일간)

부산디자인마켓 결과
개최년도

개최지

개최기간

참여업체

매출액

방문인원

2013년

벡스코
야외전시장

5.31.(금)~6.2.(일)

83개

50백만원

18,000여명
(체험인원 1,450명)

2014년
상반기

벡스코
야외전시장

5.9.(금)~5.11.(일)

86개

54백만원

37,000여명
(체험인원 2,000명)

2014년
하반기

벡스코
야외전시장

9.12.(금)~9.14.(일)

118개

79백만원

37,170여명
(체험인원 2,52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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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 국제신문 - 소공인 장터‘부산디자인마켓’상설화 여론
• SBS CNBC - 부산디자인마켓, 대박 터트린 이유 있었네
• 뉴시스 - 디자인 겨룰‘부산디자인마켓’참가기업·디자이너 공모
• 연합뉴스 - 아이디어 제품 총출동… 부산디자인마켓 내달 개막 등 다수

• 2014-9-30 / 박호걸 기자

소공인 장터‘ 부산디자인마켓’상설화 여론
올 하반기 행사 매출 7978만 원, 상반기 실적보다 45% 증가
방문 인원은 작년보다 4배 껑충. 센터측 내년 예산늘려 적극 검토
부산 소공인의 장터인 부산디자인마켓의 매출과 방
문객이 급증하면서 시민의 축제로 부상하고 있다.
부산디자인센터는 지난 12일부터 3일간 해운대구
벡스코 야외전시장에서 개최한 디자인마켓의 실적
은 7978만2000원으로 상반기 행사 때보다 45.4%
증가했다고 29일 밝혔다. 참가업체는 118개사로 상
반기 대비 37.2% 늘었다. 3일간 업체당 판매액은
67만 원 정도다.
이번 디자인마켓에 참가한 신냐핸드메이드 신주영 대표는“3일간 160만 원의 매출을 올렸다”
며“평소 월매
출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
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작업장에서 온라인 판매만 하다 디자인마켓에 나와서
소비자를 직접 상대하니 제품에 대한 피드백을 바로 들을 수 있어 품질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 같다”
며 만족
해했다.
방문 인원도 해마다 늘고 있다. 2012년 4300명에 불과했으나 지난해 1만8000여 명, 올 상반기 3만7000명,
올 하반기 3만7172명이 디자인마켓을 찾았다. 특히 올해 처음 상·하반기로 나눠 개최한 점을 고려하면 방
문 인원은 지난해보다 4배가량 증가했다. 디자인마켓을 방문했던 민유정(여·33) 씨는 "마치 서울 종로구에
있는 쌈지길에 온 것처럼 디자인이 다양하고 아기자기한 예쁜 물건이 많다"며 "딱히 물건을 사진 않아도 데
이트하며 구경하기 좋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같은 인기에 디자인센터는 내년부터 외형확장에 나선다. 디자인센터 홍군선 원장은 "올 4500만 원에 불
과한 예산을 내년에 더 확보해 개최 횟수를 늘리거나 상설 개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이번 행사
후 벡스코에서 상설 개최에 대한 문의가 있었다. 이도헌 벡스코 전시장마케팅팀장은 "벡스코에는 1년 내내
행사가 많기 때문에 전시회를 찾은 외부 손님에게 부산에 대한 상품을 소개하기 위해 상설 개최를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디자인마켓은 지역 소규모 디자인기업과 개인 디자이너의 판로 개척과 마케팅 지원을
위해 2010년부터 개최되고 있다.

부산디자인마켓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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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27 15:30 | SBS CNBC

부산디자인마켓, 대박 터트린 이유 있었네
지난 12일,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 야외전
시장에서 '부산디자인마켓'이 개최되었
는데요.
부산 소공인의 장터인 이곳은 매출과 방
문객이 급증하면서 시민의 축제로 급부
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부산지역 소공인들에게는
새로운 판로를 만들어 주고있어 상설화
여론까지 일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부산디자인센터 디자인 지
원팀 이경희 과장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략)

•2014-14-15 08:31 김상현 기자

아이디어 제품 총출동… 부산디자인마켓 내달 개막
김상현 기자 = 다채로운 디자인 상품을 접할 수 있는 부산 디자인마켓이 다음 달 9일부터 12일까지 부산 해운대
전시컨벤션센터 벡스코(BEXCO)에서 열린다.
부산디자인센터가 주관하는 디자인마켓은 올해로 5년째를 맞으며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 2회 열린다.
올해는 80여개 전문 디자인기업과 디자이너 등이 참가해 개성 넘치고 톡톡 튀는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색다른 디
자인 제품을 대거 출품한다.
또 실용성이 뛰어난 중소기업의 디자인 상품과 부산을 대표하는 관광상품 등도 함께 만나볼 수 있다.
디자인마켓에는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상품판매존과 디자인 개발제품을 접할 수 있는 디자인제품전시존, 관람
객들이 직접 만져보고 제작할 수 있는 디자인체험존으로 나눠 운영된다.
부산디자인마켓에 참가하고자 하는 지역 업체와 디자이너는 21일부터 24일까지 부산디자인센터 디자인지원팀
으로 방문하거나 사업담당자 이메일(asckjh@dcb.or.kr)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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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교류사업

사업기간

2014. 4. ~ 12.
사업비

25,000

지역의 디자인 전문기업이 해외로 판로를 확장하여 신규 수
익을 창출하고 활발한 교류 활동을 통해 부산의 디자인 산업
을 해외 시장에 알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천원

사업내용

디자인 업체 해외진출 지원

2012, 13년은 후쿠오카와 부산 디자인 기업 간 국제디자인
교류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성과를 만들었으며, 2014
년은 중국과 교류를 시작한 한해였습니다.
2014년에는 부산시 경제정책과, 부산경제진흥원, 부산디자
인센터가 공동으로 중국 닝보와의 국제교류를 추진하였으
며, 비즈니스 상담회, 박람회 전시 참가, 닝보 한국디자인기
업협회 간담회(디자인기업 중국 진출방법 모색), 국제교류를
위한 MOU 체결, 시장조사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10월 7일부터 11일까지 5일간 중국 닝보, 이우지역과 디자인
교류를 하였으며, 13개 디자인기업, 4개 기관 21명이 참여하
였습니다. 2014 닝보 국제패션 라이프 엑스포 전시 참가, 비
즈니스 상담회 개최, 2건의 MOU 체결(부산-닝보 디자인센
터, 디자인협회), 닝보 한국기업가 협회, 제조업체 방문, 닝보
부산기업 매장 개장식에 참여하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중국과의 디자인 교류로 중국시장 진출 기반이 마련될 것이
며 부산 디자인 기업의 수출시장을 넓히고, 글로벌 경쟁력을
높여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펼쳐나가겠습니다.

디자인 교류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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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추진과정
2014. 4. 부산경제진흥원과 사업협약 및 사업계획 수립
7. 하반기 추진계획 수립, 참가기업 모집 (~ 8월)
10. 디자인교류사업 추진 : 10. 7. ~ 10. 11. (5일간)
11. 중국 이우시 대표단 부산 방문(11. 4. 이우시 인대상무위원회 부주임 등 5명)
2015. 1. 사업비 정산 및 결과보고

사업 주요성과
• 부산-닝보 디자인센터 및 협회 MOU 체결 : 교류활성화 협약 체결, 상호 방문 추진
• 부산-닝보 디자인 비즈니스 상담회 개최
• 디자인 수출 상담 25건
- 닝보 국제 패션 라이프 엑스포 참가
• 13개 기업, 150여 상품 전시, 상품별 설문조사 실시
- 부산 디자인기업 공동 상품 전시관 개관식 참석
• 부산 4개사 공동 운영 : 중국 닝보시 상품전시관

기업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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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추진결과
<부산-닝보 디자인센터 및 협회 MOU 체결>
일시/장소

‘14. 10. 9.(목) 10:00~12:00, 닝보디자인센터

참 석

·부산 : 부산디자인센터 홍군선 원장, 협회 김규덕 회장
·닝보 : 닝보디자인센터 黃福輝 총경리, 협회 季慎峰 회장

주요내용

·양 도시 디자인기업 교류 활성화를 위한 협약 체결
·닝보 디자인기업의 2015년 부산방문 협의

<부산-닝보 디자인 비즈니스 상담회 개최>
일시/장소
참 석

주요내용

‘14. 10. 9.(목), 14:00~16:00, 닝보디자인센터
부산 디자인기업 13개사, 닝보 제조업 11개
·부산과 닝보 기업 간의 디자인 수출 상담회 개최
·수출상담 실적 25건 ▶ 주요 상담내용은 붙임 참조

<닝보 국제 패션 라이프 엑스포 참가>
일시/장소
참 석

주요내용

‘14. 10. 10.(금) ~ 10. 11.(토), 닝보 국제 전시&컨퍼런스 센터 제8관
13개 기업(2개 부스)
·부산의 디자인기업 13개 사의 디자인상품 150여점을 전시하여 현지 시장 반응 조사
·일부 상품은 현지 판매를 통해 개선점 등을 보완하여 향후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정보 습득의 계기로 활용

부산-닝보 디자인센터 MOU

디자인 비즈니스상담회

닝보 국제 패션 라이프 엑스포

디자인 교류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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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디자인기업 공동 상품 전시관 개관식>
일시/장소
참 석

주요내용

‘14. 10. 10.(금) 17:00~18:00, 닝보 국제 전시&컨퍼런스 센터 제9관
부산기업 관계자 9명, 닝보 디자인협회 3명 등
·부산 디자인기업(4개사)의 중국 진출을 위한 현지 판매점
·개관식 행사 참석 : 디자인상품 30종 전시 및 판매, 한국 기업 공동 운영(10개사) 매장으로
현지 시장조사 병행

디자인상품 전시

공동 전시관 개관식

<이우시 창의원 방문 및 기업 간담회 개최>
일시/장소

‘14. 10. 7.(화) 14:00~17:00, 이우시 창의원

참 석

부산기업 관계자 15명, 이우 디자인기업 11명 등

주요내용

·부산-이우 디자인기업 간 상호 방문 등 협의 : 이우시 대표단의 ‘14. 11월 중 부산 방문 추진
·디자인 개발(부산)과 제조(이우) 협업 방안 등 협의

창의원 방문

창의원 입주기업 간담회

기업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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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디자인개발 지원사업
사업기간

2013. 9. ~ 12.

소상공인디자인지원사업은 소상공인의 판로에 활기를 불어
넣기 위해 홍보용 리플릿이나 음식점 메뉴판 등을 전문적으
로 디자인하여 소상공인의 마케팅을 활성화하고 경쟁력을

사업비

164,600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 되었습니다. 부산시, 소상공인시

천원

디자이너가 직접 방문하여 컨설팅하고 해당 소상공업체의

사업내용

160

장진흥공단으로부터 추천받은 160개 업체를 대상으로 전문

현실에 맞는 디자인을 개발, 제작하여 납품하였습니다.이러

개 업체 지원

한 과정을 거쳐 소상공인 업체에 대한 이해도와 실용성을 높
인 디자인은 곧바로 매출의 상승으로 이어졌고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높이는 성과를 얻을 수 있었으며, 수혜기업의 만족
도는 전체 평균 95.71%를 기록하는 등 높은 호응을 얻었습
니다.

사업목적
• 부산 구·군청의 소상공인 디자인지원으로 경쟁력 강화

추진방법
• 지역 내 소상공인의 마케팅을 지원할 수 있는 홍보용 리플렛 등 디자인수요에 대한 개발, 제작, 납품
• 수요 소상공인은 부산광역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부산지역본부에서 추천
• 디자인개발업체는 공모, 선정평가를 통해 선정 (6개 업체)
• 디자인개발업체당 소상공인 약 27개 업체 배정, 전담 디자인 개발

추진실적
•‘14. 6. : 소상공인 지원대상 업체 모집 (160개 업체)
•‘14. 7. : 디자인 수행업체 선정(6개 업체) 및 수요업체 배분, 협약
•‘14. 8. : 디자인 수요업체, 디자인개발업체 협의 (디자인 개발내용 확정)
•‘14. 9. ~ 10. : 디자인개발, 결과물 납품
•‘14. 11. : 최종보고서 제출

소상공인 디자인개발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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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결과

01

기업명
업 종
주 소
전 화
이메일

NV엔터테인먼트 (대표 : 조민구)
서비스 / 마술, 공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전포대로 216번길 3층
010-9050-5934
min109@nate.com

01. 작업 개요
본 업체는 이벤트 행사를 담당하는 엔터테인먼트 회사다. 나이가 젊은 대표는 발로 뛰면서 영업을
하고 있는 상태라, 즉각적인 영업을 할 수 있는 홍보용 리플릿이 필요했다. 마술공연이라는 참신한
감각에 맞춰 작업물을 제작했다.

02. 디자인개발 시 주안점
젊고 생동한 느낌의 제작물을 원했기 때문에 일러스트를 이용해 마술사의 이미지를 이용해 앞표지
를 구성했다. 내지에는 사업내용이 이미지와 함께 배치됐고, 뒷표지에는 마술사의 프로필을 게재해
사업을 알릴 수 있도록 디자인했다.

03. 납품 내용
A4사이즈 2단 접지 리플릿 4,000부

최종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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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천하공인중개사무소
기업명
업 종
주 소
전 화
이메일

천하공인중개사무소 (대표 : 안상미)
부동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진구 연수로 29-1
051-863-0043
bschunha@naver.com

01. 작업 개요
본 업체는 양정동에 위치한 공인중개사무소이며 2층에 위치해 있다.
1층의 출입문에는 부동산의 가격정보만 어지럽게 붙어있어,
간략히 업체의 정보를 나타낼 현판이 필요했다.
기존에 부동산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를 활용해 현판을 제작했다.

02. 디자인개발 시 주안점
기존의 CI를 제공받아서 크고 돋보이게 표현해 현판으로 무리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밑에는 사업내용을 작게 적어 모든 부동산 중개 부분을 담당하고 있음을 나타냈다.
아래쪽에는 언덕의 이미지를 구성해 편안하고 부담 없는 느낌을 주도록 표현했다.

03. 납품 내용
A3 아크릴액자 2종(다보 포함)

최종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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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드아름
기업명
업 종
주 소
전 화
이메일

드아름 (대표 : 조기련)
일반음식점 / 레스토랑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동 412-2
010-8525-2828
95252828@hanmail.net

01. 작업 개요
드아름은 정원과 커피와 음악을 사랑하는 룩셈부르크 사람들의 정서를 한곳에 집약한 공간으로,
홍보물 디자인 제작을 진행하였다.

02. 디자인개발 시 주안점
룩셈부르크 국기를 상징화한 디자인, 식욕을 돋우는 메뉴사진을 넣어 디자인했다.

03. 납품 내용
수입지 3단 접지 리플렛 (A4) 1000매, 대봉투 2,000매

최종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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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코숑과자점
기업명
업 종
주 소
전 화
이메일

코숑과자점 (대표 : 안선정)
제과점
부산광역시 동래구 명륜동 693 한신아파트 상가 1층
051-554-5366
sjsk94@daum.net

01. 작업 개요
유기농통밀로 만든 천연 발효종으로 빵을 만드는 코숑과자점의
건강한 천연 발효빵 홍보를 위한 홍보물 제작을 진행하였으며, 업체 대표와 협의하여
자연적이면서 고급스러운 베이커리의 이미지를 부각하여 제작하였다.

02. 디자인개발 시 주안점
구체적인 천연 발효빵 사진과 그와 비슷한 톤의 자연스러운 바탕색으로
고급스럽고 편안한 느낌으로 디자인했다.

03. 납품 내용
수입지 3단 접지 리플렛 (A4) 1000매

최종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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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대풍
기업명
업 종
주 소
전 화
이메일

대풍 (대표 : 김은화)
음식 / 한식
부산광역시 중구 대청로 70-1
010-8382-9000
k66y77@hanmail.net

01. 작업 개요
사업장의 주 메뉴인 닭샤브와 한방백숙 실사 이미지를 넣어
시각적인 효과가 두드러지도록 디자인하였다.

02. 디자인개발 시 주안점
명함에는 붓글씨 느낌의 기존 로고와 잘 어우러질 수 있도록 붓터치 이미지를 넣었다.
실내 현수막은 실내분위기와 잘 어우러지도록 브라운색상을 메인 색으로 디자인하였다.
쿠폰 역시 현수막에 맞춰 통일감있게 작업하였다.

03. 납품 내용
현수막 1종 제작 (텐트천 3900x900mm), 쿠폰 1종 제작 (136x68mm), 명함 1종 제작 (90x50mm)

최종성과

디자인개발 전

디자인개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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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니홈
기업명
업 종
주 소
전 화
이메일

와니홈 (대표 : 서해숙)
소매 / 양초
부산광역시 기장군 모전리 684-16
070-7728-4253
miso7976@naver.com

01. 작업 개요
와니홈은 핸드메이드 양초, 비누 등을 판매하고 강습하는 곳이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홍보할 수 있는 리플렛을 제작하였다.

02. 디자인개발 시 주안점
와니홈의 심플하면서도 감성적인 이미지를 나타낼 수 있도록 리플렛을 디자인한다.

03. 납품 내용
일반지 3단 접지 리플렛 (A4) 4000매

최종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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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이삭토스트
기업명
업 종
주 소
전 화
이메일

이삭토스트 (대표 : 김은주)
음식 / 분식
부산광역시 서구 부민동 2가 10-8
010-9323-7879
minyu79@hanmail.net

01. 작업 개요
본 업소는 부산 서구 동아대 동대캠퍼스 주변에 위치하고 있으며 다양한 토스트를 판매하는
영세 프렌차이즈 체인점이다. 본 업소는 본사의 BI 리뉴얼과 메뉴가격의 변동으로
외부 실사 시트 작업을 의뢰하였다.

02. 디자인개발 시 주안점
토스트 프렌차이즈의 방침과 점주의 의견을 수렴하여 디자인을 작업 진행하였다.

03. 납품 내용
명함 2,000부 / PVC 실사 출력 3종

최종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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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풍년떡본가
기업명
업 종
주 소
전 화
이메일

풍년떡본가 (대표 : 김봉명)
음식 / 떡
부산광역시 기장군 모전리 684-16
070-7728-4253
miso7976@naver.com

01. 작업 개요
본 업소는 사하구 다대동에서 기존 떡 가게를 리노베이션하여 오픈을 준비 중에 있었다.
본 업소 점주는 내‧외부가격표외 책자형 메뉴판을 의뢰하였으며 작업진행 중 점주와 협의 후
브랜드까지 정리 제작하였다.

02. 디자인개발 시 주안점
한국의 전통이미지를 적용하여 제작하였다.

03. 납품 내용
외부가격표1개 (A3), 메뉴판 6p 5권 (A4), 내부가격표 1개 (800x500mm)

최종성과

소상공인 디자인개발 지원사업
063

사업만족도 조사 결과
연번

업체명

대표자

연락처 / 이메일

업소배정

1

Designcup
(디자인컵)

강태진

070-7560-7502 / 019-655-7948
designcup@naver.com

연제구, 동래구

2

래드몬

이 홍

051-204-9437 / 010-4524-9437
htea77@nate.com

강서구, 사상구, 사하구, 서구

3

인터그라픽스

심상도

051-517-0401 / 010-3334-9758
luna0531@nate.com

4

순간과영원

강상현

070-8755-7504 / 010-8500-7504
sandy429@naver.com

동구, 중구, 영도구

5

폼폼디자인
컴퍼니

백초롱

051-747-3998 / 010-9207-4554
fmmf@fmmfdesign.com

금정구, 해운대구, 기장군

6

디자인제로

안재현

051-989-2146 / 010-2057-2146
anjaehyoun@naver.com

수영구, 남구

27개 업체

27개 업체
북구, 진구

26개 업체

26개 업체

27개 업체

27개 업체

평 균

만족도 (%)
99.02

96.97

91.83

92.72

100

93.7
95.71

사업만족 의견
■ 로템직업재활센터
저희 업체의 요구, 비전이 잘 담긴 결과물이 나와서 매우 만족합니다. 감사합니다.

■ JR에스테티카
최선을 다해 꼼꼼히 도와주셔서 만족스럽습니다. 늘 미소와 친절로 대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김나경전통음식연구소
늘 스스로 할 수 없었던 일 중의 하나가 홍보관련 디자인 업무였고, 다행히 디자인센터의 연계사업에
지원받은 결과 실력있고 열정적인 폼폼디자인회사를 만나 많은 도움을 받고 소비자들에게
좋은 반응을 받고 있습니다. 기업이미지 홍보에 큰 도움이 되어 감사합니다.

■ 디플랜스페이스
잘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적합한 분위기로 꼭 맞는 디자인을 해주신 대표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사업 번창하시길 바랍니다.

■ 루디아 코스메틱
사업에 많은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지원이 있을 때 다시 도움 부탁드립니다.
참 친절하고 잘해 주셨습니다.

기업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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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리나떡향기
친절하고 적극적인 업무수행과 뛰어난 디자인에 만족합니다.

■ 바다마루전복죽
매우 잘 되었습니다. 매우 친절 합니다. 부산시에 고맙습니다.

■ 센텀필안경점
특별하게 해주신 블라인드 광고물 인테리어에 도움이 많이 되고 디자인센터 담당자가 친절하여
더욱 많은 지원사업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소바야일마야
친절하시고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 퀀텀에너지해운대점
매장홍보에 많은 도움이 된 것 같고 다음에 이와 같은 지원사업이 있으면 다시 한 번 참여하고 싶습니다.
홍보지가 너무 번잡하지 않고 간략하게 핵심전달이 잘 되고, 한눈에 쏙 들어오도록 이쁘게 잘 나와서
감사합니다.

■ 파이날모터스
디자인센터의 지원을 받게 되어 감사합니다. 디자인을 잘해 주시고 저희의 특징을 멋있게 그려주셔서
좋았습니다. 친절하게 성실하게 임해주셔서 인상 깊었으며 디자인센터와 담당 디자인업체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열심히 잘 활용 하겠습니다.

■ 공리공방
협조적이고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업체광고와 매장디스플레이에 많은 도움이 되었어요.
앞으로 이런 기회 많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다카라함바그
소중한 기회에 훌륭한 홍보물을 받아서 아주 잘 쓰겠습니다. 친절한 상담과 세심한 배려를 해주신
디자이너분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 원인터내셔널
이번 작업으로 회사에 큰 도움이 되었으며 디자인작업을 도움받아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회사홍보에
활용하겠습니다.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유기농보리빵 보리케익
부산디자인센터에서 지원해주신 데에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잘 진행 되었고 앞으로 좀 더 어려운 분들
께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가게에도 도움을 좀 더 주시면 앞으로 잘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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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바다 회수산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산시와 디자인센터에 감사드립니다.

■ 청해해물탕 해물찜
디자인이 너무 예쁘고 세련됐습니다. 색깔도 예쁘고 너무 마음에 듭니다.

■ 박정식캘리그라피연구소
저희 박정식 캘리그라피연구소-한글숲속에서 홍보에 대한 어려움이 지속적으로 있었습니다.
이번에 지원을 통해서 무사히 잘 해결되어 감사드립니다. 한글숲속이 원하는 부분을 최대한 수용하여
친절하고 신속하게 처리 해 주셨습니다. 폼폼디자인컴퍼니로 연결된 것은 좋은 인연이라 믿습니다.
불만족스러운 부분은 전혀 없었습니다. 너무 잘해주셔서, 그리고 부산디자인센터에서 좋은 업체를 연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다그리메
개인적으로 메뉴판이나 광고제작을 하려면 번거롭고 힘든데,
이런 사업을 통해 쉽게 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 사랑채
뜻밖의 의뢰를 받고 기대이상의 결과물과 친절한 안내를 받고 너무 고맙고 감사했습니다.
국민의 의무를 더욱 잘 이행하는 길이 보답하는 길이라 생각했고
이런 사업이 소규모 영세업을 하는 저희에게 큰 도움이 된 것을 주변에도 많이 알리겠습니다.
특별히 지적하려 해도 불만스러움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 알로베이비
열정적으로 지치지 않고 해 주셔서 감동 받았습니다.
좋은 취지의 사업이라 널리 많은 분들에게 혜택이 주어지면 좋겠네요.

■ 에이켄케이훼미리
저희 업체의 컨셉을 잘 파악해서 표현해 주셨고 저희가 마케팅하는 데에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매우 만족합니다. 굳이 불만족스러움을 뽑으라면 너무 잘 만들었기 때문에
다른 업체의 질투와 시기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 춤터무용학원
어려운 불경기였는데 이 홍보물를 통해 홍보가 많이 되었습니다.

■ 탐라에이원포크
이번 디자인서비스를 제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저희 업소에서는 손님들에게
정성과 성의를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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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사이클(Recycle) 디자인상품 개발사업

사업기간

2014. 1. ~ 12.
사업비

150,000

원을 투입하여, 자투리 양말을 이용해 고등어를 모티브로 한
디자인 상품을 개발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2011년, 부산광

천원

역시를 상징하는 물고기(釜山 市魚)로 지정된 고등어를 이용

(수탁100백만원/자체50백만원)
사업내용

해 지역성을 살린 디자인 캐릭터 시제품을 제작하였으며 본
사업은 올해 부산시에서 1억원의 보조금을 지원받으면서 더

리사이클디자인 상품개발
일자리 창출

리사이클디자인 상품개발사업은 2013년 자체예산 2,000만

43

종

12

종

욱 박차를 가하게 되었습니다. 리사이클 재료 기부 업체들과
생산업체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리사이클 디자인 상품 개발
의 기반을 구축하였고, 판매처 확보와 판로 개척으로 소비자
들의 큰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부산시 관광상품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는 고등어 캐릭터 외
에도 부산 시조(市鳥)인 갈매기와 부산 시화(市花)인 동백을
모티브로 한 열쇠고리, 책갈피, 이어캡 등을 기획하여 총 43
종의 제품을 제작하였고, 그중 일부 품목은 현재 부산타워 기
념품 판매점 등 10여 개의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또한, 입점 매장 외 디자인 마켓과 부산 고등어축
제, 부산 선물 및 생활용품 전시회 등에 참가하여 소비자 반응
을 조사하였고, 2014년 7천여 만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본 사업으로 부산 시어 등의 캐릭터 제품을 생산한 반들샘(마
을기업)은 해운대구 반여3동에 소재한 마을기업으로서 센터
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제품 제작 교육을 통해 경력단절 여

리사이클디자인상품 컵홀더

성들의 일자리를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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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엄마손협동조합(사하구 감천문화마을 마을기업)과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제품 제작 교육을
협의하는 등 가치 있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노력 중입니다.
2014년 6월과 10월에는 고등어 캐릭터 마우스 손목쿠션, 컵홀더, 필통에 대해 디자인 출원을 등록
하여 지식재산권을 보호하였으며, 7월에는 싹스돌 모빌에 대하여 자율안전확인대상 공산품 검사
결과 KC마크를 획득하는 성과를 냈습니다.
이에 힘입어 2015년에는 신제품 20종을 더해 리사이클 디자인상품을 센터 디자인스토어의 대표
상품으로 내세우고, 입점 매장 7개 점 이상 확대를 목표로 사업을 확장시킬 것입니다. 나아가 사회
적 기업과도 연계하여 저소득층 일자리 창출에도 계속해서 기여할 것입니다.

사업추진내용
• 리사이클 디자인 재료수급 : 지역섬유패션기업 자투리원단 기부
• 디자인개발 및 시제품 제작 : 부산디자인센터 리사이클 상품기획
• 제품 생산 : 시니어, 장애인 등 가치있는 일자리 제공
• 홍보, 유통, 판매 : 상품마케팅, 판매, 일자리 창출

사업추진체계
워킹그룹

(재)부산디자인센터

운영위원회

>

- 디자인·교육 : 상품기획, 디자인개발, 생산관리, 교육, 패키지
- 마케팅·고객상담 : 품질관리, 마케팅, 전시 및 판매, 회계 정산, 고객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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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분류

아이템

1
2

열쇠고리

비고

번호

고등어

24

분류

아이템

비고

교육용 부산시어 키트
교육
키트류

갈매기

25

3

말

26

크리스마스 트리 키트

4

고등어

27

가죽 명함지갑

갈매기

28

말

29

7

버선

30

가죽 팔찌

8

고등어

31

에코백

9

갈매기

32

손수건

2종

말

33

고둥 귀걸이

10종

버선

34

고둥 반지

10종

5

책갈피

6

10

이어캡

11
12

인형류

짱뚱어

35

가죽류

맞춤형
상품류

교육용 에코 파우치

가죽 카드지갑
가죽 키홀더

아로마 모기퇴치제

13

고등어 연필꽂이

36

순은배지

14

고등어 컵홀더

37

스틸배지

15

고등어 손목쿠션

38

실리콘 팔찌

16

고등어 필통

39

소형 수건

17

모빌

40

고등어 클립

18

손가락 인형

41

19

오리(대) 인형

42

20

오리(중) 인형

43

21

다리새 인형

22

말 인형

23

펭귄 인형

리사이클디자인상품 손목쿠션

기타
제품

리사이클디자인상품 열쇠고리

12종

3종

고등어 자석
고등어 USB
3D 열쇠고리

리사이클디자인상품 교육용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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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진행결과
1. 디자인마켓 상반기·하반기
• 일시 : 2014. 5. 9. ~ 11. (3일간), 2014. 9. 12. ~ 14. (3일간)
• 장소 : 부산 벡스코
• 내용 : 리사이클디자인 개발 상품 전시 및 판매 체험부스 마련으로 시민들의 참여 유도

상반기 디자인마켓

하반기 디자인마켓 판매

2. 부산 국제수산무역엑스포
• 일시 : 2014. 7. 2. ~ 4. (3일간)
• 장소 : 부산 벡스코
• 내용 : 부산 수산브랜드 관광상품 개발제품 및 리사이클 디자인 개발 상품

하반기 디자인마켓 체험존

기업지원 사업
070

3. 부산 바다축제
• 일시 : 2014. 8. 2. ~ 6. (5일간)
• 장소 : 해운대 해수욕장 주차장
• 내용 : 리사이클디자인 상품개발사업 고등어캐릭터 상품 전시 및 판매
신규상품 반응도 조사 및 판매

4. 부산국제록페스티벌
• 일시 : 2014. 8. 15. ~ 17. (3일간)
• 장소 : 사상 삼락생태공원
• 내용 : 리사이클 디자인 상품개발사업 홍보 및 시장 반응도 조사
신규상품(에코백, 손수건, 가죽제품, 악세서리 제품 등) 반응도 조사 및 판매

부산국제록페스티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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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부산 고등어축제
• 일시 : 2014. 10.24. ~ 26. (3일간)
• 장소 : 부산 송도해수욕장
• 내용 : 부산시漁, 부산시鳥 관련제품 홍보 및 판매
부산 고등어축제 행사 협조 (보물찾기 상품 협찬)

6. 한·아세안 기념품 제작
• 내용 :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홍보물품 및 기념품 의뢰제작
(실리콘팔찌, 소형수건, 은·컬러배지)

실리콘팔찌

소형수건

은·컬러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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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디자인출원
• 일시 : 2014. 6. 27.(화) - 손목쿠션, 필통
• 2014. 10. 1.(수) - 컵홀더
• 내용 : 마우스 손목 쿠션 (30-2014-0000855)
필통 (30-2014-0000866)
컵홀더 (30-2014-0000879)
2014.12.31. 고등어, 갈매기, 다리새, 짱뚱어, 펭귄에
대한 디자인 및 컬러사용에 관한 출원등록의뢰

8. 자율안전확인대상(KC마크)
• 일시 : 2014. 7. 29.(화)
• 내용 : 안전기준상 모델 싹스돌 모빌
(봉제완구, 비작동완구, 섬유제)의 안전확인 신고
신고확인번호 (B364B022-4001)

9. 반들샘(반여3동 마을기업) MOU체결
• 리사이클디자인상품의 개발상품 생산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반여3동 마을기업인 반들샘과 상호협력
협약 체결
• 2013. 12. ~ 2014. 2. 상품제작 교육 프로그램 운영(3회)
• 2014. 3. 10. MOU체결 (2014. 3. 10. ~ 2014. 9. 9.)
• 2014. 3. ~ 2014. 9 고등어 열쇠고리 외 인형류 제품 생산, 부산관광기념품 공모전 출전

반들샘 협약식

반들샘 생산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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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워킹그룹 회의 및 마케팅컨설팅
• 워킹그룹 회의
- 2014. 6. 30. (월), 부산타워 관광기념품점 김가해 이사 외 3명
2014. 12. 22. (월), 마이스부산 강석호 대표 외 4명
- 아이템 개발 정당성 확보, 추가아이템 개발 방향성 제고/사업 진행에 관한 전문가 자문 마케팅 컨설팅
- 2014. 12. 22. (월), Q&A마케팅연구소 김종훈 대표 리사이클사업의 마케팅을 위한 브랜드 방향 제시

11. 감천문화마을 MOU체결 진행
• 리사이클디자인상품의 원활한 상품공급 및 일자리 창출의 증대를 위한 사하구청의 마을기업
(감천문화마을)과의 상호협력 협약 추진 중
• 2014. 11. 14. 감천문화마을 내 마을기업 (엄마손협동조합) 상품제작 교육실시
• 2014. 12. 15. 사하구청 상품제작 및 향후교육협의

감천문화마을 마을기업 교육

사하구청 업무협의

기업지원 사업
074

<온/오프라인 입점매장>
매장명

위치

입점시기

감천문화마을

부산 사하구

2014. 9월 입점

부산타워

부산 중구

2014. 7월 입점

영광도서

부산 진구

2014. 8월 입점

핫트랙스 (센텀시티점)

부산 해운대구

2014. 9월 입점

벡스코 우수공예품판매점

부산 해운대구

2014. 7월 입점

디트랙스

서울 용산구

2014. 9월 입점

DDP더나누기판매점

서울 중구

2014. 8월 입점

부평깡통야시장

부산 중구

2014. 11월 입점

1300K(온라인)

www.1300k.com

2014. 11월 계약완료

핫트랙스(온라인)

www.hottracks.co.kr

2014. 11월 계약완료

핫트랙스 센텀시티점

감천문화마을

DDP더나누기판매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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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 부산일보 (2014. 07. 04) - 디자인으로 일자리까지 나누는 지역의 동반자

• 2014-07-04 이자영 기자

디자인으로 일자리까지 나누는 지역의 동반자
디자인으로 환경도 살리고 일자리도 만든다!
마을·사회적기업 손잡고 시 상징 상품화 개발 사업, 디자인 활용 일자리 창출
부산디자인센터는 부산시비 지원을 받아 리사이클 디자인상품 개발사업을 벌이고 있다. 봉제제품과 의류제품
의 제조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량양말이나 자투리천을 이용해 부산을 상징할 수 있는 다양한 디자인상품을 탄생
시키고 있는 것이다. 센터 측은“마을기업, 사회적기업 등과 손잡고 건전한 일자리 창출에 힘쓰고 있다”
며“마을
어르신이나 새터민 여성 등 유휴인력 활용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
고 밝혔다. 센터는 주로 부산을 상징하는 고등
어, 갈매기 등을 주제로 해 휴대전화 캡, 연필꽂이 같은 생활용품 35종을 생산해 판매 중이다.
동남권의 대표 양말업체인‘합성양말’홍재형 대표는“버리기 아까운 자투리천이 부산을 상징하는 새 상품으로
탄생한다니 기쁘다. 앞으로 이 사업에 적극 협조할 것”
이라고 말했다. 업계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100켤레에 1
쪽 정도의 불량양말이나 자투리천이 발생한다. 공장에서는 불량양말을 재가공하여 판매하기도 하지만 수정이
불가능한 양말은 폐기한다. 색상이 같지 않거나 계절이 바뀌는 등의 이유로 판매가 힘든 재고 원사도 보통 몇 년
이 지나면 소각한다. 다행히 ㈜와일드캣, 칸코퍼레이션, 경민어패럴 등 부산지역의 다른 섬유·패션업체도 리사
이클 재료 공급과 관련한 지속적 기부 의사를 밝히고 있는 상황이다. 센터는 기부 받은 불량양말, 폐기원사와 원
단을 선별해 적합한 상품으로 기획하고 마을기업 등과 함께 고등어 연필꽂이, 어린이 체험키트 같은 디자인용품
으로 만들어 내고 있다. 현재까지 개발한 제품은 인형, 교육용 체험키트, 가죽제품 등이다. 인형의 경우 부산시
를 상징하는 고등어, 갈매기, 동백꽃의 이미지를 중심으로 생산 중이다. 리사이클 상품 제작 과정은 유휴인력의
일자리 창출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해운대구 반여3동에 있는 마을기업‘반들샘’
은 구청에서 3년간 지급되던 지원금이 종료되면서 자립방안을 모
색하다 이 사업에 동참하게 된 경우다.‘반들샘’
의 김은경 총무는“주거지에서 아이들을 돌보면서 마음 편하게
일할 수 있어 좋고, 부산을 대표하는 상품을 만든다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어 더 좋다”
고 말했다.‘반들샘’
은최
근 제품 생산과정에서 배운 봉제기술을 활용해‘제16회 부산관광기념품 공모전’
에도 출품하는 등 추가사업 발
굴을 위한 다양한 도전을 하고 있다.
온천동에 있는‘에코문화센터’
의 경우 취미로 에코상품 만들기를 하던 동네 어르신과 새터민 여성들이 디자인
상품 생산에까지 참여하게 되면서 활기를 띠고 있다.
부산디자인센터 홍군선 원장은“환경을 오염시키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생산된 각종 가공품을 새롭게 사
용하는 일도 중요하다”
며“디자인을 활용해 새로운 상품을 만들고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일에 계속해서 앞장서
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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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섬유패션산업 R&D 지원사업

사업기간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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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섬유패
션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입
니다.

