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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face to the
2020 Annual Report
of DCB

재단법인 부산디자인진흥원은 부산광역시 산하 공공기관으로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고
사회 구성원 모두의 건강과 행복한 삶에 기여하며 특히, 지역특화 디자인 사업전개에
역점을 두어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Design Council Busan, as a public institution affiliated with Busan Metropolitan City, is
committed to contributing to the development of the community by focusing on design
and the design industry.

2020년 코로나19의 대유행과 이로 인한 충격이
경제와 사회전반에 막대한 타격을 입혔습니다.

In 2020, the COVID-19 pandemic and its impacts took an enormous toll on the economy
and society.

부산디자인진흥원은 이러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 디자인 산업의 발전과
시민들의 안녕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습니다.

Design Council Busan actively strived to develop the local design industry and promote
the well-being of citizens, despite these challenging conditions.

디자인 산업의 육성·발전을 위한 중소기업 디자인 개발과 판로개척 지원 등으로
지난 한 해 중소기업 약 600여개 사를 지원하여 기업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했습니다.

Last year, we supported about 600 small and medium-sized companies by developing
designs and supporting market development to further foster the design industry, thereby
contributing to improving corporate competitiveness, and revitalizing the local economy.

지역 중소기업의 피해를 우려하여 입주기업에 임대료를 감면하였으며,
경기침체 고통분담을 위해 기관장 급여를 기부하는 등 코로나 19 극복에
다양한 활동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2021년 코로나 19 대응 행정안전부장관
유공 표창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We reduced the rents of tenant companies to lessen the damage to local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and donated a portion of salaries of the Head of our institution
to share the pain of the recession. As a result, he was awarded the Merit Award of
the Minister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against COVID-19 last month.

또한, 아시아디자인플랫폼(ADP) 구축을 완료하여 코로나19 이후 포용적이고 접근성 높은
디지털 디자인 생태계를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부산국제디자인어워드
(International Busan Design Award)를 부산의 국제 디자인 행사로 연착륙시켰습니다.
뿐만 아니라, 2021년 6월에는 부산의 유일한 디자인 전문 전시회인 ‘2021 부산디자인위크’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After completing the Asia Design Platform (ADP) construction, we established
an inclusive and accessible digital design ecosystem for the post–COVID-19 era.
Based on this, we achieved a soft landing and won the International Busan Design Award,
at an international design event. Furthermore, in June 2021, we hold the only design
exhibition in Busan, Busan Design Week.

2014년부터 부산시 내 유치원, 초·중·고등학생 대상 총 3만 3천여명의
학생에게 디자인 분야의 다양한 체험 지원을 통한 진로교육 활성화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교육부로부터 2020년 ‘진로탐색활동 협력 분야 교육부 장관 표창’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We have provided design education to 33,000 students in kindergartens,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s in Busan since 2014.
We received the 2020 Education Minister's Award for our contribution to the promotion of
career education through various experiences and support for design.

앞으로도 부산디자인진흥원은 ‘아시아로 도약하는 디자인 융복합 중심기관’이 되기 위해
고객이 공감하고 만족하는 경영활동 전개에 배전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We will continue to make every effort to develop management activities that customers
sympathize and are satisfied with to become a “design convergence center that leaps
forward into Asia.”

고객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5.
(재)부산디자인진흥원장

강경태

We ask for your continuous interest and participation.
Thank you.
2021. 5.

Dr. Kang, Kyung-tae,

President of Design Council Bus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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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션과 비전

Mission & Vision

2007. 04 부산디자인센터 개원

열정

2008. 11 디자인체험관 개관

MISSION

VISION

디자인으로 여는 미래,
디자인으로 행복한 부산

아시아로 도약하는
디자인 융복합 중심기관

2009. 05 지식경제부 국가디자인 인재육성사업 전담기관 선정
09 지식경제부 디자인거점센터 지정
부산디자인진흥원은 수도권 중심의 디자인 정책에서 벗어나
지역불균형을 해소하고, 부·울·경의 디자인산업을 육성·
발전시키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응할 창조적 전문 경영체제를 정착,
자립과 성장을 위한 재원의 확보, 차세대 성장산업
디자인 프로젝트 발굴, 지역 특성에 맞는 디자인 클러스터
조성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산디자인진흥원은 지금 이 순간에도 디자인 산업의
선진화를 주도하는 대표 기관으로서 발전을 거듭하고 있으며,
부산의 품격있는 브랜드 정체성 확립을 위해 노력합니다.

