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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연차보고서를 발간하며

금번 연차보고서는 (재)부산디자인센터가 2015년 한 해 동안 추진한 기업과 소상공인의 디자인 애로
해결 지원, 인력 양성 및 일자리 창출, 디자인을 통한 사회문제 해결 등 다양한 사업성과를 소개하고
보다 효율적인 성과창출을 위해 고객 여러분의 아낌없는 의견을 수렴하고자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2015년은 (재)부산디자인센터가 혁신을 실천하는 한 해였으며, 부산광역시 공공기관 경영혁신 대책
에 따라 성과중심의 조직운영과 경영효율화를 통한 지역사회 공헌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 해였습
니다.
또한 (재)부산디자인센터의 새로운 비전인‘디자인 실천과 나눔을 통한 행복사회 구현’
을 실현하기
위한 5대 전략목표(지역 산업 디자인 경쟁력 고도화, 선도인력 양성 및 일자리 창출, 공공분야 디자
인 지원, 신규 수탁사업 유치 극대화, 경영효율화 및 고객만족 실현)를 차질없이 추진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실로 2015년에 실시한 부산광역시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에서 15개 평가대상 기관
중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2016년 부산디자인센터의 모든 임직원은 지속적인 경영효율화를 통해 부산시민들이 두루 체감하고
혜택을 공유할 수 있는 공익 디자인 사업 전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고객의 소리를 경청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보다 많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올 한 해에도 고객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재)부산디자인센터 원장 홍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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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개요 DCB Overview
설립일

2006. 6. 12

개원일

2007. 4. 20

설립형태

비영리 재단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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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자인 관련 교육, 지역 특화 디자인 혁신산업, 선진 해외 디자인 정보 수집 등과 같은
다양한 활동을 통해 수도권에 편중돼 있는 디자인 사업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부산의 품격있는
브랜드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2015
2013
2012
2010
2009
2008
2007

5월

부산패션창작스튜디오 개소

4월

홍군선 제5대 원장 취임

5월

소공인특화지원센터 개소

7월

고용노동부 국가인적자원개발 교육기관 지정

4월

홍군선 제4대 원장 취임

11월

디자인위크 2010 부산 개최(www.designweek.kr)

9월

김재명 제3대 원장 취임

9월

지식경제부 디자인거점센터 지정

5월

지식경제부 국가디자인 인재육성사업 주관기관 선정

11월

디자인체험관 개관

9월

김재명 제2대 원장 취임

4월

2006 12월

재단법인 부산디자인센터 개원
부산디자인센터 건물 준공(건축 10월 / 전기 통신 12월)

8월

박수철 초대 원장 취임

6월

부산디자인센터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시행(설립허가 및 법인등기)

4월

재단법인 부산디자인센터 창립 발기인 총회

2002 10월

부산디자인센터 건립 기본계획 수립

조직도 Organization Chart
이사장
이사회

감사

원 장
운영위원회
정책조정실
기획경영팀

디자인지원팀

인력양성팀

전략사업팀

(재)부산디자인센터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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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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자인 창의와 나눔을 통한 행복사회 구현

경영철학
핵심가치
경영목표

고객감동경영

디자인산업진흥

창조(Creation)

도전(Challenge)

산업융합 활성화

변화(Change)

청렴(Clear)

공공·서비스 디자인 혁신

❶ 중소기업의 디자인 융합경영 확산
❷ 지속가능한 미래선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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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 개발 지원

선도인력 양성
및 일자리 창출

❸ 디자인 융합 선도인력 양성
❹ 현장수요 맞춤형 일자리 창출

공공분야
디자인 지원

❺ 안전 및 도시문제 디자인 개선
❻ 디자인문화 확산 및 공공기관 지원

신규 수탁사업
유치 극대화

❼ 지역산업 진흥사업 참여 확대
❽ 신규과제 발굴 및 국비유치 강화

경영효율화 및
고객만족 실현

❾ 자율 경영기반 조성
❿ 고객만족 관리체계 구축

2015 DCB Projects Res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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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 2015년 주요 업무성과 및 경영효율화

2015년 업무성과
010

2015년 전략목표별 추진사업 현황
(단위 : 백만 원)

추진사업

전략목표

지역 산업 디자인
경쟁력 고도화

선도인력 양성 및
일자리 창출

공공분야
디자인 지원

신규 수탁사업
유치 극대화

경영효율화 및
고객만족 실현

사업명

사업비

재원

신상품 개발 디자인 지원사업

451

자체

글로벌 에코 디자인 패션비즈 지원사업

70

국비,시비

부산섬유패션R&D 지원사업

100

시비

광역권 디자인 지원사업

450

국비

봉제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설치운영

500

국비,시비

지역주력산업 육성사업(해양바이오헬스)

150

국비

부산패션창작스튜디오 설치

220

시비,자체

디자인혁신역량 강화사업 (해양, 고령친화)

191

국비

디자인산업 재직자 능력향상 재교육

952

국비,자체

코리아 디자인 멤버십

430

국비,기타

3D프린팅 전문인력 양성사업

130

국비,구비

청년취업아카데미 사업

504

국비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

540

국비

리사이클 디자인 상품 개발 및 일자리 창출

110

시비,자체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637

국비

창의적 디자인 체험프로그램 운영

21

자체

부산관광기념품 공모전

50

시비

범죄예방 환경 디자인 사업

850

시비

제17회 부산관광기념품 개발사업

80

시비

㈜벡스코CI 디자인 개발

120

민간

해운대구 공공청사 사인시스템 가이드라인 개발용역

20

구비

어린이놀이공원 조성사업

20

민간

부산디자인마켓 운영

40

자체

부산디자인관광상품 판로지원

29

민간

도시 디자인 탐사단 운영

20

자체

부산시 환경미화원 근무복 가이드라인 개발

80

자체

문화기술연구개발 지원사업

285

국비

창업맞춤형사업화 지원사업

300

국비

부산교통공사 홍보영상물 제작용역

107

민간

디자인기반 구축사업

410

국비

유니티3D 전문인력 양성사업

85

국비

사회공헌 근무복 디자인 제작사업

130

민간

3D프린팅서비스 및 3D포털 운영

80

자체

정보전산시스템 운영

100

자체

디자인스토어 및 청사 운영 활성화

100

자체

디자인단체협회와 협력 강화

35

자체

합 계

8,397

2015년 주요 업무성과 및 경영효율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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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주요 업무성과 및 경영효율화

1. 지역 산업 디자인 경쟁력 고도화
| 중소기업 신상품 개발 디자인 지원 |
• 상반기 : 11개 과제, 20개 기업 229백만 원 지원
• 하반기 : 11개 과제, 20개 기업 209백만 원 지원
• 상반기 과제의 조기사업화로 수익 창출
- 6개 과제 : 3개월간 매출 440백만 원

| 광역권 중소기업 디자인 애로 해결 지원 |
• 디자인지원단 고용 창출 9명(부산 6, 경남 3)
• 상호협력 협약체결 : 마산대학교 산학협력단, 경남도립대학교 산학협력단,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
• 일반 컨설팅 44건, 심화컨설팅 40건, 자문단 운영(46건) 추진결과 64건 디자인 연계개발
• 광역권 디자인 지원사업 만족도 : 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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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2

| 소공인특화지원센터(섬유·패션·봉제) 설치운영 |
• 매니저 고용창출 4명
• 파생일자리 20명 창출, 편집매장 운영 현장인력 167명 채용
• 수료생 배출 : 의류제조 소공인 63명(경영교육 42명, 기술교육 21명)
• 판로지원 : 20여억 원(52업체, 45회)

| 부산패션창작스튜디오 설치운영 |
• 매니저 고용창출 1명
• 부산패션창작스튜디오 개소 : 2015. 5.
• 디자이너 선발 : 10개 업체, 11명
• 입주디자이너 판로지원 : 37회, 755백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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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도인력 양성 및 일자리 창출
| 디자인산업 재직자 능력향상 재교육 |
• 공동교육훈련기관 지정 및 협약 : 2015. 1.
• 상반기 : 홍보자료 기획실무 등 9개 과정 156명 교육, 118명 수료
• 하반기 : 캘리그래피 등 16개 과정 295명 교육, 218명 수료

| 코리아 디자인 멤버십 운영 |
• 국내 기업(11명) 및 이태리 인핸서(2명) 취업
• 산·학·연 프로그램 추진(3팀), 국내외 워크숍 참가 및 인턴십·공모전 수상(34명), 기획전시 참가(6회)
• 해외 디자인 워크숍 및 지역사회 재능기부 프로그램 운영(2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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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D프린팅 전문인력 양성 |
• 교육과정 개발 및 교육훈련생 선발(25명
선발)
• 교육과정 운영 : 22명 수료, 12명 취업 확정

|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 지원 |
• 미취업자 대상 인턴 선발수 : 282명(300명
배정인원, 채용율 94%)
• 정규직 전환 건수 : 수료자 189명 중 177명
(전환율 93.6%)
• 2015년 실시기업 및 인턴생 모집 수 : 481건

| 디자인 관련 대학 청년취업아카데미 운영 |
• 동명·동주·신라대학교 8개 과정 200명
사업승인
• 상·하반기 200명 참가, 195명 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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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기업가 창업 지원 |
• 상반기 : 20팀 선발, 246백만 원 지원
• 하반기 : 20팀 육성, 246백만 원 지원
• 부산광역시 예비사회적기업가 3개사 선발

| 리사이클 디자인 상품 개발 및 일자리 창출 사업 |
• 판매실적(2015. 12. 31. 기준) : 83백만 원
• 신규 위탁판매점 확보 : 7개점
• 일자리창출 실적 : 12명(센터 : 2명 /
맘메이드 : 5명 / 감천문화마을 : 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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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공분야 디자인 지원
| 부산디자인마켓 개최 |
• 2015. 5. 29.~31.(3일간), 벡스코, 160개 업체 참여
• 매출 : 56백만 원, 방문인원 : 36,000여 명(디자인 체험 인원 2,000명)
• 디자인마켓 판로 확대 : 롯데유통 소싱상담회 참여, 롯데드림플라자 품평회 참여(15개 업체)
롯데드림플라자 입점(3개 업체)

| 철로변 커뮤니티 뉴딜사업 |
• 철로변 유휴 국유재산 허가서 취득 및 토지매입비 없이 4개 사업지 거점공간 구축
• 동구 진시장 인근 : 패션비즈스퀘어(섬유·패션 창업공간 및 주민커뮤니티시설)구축
(규모 : 1, 2개층, 연면적 297.09㎡)
• 사상구 덕포 1동 덕포여중 인근 : 마을부엌(공폐가) 53.3㎡ 리모델링
• 사상구 주례 1동 온골마을 인근 : 주민휴게 및 안심공간(공·폐가 2개소 철거 후 포켓공원(96㎡)) 조성
• 해운대구 우 2동 우동시장 : 우동시장 공용공간(170㎡) 개선 및 시장 카페 리모델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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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규 사업 유치
|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문화기술개발 지원사업 주관기관 선정 |
• 사업명 : 스마트패션 디자인 혁신 플랫폼 구축을 위한 패턴 템플릿 기반 3D CAD 기술개발
• 사업규모 : 3년간 33억 원 규모(국비 24, 민간현금 0.9, 민간현물 8.1)

| 중소기업청 주관 창업맞춤형사업화 지원사업 주관기관 선정 |
• 사업명 : 스마트 토털패션 창업사관 운영사업
• 사업규모 : 3년간 37.5억 원 규모(국비 30, 시비 3, 민간현물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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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효율적인 시설·장비 운영활성화
| 센터 시설관리 영업수입 증대 |
구 분

2014년도

2015년도

전년대비 증감

비고

임대료

278백만 원

335백만 원

증 57백만 원

증 20.5%

관리비

171백만 원

204백만 원

증 33백만 원

증 19.3%

대관료

206백만 원

236백만 원

증 30백만 원

증 14.6%

장비이용료

116백만 원

109백만 원

감 7백만 원

감 6.0%

주차료

107백만 원

118백만 원

증 11백만 원

증 10.3%

합 계

878백만 원

1,002백만 원

증 124백만 원

증 14.1%

| 디자인스토어 구축 |
• 운영목적
- 부산지역 창업자 및 소상공인의 우수제품 판매로 수익창출 도모
- 디자이너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소개하고 판매하는 기회를 제공하여 디자이너와 소통의 기회를 넓힘
- 소상공인 및 창업자 등의 디자인 상품을 멘토링을 통해 명품화하고 전시 및 판매할 수 있는 루트를 제공
하므로써 사업화 및 수익창출 지원
• 개 점 : 2015. 6. 18.
• 위 치 : (재)부산디자인센터 1층
• 판매상품 : 디자인 사무용품·문구류, 홈데코 제품, 악세서리·패션잡화, 관광기념품 등 85개 업체 401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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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성과 창출 중심 조직운영을 위한 경영혁신 추진
| 경영평가 등급향상 |
• 지속적인 제도개선 및 업무성과 향상으로 경영평가 최우수 기관 선정
• 연도별 경영평가 결과
구분

평가등급

경영평가 대상(기관)

2015년

최우수
“가”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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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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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

“나”

부산신용보증재단, (재)정보산업진흥원, (재)부산경제진흥원,
(주)벡스코, 아시아드CC(주)

2012년

“다”

부산신용보증재단, (재)부산정보산업진흥원, (재)부산경제진흥원, 국제교류재단,
여성가족개발원, 문화재단, 복지개발원, 영어방송재단

| 근무평정 제도개선 |
• 역량과 성과중심의 근무평가 제도 운영으로 효율적 성과창출 견인
• 평가의 객관성, 공정성 향상 및 평가결과의 구성원 수용도 제고

| 저성과자 퇴출제도 시행 |
• 부산광역시 공공기관으로서 경영혁신 지시사항 이행
• 역량과 성과중심의 조직운영 및 공공기관 직원으로써의 책임감 함양
• 주요내용
- 적용대상 : (재)부산디자인센터 근무평정 대상 전 직원
- 퇴출대상 : 근무평정 대상자 중 2년 연속 최하위 평정 확정 직원
- 적용방법 : 인사관리 규정에 의해 직위해제 3개월, 직위해제 기간에 역량개발을 위한 교육훈련 또는
실적개선을 위한 특별과제 부여, 직위해제 기간 경과 후 직위 미부여 시 직권면직

| 비위행위자‘원스트라이크 아웃제’시행 |
• 비위행위자에 대한 무관용원칙 적용으로 청렴 조직문화 조성
• 주요내용
- 부당대가 수수 및 성 관련 비위자의 양정기준 강화 : 파면 원칙
- 부산시 공무원 및 타기관 기준을 준용한 징계양정 기준 세분화
- 징계의 종류 및 징계 외 경미한 잘못에 대한 규정 등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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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희롱 예방지침 제정 |
• 성희롱 사건 발생 시 행위자에 대한 엄중한 징계, 피해자 보호 및 공정한 처리 등 업무처리 기준 필요
• 주요내용
- 성희롱 고충상담 창구 및 고충심의위원회 운영
- 성희롱 사건 발생 시 피해자 보호 및 공정한 처리 기준

| 경영혁신을 위한 조직진단 실시 |
• 기간 : 2015. 6. 9. ~ 8. 8.(2개월 간)
• 주요내용
- 전략분야 : 미션 및 비전, 전략목표, 전략과제 재설정
- 인력증원 : 중장기 발전 및 역량 강화를 위해 14명 증원 필요
- 인사제도 : 경영혁신과 연계하여 근무평정 제도 개선
- 조직재설계 : 단기 2실 5팀, 중장기 4실 8팀으로 개편 필요

원장

[단기]

정책조정실

전략기획팀

기업지원실

디자인지원팀

R&D 디자인팀

인력양성팀

원장

[중기]

정책조정실

전략
기획팀

디자인 플랫폼팀

경영
지원팀

디자인개발실

해양
조선팀

일반
R&D팀

디자인플랫폼실

기업
지원팀

공공
지원팀

- 기타 : 7개 조직문화 개선과제 도출

| 임직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강화 |
• 학습지향적 조직구조 개선을 위한 중장기 및 연간교육과정 운영
- 역량기반 교육체계 수립에 따른 직급 / 역량별 교육과정 설계
- 근무성적 평정에 교육실적 반영(평점 인정기준 마련)
- 직급 / 역량별 교육 이수시간 설정(반기별 15시간 이상)
- 교육훈련(직원능력개발비) 예산 증액 편성
▶ 2013년 19,000천 원 → 2014년 26,400천 원 → 2015년 32,000천 원

인력양성실

기업가
육성팀

취업
허브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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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혁신 워크숍 개최 |
• 일 자 : 2015. 10. 23. ~ 24.(1박 2일)
• 장 소 : 거제 대명리조트
• 참 석 : 원장 및 전 직원
• 내 용 : 주제별 그룹토론 및 결과 발표, 후속 계획 추진
구분

주제

주요내용
• 최종 비전 : 디자인 실천과 나눔을 통한 행복사회 구현

1조

최종 비전 선정

• 기타 비전(안)
- 디자인의 창의와 나눔을 통한 행복사회 구현
- 시민들과 만들고 나누는 행복사회 디자인
- 디자인 선도와 나눔을 통한 행복사회 구현
- 행복사회 구현을 위한 디자인 등대
※ 최종 비전은 모든 임직원 토론 및 투표로 선정
• 비전 달성을 위한 슬로건 및 캐릭터 개발키로 함
• 센터 1층 : 로비 도로 쪽 유리벽면 부분을 2층 복층구조로 개조, 신규로 조성된 2층
공간에 자료실 및 미팅룸 조성

2조

센터 공간운영
효율화 방안

• 센터 3층 : 센터 사무실 및 원장실을 4층 체험관으로 이전, 기존 사무실 공간은
임대, 원장실은 휴게실 조성
• 비수기 대관료 할인 및 대학, 학원 대상 장기대관 실시
• 센터 4층 : 기존 자료실은 방문객이 쉽게 이용토록 1층 로비로 이동, 체험관 및
수장고를 사무공간 및 원장실로 이용, 체험관 전시물은 1층 및 각 층에 분산 전시
• 디자인 연구소 설치
- 연구, 컨설팅, 리서치 등 전문화된 역할 수행
- 브랜드 전략, 상품기획 디자인, 사회문제 해결 디자인, 리서치 등 연구센터로 활용

3조

미래 10년을 위한
신규사업 모색

• 디자인 창의산업 클러스트 조성
- 디자인 창의 랜드마크 조성
- 디자인 창의산업 활성화와 미래 도시 경쟁력 확보
• 디자인 문화교실 및 심리치료
- 유저(임산부, 주부, 학생 등) 눈높이 디자인 프로그램 운영
- 디자인을 적용한 심리치료센터 개설
• 기타 의견
- 인지도 개선을 위한 디자인패스권, 디자인신문고 및 서포터즈 운영
- 디자인스토어 활성화를 위해 공방체험, 감성캠핑 디자인 제품 전시판매
디자인 문화축제, 제품튜닝경진대회, 애프터마켓 운영 등

2015년 업무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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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주제

주요내용
• 문제점 분석
- 디자인센터에 대한 친근감 부족으로 접근성 애로
- 타 매장 제품과 차별화 부족

4조

디자인스토어
경영개선 방안

• 단기 해결방안
- 외국과 연계된 학교, 기업을 위한 부산관광기념품 카탈로그 홍보
- 모든 임직원의 SNS 홍보 동참
- 입점 커피숍(비즈바즈) 및 인근 카페 컵 홀더에 할인쿠폰 인쇄, 배포
• 장기 해결방안
- 매출 저조 요일(월~목)에 각 요일별 향기나 음악을 테마별로 차별화하여 마케팅
- 1층 로비 빈공간에 기간별 무료 기획전시
- 야외쉼터에 캐릭터 포토존 마련, 고객 유도
- 아이디어 상품과 디자인 상품으로 디스플레이 개선
- 디자인스토어 입점 업체 중 성공사례 발굴
• 인지도 저조 사유 분석
- 기업지원, 국비유치 등 B2B, B2G 위주 마케팅 전개
- 상대적으로 일반 시민 대상 B2C 마케팅 취약

5조

대시민 인지도
개선방안(1)

• 찾아가는 디자인센터 조성
- 시민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재미’ 발굴
- 시민들의 관심을 모을 수 있는 SNS 운영(ex. 경찰청)
- 패션창작스튜디오 성과를 게릴라 패션쇼 진행 등 지원사업의 성과를 시민의
이목을 끌 수 있도록 한 이벤트 전개
• 찾아오는 디자인센터 조성
- 디자인 어드벤처(디자인 통합입시설명회, 창업기업 디자인 지원설명회 등) : 시민
들의 흥미유발 강연, 전시 진행
• Feel 通(필통)
- 개원 10주년을 맞아 시민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디자인페스티벌 기획

6조

대시민 인지도
개선방안(2)

• 기존 시행사업의 방향 전환
- ‘부산디자인마켓’을 ‘부산감성마켓’으로 방향 전환
- 디자인체험교실을 찾아가는 방과후학습 및 창의미술프로그램으로 발전
- 영화 촬영지로서의 센터 인지도 제고
• 새롭게 추진할 사업구상
- 기업의 전략적 프로모션 개최
- 부산 미술실기대회 개최
- 대시민 봉사 동아리 운영

2015년 주요 업무성과 및 경영효율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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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별토론

우수조 시상식

| 우수직원 포상제도‘부산디자인센터 으뜸상’운영 |
• 센터의 조직문화 개선에 앞장서고 탁월한 업무수행능력을 발휘한 직원의 포상을 통해 직원들의 소속 자부심
고취는 물론 직원 상호간의 신뢰문화 정착과 선의의 경쟁 유발로 지속적인 조직몰입도 향상
• 수상자 : 일반직 1명, 기간제 1명

|‘부산디자이너의 밤’개최 |
• 부산의 디자인산업 발전을 위해 디자인 관련 산·학·연 관계자들과의 교류협력의 장 마련
• 일 시 : 2015. 12. 22. 17:00~20:00
• 장 소 : 부산디자인센터 1층 전시실
• 참 석 : 부산시 기간산업과, 부산디자인단체총연합회, 동남권디자인산업협회, 입주기업, 디자인전문기업,
센터 임직원, 부산디자인상수상자 등 200여 명
• 행사내용
- 상장 및 감사패 수여
- 2015년 주요사업 성과보고
- 사랑의 쌀 나누기 기증(기증처 : 사단법인부산시해운대구장애인협회)
- 참석자 만찬 및 교류회

Business Support Project

2015 재단법인 부산디자인센터 연차보고서
Design Center Busan Annual Report 2015

지역 산업 디자인
경쟁력 고도화

_ 신상품 개발 디자인 지원사업
_ 글로벌 에코 디자인 패션비즈 지원사업
_ 부산섬유패션R&D 지원사업
_ 광역권 디자인 지원사업
_ 의류제조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사업
_ 지역주력산업 육성사업(해양바이오헬스)
_ 부산패션창작스튜디오 설치 운영사업
_ 디자인혁신역량 강화사업(고령친화)
_ 디자인혁신역량 강화사업(해양레저)

지역 산업 디자인 경쟁력 고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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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품 개발 디자인 지원사업
| 사업목적 |
• 중소기업 생산제품의 디자인 컨설팅 및 개발지원으로 제품 고부가가치화 도모

| 사업개요 |
• 사업내용 : 지역 중소기업 상품의 포장 디자인 개발 지원
• 사업규모 : 22개 과제 지원
• 사업기간 : 2015. 2. ~ 12.
• 사 업 비 : 451백만 원(자체사업)

| 사업 추진방법 |
• 기업 수요의 맞춤 지원을 위해 연 2회 실시
• 과제별 차등지원(제품 디자인 최대 35백만 원, 시각·포장 디자인 최대 23백만 원)
• 과제 공모 후 디자인 컨설팅 및 개발(디자인 수요 중소기업 + 디자인전문기업)

사업 추진과정
2015. 2. 사업설명회 개최
3. 상반기 지원과제 모집공고
5. 상반기 지원과제 선정 협약 (11개 과제)
6. 상반기 지원과제 선정 협약체결 및 1차사업비 지급
7. 하반기 지원과제 모집공고
9. 하반기 지원과제 선정 협약 (11개 과제)
10. 상반기 지원과제 최종평가
11. 하반기 지원과제 최종평가
12. 과제별 사업비 정산 및 성과분석, 사업완료 보고

신상품 개발 디자인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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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결과

22 42

신제품 개발 디자인 지원사업 결과
22개 과제, 42개 기업 지원

Project

Business
Support

상반기 11개 과제, 229,842천 원 지원
연번

과제명

주관기업

참여기업

비고

프로인커뮤니케이션

(주)미르알엔티

시각

1

신규 브랜드 개발 & 포장 디자인 개발

2

꿈꾸는파티쉐(주) 영도 조내기고구마빵 패키지 디자인

효민디앤피

꿈꾸는파티쉐(주)

시각

3

터틀핀 시리즈 제품 개선

소프트모티

(주)제이엠바이오텍

시각

4

조이쿡 브랜드 리뉴얼 및 포장 디자인개발

(주)예감

조이쿡

시각

5

여성건강용 한방차의 포장 디자인 및 브랜드 디자인 개발

아이큐브

보연생활한방

시각

6

B2C 진출을 위한 휴대용 인퓨져 디자인 개선

(주)디자인엑스투

-

제품

7

1인 가구를 위한 전자레인지용 소형 라이스쿠커 디자인

아이엠커뮤니케이션

(주)펠리테크

제품

8

스마트한 외출을 돕는 스마트 워킹스틱 개발

(주)아이온디자인

-

제품

9

녹즙기 디자인 개발

(주)디자인부산

(주)엔젤

제품

10

하지 재활을 위한 보행 동작 시뮬레이터 디자인 개발

블레싱에코디자인

(주)광원메디텍

제품

11

만성질환 예방을 위한 경혈 자극기 제품 디자인 및
모바일 웹 콘텐츠 디자인 개발

(주)리디자인

(주)한지

제품

주관기업(총괄책임자)

참여기관

비고

돋음

(주)부경바이오푸트

시각

시선디자인

현대엔텍

시각

하반기 11개 과제 208,996천 원 지원
연번

과제명

12

유산균 가바고추장 BI 및 포장 디자인 개발

13

해외 수출용 신제품 포장 디자인 개발 및 개선

14

라건 루프탑 텐트 3룸 플러스 BI 개발 및 덮개 디자인 개발

15

옻으로 만든 건강식품 옻누리 포장 디자인 개발

16

인터그라픽스

엑스스포츠ENG (주)라건 시각

디앤아이커뮤니케이션

옻누리

시각

토아스 신제품 개발 및 포장 디자인

콘텐츠코어(주)

메디퍼스트

시각

17

해양레저상품 마린-비(바디보드) 수출 포장 디자인 개발

티오알앤디랩스

-

시각

18

부산수산물협동조합 공동브랜드 및 포장 디자인 개발

(주)CMC

부산수산물협동조합

시각

19

수출 겸용 벽부형 음수기 제품 디자인 개발

아트핸즈

좋은환경

제품

20

인간공학이 적용된 무선 인두기 제품 디자인

(주)크리에이티브퍼스

(주)엑소

제품

21

CSD Comport 고기능 솔을 적용한 하계용 하이브리드
라이프 스타일 워킹화 개발

(주)이너스코리아

-

제품

22

17인치 적외선 터치 장착형 POS용 모바일 피시 디자인 개발

(주)나노디자인그룹

(주)코리아정보통신

제품

지역 산업 디자인 경쟁력 고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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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주)미르알엔티 통합브랜드 & 전기자전거
패키지 디자인
01. 과제 개발범위
• (주)미르알엔티 통합브랜드 신규개발 및 전기자전거 포장 디자인 1종 개발

02. 디자인 개발방향
• 친환경 에너지 사업을 개척하는데 있어 사업을 통합하여 사용할 수 있는 브랜드를 개발하여 친환
경 기업으로서의 이미지를 주고자 하였으며, 전기자전거 패키지 개발을 통해 전기자전거 시장에 진
출하여 새로운 변화를 주고자 제품의 구체적인 요소를 심플하게 표현하여 이미지를 부각

03. 개발제품의 특장점
• 미르알엔티 기업은 사람과 환경을 먼저 생각하는 기업으로서 이미지를 통합브랜드에 적용하여 개
발하고 향후 태양광 전기자전거를 개발함에 있어 우선적으로 배터리를 이용한 전기자전거를 출시
하여 직접적으로 패키지에 적용하면서 제품을 알리고자 기존 자전거 패키지에서 전기자전거의 이
미지를 강화하고 차별성을 강조

최종성과
통합브랜드

패키지 우측면

전기자전거 패키지 도면

패키지 좌측면

주관기업

참여기업

(주)미르알엔티

프로인커뮤니케이션

주소 부산광역시 금정구 중앙대로 1942, 1401호

주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동로71 벽산e센텀클래스원 2차 307호

전화 051-555-0054 홈페이지 www.mirrn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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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상품 개발 디자인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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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꿈꾸는파티쉐(주) 영도 조내기고구마빵
패키지 디자인
01. 과제 개발범위
• 과제 개발범위 포장 디자인 2종 및 BI 리뉴얼 개발

02. 디자인 개발방향
• 소비자들의 구미를 당길만한 스토리텔링을 가미해 꿈꾸는 파티쉐만의 브랜드 창출
• 브랜드 아이덴티티가 구축 통일된 브랜드 이미지를 위해 분리된 기업 구조를 통합하고 영도 조내
기고구마빵만의 특색 있는 포장 디자인 개발
• 다른 빵집과는 차별화된 패키지 디자인을 통해 고급스럽고 세련된 이미지 구축

03. 개발제품의 특장점
• 마을기업으로 등록되어 대한제과협회와 행정자치부가 함께‘영도 조내기고구마’
로 개발한 빵
• 부산과 영도를 대표하는 관광상품인 영도 조내기고구마빵 패키지 디자인
• 주 고객층인 여성 고객을 타깃으로 한 팬시한 디자인
• 영도를 상징하는‘영도다리’
를 모티브로 한 아기자기한 디자인
• 편의성과 활용성을 강조한 디자인

최종성과

참여기업

주관기업

꿈꾸는파티쉐(주)

효민디앤피

주소 부산광역시 영도구 절영로 13번길 72(영선동 1가)

주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신천대로 102번길 17

전화 051-416-4369 이메일 chk502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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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산업 디자인 경쟁력 고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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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틀핀 시리즈 제품 포장 디자인 개선

01. 과제 개발범위
• 참여기업 (주)제이엠바이오텍이 보유하고 있는 터틀핀 시리즈 포장 디자인 개선
• 터틀핀 포장 디자인 개선, 리베스킨HL프리미엄 포장 디자인 개선

02. 디자인 개발방향
• 제품군의 사용용도에 맞도록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재정립하고 소비자로 하여금 제품을 구매하는데
있어 제품의 용도와 사용법에 대하여 친근하고 명확하게 정보습득을 할 수 있도록 라벨 및 포장
케이스를 디자인 개발

03. 개발제품의 특장점
• Premium : 고급스럽고 따뜻한 브라운 컬러
• Faith : 홀로그램, 제품다양화 및 신뢰성
• Identity : 타공, 터틀 모양의 BI로 브랜드 정립

최종성과

참여기업

주관기업

(주)제이엠바이오텍

소프트모티

주소 부산광역시 사상구 엄궁로 70-16 (재)부산테크노파크 엄궁단지 210호

주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48, 에이스하이테크21, 1508호

전화 070-8255-5981 홈페이지 www.jmbiotech.co.kr

전화 070-4076-6680 홈페이지 www.softmoti.com

신상품 개발 디자인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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쿡웨어 브랜드 조이쿡의
브랜드 리뉴얼 및 포장 디자인 개발
01. 과제 개발범위
• 기업의 공신력 확대와 브랜드의 효율적인 대중화를 위해 B.I 리뉴얼을 통한 매뉴얼 개발
• 기존 패키지에 비해 제품의 완성도를 높이며, 인지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패키지 디자인 개발

02. 디자인 개발방향
• 브랜드 개발방향 :「심볼+워드마크」타입의 B.I,“요리로 자신을 표현하고 경험하며, 더욱 가치 있는
요리를 만들기 위해 언제나 조이쿡과 함께하다”
라는 브랜드 콘셉트로 감성적이고 가치 있는 조이쿡
이미지를 표현
• 패키지 개발방향 : 새로운 지기구조를 적용하여 활용도 및 이동성, 보관성이 용이하며, 리뉴얼된
브랜드의 그래픽 모티브를 적용하여 조이쿡만의 브랜드 이미지를 제고시킬 수 있는 패키지 디자인
개발

03. 개발제품의 특장점
• 사용자 환경에 맞춘 패키지 지기구조 적용으로 정보전달, 활용성, 이동성, 보관성이 용이하고 리뉴
얼된 B.I와 그래픽 모티브를 적용하여 조이쿡만의 브랜드 이미지를 강화하며, 전체적인 제품 라인
업에 통일성 있는 포장 디자인

최종성과

참여기업

주관기업

조이쿡

(주)예감

주소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평로 37(장림동)

주소 부산시 남구 신선로 365 부경대 용당캠퍼스 부산창업지원센터 501

전화 051-208-4914 홈페이지 www.joycook.com

전화 051-892-0515 홈페이지 www.ye-gam.com

지역 산업 디자인 경쟁력 고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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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건강용 한방차의 포장 디자인 및
브랜드 디자인 개발
01. 과제 개발범위
• 보연생활한방의 신상품인‘따뜻한 여자’
의 내수용 제품 및 중국 수출용 제품의 각 포장 디자인
개발 및 브랜드 디자인 개발

02. 디자인 개발방향
• 한방재료를 사용하여 만든 여성전용 건강기능식품으로서, 제품의 특성을 소비자들에게 확실하게
전달할 수 있는 디자인 개발
• 제품의 구매타깃(주 소비자)인 여성의 감성을 반영하고, 소비자가 호감을 가질 수 있는 이미지의
디자인 개발
• 소비자들의 입장에서 한국 제품 혹은 수입 제품에 대한 신뢰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이미지 전달