개 과제 지원

지원 대상은 부산지역 소재기업으로 진행 중인 섬유패션 관련
기업 가운데 1년 미만 단기간 내에 개발 가능한 현장애로 기술
과제 2개를 선정, 디자인 기술개발비와 디자인 개발에 관한 자
문을 지원했습니다. 특히 섬유패션 R&D 경영자과정 운영을
통해 신규과제 발굴을 지원하고, 섬유패션 산업 R&D 과제계
획을 견인했습니다.
그 결과 어린이를 위한 패턴 환자복 개발과 고신축성 인조모피
원단 및 완제품을 개발했으며, 앞으로 디자인, 상표, GD출원,
실용신안 출원을 하는 등 상품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
입니다.
향후에는 스타일, 기능성, 경제성을 고려한 제품을 출시하여
지원사업의 롤 모델이 되도록 지속적인 개발과 투자 지원할 것
이며, (재)부산디자인센터는 다양한 지원과 관리 감독을 통해
지원 효과를 보다 높여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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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추진일정
2014. 5. 사업계획 수립
위‧수탁 협약체결(부산시 & 부산디자인센터)
사업 공고 및 선정평가
7. 주관기업 선정 및 협약체결 ※ 사전점검 실시
9. 중간점검 및 중간평가위원회 개최
11. 최종점검 실시
12. 최종평가 및 결과보고, 기획 프로그램 운영성과 보고

지원결과
• 지원 결과 : 2개 과제
• 개발 기간 : 2014. 7. ∼ 12.

과 제 명

과제내용

주관기업

- 총사업비 : 91,790천원 (현금 50,000천원, 현물 41,790천원)
- 시 출연금 : 40,000천원
- 민간부담금 : 51,790천원 (현금 10,000천원, 현물 41,790천원)
어린이를 위한
패턴 환자복 개발

고신축성
인조모피 원단 및
완제품 개발

- 부산 상징 디자인 컨셉 2종 및 캐릭터 디자인 패턴 2종
- 부산지역 컨셉 2종 4점 및 캐릭터 컨셉 2종 4점
- 캐릭터 패턴디자인 및 환자복 제작방안의 시방서 1부
- 상표 및 디자인 등록, 실용신안 출원 7건
- 총사업비 71,475천원 (현금 51,600천원, 현물 19,875천원)
- 시 출연금 40,000천원
- 민간부담금 : 31,474천원 (현금 11,600천원, 현물 19,875천원)
- 고신축성 인조모피 원단 10종 개발
- 의류 및 액세서리 12종 개발 등

(주)디자인엑스투

㈜동림벨텍스

기업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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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어린이를 위한 패턴 환자복 개발

01. 과제 개발 목표
• 어린이환자와 보호자의 편리성은 물론 신체적·심리적 편안함을 주는 어린이용 환자복 개발
- 심미적 부산 상징의 디자인과 어린이 캐릭터 패턴 적용
- 기존 어린이 환자복의 기능성 보완
- 위생성 및 친환경 100% 면소재 사용

02. 개발내용(정량적 목표)
평가항목

단위

전체항목에서 차지하는 비중

주요성능 (SPEC)

1. 패턴 디자인

종

50%

2. 디자인 샘플

종

10%

3. 매뉴얼(시방서)

부

10%

4. 디자인 출원

건

10%

- 패턴 디자인 2종

3건

5. 상표 출원

건

10%

- 부산시 인증 엠블렘

2건

6. 실용신안 출원

건

10%

- 부산상징 컨셉 2종
- 캐릭터 컨셉 2종
- 부산상징 2종 (남/여)
- 캐릭터 2종 (남/여)
- 패턴디자인 및
환자복 제작방안

-

03. 개발방향(디자인 방향)
• 타켓 : 병원을 기피하여 심리적 안정감을 필요로 하는 어린이층 (3~10세)
• 키워드 : 동백꽃, 갈매기, 부비 등의 캐릭터와 광안대교, 부산타워, 해운대 등
• 패턴 : 부산(지역성 상징) 디자인 기본 컨셉 어린이 선호의 캐릭터 개발
생활의 활력을 주는 컬러 적용
• 기능 : 쉬운 탈의 및 진료 시 용이함, 경쟁성있는 제작 비용

개발목표치

4종

8종

1부

2건

부산섬유패션산업 R&D 지원사업
079

04 특징
• 패턴 & 캐릭터 : 부산을 상징하는 기본 컨셉으로 어린이들이 좋아할 수 있는 캐릭터와 패턴을
개발해 환자복에 적용
• 컬러 : 부산의 이미지색을 고려하여 남·여아 서로 다른 컬러를 적용
• 기능 : 어깨가 열리는 형태로, 링거를 맞거나 착용할 때도 보호자와 환자도 쉽게 입고 벗을 수
있으면서도 신체노출을 줄이고, 움직임을 자유롭게 함
- 여밈방식 : 기존 특수복(물리치료복, 수술복 외)에 많이 사용되는 방식 중 비용과 착용감,
경제성을 고려하여 선택하고자 함

05. 성과 및 향후 계획
2015년 : 예상 매출액 1억원
- 어린이용 환자복 패턴 개발 완료
- 기존 병원 유통망 시작

06. 최종디자인

2016년 : 예상 매출액 3억원
- 어린이용 패턴 개발 / 보완
- 병원 유통 활성화
- 2차 환자복 개발(고령환자복)

2017년 : 예상 매출액 5억원
- 부산시 지역특화 사업 추진
- 3차 환자복 개발(중증환자복용)

기업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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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고신축성 인조모피 원단 및 완제품 개발

01. 과제개발목표 - 가로탄성사 원단의 신규 개발
•STRETCH FUR 컨셉의 완제품 원단 개발 및 시제품화 통한 완제품 매출 증대
•사업매출 목표 : 2014년 Market Test 차원의 매출. 약 6천 야드, 완제품 5천 매 판매 예정
•2015년은 홈쇼핑 매출 극대화 통해 2014년 대비 약 30% 성장한 1만 야드 매출을 목표로 함.
(금액적으로는 20만 불 예상)

02. 개발내용(정량적 목표)
평가항목
(주요성능 Spec)

1.보온성
(KSK0466)

2.신축성
(KSK0815)

3.축율 안정화
(자체공정에서 Test)

단위

전체항목에서
차지하는 비중

연구개발전 국내수준

%

30

기존 검사자료 미확보

30% 향상 목표

%

30

기존 정상원단 기준 3%

50% 향상 목표

%

40

기존 샤페이의 경우 + / - 20%
범위에서 오차 발생

상하 편차 5% 이내
목표

(성능수준)

개발목표치

03. 개발방향

R&D 방향성

- 경편직 원단의 뒷면 지사 부분에 가로 방향으로 탄성사 삽입하여 원단 전체적으로 신축성을 꾀함
- 중량별/원사특성별로 다양한 조건으로 원단 개발 테스트하여 신축성을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최적의 제품 SPEC을 찾고자 함

개발원단 품목

- 친칠라 퀄리티 : 3종, 동일한 Spec(모장 25mm)의 원사를 여러 가지 밀도로 제직하여
최적 탄성 연구
- 밍크 퀄리티 : 5종, 단차가 있는 모장(20/25mm)을 통해 밍크 퀄리티 구현
- 기타 퀄리티 : 2종, Spec의 변경 또는, 원단 표면 나염 프린팅 변화 등을 통해 다양한 느낌의
원단 추가 개발

제직

염색 / 가공 방법

제품화 테스트

- 경편(더블랏셀)
- 지사/정경(beam 21", 12개 준비)
- 모사(Creeling) / 편직(5bar)
- 선가공 (컷팅) -> 포염 -> 건조 -> 열셋팅 -> 해모 (2회) -> 포리셔 (3회) -> 쉐어링 -> 롤링
- 열셋팅 : 수지무처리 통한 drape 개선
- 롤링 : 적정 장력 통한 탄성 유지에 초점
- 의류 : 코트 1종, 티 2종, 숄 2종
- 패션악세사리 : 넥워머 3종, 헤어밴드 3종, 레그워머 1종
- 홈데코 : 요척이 지나치게 높을 것으로 예상되어 홈데코는 선택적 진행

부산섬유패션산업 R&D 지원사업
081

04. 성과 및 향후계획
• 고용창출 : 인재 채용 (정규직 3명, 계약직 2명)
• 판로개척 : 현대 홈쇼핑
홈플러스 전국 53개점 입점
신세계백화점 (분당, 인천, 센텀, 마산)

05. 최종결과물

현대 홈쇼핑

• 2015-01-12 / 박정민 기자

기술개발 덧댄 부산 섬유패션기업, 판로 두터워졌다
동림벨텍스 - 유럽 등 납품 연간 270억 매출, 고신축성 원단 목도리·토시생산, 홈쇼핑서 대박·홈플러스 입점
디자인엑스투 - 대우유니폼과 컨소시엄 구성, 어린이용 환자복 실용 출원, 2017년 매출 5억 달성 목표
부산지역 섬유패션기업들이 기술개발을 통해 시장개척에 앞장서고 있다.
동래구 명륜동 (주)동림벨텍스는 40년 전통의 인조모피 전문 향토기업이다. … (중략) … 동림벨텍스는 개발
한 상품으로 현대홈쇼핑과 홈플러스 53개점, 신세계백화점 4곳에 입점해 1년도 안 돼 약 30억 원의 매출을
달성했다. 특히 현대홈쇼핑에서는 상품 8000개를 팔아치우는 '대박'을 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정규직 사
원 3명과 계약직 사원 2명을 채용해 일자리 창출에 적극 나섰다.
디자인엑스투의 어린이용 환자복.
부산의 디자인 전문기업 (주)디자인엑스투는 환자복·위생복 생산 기업인 대우유니폼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어린이가 좋아하는 무늬를 적용한 어린이용 환자복을 개발했다. … (중략) …
동림벨텍스와 디자인엑스투는 부산시·부산디자인센터로부터 기술개발자금을 지원받아 이 같은 성과를 냈
다. 시와 디자인센터는 1년 미만의 단기간에 확보 가능한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기업을 선정해 지난해 7월
총 1억 원을 지원했다.

기업지원 사업
082

광역권 디자인 지원사업

사업기간

2014. 3. ~ 12.

중소기업의 디자인 애로사항을 해결하여 지역 경제의 원동
력인 중소기업의 디자인 혁신을 이뤄나가는 사업입니다.

사업비

427,700

천원 (국비, 산업통상자원부)

사업내용

중소기업(산업단지 포함) 디자인+기술 통합

광역권디자인지원사업의 목적은 기업의 이미지와 매출을 높
이는 디자인의 효과를 부각, 디자인에 대한 인식을 경영에 확
산시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컨설팅 지원, 고용창출, 만족도 조사, 중소기업
DB구축, 디자인+기술 통합 컨설팅 행사 개최

지원대상은 디자인 진단이 필요한 동남권 지역 중소기업으
로, 디자인 애로사항을 접수받아 디자인 지원단과 수행기업
이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CI나 BI, 제품디자인, 패키지, 홍보
물 등 개선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 디자인+기술 통합 컨설팅
을 실시했습니다.
또한, 보다 많은 중소기업의 디자인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경남·녹산·감천 지원단 사무소 운영 및 디자인+기
술 통합 컨설팅 행사를 개최하여 기업현장 진단 및 애로기술
에 대한 극복방안 및 디자인 활용·개발의 필요성을 확산시
켜 기업과 해당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 하였습니다.
이는 중소기업 94여 곳의 일반컨설팅자원을
비롯해 디자인 수행기업을 추가로 모집해
40개 심화컨설팅을 추가로 진행, 총 134개
중소기업에게 컨설팅을 지원한 성과를 낳은
것이며, 디자인을 매개로 중소기업과 디자
인 전문회사를 쌍방향으로 지원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효과를 거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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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추진일정
2014. 3. 디자인 지원단 및 디자인+기술자문단 운영
5. 한국 디자인 진흥원과 사업협약체결
6. 녹산 디자인 지원단 개소(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내 입주)
디자인심화컨설팅 수행기업 선정 및 운영
7. 디자인+기술 통합 컨설팅 간담회 개최
감천 디자인 지원단 운영(수산가공선진화단지 내 입주)
9. 디자인+기술 통합사례 발표회 개최
2014. 12. 심화 컨설팅 수행기업 평가 (자체)
2015. 1. 최종 결과보고 및 사후관리

산업체 근접형 디자인지원단 운영
구분

해당지역

인원

근무위치

부산 지원단

· 센텀시티 산업단지
· 정관 산업단지
· 울산국가산업단지

1명

부산디자인센터

경남 지원단

· 마산자유무역지역
· 창원국가산업단지
· 유하일반산업단지
· 진주정촌산업단지
· 진주바이오전문단지
· 상평공업단지

4명

(사)마산자유무역지역
기업협회

녹산 지원단

· 명지녹산국가산업단지
· 진해국가산업단지
· 미음지구 산업단지
· 모라도시첨단산업단지

2명

· 감천항 수산물 수출 가공 선진화 단지
· 신평․장림 산업단

2명

감천 지원단

부산경제진흥원
녹산출장소

감천수출수산물
포장센터

주요업무
· 사업운영 및 관리
· 수요조사 및 교육
· 디자인 애로 진단 및 분석

· 디자인 애로 진단 및 분석
· 디자인 수요 발굴

기업지원 사업
084

의뢰기관 | 기업

(주)엠텍스

컨설팅 신청분야

신규 브랜드 BI 컨설팅

컨설팅 기간

2013. 12. 24. - 2014. 1. 4.

주관기업

아이큐브

01 애로사항
• (주)엠텍스의 다목적 접착테이프 브랜드‘Roll N Fix’의 새로운 브랜드 런칭 전 브랜드 BI가 필요한
상황임
• 브랜드 디자인과 관련된 자체적인 전문성 부족 및 방향설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02. 개선과제 및 해결방안
• (주)엠텍스의 브랜드 디자인 개발에 대한 현황진단 및 조사·분석 실시
• 관련시장의 트렌드 및 소비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주)엠텍스의 주 생산품인 다목적 접착 테이프
제품의 아이덴티티 확립
• 기업이미지와 제품의 특징을 반영한 디자인 개발방향을 설정

03. CASE STUDY
• (주)엠텍스의 브랜드 <Roll N Fix>의 디자인은 기업과 브랜드의 이미지를 반영한 컬러와 형태 및
서체를 고려하여 개발되어야 함
• 강력하면서 미래비전적인 이미지와 생활용품으로 주로 쓰이는 제품의 특성을 고려한 시각적
포인트 컬러를 활용하고 단순하면서도 강렬한 이미지를 표현할 수 있도록 함

최종성과

광역권 디자인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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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엔비

컨설팅 신청분야

제품 포장디자인 컨설팅

컨설팅 기간

2013. 12. 10 - 2014. 1. 5

주관기업

아이큐브

01 애로사항
• 기업을 상징하는 뚜렷한 디자인 요소가 부재하며 인지도를 잘 심어주지 못하고 있음
• 각 제품마다 통일성이 부족하고 브랜드에 대한 정체성이 모호하여 새로운 포장디자인과
브랜드별 구분을 할 수 있는 시리즈 개념의 패밀리 룩의 개발이 필요함

02. 개선과제 및 해결방안
• (주)유엔비의 포장 디자인 개발에 대한 현황진단 및 조사·분석 실시
• 동종 제품군의 디자인 사례 제시 및 분석을 통한 포장디자인 방향 설정
• 소비자 및 임직원을 대상으로 인터뷰 및 리서치 분석을 통하여 리뉴얼 시 반영해야 할
요소도출에 반영함

03. CASE STUDY
• 소비자의 눈에 띄는 포장 디자인이 필요한 신규 브랜드의 특성을 고려하여 화이트 컬러에 시선을
끌 수 있는 컬러를 배색으로 활용하였음
• 심플하고 고급스러운 디자인 트렌드를 반영하여 그래픽적 요소를 배제하고 투톤 컬러를 통해
시선을 끌 수 있도록 디자인하였음

최종성과

개발 전

개발 후

기업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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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를 여는 사람들

컨설팅 신청분야

밀랍초 포장디자인 개발 컨설팅

컨설팅 기간

2013. 12. 27 - 2014. 1. 27

주관기업

CMC

01 애로사항
• 선물세트 같은 고급화된 포장이 부재하여 선물을 하기에는 부적절한 디자인으로 개선이 필요함
• 제품군에 따른 포장디자인이 각기 달라 브랜드 아이덴티티의 확립이 미흡함
• 색이나 재질, 서체 등의 그래픽 요소 체계화가 필요함

02. 개선과제 및 해결방안
• 자사 포장 디자인 분석을 통한 문제점 파악
• 국내 동종 업체 포장디자인 사례조사 및 분석을 통한 디자인 개선방향 설정
• 포장디자인 개발을 위한 트렌드 조사 및 분석

03. 디자인 개발 방향
• 제품의 특성과 연관된 벌집 모양을 모티브로하는 패턴을 개발하여 아이덴티티 구축
• 산둘레 꿀을 공통적으로 적용함으로써 동일한 아이덴티티 적용
• 공동으로 쓸 수 있는 지기구조를 개발하여 다양한 크기의 제품을 하나의 박스로 사용할 수 있게 개발

최종성과

개발 전

개발 후

광역권 디자인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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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식품

컨설팅 신청분야

재래메주 포장디자인 개발 컨설팅

컨설팅 기간

2013.12.27 - 2014.1.27

주관기업

CMC

01 애로사항
• 브랜드 아이덴티티 확립을 위한 포장디자인 개선방향 설정에 대한 디자인 컨설팅
• 현 주력 상품인 재래메주는 10년 넘게 사용하여 트렌드와 맞지 않음
• 오랜 기간 동안 포장디자인을 사용하여 잘못된 정보표기와 새로운 제품내용 개선이 필요

02. 개선과제 및 해결방안
• 브랜드 아이덴티티가 정립된 포장디자인 사례 분석 및 방향제시를 통한 디자인 개선으로
기업이미지를 제고시킴
• 자사 포장 디자인 분석을 통한 문제점 파악

03. 디자인 개발 방향
• 패키지에 숨구멍을 뚫어 제품의 신선도를 유지하게 하는 지기 구조
• 메주 담그는 방법을 표기하여 소비자에게 정보를 제공함
• 재래메주 1개용 포장디자인을 개발하여 초보자도 쉽게 시도할 수 있게 함

최종성과

개발 전

개발 후

기업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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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농원

컨설팅 신청분야

예전농원 된장 포장디자인 컨설팅

컨설팅 기간

2014. 7. 15 - 2014. 10. 16

주관기업

내일디자인연구소

01 애로사항
• 우수한 품질을 인정받은 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나 포장디자인의 낙후
• 다양한 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나 전략과 일관성 없는 개발로 브랜드 이미지 훼손
• 기존 된장 포장디자인의 선물용 포장디자인 방향 설정 필요
• 디자인 전문 인력의 부재로 포장디자인 방향 설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02. 개선과제 및 해결방안
• 자사 패키지 디자인 현황 분석을 통한 문제점 파악
• 국내·외 동종기업 패키지 디자인 사례 제시 및 분석
• 패키지 우수사례를 통한 디자인 방향의 중점사항 제시

03. 디자인 개발 방향
• 기와지붕을 얹은 장독대의 이미지로 전통을 재해석 하고 제품을 은유하여 흥미 유발
•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브라운 컬러가 아닌 옐로우 컬러를 주조색으로 적용하여 차별화
• 배경에 톤다운 된 전통문양을 패턴으로 적용하여 전통의 이미지 강화
• 적절한 캘리그래피 적용으로 가독성을 확보하고 소비자 인지 향상

최종성과

개발 전

개발 후

광역권 디자인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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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이

컨설팅 신청분야

이제이 허브 BI 개발 컨설팅

컨설팅 기간

2014. 7. 15 - 2014. 10. 16

주관기업

내일디자인연구소

01 애로사항
• BI를 보유하고 있으나 제품 개발 당시 개발되어 매뉴얼을 보유하고 있지 않음
• 신제품 개발 계획에 따른 새로운 이미지의 브랜드 필요
• BI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지속적인 미팅과 교육 연계 필요
• 디자이너 부재로 인한 디자인 역량 약화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

02. 개선과제 및 해결방안
• 자사 분석 및 동종업계의 디자인 트렌드 정보 제공
• 경쟁기업 및 타업계의 BI 디자인 정보 제공
• BI 전략 방향 제시 및 시안 제시

03. 디자인 개발 방향
• 그린을 주로 사용하여 자연 유래와 한방을 표현하고 생동감 넘치는 브랜드를 표방
• 피부 트러블을 표현하는 오렌지 컬러의 하트에 자연을 표현하는 그린컬러의 자연 유래 성분들이 면역
작용하는 것을 이미지화하여 브랜드 컨셉의 표현
• 용기의 컬러는 시장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화이트를 주조로 깨끗한 이미지 반영
• 일반적인 스킨 용기가 아닌 스프레이나 펌프 타입의 제품으로 고급이미지 부각

최종성과

개발 전

개발 후

기업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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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러츠

컨설팅 신청분야

포터블 스마트 스킨 헬스케어 제품디자인 컨설팅

컨설팅 기간

2014. 5. 15 - 2014. 10. 6

주관기업

아이온

01 애로사항
• 현재 시중에는 온습도 및 피부 수분 함유량을 동시에 측정 가능한 기기가 전무한 실정이며 유사
제품인 기존 온습도계는 전면부 액정 등을 통해 온습도를 표시하여 휴대성이 저하됨
• 휴대성을 극대화 시켜 기술적 개발 및 디바이스 개발은 완료 단계에 있으나 상품화하기 위한
제품디자인 전문 인력 부족으로 인한 디자인 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02. 개선과제 및 해결방안
• 현재 제품디자인 분석을 통한 문제점과 관련 제품 조사를 통해 디자인 개선안 및 개발 방향제시
• 국내·외 유사제품 사례조사 및 분석을 통한 디자인 방향 제시

03. 디자인 개발 방향
• 관련업계의 유사한 디자인 동향에서 탈피하여 곡선과 직선의 부분적 활용으로 차별성을 확보하여
사용자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형태 및 색체를 적용
• 제품의 청결성 유지를 위한 캡 부여와 휴대성의 편의를 위한 분리형 클립 부여

최종성과

개발 전

개발 후

광역권 디자인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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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터빈(주)

컨설팅 신청분야

친환경보트 제품디자인 컨설팅

컨설팅 기간

2014. 4. 5 - 2014. 10. 29

주관기업

아트핸즈

01 애로사항
• 전략화된 홍보의 부재로 인한 인지도 미흡
• 현재 소규모 운영으로 제작, 생산, 디자인에 어려움 겪음
• 특수성을 갖춘 제품인 만큼 적합한 디자인 필요

02. 개선과제 및 해결방안
• 100% 친환경 보트 컨셉에 부합하는 다양한 디자인 방향 제시
• 태양열에너지(Solar cell)를 이용한 개발제품의 특수성 증대를 위한 디자인 전략 제시
• 유사사례 분석 및 우수사례 분석을 통한 디자인 방향 제시

03. 디자인 개발 방향
• Key word
- 형태 : Aesthetic, Balance, Different
- 친환경 : Eco, Green, Energy
- 형태 : Trend, Harmony, Unique
• 100% 친환경에너지 Solar cell을 탑재함으로써 유지․보수에 탁월하며 가격경쟁력 우수

최종성과

개발 전

개발 후

기업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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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엔지니어링

컨설팅 신청분야

에코필링 BI디자인 컨설팅

컨설팅 기간

2014. 4. 5 - 2014. 10. 29

주관기업

아트핸즈

01 애로사항
• 회사 디자이너의 부재로 자체적으로 진행하다 보니 낮은 퀄리티 및 애로 사항을 가지고 있음
• 시장 확장 및 브랜드 인지도를 위한 BI 디자인 개선이 필요

02. 개선과제 및 해결방안
• 디자인 컨설팅을 통한 (주) 한창엔지니어링의 BI 구축과 브랜드 이미지를 향상
• 목표수준 : 기존 BI 분석 및 문제점 인식, 환경 분석 및 동종업체 분석을 바탕으로 한
디자인 컨설팅 방향 제시

03. 디자인 개발 방향
• 잎사귀 형태를 모티브로 친환경적인 기업의 이미지를 반영
• 기존의 BI 컬러를 그대로 유지하되 그라데이션 효과를 주어 변화를 줌
• 형태의 면적을 넓게 주어 제품에 적용시켰을 시 컬러의 이미지 극대화 시킴

최종성과

개발 전

개발 후

광역권 디자인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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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로컬푸드협동조합

컨설팅 신청분야

자연다믐 BI디자인 컨설팅

컨설팅 기간

2014. 4. 27 - 2014. 5. 25

주관기업

예감

01 애로사항
• 신뢰와 소통, 친근함의 이미지를 보다 확실하게 포지셔닝 할 수 있도록 자연다믐의 BI가 필요함
• 건강한 삶과 환경 보존을 동시에 추구하고 실천하려는 소비자들의 라이프 스타일인
• LOHAS를 강조한 친환경적이고 건강함을 강조한 컨셉의 브랜드 개발이 필요함

02. 개선과제 및 해결방안
• 자사 분석 및 동종업계의 디자인 트렌드 정보 제공
• 경쟁기업 및 타 업계의 BI 디자인 정보 제공 및 분석
• BI 전략 방향 제시 및 시안 제시

03. 디자인 개발 방향
• 오랫동안 느리게 숙성하고 시간과 맛을 들여 더욱 풍성한 먹거리를 담아내는 장독의 속성을 연결하여
• 자연다믐 안에 풍성하게 존재하는 푸드(원료)와 제품의 신뢰, 안전을 강조한 심벌마크
• 자연다믐 장독 안에 신선함이 살아 숨쉬는 듯한 맛있는 냄새를 시각적으로 표현하고 새싹 도장이
먹거리에 대한 안전을 증명해 더욱 신뢰를 주는 디자인

최종성과

기업지원 사업
094

의뢰기관 | 기업

누비엔

컨설팅 신청분야

친환경 수제비누 BI 디자인 컨설팅

컨설팅 기간

2013. 12. 27 - 2014. 1. 27

주관기업

예감

01 애로사항
• 친환경 유기농 발효 수제 비누 전문점 누비엔은 친환경 브랜드로 인식되고 있지만 소비자들에게
• 어필할 수 있는 누비엔만의 브랜드 이미지가 필요함
• 디자이너 부재로 인한 디자인 역량 약화,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

02. 개선과제 및 해결방안
• 자사 분석 및 동종업계의 디자인 트렌드 정보 제공
• 경쟁기업 및 타 업계의 BI 디자인 정보 제공 및 분석
• BI 전략 방향 제시 및 시안 제시

03. 디자인 개발 방향
• 누비엔은 한국적인 색과 현대적 감각의 형태로 하모니를 이룬 브랜드로 각 요소들 간의 다양한
컬러는 조각보를 모티브로 한국적인 색감을 적용하였고“손 수”한자 도장은 모던한 로고타입에
한국적 감각을 더해주는 역할을 함
• 노랑은 효소를, 주황은 발효점(시간)을, 풀색은 자연을, 갈색은 발효된 제품의 완성도를
보라색은 미적 아름다움을, 그리고 하늘색은 수제를 나타내 조화를 이룸

최종성과

광역권 디자인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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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지

컨설팅 신청분야

웰빙 의료기기 오행자금 제품디자인 / BI 컨설팅

컨설팅 기간

2013. 12. 28 - 2014. 3. 27

주관기업

리디자인

01 애로사항
• 좋은 위치에 장착되어야 효과가 좋은 오행자금을 발과 팔, 종아리 등에 고정방법 연구 필요
• 자석을 넣었다 뺄 수 있는 구조가 되어야 하며 다양한 사이즈를 만족시킬 수 있는 구조와 디자인 필요
• 패드 구조와 디자인과 함께 BI 개발 필요
• 기업의 아이덴티티를 이어가는 제품디자인과 BI 디자인이 필요

02. 개선과제 및 해결방안
• 국내외의 시장현황과 환경을 분석하고, 시장의 동향 분석, 소비자 분석과 함께 주위환경 분석
• 타사 제품현황과 동종업계 디자인과 사례를 분석
• 유사제품현황과 함께 제품현황을 분석하고 전체적으로 디자인 유형을 분석
• 우수디자인 사례 분석 / SWOT 전략을 구성 / BI 디자인 개발방향 제시 / 제품디자인 개발방향 제시

03. 디자인 개발 방향
• 한방 느낌을 강조하여 붓글씨 느낌의 캘리그라피 느낌의‘기’
자를 상징적으로 보이게 하여 가독성을
확보하고 소비자인지 향상
• 팔, 다리 고정 패드 제품 디자인은 직선 형태 끝으로 라운드를 준 형태 디자인으로 위아래로 곡선이
안쪽으로 처리되어 활동에 편한 형태

최종성과

개발 전

개발 후

기업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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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텍엔지니어링(주)

컨설팅 신청분야

로텍엔지니어링(주) CI 컨설팅

컨설팅 기간

2014. 1. 3 - 2014. 1. 24

주관기업

디자인스탠다드

01 애로사항
• 현 로텍의 워드마크는‘플랜트 건설’및‘금속기계’업종에 부합하는‘Modern Position'에 위치하고
있으나‘Arial Font'를 재해석 없이 타이핑한 디자인이므로 로텍만의 고유한 워드마크 개선이 필요함
• 그 외 구체적인 C.I개발 사업을 통한 CI 기본시스템 및 응용시스템의 통합적 구축이 필요함

02. 개선과제 및 해결방안
• CI 개발 방향 설정을 통한 기업이미지 확립과 기업 정체성을 제고함
• 기업 아이덴티티 통합으로 시장 확대와 홍보 효과 및 제품 가치를 상승시킴
• 국내·외 동종업계 CI 사례 및 기업이미지 통합 우수사례를 통한 제작방향 제시

03. 디자인 개발 방향
• 기존의 강한 원색의 보색조합으로 워드마크와 로고타입 조합 시 부조화를 개선하여 메인칼라인 Red
를 승계하여 C.I 수용성을 확보하고 보조 색상인 블루는 메인칼라와 조화로운 색상으로 개선하였음
• 로텍만의 고유한 타입페이스 조형으로 로고타입 개선

최종성과

개발 전

개발 후

광역권 디자인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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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이오코리아

컨설팅 신청분야

셀프미 CI 컨설

컨설팅 기간

2014. 1. 3 - 2014. 1. 23

주관기업

프로인커뮤니케이션

01 애로사항
• 제품군에 따라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적용하고 그에 맞는 패키지 디자인을 사용하고 있지만 체계화된
매뉴얼이 없어 형태와 위치가 제각각임
• 대표적인 브랜드 닥터힐럭스 안에서도 모두 다섯 가지의 소분류 라인으로 나누어져 있으나
구분이 어려움
• 많은 제품군으로 인해 통합적인 아이덴티티의 부재

02. 개선과제 및 해결방안
• CI 개발 방향 설정을 통한 기업이미지 확립과 기업 정체성을 제고함
• 기업 아이덴티티 통합으로 시장 확대와 홍보 효과 및 제품 가치를 상승시킴
• 국내·외 동종업계 CI 사례 및 기업이미지 통합 우수사례를 통한 제작방향 제시

03. 디자인 개발 방향
• 균형감이 떨어져 가독성이 낮은 BI에 균형감 있는 형태로 변경
• 블랙과 적색의 컬러를 단도의 그레이 컬러로 변경
• 메디컬 스킨케어의 이미지에 맞게 신뢰감 있는 BI로 변경
• 패키지디자인은 동종업종 패키지디자인과 차별성을 두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 고기능성 화장품에 부합하는 브랜드를 강조한 모던한 타입의 패키지 개발을 필요로 함

최종성과

개발 전

개발 후

기업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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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신산업(주)

컨설팅 신청분야

코딘 신규 CI 컨설팅

컨설팅 기간

2014. 1. 3 - 2014. 1. 23

주관기업

부산디자인센터

01 애로사항
• 오랜 사업기간과 달리 CI 개발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소비자에게 기업을 인식시키기 어려움
• 섬유 제품 제조 업체에서 자사만의 제품을 개발하여 유통, 판매를 목표로 하고 있어 자사만의 특징을
나타낼 수 있는 CI 개발이 시급함
• CI 개발을 통하여 기업의 아이덴티티 확립 및 제품과 기업의 이미지 통합 필요

02. 개선과제 및 해결방안
• 기업 목표 : 신규 CI 개발을 통한 다양한 홍보수단 마련으로 국내시장 사업 확대 및 기업 인지도 상승
• 컨설팅 목표 : 신규 CI 디자인 컨설팅을 통한 일관성 있는 기업이미지를 확립해 홍보·마케팅에 활용
• 수행범위 : 일반현황 및 컨설팅 개요, 디자인 분석 디자인 사례 분석, 디자인 방향 제시, 사후관리 및
기대효과

03. 디자인 개발 방향
• Corduroy의 의미가 함축된 Co의 알파벳‘O’
에 골이 지게 짜도록 만든 Corduroy의 속성과 실이
교차하며 짜여지는 직물의 특징을 단순화하여 제품의 속성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적용함
• Bold한 서체는 단단하고 우수한 제품으로 고객과 신뢰를 쌓아가는 탄탄한 기업을 나타냄
• Orange Color가 가지는 이미지를 통해 따뜻하고 부드러운 Corduroy 재질의 특징을 나타내었으며
‘함께하다’
라는 의미를 가진 알파벳‘Co’
에 point color를 주어 고객이 만족하는 제품으로 함께
성장하는 영신산업(주)을 의미함

최종성과

광역권 디자인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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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송F&G

컨설팅 신청분야

생선 포장디자인에 대한 시각디자인 컨설팅

컨설팅 기간

2014. ８. 2７ - 2014. ９. 2７

주관기업

내일디자인연구소

01 애로사항
• 기존 포장디자인이 노후되어 포장디자인의 개선 방향 설정 필요
• CI, BI를 활용하고 있으나 매뉴얼에 근거하여 적용하지 않음
• 기본적인 시장에 대한 조사 및 분석을 하고 있으나 디자인 전문인력의 부재로 전략적 접근이 어려움
• 시장조사 및 트랜드 분석 필요

02. 개선과제 및 해결방안
• 일반현황 및 자사 디자인 분석
• 경쟁사 분석, 동종업계 동향 분석
• 국내외 시장분석, 디자인 방향제시 / 해송 F&G 생선 필렛 포장디자인 제시

03. 디자인 개발 방향
• 포장지 전면은 바다와 파도의 이미지를 강조하며 다양한 수산물을 패턴으로 활용하여
내용물의 표현과 투명창을 통해 신선도 확인이 가능하도록 배려
• 배면은 슬로건을 동적인 이미지로 표현하여 소비자에게 각인효과와 흥미 유발
• 각 어종별 스티커는 포장재와 통일성 있는 패턴을 활용하고 인지가 용이하도록 일관성 있는 레이아웃
안에서 별도의 컬러를 사용하며 가시성이 높은 서체를 사용

최종성과

개발 전

개발 후

기업지원 사업
100

봉제소공인특화지원센터 설치운영

사업기간

2014. 5. ~ 12.
사업비

414,000

지원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집적지 봉제 소공인에 대해
적극적인 지원활동을 펼쳐,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
입니다.