2012. 02 고용노동부 청년취업아카데미 운영기관 선정

소통

2012. 07 고용노동부 국가인적자원개발 교육기관 지정

전문성

고객감동

전략 1

전략 2

전략 3

전략 4

디자인 주도 지역산업
성장 동력 창출

시민행복
도시디자인 선도

디자인 일자리
지원체계 고도화

신 경영인프라 구축

디자인 기술혁신을 통한
지역 미래산업 육성지원

공공디자인을 통한
시민 행복 실현

미래형 디자인 전문인력 양성

지속성장을 위한 조직 혁신

지역기업 및 산업디자인
경쟁력 강화 지원

디자인 문화확산 촉진을 통한
부산의 국제적 위상 제고

창업 활성화 디자인 지원

사회적 가치 실현

2013. 05 소공인특화지원센터 개소(동구 범일동)
2015. 05 부산패션창작스튜디오 개소(동구 범일동)
2017. 02 디지털패션비즈센터 개소(본원 4층)
08 부산시 출자 · 출연기관 경영평가 ‘가’등급
09 해운대기술교육원 개원
10 개원10주년 기념행사
2018. 12 제38회 부산산업디자인전람회 이관 및 개최
2019. 01 부산광역시 공공기관 “2018년 일자리 창출 실적 평가” 1위
03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창업팀 종합만족도 평가 전국 1위
04 창업도약패키지 사업 전담기관 선정
2019. 09 부산디자인센터에서

‘부산디자인진흥원(Design Council Busan)’으로 기관명 변경

2019. 12 베트남 하노이에 교류사무소 개소

조직도

Organization

2020. 02 부산시 2년 연속 일자리 통합평가 '최우수’
2020. 03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 창업지원센터 선정
개인 맞춤 정장 스마트 제조-판매 비즈니스 구축

원장

2020. 12 진로탐색활동 협력 분야 교육부장관 표창장 수상
2020년 웹접근성 품질관리 우수기관 선정(부산광역시장상)
경영총괄실

글로벌협력팀(TF)

지원본부

경영기획팀

경영지원팀

기업지원팀

진흥본부

섬유패션팀

범일의류제조지원센터

창업도약지원단(TF)

부산패션창작스튜디오

도시공공디자인팀

디자인진흥팀

취업창업진흥팀

08

2020년 주요업무성과

2020 재단법인 부산디자인진흥원 연차보고서

09

숫자로 보는
2020년 업무성과

창업·취업 및
인력양성
디자인주도
기업경쟁력 강화
디자인 산업의 육성‧발전을 위한 중소기업 디자인 개발과
판로개척 지원 등으로 기업경쟁력 향상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제품개발

판로개척

324건

349건

지식재산권

컨설팅

363건

548건

부산광역시 역점시책 1순위 「일자리 도시 실현」을 위한
다양한 창업·취업 사업을 전개하여 현장 수요 맞춤형
일자리 창출을 선도하였습니다.
인력양성

창업지원

9,210건

156건
일자리창출

850명

국·내외 매출증대

883억

도시공공 디자인
부산디자인진흥원
수상실적
고객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다가가는
부산디자인진흥원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진로탐색활동 협력분야

교육부 장관 표창 수상
웹사이트 품질관리 수준진단

부산광역시장상 수상

부산광역시 도시품격 제고를 위한 도시공공디자인을
리드하였습니다. 디자인 저변 확대,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 등 다양한 도시문제 해결을 통한
부산 시민의 행복을 실현합니다.
공공디자인컨설팅