03. 개발제품의 특장점
• 여성건강을 위한 한방제품으로서의 제품 이미지를 확실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원료의 특성과
이미지를 시각적으로 표현
• 건강기능식품으로서 웰빙 트렌드에 부합하고 여성들의 건강을 유지하게 하는 제품의 트렌드 및
사회적 특성 반영
• 여성건강을 위한 제품으로서, 여성의 부드러움과 우아한 이미지를 디자인 모티브에 반영하여
소비자 공감대 형성

최종성과

국내용 따뜻한 여자

참여기업

중국수출용 황후단(皇后丹)

주관기업

보연생활한방

아이큐브

주소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청강로 29

주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동로71, 502호

전화 051-638-8858 홈페이지 www.boyeon.co.kr

전화 051-626-4002 홈페이지 www.iqv.co.kr

신상품 개발 디자인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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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2C 진출을 위한
휴대용 인퓨저 디자인 개선
01. 과제 개발범위
• 자사의 인퓨징 기술이 접목된 디자인 제품개발을 통해 디자인 경쟁력을 향상시켜 B2C를 위한
새로운 형태의 인퓨저를 개발하여 시장 확대 및 경쟁 제품과의 경쟁에서 우위 차지

02. 디자인 개발방향
• 본 제품의 개발 콘셉트인 힐링과 휴식이라는 주제에 스토리를 부여하여 상품성 강화
• 기본형 인퓨저에 다양한 캐릭터 형상을 접목하여 소비자들의 Needs를 충족
• 생략과 과장을 통하여 남녀노소 또는 성별의 구분이 없는 Unisexual한 형태
• 심플한 형태로 부가 액세서리를 적용했을 때 다양한 표현 가능

03. 개발제품의 특장점
• 액세서리를 활용한 자기표현의 수단으로써 사용자만의 아이덴티티를 부여할 수 있는 가능성
제시
• 상, 하단 캡 전체 외형을 개선하여 캐릭터 접목 시 자유로운 형태 표현 가능
• 생산성 향상을 위해 부품 파트를 최소화하였으며 스테인리스 필터를 플라스틱 필터로 변경하여
가격 경쟁력 확보

최종성과

참여·주관기업

(주)디자인엑스투

주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동로 99, 308-2호
전화 051-742-0143 홈페이지 www.designx2.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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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가구를 위한 전자레인지용
소형 라이스쿠커 디자인 개발
01. 과제 개발범위
• 전자레인지용 발열특허기술이 적용된 1인 가구를 위한 전자레인지용 소형 라이스쿠커 디자인 개발

02. 디자인 개발방향
• 1인 가구 라이프 스타일을 반영한 소형 라이스쿠커 제품 디자인 개발
• 전자레인지 발열조리에 최적화된 소재를 적용한 라이스쿠커 디자인 개발
• 다양한 유통·판매 채널에서 취급 및 진열이 용이한 소형 라이스쿠커 디자인 개발

03. 개발제품의 특장점
• 전자레인지용 발열특허기술을 적용, 조리 시 발생하는 전자파를 원적외선으로 변환시켜 요리
고유의 맛을 유지
• 간편하고, 빠르고, 편안하게 먹을 수 있는 1인 가구 취식문화를 고려한 소형 라이스쿠커
• 밥공기 스타일의 소형 라이스쿠커 디자인으로 조리와 취식을 한 번에 해결 가능
• 커플링 뚜껑 적용으로 조리 시 물이 끓어넘치는 것을 방지하고, 수증기 손실을 억제하여 요리가
쉽게 건조되는 전자레인지 조리의 단점을 보완

최종성과

참여기업

주관기업

(주)펠리테크

아이엠커뮤니케이션

주소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상로 374번길 15

주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60 퍼스트인센텀 605~606호

전화 051-971-4779 홈페이지 www.rangematemall.com

전화 051-925-0141 홈페이지 www.iamcc.co.kr

신상품 개발 디자인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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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한 외출을 돕는
스마트 워킹스틱 개발
01. 과제 개발범위
• 고령자의 안전 확보 및 건강관리를 위한 보행 보조용 스마트 지팡이 개발

02. 디자인 개발방향
• 고령자의 보행 보조 기능을 강조하며 손잡이 파지 시 손목 등의 신체 부위에 무리가 적은 인체공학
적 설계 적용. 사용 시 충격흡수를 위한 구조 및 내구성 향상 등의 사용성에 최적화된 C자형 형태
적용
• 사용성의 강화를 위하여 버튼, LED, 충전단자의 위치 및 파지 형태가 고려된 일체형의 모듈 적용

03. 개발제품의 특장점
• 고령자의 신체적 안전 확보와 건강관리가 가능하도록 블루투스 통신을 통하여 다양한 기능(SOS,
위치확인, 만보계 등)을 제공하며, C자형의 손잡이 형태를 적용함으로써 사용 시 충격흡수를 통하
여 손목, 어깨 등의 신체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 또한, 손잡이에 홀을 적용하여 기존 비나띠
지팡이의 특장점인 땀에 의한 미끄러짐을 방지하는 구조를 적용

최종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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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uxury Smart Walking Stick

참여·주관기업
I m agination
O riginality
N ifty
(주)아이온

(주)아이온디자인

주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동로 57 부산디자인센터 801호
전화 051-202-3438 홈페이지 www.ion-corp.com

지역 산업 디자인 경쟁력 고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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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즙기 제품 디자인

01. 과제 개발범위
• 제품 디자인 1종, 목업

02. 디자인 개발방향
• 사용자의 편의를 위한 부피 최소화 및 무게 절감 방안 검토
• 간편 스마트 터치 방식을 이용한 터치 디자인 개발
• 타제품과 차별화된 아이덴티티 도출 후 다양한 가공법을 통한 녹즙기 외형 디자인 개발

03. 개발제품의 특장점
• 누름봉의 기능이 결합된 향균 성분의 CAP
• 작동상태를 보여주는 LED 망점 인디케이터
• 과즙의 유연한 착즙을 도와주는 유선형의 바디라인 형태, 기존 녹즙기의 볼드한 형태에서 탈피한
신 조형미를 강조
• 세균증식을 억제하는 스테인리스 재질과 향균성분이 함유된 용기 받침대
• 새로운 기술로 제작된 회전강판으로 착즙의 효율 증대 기대

최종성과

참여기업

주관기업

(주)엔젤

(주)디자인부산

주소 부산광역시 사하구 을숙도대로 569번길 36(신평동)

주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범천동 중앙대로 591-1

전화 051-326-3004 홈페이지 angel-juicer.com

전화 051-636-1238 홈페이지 www.designivy.com

신상품 개발 디자인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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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재활을 위한 보행 동작 시뮬레이터
디자인 개발
01. 과제 개발범위
• 하지 재활을 위한 보행 동작 시뮬레이터의 디자인 개발 및 스케일 목업 제작

02. 디자인 개발방향
• 기술적 신뢰성과 감성적 만족의 융합 : Tech leader(새로운 Type의 제품 개발) + Design leader
(업계 디자인 개발 선두)
• Innovative but stable : 제품의 혁신성을 표현하면서 의료장비로서의 신뢰성을 잃지 않는 디자인
• Another me : 사용환경을 고려한 사용자 친화적 디테일에 대한 고려

03. 개발제품의 특장점
• 사용자의 전측방을 감싸는 패널구조를 통해 복잡한 기계구조를 가리고 사용의 안정감을 부여
• COLOR : White & Light gray 투톤의 절제된 컬러 사용으로 의료장비로써의 신뢰감을 전달하고
쿠션부 오렌지 포인트 컬러 사용
• 신체 접촉부위의 쿠션 적용을 확대하고 휠체어 사용자의 진입을 고려하여 방해요소를 제거,
가로와 세로 모든 방향에서 사용할 수 있는 멀티 핸드그립 디자인을 적용

최종성과

참여기업

주관기업

(주)광원메디텍

블레싱에코디자인

주소 부산광역시 사상구 학장로 169번길 92

주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송동 1131-22, 3층

전화 051-304-1520 홈페이지 www.medit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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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산업 디자인 경쟁력 고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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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질환 예방을 위한 경혈 자극기 제품 디자인
개발 및 모바일 웹 콘텐츠 디자인 개발
01. 과제 개발범위
• 만성질환 예방을 위한 경혈 자극기 제품 디자인 개발 및 모바일 웹 콘텐츠 디자인 개발

02. 디자인 개발방향
• 기존 제품을 기초로 하여, 자석 또는 금속의 성질로 통증을 완화하는 의료용 자기발생기를 첨가한
경혈 자극기 제품 디자인 개발
• 배터리 충전식을 AA배터리 교체 형식의 원가절감 제품 디자인으로 개발
• 기존 애플리케이션을 기초로 하여, 모바일 웹 콘텐츠 디자인 개발

03. 개발제품의 특장점
• 기존 제품의 사이즈를 소형화시키고 전통적 이미지를 강조한 악세사리 형식의 제품 디자인 개발
• 양방향에서 경락·경혈 자극이 가능하며, 기존에 없던 마사지까지 가능한 제품
• 모바일 웹 콘텐츠를 이용하여 경혈 자극 위치, 마사지 방법에 대한 동영상을 이용 가능

최종성과

참여기업

주관기업

(주)한지

(주)리디자인

주소 부산광역시 사상구 새벽시장로 146

주소 부산광역시 사상구 엄궁로 70-16 (재)부산테크노파크 201호

전화 051-317-9006 홈페이지 onion88.com

전화 051-304-9060 홈페이지 www.redesign.co.kr

신상품 개발 디자인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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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균 가바고추장 브랜드 아이덴티티 및
포장 디자인 개발
01. 과제 개발범위

02. 디자인 개발방향
• 바른생각 : 고추장의 맛을 더하는 정직한 재료와 전통 저온숙성의 발효기술이 더해진 유산균 가바
고추장의 철학. 마늘의 함량을 높인 과학적인 특허기술, 유산균 가바성분의 함유가 더해진 과학적
인 고추장의 맛, 정직한 생산과정을 담은 저온숙성의 기술을 강조하기 위한 브랜드 네이밍과 젊은
주부층과 나홀로족을 타겟으로 한 소량의 고추장 포장 디자인을 그래픽 모티프 작업에 집중하여
디자인

03. 개발제품의 특장점
• 저온(15도) 숙성발효(최저 120일) 평균 180일
• 전통 발효 시스템화(무색소 / 무방부제 / 무발색제)

최종성과

주관기업

참여기업
주식회사

부경푸드바이오

돋음

주소 부산광역시 남구 용소로 45 부경대학교 대연캠퍼스

주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수영강변대로140 BCC 부산문화콘텐츠콤플

전화 051-625- 7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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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산업 디자인 경쟁력 고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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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수출용 신제품
포장 디자인 개발 및 개선
01. 과제 개발범위
• 신제품 포장 디자인 개발 및 개선

02. 디자인 개발방향
• 국내보다는 해외시장을 목표로 하여 개발하는 신제품
•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제품으로 더운 날씨로 인해 잦은 세정이 필요한 소비자들에게 편리하고 기
능성 있는 제품으로 접근

03. 개발제품의 특장점
• 주방세제, 샴푸비누, 클렌징마사지비누 등이며 본 제품들은 기존 제품과는 차별화된 기능성과 효용
성으로 편리성, 안정성을 강조한 친환경 녹색 제품의 이미지로 부각시키도록 제작

최종성과

참여기업

주관기업

현대엔택

시선디자인

주소 경남 양산시 소주동 1020-107

주소 부산광역시 서구 부용동1가 38-10

전화 055-386-4980 홈페이지 www.hdentec.co.kr

전화 051-244-0940 홈페이지 www.seesundesign.com

신상품 개발 디자인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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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건 루프탑 텐트 3룸 플러스 BI 개발 및
덮개 디자인 개발
01. 과제 개발범위
• 브랜드 개발, 루프탑 텐트 덮개(호루) 디자인, 루프탑 텐트 아웃박스 디자인, 릴렉스체어 아웃박스
디자인, 캠핑용품 아웃박스 디자인, 라벨 디자인, BI 매뉴얼

02. 디자인 개발방향
• BRAND IDENTITY : 브랜드 개발, 루프탑 텐트 덮개(호루) 디자인, 루프탑 텐트 아웃박스 디자인,
릴렉스 체어 아웃박스 디자인, 캠핑용품 아웃박스 디자인, 라벨 디자인, BI 매뉴얼
• PACKAGE : 키워드는‘거친남성(MACHO)’
,‘야외(OUTDOOR)’
,‘역동적(DYNAMIC)’
으로써 이를
조합한 패턴 디자인 개발에 주력. 패턴 디자인은 디자인의 정체성, 독창성, 심미성을 함께 담고 있
으며 브랜드의 아이덴티티 구축과 기업의 메시지를 전달

03. 개발제품의 특장점
• 기존의 오토 루프탑 텐트의 경우, 덮개(호루) 디자인은 어두운 계열의 단색이 주를 이룸. 라건의
덮개 디자인의 경우 콘셉트를 담은 패턴 디자인으로 인해 시장에서 차별화된 브랜드 아이덴티티
구축이 가능. 또한 독자적인 디자인의 구축은 잠재 고객층에게 브랜드의 감성을 전달하고 있으며,
상기 디자인 개발은 EYE TRACING(마케팅 시선추적)에 근거해 제작

최종성과

릴렉스체어
아웃박스 디자인(목업)

루프탑텐트
아웃박스 디자인(목업)

▱✙ᇡᱢᬊᔍḥ

루프탑텐트
덮개 디자인(목업)

▱✙aႊᱢᬊᩩ

ߏ}ॵᯱᯙᩩ

캠핑용품
아웃박스 디자인(목업)

주관기업

참여기업

라건

인터그라픽스

주소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항로 339번길 5

주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동로 99 벽산e센텀클래스원 718

전화 070-7404-3001 홈페이지 www.lagenstore.com

전화 051-517-0401 홈페이지 www.산업디자인.net

지역 산업 디자인 경쟁력 고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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옻으로 만든 건강식품 옻누리
포장 디자인 개발
01. 과제 개발범위
• 옻누리 라벨 디자인, 포장 디자인 리뉴얼 개발 및 용기 형태 변경

02. 디자인 개발방향
• Natural + Healthy : 첨가물을 넣지 않고 옻 100%를 사용하여 자연과 하나가 되는 건강한 옻 식품
• High Tech : 독보적인 세계 최초 기술력으로 최고의 제품 생산

03. 개발제품의 특장점
• 개발된 옻누리의 옻 관련 식품 포장 디자인은 제품에 직접적으로 적용 가능하도록 제작. 현재 출시
되고 있는 제품에 즉시 활용 가능하며, 제품의 주목도를 높여 판매 시 큰 효과를 기대. 또한 적용된
디자인을 적극적 마케팅 전략에 사용 가능. 새로운 디자인이 정립된 제품을 다양한 마케팅에 활용
하고 팜플렛, 브로슈어 등을 제작하여 소비자와의 커뮤니케이션을 높이며 제품의 가치 향상 기대

최종성과

참여기업

주관기업

옻누리

디앤아이커뮤니케이션

주소 부산광역시 금정구 청룡예전로43번길 5

주소 부산광역시 수영구 광남로178 태인빌딩 4층

전화 050-507-5757 홈페이지 www.otnuri.com

전화 051-905-1100 홈페이지 www.dandi2003.co.kr

신상품 개발 디자인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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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아스 신제품 개발 및 포장 디자인

01. 과제 개발범위
• 메디퍼스트 브랜드 중 토아스(TOAS) 브랜드 신제품 및 패키지 개발

02. 디자인 개발방향
• 기존 병원을 통한 유통과는 달리, 기존의 시중판매 중인 제품들과 경쟁하여 소비자에게 선택받아
야하므로, 병원 화장품이라는 신뢰감을 줄 수 있는 심플한 디자인을 유지하되, 브랜드의 고급스러
움을 어필할 수 있는 세련되고 절제된 디자인이 목적

03. 개발제품의 특장점
• 한국 화장품이 전세계적으로 인지도가 증가하면서‘코스메슈티컬’
의 국내 및 해외(중국) 시장도
급속도로 증가. TOAS는 트러블이 적고 안전하며 병원으로 유통·판매하는 제품으로 신규 제품을
개발하여 해외 유명 브랜드와 견주어도 경쟁력 있는 제품을 출시

최종성과

주관기업

참여기업

(주)토아스

주소 부산광역시 동래구 충렬대로 100번길 40
전화 051-997-3131 홈페이지 www.toaskorea.com

콘텐츠코어(주)

주소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산대학로63번길 2
(부산대학교 효원산학협동관 205호)
전화 051-510-7597 홈페이지 www.pnucoco.com

지역 산업 디자인 경쟁력 고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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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레저상품 마린-비(바디보드) 수출
포장 디자인 개발
01. 과제 개발범위
• 해양장비 바디보드 패키지 디자인 및 외국어 전용 온라인 구축

02. 디자인 개발방향
• 친환경, 고객중심의 이미지 전략 패키지 구성
• 생산원가 절감의 패키지 방안과 기존의 물놀이 포장 차별화 전략(심플, 통일성)
• 디자인 상품 경쟁력 확보 방안의 내부라벨 및 4개 언어 번역, 안내서 포함과 고객 중심의 편리기능
포장재 완성

03. 개발제품의 특장점
직접적
효과

간접적
효과

• 제품 신뢰도 향상 및 상품가치 향상, 해양레저관련 서비스(전시, 기념품) 판매 촉진 효과
• 지역상품 품질 향상과 관광상품을 통한 부산 레저관광상품 다양성 확보
• 기업 상품판매 증가로 인한 직접 고용(홍보 및 영업인원) 효과
• 지역산업 활성화 및 디자인기업 자생능력 확보
• 해양레저 다양화 및 지역특화의 상품 부가가치 향상 효과
• 지역브랜드 견인 및 특화 해양장비 디자인, 기술의 지속적 연구기반 확보

최종성과

참여·주관기업

티오알앤디랩스

주소 부산광역시 남구 수영로 233(대연동) 민석빌딩 8층 804호
전화 070-7542-7430 홈페이지 www.tornd.com / www.toblack.com

신상품 개발 디자인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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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수산물협동조합
공동브랜드 및 포장 디자인 개발
01. 과제 개발범위
• BI 리뉴얼 1건, 포장 디자인 3종 8점(그라비아 4점, 통조림 2점, 택배박스 2점)

02. 디자인 개발방향
• 부산수산물협동조합은 낮은 인지도와 디자인에 대한 인식 부재로 홍보 마케팅 수단의 부재에 따라
7coop의 공동브랜드 전략을 기반으로 아이덴티티를 정립시키며, 이를 접목시킨 포장 디자인 개발
로 인지도를 높임과 동시에 홍보 수단 및 생산관리에 용이한 포장 시스템 개발

03. 개발제품의 특장점
• 7coop의 공동브랜드의 색상과 그래픽 패턴을 접목시키고 생물의 이미지를 컨셉으로 신선함을
부각시키고자 하였으며, 각 제품의 내용물이 투명창에 보일 수 있도록 디자인하여 제품에 대한
자신감과 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디자인 전개

최종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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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기업

주관기업

부산수산물협동조합

(주)CMC

주소 부산광역시 서구 원양로1 부산수산가공 선진화단지 B동 701호

주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동로 57 부산디자인센터 807호

전화 051-714-1779 홈페이지 www.7coop.co.kr

전화 051-744-5990 이메일 cmcad@korea.com

지역 산업 디자인 경쟁력 고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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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겸용 벽부형음수기
제품 디자인 개발
01. 과제 개발범위
• 음수기 제품 디자인 개발 1종, 제품 디자인 목업 1종, 최종 사업보고서 1부, 데이터 CD 1부

02. 디자인 개발방향
• 사용성 : 일반인뿐만 아니라 아이들, 환자, 장애우 등 서툰 사용자의 눈높이를 고려
• 공공성 : 공공장소에 설치됨에 따라 튼튼한 외형과 주변 환경과 어우러지는 디자인
• 생산성 : 저렴한 생산을 고려한 디자인(복합소재)
• 스타일 : 공공장소에 부합하는 디자인 고려 및 슬림하고 스마트한 스타일의 제품 개발

03. 개발제품의 특장점
• 본 개발제품은 벽면에 부착하는 타입의 음수기로서 수출용 제품 디자인 개발을 목표
• 특허받은 직냉수 시스템으로 세균 걱정 없이 정수된 냉수를 직접 음용 가능
• 기존의 판금 제품과의 차별화된 소재로 스마트하고 심플한 외관과 방법 인터페이스로 사용자에게
편리함 제공

최종성과

참여기업

주관기업

좋은환경

아트핸즈

주소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림번영로 88 (장림동 339-1)

주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6로 21, 407 (인텔리움 센텀)

전화 051-205-7657 홈페이지 www.joeunwater.co.kr

전화 051-741-8342 홈페이지 www.arthands.co.kr

신상품 개발 디자인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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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공학이 적용된 Gun Type
휴대용 인두기 디자인 개발
01. 과제 개발범위
• 인체공학이 적용된 Gun Type 휴대용 인두기 디자인 개발

02. 디자인 개발방향
• 화상방지 및 손목의 피로를 최소화한 인간공학적인 요소가 반영된‘Minimal’
한 형태언어의
디자인
• 참여기업의 현장환경 및 부품협력사와의 여건에 최적화된 생산성 고려
• 생산단가 최소화 및 중국 제품과의 경쟁력을 갖춘 디자인

03. 개발제품의 특장점
• 남녀노소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Universal Design’요소 반영
• 리튬이온배터리 충전 방식의 외부 작업에 적합한 휴대용 인두기
• 휴대시 인두팁 커버 및 Lock 구조의 버튼을 사용하여 화상에 의한 사고를 예방

최종성과

참여기업

주관기업

(주)엑소

(주)크리에이티브퍼스

주소 부산광역시 강서구 유통단지1로 132번길 20 (대저 2동)

주소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미로 41번길 3, 3F

전화 051-302-1006 홈페이지 www.exso.co.kr

전화 051-583-8686 홈페이지 www.persinc.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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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D Comfort 고기능 솔을 적용한
하계용 하이브리드 라이프 스타일 워킹화 개발
01. 과제 개발범위
• CSD 고기능 Comfort Sole 디자인 개발
• 제품 디자인의 대상은 CSD Comfort sole을 적용한 하계용 하이브리드 라이프 스타일 워킹화 2종
이며, 남녀 각기 신발 모듈을 공유한 디자인 개발

02. 디자인 개발방향
• 자체 브랜드 케이아이(KI)와 아웃솔 브랜드 CSD에서는 새로운 후속 카테고리 제품 개발로 케이아이
(KI) 브랜드의 CSD Comfort 고기능 솔을 적용한 하계용 하이브리드 라이프 스타일 워킹화 개발을
통해 제품의 경쟁력과 부가가치를 높여 다각적으로 활용

03. 개발제품의 특장점
• 하계용 하이브리드 라이프 워킹슈즈라는 새로운 분야의 시장 확대, 수상환경의 사용성 외에도
패션성을 강화한 트랜디한 제품 개발
• 신기술을 적용한 소재 엔지니어드 메쉬를 사용하여 발등을 잡아주며, 통기성이 우수하도록 갑피
메쉬를 다양한 패턴으로 적용
• 인체공학적인 22개의 웨이브 밸런스 패드를 사용하여, 워킹 기능까지 충족시키는 다목적 멀티
기능화 개발

최종성과

벨크로 TYPE

신끈 TYPE

참여·주관기업

(주)이너스코리아

주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북대로 60 센텀IS타워 1013
전화 051-337-0080 홈페이지 www.kioriental.co.kr

신상품 개발 디자인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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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인치 터치 POS용 디자인 개발

01. 과제 개발범위
• 포스기와 17인치의 터치 모니터의 결합

02. 디자인 개발방향
• 정확한 터치와 매끄러운 곡선 디자인의 조화
• 불필요한 데드 스페이스를 줄이고 사용자의 그립감 높임
• 타사와 차별화된 디자인으로 기존 POS 시장에서 탈피, 제품의 Identity를 구축 및 기업의 PI 브랜
드 인식 확대

03. 개발제품의 특장점
• 17인치의 와일드한 화면으로 사용자가 넓은 시야를 확보할 수 있고, 모니터를 눈높이에 맞게 조절
해 머리에 무게가 많이 쏠리지 않아 목에 이상을 피할 수 있고 곡선의 바디라인을 주어 기존의
포스기 이미지에서 탈피해, 세련미 강조. IC카드 리더기를 제품 바디에 삽입시켜 바디라인의 곡선을
더 깔끔하게 표현

최종성과

참여기업

주관기업

(주) 코리아정보통신

(주) 나노디자인그룹

주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동로 99 벽산이센텀클래스원 518호

주소 부산시 해운대구 수영강변대로 140 부산문화콘텐츠콤플렉스 707호

전화 051-621-7892 홈페이지 www.wkcc.co.kr

전화 051-925-9901 홈페이지 www.nano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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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에코 디자인 패션비즈 지원사업

사업기간

2015. 3. ∼ 2016. 2.
사업비

70,000

환경은 살리고 품질은 높이는 에코 디자인 확산을 위해 에코
디자인 마인드 함양 교육에서 관련 분야 창업과 취업까지 적
극 지원, 부산의 에코 디자인 활성화에 기여했습니다.

천 원(국비, 산업통상자원부)

사업내용

에코 디자인 관련 창업·취업 지원
교육프로그램 운영

이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실시하는 지역연고산업 육성사업
으로 동아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주관기관을 맡고, (재)부산디
자인센터가 참여하여 추진한 사업입니다.
에코 디자인 사업 육성을 위해 실시한 ‘글로벌 에코 디자인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은 에코 디자인 관련 예비창업자나 디
자이너들을 대상으로 한달 동안 매주 토요일, 3시간씩, 에코
디자인의 산업수요와 창업 노하우, 세계적인 흐름을 짚어보
는 교육내용으로 구성, 많은 수강자가 참여하여 에코 디자인
에 대한 관심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함께 에코 디자인
사업을 보다 활성화할 수 있도록 창업지원을 위해 개발품 12
건, 총 5천만 원을 지원하고, 취업 7건을 알선하여 목표 120%
를 달성하는 성과를 얻었습니다.
글로벌 에코 디자인 패션비즈 지원사업은 산업의 이슈가 되
고 있는 에코 디자인에 대한 관심을 불러 모으고, 창업과 고용
을 확대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했다는 점에서 향후 사업 또
한 관련 업계의 기대를 한 몸에 받으며 디자인 산업의 진흥과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정진해 가고 있습니다.

글로벌 에코 디자인 패션비즈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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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추진과정
2015. 4. 사업계획서 제출 및 협약체결
5. 사업계획서 계획수립
7.~ 9. 에코 디자인 관련 창업기업 모집 공고, 접수
10. 에코 디자인 관련 창업기업 선정 및 제품개발 지원
11. 에코 디자인 관련 기업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2016. 1. 우수교육생 워크샵 실시

에코 디자인 인력양성 사업결과
분야

사업명

인력양성

에코 디자인 관련 창업지원

개최건수
• 창업지원 12건
• 취업지원 7건

목표달성률
120%

지역 산업 디자인 경쟁력 고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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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 디자인 창업기업 지원에 따른 성과물

오가닉 한지 마스크 &
이어폰 정리 파우치
친환경 - 모락모락

트랜스포머! 교구로
활용할 수 있는 패키지
다기능성 - 위드제이

버려지는 컴퓨터를 활용한
반려동물 하우스
재활용 - 디트(D.I.T.)

버려지는 자투리 천을 활용하여
제작하는 디퓨저·가습기
재활용 - 포키즈

친환경 커피자루 마켓백
재활용 - 오일의 휴일

커피마대와 자투리 원단을
이용한 에코백
재활용 - 여우맘핸드메이드

분리형 안감으로
장바구니 일체형 가방
다기능성 - 꼬모소이

자전거 튜브 업사이클링 가방
재활용 - 립숨

폐플라스틱을 활용한 공간박스
재활용 - 토미디자인

버려지는 자원 없는
친환경 종이 피규어 개발
재활용 - 페이블디자인

환경을 생각한 반려동물
휴대용 배변봉투, 개똥박스
친환경 - 마이너스원

종이를 재사용하여
실내화단을 꾸밀 수 있는 씨앗종이 달력
재활용 - 썸띵포굿

글로벌 에코 디자인 패션비즈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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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 디자인 맞춤형 교육 사업결과
• 교육목적 : 에코 디자인 관련 예비창업자 및 디자이너를
대상으로 에코 디자인의 발전과 관련 분야의 인재양성
및 세계적인 에코 디자인 흐름을 도울 수 있는 교육
• 교육기간 : 205. 11. 14. ~ 12. 12.
매주 토요일(5회), 3시간
• 교육장소 : 부산디자인센터 세미나실B
• 교육대상 : 재직자, 미취업자, 창업자, 학생 등
• 주관 : (재)부산디자인센터

프로그램 구성
일자

시수

주제

강사

참석인원

만족도

2015. 11. 14.

3

에코 디자인 개론

국민대학교 윤호섭 교수

36

96%

2015. 11. 21.

3

에코 디자인의 시계

에코크리에이터 김대호 대표

33

92.75%

2015. 11. 28.

3

에코 디자인 국내외 현황

에코준컴퍼니 이준서 대표

35

92.5%

2015. 12. 5.

3

에코 디자인 마케팅

대구경북디자인센터 이경남 실장

35

88.2%

2015. 12. 12.