천원
(국비 314,000천원, 시비 100,000천원)

이는 2013년 4월, 소상공인진흥원이 주관하는 ‘소공인 특화

사업내용

지원센터’사업에 지역 최초 선정된 사업으로 부산의 봉제산업

봉제 소공인 경영 환경개선 및 일자리 창출 등

이 전국 2위를 자랑하지만, 지원이 전무한 현실에서, 부산시
기간산업과와 센터의 노력으로 시행하게 됐습니다.
(재)부산디자인센터가 주관기관으로, 부산시는 협력기관으로
추진됐으며, 지원대상 : 집적지(부산진구, 동구, 남구) 10인
이하의 봉제 소공인(제조업등록업체)입니다.
지원내용은 소공인 특화교육, 공동제조장비 활용지원, 작업
환경 개선, 봉제장비 임차지원, 마케팅디자인지원을 통한
판로개척 등 봉제소공인의 지원기반을 구축하는 데 노력하였
습니다.
1단계(2013~2014) 사업의 결과, 집적지 봉제 소공인 간에
네트워크와 협업화를 이끌어 집적지 봉제산업을 하나로 모아
발전의 원동력을 마련하는 결실을 얻었습니다.
2단계(2015~2017)에는 사업의 성과를 더욱 확산시켜 사업
의 활성화 및 성과창출을 목표로 집적지의 특성을 고려한
차별화 된 지원책을 전개해 봉제 소공인의 땀과 노력이 일에
대한 보람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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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추진일정
2014. 3. 1단계 2차 년도 사업계획서 제출 및 발표평가
5. 1단계 2차 년도 사업 협약
6. 진구 범천동 (집적지) 주변 봉제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사업장 구축
봉제장비 (본봉기) 등 공동이용장비 구축
9. 중간평가 및 수행과정 점검 (소상공인진흥원 → 부산디자인센터)
7. 5개 세부 지원 사업 및 자율사업 추진 (~ 11월)
12. 유관기관 합동 워크숍 (최종결과 성과보고회), 정산 및 결과보고서 제출

사업결과
1. 소공인특화교육
• 사업목적 : 기술전수 기능인력양성 및 인력공급을 통한 일자리 창출
• 추진기간 : 2014. 7. ~ 12. (6개월)
• 추진대상 : 패션봉제맞춤형 교육지원을 통한 취업과 창업을 원하는 자
• 추진내용 : 인력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내 봉제업체에 대해 맞춤형 교육을 지원하여
원활한 기능인력 공급 및 일자리 창출
• 추진성과 : 690시간, 114명 교육, 수료율 85%, 달성률 228%
• 지원효과 : 교육수료생 20명 취업, 12명 창업 연계맞춤형 교육과 현장견학으로 봉제·패션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고, 채용약정업채 채용설명회 및 컨설팅을 통한 원활한 기능인력 공급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반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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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공인역량 강화교육
• 사업목적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소공인정책지원자금 신청자격 획득의 기회를 제공
• 추진기간 : 2014. 11. 3. ~ 12. 12. (1개월)
• 추진대상 : 영세 소공인 대표, 소공인 사업체 종사 직원 및 예비 창업자
• 추진내용 : 소의식개선, 기업가정신 및 성공전력, 판로확보 방안, 세무회계, 작업시 안전사항 등
• 추진성과 : 86시간, 23명 교육 → 23명 수료, 수료율 100%
• 지원효과 : 경영역량과정을을 통해 경쟁력 강화 및 1년간 소공인정책지원자금 신청가능에 따른
사업투자기회마련

3. 공동제조 장비지원
• 사업목적 : 주관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와 수요조사를 통해 제기된 필수장비를 지원하여 기술개발,
생산성 제고, 신규창업, 신규 구매선 확보
• 추진기간 : 2014. 9. ~ 12.(4개월)
• 추진대상 : 섬유패션봉제 소공인 집적지 내 업체
• 추진내용 : 자수용 장비, 산업용 봉제기, 필수 혁신 봉제장비 임차지원을 통해 생산제품 고부가가치화 및
신규 창업 유도
• 추진성과 : 추진성과 : 468회, 16개 업체 활용
• 지원효과 : 생산성 제고를 위한 장비지원효과 (생산유발효과 161,517천원), 필수 혁신 봉제장비임차
지원을 통해 생산제품 고부가가치화 및 생산비용절감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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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작업장 환경개선 지원
• 사업목적 : 의류생산업체의 작업환경개선 지원을 통한 작업환경 불안(위험)요소 제거 및 생산성 향상
• 추진기간 : 2014. 8. ~ 12.(5개월)
• 추진대상 : 섬유패션봉제 소공인 집적지 내 업체
• 추진내용 : 작업장 내 노후시설 교체, 전기배선 및 조명시설 현대화, 개별업체 여건에 따른 작업환경
개선지원
• 추진성과 : 10개 업체 지원
• 지원효과 : 업체별 여건에 따른 환경개선 지원을 통한 업계만족도 상승
개선내용

개선 전

개선 후

작업공간확장

전기시설공사

지붕누수공사

• 2014-6-22 / 박호걸 기자

부산디자인센터 전국 소공인 행사기획전
부산디자인센터는 전국 소공인 행사기획전을 23일부터 5일간 부산시청 녹원 광장에서 개최한다고 22일 밝
혔다. 이번 행사는 소공인의 판로 확보를 위해 부산디자인센터, 성동수제화협회, 의류산업협회 등 3곳이 마
련했다. 이들 3곳 센터 소속 30여 개 업체는 직접 제조한 의류 수제화 액세서리 등을 판매한다. 부산디자인
센터는 지난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소상공인특화지원 사업기관으로 선정돼 동구 부산진구 남구
의 섬유패션봉제업체의 소공인을 지원하고 있다.
부산디자인센터 홍군선 원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소공인의 매출을 향상시키고, 결과에 따라 전국의 백화점
공공기관과 연계하는 등 판로지원을 확대해 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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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봉제장비임차지원
• 사업목적 : 집적지 내 봉제업체의 특수소재제품 생산을 위한 장비임차지원에 따른 신규 물량확보 및
생산성 제고
• 추진기간 : 2014. 7. ~ 12.(6개월)
• 추진대상 : 기존 보유장비의 노후화로 제품생산 애로 및 생산품질 개선을 원하는 업체
• 추진내용 : 봉제품질의 개선과 생산성 제고를 위한 장비임차지원
• 추진성과 : 19개 업체지원
• 지원효과 : 봉제장비 임차지원을 통한 봉제완성품의 경쟁력 강화, 봉제 신기술 도입을 통한 제품 질
향상 및 생산성 향상

6. 마케팅디자인지원
• 사업목적 : 판매를 통한 매출액 향상을 위해 집적지 내 봉제업체 또는 협업팀에 고급패턴 제작비를
지원
• 추진기간 : 2014. 8. ~ 12.(5개월)
• 추진대상 : 집적지 내 봉제소공인 의류제조업체 또는 협업팀
• 추진내용 : 의류제조업체와 디자이너의 협업화 유도, 편집샵을 통한 판로지원
• 추진성과 : 11개 업체 17회 판로지원행사지원, 매출 473,540천원 (676% 달성)
• 지원효과 : 디자이너와 봉제소공인간 협업을 통한 제품생산과 소공인특화지원센터의 판로지원을
통한 안정적인 일감 수주로 업체의 자립화 및 기업 체질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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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 2014-7-11 / 김경희 기자

소공인 맞춤지원 팔 걷은 부산디자인센터
국·시비 4억 1천만 원 투입, 봉제업체 특화사업 본격 나서 연구·개발·작업장 환경 개선
맞춤교육 통한 숙련인력 양성, 패션디자이너와 협력사업도
11일 부산디자인센터는 지난해 말 동구
범일동에 문을 연 소공인특화지원센터를
활용해 섬유패션봉제산업의 뿌리 역할을
하고 있는 소공인을 대상으로 지원 사업
에 나선다고 밝혔다.
‘소공인’
이란 봉제, 수제화, 기계·금속
가공 등 노동 집약적이고 숙련 기술을 기
반으로 한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제조업
사업체로, 현재 국내에 27만 7천여 개의
▲ 부산 동구 범일동 소공인특화지원센터에 섬유패션봉제산업 관계
자들이 모여 부산 디자인센터의 소공인 지원사업에 대해 공유

사업체와 85만 명의 종사자가 활동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280여 곳의 자연발생적인 집적지가 형성돼 있으며, 부산에는 동구 범일동, 부산진구 범천동, 남
구 문현동 등 650여 곳에 2천여 명의 종사자가 일하고 있다.
디자인센터는 우선 봉제소공인의 축적된 기술을 전수할 수 있는 특화교육을 진행한다.
숙련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봉제업체를 위해 420시간의 맞춤형 교육을 실시, 필요한 인력
을 공급하고 교육생들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려는 목적에서다.
또 판매 활성화를 통한 매출 향상을 위해 집적지 내 10여 개 봉제소공인 의류제조업체에 고급 패턴디자인을
구입할 수 있는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공동판매를 원하는 봉제소공인 협업팀도 지원 대상이 되며, 고급 패턴디자인 확보를 위해 부산지역 의류제
조업체 및 패션디자이너와의 협력 사업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집적지 내 봉제업체들이 공동으로 제조
장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소공인특화지원센터가 보유하고 있는 장비 외에 수요조사를 통해 필수장비를 파악, 구입해 봉제업체들의 신
제품 개발 및 제작, 생산제품의 고부가가치화, 협업화를 통한 생산성 제고를 이끌어낼 수 있다.
이 밖에 소공인 집적지 내 10여 개 업체를 대상으로 노후시설 교체, 전기배선 및 조명시설 현대화 같은 작업
환경 개선 사업을 벌이고, 특수소재 제품 생산을 위한 장비 임차 지원도 추진한다.
부산디자인센터 홍군선 원장은 "이번 사업 추진을 위해 중소기업청으로부터 국비 3억 1천만 원과 시비 1억
원을 지원받았다"면서 "집적지 내에 마련한 소공인특화지원센터를 통해 부산지역 섬유패션봉제 소공인들의
실질적인 어려움을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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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공인기술제품부가가치 향상지원사업

사업기간

2014. 7. ~ 2015. 3.
사업비

10,000

부산의 봉제소공인의 기술 숙련도는 높은 수준이나 규모 영
세성, 인력 고령화, 기술·설비노후 등 소공인 특성으로 인해
경쟁력 제고가 어려운 실정 등으로 기술·제품 부가가치 향

천원

상에 소극적이며, 정부지원에서도 소외되어 왔습니다, 또한,

사업내용

소공인 일부는 기술개발 의지가 높으나 첨단기술·신기술기

봉제 소공인 R&D분야지원

반 혁신형 중소기업과의 현격한 역량 차이로 정부의 기술개
발지원사업 참여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소공인의 차별화된 기술력을 통한 경쟁력 확보 및 고부가가
치산업육성 등을 위해 정부차원의 지원 필요에 따라‘소공인
전용 기술개발사업’을 시범추진하였으며, 이는 기술개발
역량 및 정부사업 활용도 강화를 위해 2014년 7월,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서 전국 8개 특화지원센터를 관리기관으로
지정,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 관리기관 : (재)부산디자인센터
- 지원대상 : 부산시 전체 10인 이하의 봉제 소공인업체
(제조업등록업체)
- 지원내용 : 과제개발 전 주기별 과제기획과 신기술, 제품·
공정개선, 브랜드·디자인 분야 등에 소요되는
과제개발을 단계별 지원
2014년 사업의 결과, 24개 신청과제를 추천하여 최종 2개 과
제가 선정되었으며, 과제당 40,000천원의 과제개발 지원을
받는 결실을 얻었습니다. 2015년에는 봉제소공인의 사업참
여를 확대시켜 경쟁력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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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추진일정
2014. 5. 소공인 기술제품 부가가치 향상지원 관리기관 지정
7. 사업홍보 및 과제 신청접수
8. 과제 추천위원회 개최 및 과제선정결과보고
9. 중간평가 및 수행과정 점검(소상공인진흥원 → 부산디자인센터)
10. ∼ 2015. 3. 2개 선정과제 지원

사업결과
<소공인기술제품부가가치 향상지원사업>
• 사업목적 : R&D 수행경험. 역량 및 인력 등이 부족한 소공인의 R&D참여기회 확대 등을 위해 소공인
특화 R&D지원체계를 마련
• 추진기간 : 2014. 7. ~ 2015. 3. (9개월)
• 추진대상 : 부산시 전체 10인 이하의 봉제 소공인업체(제조업등록업체)
봉제 외 소공인은 타특화지원센터 지원가능(수제화, 인쇄, 기계금속, 제과제빵, 쥬얼리)
• 추진내용 : 과제개발 전 주기별 과제기획과 신기술, 제품·공정개선, 브랜드·디자인 분야 등에 소요
되는 과제개발을 단계별 지원하여 기술경쟁력 향상 도모
• 추진성과 : 과제기획 10회 지원
선정업체

선정과제

지원금(원)

숲아이

아동전문 해양스포츠복 제조 및 브랜드 런칭

37,500천원

미즈기획

디자인과 실용성이 우수한 수제 단추의 개발

40,000천원

숲아이

미즈기획

기업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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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수산물(수산가공선진화단지)
포장디자인센터 운영
사업기간

2014. 1. ~ 12.
사업비

3,000

수출수산물(수산가공선진화단지) 포장디자인센터 운영은
수산가공선진화단지 내 사무공간 인프라를 구축하여 수산분
야 신규 사업을 발굴하는 사업입니다. 수산가공산업과 디자

(자체사업)

인산업의 융·복합을 이루어내 사업 공동 성장의 발판을 마
련했을 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은 ‘수
산물브랜드 및 포장디자인개발 지원사업’에 이어, 이를 더욱
확장·발전시키고자 하였습니다.
제품 브랜드를 차별화를 위한 ‘수산물브랜드 및 포장디자인
개발 지원사업’은 고급화된 제품포장디자인을 통해 수산물
가공 및 유통 업체의 브랜드 이미지를 한층 높이는데 기여하
였습니다. 제품디자인 고급화는 소비자인지도 및 신뢰도를
향상시켰으며, 이를 통해 지원사업에 참여한 기업의 매출액
은 대폭 상승하였습니다. 더불어 해외 수출용 가공수산물의
시장경쟁력을 높이는 데에도 큰 보탬이 되었습니다. 이에
(재)부산디자인센터는 포장디자인 개발을 통한 수산가공제
품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사업을 펼치고 있습
니다. 부산시 서구 수산물 가공 전문 집적단지에 위치한 수출
수산물(가공선진화단지) 포장디자인센터는 지난 사업을 통
한 성과를 기반으로 수산물 가공 및 유통 업체 지원을 통해 기
업의 역량을 개발하고 사업효과를 향상시키는 데에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산디자인센터는 사업에 대한 성과를 바탕으로 수산물가공
선진화단지 지원 방안을 모색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향상시

헤미르 수산 CI 디자인 제안

키는 데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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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수출수산물(수산가공선진화단지) 포장디자인센터 운영>
• 사업내용 : 수출수산물(수산가공선진화단지) 포장디자인센터 운영
• 도출과제 : 수산가공선진화단지 내 사무공간 인프라를 구축하여 수산분야 신규 사업을 발굴
• 향후계획 : 참여기업의 수출수산물 수익 증대에 기여

사업선정 배경 및 필요성
• 수산가공품의 제품 경쟁력 향상 및 고부가가치화
• 수산가공품 디자인 개발 지원을 통한 소비자인지도 및 신뢰도 향상
• 수출수산물 포장디자인 개선을 통한 기업의 수익 증대
• 지속적인 수출수산물의 이미지 제고의 필요성

사업 추진절차
• 수산가공선진화단지 포장디자인센터 사무용 비품구입 설치
• 부산시와 공동으로 해양수산부 신규 사업 발굴 및 제안
• 수산가공선진화단지 공동브랜드 및 CI개발 및 입주기업 디자인컨설팅 지원

사업목표
• 수산가공선진화단지 입주기업 및 수산물 가공·유통 업체의 지속적인 디자인컨설팅 지원

사업 추진일정
2014. 4. 포장디자인센터 인프라 구축 및 해수부 사업제안
5. 공동브랜드 및 CI개발사업 수탁사업 협약체결
7. 수탁사업 추진 및 입주기업 디자인컨설팅 지원 (~ 12월)
9. 입주기업 대상 디자인컨설팅 지원
12. 사업비정산 및 사업결과보고

기업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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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결과
연번

컨설팅 분야

수혜기업

1

패키지 디자인

부광F&G

2

패키지 디자인

금양유통

3

BI 디자인

해미르수산

4

시각(카탈로그)

삼양씨푸드

5

시각(홈페이지)

㈜오션스코리아

6

시각(회사소개서)

대풍수산식품

7

BI 디자인

와우피쉬

8

CI 디자인

㈜해품가

9

BI 디자인

에프앤애프푸드시스템㈜

10

CI 디자인

㈜나광무역

11

패키지 디자인

㈜아이에스 글로벌

12

패키지 디자인

해송F&G

13

패키지 디자인

길동가

14

시각(홈페이지)

BiFEX_부산감천항수산물시장㈜

15

시각(카탈로그)

영덕상회

16

CI 디자인

부산수산물협동조합

17

패키지 디자인

노스퍼시픽

18

CI 디자인

케이비오알 주식회사

패키지 디자인 결과 (해송F&G)

기대효과
• 수산가공업과 디자인 산업의 공동성장 발판 마련
• 지속적인 디자인컨설팅을 통한 수산물 가공·유통업의 발전
• 수산물 가공·유통업체의 수익 증대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

패키지 디자인 결과 (길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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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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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 (바이오헬스분야)

사업기간

2014. 7. ~ 2015. 6.
사업비

180,000

2014년 7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실시하는 지역특화산업육성
사업에 부산의 해양바이오헬스 산업이 선정됨에 따라 (재)부산
디자인센터는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해양 바이오산업의 발전

천원

을 앞당겨가고 있습니다.

사업내용

해양바이오헬스산업분야의 참여회원기업 12개사
디자인개발지원

본 사업은 부산테크노파크 해양생물산업육성센터 주관으로
(재)부산디자인센터와 동아대학교의료원, (사)부산바이오기업
협회가 공동 참여한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4년 7월부터 2015년 6월까지이며, 공모를 통
해 해양바이오헬스산업분야 참여회원 기업 가운데 12개 사를
선정, 해양바이오헬스 사업화·역량 강화 지원을 펼쳐나갑니
다. 여기서 (재)부산디자인센터는 BI·CI, 스토리텔링, 모바일
앱&웹, 홍보 브로슈어 디자인 개발 등의 역할을 담당합니다.
이를 위해 디자인 지원을 펼칠 협력기업은, 주관기업이 공모과정
을 거쳐, 10개 디자인 전문 기업을 선정했으며, 참여기업별로 디
자인개발작업을진행하여,기업의브랜드화를이끌어나갑니다.
(재)부산디자인센터는 본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지역 바
이오헬스기업의 현황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지원 대
상 기업을 수출 유망기업과 고용창출 강소기업으로
구분하고, 기업군별 지원방향을 설정하여 기업의
지원 수요 및 역량에 따라 기본지원과 함께 추가 지
원하여 차별적 지원을 통한 육성방안을 마련할 것입
니다. 기업기술의 고도화를 통해 성장 동력을 확보
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입니다.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 (바이오헬스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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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사 업 명 :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 (해양 바이오헬스 산업분야)
• 주관기관 : 부산테크노파크 해양생물산업육성센터
• 참여기관 : (재)부산디자인센터, 동아대학교의료원, (사)부산바이오기업협회
• 추진전략
사업화 및 역량강화를 통한 기업경쟁력 확보
바이오헬스 융합산업의 국제적 신성장 거점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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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부산디자인센터

동아대학교의료원

브랜드 이미지 개발 및

역량강화 기능교육

고급화를 통한 고객 인지도 확산과

(생산기술역량강화, 품질위생가공

기업의 시장경쟁력 강화

기술역량강화)

(사)부산바이오기업협회
역량강화 기능교육
(장비활용역량강화, R&D관리역량
강화, 공정관리역량강화, 제품개발
역량강화)

기업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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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 추진절차
사업 공고, 지원대상 기업모집

산업통상자원부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 공고, 바이오헬스
산업군 내 수요기업 대상 모집

>

사업계획서 작성 및 접수

부산테크노파크. (재)부산디자인센터, 동아대학교의료원,
(사)부산바이오기업협회

>

맞춤형 프로그램 도출

선정결과에 따른 기업 맞춤형 프로그램 도출

>

수혜기업 세부 추진계획 컨설팅

수혜기업 세부 프로그램 컨설팅 및 시행통보

>

세부 프로그램 수행

프로그램 추진일정에 따른 수행 및 점검

>

결과보고서 제출

완료 보고 (수혜기업 → 수행기관)

>

사업비 정산 및 지급

사업비 집행내역 정산 및 지급

>

사업완료 및 성과분석

고용 및 매출, 기타 성과에 대한 성과분석

>

사후관리

지원대상 기업 관리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 (바이오헬스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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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추진일정
2014.10. 지원사업 통합공고 및 접수, 사업설명회 (부산TP 해양생물산업육성센터 주관)
11. 선정평가위원회 개최, 선정기업 대상 개별 컨설팅 (부산TP 해양생물산업육성센터 주관)
12. 성과활용계획서 접수, 지원과제 협약체결, 착수보고회개최 및 1차지원금(50%)지급
2015. 1.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 (~ 3월)
4. 2차 지원금(50%)지급, 사업비정산 및 결과보고, 성과분석, 사후관리 (~ 6월)

디자인 지원내용
• BI·CI, 스토리텔링, 모바일앱&웹, 홍보브로슈어 지원
• 주관기업 : 해양바이오산업 분야 12개 기업
• 참여기업 : 디자인 전문 10개 기업

주관기업

기본지원

추가지원

프로그램

참여기업

프로그램

참여기업

(주)엔엘피

BI·CI 개발

디자인스텐다드

-

-

홍일식품

BI·CI 개발

아이큐브

-

-

(주)애그로닉스

BI·CI 개발

디자인엑스투

-

-

(주)가야에프앤디

BI·CI 개발

티오알앤디랩스

-

-

(주)해오름바이오

BI·CI 개발

아이엠커뮤니케이션

홍보물제작

마코디자인

강스코스메티끄

스토리텔링

돋음

홍보물제작

마코디자인

엠에스글로벌바이오(주)

모바일앱&웹

(주)지엑스

-

-

현대엔텍

-

-

홍보물제작

블레싱에코디자인

(주)에코마인

-

-

홍보물제작

블레싱에코디자인

코스팜

-

-

홍보물제작

블레싱에코디자인

상황미인(주)

-

-

홍보물제작

디앤아이커뮤니케이션

(주)리오엘리

-

-

홍보물제작

디앤아이커뮤니케이션

기업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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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경제권연계협력사업

사업기간

2014. 5. ~ 2015. 4.
사업비

156,529

2014년 5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실시하는 광역경제권연계
(2차)

협력사업에 광역경제권 간 연계협력자원을 공동 활용하여 지
역의 산업경쟁력을 제고하고 지역 간 동반 성장을 촉진하기

천원
(국비, 산업통상자원부)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내용

부산의 광역경제권연계협력사업은 부산테크노파크 자동차

지역 간 연계협력 및 경쟁력 제고를 통한
동반성장 촉진

부품기술지원센터 주관으로 (재)부산디자인센터와 경남테크
노파크, 동의대 IT융합 부품연구소, 창원대 경남지식기반 기
계부품/소재연구개발클러스트 사업단이 참여했습니다.
총 사업기간은 21개월이며, 1차년도는 2013년 8월부터 2014
년 4월까지 진행하였고, 2차년도는 2014년 5월부터 2015년
4월까지로 연속사업으로 진행됩니다. (재)부산디자인센터는
자동차부품 디자인 융합 제품개발지원과 브로슈어 디자인
개발지원, 그리고 디자인 컨설팅 등을 지원합니다.
남은 기간 동안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부산·경남 광
역경제권 간에 자동차 부품과 디자인을 융합하고 디자인 투
자의 필요성과 디자인 경영 마인드를 확산시키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자동차 부품사업 부가가치의 상승으로 경쟁력을
강화할 뿐 아니라,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광역경제권연계협력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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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개
•사업개요
- 전자화부품 Core 4 사업화 지원을 위한 디자인 융합 및 브로슈어 제작 지원을 통한 Core 4 제품의
고부가가치화
•사업목표
전자화 부품 상품성 향상을 위한 부품 설계단계에서의 디자인을 고려한 고부가가치 부품 디자인 개발 지원
- 디자인 융합 개발 지원 : 디자인 제품 고급화 및 디자인개발 제작 지원
- 디자인 마케팅 지원 : 제품 홍보를 위한 브로슈어 디자인 개발 지원

사업소개
2014. 5. 사업공고 및 사업계획서 제출
6. 지역평가 및 후보과제 선정
7. 중앙평가 및 최종과제 확정
8. 수정사업계획서 제출, 협약체결
9. 기업설명회 개최
10. 디자인 개발지원 (~ 2015. 3.)
2015. 4. 사업비 정산, 결과보고

디자인개발 지원내용
•자동차부품 디자인융합 제품개발지원
1) 필요성 및 목적
- 디자인 성공사례 창출로 디자인 투자 필요성 및 디자인경영마인드 인식 확산
- 자동차부품 부가가치상승 및 경쟁력강화를 위해 디자인융합 제품개발
- 디자인-엔지니어링 융합 개발지원을 통한 개발제품의 상품화 비율 확대
2) 지원내용
- 제품 경쟁력 향상을 위한 디자인융합 개발 및 제품고급화 지원
- 원천 기술이 확보된 제품의 생산 전 단계까지의 엔지니어링 디자인 개발 지원을 통한 중소기업의 융합
엔지니어링 디자인 개발역량 강화
•디자인 마케팅 지원
1) 필요성 및 목적
- 디자인을 통한 중소기업 제품 마케팅 활성화 및 기업 인지도 확산
- 중소기업 생산제품의 디자인 개발을 통한 고부가가치화 및 경쟁력 향상
- 출시예정 제품, 판매 중인 제품의 포장 디자인 혹은 브로슈어 디자인 지원을 통한 제품 매출 증대
2) 지원내용
- 제품 홍보를 위한 브로슈어 디자인 개발 지원
- 중소기업 이미지 제고를 위한 제품디자인 브로슈어 개발 지원

기업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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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성과
•1차년도 2020 자동차부품 전자화를 위한 CORE 4 지원사업
- 과제기간 : (1차) 2013. 8. ~ 2014. 4.
- 주관기업 : 동남권 자동차 부품 분야 8개 기업
- 참여기업 : 동남권 디자인 전문 8개 기업
구분

세부프로그램

주관기업
(주)성지기업

디자인 융합
개발지원

브로슈어
디자인 개발

SJE1000 중앙 주동력 전달장치 컨트롤러 구조개선 및 디자인 개발

(주)코테크엔지니 애프터마켓을 겨냥한 사이드미러 장착형 안전 운전 모듈 디자인 개발
제일전자공업

사업화
지원사업

과제명

르노 삼성 SM5 OUTSIDE MIRROR 지능형 첨단 자동차의 통합형 안전 시스템

(주)컴씨스

(주)컴씨스 제품 홍보 브로슈어 디자인 개발

더시스템

더시스템 신규 개발제품 브로슈어 디자인 개발

(주)퓨트로닉

(주)퓨트로닉 신상품 홍보 브로슈어 디자인 개발

삼원에프에이(주) 삼원에프에이 홍보 브로슈어 디자인 개발
(주)지맥스

(주)지맥스 주요제품 홍보 브로슈어 디자인 개발

•2차년도 2020 자동차부품 전자화를 위한 CORE 4 지원사업
- 과제기간 : (2차) 2014. 5. ~ 2015. 4.
- 주관기업 : 동남권 자동차 부품 분야 8개 기업
- 참여기업 : 동남권 디자인 전문 8개 기업
구분

세부프로그램
디자인 융합
개발지원

주관기업

과제명

선우기술(주)

어린이 통학버스 시장 확대에 대한 모듈식 LED 경고등 스포일러 디자인 개발

효성전기
디에스인터내셔널
(주)로커스

사업화
지원사업

동방테크(주)
브로슈어
디자인 개발

차량용 블로워 모터의 냉각 효율 향상을 위한 제품 디자인 개발
야외 활용이 가능한 차량용 블루투스 스피커 디자인 개발
로커스 제품 홍보 브로슈어 디자인 개발
CNG 자동차용 Bi-Fuel 부품 영문 카달로그 개발

(주)엘비나

엘비나 매뉴얼 기능 제품 브로슈어 디자인 개발

(주)지엠티

친환경 전기이륜자동차 브로슈어 디자인 개발

영도산업(주)

친환경 자동차용 신제품 밸브 브로슈어 디자인 개발

•(주)선우기술 디자인 개발 성과물
1) 과제 개요
- 과제명 : 어린이 통학버스 시장 확대에 대한 모듈식 LED 경고등 스포일러 디자인 개발
- 주관기업/참여기업 : 선우기술(주) / 티오알앤디랩스
- 지원기간 : 2014. 9. 19. ~ 2014. 12. 18.
2) 디자인융합 제품개발 지원 목표 및 내용
- 어린이통학버스 공통규격에 적합한 디자인 및 설계
- 감성디자인 기반으로 설치자의 조립, 채결, 부착이 용이한 구조개선
- 스포일러 타임 LED 경고등 디자인 및 구조설계
- LED 조명을 통한 에너지절감 및 가시거리, 경고등 인식 범위 확대의 기능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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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전기 디자인 개발 성과물
1) 과제 개요
- 과 제 명 : 차량용 블로우 모터의 냉각 효율 향상을 위한 제품 디자인개발
- 주관기업/참여기업 : 효성전기(주) / 아이엠커뮤니케이션
- 지원기간 : 2014. 9. 19. ~ 2014. 12. 18.
2) 디자인융합 제품개발 지원 목표 및 내용
- 블로우 모터의 냉각효율 개선 기술개발
- 냉각 효율이 개선 반영된 블로우 모터 플랜지 차별화 디자인개발
3) 개발 방향 및 컨셉
1. 냉각효율 개선

자동차 인테이크에 이
용되는 방식을 적용시
켜 공기 흐름을 원활하
게 하여 냉각효율 개선

2. 양산성

생산과정이 간결하고
조립이 쉬운 구조의 디
자인

3. 독창성 / 차별성

타사 제품과 차별화 되
며, 효성전기의 고유성
을 갖는 디자인 제안

Type A-2 (선정안)

Blower Motor 제품의 냉각효율
향상 및 효성전기 제품의 독창적
인 외형 Design 개발의 성과
2차 시험 및 추가시험을 통해 동
등 이상의 개선 효과가 기대되며
외형 디자인의 경우 기존의 제품
Design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
던 틀을 이번 기회에 깨트리고 고
객사에 효성전기의 제품을 더 쉽
게 인식시킬 수 있는 Design이
도출 되었다.

기업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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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향상지원사업
사업기간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위탁받은 사업으로 마케팅 코칭, 디자

2014. 9. ~ 2015. 1.

인향상, 실무교육 등 마케팅 코디네이터 지원을 통하여 중소
기업 마케팅 수행능력 향상시키는 사업이다. 디자인전문회사

사업비

70,000

천원

(국비, 중소기업진흥공단)

(시선디자인, 동아기획, 디앤아이커뮤니케이션, 아트핸즈, 내
일디자인)가 디자인 수요를 직접 발굴하여 중소기업(38건 카달로그 15건, 패키지 15건, 브랜드 8건)의 디자인을 지원하
였다.
중소기업은 기존 제품의 디자인향상을 통해 디자인에 대한 인
식을 변화시킬 수 있으며, 디자인기업은 수요발굴을 통해 시
장을 확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사업내용
• 사업내용 : 중소기업 제품 리플렛, 브로슈어, 포장 등에 대한 디자인지원
• 지원분야 : 패키지디자인, 브랜드 (로고) 디자인, 카달로그 디자인
• 지원규모 : 정부지원금 80% (최고 150만원), 기업부담금 20%

사업 추진과정
2014. 7. 사업계획서 제출 및 평가
8. 사업 수행기업 선정
9. 디자인개발 수행기업 선정
10. 디자인개발 진행 및 결과보고서 제출 (~ 12월)
2015. 1. 사업 완료

디자인향상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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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연번

회사명

지원내용

연번

회사명

지원내용

1

웰니스팜

카달로그

20

평화산업사

패키지

2

상우정공(주)

카달로그

21

(주)대왕

브랜드(로고)

3

다나식품

카달로그

22

현대엔텍

카달로그

4

(주)엔젤

패키지

23

지스타

카달로그

5

킴스 리빙

카달로그

24

(주)케이피엘인더스트리

카달로그

6

웬스

패키지

25

닥터스킨

브랜드(로고)

7

한재미나리 가공공장

카달로그

26

(주)보스텍

카달로그

8

(주)티에이치케이컴퍼니

브랜드(로고)

27

제주블라썸

카달로그

9

(주)세원메딕스

브랜드(로고)

28

휴먼웰

패키지

10

(주)우경메디텍

브랜드(로고)

29

라이첸

카달로그

11

성신전기

브랜드(로고)

30

몽돌빵

패키지

12

금호마린테크(주)

브랜드(로고)

31

나루아토

패키지

13

하동몰

패키지

32

청와식품

패키지

14

정도원(주)

패키지

33

(주)삼오제약식품

패키지

15

(주)엔에프

카달로그

34

선돌마을

패키지

16

정옥다슬기

패키지

35

(주) 두뇌개발식품초록감성

패키지

17

농업회사법인 하동황칠(주)

패키지

36

파파디자인

카달로그

18

경남생약농업협동조합

브랜드(로고)

37

주식회사 이오코리아

카달로그

19

한농에프에스

카달로그

38

햇차원

패키지

디자인 개발 사례

하동몰 패키지디자인 (전)

하동몰 패키지디자인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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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재단법인 부산디자인센터 연차보고서
Design Center Busan Annual Report 2014

디자인 교육
연구사업

_ 디자인산업 재직자 능력 향상 재교육
_ 디자인관련 대학 청년취업아카데미사업
_ 코리아디자인멤버십
_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사업
_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 (영상콘텐츠)
_ 지역 디자인산업 발전 과제 개발
_ 디자인 및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
_ 디자인 체험관·자료실 운영
_ 낚시복합타운 조성계획 수립
_ 3D프린팅 전문인력양성사업
_ 수영구 야간경관 기본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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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산업 재직자 능력 향상 재교육

사업기간

2014. 1. ~ 12.
사업비

1,457,982

(재)부산디자인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의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을 유치, 협약기업 재직근로자와
채용예정자를 대상으로 직무능력개발을 위한 훈련을 실시했

천원

(국비위탁, 고용노동부)
교육대상

중소기업 지식 서비스 기반 디자인 종사자

습니다.
훈련은 신규 41개 기업을 비롯해 273개 협약기업과 컨소시
엄을 구성하고, 17개 훈련과정으로 대기업에 비해 직업능력
개발여건이 열악한 중소기업 재직자들에게 맞춤형 교육프로
그램을 제공, 채용예정자 대상 양성과정 운영 및 협약기업 취
업연계를 지원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참여기업을 대상으로 수요 조사를 실시하여 맞춤
형 훈련 프로그램을 개발, 협약기업 임직원 대상 워크숍을 개
최, 기업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마련했을 뿐 아니
라, 컴퓨터 실습실 등 훈련 공간을 확충하여 중소기업과의 지
속적인 소통을 통해 지역의 디자인 역량을 높여나갔습니다.
그 결과, 상·하반기 19회 차 훈련에 224명이 수료,
디자인 산업 현장에 맞는 실무형 재직자를 양성하
여 기업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2015년에는 채용예정자 과정 5개 포함, 17개 디자
인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참여기업 및 훈련생
의 사후관리까지 역량을 높여 명실공히 동남권을
대표하는 디자인 전문교육기관으로 자리매김해 나
가겠습니다.

디자인산업 재직자 능력 향상 재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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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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기술 교육대학교
컨소시엄 HUB 사업단

•상호간의 직무교육 관련정보 교류 및
인적 네트워크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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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 중소기업 및 디자인 전문기업 대상 수요조사를 통한 실무 중점 훈련 프로그램 구성
- 사업체 대상군별 훈련프로그램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 및 광고
- 기업 방문을 통한 의견 수렴 및 공유를 통해 훈련 내용의 질적 향상 및 신규 훈련 과정 발굴

디자인 교육 연구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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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추진일정
2014. 1. 273개 협약기업과 컨소시엄 구성 (신규 41개 협약기업 유치) (~ 12월)
2. 채용예정자 과정 2개 포함 19회 차 훈련 실시 (~ 12월)
2. 수요조사 워크숍 개최
7. 컨소시엄 사업관계자 부산디자인센터 현장학습
8. 협약기업 임직원 대상 워크숍 개최
11. 훈련 공간 구축 (컴퓨터 실습실 등 6개실) (~ 12월)

훈련과정별 결과
• 참여대상 : 지역 내 중소기업 및 디자인 전문기업 재직자, 취업예정자
• 참여조건 : 고용 보험 대상 재직자 (국비지원)
연번

과정명

차수

훈련기간

훈련시간

수료인원

1

멀티미디어디자인활용 프레젠테이션 기법

1

02. 27 ~ 03. 13

15

20

2

선박디자인 기초

1

03. 18 ~ 04. 15

27

18

3

캘리그라피 실무과정

1

03. 24 ~ 04. 23

30

9

4

서비스디자인 실무과정

1

05. 09 ~ 05. 17

16

7

5

캘리그라피 실무과정

2

06. 10 ~ 07. 10

30

13

6

디지털사진 실무과정

1

06. 12 ~ 07. 10

15

10

7

디지털디자인 3D-MAX 실무

1

06. 17 ~ 07. 15

28

10

8

브랜드 매니지먼트

1

06. 18 ~ 06. 23

8

17

9

브랜드 매니지먼트

2

09. 23 ~ 09. 30

8

9

10

디지털사진 실무과정

2

09. 23 ~ 10. 28

15

7

11

출판편집디자인 실무

1

09. 30 ~ 10. 23

21

9

12

환경분야 디자인기획 및 실무

1

10. 18 ~ 11. 15

30

7

13

Revit 교육을 통한 BIM실무 디자인교육

1

10. 21 ~ 11. 13

30

15

14

멀티미디어디자인활용 프레젠테이션 기법

2

10. 28 ~ 11. 11

15

8

15

실무형 주얼리 디자인 양성과정

1

10. 29 ~ 12. 10

180

13

16

캘리그라피실무 중급과정

1

10. 29 ~ 11. 27

30

7

17

캘리그라피 실무과정

3

11. 03 ~ 12. 05

30

12

18

제품디자인전문가양성과정

1

11. 05 ~ 12. 16

180

21

19

일러스트레이션 실무

1

12. 02 ~ 12. 16

15

12

합계

224

디자인산업 재직자 능력 향상 재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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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협약기업 및 관계기관 의견수렴의 장
1. 2014년도 제 1차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협약기업 임직원 워크숍
• 주관 : (재)부산디자인센터
• 일시 : 2014년 2월 6일 (목) / 1일
• 장소 : 센텀호텔 헤라룸
• 내용 : 2014년도 컨소시엄 사업 추진방향 설명
컨소시엄 사업 운영과정 홍보 및 수요조사

2. 우수 컨소시엄 운영기관 부산디자인센터 현장학습
• 주관 : 컨소시엄 허브사업단
• 일시 : 2014년 7월 24일 (목) ~ 2014년 7월 25일 (금) / 2일
• 장소 : (재)부산디자인센터 및 협약기업
• 내용 : (재)부산디자인센터 소개 및 운영 노하우 공유

3. 2014년도 제 2차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협약기업 임직원 워크숍
• 주관 : (재)부산디자인센터
• 일시 : 2014년 08월 29일 (금) ~ 2014년 08월 30일 (토) / 1박 2일
• 장소 : 무주 (덕유산 리조트)
• 내용 : 2014년도 컨소시엄 사업 운영결과 및 추진방안 설명
컨소시엄 사업 활성화를 위한 운영방안 논의

디자인 교육 연구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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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관련 대학 청년취업아카데미사업

사업기간

2014. 3. ~ 2015. 7.
사업비

327,040

기업의 요구에 맞는 현장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여 청년 취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이는 (재)부산디자인
센터를 운영기관으로, 청년취업 아카데미 참여대학과 수요
기업과의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현장의 수요를 반영한 교육

천원

(국비, 고용노동부)

과정을 개설, 수료생을 취업으로 연계시키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

대학 졸업예정자 및 졸업자

175

현장 맞춤형 교육 및 취업연계

명

2014년에는 대학 졸업예정자 및 졸업자 175명을 대상으로
동주대학교, 동명대학교, 신라대학교 3개 대학에서 시각정
보디자인전문가과정, 자동차설계디자인전문가 과정 등 8개
과정의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교육은 산업체 현장 실습으로
연수과정에서 습득한 지식과 기술이 바로 기업 현장에 적용
할 수 있도록 했으며, 각 연수생마다 전담 교수를 배정하여
개인별 취업 멘토링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교육인원 175명 가운데, 28명이 연수과정 중임에도
불구하고, 조기취업의 기쁨을 얻어 부산지역 중소기업 인력
난 해소에 기여함과 동시에, 기업과 청년의 구인·구직 미스
매치를 조정하는 데에도 일조하는 성과를 안겨줬습니다.

디자인관련 대학 청년취업아카데미사업
129

사업 추진일정
2014. 1. 사업유치를 위한 학점 인정 협약 및 수료생 취업 협약
2. 2014 청년취업 아카데미 운영기관 선정 및 협약
3. 동명·동주·신라대학교 학점인정 협약 및 연수생 모집
4. 동명·동주·신라대학교 연수 개시 (8개 과정 175명)
4. 2014 청년취업아카데미사업 전반기 과정 운영 (~ 6월)
7. 여름 현장 실습 개시 (3개 대학 175명) (~ 8월)
9. 2014 청년취업아카데미사업 후반기 과정 운영 (8개 과정, 175명) (~ 12월)
2015. 1. 수료 연수생 취업지원 (~ 6월)
9. 2014 청년취업아카데미 최종결과보고

청년취업 아카데미 운영위원회 개최
• 운영기관 선정 및 협약일 : 2014. 3. 11
• 운영위원회 개최일 : 2014. 6. 30, 10. 21, 11. 19, 12. 8
• 운영위원회 임기 : 2014. 3 ~ 2014. 12
개최일시

참석인원

주요 논의내용

2014. 6. 30

11명

기자재구입, 소프트웨어 구입 논의 등

2014. 10. 21

9명

중돈탈락자 방지 관리에 대한 논의 등

2014. 11. 19

7명

현장실무 중심 교육 논의 등

2014. 12. 8

12명

취업연계 방안 논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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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청년취업 아카데미 교육과정
• 참여대학 : 3개 대학교 (동명·동주·신라대학교)
• 수요기업 : 디자인제로 등 100여개 기업
• 교육 과정 : 시각정보디자인전문가과정 등 8개 과정
• 교육생 : 175명
과정명

아카
데미
과정

교육기간(시간)

모집인원

목표취업률

① 시각정보디자인전문가과정

‘14.6.30 ~ ’14.11.28 (238)

25

70

② 자동차부품설계디자인 과정

‘14.3.17 ~ ’14.12.18 (234)

30

70

③ 자동차설계디자인전문가과정

‘14.3.17 ~ ’14.12.19 (222)

30

75

④ 조선설계디자인전문가과정

‘14.3.17 ~ ’14.12.31(206)

20

70

⑤ 의료기기디자인전문가과정

‘14.3.17 ~ ’14.12.18 (200)

16

70

⑥ CAE디자인전문가양성과정

‘14.4.1 ~ ’14.12.31(384)

20

75

⑦ 영화·영상디자인전문가과정

‘14.3.17 ~ ’14.11.31(308)

19

70

⑧ 디지털3D콘텐츠개발전문가과정

‘14.3.17 ~ ’14.11.31(200)

15

85

‘14.3.17 ~ ’14.12.31(1,992)

175

73.13

계

전반기 연수 결과
• 참여대학 : 3개 대학교 (동명·동주·신라대학교)
• 연수기간 : 2014. 3. 4 ∼ 2014. 6. 31
구분

과정명

총계

아카
데미
교육
과정

연수기간

장소

약정 인원

-

-

210

제1과정

시각정보디자인전문가과정

‘14. 6. 30 ~ 6. 31

신라대학교

30

제2과정

자동차부품설계디자인 과정

‘14. 3. 17 ~ 6. 31

신라대학교

30

제3과정

자동차설계디자인전문가과정

‘14. 3. 17 ~ 6. 31

동주대학교

30

제4과정

조선설계디자인전문가과정

‘14. 3. 17 ~ 6. 31

동주대학교

20

제5과정

의료기기디자인전문가과정

‘14. 3. 17 ~ 6. 3

동주대학교

16

제6과정

CAE디자인전문가양성과정

‘14. 4. 1 ~ 6. 31

동명대학교

20

제7과정

영화·영상디자인전문가과정

‘14. 3. 17 ~ 6. 31

동명대학교

19

제8과정

디지털3D콘텐츠개발전문가과정

‘14. 3. 17 ~ 6. 31

동명대학교

15

․

‘14. 3. 17 ~ 6. 31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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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반기 연수 결과
• 참여대학 : 3개 대학교 (동명·동주·신라대학교)
• 연수기간 : 2014. 7. 1 ∼ 2014. 12. 31
구분

과정명

연수기간

장소

약정 인원

-

-

210

총계

아카
데미
교육
과정

제1과정

시각정보디자인전문가과정

‘14. 6. 30 ~ 11. 28

신라대학교

30

제2과정

자동차부품설계디자인 과정

‘14. 3. 17 ~ 12. 18

신라대학교

30

제3과정

자동차설계디자인전문가과정

‘14. 3. 17 ~ 2. 19

동주대학교

30

제4과정

조선설계디자인전문가과정

‘14. 3. 17 ~ 12. 31

동주대학교

20

제5과정

의료기기디자인전문가과정

‘14. 3. 17 ~ 12. 18

동주대학교

16

제6과정

CAE디자인전문가양성과정

‘14. 4. 1 ~ 12. 31

동명대학교

20

제7과정

영화·영상디자인전문가과정

‘14. 3. 17 ~ 11. 31

동명대학교

19

제8과정

디지털3D콘텐츠개발전문가과정

‘14. 3. 17 ~ 11. 31

동명대학교

15

․

비고

‘14. 3. 17 ~ 12. 31

2014 청년취업아카데미 취업현황 (조기취업)
• 참여대학 : 3개 대학교 (동명·동주·신라대학교)
• 취업인원 : 28명
구분

과정명

총계

아카
데미
교육
과정

인원

탈락

취업

수료

175

17

28

158

제1과정

시각정보디자인전문가과정

25

2

6

23

제2과정

자동차부품설계디자인 과정

30

2

11

28

제3과정

자동차설계디자인전문가과정

30

2

-

28

제4과정

조선설계디자인전문가과정

20

1

6

19

제5과정

의료기기디자인전문가과정

16

3

-

13

제6과정

CAE디자인전문가양성과정

20

-

3

20

제7과정

영화·영상디자인전문가과정

19

3

1

16

제8과정

디지털3D콘텐츠개발전문가과정

15

4

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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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디자인멤버십

사업기간

2014. 3. ~ 2015. 2.

산업통상자원부 국가디자인 인재육성 사업으로 21세기 디자
인 산업을 이끌어 나갈 열정적이고 끼 있는 부산·울산·경

사업비

남 지역 디자인 관련 학과의 우수한 학생을 발굴하여 지역 및

430,400

천원
(국비, 산업통상자원부)

국제 경쟁력을 갖춘 인재로 양성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사업내용

2014년에는 10개 대학에서 7기 회원 20명을 신규로 선발했

부·울·경 디자인 관련 우수 대학생

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존 회원 12명과 함께, 젊음의 패기와
열정으로 똘똘 뭉친 총 32명의 회원이 국내외에서 활발한 활
동을 벌였습니다.
(재)부산디자인센터는 회원들이 디자인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
도록 부산관광기념상품 개발 인턴십을 비롯해 지역사회 재능
기부 프로그램을 실시, 국내에서 디자이너에 대한 소양과 기술
을 직접 체득할 수 있는 살아있는 교육과 지원을 펼쳤습니다.
또한 더 나아가 지원을 국외까지 확대하여 우수 회원은 런던
(2명), 독일(2명), 유럽 5개국(2명)으로 해외 디자인 워크숍을
진행하였고, 11명은 ‘15년 1월 이태리 공공서비스 디자인 워
크숍을 진행하여 세계의 디자인을 접함으로써 디자인에 대
한 안목을 넓히고, 능력을 배가시키는 효과를 거둘 것입니다.
그 소중한 결실은 저명한 국내, 국제 공모전으로 나타나 국내
15작품, 국제 12작품이 수상의 영광을 누렸습니다. 뿐만 아니
라, 코리아 디자인 멤버십 취업 대상자(6기) 13명 가운데, 6
명은 국내 우수 기업에 채용이 되었고, 2015년 1월, 2명(7기)
은 이태리 해외 인턴으로 취업 확정이 되어 디자이너로서의 꿈
을 펼쳐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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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대학의 우수한 디자인 학생들을 글로벌 인재로 양성
해 가는 코리아디자인멤버십은 앞으로 보다 많은 젊은이
들이 한국을 넘어 세계무대에서 자신의 역량을 키워갈 수
있도록 한 차원 높은 교육과 폭넓은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사업 추진일정
2014. 1. 사업계획서 제출 (한국디자인진흥원) (~ 2월)
3. 5기 수료식(13명)
3. 지역사회 재능기부 프로그램 (~ 4월)
4. 코리아디자인멤버십 7기 선발(20명) 및 입교식 (~ 5월)
7. 싱니로 장비다툼 전시 참여(4팀) (~ 8월)
9. 해외 디자인 워크숍 진행 (런던 2명, 독일 2명, 유럽 5개국 2명) (~ 12월)
10. 지역 연계 인턴십 프로그램 추진 (~ 12월)
11. 디자인 코리아 전시 참여(6팀)
서울 디자인 페스티벌 전시 참여 (12팀)
12. 지역연계 인턴십 프로그램 (관광기념품 개발) (~ 2015. 1월)
2015. 1. 해외 디자인 워크숍 진행 (이탈리아 11명) (~ 2월)
2. 동경 선물용품 박람회 / KDM 성과사례집 제작

2014년 코리아 디자인 멤버십 지원내용
• 선발 현황 : 10개 대학
(경성대, 동서대, 동아대, 동주대, 부산대, 부경대, 영산대, 창원대, 인제대, 울산과학기술대)
• 참여 학과 : 산업디자인, 시각디자인, 의용/헬스서비스디자인, 섬유금속조형디자인, 패션디자인, 영상디자인,
목조형 가구디자인, 제품 환경디자인, 제품디자인
• 인원수 : 현원 30명(6, 7기), 누적 수료생 60명 (1기 ~ 5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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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코리아 디자인 멤버십 활동
1. 7기 입교식
• 명칭 : 코리아 디자인멤버십 7기 입교식 및 오리엔테이션
• 기간 : 2014. 5. 9
• 내용 : 입교식 및 합격증서 수여 / KDM 활성화 및 효과적은 운영을 위한 KDM 자치회 간담회
24시간 창작공간 제공에 따른 교육 및 오리엔테이션

2. 지역사회 재능기부 프로그램
• 명칭 : 부산 해마루 학교 생산품 CI, BI 개발
• 기간 : 2014. 3 ~ 2014. 4
• 과제내용 : 로고디자인, 칼라시스템, 패키지 디자인, 스티커 디자인, 쇼핑백 디자인, 포장지 디자인
• 참가자 : KDM 2명 (6기 강이주, 주상진)

3. 지역연계 인턴십 프로그램
• 명칭 : 지역연계 인턴십 프로그램
• 기간 : 2014. 11. 7 ~ 2015. 1. 9 (3개월간)
• 참가자 : KDM 8명 (주)디자인 부산 : 7기 (4명) / (주)디자인 엑스투 : 7기 (4명)
기업명

과제명

(주)디자인부산

- 어린이용 정맥주사 보조 장치 (7기 김지민)
- 버티컬 엽서 (7기 이나은)
- 고등어와 부산명소를 나타내는 천연 기화식 가습기디자인 (7기 하선영)
- 부산 관광 기념품 조명 (7기 황지현)

(주)디자인엑스투

- 광안대교 모티브 쥬얼리 (7기 김하림)
- 카메라 형태의 무드 조명 (7기 정수연)
- 부산관광지 배경의 anibar을 활용한 컵홀더 디자인 (7기 정다혜)
- USB허브 한쪽 면은 부산명소로 이용한 음각편화 무드등 (7기 조영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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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디자인 워크숍 참가
1. 런던 크로스 컬추럴 디자인워크숍 (주최 : 광주디자인센터)
• 일시 및 장소 : 2014. 9. 16 ~ 9. 26 (9박11일), 영국(런던)
• 내용 : 코리아디자인멤버십 회원들의 글로벌 디자인 역량강화
런던 디자인 페스티벌(텐트런던) 전시 참가
• 참여자 : KDM 7기 정다혜, 최은영

2. 독일 공공서비스디자인워크숍 및 네덜란드 디자인트렌드리서치 워크숍 (주최 : 대구경북디자인센터)
• 일시 및 장소 : 2014. 11. 09 ~ 11. 17 (7박9일), 독일 퀼른/네덜란드
• 내용 : 사회적 이슈 해결을 위한 공공서비스디자인 워크숍
선진 디자인기업 방문 및 트렌드 헌팅
• 참여자 : 7기 박정민, 이나은

3. Global Challenge Vision Trip 워크숍 (주최 : KIDP 중부지원)
• 일시 및 장소 : 2014. 11. 30 ~ 12. 14 (13박15일),
영국(런던), 스페인(바르셀로나), 프랑스(파리), 독일(뮌헨), 이태리(피렌체, 밀라노, 베니스)
• 내용 : 유럽문화 체험과 연구로 선진 디자인트렌드를 분석하고 조별 교육운영을 통한 주제별 트렌드 조사
및 분석 전략 습득
• 참여자 : 7기 유지수, 홍은혜

디자인 교육 연구사업
136

전시 참가 및 성과
1. 싱니로 장비다툼 전시 참여(4팀) (주최 : 부산문화재단)
• 일시 및 장소 : 2014. 7. 2 ~ 8. 24, CATs 사상인디스테이션 전관
• 내용 : 시민생활예술활동 결과물, 관련 동호회 발굴 전시
• 참여자 : 6기 손대희, 7기 김혜지, 유지수, 정다혜, 정수연

2. 디자인코리아 전시 참여(6팀) (주최 : 산업통상자원부)
• 일시 및 장소 : 2014. 11. 5 ~ 11. 10 일산 킨텍스 제1전시장 1~2홀
• 내용 : 코리아디자인멤버십 사업의 브랜드화를 위한 활동 성과물에 대한 홍보
• 참여자 : 6기 김지언, 7기 김하림, 정수연, 정다혜, 조영재, 최은영, 황지현, 하선영
• 성과 : 최은영, 황지현, 하선영 팀(유아용 교구) 와이즈만 업체와 협약 진행 중,
김지언(러버펜), 최은영 외 2명(유야용 교구), 정다혜(지문인식지퍼) 특허출원 진행 중

3. 서울디자인페스티벌 전시 참여(12팀) (주최 : 디자인 하우스)
• 일시 및 장소 : 2014. 11.26 ~ 11. 30, 서울 코엑스 Hall B
• 내용 : 디자이너, 디자인 전문회사들의 브랜드 홍보관, 한국콘텐츠관, 글로벌디자인관,
• 참여자 : 6기 주상진 외 6명, 7기 김지민 외 17명
• 성과 : 김지민(무드등), 김달형 팀(클립홀더), 이미래 팀(화분), 김하림 팀(화분), 정수연 팀(양념통)
조영재(의자), 정유철(종이배 가습기), 유지수(의류) 디자인(특허)출원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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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공모전 참가 및 성과
구분

공모전

출품작

수상작

국외

International Forum Design
국제디자인 공모전 레드닷
THE PATHFINDER DESIGN AWARD
PIN UPP CONCEPT DESIGN AWARDS
SPARK DESIGN AWARDS
Autodest CGSA
그 외 다수 국제공모전 참가

35

12

국내

대학생 학술대회
대한민국 전통의상 공모대제전
부산 국제광고제
코오롱 하늘채 공모전
대구 디자인 전람회
부산 옥외 광고공모전
대한민국 안경디자인공모전
대한민국 해양디자인공모전
그 외 다수 국내공모전 참가

24

15

THE PATHFINDER DESIGN AWARD 브론즈

SPARK DESIGN AWARDS 파이널리스트

유지수

정다혜

부산국제광고제 파이널리스트

PIN UPP CONCEPT DESIGN AWARDS 입선

이수빈, 주연수, 조대현

이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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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사업

사업기간

2014. 2. ~ 12.
사업비

900,000

2014년 고용노동부에서 지정한 「중소기업 청년취업 인턴제 사
업」운영기관으로, 청년실업을 해소하여 안정적인 고용창출을
이끌어 내기 위한 사업입니다.

천원

사업내용

인턴 1인당 최대 870만원 지원

청년실업 100만 시대, 현장 실무를 습득할 수 있는 인턴제 사업
을 통해 미취업 청년 구직자에게는 취업의 기회를, 중소기업에
는 1년간 최대 870만원을 지원하여 지역의 고용시장을 안정화
하는 데 노력했습니다.
인턴 희망 대상은 고등학교, 2년·4년제 대학교 졸업예정자 및
미취업자이면 가능하고 참여를 희망하고자 하는 기업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자 5인 이상 100인 미만 중소기업이면 가능합니
다. 기업에 인턴으로 선발되면 3개월 ∼ 6개월간 산업 현장과
현업 실무에서 인턴으로 근무한 뒤 정규직 직원으로 전환되도
록 연계하는 것이 이 사업의 핵심입니다. 금년 4월부터는 고용
보험 가입자 5인 미만 사업장의 중 벤처기업 지원업종, 지식기
반서비스업, 문화콘텐츠 분야 기업, 신·재생에너지산업분야
관련업종, 중소기업청이 지정한 대학, 연구소 및 민간기업의 창
업보육센터 입주기업 등 일부 업종은 청년취업인턴제사업에
참여가 가능할 수 있도록 참여의 폭을 확대하였습니다.
2014년 인턴희망자들의 취업알선을 위해 분기별로 1회씩 채용
박람회 개최 및 참여를 하였고, 133개 기업과 협약을 맺어 알선
기업에 대해서는 청년구직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부산
동부고용센터와 함께 철저한 적격심사와 주기적인 현장 점검
도 실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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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인턴생 관련 종사자 현황
연번

분류

인원수

업체수

%

1

디자이너 (선박, 건축, 소프트웨어 설계 디자이너 포함)

151명

70

49%

2

사무원 (코디네이터, 물류관리 포함)

92명

41

29.4%

3

연구원

9명

5

2.9%

4

생산직 (생산관리 포함)

58명

20

18.7

310명

136업체

100%

합계

사업 추진일정
2014. 2. 운영기관 고용안정정보망 사용자 계정 부여
2. 부산광역시 창업박람회 내 청년취업인턴제 홍보관 운영
2. 상반기 실시기업 적격심사, 현장점검 및 인턴지원금 교수 (~ 6월)
5. 부산광역권 채용박람회 내 청년취업인턴제 홍보관 운영
3. 상반기 실시기업 지도점검 실시 (부산동부고용센터 동행
3. 실시기업 대상 부정수급 예방교육 실시 _ 1, 2차
5. 2014 청년취업인턴제사업 상반기 채용박람회 개최
5. 실시기업 대상 부정수급 예방교육 실시 _ 3, 4차
6. 2014 부산광역권 채용박람회 내 청년취업인턴제 홍보관 운영
1. 실시기업 인턴취업 현황 (264명) (~ 9월)
8. 2014 청년취업인턴제사업 하반기 채용박람회 개최
8. 실시기업 대상 부정수급 예방교육 실시 _ 5, 6차
7. 하반기 실시기업 적격심사, 현장점검 및 인턴지원금 교부 (`~ 12월)
10. 하반기 실시기업 지도점검 실시 (부산동부고용센터 동행)
11. 협약기업 대상 지식재산의 (2014. 10. 31 기준)
11. 실시기업 대상 부정수급 예방교육 실시 _ 7차
11. 2014 청년취업인턴제 사업성과 관리 평가 (2014. 10. 31 기준)
12. 청년취업인턴제 실시기업과 정규직 전환자 만족도 조사
2014 인턴채용사업 종료 및 정규직 전환자 보고
12. 2014 청년취업인턴 취업 알선 결과 : 3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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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결과
1. 청년취업 인턴제 사업성과 관리평가
• 인턴희망자수 : 458명
• 청년취업인턴제 희망기업 취업 인턴생수 : 310명
• 일반기업 취업자 수 : 98명
• 인턴채용 희망업체 수 : 213개 기업
• 인턴기간 : 3개월 ~ 6개월 (사업장 규모별로 산정기간 분류)
• 정규직전환 : 2014. 12. 31. 기준 154명

2. 인턴제 실시기업 적격심사
• 심사기간 : 2014. 02. ~ 12.
• 심사대상 : 4대보험 가입 상근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 심사방법 : 근로기준법 의거, 사업장 운영상황 점검
• 심사내용 : 기업 급여체계, 근무상황, 4대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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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상반기 중소기업청년취업인턴제 채용박람회 개최
• 일시 : 2014. 5. 16.
• 장소 : 경남정보대학교 센텀산학캠퍼스
• 주관 : (사)부산벤처기업협회,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재)부산디자인센터
• 참여기업 : ㈜오토닉스 외 24개 업체 (행사장 직접 참여)
• 참여대상 : 부산기계공고, 부산전자공고, 해운대공고, 경남공고
• 박람회 내용 : 기업 소개 및 기업이 원하는 인재상, 채용정보 공유, 업체별 인턴 희망자 면접
• 성과 및 기대효과 : 25개 직접 참여기업 124명 채용 예정, 214회 현장 면접 실시

4. 실시기업 대상 부정수급예방교육 실시
• 교육기간 : 2014. 03. ~ 12.
• 교육대상 : 협약기업 전원
• 교육방법 : 운영기관(부산디자인센터) 직접 방문을 통한 교육 실시
• 교육내용
- 근로기준법에 대한 설명 및 기업 내 적용방안에 대한 안내
- 부정수급 발각 시 조치결과에 대한 사례 설명
- 고용보험 관리 및 인위적 감원 시 후속조치에 대한 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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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인턴제 실시기업 지도점검
• 지도기간 : 2014. 03. ~ 12.
• 지도대상 : 협약기업 중 착출 총 34개 기업
• 지도방법 : 부산동부고용센터 담당 실무관 동반 현장방문 점검
• 지도내용 : 출근부 및 급여대장, 인사기록부 확인, 인턴생 면담 등
• 결과 및 기대효과
- 대부분 문제없이 적격 대상으로 계속 지원
- 인위적 감원 업체의 경우 사업참여제한 안내 및 공문 통보
- 서류작성 시 미비한 부분 보완 지도

6. 하반기 중소기업청년취업인턴제 채용박람회 개최
• 일시 : 2014. 08. 28.
• 장소 : 벡스코 제2전시장 1층 4B홀
• 주최/주관 : 중소기업청, 부산광역시, 부산교육청,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상공회의소,
BS금융그룹 부산은행, 부산지방병무청, 부산디자인센터, 부산벤처기업협회
• 참여기업 : (주)이랜드월드 외 33개 업체
• 참여대상 : 부산기계공업고등학교 외 40개 마이스터고‧특성화고등학교 1,000명
• 박람회 내용 : 기업 소개 및 기업이 원하는 인재상, 채용정보 공유, 업체별 인턴 희망자 면접
• 성과 및 기대효과
- 34개 직접 참여기업 100명 채용 예정, 659회 현장 면접 실시

7. 사업참여 실시기업 만족도 조사 실시
• 조사목적 : 2015 청년취업인턴제 사업운영 효율화를 위한 조사(자체조사)
• 설문지 배포 및 회수 기간 : 2014. 11. 17. ~ 2014. 12. 09.
• 참여기업 : 사업참여 111개 기업
• 만족도 조사결과 평균 : 96.5%
• 실시기업 의견 및 개선 요청사항
- 신속한 인턴지원금 지급 요청, 전문성 있는 다양한 인재 확보 후 알선 요청
항목

참여
업체
설문
통계

만족도

문제 방문
평가
직무 자료
신속성 해결 태도
항목
전문성 제공
결과 만족도

신뢰성

믿을
재이용 관심
재참여 추천
만함
고려 동향

불편함
얘기
고려

친절

정직

편안함

만족도
평균
(5점척도)

4.49 4.58 4.63 4.57 4.51 4.58 4.63

4.59

4.56 4.60 4.59 4.57 4.59 4.57

만족도
평균
(%)

95.5 97.3 96.4 97.3 94.6 98.2 98.2

99.1

94.6 97.3 97.3 97.3 95.5 96.4 93.7

만족도 평균

성실

재이용의도

96.5%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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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콘텐츠육성지원 사업

사업기간

2013. 6. ~ 2014. 5.
사업비

50,000

영상·콘텐츠 분야의 지역적 특성과 여건을 반영하여 전자출
판 관련 재직자 직무 향상 교육을 실시, 부산의 영상비즈니스 중
심도시 구축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천원

사업내용

전자출판 관련 재직자 직무향상 교육

이는 부산정보산업진흥원의 지역특화산업 육성사업의 일환으
로 영상·콘텐츠 육성지원사업에 (재)부산디자인센터가 참여
하여 전자출판분야 재직자 직무를 향상시키는 교육 프로그램
입니다.
추진과정은 지역 전자출판시장에 대한 면밀한 수요조사를 거
쳐 현업에 즉시 적용 가능한 현장응용력 향상 위주의 커리큘럼
을 구성하고, 2013년 7월 지역특화산업 육성사업 협약을 체결
했습니다.
교육은 2014년 3월 18일부터 5월 1일까지이며, ‘인디자인활용
편집디자인’, ‘웹소스의 활용’ 등 5개 과정에 각 과정별로 20명씩
교육시켰습니다.
영상·콘텐츠육성 지원사업은 바로 현장으로 이어지는 실습위
주의 교육을 통해 전자출판 관련 재직자가 보다 향상된 직무를
수행하고, 기업의 경쟁력 또한 높아진다는 측면에서 많은 기대
를 모으고 있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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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추진일정
2013. 6. 현장실사 및 평가, 과제선정 확정
7.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 협약체결
11. 전자출판 교육과정 개발
2014. 1. 사업홍보 및 교육생 모집(5개 과정 125명 모집)
3. 영상·콘텐츠 육성지원사업 교육 실시 (3. 18. ~ 5. 1.)
(워크숍 외 5개 과정, 각 25명, 8시간 ~ 30시간 교육)

추진목표
• 지역 전자출판시장에 대응하는 디자인 전문 인력 양성
목표

세부사업

사업내용

디지털 전자출판
전문가과정

전자출판 관련 재직자
직무향상 교육

정량적

정성적

교육이수100명
만족도 80% 이상

전자출판 재직자
경쟁력강화

추진내용
• 교육대상 : 동남권역 전자출판 관련 재직자 20명 교육
• 교육일정 : 2014. 3. 31. ~ 5. 1.(각 8시간~30시간)
• 교육내용 : 인디자인활용 편집디자인 실습 과정
구분

교육

분야

디지털전자출판
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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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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디자인산업 발전과제 개발

사업기간

2014. 1. ~ 12.
사업비

35,000

지역 디자인 활성화를 위한 신규 사업과 정책 제안 과제를 발굴
하고 연구자료를 축적하여 지역 디자인 산업 발전을 위해 힘써
왔습니다.