3

에코 디자인 분야 창업뱡항

토미디자인 김효상 대표 외 1

34

94.3%

합계

글로벌 에코 디자인 맞춤형 교육 워크샵
• 기간 : 2015. 1. 21. ~ 22. 1박 2일
• 장소 : 제주 에코하우스, 제주전통기업 갈중이, 스마트그리드, 아라리오 뮤지엄
• 참여 : 글로벌 에코 디자인 맞춤형 교육 우수생 14명, (재)부산디자인센터 직원 1명
• 교육목적
- 에코 제품 사용 및 체험을 통한 에코 제품 디자인 생산동기 부여
- 에코 디자인 창업 기업 방문으로 에코 디자인의 창업체계 이해
• 교육내용
- 특강 : 지역전통을 활용한 창업과정 소개 ▶ 제주전통염색 방식 활용한 창업
- 스마트그리드 홍보관 및 체험관 방문 ▶ 최첨단 기술 현장 체험

173명 (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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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섬유패션산업R&D 지원사업

사업기간

2015. 4. ~ 12.
사업비

100,000

부산광역시 기간산업과 수탁사업으로 섬유패션업체의 기술,
디자인 개발 및 마케팅 지원을 통해 제품의 고부가가치화 및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여 부산지역 섬유패션산업을 활성화

천 원(시비, 부산광역시)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내용

섬유패션분야 2개 과제 지원
섬유패션R&D 경영자과정 운영

지원 대상은 부산지역 소재 주관기업으로 진행 중인 섬유패
션 관련 사업 가운데 1년 미만 단기간 내에 개발 가능한 현장
애로 기술과제 2개를 선정, 디자인 기술 개발비와 디자인 개
발에 관한 자문을 지원했습니다. 그 결과 스윔(swim)웨어 및
스포츠웨어로 활용 가능한 래시가드 상품개발과 대표적인
부산 여행 기념품으로 명물화할 수 있는 마린 모티브 디자인
을 개발했으며, 앞으로 디자인, 상표, GD출원을 통해 상품의
경쟁력과 사업화를 강화해나갈 계획입니다.
향후에는 스타일, 기능성, 경제성을 고려한 제품을 출시하여
지원사업의 롤 모델이 되도록 지속적인 개발과 투자가 이루
어지도록 할 것이며, (재)부산디자인센터는 다양한 지원과 관
리 감독을 통해 지원효과를 높여나가겠습니다. 또한 섬유패
션R&D 경영자 과정을 운영한 결과 과정 수료기업을 대상으
로 신규과제 컨설팅 지원을 통해 섬유패션 국가 R&D 신규과
제 10개 발굴 및 정부과제를 11건 지원하였으며, 지원결과에
따른 활용계획과 발굴과제 관리를 통해 섬유패션 산업경쟁
력을 강화해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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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추진과정
2015. 4. 부산광역시 기간산업과 부산디자인센터 위·수탁 협약체결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 공고·접수
6. 선정평가 및 주관기업 선정
7. 주관기업 협약체결 및 1차사업비 지급, 수시점검 실시, 워킹그룹 구성
9. 워킹그룹 킥오프 회의
10. 중간 실태조사, 중간 평가위원회 개최, 2차사업비 지급
10.~ 11. 수행과정 점검실시
12. 최종평가 및 결과보고

중간점검

수시점검

경영자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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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결과
• 지원결과 : 2개 과제
① 스윔(swim)웨어 및 스포츠웨어로 활용 가능한 래시가드 상품 개발
② 대표적인 부산 여행 기념품으로 명물화할 수 있는 마린 모티브 디자인 개발
• 개발기간 : 2015. 6. ∼ 12.
구분

1

과제명

스윔(swim)웨어 및
스포츠웨어로 활용 가능한
래시가드 상품 개발

과제내용

주관기업

· 총사업비 : 68,750천 원(현금 54,000천 원, 현물 14,750천 원)
· 시출연금 : 40,000천 원
· 민간부담금 : 28,750천 원(현금 14,000천 원, 현물 14,750천 원)
· 엠블럼 및 로고 개발 각 1건
· 패키지 디자인 및 개발 1건
· 패턴 디자인 개발 40종, 시제품 제작 40종
· 디자인 출원 20건
· 제품화 테스트 및 사업화

㈜미래씨엔티

· 총사업비 : 65,000천 원(현금 50,000천 원, 현물 15,000천 원)
· 시출연금 : 40,000천 원
· 민간부담금 : 25,000천 원(현금 10,000천 원, 현물 15,000천 원)
2

대표적인 부산 여행
· BI개발 : 새로운 레이블 런칭에 따른 BI 개발
기념품으로 명물화할 수 있는 · 모티브 및 패턴 개발 : 생동감(Lively), 개방적(Open), 친환경
마린 모티브 디자인 개발
(Green)
· 모티브 응용 제품 디자인 및 시제품 제작
티셔츠, 셔츠(성인 남성1, 성인 여성1, 여아1), (4종*각3사이즈)
· 패키지 개발

매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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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스윔(swim)웨어 및 스포츠웨어로 활용 가능한
래시가드 상품 개발
01. 과제 개발목표
• 품질은 우수하고 트랜디한 디자인을 강조하여 개성을 중요시하는 트랜드에 걸맞은 브랜드를 구축
• 자외선 차단 및 흡습성, 신축성 등 기능적인 보완, 승화전사로 물 빠짐 미발생
• 래시가드 상위 브랜드로 자리매김

02. 개발내용(정량적목표)
평가항목

단위

평가비중

주요성능

개발목표치

1. 엠블럼

건

10%

-

1건

2. 로고 개발

건

10%

-

1건

3. 패키지 디자인 및 개발

건

5%

-

1건

4. 패턴 디자인개발

종

15%

-

남자 20종 / 여자 20종

5. 시제품 제작(남자/여자)

종

15%

래시가드

남자 20종 / 여자 20종

6. 디자인 출원

건

10%

패턴 디자인

20건

7. 신축성(KS K 0815)

%

10%

기존 정산원단 기준 3%

30% 향상 목표

8. 세탁 치수 변화율(KS K ISO 5077)

%

10%

± 4%

± 3% 이내 목표

9. 아이론 치수 변화율(KS K 0558(B-2))

%

10%

± 3%

± 2% 이내 목표

천원

5%

-

60,000

10. 사업화 실적

03. 개발방향(디자인방향)
• 색상은 한가지 색상을 사용하되, 채도와 명도가 낮은 색상을 메인으로 사용
• 다양한 시그니처를 사용해도 통일된 느낌이 변하지 않도록 로고와 워드마크의 느낌을 통일
• BI 자체에서 제품의 특성(스포티함, 여름 등)이 연상
• 의류에 프린팅 되는 경우를 고려하여, 너무 가벼운 느낌은 배제

04. 특징
• 엠블럼 & 로고 : 돌고래의 지느러미를 상징성있게 표현하였고, 스포티하고 속도감이 느껴질 수
있도록 디자인을 이용
• 패턴디자인개발 : 기하학적 패턴이나 기본 컬러에 줄무늬, 도트 등 화려한 패턴과 2016년 파인
라인, 플로럴, 소프트팝 트렌드 중심의 패턴과 소프트팝에 적합한 파스텔톤 사용
• 패키지 디자인 및 개발 : PVC백 및 더스트 백에 특수 가공기술을 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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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성과 및 향후 계획
1. 하나의 브랜드로서 가치 상승 및 이미지 구축
- 브랜드 아이덴티티 개발로 인한 브랜드로써의 이미지가 구축되며, 그로 인한 브랜드 가치 상승
2. 단순한 시즌상품이 아닌 스윔웨어, 스포츠웨어로 확장
- 전략적 맞춤을 통해 단순한 시즌상품의 래시가드가 아닌 스윔웨어 및 스포츠웨어로 활용 가능
3. 소비자 니즈 맞춤으로 소비자 브랜드 충성도 상승
- 조사를 통해 보완점을 찾고, 소비자 니즈에 맞춘 제품 개발을 통해 소비자 니즈가 충족됨으로
인한 브랜드 선호도 및 충성도가 높아지도록 유도
4. 선택의 폭이 넓어짐으로 인한 매출 상승
- 브랜드 제품군 내에서 선택의 폭이 높아짐에 따라 매출 상승

06. 최종디자인 및 시제품 제작
• 패턴 디자인 개발

해양

자연

스트라이프

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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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제품 제작(남자/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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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대표적인 부산 여행 기념품으로 명물화할 수 있는
마린 모티브 디자인 개발
01. 과제 개발목표
• 부산을 대표하는 기념품을 넣어 한국을 대표하는 상품으로 명물화할 수 있는 마린 모티브 패턴
디자인 개발
• 대표적인 부산 브랜드로 명물화할 수 있는 모티브와 패턴 디자인을 개발하여 부산시에서 이루어
지고 있는 각 해양 행사 및 이벤트에 활용
• 탁월한 색상과 독창적인 패턴을 사용해 다양한 상품으로 디자인 지평을 넓히되, 가장 손쉽게 구입
가능한 제품군을 초기 제품으로 설정하여 브랜드를 인식

02. 개발내용(정량적목표)
평가항목

단위

평가비중

주요성능

개발목표치

1. BI 개발

종

10%

-

1

2. 모티브 개발

종

15%

-

4

3. 패턴 개발

종

15%

-

4

4. 제품 디자인

건

10%

-

12(4종*각3사이즈)

5. 시제품 제작

건

15%

-

120(4종*각3사이즈*10장씩)

6. 패키지 개발

건

5%

-

1

7. 일광 견뢰도

급

5%

3

3-4

8. 세탁 견뢰도

급

5%

3

3-4

9. 땀 견뢰도

급

5%

3

3-4

10. KC안전성 검사

종

5%

-

1

11. 실용신안등록

건

5%

-

1

12. 사업화 실적

천원

5%

-

200,000

03. 개발방향(디자인방향)
• 새로운 레이블 런칭에 따른 BI 개발
• 생동감(Lively), 개방적(Open), 친환경(Green) 이념 통합
• 국제해양 관광도시, 해륙교통 관문도시, 친환경적인 복합도시의 컨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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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특징
• BI 개발 : 감성을 자극할 수 있는 스토리텔링(Storytelling) 라벨을 부착하여 차별화
• 모티브 및 패턴 개발
- CAMELLIA LINE : 부산의 시화인 동백꽃으로 풀어낸 플라워
- MARINE LINE : 바다, 파도, 밧줄 모양 등이 응용된 스트라이프
• 패키지 디자인 및 개발 : 심미성과 내구성을 갖춘 독창적 패키지 디자인을 고안하여 여행 기념품
으로서의 역할과 제품의 고부가가치화

05. 성과 및 향후 계획
• 부산 이미지를 반영하여 개발된 마린 모티브는 부산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각종 해양행사 및 이벤
트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시장 확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 시장 수요제품, 트렌드
반영 부산패션 특화 신제품 개발, 사업화 성공제품의 업그레이드 개발을 통해 매출증대 기대
• 부산 이미지 제품의 특화를 통한 부산패션사업화의 확대로 미래 문화융합형 선도기업의 기반 구축.
관광서비스 분야의 샘플링 조성 및 공공기관 제품 협찬 등으로 제품에 대한 인지도 향상 및 모니
터링을 실시하여 마린 모티브 브랜드 제품의 시장 확대

06. 최종디자인 및 시제품 제작

BI 개발

모티브 개발

패턴 개발

제품 디자인

시제품 제작

패키지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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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권 디자인 지원사업

사업기간

2015. 5. ~ 12.
사업비

450,000

중소기업의 디자인 애로사항을 해결해 지역경제의 원동력인
중소기업의 디자인 혁신을 이루어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입니다.

천 원(국비, 산업통상자원부)

사업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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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역권 디자인 지원사업의 목적은 기업의 이미지와 매출을
높이는 디자인의 효과를 부각, 디자인에 대한 인식을 경영에
도 확산시켜 기업경쟁력 제고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
함입니다.
지원대상은 디자인 진단이 필요한 동남권 지역 중소기업으
로 디자인 애로사항을 접수받아 디자인 지원단과 수행기업
이 직접 기업을 방문하여 CI나 BI, 제품 디자인, 패키지, 홍보
물 등 개선이 필요한 분야에 디자인 컨설팅을 실시했습니다.
또한 보다 많은 중소기업의 디자인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
해서 지역 산업단지내 마산, 감천 지원단 사무소를 운영하였
고, 기업 현장진단 및 기술에 대한 애로사항의 극복방안 및
디자인의 활용과 개발의 필요성을 확산시켜 기업과 관련산
업의 경쟁력을 제고하였습니다.
이는 중소기업 90곳의 일반 컨설팅 지원을 비롯하여 디자인
전문회사를 수행기업으로 선정하여 중소기업 40곳의 심화컨
설팅을 진행, 총 130곳의 중소기업에게 컨설팅을 지원한 결
과 디자인 활용률이 48%에 이르는 성과를 창출하였으며, 디
자인을 매개로 기업과 디자인 전문회사를 쌍방향으로 지원하
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도 성과를 거뒀습니다.

광역권 디자인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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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추진일정
2015. 5. 한국산업기술진흥원과 사업협약
6. 디자인 지원단 및 디자인 자문단 운영
7.~ 11. 동남권중소기업(산업단지 포함) 디자인 컨설팅 90개 지원
디자인 자문단 컨설팅 46건 지원
디자인 컨설팅 교육 및 업무협약 체결
9. ~
` 11. 수행기업(10개 업체) 선정 40개 심화컨설팅 진행
12. 진단보고서, 최종보고서 작성 만족도 조사 및 결과 보고

사업목표 및 추진실적
구분
컨설팅

세부목표

달성치

달성율

디자인 컨설팅 지원 130건

일반 90건, 심화 40건

100%

고용 창출 및 전문인력 양성(디자인 지원단 채용 인원수 9명)

디자인 지원단 채용 인원수 11명

122%

만족도

수요기업 만족도 조사(100점 환산) 90점

만족도 96.3점

107%

DB구축

2015년 동남권 중소기업 DB구축(수요기업 현황 DB 구축 1식)

수요기업 현황 DB 구축 1식

100%

자문단

디자인 자문단 컨설팅 지원(자문단 40건)

자문단 46건

115%

사례집

디자인 컨설팅 지원 사례집 발간

사례집 발간 1건

100%

교 육

디자인 활용방안 교육 3건

교육 3건

100%

업무협약

중소기업지원 업무협약 3건 체결

협약체결 3건

100%

창의활동

창의활동(디자인 지원단 창의활동 1회 이상)

창의활동 3회

300%

연계개발

디자인 연계 개발(수요기업 디자인 개발 42건)

수요기업 디자인 개발 64건

152%

고용창출

산업체 근접형 디자인 지원단 운영
구분

해당지역

인원

근무위치

• 센텀시티 산업단지
• 정관 산업단지
• 미음지구 산업단지
• 울산 국가산업단지

3명

부산디자인센터

감천 지원단

• 수출수산가공선진화단지
• 신평·장림 산업단지
• 명지녹산 국가산업단지

3명

수산가공선진화단지

경남 지원단

• 마산 자유무역지역
• 창원 국가산업단지
• 진해 국가산업단지
• 진주정촌 산업단지
• 진주 바이오전문단지
• 상평 공업단지

3명

(사)마산자유무역
지역기업협회

부산 지원단

주요업무

• 사업운영 및 관리
• 수요조사 및 교육
• 디자인 애로 진단 및 분석

• 디자인 애로 진단 및 분석
• 디자인 수요 발굴

지역 산업 디자인 경쟁력 고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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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에바다수산

컨설팅 신청분야

시각 디자인(BI·포장 디자인)

컨설팅 기간

2015. 8. 1. ~ 2015. 10. 15.

주관기업

디자인부산

01. 애로사항
• 국내 최초의 과열증기를 이용한 생선구이를 생산·유통하고 있으나 제품에 대한 브랜드 아이덴티티가
없는 상황이며, 이후 기업 및 제품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브랜드의 필요성 증대
• 브랜드 개발을 통한 기업 및 제품 홍보로 인지도 확보 필요

02. 개선과제 및 해결방안
• 구이식 생선식품이라는 의미가 정확히 전달될 수 있는 브랜드 아이덴티티 확보
• 브랜드 개발을 통한 기업 및 제품의 경쟁력 강화
• 브랜드 디자인 개발을 통하여 제품의 고급화 전략 및 홍보 가능

03. CASE STUDY
• 수산물 아웃소싱 전문업체로서 다수의 백화점과 계약을 통해 부산경남 지역민에게 신선한 수산물을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여 고객 만족도 증대
• 네이밍 개발 : 브레인스토밍을 통한‘꾸봐꾸어’네이밍 선정
• 디자인 개발 : 선정된‘꾸봐꾸어’네이밍을 토대로 브랜드 이미지 디자인 진행
바다의 느낌이 나도록 이미지 개발
제품의 종류에 따라 배경 이미지를 다르게 하여 구별이 가능

최종성과

컨설팅 후

광역권 디자인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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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부

컨설팅 신청분야

시각 디자인(CI 디자인)

컨설팅 기간

2015. 7. 9. ~ 2015. 10. 16.

주관기업

(주)예감

01. 애로사항
• 명확한 가이드 및 그리드 시스템 부재
• 마젠타 단색 컬러로 쇼부만의 이미지를 나타내기에는 부족

02. 개선과제 및 해결방안
• 자사 브랜드 가치제고 확립을 통한 브랜드 개발
• 애플리케이션 개발로 인한 기업 통일감 향상
• 브랜드 컨설팅으로 대외적인 기업 브랜드 이미지 제고

03. CASE STUDY
• 부산의 다양하고 특별한 추억을 체험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기업
• 타겟설정 : 재방문을 계획 중인 국내외 관광객
• 컨셉설정 : 부산 관광의 콘텐츠와 문화를 소개하는 쇼부의 브랜드 비전을 표현
• 개발방향설정 : 캘리그래피와 심볼을 결합하여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디자인
• 개발포지셔닝 : 다양한 컬러를 사용하여 부산의 다양한 문화와 콘텐츠를 표현

최종성과

컨설팅 전

컨설팅 후

지역 산업 디자인 경쟁력 고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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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가대소

컨설팅 신청분야

시각 디자인(BI·포장 디자인)

컨설팅 기간

2015. 7. 9. ~ 2015. 10. 16.

주관기업

맑은 디자인 씨앗 돋음

01. 애로사항
• 가가대소만의 아이덴티티 구축 필요
• 디자인 전문 인력의 부재로 디자인 방향 설정 어려움
• 제품특성이 반영된 BI 및 패키지 필요

02. 개선과제 및 해결방안
• 제품의 스토리를 이용하여 공감을 나누는 감성적 마케팅
• 제품의 특성에 맞는 패키지를 통해 제품의 가치 증대
• 독보적인 기술력에 어울리는 브랜드 가치를 더하여 기업 가치 향상

03. CASE STUDY
• B.I. : 제품의 특징이 두드러지는 형태 / 패키지와 어울릴 수 있는 심플한 디자인 / 이국적이지 않은
디자인으로 1~2개의 컬러를 사용
• Naming : 아빠와 아들이 연상되는 네이밍 / 5~8자 안의 네이밍
• Package : 제품군별로 색상을 이용해서 구분 / 캐릭터를 활용한 디자인

최종성과

컨설팅 전

컨설팅 후

광역권 디자인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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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나라시스템즈

컨설팅 신청분야

시각 디자인(포장 디자인)

컨설팅 기간

2015. 8. 1. ~ 2015. 10. 15.

주관기업

디자인부산

01. 애로사항
• 10여 년 동안 같은 외관 그래픽 사용
• 타사 신제품 대비 경쟁력 저조
• 신기술에 맞는 디자인 적용 필요

02. 개선과제 및 해결방안
• 중장기 시장 선점을 위한 특화된 이미지 확보
• 새로운 캐릭터 일러스트 제작으로 신제품 개발 시 적용가능

03. CASE STUDY
• 파워펀치119의 외관 그래픽 개선에 있어서 기존 내용 및 컬러는 유지하되 현재의 트렌드에 맞게 디자인
변경
• 주컬러는 기존의 레드를 유지하고, 주변색 컬러의 수를 줄임
• 향후 다른 사이즈의 제품으로 변경을 염두에 두고 디자인 진행
• 기존의 형식과 같이“우리집소방대원”
이라는 부분을 강조
• 일러스트와 함께 간이소화기구라는 것을 강조

최종성과

컨설팅 전

컨설팅 후

지역 산업 디자인 경쟁력 고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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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에프

컨설팅 신청분야

시각 디자인(포장 디자인)

컨설팅 기간

2015. 07. 09 ~ 2015. 10. 16

주관기업

(주)예청

01. 애로사항
• 신규 개발된 사시미쇼유에 대한 해외 수출 표준에 맞는 디자인 필요
• 기본적인 시장에 대한 조사 및 분석을 하고 있으나 디자인 전문 인력의 부재로 전략적인 접근이 어려움

02. 개선과제 및 해결방안
• 소비자들이 제품을 이해하는 시대의 변화를 감지하고, 식품 패키지 디자인에서 원재료를 효과적으로 표현
• 식품 정보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제품이 갖는 신뢰와 구매를 통해 얻을 수 있는 만족감을 충족하여
식문화의 글로벌화를 위한 제품의 표준화 달성

03. CASE STUDY
• 표시정보들을 시각화시키는 중요한 미적 역할을 담당, 특히 식품류에서 사진, 컬러와 함께 소비자의 구
매 욕구를 유발하는 수단으로 RED 계열과 신선도 및 원재료 표기를 위한 실사 사용비율이 높음
• 이미지 키워드 추출을 통한 디자인 컨셉 도출
일러스트 및 실사 중심의 건강한 조리식품 이미지 확보
수출을 고려한 명시성 및 가독성 고려 / 이질감 최소화

최종성과

컨설팅 전

컨설팅 후

광역권 디자인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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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림에코팜

컨설팅 신청분야

시각 디자인(포장 디자인)

컨설팅 기간

2015. 07. 09 ~ 2015. 10. 16

주관기업

(주)예감

01. 애로사항
• 디자인 통일성 부족
• 브랜드 이미지 부재

02. 개선과제 및 해결방안
• 국내 동종업계에서 엘림에코팜만의 패키지 디자인 가치를 확립
• 소비자의 패키지 이용 만족도를 향상시켜 신규 소비자 및 충성고객 확보

03. CASE STUDY
• 디자인 동향분석 : 일러스트 또는 로고만을 사용한 브랜드 이미지를 중점으로 표현한 단순 박스 형태의
제품 이미지와 차 사진을 사용. 제품 특징 표현 전달이 두드러짐. 건강차 브랜드를 강조할 수 있는 난색
과 단색컬러 및 건강차를 종류별로 표현할 수 있는 컬러 사용
• 타겟 설정 : 운동할 시간이 부족해 평소 차 섭취를 통해 건강 및 미용관리를 필요로 하는 남녀노소
• 컨셉 설정 :‘자연을 통해 강을 챙기는 마음 맑은 엘림에코팜’
이라는 컨셉, 건강차의 다양함 중 모시차를
소개하는 엘림에코팜의 상품 특징 표현

최종성과

컨설팅 전

컨설팅 후

지역 산업 디자인 경쟁력 고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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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일진공펌프

컨설팅 신청분야

시각 디자인(포장 디자인)

컨설팅 기간

2015. 07. 08 ~ 2015. 10. 15

주관기업

디자인스탠다드

01. 애로사항
• 구성품에 비해 불필요한 공간이 많음
• 기업 고유 컬러와의 연계성이 떨어짐
• 경쟁사의 Hook 진열 패키지 형태에 비해 구매시점 제품홍보 및 전시효과가 떨어지는 박스형 구조

02. 개선과제 및 해결방안
• 세계 최고 수준의 선진기술을 보유한 회사에 걸맞은 포장 디자인 개발로 제품 홍보효과 증대.
제품 판매구조, 해외 판매 및 유통의 특성을 고려한 전시 및 판매 형태 개발

03. CASE STUDY
• 차별적인 메시지 전달 : 성능을 중시하는 제품이므로 성능의 우수함 및 차별성의 메시지를 표기
• 고유의 Visual Identity & Feel 개발 : 해상 모터에 사용되는 제품의 속성 및 해양에 관한 시각적
표현으로 전달
- 소비자 구매패턴 분석을 통한 포장구조 개발

최종성과

컨설팅 전

컨설팅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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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기관 | 기업

(주)힐닉스

컨설팅 신청분야

제품 디자인

컨설팅 기간

2015. 09. ~ 2015. 10.

주관기업

마코

01. 애로사항
• 수술 후 사용하는 재활의료보조기로 병원과 환자를 타깃으로 제작되었으나 외형적으로 기계적이고
부자연스러운 느낌이 강하고 경쟁사와 차별화가 부족

02. 개선과제 및 해결방안
• 보조기이자 재활치료에도 이용되는 의료기기로써 병원 및 수술 후 회복기 환자까지 판로 확장 제품이
가진 기능성을 강조하고 사용자 환경을 고려한 형태로 시장 경쟁력 강화. 형상 및 재질을 달리하여
기계적이지 않고 안전하며 부드러운 느낌으로 경쟁사 제품과 차별화 확보

03. CASE STUDY
• 의료산업 트렌드 : 편안함 / 안전성 / 차별성 / 미래 선도형
• 사용자의 안전과 편안함을 강조한 인체공학적 구조로 디자인
• 수술 부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지 않고 보호하는 디자인
• 디자인 컨셉 키워드 : Simple / Modern / Reliability / Usability / Universal

최종성과

컨설팅 전

컨설팅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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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제조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사업

사업기간

시범사업

부산지역 섬유패션산업 활성화 지원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2013. 6. ~ 2014. 12.

있던 집적지(동구 범일동 일대) 의류제조업 소공인(상시근로
자 10인 미만의 제조업체)에 대해 적극적인 지원활동을 펼쳐,

본사업

2014. 1. ~ 2015. 12.
(2016년 진행 중)

이는 2013년 4월, 소상공인진흥원(現 소상공인시장진흥공

사업비(2015년)

500,000

자립경영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단)이 주관하는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사업에 지역 최초 선정
천원

(국비 400,000천 원, 시비 100,000천 원)
사업내용

된 사업으로 시범 사업기간 동안 지원성과의 평가를 통해 본
사업 주관기관으로 선정되어, 2015년에는 지역 섬유패션산
업 활성화를 위한 4개 사업(9개 세부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교육, 마케팅, 컨설팅, 생산지원

부산시를 협력기관으로는 (재)부산디자인센터가 주관기관이
되어 추진했으며, 지원대상은 집적지(동구 범일동 일대) 10인
이하의 소공인(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으로,
교육, 마케팅, 컨설팅, 생산을 지원 받아 소공인의 자립경영
기반을 구축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
시범사업(2013~2014)의 결과, 집적지 의류제조 소공인 간
네트워크와 협업화를 이끌어 내어, 집적지 의류제조산업을
하나로 모아 발전의 동력을 마련하는 결실을 얻었습니다.
본사업기간(2015~매년 연장심사)에는 사업의 성과를 더욱
확산시켜 사업의 활성화 및 성과창출을 목표로 집적지의
특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지원책을 전개, 의류제조 소공인의
땀과 노력이 일에 대한 보람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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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추진일정
2015. 3. 3차년도(본사업) 사업계획서 제출 및 발표 평가
4. 본사업 협약체결(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부산디자인센터 - 부산광역시)
5. 동구 범일동(집적지)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사업장 구축 및 개소식
(부산시장, 나성린 국회의원, 중소기업청장, 동구청장, 지역 소공인 등 참석)
8. 중간평가 및 수행과정 점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부산디자인센터)
4.~ 12. 9개 세부 지원사업 및 자율사업 추진
12. 유관기관 합동 워크숍(최종 결과 성과보고회), 정산 및 최종보고서 제출

소공인특화지원센터 개소식(2015. 5. 7.)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사업설명회(2015. 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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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사업 결과
1. 교육 지원사업
• 사업목적 : 경영관련 교육을 통한 소공인 자립 경영지원 및 의류제조 관련 신규장비 활용을 통한 의류
제조기술 향상
• 추진기간 : 2015. 6. ~ 12.(7개월)
• 추진대상 : 집적지 (동구 범일동 일대) 소공인 및 소공인 업체 근로자, 예비소공인
• 추진내용
- 경영기술 향상과정 : 업체 운영에 필요한 경영, 회계, 세무, 마케팅, 지식재산권, 유통관리 등 이론교육
- 의류제조기술 향상과정 : 패턴 디자인을 위한 모델링, 재단기법 실습교육 및 패턴입출력기를 활용한
실습교육
• 추진성과
- 경영기술 향상과정 : 90시간 (45시간 2회), 39명 수료
- 의류제조기술 향상과정 : 100시간, 16명 수료
• 지원효과
- 교육수료생 12명 취·창업 연계 (※사후관리 : 2013 수료생, 39명, 2014 수료생 31명 취·창업 연계)
- 경영교육을 통해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사업과 연계하여 사업 투자 기회 제공
- 센터 의류제조장비(핸드스티치, 패턴입출력기)를 활용, 의류제조 신기술 교육을 통한 생산력 강화

2. 마케팅 지원사업
• 사업목적 : 판로확보를 통한 소공인 매출향상 지원
• 추진기간 : 2015. 01. ~ 12.(12개월)
• 추진대상 : 집적지(동구 범일동 일대) 의류제조 소공인
• 추진내용
- 공동판매장 지원 : 신규 판로확보 및 매출액 향상을 위한 백화점, 대형유통업체 및 유동인구 밀집
지역과 연계한 공동판매행사 추진
- 판로연계 지원 : 신규 판로확보 및 상품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내외 패션전시회 참여 지원
- 모바일 마케팅 지원 : 모바일 및 온라인 판로확보를 위한 컨텐츠 구축 지원
- 샘플제작 지원 : 제품경쟁력 강화 및 판로확보를 위한 시제품 개발비 지원
• 추진성과 : 76개 업체 / 2,046,000천 원 매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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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효과
- 신세계백화점, 롯데백화점, 현대백화점 등 대형유통업체와 연계한 지역 디자이너 및 집적지 의류제조
업체 협업환경 구축
- 2015 CHIC(상해)패션전시회, 2015 인디브랜드페어, 2015 부산패션위크, 2015 대구패션페어 등
국내외 패션전시 참여를 통한 브랜드 경쟁력 강화 및 신규 판로확보
- 시제품 제작 및 모바일 컨텐츠 제작을 통한 브랜드 경쟁력 확보 및 비용 절감

3. 컨설팅 지원사업
• 사업목적 : 전문 컨설턴트 및 멘토단의 경영진단을 통한 비즈니스 역량 강화
• 추진기간 : 2015. 5. ~ 12.(8개월)
• 추진대상 : 집적지(동구 범일동 일대) 의류제조 소공인
• 추진내용 : 현장 애로 해소를 위한 컨설팅 지원, 비즈니스 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멘토링 지원
• 추진성과 : 20개 업체 컨설팅 지원
• 지원효과
- 컨설팅을 통한 브랜드 상표등록(5개 업체)
- 참여업체 및 분야별 전문 진단 컨설팅을 통한 자립경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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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동제조 장비활용 지원사업(생산 지원사업)
• 사업목적 : 공동작업장 구축을 통한 디자이너 및 의류제조업체 협업 활성화 및 매출액 향상
• 추진기간 : 2015. 5. ~ 12.(8개월)
• 추진대상 : 집적지(동구 범일동 일대) 의류제조 소공인
• 추진내용 : 공동작업장 내 공동장비를 구축하여 인프라가 필요한 소공인에게 제공하므로써
지역 디자이너와 협업팀 구축 지원
• 추진성과 : 17개 업체 지원
• 지원효과
- 인프라 지원에 따른 제도권 유입(사업자등록 유발 5개 업체)
- 디자이너 및 의류제조업체 협업팀(6개팀) 구성 및 공동판매행사 매출액 향상

언론보도
• 공동판매장 지원사업

• 2015-06-26 김형 기자

부산 신진 디자이너, 고객과 첫 만남
부산 패션섬유산업 부활의 허브 역할을 담당하는‘부산패션창작스튜디오’
와‘소공인특화지원센터’
가 협업을
통해 처음으로 패션쇼를 개최한다. 부산패션창작스튜디오와 소공인특화지원센터의 운영 주체인 부산디자인센
터와 현대백화점은 오는 29일부터 3일 동안 현대백화점 부산점 8층 행사장에서‘부산 신진 디자이너 페어’
를진
행한다. 부산패션창작스튜디오는 지역 패션섬유산업의 미래를 이끌어갈 신진 디자이너를 발굴·육성하고 소공
인특화지원센터는 봉제 기술 교육, 공동 판매장 설치, 시제품 제작, 공동 제조장비 제공 등 지원 사업을 추진하
는 곳으로 지난달 초 동구 범일동에 개소한 바 있다.
이번 행사에 나오는 신진 디자이너의 브랜드는 모두 11개. 라모드로브(조은주), 봄비(이보형), f.cocoromiz(이세
진), 아라야사카(최동원), 이상(윤이강, 석미성) 등 부산패션창작스튜디오 입주 디자이너의 브랜드와 까이에(김
아영), CM collezioni(이청미), reve 에눅(안혜원), 박철홍(박철홍), 오버랩(이상임), 핑거포레스트(김시원) 등 디
자이너 및 소공인 특화지원센터의 협업을 통한 브랜드도 선보인다. 현대백화점은 행사 수익금의 일부를 부산지
역 소외 이웃에게 기부할 예정이다.
부산디자인센터 홍군선 원장은 "디자인센터는 현대백화점 공동 행사를 통해 부산지역 신진디자이너 제품의 유
통 판로를 지속적으로 확보해 지역 브랜드를 글로벌 브랜드로 성장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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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공인특화지원센터 개소식

• 2014-07-04 김형 기자

‘패션도시 부산’되살릴 허브센터 탄생한다
부산시가 '한강 이남 최대 패션섬유산업 중심지'라는 옛 명성을 재현하기 위해 신진 디자이너 및 전문 봉제인을
지원하기 위한 허브센터를 지역 최초로 설치키로 했다.
부산시와 부산디자인센터는 7일 오후 동구 범일동 삼미빌딩 9층 504㎡ 규모의 사무실에 '부산패션창작스튜디
오(이하 스튜디오)' 및 '패션의류 소공인 특화센터(특화센터)' 두 곳을 동시에 개소한다.
이들 센터는 지역 신진 패션디자이너 육성, 디자인 지원, 의류제조 소공인 특화 지원 등을 수행하는 전문기관으
로 지역 패션산업 부활 및 일자리 창출의 초석 역할을 담당할 예정이다. 스튜디오는 지역 패션섬유산업의 미래
를 이끌어갈 신진 디자이너를 발굴·육성하는 곳으로 올해 시비 2억 원, 부산디자인센터 6천만 원 등 총 2억 6
천만 원으로 운영된다. 시와 부산디자인센터는 스튜디오를 기반으로 앞으로 2년 동안 창작공간, 프로모션 및 마
케팅, 컨설팅 등을 지원해 유명 디자이너를 육성할 계획이다.
또 특화센터는 패션섬유산업의 뿌리 역할을 하고 있는 소공인을 지원하는 기관으로 중소기업청 4억 원, 시비 1억
원 등 총 5억여 원으로 봉제 기술 교육, 공동 판매장 설치, 시제품 제작, 공동 제조장비 제공 등 지원 사업을 추진
한다. 소공인은 봉제, 수제화 등 숙련 기술을 기반으로 한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제조업 사업체를 의미한다.
특히 시는 철도 주변 마을의 재생을 위한 '철로변 커뮤니티 뉴딜' 사업의 일환으로 부산진시장 인근 굴다리 옆 철
도 유휴지에 컨테이너 박스 13개로 2층 규모의 '패션비즈스퀘어'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패션비즈스퀘어는 부산
진시장 일대 봉제 관련 종사자들이 정보를 교류하고 신규 아이템을 창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공간으로 스튜디
오 등과 함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전망이다. 다양한 패션·섬유산업 지원 시설이 들어서는 동구 범일동 부산
진시장 일대는 1960~1980년대 전국의 패션·의류 도매상들이 밀집했던 패션·의류 중심지였다.
그러나 2000년대 들어 수도권 집중 현상의 심화로 지역 패션섬류산업이 하락세를 겪으면서 부산에는 봉제산업
등 노동집약적 산업이 주류를 차지했다. 특히 패션섬유산업의 뿌리인 봉제산업은 저임금, 열악한 근로환경, 인
력 고령화 등 3중고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부산시에 따르면 부산지역 패션섬유산업 관련 업체와 종사자 수는
2006년 각각 2천284곳, 1만 4천547명이었으나 2013년에는 각각 2천97곳, 1만 2천782명으로 줄었다.
또 2012년 기준으로 지역 봉체업체는 전체 패션섬유 관련 기업의 52%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 업체의 절반가량
이 부산진시장 일대에 밀집해 있다. 봉제업체 종사자의 70% 이상이 50~60대로 고령화가 심각하다.
부산시 정현민 일자리산업실장은 "부산은 여전히 전국 4위의 섬유도시이다. 세정 등 전국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이 있어 잠재력도 풍부하다"며 "시는 전통사업인 패션섬유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해 일자리를 창출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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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력산업 육성사업
(해양바이오헬스)

사업기간

2015. 5. ~ 2016. 4.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실시하는 지역주력산업 육성사업에 해
양바이오헬스산업이 선정됨에 따라 (재)부산디자인센터는

사업비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해양바이오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

150,000

습니다. 이 사업은 부산테크노파크 해양생물산업육성센터

천원
(KIAT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내용

해양바이오헬스산업 중소기업
디자인개발지원(6개)

를 주관으로 (재)부산디자인센터가 참여하여 추진하고 있습
니다. (재)부산디자인센터는 BI 또는 CI, 패키지 디자인 개발,
무료 디자인 컨설팅 등의 업무를 담당하며, 공모를 통해 해양
바이오헬스 산업분야 참여회원 기업 6개, 디자인전문기업
6개를 공모로 선정하여 마케팅 및 역량강화를 지원하고 있습
니다.
(재)부산디자인센터는 바이오헬스기업의 현황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지원 대상 기업을 수출 유망기업과 고용 창출 강소
기업으로 구분하고, 기업군별 지원방향을 설정하여 기업의
지원 수요 및 역량에 따라 기본 지원과 함께 추가 지원하여 차
별적 지원을 통한 육성방안을 마련할 것입니다. 기업 기술의
고도화를 통해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
중해 나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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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사 업 명 : 지역주력산업육성사업(해양바이오헬스 산업분야)
• 주관기관 : 부산테크노파크 해양생물산업육성센터
• 참여기관 : (재)부산디자인센터
• 추진전략 : 디자인 융합을 통한 지역 바이오헬스기업의 시장경쟁력 강화, 브랜드 이미지 개발 및 고급화를
통한 고객 인지도 확산

사업 추진일정
2015.