천원 (자체사업)

발전과제는 부산의 주력산업인 수·해양 분야와 공공분야로
나눠, 산·학·연·관 전문가로 구성된 워킹그룹을 조성, 각계
의 의견을 수렴하고 서로 소통하여 결과를 도출했습니다.
전략과제는 수·해양 분야에서 「부산 낚시산업, 융합형 전략
으로 명품을 낚아라」를, 공공분야에서는 「어린이놀이공원 디
자인 가이드라인 개발」을 선정해 디자인의 효과를 산업에 접목
시켜 발전상을 모색했습니다. 수·해양 분야의 「부산 낚시산업
융합형 전략으로 명품을 낚아라」는 낚시산업육성을 위한 인식
확대 및 정책수립을 위해 고부가·친환경제품 개발, 생산 및 수
출산업화 전략지원, 강소기업·명품·명장선정육성 및 산업
거점화단지 조성, 업체 간 상생발전 강화 및 산·학·연·관·
협력연계와 같은 여러 방안을 모색하는 등 낚시서비스산업 활
성화를 위한 발전 방향을 도출해냈습니다.
그리고 공공분야의 「어린이놀이공원 디자인 가이드라인 개발」
은 어린이 놀이시설 실태를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여 지역의 특
성을 이해하고 올바른 공간에 적합한 요소를 배치할 수 있는 균
형 있는 근린지구 발전형 도시공원 어린이놀이시설 구축 방안
을 제시합니다. 본 사업을 통해 도출된 과제는 워킹그룹 활동 후
연구결과 보고서로 제작되어 부산광역시 및 정부기관의 사업
과제로 제안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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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 분과, 공공분야 분과
• 워킹그룹별 도출 과제
- 워킹그룹 구성 : 수·해양 분야 분과, 공공분야 분과
- 워킹그룹별 도출 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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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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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1. 사업 운영계획 수립 및 연구위원 구성
3. 낚시박람회 참석(BEXCO)
4. 연구보고서 발간 및 결과보고
10. 수·해양디자인세미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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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 해양 분야 분과
<지역디자인산업 발전과제 개발>
• 과제명 : 부산 낚시산업 융합형 전략으로 명품을 낚아라
• 과제선정 배경 및 필요성 : 부산 낚시산업의 육성 및 경쟁력 강화
• 워킹그룹 구성
소속

성명

부산발전연구원

이선영 연구위원

한국조구산업경영자협회 / Fuga

신영진 사무국장 / 대표

한국조구산업경영자협회 / 블루시드니

김영균 재무 / 대표

블레싱에코디자인

류관현 대표

동아티지

신유정 이사

• 워킹그룹 활동내용
1. 과제선정 및 진행방향 논의
2. 위원별 역할 분담 및 보고서제작 협의
3. 조구제조기업 현장답사 및 인터뷰
4. 세미나개최(부산 낚시산업 융합형 전략으로 명품을 낚아라) 및 의견수렴
5. 해양수산부, 부산시와 업무협의 및 의견수렴
6. 원고집필 및 보고서 제작
• 과제 추진목표 : 국비 및 시비를 통한 낚시산업육성사업 추진
• 과제 추진방법 : 부산시청, 해양수산부와 낚시산업육성사업 관련 업무협의 및 사업화 추진
• 기대효과와 향후 발전계획
1. 산업육성을 위한 인식확대 및 정책수립 기반‧체계 정립
2. 고부가‧친환경제품 개발, 생산 및 수출산업화 전략지원
3. 강소기업‧명품‧명장선정육성 및 산업거점화단지 조성
4. 업체 간 상생발전 강화 및 산‧학‧연‧관 협력연계
5. 친환경지속형환경조성 및 낚시서비스산업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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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분야 분과
• 과제명 : 어린이놀이공원 디자인 가이드라인 개발
• 과제 선정 배경 및 필요성
1. 출생률 감소 등 인구분포의 급격한 변화와 사용자 중심의 디자인 중요성 강조
2. 새로운 사회적·산업적 가치창출을 위한 키즈디자인 분야의 선도적 기술력 배양과 서비스디자인
측면의 가치창출, 신영역 디자인 수요 창출
• 과제 추진 목표
1. 도시공원 어린이시설의 안전성 확보
2. 놀이터 기능과 특화 공원기능이 융합된 공공장소
3. 복지향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능 제공
4. 기본적인 시설물의 안전과 유지·보수 관리
5. 범죄예방 효과의 증대
• 과제 추진방법
1. 안전성 확보를 위한 놀이터 시설물 안전
2.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CPTED 도입을 통한 도시공원 어린이시설 환경설계
3. 도시공원 어린이시설에 포함되는 모든 시설물, 설치물의 유지·보수 관리 체계
도시공원 어린이시설 안전
시설물 안전

내용
미끄럼틀, 시소, 그네, 철봉, 오르기, 회전판, 종합놀이대 등

CPTED 기반 디자인 및 설계

설물의 배치(위치선정), 시야확보를 고려한 조경, 위치선정, 접근성, 카메라 위치 및
화질의 적절성, 조명 등

유지, 보수 관리

시설물의 칠(페인트)상태, 방수, 갈라짐, 연결부(나사, 용접, 끼움), 변형, 위생소독,
시설물 동작, 조경, 바닥재 인체무해관리, 청소, 배수 정도, 침수관리, 오염관리 등

• 기대효과
1. 소통, 균형발전, 어린이가 직접 찾아오는 도시공원 어린이시설 조성효과
2. 지역 간 생활환경(교육, 환경, 소득, 소통)의 균형발전 어린이 놀이 공간 창조
3. 시민이 안심하고 안전하게 누릴 수 있는 새로운 공공 환경 기능 제공
4. 시민의 안전과 삶의 질을 향상하는 부산시 도시 공공산업 및 특화 기반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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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및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

사업기간

2014. 4. ~ 12.
사업비

25,000

창의적디자인체험프로그램은 지식기반의 창조 디자인 산업을
견인할 미래 창의적 인재육성의 일환으로, 부산지역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창의적인 디자인체험의

천원 (자체사업)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디자이너를 꿈꾸는 어린이와 청

사업내용

소년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본 프로그램은 부산디자인

부산지역 유치원 및 초·중·고 재학생

센터에서 자기 주도적 진로설계능력 배양 및 디자인 마인드 확
산을 위해 매년 운영하고 있으며 창의성을 높이고 디자인 마인
드를 확산시킨다는 면에서 기대효과 또한 높았던 디자인 교육
사업입니다.
최소 정원 20명에서 최대 30명까지 선착순 신청받아, 센터 4층
에 위치한 디자인체험관(Design Wave)과 디자인체험 전용 교
육실에서 전문강사의 안내에 따라 단체 관람하고, 제작 체험을
해보는 순서로 진행되었습니다.
체험콘텐츠는 지구환경을 생각하는 디자인으로 에코디자인,
업사이클디자인 그리고 나만의 크리에이티브 감성을 표현하는
크리에이티브 제품디자인으로 구성하여 일부 체험프로그램의
경우 컴퓨터 그래픽을 활용하여 디자인해볼 수 있도록 진행하
였습니다.
2014년 4월부터 양운초등학교를 시작으로 85개의 유치원, 48
개 초등학교, 32개 중학교, 17개의 고등학교에서 총 5,404명의
어린이와 학생들이 참가하였고, 2015년에도 지속적인 홍보와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원활한 운영을 계획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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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추진과정
2014. 1. 창의디자인체험프로그램 전문강사 모집 및 선발 (~ 2월)
2. 연령대별 창의적디자인체험프로그램 개발 (~ 3월)
3. 창의디자인체험프로그램 안내 위한 유선 및 방문 홍보 (~ 3월)
양운초등학교 외 181개교 및 디자인마켓 내 체험프로그램 운영, 총 5,404명 참가 (~ 12월)
4. 디자인마켓 기간 야외 디자인체험프로그램 운영 (3일간_ 1,020명 참가)

진로체험 프로그램 현황
• 유치원, 어린이집
No.

참여기관 및 단체명

교육일자

교육건수 교육인원

1

남부산유치원

08/12, 08/14

2

54

2

늘푸른유치원

10/14, 10/15, 10/16, 10/22, 10/24

5

134

3

롯데캐슬카이저유치원

4

마리나웨스코

09/23, 09/24, 09/25, 09/26

4

75

06/11

1

13

5

백산유치원

07/21, 07/22, 08/13

3

75

6

쁘띠포레유치원

09/02, 09/04, 09/05, 09/15, 09/16, 09/17

6

167

7

센텀항도유치원

07/03, 07/04

2

42

8

양지유치원

9

자연꿈나무어린이집

10

해강유치원

11

해운대마리나유치원

12

해운대센텀시티유치원

10/30

1

39

05/13, 05/14, 05/15, 05,16

4

71

08/20, 08/21, 08/22, 08/26, 08/27, 08/28, 08/29

7

174

05/12, 05/21, 07/15, 07/16, 07/17, 12/16, 12/17, 12/18

8

210

07/07, 07/08, 07/09, 07/10, 07/14

10

228

06/17, 06/18, 06/19, 06/20, 06/24, 06/25, 06/26
06/27, 07/01, 07/02, 07/18

11

289

13

해운대자연유치원

14

효성유치원

07/08, 07/09, 08/19, 08/25

4

81

15

메트로자연유치원

11/04, 11/05, 11/06, 11/07

4

117

16

백양유치원

11/10, 11/12

2

62

17

한솔기장유치원

11/24

1

29

18

사직자연유치원

11/25, 11/26, 11/28, 12/02, 12/03, 12/09, 12/10

7

185

19

대연자연유치원

11/27, 12/19

2

61

20

남천원더랜드

12/22

1

21

비고

일별 2건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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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등학교
No.

참여기관 및 단체명(초등)

교육일자

교육건수 교육인원

1

대천초등학교(BGV주니어기자단)

05월 23일

1

11

2

석포초등학교(BGV주니어기자단)

09월 15일

1

13

3

양운초등학교(BGV주니어기자단)

04월 17일

1

13

4

전포초등학교

07월 25일

1

28

5

상당초등학교 외 혼합(BGV주니어기자단)

06월 24일

1

13

6

해림초등학교(BGV주니어기자단)

06월 26일

1

13

7

해원초등학교(BGV주니어기자단)

04월 18일

1

15

8

금사초등학교

07월 29일

1

21

9

서명초등학교

09월 13일

-

-

10

금정구건강가정지원센터(초등연합단체)

09월 13일

1

37

11

다대도서관(초등혼합)

08월 14일

1

14

12

민락초등학교

05/19, 05/20, 05/22, 05/23,
05/26, 05/27, 05/29, 05/30,
06/02, 06/03, 6/09, 06/10, 06/12,

14

320
25

13

북구디지털도서관(초등혼합)

08월 27일

1

14

동천초등학교(사랑나눔자원봉사동아리)

08월 23일

1

9

15

산대초등학교(사랑나눔자원봉사동아리)

08월 23일

-

-

16

소망행복한홈스쿨(초등혼합)

05월 21일

1

14

05/15, 05/30, 06/21, 07/30,
08/01, 08/05, 08/20, 08/28,
09/25, 10/10, 10/11

12

180

※초등개별참가자(소수인원)

08월 23일

-

3

파랑새아이들집(단체)

11월 01일

1

19

19

천마초등학교

11월 15일

1

16

20

BGV주니어기자단(양성초등)

11월 17일

1

10

21

해원초등학교

12/04, 12/05, 12/11, 12/12

4

110

22

동래종합사회복지관(초등혼합)

12월 20일

1

12

※초등개별참가자(소수인원)

12월 20일

-

4

23

동원초등학교(BGV주니어기자단)

12월 22일

1

12

초등개인단체

12월 26일

1

14

※초등개별참가자(소수인원)

12월 26일

-

2

17

초등개인단체

18

24

비고

10번 교육실적에 포함(공동)

14번 교육실적에 포함(공동)

단체수업시합반

단체수업시합반

단체수업시합반

• 중학교
No.

참여기관 및 단체명(중등)

교육일자

교육건수 교육인원

1

기장중학교

09/15, 09/17

2

55

2

동백중학교

10/06

1

30

3

동수영중학교

04/25

1

26

4

동아중학교

08/29, 10/17, 10/23

4

119

5

명호중학교

10/01

1

32

6

반송여자중학교

09/30, 10/02

2

63

7

부곡중학교

10/28

1

34

8

부산대예술영재교육원

7/31

1

28

9

안강여자중학교(사랑나눔봉사동아리)

8/23

1

11

10

근화여자중학교(사랑나눔봉사동아리)

8/23

-

-

비고

10/23 2건교육

9번 교육실적에 함(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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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센텀중학교

9/18

1

23

12

신도중학교

10/08

1

26

13

운송중학교

10/21

1

26

14

중앙중학교

10/01

1

30

15

초연중학교

06/14

1

19

16

학산여자중학교

08/04

1

9

17

명진중학교(특수학급)

11/01

1

22

18

한바다중학교

11/08

1

20

19

동래여자중학교

11/11

1

23

20

부흥중학교

11/11

1

35

21

BGV주니어기자단(해강중학교)

11/12

1

13

22

금성중학교

11/13

1

32

23

항도중학교

11/14

1

22

24

해운대상당중학교

11/18

1

32

25

해운대중학교

11/19

2

62

26

구남중학교

11/19

1

21

27

구서여자중학교

12/09

1

32

디자인전시체험관 교육(도슨트)

11/19 2건교육

• 고등학교
No.

참여기관 및 단체명(고등)

교육일자

교육건수 교육인원

1

경남여자고등학교

10/07

1

29

2

반여고등학교

10/25

1

21

3

부산여자상업고등학교

07/14, 07/15, 07/17, 07/18

4

105

4

부산진여자고등학교

10/07

1

14

5

중앙고등학교

07/11

1

29

6

아이엠디자인온미술학원

10/18

1

24

7

부산문화여자고등학교

10/31

2

51

10/31 2건교육

8

해운대공업고등학교

05/09

1

80

디자인전시체험관 교육(도슨트)

9

부산국제고등학교(BGV주니어기자단)

07/26

1

10

디자인전시체험관 교육(도슨트)

10

동성고등학교

11/14

1

49

11

동래고등학교

11/21

1

18

12

동천고등학교

11/29

1

24

13

해강고등학교

12/16

1

30

비고

진로체험 프로그램 일정
활동주제

활동 내용

소요시간

담당

체험학습 준비

인원점검 및 주의사항 지도

5분

인솔교사

디자인웨이브

분야별 디자인 역사 및 트렌드 / 디자인제품 관람 및 설명

25분

체험교사

디자인 체험활동

선택1 : 에코백디자인

90분

체험교사

총 소요시간

1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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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디자인 체험활동 내용
1. 에코 크로스백 디자인
• 체험 프로그램명 : 에코 크로스백 디자인
• 디자인 관련 분야 : 시각디자인
• 프로그램 내용 : 일회용 가방 사용을 줄여 환경에 이로운 실천을 할 수 있는 어린이용 크로스백 디자인
• 체험대상 : 유치원 및 초등학생
• 기대효과 : 유치원 및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디자인 진로체험활동의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창의
디자인 마인드 확산

2. 모자디자인(PVC 썬캡)
• 체험 프로그램명 : 모자디자인(PVC 썬캡)
• 디자인 관련 분야 : 제품 디자인
• 프로그램 내용 : 미와 개성, 재료, 기능의 요소가 접목된 제품 디자인(모자디자인)
• 체험대상 : 유치원 및 초등학생
• 기대효과 : 유치원 및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디자인 진로체험활동의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창의 디자인 마인드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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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업사이클링 필통디자인
• 체험 프로그램명 : 업사이클링 필통디자인
• 디자인 관련 분야 : 제품 디자인
• 프로그램 내용 : 다른 용도의 패브릭을 재활용하여 새로운 제품으로 재탄생 된 필통디자인
• 체험대상 : 중, 고등학생
• 기대효과 : 중·고등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디자인 진로체험활동의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자기 주도적 진로설계능력 배양 및 디자인 마인드 확산

4. 텀블러디자인
• 체험 프로그램명 : 텀블러디자인
• 디자인 관련 분야 : 시각 디자인
• 프로그램 내용 : 일회용 컵 사용을 줄이고 친환경적인 삶을 실천할 수 있는 텀블러디자인
• 체험대상 : 중, 고등학생
• 기대효과 : 중·고등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디자인 진로체험활동의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자기 주도적 진로설계능력 배양 및 디자인 마인드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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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체험관·자료실 운영

운영시간

디자인체험관은(1,618㎡ )은 디자인을 주제로 300여 종의

10:00 ~ 18:00

디자인제품을 직접 보고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으며,

매주 월 ~ 토요일 (일·공휴일 휴관)

공간

디자인센터 4층

디자인전문 강사가 진행하는 체험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
습니다.
디자인체험프로그램을 통해 창의적 사고력을 길러주고 디자
이너가 되어 디자인제품을 직접 제작해 보는 ‘디자인 체험프
로그램’에 95개 기관, 4,384명이 프로그램에 참여 하였고, 체
험관 자료실에 15,855명이 방문하였습니다.
디자인자료실(326㎡)은 국내외 디자인 전문도서 6천여 권을
소장한 디자인자료실로 국내외 최신 디자인 간행물과 디자인
전문 도서를 소장하고 있습니다.
디자인을 느끼고, 체험하고, 마음에 담아볼 수 있는 디자인체
험관·자료실 통해 디자인 마인드를 확산시키고 지역의 디자
인산업의 선도 인프라를 확대하는 데 일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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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추진과정
• 디자인자료실 도서대출회원제 시행
• 정기간행물 구독 및 최신 단행본 구입
• 디자인체험프로그램 운영 (대천초등학교 외 95개 기관, 4,384명 참여)
• 프로그램명 :‘디자인이야기’
,‘나는 디자이너다’
• 체험관 내‘사회적기업가 디자인연구실’
개설 10개사 입주

사업결과
1. 디자인 자료실
- 구성 : 1개실 326㎡
- 자료 : 국내외도서 6,265권, 정기간행물 38종, 비도서 455개
- 운영 : 매주 월~토요일 10:00 ~ 18:00 (일요일·공휴일 휴관)
- 도서대출회원제 시행
2. 디자인 체험 프로그램
- 전시일정 : 2014. 1. 1. ~ 2014. 12. 31.
- 주최 : 부산광역시교육청, (재)부산디자인센터
- 주관 : (재)부산디자인센터
- 추진방법 : 부산광역시교육청과 부산디자인센터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디자인 체험 프
로그램을 진행하며 선정된 학교는 교육청 교부금을 받아 학교별 참가비 납부 후 체험관 관람 및 체험 실시
- 체험 프로그램 참여 : 대천초등학교 외 95개 기관, 4,384명 참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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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디자인 체험 프로그램 운영 (프로그램명 : 나는 디자이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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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사진

디자인 자료실

디자인 체험 프로그램

디자인 체험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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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부산일보 (2014. 8. 9) -“생활 디자인 체험, 창의적 감성 깨워요”

2014-08-09

“생활 디자인 체험, 창의적 감성 깨워요”
유아와 초·중·고 대상 마련, 300여 종 제품 직접 사용
디자인 이야기는 센터 내에 마련된 디자인체험관에 전시된 300
여 종의 디자인 제품을 직접 사용해 보면서 일상에서 만나는 생
활 속 디자인에 대해 알아보고 아이들의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시간이다.
이어서 진행되는‘나는 디자이너다’
에서는 참가자들이 직접 자
신만의 디자인을 제품에 활용해 에코백, 창의 모자와 우산, 필통
등 생활소품을 만들어 볼 수 있다. 프로그램에는 15명 이상 30명
미만의 단체만 참가할 수 있으며 전화(051-790-1021)를 통해 문
의와 사전 신청을 받는다. 중·고교생의 경우 1인당 참가비가 1
부산디자인센터가 운영 중인 디자인체험교실.

만 원(20인 이상 1인 8천 원)이며, 유아 및 초등학생은 무료다.
또 매주 토요일에는‘나만의 창의 감성 표현 디자인’
을 주제로 제
품 디자인, 업사이클(재활용) 디자인을 체험할 수 있는 토요디자

‘디자인 체험으로 아이들의 감성을 깨워주세요~’

인스쿨이 열리고 있다.

창의적 인재에 대한 국가적인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부산

유아 및 초등학생만 참가 대상이며, 하나의 프로그램에 최대

에서도 창의력을 발굴, 개발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선보여

15~20인까지 참여할 수 있다. 참가비는 역시 1인당 1만 원(20인

눈길을 끌고 있다.

이상 1인 8천 원)이다.

부산디자인센터가 만 5세 이상 유아와 초·중·고교생 단체를

이 같은 프로그램들은 학부모 등을 중심으로 입소문이 나면서 참

대상으로 마련한‘창의적 디자인체험 프로그램’
이 대표적인 예.

가 문의가 꾸준히 늘고 있는 실정이며, 참가자들의 만족도도 높

이 프로그램은 미래 창의 인재인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다양한 디

은 것으로 알려졌다.

자인 체험 기회를 제공해 숨어있는 창의적 감성을 키우기 위해
올해부터 센터가 마련한 사업이다.

부산디자인센터 홍군선 원장은“창의적 인재는 태어날 때부터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이뤄지는 체험과 환경에 따

매주 월~금요일 해운대구 디자인센터 4층 디자인체험실에서 진

라 만들어지는 것”
이라며“부산의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행되며, 크게‘디자인 이야기’
와‘나는 디자이너다’두 가지 프로

감성을 키울 수 있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하겠다”
고말

그램으로 나뉜다.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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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복합타운 조성계획 수립
사업기간

2014. 7.~ 12.
사업비

16,600

낚시복합타운 조성계획은 증가하는 낚시 인구와 해양레저
산업 수요에 대응하여 성공적인 사업모델을 개발하고자 합
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가족이 다 함께 즐기는

천원(국비)

※ 총사업비 41.5백만 원
(센터 16.6백만원, 해양대 24.9백만원)

힐링복합편의 공간으로서의 낚시복합타운 조성을 목표로 하
고 있습니다. 현재 낚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전국적으로
기존 시설을 이용한 낚시시설들이 1개 소당 평균 30~40억,
많게는 100억 이상의 국가재원을 투입하여 낚시공원이라는
이름으로 조성되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용률이 저조하
여 국가재원이 효율적으로 사용되지 못하고 있어 효율적 방
안 마련이 시급합니다.
본 사업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선진형 낚시공간 실현
을 목표로 합니다. 이용객이 깨끗한 환경과 풍요로운 자원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낚시복합타운을 개발함과 동시에
지역 및 어촌 특성에 맞는 낚시복합타운 조성을 목적으로 두
고 있습니다. 낚시복합타운 조성사업은 국가와 공기업, 민간
기업, 주민 및 어촌 관련 단체 등이 협력하는 사업입니다. 공
공부문의 투자를 통해 만들어진 기반시설을 지자체가 관리
하며 운영은 관리주체 혹은 주민 및 지정관리자가 운영·위
탁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는 상호연계를 통한 시너
지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부산디자인센터는 국내 해양레저 복합공간과 관련된 기초
환경 분석 및 관련 사례분석을 바탕으로 낚시복합타운 개념
을 정립하여 유형화를 통한 모델계획, 입지선정 기준 개발을
통해 낚시복합타운 사업추진방안을 제시하는 등 더 나은 낚
시복합타운 조성사업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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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표
• 국내외 해양레저 복합공간과 관련된 환경‧사례분석을 바탕으로 낚시복합타운의 기본계획 수립

사업 추진과정
2014. 1. 해양수산부 과제 제안활동 전개 (~ 4월)
5. 해양수산부와 계약체결 (~ 6월)
7. 자문위원 구성 및 착수보고회 개최
8. 전국 낚시공원, 어촌체험마을 현황 및 설문조사 실시 (~ 9월)
10. 중간보고회 개최
11. 완료보고회 개최 및 사업비 정산

사업내용
• 낚시 및 해양레저 현황 조사·분석
<범위 : 국내>
- 국내 낚시인구 현황 및 기반시설 조사·분석
- 낚시관련 산업 현황 조사·분석
- 레저환경 조사·분석(레저인구 및 인프라 등)
>> 국내 낚시 및 레저 현황 조사·분석을 통한 낚시복합타운 조성 기본여건 검토
• 낚시복합타운 조성을 위한 설문조사
<범위 : 국내>
- 낚시인구 및 낚시공원 이용객, 지역주민 대상 설문조사
- 오토캠핑장, 해양레저체험시설 등 레저관련 시설 이용객 및 지역주민 대상 설문조사
- 관련 산업 종사자, 전문가 등 대상 설문조사
- 설문조사 내용: 조성 대상지, 프로그램, 필요시설, 이용의향 등에 관한 사항
>> 설문조사를 통한 낚시복합타운 조성 기본방향(입지, 시설, 프로그램, 개발주체, 개발방법 등)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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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낚시복합타운 개념정립
<범위 : 국내/국외>
- 해양레저 복합 공간 개념 및 국내환경 분석
- 해양레저 복합 공간 법제도, 실태, 기본환경 분석
- 국내외 관련 사례 조사·분석
>> 국내현황/국내외 사례 조사·분석을 통한 국내 실정에 적합한 낚시복합타운 개념 정립
• 낚시복합타운 유형 및 시설계획
<범위 : 국내>
- 낚시복합타운 특성별 유형화
- 유형별 모델(안) 계획
- 낚시복합타운 시설계획
>> 낚시복합타운 유형분류 및 모델계획
• 낚시복합타운 적지 선정 기준 개발
<범위 : 국내>
- 낚시복합타운 입지 관련 평가요인 및 평가항목(자연환경 인문사회환경, 낚시여건, 개발여건 등) 조사
- 최적지 평가 및 선정 기준 마련(평가요인/항목별 가중치 평가)
>> 낚시복합타운 조성 입지 평가 및 선정기준을 개발
• 낚시복합타운 사업방향 및 세부추진 전략
<범위 : 국내>
- 사업기본방향 및 추진방법
- 낚시복합타운 조성 및 운영 거버넌스
-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 방안
- 단기 및 중장기 세부추진 전략
- 법제도 개선안
>> 낚시복합타운 조성 사업 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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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방향
• 사회적 효과
- 도시민들에게 가족 중심의 건강하고 유익한 여가활동 제공
- 마을주민에게 새로운 소득 창출 및 소득 다양화 기회 제공
- 도시민들과 어업인 간의 교류 증대 및 공생 관계 성립
- 국민들에게 자연 교육의 장 및 문화 체험의 장을 제공
- 주민의 공동체 의식, 자긍심, 소통·교감, 사업추진능력 증대
- 마을과 지역 주민의 직접 사업 참여 및 새로운 일자리 창출
- 체계적인 자연 및 활동의 관리에 의한 환경훼손 및 오염 방지

• 경제적 효과
- 직접 소득 및 간접 소득에 의한 마을 주민의 소득 증대
- 특산물 판매 등에 지역 산업과 연계하여 주민의 소득 증대
- 마을 및 지역의 브랜드 가치와 인지도 향상
- 마을 및 지역의 생활환경, 관광환경, 경관의 개선
- 연중 사계절 관광객 증가에 따른 마을 및 지역의 경제 활성화
- 마을 및 지역의 수산업, 레저산업, 관광산업, 문화산업 등 산업 활성화
- 사계절 어촌관광 활성화로 관광객 해외 유출에 따른 외화 소비 감소

사업추진절차
기본여건 검토
>

현황 조사 및 분석

유형 분석

>

>

설문조사

낚시복합타운 개념

>

>

적지선정 기준 / 개발 우선순위 검토

시설 계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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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방향
• 사업영역의 확대를 위한 정부부처 사업제안 활동 전개를 통해 해양 디자인분야 신규 국비사업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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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프린팅 전문인력 양성사업

사업기간

2014. 5. ~ 12.
사업비

105,600

(재)부산디자인센터는 해운대구, (주)타코스와 함께 고용노
동부의 지역일자리맞춤형인력양성사업을 유치하여 3D프린
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운영하였습니다.

천원(국비위탁, 고용노동부)

지난 3월, 부산디자인센터와 해운대구는 지역 산업과 여건
교육대상

34세 이하의 미취업자 또는 예비창업자

에 맞춘 전문 직업훈련을 목적으로 ‘3D프린팅 청년창업센터
설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5월에는 3D프린팅
전문인력양성사업을 위한 약정을 체결하였습니다.
5월 2일부터 훈련생을 모집하여 5월 28일 면접심사를 실시
하였고 23명의 훈련생을 선발하여 6월 2일 입교식을 시작으
로 9월 19일까지 총 300시간의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이
론 20%, 실습 80%로 실무 위주의 교육과정을 구성하였으
며, 지난 2007년부터 우리 센터에서 운영해온 시제품제작실
의 3D프린터 관련 노하우를 교육과정에 반영하여 훈련의 내
실을 기하였습니다.
수료생의 취업을 지원하고 사업의 성과를 확산하기 위하여
사업관계자, 수요기업 대표 등을 모시고 9월 23일 우리 센터
4층에서 작품 전시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총 23명의 훈련생
중 83%인 19명이 수료하였으며 14명이 창업을 하였거나 관
련 기업에 취업하여 3D프린팅 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애쓰고
있습니다. 2015년에는 3D프린팅 관련 교육을 더욱 확대하
여 기업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며, 센텀산업단지
를 비롯한 부산이 3D프린팅 관련 산업의 중심지가 될 수 있
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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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4. 5. 1. ~ 12. 31.
• 사업지역 : 부산광역시
• 주요 사업내용 : 3D프린팅 전문인력 양성사업
• 사업목표
- 참가자 : 23명
- 수료자 : 19명 (수료율 80%)
- 창업 및 취업자 : 15명 (취업률 80%)

사업개요
• 쾌적하고 안락한 교육 분위기 및 취업능력 향상을 위한 정책 지원
- 주말, 공휴일, 방과 후에도 교실 및 기자재 사용 개방
- 초․중․고급 등 개인별 능력을 심사 분석하여 분임조 편성 및 평가
- 강사, 훈련생, 관계자 등과의 SNS 소통으로 원활한 학업분위기 조성
- 3D프린팅 실습실의 산화물질 환기 개선을 위한 프린팅 전용실 구축(9백만원)
• 산업용 3D프린팅 장비 구비 및 산․학․연 인적네트워크 구성
- 오브젯, 프로젯트660 등 산업용 3D프린터 3대, 3D 스캐너 2대, 피큐어 제작용 프리폼 2대 등
다수 장비 확보
- 신라대, 경상대, 캐릭터협회, 동남권디자인산업협회, 다자인단체총연합회 등 산업현장 활동하는
실무 강사진으로 교육실시
• 기업수요에 맞는 현장중심의 훈련
- 중소기업청년취업인턴제 등 협약기업으로부터 사전 수요조사에 근거해 교육과정 마련
- 해운대구의 3D청년창업센터 등 창업희망자를 선발하여 창업 중심 교육 실시
- 부산디자인센터는 온·오픈 마켓플레이스 상품판매 지원 및 실습실 환경개선
• 해운대구 등과 업무협약 등으로 일자리 창출을 위한 맞춤형 직업훈련 실시
- 지자체의 합동으로 훈련생 모집 및 합동 선발심사 등으로 취업의지 확인
- 해운대구의 3D프린팅 청년창업센터 설립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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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일정
2014. 4. 협약체결 및 사업준비, 운영위원회 개최 (~ 5월)
5. 교육생 공고, 모집, 심사 선발
교육과정 운영 (이론 20%, 실습 80%)
6. 교육과정 운영 (이론 20%, 실습 80%)
7. 교육과정 운영 및 취업활동 지원
8. 교육과정 운영 및 교육생 평가
8. 중소기업 취업인턴제 연계취업알선 (~ 10월)
9. 교육생수료및작품전시회 (해운대 나눔센터)
10. 취․창업자 멘토링 지원
12. 결과보고 및 정산 (최종 결과 보고서)

기대효과
• 특화된 전문 직업훈련으로 기업 선호도 증가 및 취업률 제고
• 3D프린팅의 체계화된 교육 훈련과정 통해서 직무 경쟁력 향상과 취․창업 능력을 보유한 전문가 양성
• 3D프린팅 기반의 전문적이고,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창업능력 향상
• 해운대구 센텀지식산업단지 중심으로 IT 영상, 마이스산업, 선발설계 등의 창업/벤처/중소기업 등의
다양한 창업아이디어를 시제품제작, 판매 지원
• 부산 해운대구 관광특구 중심으로 관광호텔, 마이스산업, 영화 영상산업과 센템지식산업단지 등에
필요한 인재 육성 및 공급

3D 프린팅 전문인력 양성사업
165

프로그램 사후관리
과정설명회

개강

>

취업니즈 파악 / 분석

훈련생의 취업 및 창업 니즈 조사

>

취업지도

기업체 홍보, 취업 특강

>

취업처 연계노력

채용박람회, 기업초청취업설명, 3D청년창업센터 입주준비/취업클리닉

>

취업정보제공

홈페이지/전화 구인요청 기업체, 3D청년창업센터 입주 및 창업컨설팅

>

사후관리(6개월)

취업/창업정보 제공, 면접자 동행 면접 진행, 미취업생 월별 관리

>

결과취합

최종 취업자 파악 / 분석

• 2014-05-16 / 제갈수만 기자

해운대구, 3D프린팅 전문인력 양성과정 운영
부산 해운대구는 전국 기초단체 최초로 '3D 프린팅 청년창업센터'에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운
영한다고 16일 밝혔다.
해운대구와 고용노동부가 지원하고 부산디자인센터, 디자인기업 타코스가 주관하는 이번 교육은 디지털시대
의 3차 산업혁명을 이끌 아이콘으로 손꼽히는 3D프린팅 기술을 배울 수 있다.
고용노동부 주관 '2014년 전국지방자치단체 일자리평가'에서 해운대구가 최우수 기관에 선정돼 받은 시상금
1억원을 투입하며 '지역맞춤형 일자리'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수강료는 전액 무료다.
교육기간은 6월 2일~9월 19일, 매일 오전 10시 30분~오후 4시 30분이다. 실무 위주의 교육으로 초·중·고
급 과정에 총 25명을 모집한다. 교육장소는 센텀시티에 자리한 부산디자인센터 내 교육장에서 진행된다.
지원 자격은 3D프린터 분야에서 취업·창업 의지가 확고한 부산지역 미취업자로 대학졸업 3년 이내 미취업
자, 34세 이하로 특허 등을 소지한 창업희망자를 우선으로 하며 장애인·다문화가정에게는 가점을 부여한다.
교육 수료 후 부산디자인센터와 타코스 협약기업에 취업을 알선하고, 창업을 원하는 수강생에게는 해운대구
3D 청년창업지원센터 입주 우선권과 부산디자인센터의 온·오픈마켓 상품판매 지원 혜택이 주어진다.(하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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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구 야간경관 기본계획 수립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수영구의 세계적 관광명소화를 위한 야간경관의 체계적 개선
- 새로운 여건 및 제도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야간경관 기본계획 수립
• 사업기간 :‘14. 9. ~ ’
15. 4.
• 사 업 비 : 76백만원(구비)
• 위탁기관 : 부산광역시 수영구(건축과)

추진방법
• 조사분석, 기본구상, 야간경관계획, 실행계획, 가이드라인 제시 추진
• 공개입찰을 통한 전문 수행업체 선정 추진
• 부산디자인센터 내부 전문인력을 통한 사업 관리

추진경과 및 계획
2014. 8. 수영구와 사업 위‧수탁 협의
9. 수영구-센터 사업 위‧수탁 계약
10. 전문 수행업체 선정
11. 계획수립 완료 (~ 2015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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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구 관광명소

착수보고회

진행 과정

Design Promotion Business

2014 재단법인 부산디자인센터 연차보고서
Design Center Busan Annual Report 2014

디자인
진흥사업

_ 디자인정보지 발간
_ 지역디자인혁신사업
_ 공공분야 디자인컨설팅
_ 제16회 부산관광기념품공모전
_ 글로벌 에코디자인 패션비즈 지원사업
_ 음식점 외국어메뉴판 제작 지원사업
_ 도시디자인탐사단 (부산도시재생대학)
_ 부산도시디자인학교 운영
_ 지역전통소재 캐릭터상품 개발지원사업
_ 운영포럼 및 부산디자이너의 밤
_ 디자인 관련 단체 협회와의 협력강화 사업
_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사업
_ 수산가공선진화단지 공동브랜드 및 CI개발
_ 산·학·연 연계 운영 포럼
_ 사회적기업가육성사업
_ 법무부 셉테드 컨설팅
_ 철로변 커뮤니티 뉴딜사업
_ 항노화 디자인공모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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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정보지 발간

사업기간

2014. 1. ~ 12.
사업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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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000

천원

역할을 담당해 왔습니다. 2014년부터는 디자인이 필요한 중
소기업에게 디자인 전문회사의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상호

사업내용

디자인정보지 연

(재)부산디자인센터는 디자인 정보지를 발간, 국내외 최신 디

1

회 발간 (5,000부)

간에 산업성장과 경쟁력 강화가 될 것으로 사료되어 디자인
기업 정보를 제공하는 형태로 발행하였습니다. 제작 형태는
중소기업의 대표, 임직원이 쉽게 볼 수 있도록 기존 판형보다
크게 제작하였으며, 24개 기업, 1개 협회가 참여하였습니다.
디자인정보지는 디자인정보를 필요로 하는 제조기업을 중심
으로 배포했으며 기업 DB는 부산상공회의소 제조기업 DB
에서 추출하여 2,582개 업체에 배포하였으며, 유관기관 등
에 2,418부를 배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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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추진일정
2014. 4. 사업계획수립
5. 제작용역 업체 모집공고 및 선정, 디자인 소개 참여업체 모집 및 접수
6. 디자인정보지 기업 특집호 5,000부 제작 및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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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정보지 제14호 : 디자인기업

순번

업체명

대표자명

분야

1

아트핸즈

김석칠

시각(포장), 제품 디자인

2

니토디자인

이상헌

제품, 시각/포장 디자인

3

아이큐브

이향진

시각(포장), 멀티미디어 디자인

4

이너스(INNUS)

김규덕, 이규선

시각(포장), 제품 디자인

5

CCA

정형권

광고, 편집, 패키지, CI 등

6

(사)동남권디자인 산업협회(SEDIA)

김규덕

디자인연구개발 및 디자인, 환경디자인, 출력 등

7

(주)디자인스탠다드

조형래

시각(포장), 제품, 환경 디자인

8

내일디자인연구소

정형건

시각(포장), 제품, CI/BI 등

9

(주)보아스 커뮤니케이션

진영관

시각(포장), 멀티미디어 디자인

10

페이블 스튜디오

박동민

페이퍼토이, 디자인소품 개발

11

(주)CMC

이영용

시각(포장), 환경 디자인

12

주식회사 예감

이동훈

시각(포장), 제품 디자인

13

바터

백찬미

시각(포장), 제품, 환경, 브랜드 아이덴티티, 종합

14

효민디앤피

한수흥

시각, 인쇄, 카달로그

15

(주)디자인엑스투

김광

종합디자인

16

디앤아이커뮤니케이션

박이문

브랜드, 시각, 디자인컨설팅, 환경

17

(주)아이온

윤장원

제품, 시각

18

이디오디자인

홍성안

시각, 제품, 환경

19

(주)디자인부산

서무성

디자인문구, 캐릭터, 시각, 브랜딩

20

디자인글꼴

김수진

시각, 홍보물, 제품, 웹, 종합

21

4M커뮤니케이션

김경환

시각, 문화/예술/공연

22

아이엠커뮤니케이션

성기택

종합디자인

23

디자인베이스

박정환

시각

24

마코디자인

마성민

시각

25

크리에이티브퍼스

신홍우

시각, 제품, 환경, 멀티

비고

디자인정보지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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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정보지 내용

디자인 정보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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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디자인혁신사업
사업개요
• 사업내용 : 해양레저제품 디자인개발지원, 대한민국 해양디자인공모전, 해양디자인세미나 등 수행
• 사업기간 :‘14. 6. ~ ’
15. 5. (전체기간 :‘12. 6. ~ ’
15. 5.)
• 사 업 비 : 481백만원(국비)
• 위탁기관 : 산업통상자원부(한국산업기술진흥원)

추진방법
• (재)부산디자인센터를 주관기관으로, 동서대 디지털영상디자인혁신센터, 바이오디자인혁신센터,
경성대 유니버설디자인연구센터를 참여기관으로 하여 공동추진

사업 추진일정
2014. 1. 동남권 해양레저제품 디자인개발 지원 (~ 5월)
4. 상해 국제보트쇼 참가
6. 전담기관 대상 2차 년도 성과 및 3차 년도 사업계획 보고 및 평가
7. 평가결과 최우수과제 선정
8.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과 3차 년도 사업 협약 체결
10. 제4회 해양디자인공모전 개최 (~ 12월)
10. 2014 부산 국제보트산업전 참가

사업세부내용
• 동남권 해양레저제품 디자인개발지원

• 해양디자인 공모전 개최

• 해양디자인 세미나 개최

• 전시참가

• 해양레저 안전 디자인 연구(UDRC수행)
• 경남지역 적용 가능한 해양레저행사 조사 연구 및 콘텐츠 연구개발(BioDIC수행)
• 네트워크 활동
• 동남권 해양레저 콘텐츠&스타일 정보 구축(DIDIC수행)
• 정보확산활동
• 디자인교육(DIDIC, BioDIC, UDRC수행)
• 해양레저 제품 발굴 워크숍 개최(DCB, DIDIC, BioDIC, UDRC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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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사업 추진결과
1. 강, 호수, 뱃길 등에서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친환경 솔라 레저보트 제품디자인개발
1. 과제개요
• 과제명 : 강, 호수, 뱃길 등에서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친환경 솔라 레저보트 제품디자인개발
• 주관기관 / 참여기업 : 아트핸즈/코리아터빈(주)
• 개발기간 :‘14. 3. 1. ~ ’
14. 5. 31.
• 사업비 : 110,000천원
- 정부출연금 : 82,300천원 / 민간부담 현금 : 2,800천원 / 민간부담 현물 : 24,900천원
2. 개발내용
• 개발대상
- 지구온난화의 원인이 되는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태양에너지와 충전지를 보트에 적용한 친환경
보트로서, 태양전지와 배터리를 이용해 연료 효율을 높이고 유해가스 배출을 줄이는 혁신적인 제품
- 가볍고 외부충격에 강하며 자외선 노출에 따는 황변현상이 적은 FRP소재를 적용하고, 사용목적에 따
라 승선인원, 최고속도, 운항시간 등이 정해지며, 20ft(6m)급 선박의 경우 4~6명이 승선하며, 속도는
5~6Knot(10km/h이내)로 운항되어짐
• 개발목표
- 개인 여가활동을 위한 구매에 부합하는 디자인
- 관광 및 레저산업현장 구매 촉진, 어촌의 어항을 활용한 새로운 수익형 임대 제품으로 판매
- 레저목적의 디자인으로서 다수(해외)의 레저목적에 부합하는 디자인 연구
- 개인 및 동호회 시장, 해안 근처 사업자용 시장, 어촌계 및 지자체의 지역 시장, 동남아시아 시장 등을
목표로 디자인 마련 및 전략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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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양레저용 다기능 낚시복 및 구난용 수밀전지등 디자인개발
1. 과제개요
• 과제명 : 해양레저용 다기능 낚시복 및 구난용 수밀전지등 디자인개발
• 주관기관/참여기업 : 블레싱에코디자인/씨울프마린
• 개발기간 :‘14. 3. 1.~ ’
13. 5. 31.
• 사업비(천원) : 107,700
- 정부출연금 : 80,000 / 민간부담 현금 : 2,700 / 민간부담 현물 : 24,300
2. 개발내용
• 개발대상
- 해양레저용 다기능 낚시복 개발(3 in 1 낚시복: 낚시복, 낚시조끼, 구명조끼) : 낚시조끼에 부력기능과
구난용 수밀전지등이 적용된 일체화 된 낚시복 개발로, 타겟을 남녀로 구분하여 스타일, 편의성, 안전
성을 고려한 디자인으로 개발
- 구난용 수밀전지등 디자인
- 구명조끼, 보트 등에 적용할 수 있는 구난용 수밀전지등 개발
- 소형화 및 경량화된 디자인으로서 부착이 쉽고 오염이나 비 등에 오작동이 없는 디자인 개발
• 개발목표
- 해양 레저용 다기능 낚시복 디자인 및 시제품 개발 : 남·여 각각의 소비자를 고려한 스타일과 기능적
인 면을 고려한 패턴, 방수 및 방풍 등을 고려한 소재가 적용된 다기능 낚시복, 익수 사고 시 익수자의
안전과 빠른 구조를 도울 수 있는 구명기능이 있는 낚시조끼가 서로 결합 가능하여 복합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3in1 낚시복의 디자인 및 시제품의 개발.
- 구난용 수밀전지 등 : 소형화·경량화, 견고하고 튼튼한 구조와 소재를 적용, 오작동이 없는 센서와
수동 점등이 쉬운 버튼, 부착이 간편한 구조 (구명조끼, 구명보트 등)
- 2차디자인 개발 및 품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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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목적 JET BOAT-MINIZET의 제품디자인
1. 과제개요
• 과제명 : 다목적 JET BOAT-MINIZET의 제품디자인
• 주관기관/참여기업 : 크리에이티브퍼스/디텍
• 개발기간 :‘14. 3. 1. ~ ’
14. 5. 31.
• 사업비(천원) : 106,600
- 정부출연금 : 79,950 / 민간부담 현금 : 5,330 / 민간부담 현물 : 21,320
2. 개발내용
• 개발대상
- 제트보트로 통용되고 있는 High speed thrill ride 보트/Wake Jet Boat(이하 제트보트)와 Personal
Water Craft의 형태가 Crossover된 형태의 해양레저형 제품으로 높은 선속과 급선회로 운용되는 체
험관광용 보트에 해당함
- Personal Water Craft(제트스키)는 물 위에서 빠른 이동이 가능한 동력보트로서 선체 앞쪽에 수중에
있는 터빈이 물을 빨아 들였다가 내뱉음으로써 추진력을 얻어 앞으로 나아가는 방식의 1~3인용 레저
목적의 보트
• 개발목표
- 다목적 레저용 Jet Boat로서 그 사용 용도는 스피드 보팅을 위한 보트이며, 일부를 개조하여 군, 경이
활용 가능한 제품
- 크기는 5.48m (+-30)이 본과제의 대상이며, 선체하부를 통일한 Family look으로 출시
- 탑승 인원 : 7명 급이며, 레저의 목적에 따라 변경 가능
- 속도 : 40knots급 Jet-boat
- 구성품 : 엔진 - 40knot급 Gasoline / Diesel엔진
Manufacture - Gelcoat, PVC Form 3D Core
LOA - 5,48m / Beam : 1.85m Crew + passenger : 7p
Driver - Water jet DOEN DJ100G

디자인 진흥사업
178

4. 분리, 결합이 융합된 다기능 아쿠아 슈즈 개발
1. 과제개요
• 과제명 : 분리, 결합이 융합된 다기능 아쿠아 슈즈 개발
• 주관기관/참여기업 : 하백디자인연구소/(주)칸투칸/한국신발피혁연구원
• 개발기간 :‘14. 3. 1. ~ ’
14. 5. 31.
• 사업비(천원) : 104,000
- 정부출연금 : 78,000 / 민간부담 현금 : 3,000 / 민간부담 현물 : 23,000
2. 개발내용
• 개발대상
- 샌들과 운동화가 조합된 새로운 형태의 디자인으로서 하절기 범주를 벗어나 일반적인 평상화로서의
새로운 영역을 형성
- 해양 스포츠 및 레저 활동을 만족시키는 멀티 개념의 아쿠아 슈즈 개발
- 기능성과 패션성을 최대로 융합시킨 아쿠아 슈즈 개발
- 패밀리룩 아쿠아 슈즈 개발
• 개발목표
- 해양레저 산업 측면에서의 아쿠아 슈즈 트랜드 및 상품성 조사
- 기능성에 의한 차별적 디테일 개발
- 기능성과 패션성이 융합된 독창적 디자인 개발
- 뛰어난 완성도의 Aqua shoes 시제품 개발
- 시제품 디자인 만족도 조사 및 인체영향 성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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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회 중국 국제 보트쇼 전시 참가>
1. 전시개요
• 전시회명 : The 19th China (Shanghai) International Boat Show
• 전시일정 : 2013. 4. 11. ~ 14. (4일간)
• 전시장소 : Shanghai World Expo Exhibition & Convention Center Hall 1
2. 개발내용
• 부산디자인센터 소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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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참가결과
• 상담건수 : 68건
• 전시 관람자 수 : 3,600여 명 (1일 850~900명 정도 방문)

디자인 진흥사업
180

<2014 부산국제보트산업전 참가>
1. 전시개요
• 전시회명 : 2014 부산국제보트산업전
• 전시기간 : 2014. 10. 2. ~ 5.
• 장소 : BEXCO 제1전시장
• 전시 관람자 수 : 11,808명 ※ 전시회 주최 측 집계
• 전시내용
- 부산디자인센터 소개
- 지역디자인혁신사업 참여기업, 기관의 디자인 및 제품
디자인 기업, 기관

제품(연관기업)

아트핸즈

딩기요트(연합SB주식회사), 패밀리 세일링요트((주)금하네이벌텍), 솔라 레저보트(코리아터빈)

블레싱에코디자인

삼동선(아이요트), 낚시복 / 구난용 수밀전지 등(씨울프마린)

하백디자인연구소

아쿠아슈즈 ((주)칸투칸/한국신발피혁연구원)

티오알앤디랩스
크리에이티브 퍼스
디지털영상디자인혁신센터
바이오디자인혁신센터

서퍼보드(서광기공), SUP보드(유니온텍)
RIB(우남마린), JET보트(디텍)
JET보트(디텍), 에어매트리스 가방
수상헬멧, 라이프자켓(씨울프마린), 웨이크보드

• 기대효과 : 동남권 해양레저 디자인 제품의 디자인인지도 향상 및 네트워크 기반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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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대한민국 해양디자인 공모전 개최>
1. 공모전 개요
• 목적 : 해양디자인 저변 확대 및 수준 향상
• 공모전 명칭 : 제5회 대한민국 해양디자인 공모전
• 주최/주관 : (재)부산디자인센터, (재)중소조선연구원, (사)한국해양산업협회
• 후원 : 산업통상자원부, 부산광역시,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한국해양디자인협회,
(사)한국해양디자인학회
2. 추진일정
•‘14. 10. 22. ~ 12. 03. : 작품모집 공고 (센터웹사이트)
•‘14. 12. 01. ~ 12. 03. : 작품접수 (197점)
•‘14. 12. 04. : 심사위원회 개최
•‘13. 12. 20. : 시상식 개최
•‘13. 12. 18. ~ 12. 24. : 센터전시

대상-부산광역시장상

대상-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

심사위원회

시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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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분야 디자인컨설팅
(부산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컨설팅)

사업개요
• 사업내용
- 구‧군청 수요에 따른 부산시 범죄예방환경디자인 현황을 분석하여 개선방향을 제시
- 분석자료를 해당 지자체에 제공하여 사업시행 동기부여 및 예산확보 근거로 활용
• 사업기간 : 2014. 2. ~ 2014. 7.
• 사 업 비 : 20,000천원(자체)

사업 추진일정
2014. 2. 추진계획 수립, 대상지 선정
3. 과업작성
4. 용역입찰, 수행업체 선정
5. 착수보고회 개최
6. 중간보고회 개최, 최종보고회 개최, 용역준공
7. 결과보고

사업 추진내용
• 부산시 16개 구군 대상으로 신청받은 대상지 중에서 선별하여 컨설팅 추진
- 서구 천해로13번길16-9
- 수영구 망미동 970번지일원
• 1, 2차 조사분석(범죄, 환경, 설문 등), 개선방향 도출

공공분야 디자인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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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의견수렴

환경 조사

범죄예방 솔루션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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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회 부산관광기념품공모전

사업기간

2014. 4. ~ 12.
사업비

부산을 찾는 국내외 관광객의 기호에 맞춰 부산의 매력과 문
화적 특색을 살린 관광 상품을 개발·보급하기 위해 ‘제16회
부산관광기념품 공모전’을 개최했습니다.

38,000

천원
(시비수탁, 부산광역시 관광진흥과)

부산광역시 주최, (재)부산디자인센터 주관으로 열린 ‘제16

사업내용

회 부산관광기념품 공모전’은 실용적이고 상품성이 높은 우

16

수한 작품들이 대거 출품되어 불꽃 튀는 경쟁을 벌였습니다.

개 수상작 선정

공모전은 2014년 7월, 접수받은 59개 작품, 534점을 대상으
로 공예, 디자인기업, 관광업계, 유통업계 전문가 10명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엄정하고 공정한 심사를 통해 16개
의 작품이 최종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특히 이번 공모전은 본 심사에 앞서 수요자의
다양한 기호와 구매 성향을 조사하고, 심사위원
에 유통 전문가를 참여시키는 등 상품성이 높은
관광기념물을 발굴하는 데 역점을 뒀습니다.
시상 후 특선 이상 입상 작품은 ‘제17회 대한민
국관광기념품 공모전’에 출품해 2개의 작품이
수상의 기쁨을 얻었고, 부산국제관광전 등 여러
전시회에 참가하여 관람객에게 큰 호응을 얻었
습니다.

제16회 부산관광기념품공모전
185

사업 추진일정
2014. 4. 부산시 관광진흥과와 사업 협약
5. 사업계획 수립 및 관광기념품공모전 개최 공고
6. 부산관광기념품공모전 접수·심사·시상·전시 (16개 작품 선정)
7. 제17회 대한민국관광기념품공모전 출품(대상1, 금상1)
9. 부산국제관광전, MICE Festival 참가 (벡스코, 9개 업체)
10. 2014 ITU 전권회의 참가(벡스코), 부산불꽃축제 참가(광안리 해변 일원)
11. 부산 선물 및 생활용품 전시 참가
12. 사업비 정산 및 결과보고

제16회 부산관광기념품공모전 결과
• 서류접수 및 작품접수 : 2014. 6. 16.(월) ~ 6. 18.(수), 3일간
• 접수작품 : 59작품 139종 534점
구 분

계

민·공예품

공산품

가공식품

융·복합상품

기타

계

59

39

9

4

2점

5

지정주제

26

19

3

1

1점

2

자유주제

33

20

6

3

1점

3

• 심사일자 : 2014. 6. 20.(금)
• 심사위원 : 각 분야 전문가 10명
• 시상식 및 전시
- 시상식 일시 : 2014. 6. 25.(수), 16:00 / 전시 일시 : 2014. 6. 25.(수)~29.(일)
• 전시장소 : (재) 부산디자인센터 1층 전시실
• 수상작 현황 : 총 16개 작품 선정

디자인 진흥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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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자

작품명

대상

박소영
오혜림
지혜정

구석9席

금상

정혜윤

부산 트윌리 스카프

은상

남기만

전통 & 현대로가다

동상

윤세영

부산 시티 투어버스
노선도 손수건

동상

서무성

추억의
감천문화마을

특선

황외분

조내기
고구마 캬라멜

특선

배천순

Dynamic 우산

특선

권정아

괴불노리개를
응용한 풍경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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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자

작품명

입선

강상현

Glimpse of Busan
엽서 세트

입선

권현숙

동백

입선

김병두

씨위드 카카오
(부산)

입선

최원정

에코백, 키홀더
헤어핀, 천연비누
천연방향제

입선

서무성

꼬등어
문구 시리즈

입선
(추가)

김향미

Blue Ocean
Busan Bada
(BOBB)

입선
(추가)

황재영

전자 열쇠고리

입선
(추가)

김인경

사람 향기 나는
감천문화마을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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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작 홍보 및 유통 지원
1. 부산 디자인마켓 참가
• 기 간 : 2014. 9. 12.(금) ~ 14.(일), 3일간
• 장 소 : 부산 벡스코(BEXCO) 야외전시장 일원
• 주최/주관 : 부산광역시 / (재)부산디자인센터
• 전시공간 구성
- 제16회 부산관광기념품공모전 수상자 및 출품자 상품 판매코너 운영
•내용
- 부산 시민에 대한 디자인 관심도를 제고하는 한편, 부산지역 중소기업,
디자이너를 위한 시장판로 개척 및 마케팅 지원을 위해 마련
- (재)부산디자인센터 중소기업 및 1인 창조기업 지원사업 결과물 전시존 운영
- 중소기업, 1인 창조기업, 디자이너 및 공예가의 제품 판매존 운영
- 어린이 디자인 체험존 운영

부산 디자인마켓 참가 사진

2. 2014 부산국제관광전 참가
• 기 간 : 2014. 9. 12.(금) ∼ 9. 15.(월),(4일간)
• 장 소 : 부산 벡스코(BEXCO) 제3홀
• 주최/주관 : 부산광역시 / 부산광역시관광협회, (주)코트파
• 전시공간 : 행사장 내 4개 부스
• 전시공간 구성
- 수상작 전시 : 제16회 부산관광기념품공모전 수상작 총 16개팀 중 9개팀
- 상품판매 : 상품화 가능자 총 9개팀 50여종
• 내용 : 국내 관광산업 홍보관 운영, 국제교류홍보관 운영, 메가 이벤트 및 여행상품 홍보관 운영 등
• 행사 기간 성과
- 행사 기간 상품판매액 : 약 7,135천원
- 전시 참관 인원 : 총 101,67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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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14 마이스페스티벌
• 기 간 : 2014. 9. 12.(금)~9. 15.(월)(4일간)
• 장 소 : 벡스코 컨벤션홀
• 주최/주관 : 부산광역시, 마이스페스티벌 조직위원회
• 전시공간 : 행사장 내 2개 부스
• 전시공간 구성
- 수상작 전시 : 제16회 부산관광기념품공모전 수상자 9명 참가
- 상품판매 : 50여 종 판매
• 참가성과 : 2014 ITU 전권회의 부산관광상품 판매 요청, 부산롯데면세점, 거제랜드
리컨벤션 관광상품 개발 및 판매 상담
4. 2014 ITU 전권회의
• 기 간 : 2014. 10. 20.(월)~11. 7.(금),(19일간)
• 장 소 : 벡스코
• 주최/주관 : 미래창조과학부, 국제전기통신연합(ITU)
• 전시공간 : 행사장 내 관광기념품 판매소
• 전시공간 구성
- 수상작 전시 : 2014년 수상자 전원
• 참관인원 : ITU 전권회의 외국인 참가자 5,500여명 및 국내 참가자
• 행사 기간 상품판매액 : 약 6,244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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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014 부산불꽃축제
• 일 시 : 2014. 10. 28.(토), 09:00
• 장 소 : 광안리 해수욕장 일원
• 주최/주관 : 부산시, 부산불꽃축제 조직위원회
• 참석자 : 2014년 수상자 전원
• 전시공간 구성 : 3*3m 부스 2개
• 참관인원 : 15만명
• 행사 기간 상품판매액 : 약 633천원

6. 2014 부산 국제 선물 및 생활용품 전시회 참가
• 일 시 : 2014. 11. 27.(목) ∼ 11. 30.(일),(4일간)
• 장 소 : 부산 벡스코(BEXCO) 제1전시장
• 주최/주관 : 부산MBC / (주)메세코리아
• 전시품목
- 수상작 전시 : 제16회 부산관광기념품공모전 수상작 총 10팀
- 상품 판매 : 수상자 중 상품화 가능자의 상품 판매코너 운영
• 내용 : 영호남권 최대의 국제 선물·판촉물 및 생활용품 전문 박람회, 국내 생산자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하는 유통활성화의 장, 여행상품의 효과적인 마케팅 및 우수상품전 등
• 행사 기간 상품판매액 : 약 6,641천원
• 전시 참관 인원 : 총 30,0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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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보도
부산일보 (2014. 6. 24) - 부산 수산가공품 '디자인' 날개 단다

• 2014-06-24 / 박동욱 기자

부산시,‘관광기념품 공모전’
입상작 발표
대상에 ㈜씨웰 '9석9席' 선정
부산시는 '제16회 부산관광기념품 공모전'을 심사한 결과 모두 16개 입상작을 선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부산디자인센터 주관으로 ▲부산불꽃축제 ▲부산국제영화제 ▲영도대교 ▲부산시티투어 등
8개 세부 주제로 나눠진‘지정주제’
와 부산의 특징을 잘 나타낼 수 있는‘자유주제’
로 나눠 진행됐다.
공모 결과 지정주제 부문 26작품 203점, 자유주제 부분 33작품 331점 등 총 59작품 534점이 접수됐다.
대상에는 ㈜씨웰의 박소영·오혜림·지혜정씨가 공동 출품한‘구석9席(부산 9가지 명소와 어묵세트 제품)’
이 선정됐다.
이 작품은 부산 구석구석의 먹거리 9가지 관광명소를 소개하고 부산의 대표적 먹거리 어묵을 주제로 패키지
세트를 구성했다. 어묵제품에 베이커리 패키지를 사용해 부산어묵을 보다 고급스럽고 재미있게 표현한 아이
디어가 돋보인 작품으로 여러 심사위원들의 공감을 얻었다.
▲금상은 정혜윤씨의‘부산 트윌리 스카프(부산상징 각종 패턴 스카프)’▲은상은 한양난전디자인 남기만씨
의‘전통&현대로가다(나전칠기 필함, 액자)’▲동상은 피엔유콘텐츠코어㈜ 윤세영씨의‘부산시티투어 노선
도 손수건’
, ㈜디자인부산 서무성씨의‘추억의 감천문화마을(스탠드, 텀블러)’
이 각각 선정됐다.
심사위원장을 맡은 이경희(동아기획 대표)씨는“이번 공모전 출품작들은 예년에 비해 관광기념품으로 활용
기대가 대단히 높고, 당초 입상작을 13점 선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3개 작품을 더 추가할 수밖에 없었을 만
큼 그 어느 해 보다 경쟁력이 높았다”
고 전했다.
시상은 25일 오후 4시 부산디자인센터 2층 전시실에서 수상자 및 가족과 기념품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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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에코디자인 패션비즈 지원사업

사업기간

환경은 살리고 품질은 높이는 에코 디자인 확산을 위해 에코

2014. 3. ~ 2015. 2.

디자인 마인드 함양 교육에서 관련 분야 창업과 취업까지 적
극 지원, 부산의 에코디자인 활성화에 기여했습니다.

사업비

70,000

천원

(국비, 산업통상자원부)

이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실시하는 지역연고산업 육성사업
으로 동아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주관기관을 맡고, (재)부산디

사업내용

에코디자인 관련 창업·취업 지원
교육프로그램 운영

자인센터가 참여하여 추진한 사업입니다.
에코디자인 산업 육성을 위해 실시한 ‘글로벌 에코디자인 맞
춤형 교육프로그램’은 에코디자인 관련 예비 창업자나 디자
이너들을 대상으로 한달 동안 매주 토요일 3시간씩, 에코디
자인의 산업수요와 창업 노하우, 세계적인 흐름을 짚어보는
교육내용으로 구성, 많은 수강자가 참여하여 에코디자인에
대한 관심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함께 에코디자인 산업을 보다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창업
지원을 위해 개발품 10건, 총 5천 3백만원을 지원하고, 취업
7건을 알선하였습니다.
글로벌 에코디자인 패션비즈 지원사업은 산업의 이슈가 되
고 있는 에코디자인에 대한 관심을 불러 모으고, 창업과 고용
을 확대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했다는 점에서 향후 사업 또
한 관련 업계의 기대를 한몸에 받으며 디자인 산업의 진흥과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정진해 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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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추진일정
2014. 4. 사업계획서 제출 및 협약 체결
5. 사업계획서 계획 수립
7. 에코디자인 관련 창업기업 모집 공고, 접수 (~ 9월)
10. 에코디자인 관련 창업기업 선정 및 제품개발 지원
11. 에코디자인 관련 기업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2015. 2. 2단계 2차년도 결과보고서 제출

에코디자인 인력양성 사업결과
세부사업

성과지표

인력양성

에코디자인 관련 창업지원

성과내용
• 창업지원 10건
• 취업지원 7건

1. 창업지원 재료비 지원
항목

상호

대표자

개발품명

비고

1

초희

김초희

현수막 업사이클링 백팩

신규창업 지원

2

리엘라디자인

김미연

패킹박스

신규창업 지원

3

올더즈핸즈

박라미

수제비누제조

신규창업 지원

4

J 아네스

정혜윤

스카프, 넥타이

신규창업 지원

5

옻칠랩

김민지

생활소품(커피잔, 핸드폰 커버 등)

신규창업 지원

6

썸띵포굿

김나단

휴대폰 거치대

신규창업 지원

7

얼스 그라운드

김태현

화분, 시계

신규창업 지원

8

펀에더

이지현

부산 관광기념품(열쇠고리, 팔찌 등)

신규창업 지원

9

토미디자인

김효상

생활소품(전등)

정착형 창업 지원

10

부에나스

김창환

문구류(책상용 달력)

정착형 창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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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창업지원 재료비 지원에 따른 성과물

리엘라디자인 | 다기능성
스토리가 있는 포장박스

올더즈핸즈 | 친환경&재활용
폐기물인 커피 부산물을 이용하는
스킨케어 제품

J아네스 | 다기능성
친환경 염색기법을 이용한 다기능,
주문생산 패션소품

옷칠랩 | 친환경
친환경 옻칠을 소재로 전통성과
웰빙 생활 소품 생산

얼스그라운드 | 친환경
폐기물인 커피 부산물을 이용하는
화분, 시계 등 생활소품

펀에더 | 재활용
버려지는 자투리 가죽을 이용한
부산관광기념품

초희 | 재활용
버려지는 현수막을 활용하는
에코가방

썸띵포굿 | 재구성,재활용
버려지는 포장박스를 스피커로
재활용하는 제품

토미디자인 | 재활용
재활용되지 않는 수입양주병,
와인병을 재활용하는 생활소품

부에나스 | 재활용
레터프레스는 100% 코튼지를
활용하며, 필요한 수량만큼 생산
하는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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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에코디자인 맞춤형 교육
글로벌 에코디자인 맞춤형 교육 사업결과
• 교육목적 : 에코디자인 관련 예비창업자 및 디자이너를 대상으로 에코디자인의 발전과 관련 분야의 인재
양성 및 세계적인 에코디자인 흐름을 도울 수 있는 교육
• 교육기간 : 2014. 11. 22. (토) ~ 12. 20. (토), 매주 토요일 3시간씩
• 교육장소 : 부산디자인센터 세미나실B
• 교육대상 : 재직자, 미취업자, 창업자, 학생 등
• 주관 : (재)부산디자인센터
• 프로그램 구성
일자

시수

주 제

강 사

참석인원

만족도

11. 22 (토)

3

<공통과정> 에코디자인 개론

국민대학교 윤호섭 교수

40명

92

11. 29 (토)

3

<공통과정> 에코디자인의 세계

에코크리에이터 김대호 대표

35명

93

12. 06 (토)

3

<공통과정> 에코디자인 국내외 현황

에코준컴퍼니 이준서 대표

40명

97

12. 13 (토)

3

<창업지원과정> 에코디자인 마케팅

대구경북디자인센터 이경남 팀장

35명

92

12. 20 (토)

3

<창업지원과정> 에코디자인 분야 창업 방향

젠니클로젯 이젠니

34명

93

합

계

184명 (누적)

글로벌 에코디자인 맞춤형 교육 워크샵
• 기간 : 2015. 1. 8. (목) ~ 9. (일), 1박 2일
• 장소 : 제주 에코하우스, 제주전통기업 갈중이, 스마트그리드, 아라리오 뮤지엄
• 참여 : 글로벌 에코디자인 맞춤형 교육 우수생 12명 및 (재)부산디자인센터 직원 1명
• 워크숍 목적
- 에코제품 사용·체험을 통한 에코제품 디자인, 생산 동기 부여
- 에코디자인 창업 기업 방문으로 에코디자인의 창업체계 이해
• 워크숍 내용
- 특강 : 지역전통을 활용한 창업과정 소개 ▷ 제주전통염색방식 활용한 창업
- 스마트그리드 홍보관 및 체험관 방문 ▷ 최첨단 기술 현장 체험
• 워크숍 진행사진

에코디자인 제품생산 체험 및 창업워크숍

신·재생에너지 홍보관 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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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외국어메뉴판 제작 지원사업

사업기간

외국인이 보다 편하고 친절하게 부산을 맛 볼 수 있도록

2014. 7. ~ 2015. 2.

부산의 관광식당을 대상으로 외국어 메뉴판과 다국어 메뉴
표기를 제작, 외국인 관광객의 의사소통 문제를 해결하여

사업비

70,000

천원

관광도시 부산의 위상과 이미지를 제고해 나갔습니다.

(시비수탁, 부산광역시)

본 사업은 부산광역시 관광진흥과와 한국방문의해위원
사업내용

관광식당 200곳 외국어 메뉴판,
다국어 메뉴 표기 제작 및 보급

회, (재)부산디자인센터가 함께 추진한 사업으로 구·군
청의 협조를 받아 외국어 메뉴판 정비 대상 업소를 선정
하고, 디자인 개발과 제작을 담당할 디자인 전문 기업이
참여하여 사업을 수행했습니다.
대상업체는 200개 식당으로 철저한 자료수집과 촬영
등을 통해 외국어 메뉴판을 위한 디자인 개발을 진행했고
그 결과, 관광식당의 대표메뉴 4개를 선정해 한국어, 영
어, 중국어, 일어로 표기된 메뉴판을 개발했습니다. 사업
을 수행한 후에는 만족도 조사를 실시, 식당과 관광객의
만족을 높이고 사업의 내실을 기하는데 활용해 나갈 것입
니다.
본 사업에 참여하는 업체는 한국방문의해위원회에서 실
시하는 식당환대캠페인 참여 식당을 대상으로 인센티브
를 제공하며, 향후에는 식당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외국인 관광객의 편익을 도모하고, 이를 통해 지역 경제
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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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추진 과정
2014. 6. 한국방문의해위원회 및 부산광역시와 사업추진을 위한 업무협의, 부산광역시와 사업 협약 체결
7. 부산광역시 관광진흥과에서 수요업체 음식점 200개 업체 선정 (~ 9월)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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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1. 메뉴판 제작 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메뉴판 보급
2. 메뉴판 보급에 따른 성과분석 (만족도조사)
2. 사업 최종 결과 보고 및 사업비 정산

사업결과
음식점 외국어 메뉴판 제작
• 위탁기관 : 부산광역시 관광진흥과, 한국방문의해위원회
• 전담기관 : (재)부산디자인센터
• 디자인 개발수행 : 효민디엔피 (대표 : 한수흥)
• 참여업체 : 부산시 구·군 200개 식당
• 개발내용
1) 책상용 메뉴판 : 식당별 3개 (한국어, 영어, 중국어(간체·번체), 일어 총 4개 국어 번역 제작)
2) 벽걸이 메뉴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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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작 및 식당별 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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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어 메뉴판 참여업체
항목

업체수
(200)

참여업체
부산원조꼼장어맛집성일집, 가야밀면, 충무횟집, 부흥식당, 진주집, 사조회참치, 황태를벗삼아,

중구

19

항도식당, 천하장사식당, 이대감, 대어, 청춘갈비, 대궁한정식, 바다횟집, 청진동해장국, 본참치,
기와집, 홍익돈까스 부산남포직영점, 최가네국밥
소정갈비, 꾸냥만두, 연승장어, 금오생고기, 화성갈비, 고향집, 신흥반점, 올리브장작,

서구

10

동구

14

영도구

16

부산진구

20

동래구

2

포크하우스, 이병우설농탕

남구

5

돌고래돼지국밥, 대동춘, 명동닭한마리, 나들목, 장원돼지국밥

북구

11

장원숯불갈비, 남포횟집
보물섬, 덴이몽, 고려홍삼삼계탕, 용우동, 용우동, 전주비빔밥, 간사이돈가스, 포베이, 양산국밥,
함경면옥, 본비빔밥, 서울뚝배기, 오니기리와이규동, 초밥향
자갈횟집, 태종장, 삼오식당, 자갈치생선구이, 자유식당, 전주식당, 경기도식당, 태종대식당,
충청도식당, 금강식당, 덕이네돼지국밥, 태종대짬뽕, 서울식당, 태종대우야꼬닭, 영동식당, 서울식당
준짬뽕, 신토불이, 족뺑이, 청담, 조은하누, 시골밥상, 내아들밥상, 공원갈비, 명문정, 갈비탕연가,
뜨락, 촉석루, 조방낙지볶음, 산들바람, 옹고집, 소소수산, 소소횟집, 제일횟집, 백양골, 진수국시

대웅초밥, 신라갈비, 덕천복집, 툇마루, 강동횟집, 최고집통통돼지, 전복뚝배기, 사랑방메기탕화명점,
금용, 산채마당, 왕대구탕
김밥천국, 네네치킨, 백리향, 오즈비, 고향맛죽, 7번가피자, 피자에땅, 애기족발, 주왕산삼계탕,

해운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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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원족발보쌈, 원조짜장, 편안도족발, 개미집, 개미집, 미스터피자해운대점, 맥시칸치킨, 깜돈,
비비큐우동해운대점, 갈매기식당, 부산돼지국밥, 이병우설농탕

사하구

10

샤브향괴정점, 황포돛대, 어사랑, 코코샤브, 제일돌곱창, 뚱보횟집, 1번출구, 고흥녹동세발낙지,
이바돔감자탕, 불끈낙지 신평점
경주집, 미방, 유씨집, 감나무집, 산수갑산, 풀내음, 산마을, 다래, 압구정, 시골밥상집, 참숯골,

금정구

25

청천횟집, 세컨드팩토리, 청사초롱, 다인, 현대식당, 합천집, 터주집, 낙원집, 녹우원, 하마정원,
청송맷돌순두부, 고려해장국, 신의밥상, 가미아구찜
사이공, 조마루감자탕, 대성양곱창, 동해바다, 마산아구찜, 전주콩나물국밥, 기장대게, 이어도, 담다,

수영구

19

원조희야네석쇠쭈꾸미&빈대떡, 비치비키니(파스타팜광안본점), 동방명주, 김민재의돈하우스, 전주식당,
칠칠켄터키광안리점, 서울깍두기, 자작나무 남천점, 청량산이키운우리콩착한청국장, 연못횟집

사상구

15

기장군

13

샤브향, 돈돈촌, 조마루뼈다귀, 강화촌, 아낙촌모라점, 최학종자연맛, 장산해물탕, 부전돼지국밥,
셀프바1090, 이병우설농탕, 최가찜갈비, 평창오리촌, 효한우천사, 사랑방메기매운탕, 호림정
풍원장시골밥상, 바우덕이, 최부자, 풍미락, 월운아구찜, 황금어장, 수라간, 무룡매운탕, 농장집,
흙시루, 남항횟집, 소향갈비탕, 동해횟집

음식점 외국어메뉴판 제작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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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수집, 촬영 및 메뉴판 제작 중간보고
- 중간보고 회의 : 2014. 12. 15. (월) 11:00 ~12:00
- 회의장소 : 센터 3층 세미나실 C
- 회의참석 : 부산디자인센터 원장, 팀장, 사업담당자, 디자인 용역사 등
- 회의내용 : 메뉴판 제작 과정 점검 및 향후 추진방향, 일정 등의 협의
• 음식점 외국어 메뉴판 제작 최종보고
- 회의일시 : 2015. 2. 4. (수) 17:00 ~ 18:00
- 회의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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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응청취
▷ 구·군청별 결과물 공유를 통한 향후 지속적 연계방안 모색
▷ 유지·보수기간동안의 관리 철저
•메뉴판 디자인

디자인 진흥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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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디자인탐사단 (부산도시재생대학)

사업기간

2014. 3. ∼ 11.