6. 지원사업 통합공고 및 접수, 사업설명회(부산TP 해양생물산업육성센터 주관)
7. 선정평가위원회 개최, 선정기업 대상 개별 컨설팅(부산TP 해양생물산업육성센터 주관)
9. 성과활용계획서 접수, 지원과제 협약체결, 착수보고회 개최 및 1차지원금(50%) 지급
10.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2016. 2.)

2016. 2.~4. 2차지원금(50%) 지급, 사업비 정산 및 결과보고, 성과분석,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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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력산업육성사업 추진절차
사업공고, 지원 대상기업 모집

산업통상자원부 지역주력산업 육성사업 공고
바이오헬스산업군 내 수요기업 대상 모집

>
사업계획서 작성 및 접수

부산테크노파크, (재)부산디자인센터

>
맞춤형 프로그램 도출

선정결과에 따른 기업 맞춤형 프로그램 도출

>
수혜기업 세부 추진계획 컨설팅

수혜기업 세부 프로그램 컨설팅 및 시행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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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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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지원내용
지원내용

주관기업

디자인기업

(주)제이엔에스팜

아이엠
커뮤니케이션

CI

(주)케이비에프엘

아이큐브

BI

(주)디아스

돋음

BI

에스엠생명공학(주)

마코디자인

패키지

(주)마린바이오프로세스

(주)디자인엑스투

패키지

(주)애그로닉스

유진퍼스콤

패키지

개발내용

결과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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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패션창작스튜디오 설치 운영사업

사업기간

2015. 4. ~ 2015. 12.
사업비

220,000

부산시의 지원으로 패션의류산업의 미래를 이끌어 갈 창의
적이고 잠재력 있는 신진 패션 디자이너 발굴 및 육성을 위한
인큐베이팅 사업입니다.

천원

(시비 200,000천 원, 대응출자금 20,000천 원)

2015년(1차년도) 처음 시행된 사업으로, 총 5차년도까지 신

사업내용

진 디자이너 발굴 및 육성, 전문멘토 및 지역 디자이너 네트

신진 패션 디자이너 인큐베이팅 지원 등

워킹 구축, 디자이너 브랜드 자립 시스템 및 국내외 패션시장
진출지원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15년 입주
디자이너 1기 10팀, 11명이 입주하여 인큐베이팅 지원, 멘토
링 및 컨설팅 지원, 프로모션 및 마케팅 지원을 통해 해외시
장 진출과 더불어 판로지원을 통한 매출증가 및 유통망 확대
등의 성과를 달성했습니다.
2016년에는 신진 디자이너 2기 디자이너를 추가 모집할 예
정이며, 1, 2기 지원을 통하여 부산의 섬유패션산업을 대표
할 수 있는 글로벌 브랜드 육성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도
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업 추진일정
2015. `1~2. 2015년(1차년도) 사업계획 수립
3~4. 사업공간 확보 및 입주 디자이너 1기 모집·선정
5. 입주 디자이너 협약체결
5~12. 입주 디자이너 인큐베이팅 지원
6~12. 컨설팅 및 멘토링, 프로모션 및 마케팅 지원
9. 중간품평회 및 창작활동비 지원
12. 최종품평회 및 결과보고, 2차년도 사업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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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결과
1. 인큐베이팅 지원
• 사업목적 : 유망 신진 디자이너의 글로벌 브랜드 성장을 위한 창작환경 제공 및 활동비 지급
• 지원기간 : 2015. 5. ~ 12.(8개월)
• 지원내용 : 창작공간·장비 지원 및 품평회를 통한 창작활동비 지원
• 추진성과
1) 입주 디자이너 선정(10팀, 11명)
번호

디자이너명

브랜드명

1

조은주

2

브랜드 CI

번호

디자이너명

브랜드명

라모드로브

6

김지희

플래닛244

최동원

아리야사카

7

어영진

스튜디오지

3

이세진

에프코코로미즈

8

윤이강
석미성

이상

4

김태완

더완더

9

이보형

봄비

5

손준석

소운

10

이승용

에스와이리

브랜드 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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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창작공간 지원
- 개인 창작실 : 개인 창작공간, 작업대, 본봉기 등
- 공동 작업실 : 공동제조 장비실, 회의실, 포토 스튜디오 등
- 장비 지원(본봉사절기 외 9종, 23대)
3) 중간품평회를 통한 창작활동비 차등 지원(A등급 최대 350만 원)
4) 최종품평회를 통한 1기 10팀 1년 연장 지원 확정

• 언론보도

• 2015-05-06 김형 기자

‘패션도시 부산’되살릴 허브센터 탄생한다
부산시가 '한강 이남 최대 패션섬유산업 중심지'라는 옛 명성을 재현하기 위해 신진 디자이너 및 전문 봉제인을
지원하기 위한 허브센터를 지역 최초로 설치키로 했다.
부산시와 부산디자인센터는 7일 오후 동구 범일동 삼미빌딩 9층 504㎡ 규모의 사무실에 '부산패션창작스튜디
오(이하 스튜디오)' 및 '패션의류 소공인 특화센터(특화센터)' 두 곳을 동시에 개소한다.
이들 센터는 지역 신진 패션디자이너 육성, 디자인 지원, 의류제조 소공인 특화 지원 등을 수행하는 전문기관
으로 지역 패션산업 부활 및 일자리 창출의 초석 역할을 담당할 예정이다. 스튜디오는 지역 패션섬유산업의
미래를 이끌어갈 신진 디자이너를 발굴·육성하는 곳으로 올해 시비 2억 원, 부산디자인센터 6천만 원 등 총
2억 6천만 원으로 운영된다. 시와 부산디자인센터는 스튜디오를 기반으로 앞으로 2년 동안 창작공간, 프로모션
및 마케팅, 컨설팅 등을 지원해 유명 디자이너를 육성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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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멘토링 및 컨설팅 지원
• 사업목적 : 잠재력 있는 신진 디자이너 맞춤형 밀착지원으로 업계 독립진출의 성장 발판 제공 및 전문
분야별 멘토링·컨설팅을 통한 신진 디자이너 시장 경쟁력 강화
• 지원기간 : 2015. 6. ~ 12. (7개월)
• 지원내용 : 국내외 패션 전문가에 의한 필요 부문 컨설팅 및 성장단계별 맞춤형 멘토링 지원
• 추진성과 : 총 50회 진행
- 근무복 디자인 자문, 국내외 전시참가 및 패션무역·수출 관련 커스터마이징 컨설팅을 통한 개별
브랜드 진단 및 해결책 제시, 패턴 캐드 및 유통처 입점 계약서류 관련 등 컨설팅을 통한 브랜드 성장
도모, 컨설팅을 통한 브랜드 상표등록 8건

3. 프로모션 및 마케팅 지원
• 사업목적 : 패션전문 전시회 참가를 통한 디자인 역량과 생산제품 경쟁력 강화 및 판로지원
• 지원기간 : 2015. 6. ~ 12.(7개월)
• 지원내용 : 국내외 전시일정 안내 및 단체전시 참가 지원, 팝업스토어 연계 지원, 브랜드 시즌 룩북
제작비 지원, 기타 홍보마케팅 지원
• 추진성과
1) 중국 CHIC 영블러드(2015. 10. 13. ~ 15.) 10팀 전시 참가 지원
- 전시 참가를 통한 중국 시장 진출 및 판로 개척, 바이어 DB 290건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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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산국제신발섬유패션전시회 및 패션위크(2015. 11. 5. ~ 7.) 10팀 전시 참가 지원
- 입주 디자이너 1팀 브랜드 연합패션쇼 참가

3) 팝업스토어 참여 지원
- 백화점 팝업스토어(2015. 1 ~ 12) 입주 디자이너 9개팀 총 86회 참가로 1,034천 원 판매실적

4) 입주 디자이너 10팀 룩북 제작비 지원
5) 패션창작스튜디오 자체 사진전 개최(2015. 12. 16)

4. 근무복 제작(신규 수탁사업)
• 추진성과
1) 한국남부발전 근무복 제작 및 납품완료(2015. 8. 10)
- 하계 티셔츠 총 1,900장 / 55,100천 원
2) 한국선급 근무복 제작 및 납품완료(2015. 10. 21)
- 근무복 총 900장 / 60,730천 원
3) 부산항만공사 근무복 제작 및 납품완료(2015. 1. 6)
- 근무복 총 200장 / 44,000천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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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남부발전

한국선급

부산항만공사

• 2015-12-25 황윤정 기자

부산 디자이너 해외진출‘날개’
부산창작스튜디오 성과 잇따라
부산시가 발굴한 지역 신진 패션디자이너들이 해외 유명 편집숍에 입점하는
등 글로벌 패션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다.
부산시와 (재)부산디자인센터는 부산의 섬유패션산업을 이끌어 갈 잠재력
있는 지역의 신진 패션디자이너를 발굴, 육성하기 위해‘부산패션창작스튜디오’
지원 사업을 실시한 결과 해외시장 진출 등의 성과를 달성했다고 25일 밝혔다.
부산디자인센터에 따르면 부산패션창작스튜디오는 시로부터 신진 디자이너
육성 자금 2억 원을 지원받아, 지난 5월 전문가 평가를 거쳐 1기생 10팀을 선발
했다. 부산 지역에서 활동 중인 업력 5년 미만의 신진 디자이너를 뽑아 창작 공
간 조성을 돕고 컨설팅, 국내외 전시 참가, 마케팅 등의 지원 사업을 진행했다.
그 결과 라모드로브(대표 조은주)는 판로 지원을 통해 홍콩 유명 편집숍‘i.t’
에
입점, 4억1200만 원의 매출을 기록했다.‘i.t’
는 홍콩 패션그룹인 IT그룹이
운영하는 명품 편집 매장 브랜드로, 홍콩과 중국, 대만 등 중화권을 기반으로

▲‘2015 뉴욕패션위크’
에

유통망을 확보하고 있다. 스튜디오지(대표 어영진)는 디자이너 편집매장

참가한 아리야사카 의류

‘level5’
와 롯데몰 동부산점‘RN’
에 입점하는 등 성과를 거뒀다.
여성복 브랜드 아리야사카(대표 최동원)는 지난 9월‘2015 뉴욕패션위크’
에 참가하는 등 해외 시장에서 첫선을
보였다. 최 대표는“해외 디자이너 포털사이트에 컬렉션을 올렸고, 이를 본 주최 측에서 초청을 해 쇼를 진행하
게 됐다”
며“쇼 이후 해외 블로그에도 소개되는 등 반응이 좋았다”
고 말했다. 나머지 7개 팀도 패션창작스튜디
오 입주 전 대비 매출 실적이 100~300% 증가하는 등 눈에 띄는 성과를 보였다. 이 밖에 1기생들은 한국선급과
한국남부발전, 부산항만공사의 근무복 제작지원 사업, 부산시 동구 데레사여자고등학교의 교복 디자인 등 지역
의 재능기부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부산패션창작스튜디오는 내년 2기 선발을 통해 부산의 섬유
패션산업을 대표할 수 있는 글로벌브랜드 육성에 더욱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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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혁신역량 강화사업(고령친화)

사업기간

2015. 6. ~ 2016. 5.
사업비

101,000

천원
(국비,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이 사업은 디자인 전문기업이 중소·중견기업의 디자인 혁신
을 견인할 수 있도록 디자인 전문기업의 역량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디자인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주관기
관인 (재)부산디자인센터와 참여기관인 (주)디자인엑스투, (주)
에코인토트가 공동으로 참여하며 기간은 2015년 6월부터

사업내용

서비스 디자인 프로세스를 적용한
고령친화 주거공간 케어 시스템 개발 및
지역특화 연계산업 활성화 연구

2016년 5월까지입니다.
(재)부산디자인센터는 디자인기업 고령친화 산업분야 특화산

수행기관

업 연계 지원과 지자체·고령친화 연계 분야 정보수집 및 공유,

주관기관 : (재)부산디자인센터
참여기업 : (주)디자인엑스투, (주)에코인토트

디자인기업 특화산업 연계 가능 분야 과제 발굴을 위한 워킹
그룹 운영, 고령친화 디자인 전문기업 육성을 위한 컨설팅
역할을 담당합니다.
(재)부산디자인센터는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지역특
화 산업과의 연계 및 신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고 지역 디자인
산업 고도화를 통해 디자인 용역 중심의 비즈니스에서 지역
특화 산업과 연계된 디자인 전문기업으로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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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친화 주거공간 케어 시스템을 통한
삶의 질 향상

서비스 디자인 프로세스를 적용한
고령친화 주거공간 케어 시스템 제품 디자인 개발

(재)부산디자인센터

(주)디자인엑스투

- 사업 기획·총괄
- 전문 육성 프로그램 개발
- 고령산업 시장 트렌드 분석
및 시장 조사
- 전시회 참가기회 제공

- 고령친화 주거공간
케어 시스템 서비스 디자인
프로세스 개발
- 고령친화 주거공간 케어
시스템 디자인 가이드라인
개발

(주)에코인토트

- 공간 케어 시스템 기술개발
- 미세 분무에 의한 공간
케어 능력 향상 기술개발

고령친화 주거공간 케어 서비스 상품 개발
[ 사용자를 고려한 통합적 분석과정 ]

쾌적함

질병 예방

의료비 경감

대인관계 회복

사업 추진일정
2015. 6. 최종과제 확정 및 협약체결
6.~ 11. 디자인 혁신역량 강화사업 지역 특화산업 연계 2016년도 과제 개발 워킹그룹 운영
11. 2016년도 디자인 혁신역량 강화사업 수요조사서 제출
12.‘디자인과 고령친화산업의 융복합’세미나 개최
2016. 1. 과제 성과조사
5. 사업비 정산, 결과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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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기업 특화산업 연계 가능 분야 과제 발굴 및 워킹그룹 운영
• 주제 : 디자인 혁신역량 강화사업 지역 특화산업 연계‘16년도 과제 개발
• 목표
- 고령친화 특화 디자인 기업 육성을 위한 연계 가능 분야 과제 발굴
- 산업통상자원부 주력 산업 디자인 분야 사업과제 개발
- 동남권 지역산업 육성산업 연계 디자인 과제 개발 10건 이상 발굴
- 2016년도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과제수요조사서 10건 이상 제출
• 추진기간 : 2015. 8. ~ 2016. 1.(6개월)(1차)
• 참석인원 : 디자인전문가, 대학교수 등 총 5명

국비사업 유치를 위한 제안기술
순번

발굴과제

1

해양 로봇 디자인 개발 기술 연구

2

제조 산업의 Design prototyping Process 기술화 연구

3

유니버셜 디자인을 적용한 스마트 제어 가드닝 교육용 시스템의 디자인 기술개발

4

가변식 보조 동력 장치를 적용한 전동 스마트 휠체어 디자인 기술개발

5

ICT기반의 고령자용 케어 시스템을 적용한 고령친화형 신발 디자인 기술개발

6

PSS(Product-Service System)개념을 적용한 고령자 친화적 약품 복용 분배 물통

7

한국인 인체측정 자료를 활용한 고령자의 자립형 근력보조기구

8

인클루시브 디자인 개념을 적용한 능동형 전기 보행 & 전동카

9

UX 디자인 프로세스를 적용한 안마기능과 지압효과를 가진 차별화된 패턴의 노인용 경추베개

10

IOT기반의 가정 실내에서 운동이 가능한 스마트 전동 수족 운동기

11

뉴실버세대의 생활 편의복과 요양복을 겸한 디자인 연구개발

12

디지털 두뇌자극 놀이를 통한 기억력 향상 및 치매예방용 모바일 메디테인먼트 플랫폼

13

사용자 중심의 디자인 프로세스를 활용한 노인성질환 환자복 연구개발

14

해양 레저 스포츠 다양화를 위한 사용자 중심 디자인 기반의 5HP급 보급형 워터스쿠터 개발

15

IOT기술을 적용한 스마트웨어의 소비자 라이프 스타일별 디자인 가이드 라인 구축 및 스마트 상품화 전략 수립

디자인혁신역량 강화사업(고령친화)
091

디자인과 고령친화산업 연계를 위한 세미나 개최
• 행사명 : 디자인과 고령친화산업의 융합
• 주제 : 고령친화 제품의 디자인 필요성 재발견 및 국제 정보교류
• 일시 : 2015. 12. 15. 16:00~21:00
• 주관 :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재)부산디자인센터, 경남정보대학교 LINC사업단
• 주요내용
- 고령친화산업 및 디자인의 전문가들이 국내외 고령친화산업 제품 동향과 고령친화제품 디자인의
필요성에 대해 소개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
- 발표 후 Q&A를 통한 일본 고령친화산업과 디자인의 현황 및 국내 고령친화산업과 디자인 간의 실무
연계 목적 및 방향에 대해 교류하는 시간을 가짐

디자인과 고령친화산업 융합 세미나

디자인과 고령친화산업 융합 세미나

개발내용
• 고령친화형 공간 케어 서비스 관련 연구 및 전략 수립
- 고령친화 주거공간 세부 요소별 트렌드 예측 및 시장조사 분석
- 고령친화산업 기술, 시장동향, 글로벌 트렌드 조사 및 분석
- 사용자 경험 디자인 분석 및 전략 수립
• 고령친화 공간 케어 서비스 디자인 프로세스(toolkit) 개발
- 서비스 디자인 프로세스 적용을 통한 효율적인 공간 케어 시스템 프로세스 개발
• 서비스 디자인 모델을 통한 공간 케어 제품 디자인 개발
- 미세 분무 기술력의 확보를 통한 고령친화형 공간 케어 시스템 및 제품 개발

지역 산업 디자인 경쟁력 고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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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혁신역량 강화사업(해양레저)

사업기간

2015. 6. ~ 2016. 5.
사업비

90,000

천원
(국비,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실시하는 디자인혁신역량 강화사업으로
해양레저 제품 디자인 툴킷과 하이드로포일 보트 디자인 연구
를 통한 지역특화산업의 글로벌 역량강화를 위한 과제입니다.
부산디자인센터 주관으로 (재)부산디자인센터와 블레싱에코
디자인, (주)더위네이브가 공동 참여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

해양레저제품 디자인 툴킷 개발과
하이드로포일 보트 디자인 연구

이 사업은 해양레저 제품 디자인 툴킷, 하이드로포일 보트 육
상전기 급속충전 전기모터, 승용차로 운반 가능한 하이드로포

수행기관

주관기관 : (재)부산디자인센터
참여기업 : 블레싱에코디자인, (주)더위네이브

일 레저 보트로서 초경량, 정숙성, 저에너지, 고효율(15노트 이
상), 콕핏 캐노피가 있는 레저 보트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 사
업을 통해서 각종 산업적, 공학적 디자인 요소 기술개발을 습
득하여 지역 특화기업으로써 해양레저 제품 및 선박 디자인의
전문역량 강화에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사업 추진일정
2015. 6. 최종과제 확정 및 협약 체결
6.~ 10. 디자인혁신역량 강화사업 지역 특화산업 연계‘16년도 과제 개발 1차워킹그룹 운영
11.‘16년도 디자인혁신역량강화사업 수요조사서 제출
12. 해양 디자인 역량강화 세미나 개최
2016. 1. 과제 성과조사
2.~ 4. 디자인혁신역량강화사업 지역특화산업 연계‘16년도 과제 개발 2차워킹그룹 운영
5. 사업비 정산, 결과보고

디자인혁신역량 강화사업(해양레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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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표 및 내용

해양레저 제품 디자인 툴킷과 하이드로포일 보트 디자인 연구를 통한

지역 특화산업의 글로벌 역량 강화

(재)부산디자인센터
주관기관

- 디자인 기업 특화산업 연계 지원
- 디자인 프로세스 성과 활용 및 공유
- 전문가 워킹그룹 운영
- 해양분야 정보 및 실태DB 구축

블레싱에코디자인
Transform, Procuct Design
- 해양레저 제품 디자인 툴킷
- 하이드로포일 보트 디자인 컨셉도출
- 디자인 개발
- Scale mock-up 제작
- 디자인 출원 및 G.D 신청

(주)더위네이브
전문가
워킹그룹
자문,
검증, 평가

Mechanical Design
- 하이드로포일 보트 기술 개발
- 하이드로포일 보트 시험용 선형 설계
- 시험용 선형 제작
- 검증 및 평가

지역 산업 디자인 경쟁력 고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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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관련 국비사업 발굴을 위한 해양과제 워킹그룹 운영
• 주제 : 디자인혁신역량 강화사업 지역 특화산업 연계‘16년도 과제개발
• 목표
- 산업통상자원부 주력 산업 디자인 분야 사업 과제 개발 및 동남권 지역산업 육성산업 연계 디자인
과제 발굴
- 2016년도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과제 수요조사서 제출
• 추진기간 : 2015. 8. ~ 2016. 1.(6개월)(1차)
• 참석인원 : 디자인전문가, 대학교수 등 총 5명
순번

발굴과제

1

테트라포트(TTP, 소파블럭) 디자인 기술

2

항만지역 시설물 및 크레인 색채 디자인 기술

3

20ft 이하급 알루미늄 낚시보트 디자인 기술 개발

4

선박피난체험(훈련)을 위한 4D기반 가상현실 시뮬레이터 개발

5

마리나시설 배리어프리(Barrier Free) 디자인 가이드라인 개발

6

조선·해양 및 수송 레저용 경량화 넉다운 가구 시스템 제조기술

7

해양에너지, 심해저탐사, 기후변화 대응관련 개선 시스템 개발

해양과제 워킹그룹 운영

하이드로포일 보트 2D 도면 작업 예

디자인혁신역량 강화사업(해양레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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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디자인 역량강화 세미나
• 주제 : 크루즈 산업에서 해양 디자인의 역할
• 목표
- 크루즈 산업과 해양 디자인 전문가들이 해양 제품 생산기업의 역량강화
- 해양 디자인의 현황 및 크루즈산업과 디자인 산업의 실무연계
• 일시·장소 : 206. 1. 19. 15:00 / 호메르스호텔 2층 다이닝룸
• 주최·주관 :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재)부산디자인센터
• 참석인원 : (재)부산디자인센터, 디자인혁신역량 강화사업(해양산업분야)워킹그룹, 크루즈 산업 전문가,
동남권디자인산업협회등 관련 유관기관 관계자 65명

제품 개발 내용
• 해양레저 제품 디자인 프로세스(툴킷) 개발 : 디자인 방법론, 특화 프로세스 개발
- 해양레저 제품 디자인을 위한 리서치 방법론 연구
- 국내외 해양레저 제품 디자인 사례 리서치
- 국내 해양레저 제품 제조기업 및 전문가의 자문 활용
- 해양레저 제품 디자인 개발에 적용 가능한 기존 디자인 툴킷에 대한 연구
- 해양레저 제품 디자인 개발에 특화된 프로세스 개발
• 하이드로포일 보트 디자인 개발
- 주 소비자 분석을 통한 스타일 개발
- 글로벌 트렌드를 반영한 스타일 개발
- 레저·레이싱용으로 특화된 스타일 개발
- 하이드로포일 보트 선형 및 선내 디자인 개발

Business Support Project

2015 재단법인 부산디자인센터 연차보고서
Design Center Busan Annual Report 2015

선도인력 양성 및
일자리 창출

_ 디자인산업 재직자 능력향상 재교육
_ 코리아 디자인 멤버십
_ 3D프린팅 전문인력 양성사업
_ 청년취업아카데미 사업
_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
_ 리사이클 디자인 상품 개발사업
_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_ 디자인진로체험프로그램 운영

선도인력 양성 및 일자리 창출
098

디자인산업 재직자 능력향상 재교육

사업기간

2015. 1. ~ 2015. 12.
사업비

899,608

지역 산업계 중심으로 구성된 인적자원개발위원회에서 공동
훈련센터를 선정하여 중소기업 재직근로자의 직무능력향상
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천원

(국비, 한국산업인력공단)

부산디자인센터는 2015년 1월 부산지역 인적자원개발위원

사업내용

회로부터 공동훈련센터로 선정되어 3개의 파트너 기관(부산

중소기업 지식서비스 기반 재직근로자(협약기업)의
직무능력향상 교육

포시드직업전문학교, 부산IT직업전문학교, 신한양직업전문
학교)과 협력하여 총 19개 과정을 승인받아 재직근로자 양성
및 향상교육사업을 수행하였습니다.
(재)부산디자인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사업’ 공동훈련센터로 선정되
어 협약기업 재직근로자와 기업 채용예정자를 대상으로 직
업능력 개발사업을 실시했습니다. 사업참여 자격이 있는 제
조업 및 디자인 등 지식기반 서비스 분야의 중소기업 총 413
개 기업과 협약을 체결하여 총 451명이 교육과정에 참여하
였습니다. 중소기업에 필요한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제공
하여 중소기업의 기술력 향상 및 경쟁력 제고에 이바지하였
습니다.
또한 채용예정자 대상 양성과정을 파트너 기관과 협력하여
제품설계기술과 3차원 시제품 제작과정을 비롯한 5개 과정
을 진행하여 협약기업에게 필요한 인력난 해소 및 고용 지원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디자인산업 재직자 능력 향상 재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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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부산지역 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수시 수요조사의 결과 및 협약기업 인적개발 담당자를 대상
으로 의견을 수렴하여 현장에 필요한 교육과정 개발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협약기업 임직원 대상
워크숍을 개최하는 등 중소기업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지역 디자인기업 재직자들의 직무역량
을 높여나갔습니다. 그 결과 협약체결 기업수는 총 413개 기업으로 증가하였으며, 협약기업에 필요
한 채용예정자 교육에는 153명, 재직근로자 향상교육에는 298명이 참여하여 총 337명이 수료하였
습니다.
2016년에는 디자인 및 지식서비스산업에 필요한 디자인전문인력 양성과정(4개 과정) 및 재직근
로자 향상교육(19개 과정)을 승인받았으며, 파트너 운영기관인 나래디자인전문학원과 협력하여
온라인 쇼핑몰 제작(양성과정)을 포함한 총 23개 과정을 운영예정입니다. 앞으로 부산지역 디자인
산업에 필요한 인력양성 및 재직자 재교육을 통해 명실공히 동남권을 대표하는 디자인 전문교육
기관으로 발전해 나가겠습니다.

선도인력 양성 및 일자리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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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운영체계

고용노동부
▲
사업계획 승인

사업계획 및 결과보고

▼
한국산업인력공단 본부(심사)
사업계획서
확정·제출

▲
▼

사업계획 심사
성과평가

▼

운영팀

성과평가 지원
사업자료 제공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
▼

성과평가 지원
사업자료 제공

지원팀

수요조사지원&사업지원, 컨설팅, 모니터링
훈련기관 선정

▲

훈련계획 수립·제출

수요조사
(인력수급정보제공)

▼
▲

▼

공용교육훈련기관
(파트너 훈련기관)

인력제공 및 훈련제공

▲

인력공급

▼

지역기업, 산업단지

훈련참여 및 채용협약

사업목적
• 지역 기업 및 산업의 인력 수요를 기반으로 맞춤형 교육훈련을 제공하고, 중장년 및 경력단절여성 등
취약계층의 훈련참여를 유도하여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 및 고용을 제고
• 지역 중소기업의 훈련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여 훈련참여율을 제고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기술력 향상 및
경쟁력 제고

사업 추진일정
2015. ` 1~12. 총 413개 지역내 중소기업과 협약기업 체결(신규 103개 업체와 협약)
2~12. 채용예정자 과정 포함 총 19개 교육과정 실시(연인원 총 451명 실시)
10. 3D프린터(5대) 실습장비 구입
11. 지역산업맞춤형 인력양성사업 협약기업 대표자 워크숍 개최(경주)
12.‘16년도 지역산업맞춤형 인력양성사업 공동훈련센터 재선정(총 23개 과정)

디자인산업 재직자 능력향상 재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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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과정별 결과
• 참여대상 : 지역 내 협약기업의 재직근로자 및 취업예정자(양성)
• 참여조건 : 협약기업의 고용보험 가입 재직근로자(국비지원)
훈련기간

훈련 실적 인원

훈련과정명

훈련
구분

시작일

종료일

실시인원

수료인원

제품설계기술과 3차원 시제품 제작

양성

2015-03-02

2015-07-07

17

13

부산포시드직업전문학교

사출금형설계와 3D모델링

양성

2015-04-15

2015-09-07

20

12

신한양직업전문학교

홍보마케팅 전문가

양성

2015-06-01

2015-08-31

17

11

부산IT직업전문학교

사출금형설계와 3D모델링

양성

2015-08-26

2015-12-31

15

9

신한양직업전문학교

욕실인테리어

양성

2015-09-01

2015-09-30

24

22

부산포시드직업전문학교

욕실인테리어

양성

2015-10-02

2015-10-29

24

21

부산포시드직업전문학교

욕실인테리어

양성

2015-10-30

2015-11-26

20

12

부산포시드직업전문학교

해양레저 디자인 전문가

양성

2015-10-30

2015-12-10

16

11

부산디자인센터

153

111

계
스케치업을 활용한 인테리어 디자인

향상

2015-03-21

2015-04-18

21

17

도시재생 실무

향상

2015-03-27

2015-04-04

20

14

캘리그래피 초급

향상

2015-03-31

2015-04-30

14

12

3D프린터 활용 실무

향상

2015-05-16

2015-05-23

16

14

홍보자료 기획 실무

향상

2015-05-19

2015-06-02

16

12

BIM 설계 실무

향상

2015-05-23

2015-06-20

15

13

스케치업을 활용한 인테리어 디자인

향상

2015-07-04

2015-08-01

9

8

홍보자료 기획 실무

향상

2015-08-18

2015-09-01

8

5

해양레저 디자인 실무

향상

2015-08-25

2015-09-04

8

7

DSLR를 활용한 사진촬영 실무

향상

2015-09-03

2015-09-17

8

8

3D프린터 활용 실무

향상

2015-09-05

2015-09-12

15

15

디자인제안 프레젠테이션 실무

향상

2015-09-10

2015-09-18

20

14

캘리그래피 중급

향상

2015-09-15

2015-10-20

20

9

선박 디자인을 위한 선체독도법

향상

2015-09-15

2015-10-01

13

10

인벤터를 활용한 3D모델링

향상

2015-10-10

2015-10-24

7

6

DSLR를 활용한 사진촬영 실무

향상

2015-10-13

2015-10-27

14

12

디자인제안 프레젠테이션 실무

향상

2015-10-15

2015-11-06

13

5

디자인리서치 전략

향상

2015-10-17

2015-11-07

10

5

도시안전디자인 실무

향상

2015-10-17

2015-10-24

10

9

캘리그라피 초급

향상

2015-10-22

2015-11-24

13

12

디자인제안 프레젠테이션 실무

향상

2015-10-23

2015-11-13

10

10

캘리그라피 중급

향상

2015-11-26

2015-12-29

18

9

298

226

계

교육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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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지역산업맞춤형 인력양성사업 활동사항
1. 부산디자인센터 재직자 교육과정 진행
• 교육과정 : 캘리그래피 초급과정 등 14개 과정
• 교육기간 : 2015. 1. ~ 12.