자인탐사단의 확장된 프로그램으로 부산디자인센터와 경성
대학교 산학협련단, 부산시가 부산광역시의 도시 활력증진

사업비

30,000

부산 도시재생대학은 부산디자인센터의 자체사업인 도시디

천원

(자체사업)
사업규모

상·하반기 운영
상반기 : 5개팀, 총 85명
(운영진 23명, 지도교수진 6명, 공무원 13명,
지역주민 28명, 학생 15명)

하반기 : 5개팀, 총 63명

을 위해 주민역량 강화 및 지역 정체성 확보의 기반을 마련하
고자 자생적인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먼저, 5개 구별로 주민, 전문가, 공무원 학생으로 구성된 팀
을 구성하고 부산시 지역 교수 등 도시․조경․건축 분야의 전
문가인 교수진․강사진의 이론수업 후, 스튜디오형 학습프로
그램 운영 경험이 있는 분야별 전문가들로 도시재생대학 운
영 및 수업을 운영하였습니다.

(운영진 16명, 전문가 5명, 공무원 8명,
지역주민 24명, 학생 10명)

그 결과, 국토교통부 도시 활력증진 지역개발사업에 제안서
를 제출하여 당선되었으며 ▲북항대교와 접한 영도구 흰여
울 문화마을 만들기 사업 ▲강서구 금수현 거리조성사업 ▲
수영구 좌수영성 일원 재창조사업 ▲해운대 반여동 이야기
가 있는 무지개길 조성이 선정되었습니다.
이 결과물들은 어떻게 하면 우리 마을과 부산시를 활력 넘치
는 곳으로 만들 수 있는지를 모두 머리를 맞대고 함께 고민하
며 일방적 교육이 아니라 서로 함께 배우는 소중한 경험이었
습니다.

도시디자인탐사단 (부산도시재생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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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추진 과정
2014. 3. 상반기 부산도시재생대학 사업홍보 및 사업 공고
3. 상반기 부산도시재생대학 운영 (~ 5월)
5. 상반기 부산도시재생대학 수료
9. 하반기 부산도시재생대학 사업홍보 및 사업 공고
9. 하반기 부산도시재생대학 운영 (~ 11월)
11. 하반기 부산도시재생대학 수료

사업결과
국토부 도시활력 증진지역 개발사업 제안서 제출 및 선정
• 북항대교와 접한 영도구 흰여울 문화마을 만들기 사업
• 강서구 금수현 거리조성사업
• 수영구 좌수영성 일원 재창조사업
• 해운대 반여동 이야기가 있는 무지개길 조성

디자인 진흥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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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사진 (상반기)

활동사진 (하반기)

도시디자인탐사단 (부산도시재생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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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뉴시스 (2014. 2. 7) - 부산시‘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공청회 연다

2014-02-07

부산시‘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공청회 연다
부산시는 11일 오후2시 시청 12층 국제회의장에서 마을활동가,

형 도시재생 활성화 방안은 부산 원도심 활성화뿐 아니고 부산

관련 전문가, 일반 시민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토교통

전역에 경제적 파급효과가 극대화 될 것”
이라며“부산에서 추진

부의 도시재생 선도지역(도시 경제기반형) 지정 신청을 위한 시

되는 도시재생사업을 국가 핵심시설(철도·항만 등)과 연계, 통

민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합적 도시재생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국가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 사업은 부산시 주도로 제정된‘도

것”
이라고 밝혔다.

시재생 특별법’
에 따라 국가가 지원하는 첫 도시재생 사업으로

한편 부산시는 도시재생 주민역량 강화를 위한‘부산 도시재생

전국에 도시경제기반형 2곳과 근린재생형 9곳 등 11곳을 내달까

대학’운영을 위해 부산시, 부산디자인센터, 경성대간 업무협약

지 신청을 받아 4월에 선정할 계획이다...<중략>... 부산시 관계

을 검토해 역량 강화사업 결과를 토대로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

자는“이번 시민공청회에서 제시되는 부산 원도심 도시경제기반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디자인 진흥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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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도시디자인학교 운영

사업기간

2014. 5. ∼ 12.

도시 디자인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여 안전하고 쾌적한 도

사업비

교를 운영했습니다. 부산 도시디자인학교는 부산도시학교

7,900

천원

시 환경을 구축해 나갈 수 있도록 2014년 부산 도시디자인학

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도시 디자인에 뜻이 있는 시민

사업내용

과 도시 디자인 전문가의 만남을 통해 부산 도시 환경의 개선

연 2회 운영

방안을 모색하는 사업입니다.
프로그램은 상, 하반기에 이루어졌으며, 연 2회 7주차, 5주
차 과정으로 매주 1회 2시간씩 실시했으며, 디자인 전문가,
건축가, 마을활동가, 다큐멘터리 PD 등의 다양한 전문가 강
의와 토론, 현장답사로 구성했습니다.
부산 도시디자인학교 4기는 2014년 5월 14일부터 7월 2일
까지, ‘도시의 철길 따라잡기’, ‘부산의 도심 서면 읽기’의 주
제로 운영되었으며, 도시, 건축분야의 전문가 토론을 다큐멘
터리로 제작하였습니다.
부산 도시디자인학교 5기는 2014년 10월 29일부터 11월 26
일까지 진행하였으며, 도시의 작지만 매력적인 공간을 애착
을 가지고 가꾸는 다양한 전문가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강의
가 운영되었습니다.
부산 도시디자인학교는 도시 디자인에 대한 전문가 특강과
함께 최근 주목받고 있는 지역을 직접 탐방함으로써 도시 디
자인에 대한 개선 의지를 높이고 그 해법을 모색한다는 의미
에서 부산의 도시와 환경 디자인 산업에 큰 기대를 모았습
니다.

부산도시디자인학교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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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추진일정
2014. 4. 부산 도시디자인학교 4기 사업 홍보 및 사업 공고
5. 부산 도시디자인학교 4기 운영 (~ 7월)
7. 부산 도시디자인학교 4기 수료
9. 부산 도시디자인학교 5기 사업 홍보 및 사업 공고
10. 부산 도시디자인학교 5기 운영 (~ 11월)
11. 부산 도시디자인학교 5기 수료 및 결과보고

사업결과
2014년 제1차 부산도시디자인학교 4기
• 강의 일시 : 2014. 5. 1. ∼ 7. 2. (7주차)
• 강의 장소 : (재)부산디자인센터, 동해남부폐선부지, 서면일대
• 강의 참여자 : 공무원 1명, 도시·건축학과 교수 8명, 관련업계 종사자 29명, 총 38명
• 프로그램 : 강의 및 토론 (5회) + 현장답사 (2회)
일시

교육내용
오리엔테이션

1주차 : 5.14 (수)

및 강의

시간

19:00 - 21:00

세부내용
• 개강, OT 및 분반, 반장 선출, 수업방향논의
• (이슈 I) 주제관련 발제, 질의, 토론
- 장소 : 부산디자인센터 3층 세미나 D실
• 폐선부지활용방안 (강동진, 경성대학교 교수)

토론

21:00 - 22:00

• 질의, 토론

2주차 : 5.17 (토)

현장 답사
및 토론

10:00 - 13:00

• (이슈 I) 주제관련 발제, 질의, 토론
- 장소 : 폐선부지일대

3주차 : 5.28 (수)

토론

19:00 - 22:00

• (이슈 I) 종합토론 및 대안 모색
- 장소 : 부산디자인센터 3층 세미나 D실

강의

19:00 - 21:00

• (이슈 II) 주제관련 발제 , 질의. 토론
- 장소 : 부산디자인센터 3층 세미나 D실

토론

21:00 - 22:00

• 도시 공공 공간 (이영범, 경기대 건축전문대학원 교수)

5주차 : 6.14 (토)

현장 답사
및 토론

10:00 - 13:00

• (이슈 II) 주제관련 발제, 질의, 토론
- 장소 : 서면일대

6주차 : 6.25 (수)

토론

19:00 - 22:00

• (이슈 II) 종합토론 및 대안 모색
- 장소 : 부산디자인센터 3층 세미나 D실

7주차 : 7.02 (토)

토론

19:00 - 22:00

• (이슈 I & II) 최종결과물 발표 및 종강파티

4주차 : 6.10 (화)

디자인 진흥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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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제2차 부산도시디자인학교 5기
• 강의 일시 : 2014. 10. 29. ∼ 11. 26. (5주차)
• 강의 장소 : (재)부산디자인센터
• 강의 참여자 : 공공기관 및 공무원 4명, 회사원 21명, 일반인 2명, 대학생 23명, 총 50명
• 프로그램 : 강의 및 토론 (5회)
일시

시간

강좌명

강연자

1주차 : 10.29 (수) 19:00 - 21:00

우물 안 개구리의 야생기

김성률 (리을도랑 대표)

2주차 : 11.05 (수) 19:00 - 21:00

패브릭으로 만드는 조화로운 삶의 방식

장응복 (모노콜렉숀 대표)

3주차 : 11.12 (수) 19:00 - 21:00

도시이야기 : 서울 풍경화첩

임형남 (가온건축 소장)

4주차 : 11.21(금) 19:00 - 21:00

다큐멘터리가 보여주는 건축의 세계

오정호(EBS PD, (전)EIDF수석프로그래머)

5주차 : 11.26 (수) 19:00 - 21:00

동네에서 사라지기 혹은 살아남기

설재우 (공정여행작가)

관련사진

부산도시디자인학교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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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도시디자인학교 활동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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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전통소재 캐릭터상품 개발지원사업

사업기간

2014. 5. ~ 2015. 4.
총사업비

50,000

지역전통소재 캐릭터상품 개발지원사업은 지역전통을 기반
으로 한 캐릭터를 개발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역 민화, 특
산품에 담긴 역사나 스토리텔링을 통해 지역전통소재 캐릭터

천원 (국비40, 자체10)

※ 총사업비 139,600 천원
(센터 50, 전문회사 89.6)

상품을 제작하고, 이를 확산시켜 문화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
자 합니다.

위탁기관

부산광역시 시어인 고등어의 특화된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콘텐츠진흥원)

해 지역전통소재 캐릭터상품만의 스토리텔링을 구축하였습
니다. 더불어 소비자들이 더욱 높은 친근감을 느낄 수 있는 제
품 제작을 위해 수차례에 걸쳐 제품 디자인을 검토하는 등 개
발사업에 온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산업군에 속한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는 사업역량
을 강화하는 데에 기여하였습니다. 위원회의 의견이 본 사업
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월 1회 내외로 전문가 위원회를 개
최하여 캐릭터상품 개발에 따른 멘토링을 실시하였습니다. 지
역전통소재 캐릭터상품 개발을 위한 전문가 위원회는 사업목
적에 맞는 효율적인 결과물 도출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캐
릭터상품 개발 시 수반되는 응용상품의 유사모방제품 남용 방
지를 위한 특허 출원과 같은 지적재산권 확보나 저작권 외 상
표권 권리 확보를 위해 매진하고 있습니다. 개발 후 상품판매
를 위한 판로 개척 및 다양화를 위한 홍보 마케팅 방안 또한 모
색하며 개발 상품의 시장성 및 가치화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지역전통소재 캐릭터상품 개발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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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전통소재 캐릭터상품 개발지원사업
• 사업내용
- 사업내용 : 지역전통소재 (고등어) 캐릭터상품 개발
- 도출과제 : 지역서사에 기반한 캐릭터상품 개발을 통한 지역 캐릭터산업의 활성화
- 향후계획 : 문화관광자원으로서 지역전통소재 캐릭터상품의 적극적인 홍보
• 사업선정 배경 및 필요성
- 지역전통에 기반한 특수성이 담긴 지역전통소재 캐릭터상품 개발
- 스토리텔링이 담긴 문화관광자원의 필요성 대두
• 사업 추진절차
- 전략과제 선정 : 사업 세부운영계획 수립, 전문가 위원회 구성
- 전략과제 수행 : 전문가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정기 멘토링 회의를 개최하여 사업역량강화
- 최종 결과 : 사업결과보고
• 사업목표
- 지역전통에 기반한 캐릭터상품 개발을 통한 지역 캐릭터산업의 확산 및 문화관광자원으로 활용

사업 추진일정
2014. 4. 사업계획서 제출 및 사업선정
5. 사업협약 체결(한국콘텐츠진흥원 ▷ 부산디자인센터, 디자인전문기업 디자인부산)
11. 용역중간평가 (한국콘텐츠진흥원 역삼동 분원)
2015. 4. 용역최종평가 및 사업결과보고

디자인 진흥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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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추진 내용
• 지역전통소재 캐릭터상품‘꼬등어’
- 푸른빛이 아름다운 물고기인‘꼬등어’
는 부산을 상징하는 시어
- 호기심이 가득한 동그란 눈과 두 다리로 부산의 각 명소를 찾아다니는 관광형 캐릭터
-‘꼬등어’
는 흔하지 않은 물고기 형태의 캐릭터로서 단순한 형태와 컬러로 다양한 제품에 적용시켜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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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가위원회
1. 전문가위원회 구성
소속

직위

성명

영역

부산관광공사

부장

유정우

관광사업

부경대학교

교수

김선화

시각디자인

센텀특허법률사무소

변리사

정인규

지식재산권

2. 전문가위원회 멘토링회의
일정

운영내역

2014. 07월

Kick-off 회의 개최

2014. 08월

제2차 멘토링회의 개최

2014. 09월

제3차 멘토링회의 개최

2014. 10월

제4차 멘토링회의 개최

2014. 11월

제5차 멘토링회의 개최 및 중간보고회

2014. 12월

제6차 멘토링회의 개최

2015. 01월

제7차 멘토링회의 개최(예정)

2015. 02월

제8차 멘토링회의 개최(예정)

2015. 03월

제9차 멘토링회의 개최(예정)

2015. 04월

제10차 멘토링회의 개최 및 사업결과 보고(예정)

3. 전문가위원회 멘토링회의
- 부산의 시어로서의 고등어 이미지를 특화
- 상품판로 다양화를 위한 홍보마케팅 강화
- 부산시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필요
- 소비자 선호도 및 트렌드에 맞춘 캐릭터 개발
- 개발캐릭터에 대한 지적재산권 확보 및 저작권 등 권리확보

기대효과
- 지연전통소재 캐릭터상품을 통한 부산의 상징성이 담긴 관광기념품 개발
- 부산광역시의 이미지 제고 및 홍보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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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포럼 및 부산디자이너의 밤

부산 디자인센터 운영포럼 개최
• 목적 : 부산 디자인센터의 업무 및 역할과 관련하여 산업, 학계, 유관기관, 관련 협회와의 면밀한 의견 수
렴을 위하여 1년에 상·하반기 2회에 걸쳐 개최함

행사 개요
• 행사일시 : 상반기 (2014. 2. 17.), 하반기 (2014. 12. 26.)
• 행사장소 : 부산디자인센터 3층 강연장
• 참석자 : 운영위원 14명, 디자인 대학 및 동남권 디자인 관련 전문가 등
• 상반기 행사내용 : 부산디자인센터 건물 활성화 방안
- 센터만의 고유한 아이템으로 관료적 이미지를 벗어나 많은 사람이 찾을 수 있는 건물이면서,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많은 센터 운영 필요함
• 하반기 행사내용 : 2015 주요업무추진계획 및 부산디자인스토어 운영방안
- 2015 부산디자인센터의 역할 : 디자인 진흥사업과 산·학·연의 허브 역할 등 센터의 역할에 충실하며,
디자인센터와 부산시 그리고 대학이 연합하여 함께 디자인페스티벌을 개최하거나 일자리를 창출함으로
지역사회의 거시적인 역할을 해야함.
- 디자인 스토어 운영 : 기획전, 팝업 스토어를 운영하는 등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한 이벤트가 필요하며
다양하고 시장성 있는 상품 판매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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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디자이너의 송년의 밤
• 목적 : 지역 디자인산업 연계발전을 위한 교류협력과 발전적인 방향성을 찾기 위한 화합의 장으로 각종
추진사업에 대한 성과 및 관계자 노고 취하 (부산디자인상 시상, 해양디자인공모전 시상, 우수 직원 포상
등) 등 상호 교류 협력의 장을 통해 사업 참여자 간 정보교류 등 인적 네트워크 형성

행사 개요
• 행사일자 : 2014. 12. 26. (목) 17:00
•장

소 : 부산디자인센터 1층 전시장

• 주관기관 : (재)부산디자인센터
• 참여기관 : (사)부산디자인단체총연합회, (사)동남권디자인산업협회
• 참 석 자 : 부산디자인단체총연합회장, 동남권디자인산업협회장, 중소조선연구원장, (사)한국해양산업협회,
2014년 사업 관련 기관, 디자인 단체·협회·학계, 교육생, 입주기업 대표 등 200여 명

행사 내용
• 행사주제 : 2014 부산디자이너들의 소통과 사랑나누기
- 식전행사 (불우이웃돕기 쌀 모금 행사), 공식행사 (부산디자
인상, 해양디자인공모전 시상, 교류만찬)
• 사업별 관계자의 자유로운 참여 유도로 교류협력의 장 마련
• 불우이웃 돕기 모금(쌀)을 통한 기부 문화 활성화
- ((사)해운대구장애인협회에 쌀 1,080㎏ 기부)
• 디자인경영인상 : 수상자 ㈜칸투칸 이병철 대표
• 우수 디자이너상 : ㈜디자인부산 송기연 팀장, ㈜리디자인
임귀동 실장
• 유공자 감사패 전달 : 부산광역시 경제정책과 노상훈 사무관,
경성대학교 이석환 교수, 동주대학교 김현태 교수
• 우수직원 포상 : 디자인지원팀 최민준 과장, 이수진 사원
• 제5회 대한민국해양디자인공모전 수상자 시상

디자인 진흥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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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관련 단체 협회와의 협력강화 사업

사업목표

사업기간

2014. 2. ~ 12.
사업비

30,000

디자인 관련 단체 (협회) 사업 (정책) 제안에 대한 보조금 지원으로
지역디자인산업 발전 도모 및 인적 네트워크 확충

천원

주관기관

(재)부산디자인센터
참여기관

(사)부산디자인단체총연합회
(사)동남권디자인산업협회
(사)부산섬유패션산업연합회
부산패션섬유산업사업협동조합

사업의 필요성
• 현재 지역 디자인 단체(협회)가 영세하여 독자적인 사업활동이
불가능하여, 단체(협회) 운영 필수경비인 인건비와 운영경비 지
원이 필요한 상황임
• 디자인 관련 단체(협회) 육성을 위한 제안사업에 대한 지원으로
지역 디자인산업의 경쟁력 제고
• 지역 간 디자인산업 관련 국비확보 경쟁 및 국책사업 추진에 필
요한 각종 인적 네트워크로 활용함

사업 추진일정
2013. 12. 사업계획 수립 및 제안서 접수
2014. 2. 협회단체 제안서 검토 및 보조금 지원액 결정
3. 사업비 집행 및 간담회 실시
8. 후반기 사업비 요청 및 중간정산
12. 완료보고 및 사업비 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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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부산디자인단체총연합회 보조금지원 사업 추진성과
사단법인 부산디자인단체총연합회 기획
1. 행사명 : 공공디자인, 전통시장을 말하다 (사단법인 부산디자인단체총연합회 기획)
(공공디자인을 이용한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한 세미나)
• 일시 : 2014. 11. 8. (토) PM 1:00 ~ PM 5:00
• 장소 : 부산디자인센터 3층 강연장
• 주최 : 사)부산디자인단체총연합회, 부산국제디자인제, 부산디자인센터
• 주관 : 2014 부산국제디자인제 운영위원회, 부산진구문화예술인협의회
2. 행사명 : 부산디자인단체총연합회 기획전
2014 부산국제타이포그래픽展‘한글날 568돌 기념 - 한글 현대를 넘어서’
• 1차 전시 : 2014. 10. 13. (월) ~ 18. (토) 부산진구청 1층 백양홀
• 기념음악회 : 2014. 10. 16. (목) 17:00 ~ 18:00 1층 백양홀
• 2차 전시 : 2014. 12. 26. (금) ~ 31. (수) 부산디자인센터 1층
• 개막식 : 2014. 12. 26. (금) 17:30
• 주최 : 사단법인 부산디자인단체총연합회
• 주관 : 부산국제타이포그래픽展 운영위원회, 부산진구문화예술인협의회

사업내용
사업명

주관기관

사업비

섬유패션 관련 기업 애로지원사업

(사)부산섬유패션산업연합회

8,000천원

패션중소기업 및 신진디자이너, 패션 판로 애로지원 사업

(사)부산패션섬유산업사업협회

8,000천원

부산디자인정책연구 및 간담회

(사)부산디자인단체총연합회

8,000천원

동남권디자인기업 애로지원사업

(사)동남권디자인산업협회

6,000천원

디자인 진흥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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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동남권디자인산업협회 보조금지원 사업 추진성과
1. 사 업 명 : 동남권디자인기업 애로지원센터
2. 사업목적 : 동남권디자인기업의 현황을 파악하여 디자인기업의 현 실태를 점검하고 애로사항에 대한 지원
을 강화하여 디자인기업의 자생력과 경쟁력 강화
3. 사업추진방법 : 동남권지역의 디자인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디자인기업들의 어려움을 무엇보다 먼저 해결
하는 것이 시급하여 동남권디자인기업
애로지원센터 운영
4. 추진실적
- 운영위원회 4회 개최
- 애로사항 9건 접수 및 전문가 자문 총 9건
- 산·학·연 세미나 1회
- 홈페이지홍보 (2014. 02. 01 ~ 현재까지)
- 메일링 단체 홍보 5건
5. 사업성과
- 동남권디자인기업의 자생력과 경쟁력 강화
- 동남권디자인산업 발전에 기여함과 동시에 부산지역경제 활성화

(사)부산섬유패션산업연합회 보조금지원 사업 추진성과
1. 사 업 명 : 부산섬유패션관련기업 애로지원센터운영 지원사업
2. 사업목적
• 교류 매개체 (예 : 기업애로지원센터) 부재로 인한 저조한 스트림 간 협력을 도모
- 스트림 간 협력에 의한 섬유산업 고도화 및 고부가 가치 상품개발의 활성화
• 섬유산업의 구심기능을 강화하여 섬유패션 산업의 활성화
- 공급루트와 수요자를 연결하는 등의 원스톱 시스템 구축
• 부산지역 섬유시장에 관한 DB 구축
- 섬유에 관한 정보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구매자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산업 간 다양한 응용 및 융합의
용이성 도모
3. 사업추진방법
• 사업목적의 설정방법
- 지역 섬유 패션 산업의 대표적 애로사항을 조사 및 접수
- 특성별 섬유 업체 간의 관계 파악
• 목적달성을 위한 활용기법
- 부산섬유패션산업 연합회 사무실 내 섬유패션관련 기업애로지원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연합회 전담 직원
배정
- 연합회 및 섬유관련 조합 및 협회 이사 등으로 구성된 협의회를 구성하여 분기별 및 사안 발생 시 개최
- 기업이 필요한 자료 및 지원시책을 발굴하여 제공 및 정부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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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추진실적
- 사무국 내 센터 지정 및 홍보, 협의회 구성
- 홈페이지 내 섬유패션기업 애로지원센터 온라인 게시판 개설
- 기업지원시책 등 DB 구성 및 분류 / 온라인 게재
- 기업 간 커넥션 수립 (22건), 고용창출 (신입디자이너 추천 등 2건), 상품개발 (2건), 기업시찰 (다수)
5. 사업성과
- 부산섬유패션산업 관련 기업들의 애로사항 해결로 섬유패션산업의 활성화도모
- 맞춤형 기업지원 시책 제공 등을 통한 기업지원 효율성 제고
- 기업체와 취업대상자 등의 연결로 일자리 창출 및 고용의 증대

부산패션섬유산업사업협동조합 보조금지원 사업 추진성과
1. 사업명 : 패션중소기업 & 신진디자이너 판매 애로지원 사업
2 사업목적 : 패션산업 발상지 부산, 지방백화점의 몰락으로 서울 대형백화점 부산 진출, 대형백화점은
수입브랜드 라이센스 의류 서울브랜드위주 입점 지역브랜드 외면, 유통업체방문 지역업체 상생호소
3. 사업추진방법
• 사업목적설정
- 지역브랜드시장조사 : 디즈니골프, YK, 한패션 외
- 대형백화점·대형아울렛시장조사 : 신세계·롯데·대동·대우백화점 등
- 대형백화점 행사판매 협의 : 창원 대우백화점에 7일간 행사
• 목적달성을 위한 활용기법 : 부산경남지역 유통업체 인적관계조사 - 백화점위주 바이어 조사
- 신진디자이너 신상품 협력 강하 : 상품 품평회개최
4. 추진실적
- 지역 브랜드백화점 진출희망업체 조사 및 대형백화점 상품구매 바이어조사
- 사전시장조사차원 창원 대우백화점 7일간 판매행사 전개
- 신세계백화점 롯데백화점 행사전개
5. 사업성과
- 부산지역브랜드 매출증대 및 고용창출
- 지역경제활성화, 고부가가치창출 및 대형백화점 아울렛 바이어 부산브랜드 홍보 & 대표소개

기대효과
- 지역 디자인 단체(협회) 지원을 통한 애로사항 해결로 지역 디자인 단체(협회)와의 유기적인 인적 네트워크
형성 및 기업 만족도 제고
- 디자인 협회(단체)와의 협력 네트워크를 통한 협력 증진으로 국비사업 확보를 위한 상호 간 공동 정책과제
발굴 등 상시적 협력 가능

디자인 진흥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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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사업

사업기간

2014. 5. ~ 2015. 4.
사업비

500,000

천원

사업목표
• 지역의 치안취약구역을 대상으로 범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적용을 통한 주민안심, 만족도 향상
• 3개 지역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개선(부산진구 범천 4동, 개금 2
동, 남구 문현 2동)

위탁기관

부산광역시(도시경관과)

추진방법
• 면밀한 조사분석을 통한 논리적 접근(범죄조사, 사회인구학적 조
사, 물리적 환경 조사, 시민 등 관계자 설문)
• 부산시, 경찰청, 관련 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한 사업 추진

추진경과 및 계획
2014. 1. 부산광역시와 위탁사업 추진 협의 (~ 4월)
5. 사업 위·수탁 협약
6. 사업계획 수립, 사업비청구
7. 입찰, 사업자 선정 (~ 8월)
9. 사업수행, 완료 (~ 2015. 4월)

추진내용
• 조사분석 : 범죄현황, 사회인구학적 현황, 물리적 현황조사, 현
장조사, 관계자인터뷰 및 설문(주민, 경찰 등)
• 문제점 및 해결방향 도출
• 디자인
• 설계
• 시공
• 사업전후 주민 만족도 조사 분석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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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이미지

주민의견수렴

환경 조사

공폐가 차단 시설 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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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부산일보 (2014. 1. 16) -‘지역 맞춤형 셉테드’
전국 가이드라인 부상

2014-01-16

‘지역 맞춤형 셉테드’
전국 가이드라인 부상
부산시 및 부산디자인센터가 본보와 함께 추진 중인 '셉테드

바로 경찰이 위치를 식별할 수 있도록 한 번호판)' 2천여 개를 40

(CPTED: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

여 곳에 설치하는 것. 부산디자인센터는 각 지역에 대해 범죄분

sign·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시범사업'이 범죄 유발 환경조사 등

석, 사회인구학적·물리적 현황조사, 주민 설문조사 등 객관적

객관적 분석을 통해 지역 맞춤형 셉테드를 발굴하고 있어 국내

연구를 통해 취약환경을 밝혀내고 지역에 적절한 셉테드 기법을

셉테드 적용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할 전망이다. 부산시와 부산디

개발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중략>...

자인센터는 16일 오전 10시 시청 19층 회의실에서 '범죄예방 환
경디자인 시범사업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부산디자인센터 배기범 팀장은 "그동안 셉테드 적용이 비객관적
이고 비과학적으로 이뤄진 반면 부산에선 과학적 조사를 통해 문

셉테드 시범사업은 3억 400만 원의 예산으로 내년 2월까지 부산

제점을 파악하고 객곽적인 셉테드 비법을 찾는 데 역량을 모으고

북·서·사하·사상구의 범죄 취약지역 4곳을 대상으로 셉테드

있다"며 "부산이 '셉테드 도시'로 알려진 만큼 전국적으로 셉테드

를 시범 적용하고 '범죄식별 번호판(범죄신고시 번호만 부르면 곧

적용의 새 모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부산일보 (2014. 2. 17) - 부산 범죄 취약지역‘안심길’
로 안전 지킨다

2014-02-26

부산 범죄 취약지역‘안심길’
로 안전 지킨다
부산시, 부산디자인센터가 본보와 함께 추진 중인 '셉테드

시범사업 지역에는 주민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안심길이 조

(CPTED: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

성되고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각종 셉테드 기법이 도입된다. 남

sign·범죄 예방 환경디자인) 시범사업을 통해 부산의 범죄 취약

부민동은 골목길이 어둡고 시야 확보가 어려운 데다 막다른 길이

지역에 다양한 지역 맞춤형 범죄 예방책이 적용된 '안심길'이 생

많아 강·절도 같은 범죄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

긴다.

다. 이에 따라 골목길에 시야를 확보하고 따뜻한 분위기를 연출

이 시범사업은 총 3억 400만 원의 예산으로 내년 2월까지 부산
북구 구포동, 서구 남부민동, 사하구 감천동, 사상구 모라동 등
범죄 취약지역 4곳의 환경을 개선하고 이 지역 40여 곳에 범죄식

할 수 있는 색깔을 입히고 진·출입부 안내간판, 안심구역, 안심
라인, 골목길 대문 조명, 문 보안 잠금장치, 창문 경계장치, 담장,
안심벨 등이 안심길 주변에 설치된다...<중략>...

별 번호판(범죄신고시 번호만 부르면 곧바로 경찰이 위치를 식별

모라동에는 상업시설, 주거 밀집지역, 공장 등이 많은 만큼 밝은

할 수 있도록 한 번호판) 2천여 개를 설치하는 것이다.

색을 입혀 골목 곳곳에 생기가 넘치게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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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국제신문 (2014. 3. 27) - 부산‘범죄예방 안심 길 조성사업’준공

2014-03-27

부산‘범죄예방 안심 길 조성사업’준공
부산시는 28일 오전 11시 부산 북구 구포2동 가람중학교에서‘범

역을 설정해 주민이 안심하고 생활하면서 통행할 수 있도록 했

죄예방 안심 길 조성사업 준공식’
을 연다. 이날 준공식은 지난해

다. 이에 앞서 부산시는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와 가이드라인

부터 부산시가 추진한‘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이하 셉테드) 시범

을 제정해 이를 각종 사업 추진 시 적용하도록 제도화했다.

사업’
의 결실을 보는 자리이다.

또 주민이 범죄신고 장소를 설명하기 어려운 취약한 골목길 1천

이 사업은 범죄취약지역에 대한 환경적 요인과 주민 불안요소를

625곳에 위치 확인과 경찰 출동이 쉽게 되도록 범죄신고 구역 표

분석하고 물리적 환경개선을 통해 마을에 안전 감시체제를 구축,

지판을 설치했다.

범죄자 심리를 위축시키고 주민에게는 범죄로부터 안심감을 주
는 새로운 범죄예방 전략사업이다...<중략>...

부산시의 한 관계자는“이번 셉테드 시범사업을 계기로 물리적
환경개선 일변도의 사업에서 벗어나 범죄로부터 시민 불안감이

이처럼 지역 주거 특성과 거주민 의식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골목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며“올해도 단계적으로 사업을

길에 안심 길 조성 안내간판과 갤러리를 겸한 조명등을 설치해

확대해 범죄로부터 안전한 부산 만들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

범죄 동기를 제거하고 비상벨과 방범창, 그리고 반사경과 안심구

해 나갈 것”
이라고 말했다.

•부산일보 (2014. 8. 14) -‘부산형 셉테드’
전국 확산… 울산·대구·광주에서도 적용

2014-08-14

‘부산형 셉테드’
전국 확산… 울산·대구·광주에서도 적용
부산일보사와 부산시, 부산디자인센터가 범죄 예방을 위해 지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연중사업으로 기초

해부터 추진해 온‘부산형 셉테드(CPTED: Crime Prevention

법질서 준수사업, 안전 법질서 준수사업, 범죄 취약지역 환경개

Through Environmental Design·범죄 예방 환경디자인)’
가

선사업 등 크게 세 분야로 나눠 이뤄지고 있다. 범죄 취약지역 환

울산과 대구, 광주 등 전국으로 확산된다. 법무부는 13일 올해 실

경개선사업 추진지역은 울산 남구 야음동, 대구 달서구 상인3동,

시하고 있는‘법질서 실천운동’
의 세부 항목 중 하나인 범죄 취

광주 남구 월산동 등 3곳으로 주거환경 등이 열악해 범죄 발생 가

약지역 환경개선(셉테드) 사업 추진을 위해 부산디자인센터를 전

능성이 높다.

담 컨설팅 기관으로 지정했다. 부산디자인센터는 부산지역 범죄
취약지들에 대한 객관적 분석을 통해 지역 맞춤형 셉테드를 만드
는 등 국내 셉테드 적용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 법무부로부터
공신력 있는 기관으로 인정받았다.
법질서 실천운동은 법무부가 지난 3월부터 범죄 피해를 줄이고

부산디자인센터는 이 사업 컨설팅 기관 지정에 따라 이달부터 오
는 12월까지 울산 사업지 등 3곳에 대해 지리적·인구통계학적·
범죄 특성 등을 조사한 뒤 부산형 셉테드 적용 경험을 살려 각 지
역 실정에 맞는 셉테드 적용 모델을 설계하기로 했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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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가공선진화단지 공동브랜드 및 CI개발

사업기간

수산가공선진화단지 공동브랜드 및 CI개발 사업은 수산가공

2014. 5. ~ 2015. 1.

전문 집적단지 내 수산가공품 공동브랜드 개발지원을 통해 입
주기업의 시장경쟁력을 강화하고 수산가공선진화단지만의

사업비

50,000

천원

특화된 이미지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소비자의 제

(시비)

품인지도 및 신뢰도 향상을 위한 수산가공선진화단지 공동브

위탁기관

랜드 및 CI개발 지원을 기본 골자로 하여 수산가공품의 고부

부산광역시 (국제수산물유통시설관리사업소)

가가치화와 제품경쟁력 상승을 목표로 합니다.
본 사업은 보다 명확한 사업방향 설정을 위해 해양수산부와
수산가공업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한 사업공고를 통해 용역업체를 선정하였습니
다. 디자인개발에 앞서 브랜드네이밍 결정에 입주업체의 의
견수렴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국제수산물유통시설관
리사업소, 수산가공선진화단지 입주업체, 용역업체 등과의
중간보고회 및 수시보고를 통해 공동브랜드 및 CI개발과정에
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디자인 전략을 수립,
실천하였습니다. 디자인개발 시 가공단지 생산품의 품질기준
등과 같은 세부적인 부분까지 검토하여 본 사업이 차별화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수산물의 안전과 위생을 중요하게 고
려하는 소비자에게 수산가공선진화단지의 제품을 보다 쉽게
인식시키기 위해 인증마크를 제작·도입하는 등 적극적인 지
원을 펼쳐나가는데 역량을 집중했습니다.
수산가공선진화단지 공동브랜드 및 CI개발 사업은 수산가공
선진화단지 이미지를 제고하고 고객신뢰도를 향상시키는 효
과를 창출하여 수산물가공선진화 사업과 더불어 디자인 산업
의 성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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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 수산가공선진화단지 공동브랜드 및 CI개발
- 사업내용 : 수산가공선진화단지 내 입주기업 생산제품에 대한 공동브랜드 개발 및
수산가공선진화단지 CI개발
- 도출과제 : 수산가공선진화단지 내 입주기업의 시장경쟁력 강화 및
수산가공선진화단지만의 특화된 이미지 구축
- 향후계획 : 수산가공선진화 입주단지의 수산가공품의 고부가가치화와 제품경쟁력 상승에 지속적인 도움
• 사업선정 배경 및 필요성
- 수산물가공선진화단지만의 차별화된 지원 전략 필요
- 수산물가공선진화단지 내 입주기업 사업모델 제시
• 사업추진 절차
- 사업공고 : 전담기관 홈페이지 및 기업지원기관 유관기관 홈페이지 등
- 접수(사업신청) : 주관기업
- 과제선정평가 : 평가단
- 중간평가 : 개발과정 점검
- 최종평가 : 평가단
• 사업목표
- 수산가공 전문집적단지 내 수산가공품의 공동브랜드 개발을 통한 입주기업의 시장경쟁력 강화와
수산가공선진화단지의 특화된 이미지 구축

사업추진 일정
2014. 5. 부산국제수산물유통시설관리사업소와 위·수탁 협약체결
8. 용역업체 선정 (디자인전문회사 아이큐브)
9. 용역착수보고회 개최 (수산가공선진화단지 회의실)
11. 용역중간보고회 개최 (수산가공선진화단지 회의실)
2015. 1. 용역최종보고회 개최 및 사업결과보고

디자인 진흥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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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추진 결과
- 용역업체 선정 :
1. 용역발주 공고 : 2014. 7. 9.~18.(10일간)
2. 용역업체 평가 및 선정 : 2014. 8. 6.
3. 착수보고회 : 2014. 9. 4.
4. 중간보고회 : 2014. 11. 6.
5. 최종보고회 : 2014. 1. 6
- 전략과제 수행
1. 용역 공고 및 제안서 평가, 계약자 선정 및 착수보고
2. 전문가 자문회의 및 월별 수시보고 개최
3. 선호도 조사 및 최종보고회 개최
4. 지식재산권 등록, 결과보고회 및 사업비 정산
- 공동브랜드 및 CI 개발
1. 공동브랜드 이미지
2. CI 이미지

공동브랜드 이미지

CI 이미지

수산가공선진화단지 공동브랜드 및 CI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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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국제신문 (2015. 1. 6) - 수산가공선진화단지 공동 브랜드‘SEACO’
로 결정

2015-01-06

수산가공선진화단지 공동 브랜드‘SEACO’
로 결정
수산가공선진화단지 입주기업이 공동으로 사용할 브랜드 이름

공동 브랜드 이름은‘SEACO’
로 결정됐다. Seafood(수산물)와

과 CI(Corporate Identity·기업이미지 통합)가 개발됐다. 앞으

Complex(단지, 종합)를 나타내는 합성어로‘CO’
는 기업을 의미

로 이를 제품 포장 등에 활용하면 좋은 상품을 생산하고도 마케

하는‘Corporation’
의 의미도 담겨 있다.‘SEAFLEX’
도 유력 후

팅에 밀려‘싸구려’
이미지를 벗지 못했던 부산 수산품의 설움이

보였지만 지난달 열린 입주기업 운영위원회 원탁회의에서

다소 해갈될 전망이다.