2. 파트너 훈련센터 채용예정자 교육과정 진행
• 참여기관 : 부산포시드직업전문학교, 부산IT직업전문학교, 신한양직업전문학교
• 교육기간 : 2015. 1. ~ 12.
• 주요내용 : 제품설계기술과 3차원 시제품 제작 등 4개 과정 운영

디자인산업 재직자 능력향상 재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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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15년도 지역산업맞춤형 인력양성사업 협약기업 대표자 워크샵
• 주관 : (재)부산디자인센터
• 일시 : 2015. 11. 20. ~ 21.(1박 2일)
• 장소 : 경주블루윈리조트
• 내용 : 2015년 사업성과 보고 및 교육과정 개선방안 논의

4. 2015년도 지역산업맞춤형 인력양성사업 연수생 수료식
• 과정명 : 해양디자인전문가 양성과정
• 일시 : 2015. 12. 10. 17:30
• 장소 : 부산디자인센터 2층 강의실
• 내용 : 해양 디자인 전문가 양성과정 연수생 수료식

선도인력 양성 및 일자리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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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 디자인 멤버십
사업기간

2015. 3. ~ 2016. 2.
사업비

산업통상자원부 국가 디자인 인재 육성사업으로 21세기
디자인산업을 이끌어 나갈 열정적이고 끼 있는 부산·울산·
경남 지역 디자인 관련 학과의 우수한 학생을 발굴하여 지역

375,000

천 원(국비, 산업통상자원부)

및 국제 경쟁력을 갖춘 인재로 양성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사업내용

2015년에는 10개 대학에서 8기 회원 21명을 신규로 선발했

부·울·경 디자인 관련 우수 대학생

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존 회원 7명과 함께, 젊음의 패기와 열
정으로 똘똘 뭉친 총 28명의 회원이 국내외에서 활발한 활동
을 벌였습니다. (재)부산디자인센터는 회원들이 디자인 역량
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부산국립과학관 인테리어 디자인과
해운대빵 패키지 개발 디자인 등 지역사회 재능기부 프로그
램을 실시, 국내에서 디자이너에 대한 소양과 기술을 직접 체
득할 수 있는 살아있는 교육과 지원을 펼쳤습니다. 또한 더 나
아가 지원을 국외까지 확대하여, 우수 회원은 독일(2명) 공동
해외 디자인 워크숍을 진행하였고, 22명은 ‘15년 8월 스위스
서비스투어 디자인 워크숍을 진행하여 세계의 디자인을 접
함으로써 디자인에 대한 안목을 넓히고, 능력을 배가시키는

(2015 KDM 7, 8기 회원)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그 소중한 결실은 저명한 국내, 국제 공
모전으로 나타나 국내 외 40개 작품이 수상의 영광을 누렸습
니다. 뿐만 아니라, 코리아 디자인 멤버십 취업대상자(7기) 13
명 가운데, 6명은 국내 우수 기업에 채용이 되었고 2015년 1
월, 2명(7기)은 이태리 해외인턴으로 취업이 되어 활동 중에
있습니다.
지역 대학의 우수한 디자인 학생들을 글로벌 인재로 양성해

(KDM 재능기부·해운대빵 패키지 디자인)

가는 코리아 디자인 멤버십은 앞으로 보다 많은 젊은이들이
한국을 넘어 세계무대에서 자신의 역량을 키워갈 수 있도록
한 차원 높은 교육과 폭 넓은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코리아 디자인 멤버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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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추진일정
2015. 1~2. 디자인 지원단 및 디자인 기술자문단 운영 / 해외 워크숍 프로그램 이태리 공공서비스 디자인
워크숍 개최(6,7기 11명)
1. 부산퓰리처상사진전 관람 / 국제디자인공모전 스파크어워드 출품
2. 동경선물용품박람회 관람(6,7기 7명)
2. 이태리 Enhancers 인턴 참가(KDM 7기 장동현, 주연수)
2. KDM 셀프리더십 세미나 개최 / KDM 1인 창업 관련 세미나 개최
2. 성과사례집 인턴 진행(KDM 3명)
2. 지역연계 인턴십프로그램 부산관광기념품 개발(KDM 6, 7기 10명)
2~6. 캘리그래피 교육 개최
3. 서울리빙디자인페어 전시 참가 / 서울리빙트렌드 세미나 참가
3. 차세대 디자이너와의 만남 세미나 개최
4~5. 디자인 세미나 개최 / KDM 8기 모집
5. 뉴욕현대가구박람회 참관(KDM 7기 2명)
5. 토리노 ASTAD 디자인스쿨 MOU 체결
5. 벡스코 콘텐츠마켓 참가(KDM 7기)
5. 국제어워드 레드닷 출품
5. KDM 8기 선발(21명)
6~10. 산학협력프로젝트 개최(넥센타이어, 바비조아, 나노텍세라믹스)
6. KDM 8기 입교식 / 국제디자인공모전 Pin up 출품(KDM 7기, 8기)
6. 디자인 등록(KDM 7기 김하림)
7~10. 영어 프레젠테이션 교육
7. 국제디자인공모전 스파크 출품(KDM 7기, 8기)
7. 국내디자인공모전 GAGU 출품(KDM 7기, 8기)
7. 자체워크숍 개최(KDM 7기, 8기)
7. 국제어워드 레드닷 시상식 참가(KDM, 8기 오세근)
7. 진로상담 굿스타트 워크숍 개최(KDM 7기, 8기)
7. 디자인 등록(KDM 7기 정다혜, 조영재, 정유철)
7. 해외 워크숍 스위스 경험 디자인 개최(KDM 7기, 8기 22명)
8~9. 해운대빵 패키지 디자인 프로젝트 진행(KDM 8기, 6명)
9~10. 국립부산과학관 내부 디자인 프로젝트 진행(KDM 7기,8기 6명)
9. 대한민국디자인전람회 출품(KDM 7,8기)
10. 광저우칸톤페어 전시 참가(KDM 7,8기 4명) / Digiral Tutors 온라인 강좌 개최
11. 부산디자인페스티벌 전시 참가(KDM 7,8기) / 부산디자인페스티벌 세미나 참가(KDM 7,8기)
11. 디자인마켓 전시 참가(KDM 7,8기 4명) / 부산산업디자인전람회 출품(KDM 7,8기 15명)
12. 서울디자인페스티벌 전시 참관(KDM 7,8기)
2016.

1. 경남광역자활센터 공동브랜드 개발 프로젝트(KDM 8기 6명)
2. 성과사례집 제작
3. 서울리빙페어 전시 참가(KDM 7,8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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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코리아 디자인 멤버십 지원내용
• 선발현황 : 8개 대학(경성대, 동서대, 동아대, 동주대, 부산대, 부경대, 창원대, 인제대 )
• 참여학과 : 산업 디자인, 시각 디자인, 섬유·금속·조형 디자인, 패션 디자인, 영상 디자인,
목조형가구 디자인, 제품 환경 디자인, 제품 디자인
• 인원수 : 현원 28명(7, 8기)

2015 코리아 디자인 멤버십 활동
1. 8기 입교식
• 명칭 : 코리아 디자인 멤버십 8기 입교식 및 오리엔테이션
• 기간 : 2015. 6. 5.
• 내용 : 입교식 및 합격증서 수여, KDM 활성화 및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KDM 자치회 간담회
24시간 창작공간 제공에 따른 교육 및 오리엔테이션
• 참가자 : KDM 7기, 8기, 학부모, 센터 관계자 등

코리아 디자인 멤버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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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역사회 재능기부 프로그램
• 명칭 : 부산국립과학관 내부 디자인, 해운대 빵패키지 디자인
• 기간 : 2015. 7. ~ 10.
• 과제내용
- 해운대에서 지원하는 사회적 기업이 생산하고 있는 제품을 코리아 디자인 멤버십과 연계하여 패키지
디자인 개선을 통한 홍보와 매출증대, 해운대구청장 표창 시상
- 부산국립과학원 실내 디자인 개선을 위한 컨셉 디자인 제안 및 시각화 작업 참여
• 참가자 : KDM 6명 (8기 김루나, 서연화, 김은지, 곽민지, 신유경, 윤정아)

해외 디자인 워크숍 참가
<스위스 경험디자인 워크숍>
• 기간 : 2015. 8. 18. ~ 28.
• 내용 : User research, Usabiliy & Agile testing
• 참가자 : KDM 8기 21명, 7기 1명

선도인력 양성 및 일자리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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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 참가 및 성과
1. 광저우칸톤페어
• 기간 : 2015. 10. 15. ~ 27.
• 내용 : 펜클립, 포트리(유아교구), Paud(노트북파우치), Hid & Seek(티슈케이스)
• 참가자 : 4개팀(7기 3명, 8기 1명)

2. 부산디자인페스티벌
• 기간 : 2015. 10. 15. ~ 27.
• 내용 : 펜클립, 포트리(유아교구), Paud(노트북파우치), Hid & Seek(티슈케이스)
• 참가자 : 9개팀(7기 4명, 8기 16명)

코리아 디자인 멤버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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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서울디자인페스티벌 전시 참관(16명) (주최 : 디자인하우스)
• 일시 : 2015. 12. 3.
• 장소 : 서울 코엑스
• 내용 : 디자이너, 디자인전문회사들의 브랜드홍보관, 한국콘텐츠관, 글로벌디자인관, 디자이너스 랩 등
콘텐츠 전시
• 참여자 : 16명

국내외 공모전 참가 및 성과
구분

공모전

출품작

수상작

국외

Red dot DESIGN AWARDS(Winner 1건)
PIN UP CONCEPT DESIGN AWARDS(Silver1건, Bronze2건, Fianlist 11건)
SPARK DESIGN AWARDS(Silver 1건, Bronze 1건, Fianlist 5건)

39

22

국내

대한민국 디자인전람회(입선 2건)
Gagu 디자인공모전
부산 산업디자인 전람회(특선 2건, 특별상 1건, 입선 5건)

4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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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프린팅 전문인력 양성사업

사업기간

2015. 2. ~ 12.
사업비

130,000

(재)부산디자인센터는 2013년에 이어 해운대구와 함께 고용
노동부의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을 유치하여 3D
프린터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운영하였습니다.

천 원(국비위탁, 고용노동부)

지난 2월, 부산디자인센터와 해운대구는 지역 산업과 여건
교육대상

34세 이하의 미취업자 또는 예비창업자

에 맞춘 전문 직업훈련을 통한 일자리창출을 목적으로 ‘3D
프린팅 일자리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고용노동부 공모
에 참가하여 국비 116,960천 원과 해운대구비 13,040천 원
등 총 130,000천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습니다.
3월 10일부터 교육생을 모집하여 4월 14일 면접심사를 실시
하였고, 25명을 선발하여 4월 20일 입교식을 시작으로 7월
31일까지 총 420시간의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론 20%,
실습 80%로 실무 위주의 교육과정을 구성하였으며, 지난
2007년부터 우리 센터에서 운영해온 시제품제작실의 3D프
린터 관련 노하우를 교육과정에 반영하여 훈련의 내실을 기
하였습니다. 또한, 실습에 사용된 프린터를 부품단계에서부
터 직접 조립해보는 3D프린터 정비 및 조립과정도 6일간 진
행하여 교육생의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개개인의 학업능력, 선수지식, 경력 등의 차이에 따른 교육 성
취도 차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훈련 전 기간에 걸쳐 분임조를
운영하여 훈련생 상호 간 코칭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였으며,
공휴일, 주말, 야간에도 교육실 및 실습실을 개방하여 자율적
인 학습을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3D프린팅 전문인력 양성사업
111

수료생의 취업을 지원하고 사업의 성과를 확산하기 위하여 사업관계자, 수요기업 대표 등을 모시
고 8월 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 우리 센터 1층 전시실에서 수료작품 전시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전시회에 출품한 개인별 작품을 교육생 스스로 도록으로 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취업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교육과정 개요
• 교육인원 : 25명(수료인원 : 22명)
• 교육시간 : 1일 6시간(3.5개월)
• 교육내용 : 3D프린팅 관련(360시간) / 사업화 멘토링 교육(60시간)
• 교육기간 : 2015. 4. 20. ~ 2015. 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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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교육내용
교육 과정
3D프린터 동향 및 사례연구
(15시간)

3D프린터 기술진화, 분야별 사용사례 연구,
3D프린터 모델링 소프트웨어 종류 및 동향
선진사례 소개

3D모델링 기초(60시간)

3D모델링 기초

3D모델링 심화(60시간)

3D모델링 심화, 랜더링

3D설계 및 역설계(45시간)

3D스캐너 활용 3D설계 및 역설계 방법
3D프린터 장비교육

3D프린팅 및 후가공(150시간)

3D프린터 출력 실습, 후가공 실습교육
출력물 조별 프로젝트 & 프레젠테이션

기타 교육훈련(30시간)
사업화 및 창업 교육(60시간)

전시회, 업체견학 등
아이디어 사업화 교육, 창업관련 교육(창업 사례)

주요 추진내용
기간

2015.4.20 ~
2015.7.31

2015.5.7 ~
2015.5.9

내용
• 전문인력 양성과정 운영
- 420시간 진행(100% 진행)
- 교육강사 25명 참가

• 부산콘텐츠마켓 참가
- 지역맞춤형일자리 지원사업 홍보
- 구인기업 모집

• 제1회 메이커스 PARTY 참가
2015.5.28

- 3D프린팅 업계 동향 파악
- 3D프린팅 출력 전시 제품 관람

• 관련기업 탐방 <커스텀마루>
2015.6.24

- 업체탐방 및 후가공 신기법 습득
- 체험실습
• 사업계획서 작성 및 발표회

2015.6.30

- 가상의 창업아이템을 구상 및 선정하여 사업계획서 작성
- 팀별 발표 및 전문 컨설턴트에게 즉시 보완 및
개선점을 피드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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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내용
• 구인기업과의 채용면접

2015. 7. 2

- 3개 업체, 3명 채용 확정
- 구인기업과의 간담회

• 관련기업 탐방 <주식회사 예감>
2015. 7. 8

- 기업 탐방 및 3D메이커스 동향 및 발전방향 관련 강연
- 체험실습

• 3D프린팅 교육강사 실무체험
2015. 7. 3 ~
2015. 7.13

- 2015.07.03 : 혜화여중 / 3명 참여
- 2015.07.08 : 남산중 / 4명 참여
- 2015.07.13 : 이사벨고 / 4명 참여

• 부산대 설계기반미래성형기술센터 방문
2015. 7.15

- 첨단기자재 사용법 습득
- 3D스캐너를 활용한 역설계 체험

• 수료작품 품평회 개최
2015. 7.16

2015. 8.10

2015. 8.10 ~
2015. 8.12

2015.10.13 ~
2015.10.16

- 관련기업 대표 초빙
- 조별 및 개인프로젝트 발표 및 품평

• 수료식 개최
- 교육훈련생 25명 중 22명 수료(수료율 88%)

• 수료전시회 개최
- 부산디자인센터 1층 전시장
- 개인출력물 및 팀프로젝트 작품 전시

• 해운대 일자리위크
- 3D프린팅 체험교실 개최(총 3개교, 3시간 운영)

• 3D프린팅 성공사례 확산 세미나 개최
2015.10.16

- 3D프린팅 기술전망 및 성공 사례
- 3D프린팅 일자리창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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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취업아카데미 사업

사업기간

2015. 3. ~ 2016. 7.
사업비

493,800

고용노동부가 지원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하는 청년
취업아카데미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산업현장 수요에 적합한
교육·훈련과정을 제공하여 취업역량 제고를 통해 취업으로

천 원(국비, 고용노동부)

연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부산디자인센터는 2012년도부

사업내용

터 다양한 분야의 디자인 전문과정을 개설·운영하여 청년들

대학 졸업예정자 및 졸업자 200명
현장 맞춤형 교육 및 취업연계

의 직무능력 향상과 취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5년에는 동명대학교, 동주대학교, 신라대학교 및 100여
개의 참여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시각정보디자인전문
가 과정을 비롯하여 총 8개 과정을 개설·운영하였습니다.
특히 연수과정에서 습득한 지식과 기술이 바로 기업 현장에서
활용되는 것을 경험해볼 수 있도록 산업체 현장실습을 강화하
였으며 각 연수생마다 전담교수를 배정하여 개인별 취업 멘토
링을 진행하였고 동행면접을 실시하는 등 센터와 참여대학,
참여기업이 협력하여 수료자의 취업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
였습니다.
그 결과 참여인원 200명 가운데 195명이 과정을 수료하였으
며 55명이 연수과정 중에 취업이 확정되는 성과를 거두었습
니다. 또한 디자인 전문기업 (주)디자인엑스투에 취업한 시각
정보디자인전문가 과정의 박혜빈(신라대) 연수생은 청년취업
아카데미 우수사례 수기공모에 응모하여 동상을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 2015년 수료자에 대한 취업지원은 2016년 1월
에서 6월 사이에 집중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조기에 취업률
70% 이상을 달성토록 노력할 것이며 지역기업의 구인난과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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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사례 수기공모전 수상작

연수과정
과정명

연수장소

연수기간

연수시간

모집인원

수료인원

① 시각정보디자인전문가 과정

신라대학교

2015.6.29~12.18

220

30

30

② 실내디자인전문가 과정

신라대학교

2015.3.3~12.18

299

30

27

③ 자동차부품설계디자인전문가 과정

신라대학교

2015.3.4~12.17

374

30

29

④ 자동차설계디자인전문가 과정

동주대학교

2015.3.9~12.11

220

25

25

⑤ 조선설계디자인전문가 과정

동주대학교

2015.3.6~12.18

236

30

30

⑥ 의료기디자인전문가 과정

동주대학교

2015.3.17~11.31

230

25

23

⑦ 영화·영상디자인전문가 과정

동명대학교

2015.3.24~12.31

204

15

15

부산디자인센터

2015.11.2~12.18

210

15

15

200

195

⑧ 디자인마케팅전문가 과정

계

연수생 현장견학
| 실내디자인전문가 과정 |
• 일시 : 2015. 6. 22.
• 장소 : 거제 에이원 오피스텔 신축현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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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각정보디자인전문가 과정 |
• 일시 : 2015. 8. 20.
• 장소 : 동대문디자인플라자 등

| 자동차설계디자인전문가 과정 |
• 일시 : 2015. 9. 14.
• 장소 : 보험개발원 자동차기술연구소

| 조선설계디자인전문가 과정 |
• 일시 : 2015. 11. 16.
• 장소 : 대선주조, 현대중공업 등

연수생 워크숍
| 자동차설계디자인전문가 과정 |
• 일시 : 2015. 3. 17.
• 장소 : 동주대학교

청년취업아카데미 사업
117

| 의료기디자인전문가 과정 |
• 일시 : 2015. 4. 2.
• 장소 : 동주대학교

| 조선설계디자인 과정 |
• 일시 : 2015. 3. 26.
• 장소 : 동주대학교

| 영화영상디자인 과정 |
• 일시 : 2015. 6. 24.
• 장소 : 동명대학교

기업체 특강
| 시각디자인학과 |
• 참여강사 : 닥터폰트 이호 대표
• 내용 : 폰트 디자인 특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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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

사업기간

2015. 1. ~ 12.
사업비

540,000

2015년 고용노동부에서 지정한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
사업 운영기관으로, 청년실업을 해소하여 안정적인 고용 창
출을 이끌어내기 위한 사업입니다.

천 원(국비, 고용노동부 위탁)

사업내용

인턴 1인당 최대 570만 원 지원

청년실업 100만 시대, 현장실무를 습득할 수 있는 인턴제 사업
을 통해 미취업 청년구직자에게는 취업의 기회를, 중소기업에
는 1년간 최대 570만 원을 지원하여 지역의 고용시장을 안정화
하는 데 노력했습니다.
인턴 희망 대상은 고등학교, 2년· 4년제 대학교 졸업예정자
및 미취업자이면 가능하고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의 경우 고
용보험 가입자 5인 이상 100인 미만 중소기업이면 가능합니
다. 기업에 인턴으로 선발되면 3개월간 산업현장과 현업실
무에서 인턴으로 근무한 뒤 정규직 직원으로 전환되도록 연
계하는 것이 이 사업의 핵심입니다. 또한 벤처기업 지원업종,
지식기반서비스업, 문화콘텐츠 분야 기업, 신·재생에너지
산업 분야 관련 업종, 중소기업청이 지정한 대학, 연구소 및
민간기업의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등 일부 업종은 고용보
험 가입자 5인 미만 사업장이어도 청년취업인턴제사업에 참
여할 수 있습니다.
2015년 인턴희망자들의 취업알선을 위해 분기별로 1회씩 채용
박람회 개최 및 참여를 하였고, 173개 기업과 협약을 맺어 알선
기업에 대해서는 청년구직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부산
동부고용센터와 함께 철저한 적격심사와 주기적인 현장점검도
실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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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인턴생 업종별 취업현황
연번

분류

인원수

취업률

1

디자이너(선박, 건축, 소프트웨어 설계 디자이너 포함)

142명

51%

2

사무원(코디네이터, 물류관리 포함)

98명

34.8%

3

연구원

14명

5.0%

4

생산직(생산관리 포함)

26명

9.2%

282명

100%

합계

사업 추진일정
2015. 2. 운영기관 고용안정정보망 사용자 계정 부여
2. 부산광역시 창업박람회 내 청년취업인턴제 홍보관 운영
2. 상반기 실시기업 적격심사, 현장점검 및 인턴지원금 교부(~6월)
3. 부산광역권 채용박람회 내 청년취업인턴제 홍보관 운영
3. 상반기 실시기업 지도점검 실시(부산동부고용센터 동행)
3. 실시기업 대상 부정수급 예방교육 실시 _ 1, 2차
4. 2015 청년취업인턴제 사업 상반기 채용박람회 개최
5. 실시기업 대상 부정수급 예방교육 실시 _ 3, 4차
6. 2015 부산광역권 채용박람회 내 청년취업인턴제 홍보관 운영
6. 2015 청년취업인턴제사업 하반기 채용박람회 개최
7. 실시기업 대상 부정수급 예방교육 실시 _ 5차
8. 하반기 실시기업 적격심사, 현장점검 및 인턴지원금 교부(~12월)
9. 하반기 실시기업 지도점검 실시(부산동부고용센터 동행)
10. 실시기업 대상 부정수급 예방교육 실시 _ 6차
11. 2015 청년취업인턴제 사업성과 관리 평가(2015. 10. 31 기준)
12. 청년취업인턴제 실시기업과 정규직 전환자 만족도 조사
2015 인턴채용사업 종료 및 정규직 전환자 보고
12. 2015 청년취업인턴 취업알선 결과 : 28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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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결과
1. 청년취업인턴제 사업성과 관리평가
• 인턴희망자 수 : 350명
• 청년취업인턴제 취업 인턴생 수 : 282명
• 인턴채용 희망업체 수 : 232개 기업
• 인턴기간 : 3개월
• 정규직전환 : 2016. 2. 11. 기준 183명

2. 인턴제 실시기업 적격심사
• 심사기간 : 2015.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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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근거 안내
- 인턴지원금 지급체계에 대한 안내

3. 인턴제 실시기업 지도점검
• 지도기간 : 2015. 3. ~ 12.
• 지도대상 : 협약기업 중 총 90개 기업
• 지도방법 : 인턴생 근무지 현장 방문점검
• 지도내용 : 출근부 및 급여대장, 인사기록부 확인, 인턴생 면담 등
• 결과 및 기대효과
- 대부분 문제없이 적격 대상으로 계속 지원
- 인위적 감원 업체의 경우 사업참여 제한 안내 및 공문 통보
- 부정수급 예방 위한 현장교육
- 서류작성 시 미비한 부분 보완 지도

4. 실시기업 대상 부정수급 예방교육 실시
• 교육기간 : 2015.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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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반기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 채용박람회 개최
• 일시 : 2015. 4. 21.
• 장소 : 경남정보대학교 센텀산학캠퍼스
• 주관 : 중소기업청, (사)부산벤처기업협회, 부산광역시, BS금융그룹
부산은행, (재)부산디자인센터
• 참여기업 : 부산지역 강소기업 30여 개 업체(행사장 직접 참여)
• 참여대상 : 부산지역 15개 특성화고등학교
• 박람회 내용 : 기업소개 및 인재상, 채용정보 공유,
업체별 인턴희망자 면접

6. 하반기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 채용박람회 개최
• 일시 : 2015. 6. 10.
• 장소 : 벡스코 제2전시장 4E~4F홀
• 주최/주관
- 부산동부고용노동지청, 동래구, 해운대구, 금정구, 수영구, 기장군
한국산업인력공단 부산남부지사,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한국폴리텍대학 동부산캠퍼스, 부산시 고령자인력종합관리센터,
(재)부산디자인센터, (재)부산정보산업진흥원,
해운대여성인력개발센터, 부산동래여성인력개발센터, ㈜커리어넷
• 참여기업 : 직접참가 50개 업체, 간접참가 20개 업체
• 참여대상 : 구직자 3,000여 명
• 박람회 내용 : 기업소개 및 인재상, 채용정보 공유, 업체별 인턴희망자 면접
7. 사업참여 실시기업 만족도 조사 실시
• 조사목적 : 2015 청년취업인턴제 사업 운영효율화를 위한 조사(자체조사)
• 설문지 배포 및 회수 기간 : 2015. 5. 16. ~ 2015. 12. 18.
• 참여기업 : 사업참여 164개 기업
• 만족도 조사결과 평균 : 97.0%
항목

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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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뢰성
성실

친절

정직 편안함

재이용의도
불편함
믿을
재이용 관심
재참여 추천
이야기
만함
고려 동향
고려

만족도
평균 4.87 4.86 4.85 4.86 4.80 4.83 4.87 4.87 4.82 4.80 4.80 4.87 4.90 4.86 4.90
(5점척도)

만족도
평균 97.4 97.2 97.0 97.2 96.0 96.6 97.4 97.4 96.4 96.0 96.0 97.4 98.0 97.2 98.0
(%)

종합
평균

96.9

96.7
97.0%

97.3

선도인력 양성 및 일자리 창출
122

리사이클 디자인 상품 개발사업

사업기간

2015. 2. ~ 12.
사업비

150,000

리사이클 디자인 상품 개발사업은 지역 기업의 자투리 재료
를 수급 받아 제품을 생산하고 부산의 시어인 고등어를 모티
브로 지역성을 살린 캐릭터 상품을 추가 개발·판매하여 소

천원

비자들의 큰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사업내용

자투리 소재들을 재활용하여 제품을 디자인하고,
생산교육을 통하여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

고등어 캐릭터는 열쇠고리, 이어캡 등 13종의 상품으로 기획,
제작되고 이외 시즌 제품 및 다양한 소재의 리사이클 디자인
상품 개발로 올해 40여 종의 제품을 구성하고 현재 10여 개의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입점 매장 외
디자인 마켓과 부산고등어축제, 부산 디자인페스티벌 등의
행사·축제 참가하여 2015년 83백만 원의 수익을 창출했
습니다.
2015년 마을기업 감천문화마을 엄마손협동조합이 신규 생
산 업체로 선정되면서 경력단절 어머니들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리사이클 디자인 상품 개발이
라는 사업취지에 부합하도록 소재의 다양화를 통해 와인병
과 자투리 목재, 섬유, 가죽류를 활용하여 신제품을 개발하여
지역의 리사이클 개발 업체와 함께 성장을 계획하고 사업을
성장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2015년 리사이클 디자인 상품 개발
사업 제품 중 5종을 추가로 디자인 출원을 등록하면서 총 8
종의 제품에 대해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2016년에도 더욱 다양한 소재를 활용한 다양한 제품을 개발
하여, 리사이클 디자인 상품 개발과 일자리 창출 모두에 발전

리사이클디자인상품 책갈피

을 이루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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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추진일정
2015. 2. ~ 12. 리사이클 사업 참여업체 네트워크 형성 및 협력체결
2. ~ 4. 제품생산교육(신규인력 창출)
3. ~ 12. 신규판매처 확보
3. ~ 12. 각종 행사 및 전시 참가를 통한 제품홍보
12. 홍보 및 판매 전시 결과보고

사업실적
1. 와일드라이프 사진전 부산
• 일시 : 2015. 3. 19. ~ 6. 30.
• 장소 : 부산시민공원 시민사랑채 백산홀
• 내용 : 리사이클 디자인 개발 상품(동물) 전시 및 판매
2. 부산명품수산물브랜드전
• 일시 : 2015. 5. 7. ~ 8. (2일간)
• 장소 : 서울 청계광장
• 내용 : 리사이클 디자인 개발 상품 전시 및 판매, 부산 수산물 문화관광상품 홍보

부산명품수산물브랜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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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산디자인마켓(상반기)
• 일시 : 2015. 5. 29. ~ 31.(3일간)
• 장소 : 벡스코 야외광장
• 내용 : 리사이클 디자인 개발 상품 전시 및 판매, 신규상품 반응 조사 및 홍보
4. 러블리슈퍼블랙쇼
• 일시 : 2015. 8. 21. ~ 23.(3일간)
• 장소 : 벡스코 제 1전시장
• 내용 : 리사이클 디자인 상품개발사업 고등어캐릭터 상품 전시 및 판매, 부산 관광기념품 및 시어 홍보
5. 롯데패밀리콘서트
• 일시 : 2015. 9. 4. ~ 5.(2일간)
• 장소 : 부산 광안리 해수욕장
• 내용 : 리사이클 디자인 상품 개발사업 홍보 및 시장반응 조사, 외국인 대상 시어 홍보

롯데패밀리콘서트 (중소기업 우수상품전)

6. 2015 부산 mice 페스티벌
• 일시 : 2015. 9. 9. ~ 10.(2일간)
• 장소 : 벡스코 제 2 전시장
• 내용 : 리사이클 디자인 상품 개발사업 및 부산 시어 홍보, 업체 대상 시어 제품 기념품 납품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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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부산고등어축제
• 일시 : 2015. 10. 16. ~ 18. (3일간)
• 장소 : 부산 송도해수욕장
• 내용 : 리사이클 디자인 상품 개발사업 및 부산 시어 홍보, 부산 시어 교육키트 체험행사 진행

고등어축제 체험행사

고등어축제 판매

8. 외국인어울마당
• 일시 : 2015. 10. 17.
• 장소 : 부산 송상현광장
• 내용 : 부산 시魚, 부산 시鳥 관련제품 홍보 및 판매, 외국인 어울마당 행사 기념품 협찬
9. 부산 국제수산무역 EXPO
• 일시 : 2015. 10. 29. ~ 31. (3일간)
• 장소 : 벡스코 제 1 전시장
• 내용 : 부산 시魚 제품 홍보, 수산물 업체 기념 캐릭터 및 시어 기념품 홍보

부산국제수산무역 EXP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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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부산 디자인페스티벌
• 일시 : 2015. 11. 18. ~ 22.(5일간)
• 장소 : 벡스코 제2전시장
• 내용 : 부산디자인센터 부스 운영, 리사이클 디자인 상품 개발사업 홍보 및 부산시魚 제품 홍보

디자인페스티벌부산

11. 홈리빙생활용품전
• 일시 : 2015. 11. 26. ~ 29.(4일간)
• 장소 : 벡스코 제1전시장
• 내용 : 리사이클 상품 홈 디스플레이 방향 제시, 리사이클 디자인 상품 및 시어 제품 홍보

홈리빙생활용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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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부산디자인상품전
• 일시 : 2015. 12. 28. ~ 31.(4일간)
• 장소 : 부산시청 - 지하철간 통로
• 내용 : 리사이클 디자인 상품 개발사업 홍보, 부산 디자인 상품 전시 및 홍보, 부산 시어 이미지 확립

부산디자인상품전

온·오프라인 입점매장
감천문화마을

부산 사하구

2014.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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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00K(온라인)

www.1300k.com

2014. 11월 입점

오브젝트(부산점)

부산 진구

2015. 3월 입점

오브젝트(홍대점)

서울 마포구

2015. 3월 입점

벡스코 Gift-B

부산 해운대구

2015. 4월 입점

롯데면세점(부산점)

부산 진구

2015. 6월 입점

디자인스토어

부산 해운대구

2015. 6월 입점

선도인력 양성 및 일자리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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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사업기간

2015. 2. ~ 2016.2.
사업비

636,903

고용노동부 주최,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주관의 2015년 사회
적기업가 육성사업 제조 특화 위탁기관으로 선정, 20개 창업자
(팀)를 선발하여 창업공간·창업비용·교육 및 멘토링·자원

천 원(국비)

연계를 통해 성공적인 사회적기업 창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최 / 주관

고용노동부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추진방법
• 소셜 미션 관련 사전교육 후 다면평가를 통해 창업자(팀) 선정
• 창업공간 및 창업비용 지원(성과평가 후 10,000천 원 ~ 50,000천 원 차등지원),
단계별 컨설팅 & 멘토링 제공으로 법인창업 및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연계

추진상황
2015. 2. 위탁운영기관 사업 협약체결
2. 창업자(팀) 선정 및 협약체결(센터 내 창업공간 입주)
5. ~ 6. 창업자(팀)별 맞춤형 멘토링 및 공통교육 실시
2. 2015년 소셜벤처경연대회 참가자 모집 및 선정평가
8. 창업자(팀) 제1차 중간평가를 통해 사업비(1차) 차등지급
9. ~ 11. 성장단계별 멘토링 & 소셜벤처 멘토링 캠프 운영
10. 창업자(팀) 제2차 중간평가를 통해 사업비(2차) 차등지급
12. 사업 최종평가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129

주요지원내용
• 창업공간
- 창업활동을 위해 필요한 업무공간 제공, 부산디자인센터 4층 디자인연구개발실(전용면적 총 394㎡,
30개 팀 입주 가능)
• 창업비용
- 창업활동에 필요한 활동비, 교육 및 멘토링비, 사업화 개발비 등 최소 10,000천 원 ~ 50,000천 원
지원
• 교육 및 멘토링 제공
- 담임 멘토 및 분야별 전문 멘토를 통해 창업 전과정에 걸친 창업 지도
• 자원연계
- 창업 이후 안정적 성장을 위한 대내외 자원 연계
• 사후지원프로그램
- 우수사례 선정 및 포상, 추진방법 네트워크 지원 및 외부 자원 연계

창업자(팀) 육성현황
구분

창업팀명

대표자명

창업여부

총사업비

창업아이템

1

㈜얼스그라운드

김태현

법인창업

40,000,000원

커피 부산물을 이용한 업사이클 제품 제작

2

㈜엘림에코팜

선현자

예비사회적
기업 지정

36,000,000원

모시차 생산 가공 및 다양한 식품 개발

3

㈜행복동행

배동수

예비사회적
기업 지정

33,000,000원

시니어 사진 동호회가 만든 갤러리 카페 및
영정사진 촬영 봉사

4

㈜립숨

김성율

법인창업

33,000,000원

폐자전거 이용한 에코백 및 패션 액세서리 제작

5

다모아㈜

장찬민

법인창업

32,000,000원

폐휴대폰을 수거하여 자원 재활용과 환경오염 방지,
장애인 고용, 수익 환원

6

㈜포키즈

문유희

법인창업

29,000,000원

어린이의 안전과 행복을 지켜주는 안전벨트 인형

7

㈜D2B

임창현

법인창업

29,000,000원

적극적인 야외 문화활동을 위한 펄프몰드 방식의
친환경 종이압축 무릎 트레이

8

㈜디트

김금제

법인창업

27,178,627원

반제품 교육용 키트(Kit)를 통한 사회적 가치 창출

9

㈜아트메이즈
디자인

박선영

법인창업

26,000,000원

저체온증을 방지하고 단열, 보온효과를 주는
알루미늄 담요 겸용 돗자리 제작

10

㈜모樂모樂

정후정

법인창업

26,000,000원

한지 콜라보레이션 관광상품 개발

선도인력 양성 및 일자리 창출
130

구분

창업팀명

대표자명

창업여부

총사업비

창업아이템

11

㈜한백원

원정옥

법인창업

23,000,000원

가죽제품 생산을 통한 저소득층 및 새터민 고용 창출 사업

12

㈜은가비

김미숙

예비사회적
기업 지정

21,000,000원

시니어가 조립하는 LED 조명등

13

㈜Design Glory

홍선아

예비사회적
21,178,627.5원
기업 지정

14

㈜3D PLUS

김성휘

법인창업

21,178,627.5원

3D프린팅 교육 콘텐츠 개발 및 방과후교사 양성

15

㈜with. J.
문화예술연구소

고민지

법인창업

21,178,627.5원

부산관광기념공예품 및 문화예술교육 키트 개발

16

㈜바래

진성혁

법인창업

15,000,000원

취약계층 아이들 그림을 모티브로 인테리어 소품 제작

17

㈜플러스비랩

강현욱

법인창업

15,000,000원

엄마를 닮은 육아용품 제조

18

㈜5일의 휴일

이제성

법인창업

15,000,000원

동물살생을 막는 가죽 프린트 타이벡 가방

19

㈜3DR

김용우

법인창업

13,857,255원

3D 프린팅을 이용한 유골함

20

㈜아이벨트

박세진

법인창업

13,857,255원

자동차 사고 방지를 위한 유아용 캐릭터형 안전벨트

사회적기업을 위한 홍보 전문 마케팅

추진성과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 (주)엘림에코팜, (주)한백원, (주)행복동행 3개 창업자(팀)
• 창업현황 : 20개 창업자(팀) 법인창업
• 매출 : 18개 창업자(팀) 4억 원 이상
• 고용 : 8개 창업자(팀) 15명
• 공모전수상 : 7개 창업자(팀) 15건
• 언론매체홍보 : 6개 창업자(팀) 12건
• 특허출원 : 3개 창업자(팀) 3건
• 디자인등록 : 3개 창업자(팀) 3건
• 상표출원 : 4개 창업자(팀) 8건

창업자(팀) 성과물

엄마를 닮은 육아용품 제조
(주)플러스비랩 (강현욱)

폐휴대폰을 수거하여 자원 재활용과
환경오염 방지, 장애인 고용, 수익 환원
다모아(주) (장창민)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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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인 야외 문화활동을 위한
펄프몰드 방식의 친환경 종이압축 무릎 트레이
(주)D2B (임창현)

반제품 교육용 키트(Kit)를 통한 사회적 가치 창출
(주)디트 (김금제)

폐자전거 이용한 에코백 및 패션 액세서리 제작
(주)립숨 (김성율)

한지 콜라보레이션 관광상품 개발
(주)모樂모樂 (정후정)

취약계층 아이들 그림을 모티브로 인테리어 소품 제작
(주)바래 (진성혁)

모시차 생산 가공 및 다양한 식품 개발
(주)엘림에코팜 (선현자)

선도인력 양성 및 일자리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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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 방지를 위한 유아용 캐릭터형 안전벨트
(주)아이벨트 (박세진)

저체온증을 방지하고 단열, 보온효과를 주는
알루미늄 담요 겸용 돗자리 제작
(주)아트메이즈디자인 (박선영)

커피 부산물을 이용한 업사이클 제품 제작
(주)얼스그라운드 (김태현)

어린이의 안전과 행복을 지켜주는 안전벨트 인형
(주)포키즈 (문유희)

가죽제품 생산을 통한 저소득층 및 새터민 고용 창출 사업
(주)한백원 (원정옥)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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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니어 사진 동호회가 만든 갤러리 카페 및
영정사진 촬영 봉사
(주)행복동행 (배동수)

3D프린팅 교육 콘텐츠 개발 및 방과후교사 양성
(주)3D PLUS (김성휘)

3D 프린팅을 이용한 유골함
(주)3DR (김용우)

동물살생을 막는 가죽 프린트 타이벡 가방
(주)5일의 휴일 (이제성)

부산관광기념공예품 및 문화예술교육 키트 개발
(주)with. J. 문화예술연구소 (고민지)

사회적기업을 위한 홍보 전문 마케팅
(주)Design Glory (홍선아)

선도인력 양성 및 일자리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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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진로체험프로그램 운영

사업기간

2015. 3. ~ 12.
사업비

25,400

디자인진로체험프로그램은 지식기반의 창조 디자인산업을
견인할 미래창의적 인재육성의 일환으로, 부산지역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창의적인 디자인 체험의

천 원(국비, 고용노동부)

주최 / 주관

부산지역 유치원 및 초·중·고 재학생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디자이너를 꿈꾸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본 프로그램은 부산
디자인센터에서 자기주도적 진로설계능력 배양 및 디자인
마인드 확산을 위해 매년 운영하고 있으며, 창의성을 높이고
디자인 마인드를 확산시킨다는 면에서 기대효과 또한 높았
던 디자인 교육사업입니다.
최소 정원 20명에서 최대 30명까지 선착순으로 신청받아,
센터 4층에 위치한 디자인체험관(Design Wave)과 디자인체
험 전용 교육실에서 전문강사의 안내에 따라 단체관람하고,
제작체험을 해보는 순서로 진행되었습니다. 체험 콘텐츠는
지구환경을 생각하는 디자인으로 에코 디자인, 업사이클 디
자인 그리고 나만의 크리에이티브 감성을 표현하는 크리에
이티브 제품 디자인으로 구성하여 일부 체험프로그램의 경
우 컴퓨터 그래픽을 활용하여 디자인해볼 수 있도록 진행하
였습니다.
2015년 3월부터 23개 유치원, 28개 초등학교, 38개 중학교,
19개의 고등학교에서 총 5,468명의 어린이와 학생들이 참가
하였고, 2016년에도 지속적인 홍보와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을 통해 원활하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디자인진로체험프로그램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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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일정
2015. 1.~2. 디자인진로체험프로그램 전문강사 모집 및 선발
2.~3. 연령대별 디자인진로체험프로그램 개발
4.~12. 디자인진로체험프로그램 안내를 위한 유선 및 방문 홍보
사하초등학교 외 107개교 및 디자인마켓 내 체험프로그램 운영, 총 5,468명 참가
9. 디자인마켓 기간 야외 디자인체험프로그램 운영(3일간, 1,142명 참가)

진로체험 프로그램 현황
• 유치원, 어린이집
No.

참여기관 및 단체명
(유아)

교육일자

교육건수

교육실적
(인원)

1

꿈동산어린이집

11/18, 11/20

2

84

2

남부산유치원

8/18, 8/20

2

55

3

늘푸른유치원

6/3, 7/15

2

64

4

더푸른유치원

4/14, 5/12

2

46

5

롯데마트 문화센터

11/28

1

5

6

버드네유치원

5/7(2T)

2

54

7

백산유치원

4/16, 4/24, 4/30,12/7,12/15

5

167

8

쁘띠포레유치원

5/13, 5/14, 5/19, 5/21, 5/22, 5/26, 9/16, 9/17

8

202

9

승원유치원

2/10(2T)

2

50

10

승원유치원

7/8, 7/13, 7/22, 7/23

4

241

11

센텀시티유치원

7/21

1

23

12

센텀항도유치원

8/13,8/20

2

40

13

영재키즈슐레학원

7/24

1

17

14

원더랜드

11/26

1

19

15

자연꿈나무어린이집

10/23,11/10

2

64

16

주니어기자단

10/31

1

11

17

키즈포레유치원

12/9

1

54

18

피올라어린이집

11/4, 11/11

2

100

19

피올라유치원

12/17, 12/18

2

73

20

푸른유치원

5/18, 5/20, 5/27

3

130

21

한솔기장유치원

7/2, 7/14, 7/17

3

74

22

한솔어린이집

7/16

1

34

23

호암유치원

8/17, 8/21

2

47

비고

썬캡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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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등학교
No.

참여기관 및 단체명(초등)

교육일자

교육건수

교육실적
(인원)

비고

1

교리지역아동센터

5/9

1

17

화분 무료

2

금정구청

12/12

1

15

3

남항초등학교

8/6

1

15

4

다원지역아동센터

4/25

1

16

파우치 무료

5

동래튼튼이지역아동센터

8/7

1

11

에코백 무료

6

두실초등학교

11/7

1

15

7

롯데마트 문화센터

11/28

1

15

8

무지개지역아동센터

7/4

1

16

9

부산대예술영재교육원

8/1

1

10

10

사상초등학교

5/30(2T)

2

42

11

사하지역아동센터

5/18

1

28

12

석포초등학교

10/21

1

41

13

연산지역아동센터

4/25

1

16

에코백 무료

14

연제지역아동센터

5/2

1

30

에코백 무료

15

옹달샘지역아동센터

5/16

1

21

화분 무료

16

재반지역아동센터

4/23

1

16

에코백 무료

17

현대재능지역아동센터

7/4

1

13

도자기 무료

18

행복나눔지역아동센터

5/9

1

14

도자기 무료

19

초등개인단체

3/11

1

13

고등어파우치 무료

20

초등개인(송시연)

4/23

1

3

21

초등개인(강연재)

4/24

1

4

22

초등개인(임서영)

4/25

1

6

23

초등개인(김재희)

5/16

1

11

24

초등개인(노지현)

7/10

1

16

25

초등개인(장산해)

8/1

1

1

26

초등개인(전지형)

8/13

1

2

27

초등개인단체
(이정현,구태희,신윤정,
김은심,이서은)

8/22

1

13

28

BGV주니어기자단
(교대부속,남문초,두실초,
동성초,혜화초,사직초,
명호초,혜광초,양운초)

4/8, 4/24, 5/20, 8/13, 8/18,
9/11, 9/15, 11/20, 12/24

9

106

도자기 무료

캔버스 무료

체험관 투어

체험관
(인솔자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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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학교
No.

참여기관 및 단체명 (중등)

교육일자

교육건수

교육실적
(인원)

1

가야여자중학교

12/15(2T)

2

64

2

감만중학교

10/20

1

13

3

고도미술학원

7/27

1

17

4

구남중학교

10/6

1

26

5

구서여자중학교

10/14

1

36

6

기장중학교

6/2

1

23

7

금곡중학교

9/24

1

21

8

금정중학교

7/15

1

17

9

남구열린지역아동센터

8/20

1

19

10

동래여자중학교

12/17

1

23

11

동수영중학교

4/17, 9/18, 10/16, 11/20

4

42

12

동아중학교

10/20, 10/30, 11/5, 12/10

4

98

13

동양중학교

12/7

1

22

14

대동중학교

11/12

1

28

15

모전중학교

12/8(2T)

2

48

16

명호중학교

5/27

1

29

17

반송여자중학교

10/8

1

25

18

부산국제중학교

12/1

1

31

19

부산서중학교

12/14(2T)

2

64

20

부산여자중학교

5/28

1

23

21

부산중앙중학교

9/22(2T)

2

62

22

부흥중학교

11/12, 12/10

2

59

23

부산대예술영재교육원

8/1

1

10

24

상당중학교

9/15

1

22

25

센텀중학교

10/5(2T)

2

49

26

신도중학교

9/25

1

22

27

양운중학교

10/2, 11/18

2

72

28

연천중학교

11/23(2T)

2

53

29

영재진흥원

7/28

1

33

30

용문중학교

9/11

1

31

31

용호중학교

5/23

1

15

32

장산중학교

12/18

1

18

33

해운대중학교

11/19(2T)

2

61

비고

텀블러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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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참여기관 및 단체명(중등)

교육일자

교육건수

교육실적
(인원)

34

해운대여자중학교

3/27, 11/13

2

50

35

해운대청소년수련관
(재송여중)

10/15

1

6

36

항도중학교

5/8

1

12

투어(인솔자 1명)

37

하남중학교

9/24

1

27

체험관 투어

38

BGV주니어기자단
(국제중,여명중,금명중)

5/8, 9/9, 11/26

3

24

비고

• 고등학교
No.

참여기관 및 단체명(고등)

교육일자

교육건수

교육실적
(인원)

1

경남고등학교

7/9

1

24

2

개금고등학교

10/13

1

29

3

금명여자고등학교

7/10

1

23

4

낙동고등학교

7/23

1

28

5

동래여자고등학교

4/10,16

2

41

6

덕문여자고등학교

5/13

1

24

7

반여고등학교

7/25

1

15

8

부산대예술영재교육원

7/27

1

18

9

부산산업과학고등학교

11/20

1

49

10

부산진여자고등학교

10/13

1

22

11

부산중앙여자고등학교

10/16

1

17

12

분포고등학교

5/21

1

19

10/22

1

48

13

성심보건고등학교

9/30,11/10(2T),12/9

4

68

14

세이브칠드런(부산위탁센터)

11/21

1

23

15

한국조형예술고등학교

11/30(2T)

2

60

16

해강고등학교

5/7,12/4

2

56

17

해운대공업고등학교

4/10

1

40

체험관(인솔자 3명)

18

1318해피존 꿈&꾼 지역아동센터

4/11

1

8

텀블러 무료

19

BGV주니어기자단
(해강고,해운대여고)

12/12

1

15

체험관 투어

비고

체험관 투어

체험관(인솔자 8명)

디자인진로체험프로그램 운영
139

진로체험 프로그램 일정
활동주제

활동내용

소요시간

디자인웨이브

분야별 디자인 역사 및 트렌드, 디자인 제품 관람 및 설명

30분

디자인 체험활동

PPT수업을 통한 디자인 체험활동, 발표 및 토론

80분

디자인 체험활동

교육만족도 설문지 작성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10분

총 소요시간

120분

진로체험프로그램 일정
1. 에코 크로스백 디자인
• 체험 프로그램명 : 에코 크로스백 디자인
• 디자인 관련 분야 : 에코 디자인, 시각 디자인
• 프로그램 내용 : 일회용 가방 사용을 줄여 환경에 이로운 실천을 할 수 있는 어린이용 크로스백 디자인
• 체험대상 : 유치원 및 초등학생
• 기대효과 : 유치원 및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디자인진로체험활동의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창의
디자인 마인드 확산

선도인력 양성 및 일자리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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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자기 핸드프린팅
• 체험 프로그램명 : 도자기 핸드프린팅
• 디자인 관련 분야 : 시각 디자인
• 프로그램 내용 : 초벌 된 컵에 자유롭게 그림을 그려서 자신만의 컵을 만드는 디자인
• 체험대상 : 유치원 및 초등학생
• 기대효과 : 유치원 및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디자인진로체험활동의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창의 디자인 마인드 확산

3. 캔버스 시계 디자인
• 체험 프로그램명 : 캔버스 시계 디자인
• 디자인 관련 분야 : 제품 디자인
• 프로그램 내용 : 캔버스와 시계의 조합으로 나만의 개성 있는 제품을 창작하는 디자인
• 체험대상 : 중·고등학생
• 기대효과 : 중·고등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디자인진로체험활동의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자기주도적 진로설계능력 배양 및 디자인 마인드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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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텀블러 디자인
• 체험 프로그램명 : 텀블러 디자인
• 디자인 관련 분야 : 에코 디자인, 시각 디자인
• 프로그램 내용 : 일회용 컵 사용을 줄이고 친환경적인 삶을 실천할 수 있는 텀블러 디자인
• 체험대상 : 중·고등학생
• 기대효과 : 중·고등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디자인진로체험활동의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자기주도적 진로설계능력 배양 및 디자인 마인드 확산

Business Support Project

2015 재단법인 부산디자인센터 연차보고서
Design Center Busan Annual Report 2015

공공분야 디자인 지원

_ 제17회 부산관광기념품 공모전
_ 부산 범죄예방 환경 디자인 사업
_ 부산관광기념품 개발사업
_ ㈜벡스코CI 디자인 개발
_ 해운대구 공공청사 사인시스템 가이드라인 개발용역
_ 어린이놀이공원 조성사업
_ 부산디자인마켓 운영
_ 부산디자인관광상품 판로지원
_ 도시 디자인 탐사단 운영
_ 부산시 환경미화원 근무복 가이드라인 개발
_ 철로변 커뮤니티 뉴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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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회 부산관광기념품 공모전

사업기간

2015. 4.~ 12.
사업비

500,000

부산을 찾는 국내외 관광객의 기호에 맞춰 부산의 매력과 문
화적 특색을 살린 관광상품을 개발·보급하기 위해 ‘제17회
부산관광기념품 공모전’을 개최했습니다.

천 원(국비, 고용노동부)
(시비수탁, 부산광역시 관광마이스과)

부산광역시 주최, (재)부산디자인센터 주관으로 열린 ‘제17회

사업내용

부산관광기념품 공모전’은 실용적이고 상품성이 높은 우수한

22개 수상작 선정

작품들이 대거 출품되어 불꽃 튀는 경쟁을 벌였습니다.
공모전은 2015년 7월, 접수된 89개 작품을 대상으로 공예,
디자인기업, 관광업계, 유통업계 전문가 10명으로 심사위원
회를 구성하고, 엄정하고 공정한 심사를 통해 22개의 작품이
최종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특히 이번 공모전은 본 심사에 앞서 수요자의 다양
한 기호와 구매 성향을 조사하고, 심사위원에 유통
전문가를 참여시키는 등 상품성이 높은 관광기념물
을 발굴하는 데 역점을 뒀습니다.
시상 후 특선 이상의 입상 작품은 ‘제18회 대한민
국관광기념품 공모전’에 출품해 2개의 작품이 수상
의 기쁨을 얻었고, 롯데면세점, 해운대 관광기념품
점 등에 입점하여 지속적인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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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일정
2015. 1. 부산시 관광마이스과 간 사업협약
5. 사업계획 수립 및 관광기념품 공모전 개최 공고
6. 부산관광기념품 공모전 접수·심사·시상·전시(22개 작품 선정)
7. 제18회 대한민국관광기념품 공모전 출품
8. 롯데러블리슈퍼블랙쇼 참가
9. 롯데면세점, 디자인스토어, 벡스코 기념품점 입점
9. 롯데면세점 패밀리 콘서트 온더비치, 2015 마이스 페스티벌 참가
10. 부산디자인마켓 참가
11. 부산 선물 및 생활용품 전시 참가

제17회 부산관광기념품 공모전 결과
• 서류접수 및 작품접수 : 2015. 6. 29. ~ 7. 1.(3일간)
• 접수작품 : 89 작품
• 심사일자 : 2015. 7. 2.
• 심사위원 : 각 분야 전문가 10명
• 시상식 및 전시 : 2015. 7. 3.(시상식) / 2015. 7. 2. ~ 7.(전시)
• 전시장소 : (재) 부산디자인센터 1층 전시실
• 수상작 현황 : 총 22개 작품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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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회 부산관광기념품 공모전 수상내역
부문

일반

상격

이미지

작품명

작가명(업체명)

대상

감천 이야기

전영철
(선 세라믹 스튜디오)

금상

향기나는 광안대교

황재영
(영다포)

은상

부산과 감천문화마을
입체카드

박호근
(넓은뿌리 공작소)

동상

부산 북마크 외 3종

김광
((주)디자인엑스투)

동상

씨월드판타지
(seaworld fantasy)

김은경
(워크샵도자기작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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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

일반

상격

이미지

작품명

작가명(업체명)

특선

부산의 다리

송보경
(고담화실)

특선

부스템
(에코 보틀 램프)

김금제
(디트(D.I.T))

특선

부산 이미지 상품

김은정

입선

광안대교 12시

이동규, 김지윤

입선

불꽃

장미경
(앤드리.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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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

상격

이미지

작품명

작가명(업체명)

입선

Play ground

박이문
(디앤아이 커뮤니케이션)

입선

하트미역

이향진
(아이큐브)

특별상

7월의 동백꽃

이동규, 김지윤

입선

전통매듭공예품

계나리
(리듭)

입선

해운대 동백섬

김정미

일반

특별주제
(해운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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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

상격

특별주제
(해운대구)

작품명

작가명(업체명)

입선

해운대 바다 컵받침

김인경

특별주제
(낙동강)

특별상

낙동강 철새시리즈
핑거 토이

구리타유키

특별주제
(국제
영화제)

특별상

구름문양 장신구

윤정순
((주)세니니)

특선

부산 추억만들기

황정민, 남윤순

입선

부산을 새기다

강상현
(순간과 영원)

입선

가죽자개 명함지갑

조용황
(한국명품민예)

아이디어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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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범죄예방 환경 디자인 사업

사업기간

2015. 5. ~ 2016.4
사업비

850,000

부산지역 범죄예방 환경 디자인 개선을 통하여 시민 안
심과 만족도를 향상하고 범죄예방 환경 디자인을 확산
할 것입니다.

천 원(수탁)

사업내용

4개 대상지(동구 수정4동, 부산진구 부암1동,
사하구 신평1동, 동래구 칠산동)의 범죄예방
환경 디자인 개선을 통한 범죄예방 및 시민
불안감 해소
사업내용

사업 추진방법
•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지방경찰청, 구·주민센터, 전담
수행기업 협력 추진, 디자인센터에서 개발한 논리적 조사
분석 방법 적용

부산광역시(도시경관과)

추진일정
2015. 4. 범죄예방 환경 디자인 실무협의(부산시, 경찰, 디자인센터)
5. 부산시와 디자인센터 사업 위수탁 협약
6. 사업수행계획 수립
7. 수행기업 공모
8. 착수보고회 개최
9. 각 대상지별 주민설명회 개최, 조사분석
10. 중간보고회 개최
11. 디자인 개발
12. 최종보고회
2016. 1. 실시설계
2~3. 시공
4. 주민만족도 조사, 사업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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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추진단계
1차 조사·분석
범죄 조사
물리환경 조사
사회인구학적 조사
FGI 및 설문조사

대상지 특성 도출
우선사업대상지 도출

2차 조사·분석
세부구간 물리환경 조사
세부구간 불안감 조사

해결방안 도출
디자인·설계

시공

만족도 조사

세부구간 문제점 도출
환경 - 불안감 상관관계

관련사진
• 주민설명회

수정4동 주민설명회 및 주민의견 수렴

부암1동 주민설명회 및 주민의견 수렴

칠산동 주민설명회 및 주민의견 수렴

신평1동 주민설명회 및 주민의견 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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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문

• 디자인(안)

수정4동 주민설문

부암1동 주민설문

칠산동 주민설문

신평1동 주민설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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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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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관광기념품 개발사업

사업기간

2015. 2. ~ 12.
사업비

부산을 찾는 국·내외 관광객들이 부산을 연상할 수 있는 기
념품을 개발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관광마이스과의 수탁을
통해 부산관광기념품 개발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80,000

천원
(시비수탁, 부산광역시 관광마이스과)

부산을 대표하는 여러 관광지 중 시민들의 선호도 조사를 통

사업내용

하여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5개의 지역을 선정하였고, 5개

부산 브랜드 인식 확산을 위한 특색있는
부산관광기념품 개발

지역을 상징할 수 있는 건축물, 조형물, 풍경을 바탕으로 그
지역을 형상화한 다양한 이미지를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진
여러 타입의 이미지들을 바탕으로 대시민 선호도 조사를 실
시하였으며, 가장 많은 표를 받은 이미지가 부산의 대표이미
지로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5개 지역의 이미지를 통합하여, 부산을 상징하는 부산
대표이미지가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개발된 이미지들은 보조배터리, 자개병풍, 머그컵, 엽서 등에
적용되어, 총 13개 품목, 52종의 제품으로 완성되었습니다.
개발 후 두 차례 수요기관과의 설명회를 실시하여 수요처의
필요에 맞는 제품을 개발하고자 하였으며, 생산 업체 설명회
를 통하여 더 다양한 아이디어의 신제품을 개발하고자 노력
하였습니다.
2016년에는 부산관광기념품 공모전 사업을 통하여 기존의
개발 이미지를 활용한 더 다양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부산
대표이미지로서의 위치를 공고히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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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추진과정
2015. 2. 계획수립, 위·수탁 협약, 관광기념품 개발협의회 구성 및 1차회의
3. 용역추진계획 수립, 용역입찰(조달청),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4. 우선협상대상자 협상(개발범위, 목업제작 등) 및 계약
4.~ 8. 부산 이미지 개발 및 선호도 조사(시민, 전문가, 유통, 기관)
9.~ 12. 수요기관 설명회 개최(시·구청, 공사, 출자출연기관 등 20여 명 참석)
9.~10. 제품개발 및 시제품 제작
12. 생산업체 설명회 개최
12. 사업 완료보고

부산 대표이미지

부산 대표이미지

부산타워 + 자갈치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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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안리

해운대

영도대교+태종대

감천문화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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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개병풍 4폭 : 2종 / 자개병풍 3폭 : 1종

명함집 : 1종

시계 : 4종

조명 : 3종

휴대전화 배터리 : 5종

머그컵 : 5종

여권케이스 : 5종

티셔츠 : 5종

볼펜 : 1종

에코가방 : 5종

공책 : 5종

엽서 : 5종

색칠공부 : 5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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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벡스코CI 디자인 개발

사업기간

2015. 1. ~ 2016. 3.
사업비

벡스코 이미지의 미래방향과 목표를 제시하고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CI 관리·개선을 위한 전면 리뉴얼 및 대내외 사인
류 등의 통일성, 일관성 정립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였

120,000

천 원(민간수탁, 벡스코)

습니다.

사업내용

벡스코 CI 디자인 개발

과업의 범위
• 기본요소(Basic System)
- 마크, 로고타입, 시그니처, 공간규정, 지정서체, 그래픽모티브, 전용패턴, 색상규정,
색상활용, 금지규정, 엠블럼 등
• 응용요소(Application System)
- 서식류, 인사‧총무류, 프로모션류, 사인류 등
• 슬로건(Slogan) : 슬로건, 공간규정, 색상규정 및 활용, 적용사례 등
• 캐릭터(Character) : 캐릭터, 응용동작, 엠블럼 형 등
• 기타 : 마크, 로고타입, 전용 및 보조색상 등의 Reproduction Material
• 현 벡스코 내외부 사인류의 현황, 문제점 등 조사분석 및 향후 실행 가능한
벡스코 내외부 사인류 교체 및 적용(안) 제안

과업의 기본방향
• 벡스코의 미래비전과 발전방향에 부합하는 일괄된 이미지 표현
• 대내외 벡스코 이미지의 통일성, 일관성 정립을 위한 가이드라인 역할 수행
• World-class 전시컨벤션센터로서의 벡스코를 함축할 수 있는 체계적 아이덴티티(identity) 개발
• 향후 실행 가능한 벡스코 내외부 사인류 교체 및 적용(안) 제안
• 본 과업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기타 관계법령 및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시행

㈜벡스코CI 디자인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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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과정 (착수보고)

공공분야 디자인 지원
160

진행과정(중간보고)

㈜벡스코CI 디자인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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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과정(베이직 시스템 결정)

• 기존 심벌로고의 이미지를 탈피하여 가장 안정적인 정방형을 기본 디자인 요소로 도입함으로써 벡스코가
추진하는 사업의 처음과 끝이 일관되어 안정 속에서 완결을 이룬다는 의미를 시각화
• 로고 중앙의‘X’
자를 오픈타입으로 응용함은 좌우의 균형과 대칭 속에서 원활하게 조화되어 모두가 융합
된 핵심을 향하여 하나의 방향으로 변함없이 나아가는 방향성을 제시
• 벡스코 영문 이니셜인‘b’
자의 세로줄기 머리부의 곡선적용은 엄지손가락을 세운 형태의 이미지로써
세계의 기관에서 중심적 역할과 함께 가장 앞서는 리더의 모습을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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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구 공공청사 사인시스템
가이드라인 개발용역
사업기간

2015. 4. ~ 2016.10.
사업비

수요자 중심의 공공서비스 디자인을 도입하여 찾기 쉽고 인
지하기 쉬운 공공청사를 만들고, 해운대구의 정체성을 표현
하기 위한 공공청사 사인시스템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였다.

20,000

천 원(수탁, 해운대구청)

사업내용

해운대구 공공청사 사인시스템 가이드라인 개발

사업일정(안)
2015. 4. 용역업체 선정 및 착수보고회 준비
5. 착수보고회 개최
6. 중간보고회 개최
7. 디자인심의 개최
8. 최종보고회 개최
10. 성과품 납품

추진방향
• 찾기 쉽고 인지하기 쉬운 공공청사를 만들기 위한 사인시스템 가이드라인 개발
• 정부 3.0의 방향성에 부합(국민개개인 중심 / 확장된 민주성 / 능동적 공개·참여개방·공유·소통·협력)
• 공공서비스 디자인 개념 도입
- 행정서비스(수요자 중심) 개념을 도입한 사인시스템 개발
- 문제 발견, 아이디어 수립, 해결책 구체화, 적용
※수요자의 범위 : 국제도시·관광도시 등을 고려하여 해운대구민과 관광객 포함
• 해운대구 비전‘행복도시 해운대’반영한 디자인 제안

해운대구 공공청사 사인시스템 가이드라인 개발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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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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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결과물

• 옥외지주 사인

• 옥외종합정보안내 사인

해운대구 공공청사 사인시스템 가이드라인 개발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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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구 및 부서안내 사인

• 주차장유도 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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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놀이공원 조성사업

사업기간

2015. 6. ~ 7.
사업비

BNK금융그룹 희망나눔재단에서 추진 중인 어린이대공원
내 공공형 어린이놀이시설 네이밍 디자인 개발을 부산디자
인센터에서 총괄 운영하여 놀이시설 네이밍 디자인을 체계

20,000

천 원(민간수탁, 부산은행)

적으로 개발하였습니다.

사업내용

공공형 어린이놀이시설 및 네이밍 디자인 개발

사업내용
• 발주기관 : BNK금융그룹 희망나눔재단
• 개발내용 : 공공형 어린이놀이시설 및 네이밍 디자인 개발
• 추진방법 : 부산시 부지제공, 부산은행 사업비기부, 센터 재능기부
- 부산은행과 부산디자인센터 용역계약 체결
- 놀이시설 디자인 및 네이밍 디자인 등 용역 수행

사업 추진실적
• BNK금융그룹 희망나눔재단 용역계약 체결 : 2015. 6.(착수일로부터 2개월)
• 용역사 2개사(놀이시설, 네이밍) 선정 : 2015. 6.
• 착수보고회 및 수시보고회 개최(BNK금융그룹, 센터, 용역사)
• 공공형 어린이놀이시설 디자인 확정 : 2015. 7.
• 공공형 어린이놀이시설 네이밍 디자인 확정 : 2015. 7.
• 최종보고회 개최 : 2015. 7.
• 최종성과품 제출 및 용역 완료보고(사업비 정산) : 2015. 7.