‘SEACO’
로 최종결정 됐다. 결정된 브랜드명은 인증마크(사진)

부산디자인센터는 6일 오후 부산 서구 암남동 수산가공선진화단
지에서 입주업체를 대상으로‘공동브랜드 및 CI 개발 용역 최종
보고회’
를 열었다. 이 사업은 부산디자인센터가 지난해 5월 시비
5,000만 원을 배정받아 진행하고 있다. 수산가공선진화단지의
정체성 확립을 통해 국내외 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인다는 목적으

형태로 활용된다. 인증마크는 주 컬러 외에 어묵·건포·절임류
에 총 3가지 컬러로 변용된다. CI 콘셉트는‘바다를 담다’
로 유선
형이 눈에 띄는 심벌마크이다. 곡선은 바다의 해류를 의미하고
다양한 컬러는 수산가공선진화단지에서 생산되는 여러 가지 수
산물을 나타낸다.

로 시작됐다.

기대효과
- 수산가공선진화단지 내 입주기업의 시장경쟁력 강화
- 수산가공선진화단지만의 특화된 이미지 구축
- 수산가공품의 고부가가치화 및 제품경쟁력 상승으로 인한 매출 증대
- 산업간 융·복합을 통한 공동성장으로 지역경제의 새로운 활력 도모

디자인 진흥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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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연 연계 운영 포럼

사업기간

산학연연계운영포럼은 지역디자인센터 간 연계를 통해 효과

2013. 12. ~ 2014. 5.

적 지역디자인발전전략 도출을 통한 지역디자인문제 극복기
반 마련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부산디자인센터가 참여

사업비

60,000

천원 (국비)

기관으로, 대구·경북디자인센터, 광주디자인센터가 위탁기
관으로 구성되어 추진한 사업입니다.

위탁기관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3개 지역디자인센터는 본 사업을 통해 지역디자인센터 발전
방안, 지역특화산업과 연계전략, 기 구축된 기반활용 전략에
대해 모색하였습니다.
특히 부산디자인센터는 지역 현안인 북항재개발사업과 관련
해양수산부, 부산지방해양항만청, 부산항만공사, 동남권디
자인산업협회, 동서대학교, 영산대학교 등이 참여한 협의체
를 구성하고 항만재개발과 공공디자인 세미나를 개최 하였습
니다.
이러한 세미나를 통해 항만재개발을 위한 공공디자인 가이드
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공감을 이끌어내고 재개발 사업의 주체
와 사용주체(시민)의 합의와 참여를 통한 항만재개발 가이드
라인 제정·건의하였습니다.
또한 항만재개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연구회의를 운영하
여 항만재개발을 위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개발을 위한 연
계사업을 제안하였고 사업 추진을 위한 기관 네트워크를 구축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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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방법
• 부산디자인센터, 광주디자인센터, 대구경북디자인센터 연계 추진
• 산·학·연 지역디자인 수요의견 수렴, 지역디자인센터 간 디자인발전 전략 모색

추진실적
2013. 12. 사업신청, 평가
2014. 1. 전담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협약
3. 3개 RDC (참여기관) 연계워크숍
4. 지역특화산업연계활동‘항만재개발과 공공디자인’세미나 개최 (벡스코 세미나실 / 138명 참석)
5. 항만재개발 공공디자인 전문가 협의회 운영 (3회)
6. 최종보고서 제출 (완료)

항만재개발과 공공디자인 세미나 (지역별특화산업 연계활동)
행사 개요
• 관련사업 : 산학연연계운영포럼
• 세미나 주제 :‘항만재개발과 공공디자인’
• 일 시 : 2014. 4. 23.(수) 14:00-17:00
• 장 소 : 벡스코 세미나실 (2011~2012호)
• 주 최 : 부산광역시,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재)부산디자인센터
• 주 관 : (재)부산디자인센터, (사)한국해양디자인협회
• 협 찬 : 해양수산부, 부산지방해양항만청, 부산항만공사, 동남권디자인산업협회, 동서대학교, 영산대학교
• 참석자 : 138명
- 유관기관 : 시청(항만물류과, 해양정책과) 5명, 동구청(건설과) 2명, 중구청(건설과) 2명, 부산항만공사 3명,
중소조선연구원 1명
- 산업협회 : 한국해양산업협회, 한국공간디자인단체총연합회, 동남권디자인산업협회, 한국해양디자인협회
- 대학 : 동서대학교, 신라대학교, 동의대학교, 한국해양대학교, 경성대학교, 창원대학교, 부산대학교, 영산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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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
• 강연
- 특별강연 : 창조경제를 위한 항만에서공공디자인 - 한국공간디자인단체총연합회장 오영근 (호서대 교수)
- 강연 1 : 항만에서 친수문화공간디자인 전략 - 한국해양디자인협회장 이한석 (한국해양대 교수)
- 강연 2 : 항만재개발구역의 공공디자인 방향 - 일신건축설계 대표 김승남
- 강연 3 : 공공디자인 관점에서 본 일본항만재개발사례 - 니혼(日本)대학 곤도 다케오(近藤健雄) 교수
• 토론 : 주관기관 및 발표자 의견 교환 및 청취자 질의응답
• 주요토론 내용
- 항만재개발을 위한 공공디자인 가이드에 대한 필요성 공감
- 재개발 사업의 주체와 사용주체(시민)의 합의와 참여를 통한 항만재개발 가이드라인 제정 건의
- 해외 선진사례(홍콩, 시드니, 일본)의 훌륭한 디자인을 참고로 하되, 우리 실정에 맞도록 적용할 필요성
- 항만재개발을 통해 환경의 개선, 경제적인 가치, 수변공간으로서의 안전성 확보대두 기대

결과 및 향후 연계
• 디자인 융합 전문위원회 개최 (연계 추진 제안사업 발굴)
• 연계 추진 사업 제안 - 항만재개발을 위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개발

산·학·연 연계포럼 3개 RDC(참여기관) 연계워크숍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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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산업 발전을 위한 디자인진흥기관 통합워크샵
행사 개요
• 행 사 명 : 디자인산업 발전을 위한 디자인진흥기관 통합워크샵
•일

시 : 2014. 3. 28. (금) ~ 29. (토)

• 추진대상 : (재)광주디자인센터
•장

소 : (재)광주디자인센터 및 보성여관 회의실 등

• 참 석 자 : 14명
- 산업통상자원부 디자인생활과장님 및 사무관님
- KIDP와 각 RDC 원장님, 각 기관 실무자
• 주요 논의 내용
- 지역 특성에 맞는 서비스디자인 활성화 방안
- 지역 전통문화를 활용한 생활용품 고도화 촉진 방안
- 지역의 역할과 특성에 맞는 명칭 변경
- 기관 간 교류협력 방안 (체육대회 등 교류행사)
- 기타 현안사항 논의 및 의견 수렴

세부내용
• 지역 특성에 맞는 서비스디자인 활성화 방안 도출
• 지역 전통문화를 활용한 생활용품 고도화 촉진 방안 도출
• 지역의 역할과 특성에 맞는 명칭 변경 논의
• 기관 간 교류협력 방안 논의 등

결과 및 향후 연계
• 지역디자인센터 연계 협력을 통해 디자인산업과 지역특화산업육성을 위한 공동방안 마련
• 향후 광역연계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추진체계 구축 및 지역 디자인산업 활성화를 위한 모색 마련
• 산업통상자원부 - 디자인진흥기관 간 연계협력 네트워킹 강화

디자인진흥기관 통합워크샵 개최 (광주디자인센터)

디자인진흥기관 통합워크샵 개최 (보성여관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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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경권 디자인융합 연계포럼 (웰니스산업과 디자인융합)
행사 개요
• 행 사 명 : 대경권 디자인융합 연계포럼 (웰니스산업과 디자인융합)
•일

시 : 2014. 4. 30. (수) 15:00 ~ 18:00

•장

소 : 대구경북디자인센터 5층 컨벤션홀

• 참 석 자 : 총 82명 (웰니스산업 관련 기업 및 지원기관, 지자체, 일반인 등)
• 주요 내용
구분

주요내용

발표자 및 진행자

DGIST 웰니스휴먼케어플랫폼구축사업소개

이동하 센터장 (DGIST 웰니스 융복합연구센터)

대경권 웰니스산업 현황 및 해결과제

채병재 단장 (대구대학교 LINC사업단)

웰니스산업과 디자인융합 필요성

이경미 부회장 (서비스디자인협의회)

패널토의

디자인융합을 통한 대경권 웰니스 산업 발전 방안

전문가 5명

네트워킹

참가자 네트워킹 프로그램

사회자

주제발표

주제발표 1 : 대경권 웰니스산업 현황 및 해결과제
• 발표자 : 최병재 - 대구대학교 LINC사업단장
• 주요내용
- 웰니스산업 정의 및 국내외 산업 현황
- 대경권에 적합한 웰니스산업 (고령친화, 복지/재활, ICT융복합 분야 등)
- 대구경북의 웰니스산업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활용 및 인력양성 방안
- 웰니스산업 선진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주요 과제

주제발표 2 : 웰니스산업과 디자인융합 필요성
• 발표자 : 이경미 - 서비스디자인협회 부회장
• 주요내용
- 웰니스산업 및 소비자, 디자인의 이해
- 고객의 이상적인 웰니스 경험을 위해 서비스디자인 방법론 접목 필요
- 서비스디자인을 접목한 삼성병원응급실 및 국민건강보험고지서 디자인 개선 결과 사례 발표

주제발표 3 : DGIST 웰니스휴먼케어 플랫폼 구축사업소개
• 발표자 : 이동하 - 웰니스 융복합 연구센터장
• 주요내용
- 산업부와 미래부, 보건복지부에서 가지고 있는 웰니스 산업 육성에 대한 관심 및 정책 소개
-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의 웰니스융복합센터가 산업부에서 실시하는 웰니스 관련 사업으로 선정
- 현재까지 건강관리 웰니스 시장에서 사회, 문화, 교육, 경제 웰니스로 서비스 분야 확장 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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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및 향후 연계
• 웰니스산업 정의
- 적극적인 건강증진과 예방 활동을 통해 최적의 건강상태와 높은 수준의 삶의 질을 추구하는 데 필요한
제품, 시스템, 서비스 등을 생산, 유통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
• 유망분야 설정
- 최근 기업 주도하에 이루어지고 있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생활건강 관리, 산업재해율 감소 등을 위한
제품·서비스 분야
- 치료의 목적이 아닌, 케어의 목적에서 이루어지는 건강관리, 이·미용 등의 분야
• 지역 인프라 연계 방안
- 대경권에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이·미용, 화장품, ICT융복합 헬스케어 산업 등을 활용
- 관련 전문인력의 배출규모가 큰 반면, 이들이 활동할 산업이 아직 열악하거나 형성 중에 있어 이를 해결
할 수 있는 방안 필요
• 디자인융합 가능성 검토
- 협의적 개념에서는 웰니스와 관련한 제품에 사용자 편의성 향상 및 감성을 접목시킬 수 있는 제품디자인
이 우선 고려될 필요
- 광의적 개념에서는 제품과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고려하는 서비스디자인 방법론 접목 필요
• 타 산업 연계방안 검토
- 웰니스산업 육성을 통해 지역 관광산업 및 제조산업, IT/SW산업의 동반 육성 가능
• 지역 주체 참여활성화 방안 검토
- 현재 웰니스산업의 개념에 대한 지역 기업의 인지가 부족한 것이 현실임
- 웰니스 산업의 광범위한 분야를 단계별 실행 가능한 분야부터 차별성을 확보하고 지역경제주체의 참여를
점진적으로 확장할 필요
• 정책제안 반영
- 웰니스산업과 디자인융합 가능 분야 도출
- 단계별 추진전략 및 지원분야 설정
- 지역 인프라를 활용한 세부 추진내용 도출
- 디자인융합 방법론을 통한 웰니스산업 경쟁력향상 전략 수립
- 기대효과 및 확장전략에 반영
- 단계별 추진전략 및 참여활성화 방안 제언 도출

대경권 디자인융합 연계포럼 (웰니스산업과 디자인융합) 개최 (대구경북디자인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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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가육성사업

사업기간

고용노동부 주최,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주관의 2014년 사회

2014. 2. ~ 2015. 2.

적기업가육성사업 위탁기관으로 선정, 10개 창업자(팀)을 인
큐베이팅였으며 창업공간, 창업비용, 성장단계별 맞춤형 멘토

사업비

317,797,300

원 (국비)

링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 성공적인 사회적기업 창업을 지원하
고 있습니다.

주최 / 주관

고용노동부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지역사회 공헌형 사회적 기업의 롤모델을 창출하고 지역에 사
회적 가치실현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기 위해 고용노동부(한국
사회적기업진흥원)의 관련 사업을 위탁받아 운영한 사업입
니다.
부산지역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여 지
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 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사회적 기업
을 육성하기 위해 창의적 아이디어를 가진 부산의 청년층과 창
업 1년 미만의 신생업체를 대상으로 창업자(팀) 10개 팀(구성
원 38명)을 선정 육성하였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서울 ․ 경기지역의 사회적 기업이 350개
에 달하는 데 반해 부산지역의 사회적 기업은 59개 불과해 수
도권 대비 지역의 격차가 사회적 기업 분야에서도 나타나고 있
어 이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
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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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상황
2014. 2.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부산디자인센터 간 협약체결
3. - 사업설명회 개최 및 참가자 모집, 운영위원회 구성, 사전교육·서면심사·대면 심사를 통해 최
종 10개 창업자(팀) 선정
- 1차 사업비 29,513,520원 수입(위탁운영기관 사업비 + 사전교육비)
4. - 10개 창업자(팀) 협약 및 입주계약
- 2차 사업비 204,500,000원 수입(창업자(팀) 사업비 + 소셜벤처경연대회 운영경비)
5. 창업자(팀) 창업활동에 필요한 사업비 지급
7. 2014 소셜벤처 경연대회 참가자 모집 및 서면심사
8. - 창업자(팀) 추진실적보고서 및 사업추진경과를 통한 중간평가
- 2014 소셜벤처 경연대회 1차 심사 합격자 기본멘토링 운영
9. - 2014 소셜벤처 경연대회 권역대회, 전국대회 진출자 결정 및 사전선발팀 예비 선정
- 진흥원 중앙운영위원회 창업자(팀) 平家等급 결정 후 창업자(팀) 사업비 차등 지급
- 3차 사업비 83,783,780원 수입(1, 2차 사업비 제외한 나머지 사업비)
10. 2014 소셜벤처 경연대회 전국대회 진출자 및 창업부문 예비 사전선발팀 심화멘토링 운영
11. 2014 소셜벤처 경연대회 전국대회 개최
12. 창업자(팀) 최종평가 및 결과보고, 사업비 정산 (~ 2015. 1월)

추진성과
• 법인화 성공 : 10개 기업
• 멘토링 및 교육 : 20회 39시간
• 총매출액 : 330,000천원
• 외부자원연계건수 : 유관기관, 행사, 기관 내 연계사업 사업비 지원 15건

주요지원내용
• 창업공간
- 창업활동을 위해 필요한 업무공간 제공, 부산디자인센터 4층 디자인연구개발실(전용면적 총 214㎡, 17
개팀 입주가능)
• 창업비용
- 창업활동에 필요한 활동비, 교육 및 멘토링비, 사업화개발비 등 최소 20,000천 원~40,000천 원 지원
• 멘토링 제공
- 부·울·경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부산경제진흥원 등 창업전문가(기관) 연계를 통한 상시적 자문
• 자원연계
- 부산디자인센터 내 타 지원사업, 정부 및 지자체 사업 등 외부자원 연계 지원

디자인 진흥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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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자 (팀) 육성현황
구분

창업사업명

대표자

사업분야

창업아이템

1

괭이밥 주얼리
(리엘라디자인)

김미연

기타 / 제조업

2

늘솜

윤지희

교육·문화예술
서비스업

전통 규방공예품을 현대적으로 제작한 고급 관광 상품

3

리나시타

배상윤

환경 / 제조업

유행이 지나거나 손상된 의류를 이용해 새로운 가치의
가방을 제작

4

마이너스원

김인경

관광 / 제조업

지역 특화 관광기념품 제작을 통한 관광지 내 소외계층의
일자리 마련, 마을과 주민의 자립

5

점바찌 프로덕션

이상민

문화예술관광 /
여가관련서비스업

공동체 미술, 캐리커처, 캐릭터, 영상, 애니메이션 제작

6

페이블 스튜디오

박동민

문화예술 / 제조업

소득계층 모두가 가격에 대한 부담 없는 고품질 캐릭터
피규어와 문화 콘텐츠를 제공

7

희망멜로디

하정림

교육, 문화예술 /
서비스업

우뇌가 기억하는 재미있는 예술융합교육

8

cre-play

송병근

기타 / 제조업

자체 제작 3D 프린터로 고객이 원하는 제품을 디자인해
출력

9

FUN'EATHER

이지현

환경 / 제조업

버려지는 가죽의 양을 최소화하는 업사이클링 가죽 가방
브랜드

10

푸하라
(Tae-di)

정은지

환경 / 제조업

친환경 제조 방법을 이용한 의류

기억 속에 간직하고 있는 소중한 추억을 아름다운
주얼리로 제작

언론보도
•국제신문 (2014. 4. 8) - 부산디자인센터 사회적기업 육성 박차

2014-04-08

부산디자인센터 사회적기업 육성 박차
부산디자인센터가 사회적기업 육성에 나선다. 부산디자인센터

디자인센터가 사회적기업 육성에 뛰어들면서 활성화에 기여할

는 지역의 10개 사회적기업 창업자(팀)와 협약을 체결하고 본격

것으로 기대된다. 부산디자인센터 이명성 팀장은 "디자인센터는

적인 육성에 나선다고 8일 밝혔다. 부산디자인센터는 한국사회

2011년부터 4년간 3억 원의 자체예산을 들여 1인 창조기업을 육

적기업진흥원이 지난 2월 지정한 사회적 기업가 육성사업 위탁

성·배출해 온 경험이 있다"며 "3D 프린터, 디지털 출력기, 스튜

운영기관이다. 부산디자인센터는 마이너스원 페이블스튜디오

디오, 섬유패션장비 등 시제품 제작에 필요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리나시타 등 최종 선정된 10개 창업자(팀)를 집중 육성한다. 우선

있어 사회적기업을 육성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

팀별로 1년간 최소 2,000만 원에서 최대 4,000만 원을 지원한다.

회적기업은 2007년 전국 50개에서 지난해 950개로 확대되고 고

각 팀의 전문 분야 대학교수, 현업 경영자, 지원기관 임직원, 디

용 인원만 2만1574명에 이를 정도로 급속히 늘어나고 있다. 하

자인 전문가 등 3, 4명으로 구성된 전문 멘토 그룹은 맞춤형 지원

지만 부산지역 사회적 기업은 59개(지난해 말 기준)에 불과해 육

을 통해 사업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성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사회적기업가육성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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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자(팀) 성과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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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셉테드 컨설팅

사업내용

사업기간

2014. 8. ~ 2015. 1.
사업비

20,000

천원 (수탁)

• 법무부의 부산디자인센터 셉테드 컨설팅 기관 지정
• 법무부 법질서 실천운동, 범죄취약지역 환경개선 사업 대상지
중 광주, 울산, 대구 지역 컨설팅 수행(광주월산동, 울산 야음동,
대구 상인동)

위탁기관

(재)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운동 국민재단
(법무부 후원기관)

추진방법
• 센터 내부 전문인력 자문 추진
• 각 지역 수행기업 대상 사업추진 방법 자문
• 사업 결과물 점검

추진경과 및 계획
2014. 7. 법무부 사업추진 협의
8. 법무부의 부산디자인센터 셉테드 컨설팅 기관 지정
9. 자녀안심재단-센터 컨설팅 위·수탁 계약
10. 컨설팅 추진, 완료 (~ 2015. 1월)

법무부 셉테드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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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전, 후

방범초소 시공 (전)

방범초소 시공 (후)

보안등 시공 (전)

보안등 시공 (후)

공폐가 출입방지 시설물 시공 (전)

공폐가 출입방지 시설물 시공 (후)

반사경 및 벽면도색 시공 (전)

반사경 및 벽면도색 시공 (후)

디자인 진흥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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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로변 커뮤니티 뉴딜사업
사업기간

철로변 커뮤니티 뉴딜사업은 부산의 쇠퇴, 고립, 단절된 철로

2014. 10. ~ 2015. 5.

변 낙후지역에 대해 공공환경개선 및 안전도시 구축을 통한 지
역주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철로변은 해운

사업비

1,000,000
위탁기관

부산광역시 도시재생과

천원

대 신시가지 상주인구의 2배가 넘는 약 45만 명이 거주하고 있
으며 부산시 기초생활수급자 비율의 2배가 넘는 저소득계층
이 밀집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주거 및 복지에 대한 정책은 미
비한 상황입니다. 더구나 구나 동을 구분하는 물리적 경계에
철도가 위치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행정의 사각지대로 관리가
시급한 도심의 주거지입니다.
본 사업의 의의는 커뮤니티 뉴딜이라는 단어에서 출발하는데,
낙후지역과 여타 지역 간 격차를 줄이고 낙후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사업의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이
를 달성하기 위해 일관성을 가지고 꾸준히 도시재생정책을 폄
으로써 정부의 도시재생 의지와 방향의 주체가 주민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부산의 철로변 커뮤니티 뉴딜사업은 부산시
도시재생과와 부산디자인센터가 업무협약을 통하여 진행되
는 사업으로 4개 지역(동구 진시장 인근, 사상구 주례 온골마
을 인근, 사상구 덕포동 인근, 해운대구 우2동 시장인근)을 대
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철로변 커뮤니티 뉴딜사업은 지역의
맞춤형 재생사업으로 주민의 생활에 밀착된 세부사업으로 낙
후지역의 재생유형에 따라 아이템을 선정하고 커뮤니티 프로
그램과 마을재생사업을 동시에 진행하게 됩니다.
부산디자인센터는 도시재생분야에 있어서 커뮤니티디자인,
생활안전디자인, 공공환경에 대한 개선 의지를 높이고 그 해
법을 모색한다는 의미에서 부산의 도시와 재생, 환경 디자인
산업에 큰 기대를 모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철로변 커뮤니티 뉴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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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추진일정
2014. 10. 위·수탁 사업협약 실시
11. 사업 세부계획 수립 및 용역공고
12. 용역업체 선정
2015. 1. 착수보고 및 주민의견 수렴
2. 실시설계 및 커뮤니티 프로그램 개발
3. 각종 인허가사항 집행 및 세부사업 진행
4. 커뮤니티 프로그램 구축 및 시범운영, 세부사업 시공
5. 결과보고

추진방법
• 부산광역시 도시 재생과와 위·수탁 협약체결 및 사업추진
• 사업대상지 현황, 문제분석 (주민의견, 전문가 수렴) 및 유·무형의 디자인해결책 제시
• 디자인사업 시공 및 감리, 사업 전·후 주민만족도 조사 등

현장답사사진

디자인 진흥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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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노화 디자인공모전
사업기간

항노화 디자인공모전은 고령화 사회를 대비해 항노화산업의

2014. 9. ~ 10.

메카를 지향하는 부산광역시의 산업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
고자 하는 협력사업입니다. 항노화 디자인 활성화를 통해 항

사업비

12,000

천원(국비)

노화산업 메카도시로서의 입지를 공고히 하고 항노화산업에

※ 총사업비 20백만원

대한 시민들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홍보사업입니다.

위탁기관

최근 노령인구의 급격한 증가는 우리 사회의 쟁점으로 대두되

항노화산업지원센터

고 있습니다. 특히 노화로 인한 각종 질병은 삶의 질 저하와 연
관되어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항노화산업 및 관련 디자인산
업은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해 공동 행사 및 세미나를 정기
적으로 개최하여 정보교류의 장을 넓히고 디자인 인력 및 시설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산광역시는 따뜻한 기후조건과 천혜의 자연경관을 지니고
있으며 각종 사회적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는 살기 좋은 도
시입니다. 기존의 인프라와 바이오산업, 의료, 복지 분야가
융·복합을 이루어낸다면 더욱 행복하고 활기찬 도시로 자리
매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항노화를 위한 생활실천 디자인 공모전’(Anti-Aging Design
2014(AAD 2014))은 항노화신업지원센터가 주최하고 산업통
산자원부, 부산광역시, 부산일보가 후원하고, 부산디자인센터
가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건강한 삶과 장수를 지향하는 현대인
의 ‘항노화 생활습관’을 실천하는 데에 밑거름이 되고자 합니
다. 항노화 디자인 공모전은 부산광역시 항노화산업 발전의
토대인 동시에 미래의 성장 동력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부산
광역시가 항노화산업의 메카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항노화 디자인공모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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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 항노화 디자인공모전
- 사업내용 : 항노화산업 메카를 지향하는 부산의 산업경쟁력 강화 기반 마련을 위한 항노화 디자인 공모전
- 도출과제 : 항노화 디자인 인식의 증대 및 홍보효과를 통한 항노화산업 발전 토대마련
- 향후계획 : 부산광역시의 미래 성장동력으로서 항노화산업 기반 마련
• 사업선정 배경 및 필요성
- 항노화산업 메카를 지향하는 부산광역시의 산업경쟁력 강화
- 항노화 디자인 경쟁력 강화
- 항노화산업 메카도시로서의 부산광역시 홍보
• 사업추진 절차
- 전략과제 선정 : 항노화산업지원센터와 업무협약 체결
- 전략과제 수행 : 항노화산업 관련 인력 간 교류 및 인프라 연계 활용
- 최종 결과 : 항노화산업 관련 디자인산업 발전
• 사업목표
- 항노화 디자인공모전을 통해 시민의 항노화산업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고 항노화산업 메카도시로서의
부산광역시의 입지를 공고히 함

사업 추진일정
2014. 9. 항노화산업지원센터와 공모전 공동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10. 공모전 작품접수 (13일 ~ 15일)
10. 공모전 심사위원회 개최
10. 공모전 시상식 개최 (부산대학병원 내)

항노화 디자인공모전 결과
• 서류접수 및 작품접수 : 2014. 10. 13. ~ 15. (3일간)
• 접수작품 : 총 28점
• 심사기간 : 2014. 10. 17.
• 심사위원 : 부산대학교 김철민 교수 외 4명
• 심사발표 : 2014. 10. 20. (월)
• 시 상 식 : 2014. 10. 27. (월)

디자인 진흥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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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노화 디자인공모전 수상결과
• 심사결과 : 본상 7점, 특선 5점, 입선 12점, 낙선 4점
상격

작품명

수상자

대상

당신을 무한하게 하는 마법의 법칙

김태형 김예지

금상

미소 습관화를 위한 모바일앱 – 미소지기

하수정 이슬비

은상

No elevator! Walk!

오수진 손병국

은상

앱 ‘컬러 발란스’(Color Balance App)

안소민

동상

Look your S-Ray 프로젝트

박지나

동상

Re-start

이승훈 배효성

동상

스트레칭을 통한 행동유발 어플리케이션

김관일

특선

항노화(치매예방)를 위한 스마트폰 게임 어플리케이션

허정화

특선

생활실천 갈맷길 걷기 핸드맵(hand map)

박유림 이예지

특선

Remove wrinkles!

이산하 박나현

특선

체온다이어리

이유리 장혜빈

특선

리멤버 더 넘버 (Remember the Number)

박소영 김예솔

입선

Health-tick(health stick)

윤장원 송유리

입선

Brain

전소현 배종연

입선

젊음을 찾아주는 지도

김선영

입선

ASMR 어플

이하람

입선

귀 마사지 어플리케이션

강빛고을

입선

자파 키우기 어플리케이션

이주은 김미경

입선

위드 런 (WITH RUN)

이진주 안남기

입선

눈 운동 어플리케이션 아이펀

이지하

입선

그림자를 맞춰라!! (App Design)

김혜승 임혜빈

입선

Walking+ (워킹플러스)

주진아

입선

손끝에서 시작하는 두뇌 안티에이징 뮤직핑거

성지혜 전지원

입선

Samsung Hospital

정기진

기대효과
• 항노화산업 디자인 분야의 다양성 모색
• 항노화산업에 대한 관심 증대
• 부산의 항노화산업 관련 인프라 강화

철로변 커뮤니티 뉴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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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전 수상작

<대상> 당신을 무한하게 하는 마법의 법칙

<은상> No elevator! Walk!

<동상> Re-start

<금상> 미소 습관화를 위한 모바일앱

<은상> 앱‘컬러 발란스’
(Color Balance App)

<동상> Look your S-Ray 프로젝트

<동상> 스트레칭을 통한 행동유발 어플리케이션

Efficient facilities management and

Equipment operation activation

2013 재단법인 부산디자인센터 연차보고서
Design Center Busan Annual Report 2013

효율적 시설관리 및
장비 운영 활성화

_ 부산 디자인 STORE 구축 및 운영
_ 중소기업 및 대학 시제품 제작비 대폭 할인
_ 정보전산 시스템 안정적 관리

디자인 진흥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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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디자인 STORE 구축 및 운영

사업기간

2014. 1. ~ 12.
사업비

130,000

부산지역의 창업자와 소상공인의 판로를 개척하여 디자인 발
전에 이바지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넓은 공간에 비해 활용도
가 낮은 (재)부산디자인센터 1층에 디자인스토어와 상설 전시

천원

장을 운영하여 기업에게는 판로를, 시민에게는 휴식의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첫발을 내디딘 것입니다. 디자인스토어에서는
소비자의 관심을 유도하는 부산 지역의 독특한 브랜드 디자인
제품을 판매하여 작지만 강한 디자인 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
하려고 합니다.
2014년 한 해 동안, 디자인스토어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으고, 다시 진행하는 한 걸음 한 걸음들이 모여 지난 12월,
디자인스토어와 상설 전시장이 마침내 그 모습을 갖추게 되었
습니다. 디자인스토어는 107㎡의 규모로, 시민들에게 소규모
디자이너와 중소기업의 디자인제품들을 소개하는 장이 될 것
이며 또한, 디자이너들에게는 판로를 제공하여 수익 창출함과
동시에 시민들과의 만남의 교차점이 되고자 합니다.
상설전시장은 27.9㎡의 규모로, 디자인, 패션, 문화, 예술 등
개인 창작품과 중소기업 신제품을 기획 전시할 계획입니다.
이는 무료 대관을 원칙으로 최소 관리비 또는 판매료만 징수
해 (재)부산디자인센터를 기업과 시민의 공간으로 내어주려
고 합니다. 앞으로 (재)부산디자인센터는 기업과 시민과 센터
가 함께 어우러지는 교류와 소통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창의적
인 아이디어와 역량을 모으는 데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부산 디자인 STORE 구축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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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추진일정
2014. 4. 디자인스토어 건립 기본계획 수립
5. 디자인스토어 구축 기본설계 용역 시행
7. 기본방향설정 회의
8. 기본설계 최종 보고회
9. 실시설계 용역 시행
12. 디자인스토어 완공

(재)부산디자인센터 1층 스토어 조감도

효율적 시설관리 및 장비 운영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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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및 대학 시제품 제작비 대폭 할인

사업기간

2014년에는 시민들이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산디자

2014. 1. ~ 12.

인센터가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부산디자인센터의 장비지
원실의 시설규모는 출력실, 3D프린팅 서비스실, 섬유패션 장

사업비

40,000

천원

비실 등 4실 1,097㎡로 마련돼 있으며, 출력실에는 컬러·흑
백 디지털 출력기 등 30종이, 스튜디오실에는 촬영용 카메라
및 조명세트 등 18종, 섬유패션 장비실에는 초고속 컴퓨터 자
수기 등 9종이 갖춰져 있습니다.
3D프린팅 서비스실은 2013년부터 실시하였던 시제품 할인
정책을 계속적으로 실시하여 더 많은 기업과 학생이 3D프린
팅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새롭게 석고분사 방식의 3D프린팅 장비(Project660)를
도입함으로써 보다 전문화된 지원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3D프린팅 플랫폼 사이트인’BUVI 3D(www.
buvi3d.com)’구축하는 사업을 진행함으로 아이디어가 있는
디자이너 학생들이 아이디어를 현실화하는 데에 날개를 달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2015년에는 3D플랫폼 사이트의 본격적인 운영과 더불어, 부
산디자인센터 시설 이용객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장비이용에 대한 카달로그를 신규 제작, 배포하는 것을 통하
여 더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부산디자인센터가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및 대학 시제품 제작비 대폭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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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추진일정
2014. 5. 시제품 제작 운영 활성화 계획 수립 및 홍보
7. 3D프린팅 플랫폼 사이트 구축 착수
8. Project660 장비 도입

보유장비

섬유패션장비실

스튜디오실

출력실

샌딩부스

효율적 시설관리 및 장비 운영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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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전산 시스템 안정적 관리

사업기간

2014. 1. ~ 12.
사업비

130,000

2014년은 업무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전산을 효율적으로 운
영하고 홈페이지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시민에게 열린
행정을 구현했습니다. 이를 위해 부산디자인센터의 홈페이지

천원

를 새롭게 개편하였습니다. 시민들이 더 쉽게 접근하는 홈페
이지, 모바일 등 기기에 따라 반응하는 반응형 홈페이지를 구
현함으로써 디자인 정보 확산을 통한 대국민 인식제고 및 기
업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전자결재시스템을 고도화함으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
고 여러 가지 소셜네트워크 채널들을 통하여 시민과 소통함
으로써 대시민 업무에 더욱 힘써 노력하였습니다.
2015년에는 네트워크 사업자 변경을 통하여 더욱 안정적인
인터넷망을 제공함으로 센터 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과 입주
업체들에게 더욱 높은 편의를 제공하는 부산디자인센터가 되
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보전산 시스템 안정적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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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추진일정
2014. 2. 정보전산실에 구축된 장비현황 전수조사 실시
3. 통합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용역업체 선정 및 운영, SNS활성화로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
6. IP통합관리를 위한 IP관리 시스템 업그레이드
9. 전자결재시스템 (근태관리시스템) 고도화
12. 홈페이지 개편 완료

사업결과

디자인센터 영문홈페이지

디자인센터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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