어린이놀이공원 조성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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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놀이시설 디자인 개발
• 위치 : 부산진구 초읍동
어린이대공원 내 수원지
친수공간 주변
• 면적 : 2,000㎡

• 디자인 개발 세부내용

로켓놀이대

네트놀이대

돛단배 샤워장

광안대교 조형물

물고기 물놀이

로켓놀이대 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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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놀이시설 및 네이밍 디자인 개발
<네이밍 컨셉 :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공간의 즐거움을 의성어로 담아낸 독창적인 네이밍>
• 주로 아이들의 웃음을 표현하는 의성어인
‘키득키득’
을
‘키드(KID)’
와 연결시켜 이중적 의미 내포.
키득키득의 사전적 의미는
‘참다못해 입 속에서 자꾸 새어 나오는 웃음소리’
를 뜻하며,
‘너무 재미있어
웃음을 참지 못할 만큼 신나는 놀이공원’
이라는 긍정적인 의미를 전달. 독창적인 네이밍은 관심을 집중
시키고, 기억하기 쉬우므로 BNK놀이공원의 홍보도우미 역할 충족

어린이놀이공원 조성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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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놀이시설 최종디자인 및 기대효과
• 부산의 향수가 고스란히 남아있는 어린이대공원은 부산에 남아있는 대형공원 중 하나로 현재 남녀노소
부산시민 모두가 이용. 하지만 재작년 부산일보 기획기사에 노출되었던 부산의 놀이터 현실은 설치율이
서울의 4분의 1에 불과하였고, 주부 100명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85%가 아이들을 위한 놀이시설이
부족하다고 응답. 따라서, 본 사업에서 제안하는 2천㎡ 규모의 공공형 어린이공원 조성공사 놀이시설
디자인은 현시점에서 보다 적합한 공간
• 부산의 특징을 잘 살려 아이들에게 보다 친근하게 다가감으로써 교육형으로도 이용되며 진취적인 모습의
로켓놀이대는 아이들의 상상력 자극. 또한 부산의 산 지형을 기반으로 한 네트플레이와 오륙도 언덕은
아이들의 신체발달을 돕고 모험심 자극
• 바다의 도시 부산에 걸맞게 물놀이시설이 겸비된 놀이대는 바로 앞 대공원 저수지와 잘 어우러져 하절기
시즌 이슈화 되어 가족단위 방문객들에게 명소로 자리매김
• 놀이대를 중심으로 시야를 확보하여 디자인된 휴식공간은 아이들과 더불어 어른들 또한 함께 휴식하고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시민들이 자연스레 이곳을 찾을 것으로 예상
• 현재 어린이대공원 내에 갖추어진 시설과도 조화로운 본 사업은 지역의 자생적인 문화교류의 장으로
이어져 지역발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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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디자인마켓 운영

사업기간

2015. 1. ~ 12.
사업비

40,000

디자인 업체에게는 중소기업과의 비즈니스 및 마케팅 활동
을, 시민에게는 디자인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부산디자인
마켓이 2015년에도 업계와 시민의 호응 속에 행사를 성공적

천 원(민간수탁, 부산은행)

사업규모

상반기 1회, 하반기 5회 개최

으로 개최했습니다.
부산디자인마켓은 코리아 디자인 멤버십(KDM), 1인 창업기
업, 소규모 디자인기업의 비즈니스 및 마케팅 활동을 펼치기
위한 장터이자 축제입니다.
2015년 상반기에는 벡스코 앞마당에서 160개 업체가 참여
하였습니다. 하반기 디자인마켓은 부산디자인센터 앞마당
에서 10월 16일부터 11월 20일까지 주 1회(매주 금요일) 개
최하여 디자인 상품 판매와 버스킹 공연 등을 통해 센터 인근
지역에 활기를 불어넣었습니다. 마켓에 참여하는 디자이너의
제품·포장·마케팅·판로 등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지원
하여 부산디자인마켓을 통한 신진디자이너를 발굴하고 육성
하기 위한 시도였습니다. 디자인기업과 디자인을 필요로 하
는 중소기업이 상담과 계약을 체결하는 등 비즈니스의 장을
마련했고, 제품은 마켓을 방문한 소비자가 직접 구매도 하고
디자이너가 되어 제품을 만들어 보는 체험의 기회도 가졌습
니다.
부산디자인마켓은 우수한 디자인기업의 마케팅 지원을 통해
디자인과 중소기업의 협업으로 시너지 효과를 창출했고, 지
역 내 우수 디자인기업의 경쟁력을 높였으며, 시민들에게는
지역 디자인을 널리 알림으로써 명실공히 지역 디자인의 대
표적인 축제로 자리해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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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추진과정
2015. 4. 사업계획 수립
4. 상반기 참여업체 모집 및 접수(벡스코)
5. 부산디자인마켓 상반기 개최(5. 29. ~ 31. 3일간)
5.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 소싱박람회 참가(6. 10. ~ 11)
6. 롯데백화점 중소기업상생관“창조경제 드림플라자”품평회 참가(6. 18.)
8. 롯데백화점 Lovely Super Black Show 참가(8. 21. ~ 23)
9. 하반기 운영계획 수립 및 위탁운영자 모집
10.~11. 하반기 디자인마켓 개최(센터 앞마당, 10. 16. ~ 11. 20. 매주 금요일)

상반기 디자인마켓 추진실적
• 개최기간 : 2015. 5. 29. ~ 5. 31. (3일간)
• 개최장소 : (주)벡스코 1관 야외전시장
• 참가업체 : 160개 업체(참가비 없음)
• 추진 실적
구분

2013년도

2014년도 상반기

2015년도 상반기

비고

참가업체

83개 업체

86개 업체

160개 업체

74개 업체 증가

매출금액

50,000천 원

54,857천 원

55,579천 원

722천 원 증가

방문인원

18,000여 명

37,000여 명

35,470여 명

1,530여 명 감소

체험인원

1,450명

2,000여 명

1,980여 명

20여 명 감소

토크쇼

-

-

20개 업체

컨설팅

-

-

25개 업체

개최장소

벡스코

벡스코

벡스코

• 부대행사
<디자인 토크쇼>
- 목 적 : 디자인창업 성공사례, 창업아이디어 공유
- 일 시 : 2015. 5. 29. 14:00
- 장 소 : 디자인마켓 행사장(디자인쉼터)
- 참석자 : 마켓참가자 대상
- 토론자 : 오브젝트 유세미나 대표, 예감 이동훈 대표
- 참가자 : 20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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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컨설팅>
- 목 적 : 디자인마켓 판매상품 품질향상 도모
- 기 간 : 2015. 5. 29. ~ 30.
- 장 소 : 디자인마켓 행사장
- 자 문 : 오브젝트 유세미나 대표, 창조경제혁신센터 김태건 책임
- 참가자 : 25개 업체
• 마켓 참여업체 판로 개척 지원
- 추진목적 : 1인기업, 소상인, 공예작가 등 마켓참여업체 지속적인 판로 개척
<제2회 소싱박람회 참가>
- 기간 : 2015. 6. 10. ~ 11.
- 장소 :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 4층
- 개요 : 백화점, 마트 등 롯데유통계열사 6곳 국내외 MD 24명이 참여업체 애로사항 청취,
지원방향 결정
- 참여업체 : 다락별 등 18개 마켓 참여업체 참가(전체 100여 곳)
- 성과 : 제품특성에 맞는 유통방법과 추가상담 진행
<중소기업상생관 창조경제 드림플라자 부산품평회>
- 일시 : 2015. 6. 18. 14:00
- 장소 :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 4층 컨퍼런스룸
- 참여업체 : 디자인 컨설팅 참여업체 25개
- 평가위원 : 잡화콘텐츠개발담당 Chief Buyer, 부산본점 영스트리트 Floor장, 커뮤니케이션 담당매니저
- 성과 : 3개업체 입점(부산본점, 서울점)
<롯데백화점 Lovely Super Black Show 참가>
- 기간 : 2015. 8. 21. ~ 23.
- 장소 : 벡스코 제1전시장
- 참여업체 : 디자인 컨설팅 참여업체 20개, 부산관광기념품 공모전 수상작
- 성과 : 총매출 9,393,500원

디자인마켓 개최(상반기)

디자인마켓 참여업체 컨설팅(상반기)

롯데백화점 블랙데이 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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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디자인마켓 추진실적
• 개최기간 : 2015. 10. 16. ~ 11. 20.(매주 금요일, 주 1회)
• 개최장소 : 센터 앞마당
• 운영방법 : 청년창업기업 위탁운영
• 참가업체 : 190여 개 업체
• 마켓 성과 : 센텀지역 직장인을 위한 문화행사로 자리 잡을 것으로 예상되며, 판로개척 및 고객응대방법
교육, 비즈니스 기회 제공으로 참여업체 역량 강화

하반기 디자인마켓 판매 및 공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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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디자인관광상품 판로지원

사업기간

2015. 1. ~ 12.
판매처

부산롯데면세점, 벡스코 기념품점

센터에서 매년 운영하는 부산관광기념품 공모전 수상작, 1인
기업·디자인전문회사의 디자인 상품에 대한 공공기관과 시
민의 관심이 많아지면서 부산지역 소규모 디자인 관련 업체
의 시장 판로를 지원하는 부산디자인관광상품점을 운영하였
습니다.
센터는 2015년 3월에는 벡스코 본관 1층 기념품점 GIFT B
에서, 6월에는 부산롯데호텔 롯데면세점 8층 민예품판매처
에서 부산디자인관광상품 판매를 시작하였습니다. 부산디자
인관광상품점은 부산지역 중소상인 30여 개 업체의 제품
300여 종이 입점되어 있습니다.

사업 추진과정
2014. 5.~10. 롯데면세점 판매수수료 협의
11.~12. 롯데면세점 입점 수요조사(1차)
2015.

2. 벡스코 GIFT B 입점 관련 협의
2. 롯데면세점 입점기업 수요조사(2차)
2.~3. 롯데면세점 입점기업 모집공고(2차)
3. 롯데면세점 입점기업 품평회 개최(2차)
5. 롯데면세점 입점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 부산디자인센터, 부산관광공사, 부산 롯데면세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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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면세점 입점제품
순번

업체명

판매품

1

디자인부산

문구류 17종

2

옻칠랩

옻칠 주전자 등
23종

3

(재)부산디자인센터
리사이클 상품

고등어 책갈피 등
13종

4

조내기고구마

고구마 카라멜 등
4종

5

콘텐츠코어(주)

문구류 등 5종

6

데이드리머

3D LED 테이블
스탠드 9종

공공분야 디자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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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업체명

판매품

7

티오알앤디랩스

서퍼보드

8

YEH

은반지 등
액세서리 5종

9

쿠카

과자 등 5종

10

(주)아이온디자인

보조도구 2종

11

해청원

씨위드 카카오 등
2종

12

디오유오

생활소품 1종

13

부산관광기념품 공모전
수상작

감천문화마을 도자기,
명함집, 북마크, 머그컵,
가죽 액세서리 등 60여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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벡스코 GIFT B 입점제품
업체명

판매품

J 아네스

트윌리 스카프

한양나전

나전칠기 등

콘텐츠코어(주)

문구류 등 5종

비고

제16회
부산관광기념품
공모전 수상작

디자인부산

문구류 17종

조내기고구마

고구마 카라멜 등 4종

여목화랑

우산, 열쇠고리 등

공공분야 디자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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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판매품

순간과 영원

엽서 등

해청원

씨위드 카카오 등 2종

비고

제16회
부산관광기념품
공모전 수상작

김향미

부산바다 컵 등

마이너스원

시계 등

옻칠랩

옻칠 주전자 등 23종

에코 창업기업

토미디자인

열쇠고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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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판매품

비고

리엘라디자인

광안대교 목걸이 등

에코 창업기업,
사회적기업

페이블디자인

종이인형 등

사회적기업

(재)부산디자인센터
리사이클 상품

고등어 책갈피 등
13종

제16회
부산관광기념품
공모전 수상작

데이드리머

3D LED
테이블 스탠드 9종

디자인기업

티오알앤디랩스

서퍼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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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디자인 탐사단 운영

사업기간

2015. 2.~ 8.
사업비

50,000

부산을 정감 있고 아름다운 도시로 가꾸기 위해 도시 디자인
탐사단을 운영, 도시 디자인에 대한 가치를 높이고, 경쟁력
있는 도시환경을 만드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했습

천 원(자체사업)

사업규모

도시 디자인 탐사단 17명 활동 지원

니다.
이는 지속 가능한 도시 디자인에 대한 올바른 인식 함양을
통해 지역주민의 생활과 경제활동을 반영한 정감 있고 아름
다운 도시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개선사항을 도출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015년도 도시 디자인 탐사단의 탐사지역은 사전 16개 구·
군의 협조로 탐사지역 선정 신청서를 제출한 해운대구의 작
은 어촌마을인 ‘청사포 일대’와 동래구의 전통시장인 ‘야문터
일대’를 선정 후, 도시 디자인 탐사단 5기 17명을 선발했습
니다.
2월부터 8월까지 활동을 벌인 도시 디자인 탐사단은 2개 팀
으로 나눠 ‘청사포 일대’와 ‘야문터 일대’를 직접 발로 뛰며 주
민을 만나고, 구석구석 지역을 탐사하면서 객관적인 자료 수
집과 분석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고, 환경과 어우러지는 도시
디자인 방안을 모색해 나갔습니다.
그 결과, 전공이 다양한 탐사단원의 시각을 통해서 충분한
현장조사와 현황파악으로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역주민의
생활과 지역환경적 특징을 반영할 수 있는 아이템을 제안해
소기의 성과를 도출해냈습니다.

도시 디자인 탐사단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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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추진과정
2015. 2.~3. 도시 디자인 탐사단 모집 및 사업지 협의
3. 제5기 선발 및 발대식
3.~5. 도시 디자인 관련 세미나 1~3차 탐사활동 및 리뷰
6. 제5기 탐사 팀별 중간보고회
7. 피드백, 내용검토 및 최종보고자료 작성
7. 제5기 탐사 팀별 최종보고회
8. 최종보고회 의견수렴
12. 도시 디자인 탐사단 매거진 7호 발간

대상지 현황
• 동래구 동래시장 : 야문터 일대
• 해운대구 작은 어촌마을 : 청사포 일대

도시 디자인 탐사단 결과 내용
구분

내용
1. 공터 활용

동래구팀

2. 공·폐가 활용

마을주민 휴식공간 제공
빗물정원 조성 통해 폭우 시 재난방지
마을텃밭 이용한 마을공동체 활성화
쉐어하우스 통한 방문객 유입
문화재에 대한 관심 유발

3. 마을지도 제작 배포

외부인 유입 통한 마을 활력 증진
복잡한 골목의 길잡이 역할

해운대구팀

1. 버스정류장

버스정류장 재디자인, 마을 게시판

2. 플리마켓

철길 주변 컨테이너 박스 활용한 체험형 공방, 옥상 전망대 활용

3. 철길산책로

LED조명 및 데크 설치

4. 쉼터

철길 주변에 조명 포함 벤치 설치

5. 미디어, 전망대

절벽을 활용한 야외 영화관 운영

6. 플로팅 카페

플로팅 카페 설치(선상파티 등 프로그램 운영)

7. 씨푸드 레스토랑

가족단위 관광객 유도

8. 풍등 날리기

연례행사 개최

9. 등대

등대 재디자인 통한 볼거리 제공

10. 미디어 로드

등대로 가는 길 미디어 로드 설치

공공분야 디자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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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사진(도시 디자인 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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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환경미화원 근무복
가이드라인 개발
사업기간

2015. 6.~ 2016. 2.
사업비

80,000

부산시 환경미화원 근무자의 안전성 확보와 근무자로서의 근
무자세 확립, 자부심 고취와 부산의 도시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 근무복 가이드라인 개발을 목표로 합니다.

천 원(자체)

사업규모

부산시 16개 구․군청 직영
환경미화원 근무복 가이드라인 개발

현재 부산시 16개 구․군청별로 지급되는 환경미화원의 근무
복은 근무자의 요구에 따라 근무복을 지급하고 공통으로 조
끼를 지급하고 있으나, 착용하고 있는 조끼의 형광띠 부분의
성능과 재질이 좋지 않아 주․야간 근무시 안전에 취약한 현실
입니다.
규정된 근무복 없이 조끼만 착용하고 있으므로 일반근로자
들과의 차별성, 16개 구․군청 환경미화원 근무자의 근무자세
및 소속감을 제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요 개발방향은 부산시의 도시비전과 목표, 해양․관광도시
이미지를 명확히 보여줄 수 있는 디자인, 주요내용으로는 국
내․외 사례조사 및 분석, 근무복에 대한 구분, 형상, 제식, 재
질, 분석 등이며, 2015년 10월 용역업체 선정 및 착수보고회
를 거쳐 현재까지 선정된 1차디자인(안)으로 시제품 제작단
계에 있으며, 중간보고회와 최종보고회를 거쳐 가이드라인
개발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향후 부산시 자원봉사자, 문화해설사 근무복 가이드라인 개
발을 위한 설문조사를 통해 수요를 도출하여 부산시의 공공
디자인 수준 향상과 도시이미지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
력할 계획입니다.

부산시 환경미화원 근무복 가이드라인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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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추진일정
2015. 9. 부산시 환경미화원 근무복 가이드라인 개발계획 보고 및 사업공고
10. 제안서 접수, 선정평가 및 착수보고
11. 환경미화원 근무복 디자인 가이드라인 개발 관련 운영위원회 구성
12. 1차 운영위원회 개최
2016. 1. 부산시장·부시장 추진현황 보고, 시제품 제작
2. 중간보고 및 최종보고회 개최
3. 가이드라인 개발 결과보고 및 부산시 관련부서 적용 의뢰

선정위원회

1차운영위원회

디자인 가이드라인 개발내용
• 동환경미화원의 근무복 착용
(실제 착용자 중심의 생활과 패션)
• 패션 + 안전의 극대화 + 실용성
• 부산의 과거와 현재를 담다(감천문화마을)
상징을 담다(부산 갈매기)
열정을 담다(파도, 물결)

부산광역시 환경미화원 근무복 이미지 맵

부시장보고

공공분야 디자인 지원
186

• 디자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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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제품 개발 최종디자인 선정(안)

기대효과
• 환경미화원 근무자의 안전과 근무자세 확립 및 자부심 고취
• 부산시민의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감 증대
• 부산시의 도시이미지, 친밀감, 신뢰감 향상

향후계획
• 부산시 16개 구·군청 환경미화원 근무복 가이드라인을 적용
• 부산시 규칙·규정 제정 후 16개 구·군청 적용안내 및 지도감독(자원순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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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로변 커뮤니티 뉴딜사업

사업기간

2014.10.~ 2015. 9.
사업비

1,000,000
위탁기관

부산광역시 도시재생과

부산디자인센터는 부산시로부터 철로변 커뮤니티 뉴딜사업을
2014년 10월에 위탁받아 주민공동체 회복을 통한 부산 최초
의 철로변 재생사업인 철로변 커뮤니티 뉴딜사업을 2015년

천원

9월에 완료하였습니다.
철로변 커뮤니티 뉴딜사업은 동구 범일2동 부산진시장 인근,
사상구 덕포1동 덕포여중 인근, 사상구 주례1동 온골마을,
해운대구 우2동 우동시장 등 4곳을 대상으로 시비 1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부산시와 (재)부산디자인센터 간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 2015년 초부터 14차례 회의, 17개 유관기
관과의 업무협조, 7건의 토지이용동의서 확보, 20여 차례
주민설명회를 거쳐 기본설계부터 공사까지 약 8개월에 걸쳐
진행되었습니다.

철로변 커뮤니티 뉴딜사업
189

부산의 철로변은 해운대 신시가지 상주인구의 2배가 넘는 약 45만 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부산
시 기초생활수급자 비율의 2배가 넘는 저소득계층이 밀집하고 있는 상황이나 주거 및 복지에 대한
정책은 미비한 상황입니다. 더구나 동을 구분하는 물리적 경계에 철도가 위치하고 있어, 상대적인
행정의 사각지대로 관리가 시급한 도심의 주거지입니다.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동구 범일2동 부산진시장 인근 굴다리 옆 철도 유휴지 내 건축연면적
316.87㎡ 지상 2층 규모의 공간에 섬유패션 관련 산업 활성화 및 청년창업 지원을 위한 ‘패션비즈
스퀘어’를 조성하였습니다. 이 시설은 한국철도시설공단과 협의하여 철도 유휴부지에 주민커뮤
니티시설 및 창업공간으로 복합구축되었으며, 토지매입비 없이 연간 250만 원의 임대료만으로
지속 가능한 거점공간을 확보하였습니다. 철로변을 활용한 창업‧주민커뮤니티시설로써는 ‘전국
최초’입니다.
이 공간은 섬유패션 관련 종사자들이 모여 정보를 교류하고 신규 디자인 상품을 개발하는 거점공
간으로 활용되며, 공모를 통해 선정된 디자이너 5팀이 입주하였습니다. 디자이너들은 2층 창업공
간에서 여성복, 가죽, 가방, 신발, 홈패션 등 다양한 분야의 제품을 진시장이나 인근 봉제업체와 협
업하여 개발하고 있습니다.
사상구 덕포1동 덕포여중 인근의 무허가 건물을 리모델링해 ‘갤러리부엌’을 만들어 65세 이상 노인
과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반찬 무료제공 및 자체브랜드 반찬판매를 통해 마을기업 육성의 발
판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지역의 특성과 주민의견을 수렴해 덕포여중 통학로 컬러아스팔트 및 패턴 설치와 골목길
담장철조망 제거 및 공장벽면 개선, 그리고 골목길 보안등을 설치하여 주민들이 안심하면서 통행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사상구 주례1동 온골마을은 골목길 개선과 아울러 쓰레기 등으로 훼손된 3개 공·폐가를 철거
하고, 이곳에 ‘안심 거점’ 역할을 하는 행복쉼터를 설치하였습니다.
해운대구 우2동 우동시장은 시장 중간에 방치된 공터를 휴게공간으로 조성하여 상인들의 거점
공간은 물론 이용객들에게도 쉼터 역할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사업의 취지는 단순한 낙후환경 개선에서 한 발 더 나아가 거점공간을 중심으로 주민커뮤니
티 활성화 및 창업과 지역 내 일자리를 창출한 것에 의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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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일정
2014.10. 위·수탁 사업협약(부산광역시, (재)부산디자인센터)
10. 사업계획서 제출
11. 용역공고
12. 용역업체 선정
2015. 1. 용역계약 및 착수보고회
1.~4. 2차 MP회의~9차 MP회의
4. 중간보고회
5. 10차 MP회의
8. 최종보고회 개최
11. 패션비즈스퀘어 개소식

개선 사진
• 사상구 덕포1동 덕포여중 인근

공장벽면 개선 전

공장벽면 개선 후

마을부엌 개선 전

마을부엌 개선 후

철로변 커뮤니티 뉴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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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상구 주례1동 온골마을

사업 전

사업 후

• 해운대구 우2동 우동시장

사업 전

사업 후

• 주민설명회

주민설명회

주민설명회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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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구 범일2동 부산진시장 인근

시공 전

시공 중 1

시공 중 2

완료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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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소식 사진

Business Support Project

2015 재단법인 부산디자인센터 연차보고서
Design Center Busan Annual Report 2015

신규 수탁사업
유치 극대화

_ 2015년 문화기술연구개발 지원사업
_ 창업맞춤형사업화 지원사업
_ 부산교통공사 홍보영상물 제작용역
_ 디자인기반 구축사업
_ 유니티3D엔진 전문인력 양성사업
_ 사회공헌 근무복 디자인 제작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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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문화기술연구개발 지원사업

사업기간

2015. 6.~ 2018. 3.
사업비

3,220,000

문화기술연구개발 지원사업은 산업현장의 다양한 의류 디자
인에서 사용되는 2D패턴 캐드와 3D드레이프 시뮬레이션
모델 작업방식의 개선이 목적입니다.

천원

위탁기관

피드백형 패스트패션 플랫폼 구축을 위한 패턴
템플릿 기반 3D CAD 기술개발 사업

개발 플랫폼은 패턴 템플릿을 기반으로 재구성한 새로운 개
념의 솔루션을 의미하며, 이는 최근 급변하는 소비자 기호를
파악하여 빠르게 대응할 수 있고, 창의적 디자인 적용이 가능
하여 기존 토털패션산업의 제품개발과 생산공정 전반에
효율성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됩니다.
문화기술연구개발 지원사업은 부산디자인센터를 주관기관
으로 하여, 3D드레이프 시뮬레이션 관련 대표기업인 클로버
추얼패션과 2D패턴 캐드 개발 대표기업인 유스하이텍을 공
동연구기관으로 협업하여 3년 동안 연구개발이 진행될 계획
입니다.
본 사업에서는 부산디자인센터의 플랫폼 운영 및 데이터
베이스 구축, 클로버추얼패션의 템플릿기반 3D의상 디자인
시스템 개발, 유스하이텍의 시스템 인터페이스 개발 등의 지
속적으로 진행하여 국내외 최초 기술개발 및 서비스 플랫폼
운영 등 개발기술의 사업화모델(BM)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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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추진일정
2015. 6. 문화기술연구개발 지원사업 주관기관 선정
11. 한국의류산업학회 연구논문 포스터 발표
2016. 3. CHIC 2016 프로토타입 테스트
4. 2차년 과제 시작
5. 1차년 과제 최종 결과보고서 제출
10. 2차년 서비스 플랫폼 공개 테스트
2017. 4. 3차년 과제 시작
5. 2차년 과제 최종 결과보고서 제출
12. 3차년 서비스 플랫폼 운영
2018. 3. 과제 종료(5년간 연구개발 활용계획서 제출)
5. 3차년 연구개발 최종 결과보고서 제출

연구개발 내용
• 패턴 템플릿 생성기술 개발
- 단일 패턴을 포함하는 템플릿의 생성기술 개발
• 패턴 템플릿 조합기술 개발
- 단일 패턴을 포함하는 템플릿의 자동 재봉

패턴 템플릿 생성기술

패턴 템플릿 조합기술

신규 수탁사업 유치 극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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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D패턴 절개기술 개발
- 3D곡면 상에 라인 작성, 다트 생성 및 절개
• 3D뷰어 개발
- 3D모델을 화면에 표시, 네비게이션, 뷰옵션 기능 제공
• 3D 기반 작업지시서 개발
- 3D모델로부터 작업지시서 내용 자동기입

3D패턴 절개기술

3D뷰어 개발

3D패턴 절개기술

서비스 플랫폼 운영 BM 모델 목표
• 데이터베이스 제공
- 패턴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사용자도 개발 플랫폼 이용 시, 콘텐츠 공급자들이 제공하는 데이터베이
스를 활용하여 의상 디자인 가능
- 의류산업 생산자 및 판매자의 데이터베이스 공유 및 활용 가능
• 쉽고 편리한 접근
- 플랫폼을 활용한 원단, 부자재, 샘플제작 업체를 연결, 개인 및 기업의 디자이너 작품 제작이 원스톱
진행 가능
- 전문 디자이너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의상 디자인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 전문 디자이너와 쉬운
연계구조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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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M을 통한 이윤창출
- 제작된 의상은 온라인 마켓을 이용하여 시장의 반응을 확인하고 직접 판매까지 연결
- 사용자와 콘텐츠 공급자 및 생산자 간 거래에서 중간 수수료를 받는 구조를 만들고 사용자가 디자인한
의상을 마켓 판매로 연결하여 수익을 만드는 구조

언론 보도
• 뉴시스 - 부산시,‘섬유패션산업 국가지원사업’2건 선정
• 서울경제 - 부산시, 스마트패션 신흥거점 날개 달아
• 휴먼누리 - 부산시, 스마트패션 신흥거점 날개 달아
• 서울경제TV - 부산시, 스마트패션 신흥거점 날개 달아
• 연합뉴스 - 스마트패션 거점 부산, 섬유패션 국가지원사업 2건 추진
• IBS중앙방송 - 부산시, 스마트패션 신흥거점 날개 달아
• 매일경제신문 - 스마트패션 거점 부산, 섬유패션 국가지원사업 2건 추진
• 파이낸셜뉴스 - 부산, 스마트패션 산업화‘날개’
• 중앙일보 - 부산시, 섬유패션산업 국가지원사업 2건 선정
• 리더스경제신문 - 부산시, 미래 먹거리 챙기기‘분주’
• 뉴데일리 - 부산시, 섬유패션산업 국가지원사업 2건 선정
• 아시아뉴스통신 - 부산시, 스마트토털패션 창업사관 운영사업 추진
• CNB뉴스 - 부산시, 섬유패션산업 국가지원사업 2건 선정
• 아주경제 - 부산시, 스마트패션 중심도시 발판 마련, 국가지원사업 2건 선정
• 환경일보 - 부산시, 스마트패션 신흥거점 날개 달아
• 불교뉴스 - 부산시, 스마트패션 신흥거점 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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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맞춤형사업화 지원사업

사업기간

2015. 6.~ 2018. 6.
사업비

3,750,000

천원
(국비 3,000천 원, 시비 300천 원,
민간 현물 450천 원)

주최/주관

중소기업청, 창업진흥원

중소기업청, 창업진흥원 주관의 창업맞춤형사업화 지원사업
주관기관으로 선정되어, 2015년도에 21개 창업기업과 협
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창업기업의 성공적인 사업화 지원을
위하여 사업화 자금지원, 특화프로그램 및 멘토링 서비스
제공 등 다양한 자원연계를 통한 엑셀러레이팅을 진행하였
습니다. 토털패션 분야 창업 3년 미만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
아이템 경쟁력 및 사업모델 차별화 가능성이 높은 창업 초기
기업을 발굴·육성하였습니다.
창업맞춤형사업화 지원사업은 사업아이템의 경쟁력과 사업
모델 차별화 가능성이 높은 창업 초기기업을 발굴하여 시장
전문가 멘토링, 사업모델(Business Model) 개발, 아이템
검증·개발, 시장진입 등을 도와 빠른 수익창출을 실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청과 창업진흥원의 위탁을 받아 운영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부산디자인센터는 성공적인 사업화 지원을 위하여 부산광역
시, ㈜유스하이텍, ㈜클로버추얼패션, 한국의류시험연구원,
한·중 섬유패션연구원, 동명대학교, 한국경제혁신연구원과
협력인프라를 구축하고, 창업 3년 이내 공예‧디자인 관련 기
업 21곳과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협약을 체결한 21개 기업
은 협약일로부터 1년간 사업화 자금, CHIC 공동관 참가,
2D/3D 패션 CAD 교육 등의 프로그램을 지원받게 되며,
지속적인 관리를 위한 멘토링 서비스가 3년간 제공됩니다.
이와 더불어 지역 패션산업 진흥 및 공예‧디자인기업 육성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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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추진일정
2015. 6. 창업진흥원 - 부산디자인센터 간 협약체결
7.~11. 창업기업 1, 2, 3차 모집·평가를 통해 최종 21개 창업기업 선정
12. 창업맞춤형 사업화 캠프 운영
12. 2D/3D패턴 CAD 활용교육(기초과정) 운영
2016. 1. 영남권협의회 출범식 및 공통 특화교육 운영
2. 2D/3D패턴 CAD 활용교육(심화과정) 운영
3. 중국 시장 판로개척 마케팅프로그램 운영
4. 바이어 미팅 및 기업IR 캠프 운영

사업 추진성과
• 멘토링 및 교육 : 179회 416시간
• 총매출액 : 692,122천 원

주요 지원내용
• 사업화 자금지원
- 시장진입(개척 및 확대), 네트워킹, 사업아이템 검증 및 개발 등 사업화 과정에서 필요한 자금을 지원
• 특화프로그램
- CHIC 2016 공동관 참가, 2D/3D패션 CAD 활용교육 등
공예 디자인기업의 사업화를 가속화할 수 있는 특화프로그램 운영
• 멘토링 서비스
- 사업모델(BM) 개발 및 경영전략 구축을 위한 전담멘토 지정 및 정기 멘토링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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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자(팀) 육성현황
구분

창업사업명

대표자

창업아이템

1

이상

윤이강

세계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韓(한) Style을 제시하는 남녀 패션 브랜드

2

파파디자인

김현숙

가죽제품 제작기술을 이용한 패션잡화 브랜드의 사업화

3

그라핀

조성익

EVA패션 해양레포츠 안전모

4

아이덴바움

최동원

한복 디자인 요소를 현대적으로 융합한 여성복 디자인 브랜드
‘ARIYA SACCA’

5

주식회사 덤퍼

이장명

DUMPER 브랜드 스포츠 & 패션 풋웨어

6

배오인더스트리즈

배상욱

헌 셔츠와 청바지로 제조하는 리사이클 페이크 가죽 가방

7

(주)다이음

박경종

마케팅으로 고민하는 소상공인을 위한 블로그 마케팅 자동 솔루션 구축

8

봄비

이보형

감성적 무드의 밀리터리 기반 유니섹스 의류

9

(주)3D스튜디오모아

김승현

3D모델과 3D프린팅 기술을 이용한 피팅마네킹 3D원형 파일 및
실제 마네킹 제작

10

앱스튜디오

유경록

지하철 노선도에서의 지하철 진행 시각화 모바일 서비스

11

제니제이

김선영

한국의 미를 가미한 퓨전 치파오

12

스윙바이더나비

한소희

3D소프트웨어를 활용한 여성복 및 엄마와 아이의 커플 의류

13

블링크

인성용

미니멀플리즈–디지털 패턴과 인쇄물을 이용한 가방 및 액세서리 제작

14

프린마틱

이항길

온오프 자체제작 패턴 상품 백화점

15

디자인스튜디오 임성묵

임성묵

단일 패턴으로 구성된 모듈을 접어 형태, 크기, 방식을 구성할 수 있는
가방 개발사업

16

센세이션

조수환

수입 원단을 사용하여 유니크한 모자 및 잡화 제작

17

인더비하이브

김수정

에코 & 슬로우 라이프를 지향하는 활용도가 간편한 패브릭 포스터

18

기억의 가게

유은정

타깃 맞춤형 스토리텔링 실버 주얼리 브랜드–Moment of Us

19

라운더바웃

송승연

라이프 스타일(사용자 행태)을 기반으로 한 기능성 가방

20

바이미

추유미

신소재 및 신기술을 통한 패셔너블한 기능성 스마트 패션의류

21

페고

한지혜

암수양면 스냅단추를 이용한 분할
·조립 가능한 디자인 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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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명

이상

대표자

윤이강, 석미성

아이템

세계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韓(한) Style을 제시하는 남녀 패션 브랜드

아이템 소개

새로운 것을 원하고 한국에 관심이 있는 국내외 20~30대 소비자를 대상으로
‘이상’
만의 심플하고 유니크한 스타일을 제시

아이템 이미지

기업명

파파디자인

대표자

김현숙

아이템

가죽제품 제작기술을 이용한 패션잡화 브랜드의 사업화

아이템 소개

기존의 금속틀이 아닌 목형틀을 이용하여 가죽을 성형하고, 목형틀을 디자인의
한 부분으로 특화시킨 가죽제품

아이템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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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명

그라핀

대표자

조성익

아이템

EVA패션 해양레포츠 안전모

아이템 소개

비치 컬처(beach culture)를 주제로 트렌디한 디자인 상품을 만들어 내는 브랜드로,
해양레포츠 활동 시 충격완화를 위한 EVA 발포 고무 소재 물놀이용 모자 개발

아이템 이미지

기업명

아이덴바움

대표자

최동원

아이템

한복 디자인 요소를 현대적으로 융합한 여성복 디자인 브랜드‘ARIYA SACCA’

아이템 소개
아이템 이미지

‘ARIYA SACCA’
는 한복을 단순히 재해석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복이 갖는 여러 가지 디자인 요소를 현대적으로 접목한 브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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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명

주식회사 덤퍼

대표자

이장명

아이템

DUMPER 브랜드 스포츠 & 패션 풋웨어

아이템 소개

Mr. DUMPER는 스포츠와 패션을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 상품으로
‘DUMPER’
만의 ARCH SYSTEM을 적용하여 신발의 자체적인 견고함을 제공

아이템 이미지

기업명

배오인더스트리즈

대표자

배상욱

아이템

헌 셔츠와 청바지로 제조하는 리사이클 페이크 가죽 가방

아이템 소개

유행이 지나거나 손상되어 입지 못하는 셔츠를 자사의 특수기술로 재가공한
가죽과 비슷한 느낌과 강도의 재활용 가방

아이템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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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명

(주)다이음

대표자

박경종

아이템

마케팅으로 고민하는 소상공인을 위한 블로그 마케팅 자동 솔루션 구축

아이템 소개

소상공인과 1인 기업들이 온라인 마케팅으로 인해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쉽고 편리한 블로그 마케팅 자동화 솔루션

아이템 이미지

기업명

봄비

대표자

이보형

아이템

감성적 무드의 밀리터리 기반 유니섹스 의류

아이템 소개

감성적 무드와 밀리터리 기반의 매니시함을 느낄 수 있는
유니섹스 브랜드

아이템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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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명

(주)3D스튜디오모아

대표자

김승현

아이템

3D모델과 3D프린팅 기술을 이용한 피팅마네킹 3D원형 파일 및 실제 마네킹 제작

아이템 소개

3D스캔과 3D프린팅 기술을 활용하여 한국인의 체형에 맞는
3D더미 및 마네킹 제작

아이템 이미지

기업명

앱스튜디오

대표자

유경록

아이템

지하철 노선도에서의 지하철 진행 시각화 모바일 서비스

아이템 소개

지하철 노선도에 직접 열차의 위치를 표시하여 지하철이 어디쯤인 지
시각적으로 파악이 가능한 모바일 서비스

아이템 이미지

신규 수탁사업 유치 극대화
208

기업명

제니제이

대표자

김선영

아이템

한국의 미를 가미한 퓨전 치파오

아이템 소개

한국의 미를 가미한 새롭고 매력적인 치파오 제품으로, 기존에 쓰이던
치파오 원단과는 다른 한국의 원단을 치파오 디자인에 활용

아이템 이미지

기업명

스윙바이더나비

대표자

한소희

아이템

3D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여성복 및 엄마와 아이 커플 의류

아이템 소개
아이템 이미지

‘나비의 날개짓이 태평양을 건너 태풍이 된다’
는 나비효과처럼 패션에 대한 작은 변화
하나가 삶을 다르게 만들 것이라는 스토리로 디자인을 전개하는 여성복 브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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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명

블링크

대표자

인성용

아이템

미니멀플리즈 – 디지털 패턴과 인쇄물을 이용한 가방 및 액세서리 제작

아이템 소개

미니멀플리즈는 종이라는 흔치않은 소재와 앤디워홀이 애용했던 판화기법을 이용해
다양한 종류의 가방을 유머러스하게 재해석한 컨템포러리 브랜드

아이템 이미지

기업명

프린마틱

대표자

이항길

아이템

온오프 자체제작 패턴 상품 백화점

아이템 소개

자체제작한 패턴 디자인 상품으로 패턴 디자인을 그룹화하고
전문적으로 패턴 제품을 판매

아이템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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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명

디자인스튜디오 임성묵

대표자

임성묵

아이템

단일 패턴으로 구성된 모듈을 접어 형태, 크기, 방식을 구성할 수 있는 가방 개발사업

아이템 소개

사용자의 참여로 새로운 크기, 형태, 방식의 디자인과 콘텐츠가
만들어지는 가방

아이템 이미지

기업명

센세이션

대표자

조수환

아이템

수입 원단을 사용하여 유니크한 모자 및 잡화 제작

아이템 소개
아이템 이미지

‘더짐’
은 모자전문 브랜드로 스냅백, 캠프캡, 파나마햇, 플로피햇, 군모 등
다양한 모자를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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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명

인더비하이브

대표자

김수정

아이템

에코 & 슬로우 라이프를 지향하는 활용도가 간편한 패브릭 포스터

아이템 소개

패브릭 위에 아티스트들의 아트웍을 프린팅하여 일상에서도 쉽게 작가와 소통하고,
주방 패브릭 용도로도 사용 가능한 포스터

아이템 이미지

기업명

모먼트 오브 어스

대표자

유은정

아이템

타깃 맞춤형 스토리텔링 실버 주얼리 브랜드–Moment of Us

아이템 소개

아기 때부터 노년까지 라이프사이클을 따라 특별한 날 함께 하는
주얼리 브랜드

아이템 이미지

신규 수탁사업 유치 극대화
212

기업명

라운더바웃

대표자

송승연

아이템

라이프 스타일(사용자 행태)을 기반으로 한 기능성 가방

아이템 소개

친환경적인 라이프 스타일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행태를 중심으로 고안된 가방으로,
하나의 가방으로 다양한 스타일 연출 가능

아이템 이미지

기업명

바이미

대표자

추유미

아이템

신소재 및 신기술을 통한 패셔너블한 기능성 스마트 패션의류

아이템 소개

단순히 기능성만을 강조한 것이 아니라, 패셔너블한 디자인과 데일리웨어로서의
착장범위를 가진 스마트 패션의류

아이템 이미지

창업맞춤형사업화 지원사업
213

기업명

페고

대표자

한지혜, 허석현

아이템

암수양면 스냅단추를 이용한 분할·조립 가능한 디자인 개발사업

아이템 소개

자체개발한 스냅단추를 이용하여 커스터마이즈가 가능한 가방

아이템 이미지

• 2015-06-22 신정훈 기자

스마트패션 거점 부산, 섬유패션 국가지원사업 2건 추진
부산시는 섬유패션산업 활성화 관련, 국가지원사업인 문화체육관광부‘스마트 패션 디자인혁신 플랫폼 구축사
업’
과 중소기업청‘스마트 토털 패션 창업사관 운영사업’
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스마트패션 플랫폼 사업은
현재 의상 디자인기술에서 사용하는 2D-CAD와 3D 시뮬레이션 방식을 템플릿 기반으로 재구성해 패스트패션
경향과 협업 네트워크를 지향하는‘3D 의상 디자인 플랫폼’개발사업을 말한다.
6월부터 2018년 3월까지 33억 원(국비 24억 원, 민간 현금 9천만 원, 민간 현물 8억1천 원)이 투입된다. 토털
패션 사업은 패션, 영상, 제조, 정보기술(IT) 등 토털 패션 분야 창업업체를 대상으로 3D 패션 CAD로 특화된 엑
셀러레이팅과 멘토링 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6월부터 2018년 6월까지 37억5천만원(국비 30억 원, 시비 3억 원,
민간 현물 4억5천만 원)이 소요된다.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연계를 통한 토털 패션 산업의 세계시장 선점이라는
시너지 효과와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 좋은 일자리 창출 효과가 기대된다. 두 사업 모두 부산디자인센터, 클로버
추얼패션, 유스하이텍 컨소시엄을 통해 추진된다.
부산시는 부산디자인센터의 저력과 국내외 최고 수준의 기업과 연계한 컨소시엄의 힘을 바탕으로 맞춤형 창업
기업 육성 특화프로그램 지원 등을 통해 스마트패션 거점인 부산이 국내 토털 패션 산업의 활성화를 주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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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통공사 홍보영상물 제작용역

사업기간

2015. 4.~ 2015. 11.
사업비

부산교통공사의 30년 성과와 안전·편리·품격의 부산도시
철도와 스마트경영으로 펼쳐나갈 미래비전을 담은 이미지
홍보영상물을 제작·홍보함으로써 내부 고객의 자긍심 고취와

107,000

천 원(수탁, 부산교통공사)

외부고객의 부산교통공사의 이해도 제고 및 이미지 개선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용

부산교통공사 홍보영상물 제작 용역

제작방향
• 부산교통공사의 미션과 비전을 담은 홍보영상물을 통해 안전․편리․품격의 선진도시철도 이미지 표현
•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부산교통공사의 발전상과 미래도시철도 패러다임을 선도할
공사의 미래비전 등을 세련된 고품질 영상으로 제작
• 홍보영상물의 콘셉트 및 주제에 부합하는 영상과 이미지를 적절하게 활용하여 구성의 일관성과
통일성 유지
• 개통 30주년을 맞이한 부산도시철도의 성과와 미래비전을 현대적 광고기법을 활용해 제작
• 기타 영상기획, 구성내용, 제작형태 및 기술부문 등 전반에 걸쳐 전문성과 독창성이 돋보이는
고품질의 영상물 제작

주요내용
• 공사 홍보영상물
- 시대적 흐름에 따른 부산교통공사의 역동적인 발전상과 안전 ․편리 ․품격의 부산도시철도의
선진 이미지, 스마트경영으로 열어나갈 공사의 미래비전 등
• 공사 신사업 홍보영상물
- 전국 유일의 도시철도 운영·건설기관으로서 30년간 축적한 공사의 노하우와 PM·O&M·SE 등
신사업분야를 고품질 영상으로 표현
• 부산도시철도 개통 30주년 기념 광고
- 부산도시철도 개통 30주년을 기념해 부산시민과 함께한 30년, 앞으로 시민과 함께할 30년을
콘셉트로 한 이미지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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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과정 (착수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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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홍보영상물
• 시대적 흐름에 따른 부산교통공사의 역동적인 발전상과 안전·편리·품격의 부산도시철도 선진이미지,
스마트경영으로 열어나갈 공사의 미래비전 등

부산교통공사 홍보영상물 제작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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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신사업 홍보영상물
• 전국 유일의 도시철도 운영·건설기관으로서 30년간 축적한 공사의 노하우와 PM·O&M·SE 등
신사업분야를 고품질 영상으로 표현

부산도시철도 개통 30주년 기념광고
• 부산도시철도 개통 30주년을 기념해 부산시민과 함께한 30년, 앞으로 시민과 함께할 30년을 콘셉트로 한
이미지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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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기반 구축사업

사업기간

2015. 6.~ 2016. 5.
사업비

동남권 해양․수산제품개발 수요기업을 선정하여 디자인개
발 및 시제품 제작지원(제품 디자인 분야 4개 과제, 포장 디자
인 분야 6개 과제 예정)하고 해양 디자인 상품을 홍보합니다.

410,000

천 원(국비 410)

사업내용

산업통상자원부(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 추진일정
2015. 7.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센터 간 사업협약
8. 해양·수산분야 디자인개발 지원사업 세부계획 수립
9. 해양·수산분야 디자인개발 지원사업 지원과제 모집공고
10. 해양·수산분야 디자인개발 지원사업 지원과제 선정 및 협약체결
11. 해양·수산분야 디자인개발 지원사업 과제수행 및 과제수행 점검(~2016. 2)
2016. 3. 해양·수산분야 디자인개발 지원사업 최종평가, 사업비 정산
5.~ 6. 디자인기반구축사업 사업결과보고서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제출, 사업평가위원회 사업보고

지원내용
• 사업목적
- 동남권 해양·수산제품 부가가치 상승 및 기업경쟁력 강화
- 동남권 해양·수산제품 디자인융합개발 기술 축적
- 해양·수산제품 시장 확대를 통한 해양산업 저변 확대
• 사업개요
- 사업내용 : 해양·수산제품의 디자인, 포장 디자인개발 지원
- 사업규모 : 10개 과제 지원
- 사업기간 : 2015. 8. ~ 2016. 4.
- 사 업 비 : 300백만 원(국비/디자인기반 구축사업)

디자인기반 구축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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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추진방법
- 과제별 차등지원(제품 디자인 최대 37백만 원, 시각·포장 디자인 최대 23백만 원)
- 과제공모 후 디자인 컨설팅 및 개발(디자인수요 중소기업 + 디자인전문기업)
- 해양·수상 레저제품
관련 제품 예시 : 보트, 요트, 스노클링, 스쿠버다이빙, 수상오토바이, 제트스키, 패러세일, 조정, 카약, 카누, 바
나나보트, 윈드서핑, 워터슬래드, 수상자전거, 웨이크보드, 서프보드, 수트, 부력복, 아쿠아슈즈, 장갑, 스노클링,
오리발, 물놀이 시설 등

- 수산물 또는 수산물을 이용한 제품의 포장 디자인
관련 제품 예시 : 냉동수산물, 수산가공품, 수산물을 이용한 화장품, 수산물을 이용한 건강보조식품, 기타 수산
물 유통을 위한 포장 등 ※ 어업을 위한 도구(낚시, 어망, 통발 등)는 불포함

• 지원과제 목록 : 10개 과제 지원
접수번호

과제명

참여기업

주관기업

구분

1

고등어를 가공한 버거 패티,
가스 BI 및 포장 디자인 개발

(주)락피쉬

(주)디자인부산

포장 디자인

2

부산아지매 간고등어 포장 디자인 개발

세동상사

아이큐브

포장 디자인

3

수산물 선도 확보를 위한 원터치 조립형
포장 디자인 4종 개발

(주)북두칠성

(주)디자인스탠다드

포장 디자인

4

통합브랜드 & 신상품 포장 디자인 개발,
기존제품 리뉴얼

참도깨비유통

(주)디자인엑스투

포장 디자인

5

(주)금진식품 신제품 포장 디자인 개발 프로젝트

금진식품

(주)예감

포장 디자인

6

(주)청산에식품 ‘아몬드김스낵’ 포장 디자인
개선 및 신상품 BI 및 패키지 디자인 4종 개발

(주)청산에식품

효민디앤피

포장 디자인

7

무인운항시스템을 적용한 관광레저용 썸보트
제품 디자인 개발

이론비행
선박산업(주)

아트핸즈

제품 디자인

8

스킨형 아쿠아 슈즈 디자인 개발

유케이인터네셔널

(주)예청

제품 디자인

9

해양레저용 무선 BLDC 선외기

CSM TECH(주)

(주)아이온

제품 디자인

10

자중회전 수중영상장치 제품 디자인

(주)모터웰

크리에이티브퍼스

제품 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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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브랜드 & 신상품 포장 디자인 개발과 기존제품 리뉴얼 / (주)디자인엑스투

해양레저용 무선DC선외기 / (주)아이온

(주)금진식품 신제품 포장디자인 개발 프로젝트 / 주식회사 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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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선도 확보를 위한 원터치 조립형 포장 디자인 4종 개발 / (주)디자인스탠다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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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티3D엔진 전문인력 양성사업

사업기간

2015. 6.~ 12.
사업비

85,000

창조문화산업의 근간이 되는 콘텐츠개발의 핵심기술인 3D
엔진 전문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해운대구와 함께 고용노동
부의 지역맞춤형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을 유치하여 유니티3D

천 원(국비위탁, 고용노동부)

교육대상

34세 이하의 미취업자 또는 예비창업자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운영하였습니다.
지난 6월, 부산디자인센터와 해운대구는 ICT, 디자인 등 창
조문화산업의 육성을 통한 지역 경제활성화와 고용률 제고
를 목적으로 ‘창조문화산업 일자리창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고용노동부의 지역맞춤형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을
통해 국비 85,000천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습니다.
7월부터 교육생을 모집하여 9월 7일부터 11월 19일까지 총
360시간의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론 20%, 실습 80%로
실무위주의 교육과정을 구성하였으며, 개개인의 학업 능력,
선수지식, 경력 등의 차이에 따른 교육성취도 차이를 극복
하기 위하여 훈련 전 기간에 걸쳐 분임조를 운영하여 훈련생
상호 간 코칭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였으며, 공휴일과 주말,
야간에도 교육실 및 실습실을 개방하여 자율적인 학습을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교육기간 중 부산에서 개최된 G-STAR 컨퍼런스와 채용박
람회에 참가하여 최신기술 동향과 기업에서 요구하는 기술
수준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했습니다. 수료생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부산동부고용센터와 협력하여 부산지
역 게임기업 채용박람회도 개최하였습니다. 총 14명의 훈련
생 중 8명이 최종적으로 수료하였으며 2016년 상반기 이내
에 전원이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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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 개요
• 교육인원 : 14명 / 수료인원 : 8명
• 교육기간 : 2015. 9. 7. ~ 2015. 11. 19.

주요 추진내용
기간

내용

2015.09.07
~
2015.11.19

• 전문인력 양성과정 운영

2015.11.12
~
2015.11.13

• G-STAR 2015 컨퍼런스 및 채용박람회 참가

- 360시간 진행(100% 진행)
- 교육강사 9명 참가

- 관련분야 최신기술 습득
- 취업관련 동기부여

• 2015년 게임기업 채용박람회 참가
2015.11.27

- 부산동부고용센터 주최
- 개인별 포트폴리오 제출 및 면접

• 수료작품 품평회 개최
2015.11.24

2015.11.25

- 관련기업 대표 초빙
- 조별 및 개인프로젝트 발표 및 품평

• 수료식
- 교육훈련생 8명 수료

신규 수탁사업 유치 극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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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공헌 근무복 디자인 제작사업

사업기간

2015. 7.~ 12.
사업비

부산광역시와 센터는 지역의 의류제조 소공인과 신진디자이
너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소공인특화지원센터, 부산패션창
작스튜디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센터의 패션산

130,000

업 지원사업과 연계한 사업으로 최근 지역 패션의류산업이

사업내용

당면한 저임금, 열악한 근무환경, 청년층 유입단절 속에 기존

부산지역 기관(공기업) 및 업체(대기업,
중소기업)의 근무복 디자인 및 제작 지원

인력의 고령화 등 3중고를 해소하기 위해, 지역 의류제조 소

천 원(민자 130,000천 원)

공인들에게 일감을 제공함으로써 관련 소공인의 경쟁력 강
화 및 일자리 창출효과를 유발하는 사업입니다.
지역 패션의류산업 활성화를 위해 부산지역 공공기관, 대기업,
중소기업 등의 근무복을 부산패션창작스튜디오 디자이너가
디자인, 지역 의류제조업체가 생산, (재)부산디자인센터가
관리·지원하여 고품질의 우수한 상품 제공을 통해 지역산업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센터에서는 부산지역 2개 공기업(한국남부발전, 한국선급)
을 대상으로, 한국남부발전은 하계근무복 900장, 한국선급
은 춘추근무복 1,900장의 납품계약을 성사시켜 창작스튜디
오 입주디자이너가 디자인을 하고 부산지역 의류제조 소공
인이 제작한 근무복을 납품하여 기관 임직원의 만족도를 높
였으며, 지역 패션의류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사회공헌 근무복 디자인 제작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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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추진일정
2015. 7. 근무복 제작 사업 및 부산패션창작스튜디오 입주디자이너 협약체결
7. 한국남부발전 근무복 제작 계약체결 및 참여디자이너 선정
8. 근무복 제작업체 선정 및 한국남부발전 근무복 납품
8. 한국선급 근무복 제작 계약체결 및 참여디자이너 선정
9. 근무복 제작업체 선정 및 한국선급 근무복 납품
12. 근무복 제작 사업 사업비 정산

세부사업 결과
• 사업목적 : 부산지역 공기업 및 대기업, 중소기업의 근무복을 디자인 및 제작지원하여 지역 패션의류산업
활성화 및 협업 유도
• 추진기간 : 2015. 7. ~ 12.(6개월)
• 추진대상 : 부산지역 공기업 및 대기업, 중소기업
• 추진내용
- 부산지역 공기업 및 대기업,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근무복 디자인 및 제작에 대한 계약추진
- 부산패션창작스튜디오 입주디자이너의 근무복 디자인 제안 (센터 - 계약기관)
- 의류제조업체를 통한 근무복 제작 및 납품, 사후관리
• 추진성과
- 한국남부발전 : 하계근무복 900장 납품, 계약금 55,100천 원
(참여디자이너 : 조은주, 손준석, 이세진, 최동원, 윤이강, 제작업체 : 산호어패럴)
- 한국선급 : 춘추근무복 1,900장 납품, 계약금 60,730천 원
(참여디자이너 : 어영진, 김태완, 이보형, 김지희, 이승용, 제작업체 : 트윈스어패럴)
• 지원효과
- 부산패션창작스튜디오 입주디자이너 및 부산지역 의류제조 소공인 협업 유도
- 지역 의류제조 소공인 신규일감 지원
- 차별화된 디자인 및 고품질 원단의 근무복 제작을 통한 기관 임직원 만족도 향상

한국남부발전·한국선급 근무복 제작

Business Support Project

2015 재단법인 부산디자인센터 연차보고서
Design Center Busan Annual Report 2015

경영효율화 및 고객만족 실현

_ 3D프린팅서비스 및 3D포털 운영
_ 정보전산시스템 운영
_ 디자인스토어 활성화
_ 디자인단체협회와 협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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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프린팅서비스 및 3D포털 운영

사업기간

2015. 1. ~ 12.

2015년에는 시민들이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산디자
인센터가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사업비

70,000

천원

부산디자인센터의 장비지원실의 시설규모는 3D프린팅서비
스실, 출력실, 섬유패션장비실 등 4실 1,097㎡로 마련되어
있으며, 3D프린팅서비스실에는 3D프린터, 스캐너, 레이저
커팅기 등 12종, 출력실에는 컬러·흑백 디지털출력기 등
30종, 스튜디오실에는 촬영용 카메라 및 조명세트 등 18종,
섬유패션장비실에는 초고속 컴퓨터 자수기 등 9종이 갖춰져
있습니다.
3D프린팅서비스실은 2013년부터 실시하였던 시제품 할인
정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더 많은 기업과 디자이너들이
3D프린팅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새롭게 석고분사 방식의 3D프린팅 장비(Project660)를
도입함으로써 보다 전문화된 지원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3D프린팅 플랫폼사이트인 ‘부비 3D(www.
buvi3d.com)’를 구축함으로써 디자이너들의 아이디어 현실
화에 날개를 달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2016년에는 3D 플랫폼사이트의 본격적인 운영과 더불어,
부산디자인센터 시설 이용객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
고, 장비이용에 대한 카탈로그를 신규제작, 배포하여 더 많
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부산디자인센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
니다.

3D프린팅서비스 및 3D포털 운영
229

사업 추진일정
2015. 6. 3D프린팅 플랫폼사이트(www.buvi3d.com) 구축 완료
11. 3D프린팅 장비 이용 홍보물 제작완료

센딩부스

출력실

3D프린팅 서비스실

섬유패션장비실

경영효율화 및 고객만족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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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전산시스템 운영

사업기간

2015. 1. ~ 12.
사업비

100,000

2015년은 업무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전산을 효율적으로 운
영하고, 홈페이지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시민에게 열린
행정을 구현했습니다.

천원

시민들이 더 쉽게 접근하는 홈페이지, 모바일 등 기기에 따라
반응하는 반응형 홈페이지를 구축함으로써 디자인정보 확산
을 통한 대국민 인식제고 및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노력
하였습니다.
더욱 안정적인 인터넷망을 제공함으로써 센터 시설을 이용
하는 시민들과 입주 업체들에게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
는 부산디자인센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보전산시스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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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추진일정
2015. 2. 통합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용역업체 선정 및 운영
10. SNS 활성화로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 및 운영
12. 홈페이지 안심 본인 이용 및 아이핀 지급, 갱신

부산디자인센터 SNS 주소
• 페이스북 : https://www.facebook.com/dcbusan
• 티스토리 : http://designbusan.tistory.com
• 트위터 : https://twitter.com/dcbusan
• 카카오스토리 : https://story.kakao.com/ch/dcb
• 인스타그램 : https://www.instagram.com/designcenter_busan

SNS 활동 이미지
• 페이스북

경영효율화 및 고객만족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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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스토어 활성화

사업기간

2015. 1. ~ 12.
사업비

50,000

부산디자인센터 디자인스토어는 지역의 우수 디자인 상품의
판로지원을 위해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6월에 개관한
스토어는 디자인센터 1층 로비의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천원

107m²의 규모를 갖추고 있습니다. 지역 디자인기업과 중소
기업의 디자인 상품을 시민들에게 소개하는 장이며, 더불어
디자이너들에게는 판로제공, 수익창출과 동시에 시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디자인스토어는 관광기념품 및 사무용품, 홈데코 상품, 패션,
액세서리 등 우수 디자인 제품을 선별, 판매하여 부산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디자인 상품을 소개하여 지역 디자인산업 발
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또한 전시공간을 마련하여 신진디
자이너들이 소비자에게 상품을 노출시킬 기회를 찾고, 판매
할 수 있는 루트를 제공함으로써 디자인 상품 사업화 및 수익
창출을 지원합니다.
2015년 총 3회의 품평회를 진행하였고, 97개 업체의 상품
543종이 입점되었습니다. 입점신청은 사업자등록이 된 업체
및 개인디자이너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품평회 기간 동
안 다양한 전문가들에 의해 제품을 평가받고 있으며 상품성,
디자인 우수성, 가격 경쟁력 등을 주요 평가항목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보다 나은 수익창출 및 홍보를 위하여 SNS 계
정을 개설하기도 하였습니다. 현재 인스타그램을 통하여 입
점제품들을 적극적으로 소개하고, 많은 소비자들이 디자인
스토어를 알고 찾아올 수 있도록 홍보 중에 있습니다.

디자인스토어 활성화
233

사업 추진일정
2015. 1.~2. 디자인스토어 추진계획 수립
3. 벤치마킹 시장조사 및 운영위원회 개최
4. 사업계획 수립 및 운영위원회 개최
5. 상품 모집공고 및 1차품평회 개최
6. 디자인스토어 개점 및 1차 입점업체 계약
7. 2차 입점업체 계약
8. 사업설명회 개최 및 2차품평회 개최
9. 2차 입점업체 계약
10. 홍보용 카탈로그 제작 및 홍보용 SNS 개설
11. 사업설명회 개최
12. 3차품평회 개최 및 3차 입점업체 계약, 사업비 정산

사업 추진성과
• 디자인스토어 개점

디자인스토어 개소식(2015. 6. 18.)

디자인스토어 내부

경영효율화 및 고객만족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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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점업체 선정 : 상품품평회를 통한 선정
가. 부산디자인센터 홈페이지 입점상품 모집공고 게시
나. 상품선정 심사기준
평가항목

상품성

디자인우수성
가격경쟁력

평가요소

배점

- 판매 가능성

20

- 디자인스토어와의 조화

20

- 상품화 가능성

10

- 디자인 독창성, 참신성

20

- 실용성 및 품질

20

- 판매 적합가격

10

합계

50점

40점
10점
100점

다. 심사위원 구성 : 디자인, 유통 등 관련분야 전문가

상품품평회 사진

라. 선정결과
- 1차 품평결과 : 총 65개 업체 상품 283종 선정
1차품평회 개최 일시 : 2015. 5. 18. 14:00 ~ 17:00
1차 입점업체 계약기간 : 2015. 6. 18.부터
- 2차 품평결과 : 총 28개 업체 상품 114종 선정(1차 입점업체 포함)
2차품평회 개최 일시 : 2015. 8. 14. 14:00 ~ 17:00
2차 입점업체 계약기간 : 2015. 8. 17.부터
- 3차 품평결과 : 총 29개 업체 상품 146종 선정(1, 2차 입점업체 포함)
3차품평회 개최 일시 : 2015. 12. 8. 14:00 ~ 17:00
3차 입점업체 계약기간 : 2015. 12. 17.부터

디자인스토어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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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자인스토어 운영위원회의 및 사업설명회
가. 운영위원회의
- 2015. 3. 3. 타코스 고현규 대표 외 5명
- 2015. 4. 22. 영화의 전당 정우창 과장 외 5명
나. 사업설명회
- 2015. 8. 11. 동남권디자인산업협회 서무성 회장 외 11명
- 2015. 11. 20. 디자인업체 하남숙 대표 외 11명

사업설명회 및 운영위원회의 사진

• 디자인센터 인스타그램 개설 및 디자인스토어 홍보
가. 목적 : 부산디자인센터 홍보
나. 부산디자인센터 사업 안내 및 인지도 상승
다. 디자인스토어 고객 입점 유도

▶

부산디자인센터 인스타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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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단체협회와 협력 강화
(자체)
사업기간

지역 디자인단체(협회)가 영세하여 독자적인 사업활동이 불

2015. 2.~ 12.

가능하며, 단체(협회)운영 필수경비 지원을 통한 다양한 활

사업비

동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제안사업(정책)에 대한 지원으로

30,000

천 원(자체)

지역 디자인산업의 경쟁력 제고 및 지역의 디자인 관련단체

주관기관

(협회)를 육성하고 지역 간 디자인 관련산업 국비확보 및 국

(재)부산디자인센터

책사업 추진에 필요한 인적네트워크 확충을 필요로 합니다.

참여기관

(사)부산디자인단체총연합회, (사)동남권디자인
산업협회, (사)부산섬유패션산업연합회
부산패션섬유산업사업협동조합

이에 디자인 관련단체(협회)의 제안사업(정책)에 대한 지원
을 통해 지역 디자인산업 발전 도모 및 인적 네트워크를 확충
하고자 합니다.

사업 추진일정
2015. 1. 사업계획 수립 및 제안서 접수
2. 협회단체 제안서 검토 및 보조금 지원액 결정
8. 후기사업비 요청 및 중간 정산
12. 완료보고회 개최 및 사업비 정산

사업내용
사업명

주관기관

섬유패션 관련기업 애로지원센터 운영

(사)부산섬유패션산업연합회

패션중소기업 및 신진디자이너 마케팅 지원사업

부산패션섬유산업사업협동조합

부산국제디자인제 및 디자인세미나

(사)부산디자인단체총연합회

동남권디자인기업 애로지원센터 운영

(사)동남권디자인산업협회

비고

디자인 단체 협회와의 협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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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부산디자인단체총연합회 보조금 지원사업 추진성과
• 사업명 : 부산국제디자인제 및 디자인세미나
• 사업목적
-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스토리그래픽 전시 및 세미나
- 전통시장 이미지 개발 및 미래지향의 디자인 제안
- 전통시장 환경에 디자인과 인문학적 요소의 도입으로 매력적인 커뮤니케이션 장소 구축
- 디자인과 문학을 통해 스토리텔링과 디자인 이미지를 개발
• 추진방법
- (사)부산디자인단체총연합회 단체단위 회원참여를 통한 전통시장의 정체성과 상징성 구축,
마케팅기법을 융합하고 활용한 기존 전통시장을 되살리는 콘텐츠개발
- 전통시장에 관심있는 디자이너, 작가 및 교수 참여로 그래픽 디자인을 통하여 이미지를 개발하고
전통시장 이미지 향상에 기여
- 동북아시아 여러 국가의 디자이너 참여로 디자인과 문학을 통하여 스토리텔링 구축
• 추진실적
1) 전시 : 전통시장- 디자인스토리로 거듭나다
- 기간 : 2015. 6. 29. ~ 7. 4.
- 장소 : 부산광역시청 2층 1, 2, 3전시실
- 전시참여자 : 국내외 교수 및 디자이너 7개국 160명의 작가가 참여
2) 디자인세미나 : 전통시장의 패러다임을 말하다
- 일자 : 2015. 9. 11.
- 장소 : 부산광역시의회 2층 대회의실
- 참여자 : 발제자 2명, 토론자 5명 디자인세미나 개최
• 사업성과
- 전통시장을 디자인 스토리텔링하는 새로운 방향의 패러다임 및 전통시장의 메시지가 그래픽적으로
새롭게 전시되어 이미지 향상에 기여
- 디자인세미나가 전통시장의 새로운 방향 구축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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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동남권디자인산업협회 보조금 지원사업 추진성과
• 사업명 : 동남권디자인기업 애로지원센터 운영
• 사업목적
- 동남권디자인기업의 현황을 파악하여 디자인기업의 현 실태를 점검하고 애로사항을 해결하여
디자인기업의 자생력과 경쟁력을 강화
- 동남권디자인산업 발전에 기여함과 동시에 부산지역 경제활성화
• 추진방법
- 정기적인 운영위원회를 통해 디자인기업의 현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디자인기업의 권리를 보호,
협회 차원에서 피해사례 등에 대하여 대처하는 방법을 모색하여 기업의 목소리 대변
- 동남권디자인기업의 애로사항을 사무국에서 접수하여 전문가를 통해 도움을 받아 해결방안 지원
- 디자인기업을 대상으로 피해방지를 위한 법률강의
- 협회 홈페이지 및 메일링 리스트를 통한 지속적인 홍보
- 동남권지역 디자인 관련기업을 방문하여 현 실태조사 및 지원서비스 제공
• 추진실적
- 운영위원회 4회 개최
- 애로사항 6건 접수
- 전문가자문 총 6건 완료
- 동남권디자인산업 발전을 위한 세미나 1회(디자인기업 피해예방 법률 강연 2회)
- 홈페이지 홍보(2015. 2. 1. ~ 현재)
- 메일링 홍보 다수
- 협회 홍보물(브로슈어) 제작
• 사업성과
- 동남권디자인기업의 경영환경 개선을 통한 기업경쟁력 제고
- 전문가의 자문, 상담 및 피해예방 교육을 통한 공정거래 질서확립에 기여
- 동남권디자인산업 발전에 기여함과 동시에 부산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디자인정책 연구와 정책수립을 위한 자료로 이용
- 부산지역경제 활성화로 일자리 제공 및 전문인력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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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부산섬유패션산업연합회 보조금 지원사업 추진성과
• 사업명 : 섬유패션 관련기업 애로지원센터 운영
• 사업목적
- 교류 매개체의 적극적인 홍보활동으로 인한 저조한 스트림간 협력 도모
- 스트림간 협력에 의한 섬유산업 고도화 및 고부가가치 상품개발의 활성화
- 섬유산업의 구심기능을 강화하여 섬유패션산업의 활성화
- 공급루트와 수요자를 연결하는 등의 원스톱 시스템 구축
- 기업에서의 섬유패션 관련학과의 전문인력 고용률 상승 도모
- 부산지역 섬유시장에 관한 DB 구축(연합회 홈페이지 내 게시판)
- 섬유에 관한 정보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구매자의 애로사항 해결
• 사업추진방법
- 지역 섬유패션산업의 대표적 애로사항 조사 및 접수
- 맞춤형 기업지원 시책발굴 등을 통해 기업지원 효율성 제고
- 연합회 홈페이지(기업애로지원센터) 및 전화문의를 통한 기업의 애로사항 접수 및 해결방안 강구
- 연합회 및 섬유관련조합 및 협회이사 등으로 구성된 협의회를 구성하여 분기별 및 사안 발생 시 회의
개최
- 기업 및 유관기관단체 현장방문을 통하여 애로사항 간담회 개최
- 기업이 필요한 자료 및 지원시책을 발굴하여 제공 및 정부 건의
• 추진실적
- 기업 간 커넥션 수립(10건)
- 고용창출(전문분야 추천 등 4건 → 6명)
- 상품생산 의뢰(7건)
- 기업 지원사업 제공(4건)
- 기업 시찰(다수)
• 사업성과
- 부산지역 섬유패션산업 관련기업들의 애로사항 해결로 섬유패션산업의 활성화 도모
- 맞춤형 기업지원 시책제공 등을 통해 기업지원 효율성 제고
- 기업체와 취업대상자 등의 연결로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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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패션섬유산업사업협동조합 보조금 지원사업 추진성과
• 사업명 : 패션중소기업 신진디자이너 마케팅 지원사업
• 사업목적
- 부산지역 중소기업 브랜드·신진디자이너 판매 애로사항 해결
- 대형 유통업체 판매망 구축, 해외 수출 지원
• 추진방법
- 유통업체 판매장소 섭외 지원
- 해외 시장 수출 상담회, 국내 패션 바이어 지원
• 추진실적
- 부산 패션·신진디자이너 중국 항주 상품전 수출상담회 개최
- 기간 : 2015. 5. 28. ~ 5. 30.
- 참가사 : 부산지역 패션중소기업 9개사 참가(YK, 비발디패션, 다이엘, 클래식, 샹드리에
가민인터내셔널, 얼텀, 카리스마, ㈜C&L)
- 신진디자이너 롯데백화점 본점, 광복점 등 행사진행(항시)
• 사업성과
- 신진디자이너 브랜드 상품 홍보 및 매출증대 기여
- 부산지역 패션중소기업 브랜드 해외 시장 수출 활로 개척

기대효과
• 지역 디자인단체(협회) 지원을 통한 애로사항 해결로 지역 디자인단체(협회)와의 유기적인 인적
네트워크 형성 및 기업 만족도 제고
• 디자인 협회(단체)와의 협력네트워크를 통한 협력증진으로 국비사업 확보를 위한 상호 간 공동정책
과제발굴 등 상시적 협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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