공공디자인 개발

21건

542건

범죄예방디자인개선

읽기쉬운 관광안내
표지판 제작 및 설치

4개소

18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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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주도
지역산업
성장동력 창출
권역형 창업도약 디자인 거점센터 운영

12

디자인 혁신역량 강화(스마트홈)

13

디자인 혁신역량 강화(자율주행차)

14

디자인융합 스포츠창업지원센터 운영

15

서부산권 자동차부품기업 디자인 마케팅 지원

16

포스트 코로나 시대 디자인기업 역량강화 지원

17

의류제조 소공인특화 지원센터 운영

18

범일 의류제조 지원센터 운영

19

부산 패션 창작스튜디오 운영

20

패션디자이너 역량강화 지원

21

부산섬유패션산업 정부R&D사업화지원

22

개인 맞춤형 의류·제조 판매 기반 확대 및 마케팅 지원

23

글로벌 디자인 네트워크 구축

24

하노이 디자인 교류사무소 운영

24

에듀테크산업 신남방진출 디자인개발

2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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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역형 창업도약 디자인 거점센터 운영

디자인 혁신역량 강화(스마트홈)

Operating regional start-up leap design hub center

Design Innovation Capabilities Enhancement Project(Smart Home)

권역형 창업도약 디자인 거점센터는 사업 아이템의 경쟁력과 사업모델 차별화 가능성이 높은 업력

사업기간

3년 이상 7년 미만의 유망 창업기업을 발굴하여 어려운 시기(죽음의 계곡)를 극복하고 자생적으로 성장

2020. 02. ~ 2021. 06.

할 수 있도록 자금 및 사업화를 지원하는 창업 지원사업입니다. 부산디자인진흥원은 국내외 다양한 시장

전담기관

전문가 및 유관기관(업)과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창업 도약기 기업을 매칭시켜 사업 경영 멘토링, 사업
모델(BM) 개발, 아이템 검증·개발, 판로개척 등을 지원하여 빠른 성장과 수익창출 및 확대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창업진흥원)
사업비
6,593백만원
(국비 6,493백만원, 시비 100백만원)
※민간투자 1,000백만원

결과 및 성과

사업 규모

370
473
130

사업화지원 및 기술창업스카우터 기업 매출 (전년대비 16.2% 상승), 신규고용 238명

억원

Sales of KRW 37 billion of Commercialization Support projects and Technology
Start-up Scouts (up 16.2% from the previous year), 238 new employees

· 77개사 기업지원

-사업화지원 34개사, 기술창업스카우터 3개사,
성장촉진프로그램 40개사

성장촉진프로그램 기업 매출 (전년대비 39.8% 상승), 신규고용 138명

억원

Corporate sales of KRW 47.3 billion from the Growth Promotion Program
(up 39.8% from the previous year), 138 new employees

결과 및 성과

8
45
1

액티브시니어 선행연구 연구셀 운영
8 Active-Senior Precedent

회 Research Cells

액티브시니어 씨드 시나리오 도출
45 Seed Scenarios,

3
11

전문가분석 검증

회 3 Expert Verification Firms

2020. 01. ~ 2020. 12.
전담기관
산업통상자원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사업비
27백만원
· 고령자 라이프 스타일 관련 연구를 추진하여 스마트
홈 관련 아카이빙에 자료 축적 및 연구보고서 1건
· 제품·서비스 개발에 고령자 요소를 반영할 수 있는
자료 조사 및 연구를 위한 연구셀 운영 등

최종시나리오 도출

건 11 Deductions of final scenario

스마트홈 스마트패치 연구보고서

17개사 투자유치

Publishing Research Report on

2

식 Smart Home Smart Patch

1. 판로개척 프로그램 <라이브커머스>
㈜정육각 / ㈜아라크나인 / ㈜다울앤하울
㈜이고장식품 / ㈜디쓰리디

1

2

2. 디자인융합·시장성검증 프로그램 워크숍

4. 2020년 부산벤처창업페스티벌

4

5. 디자인융합·시장성검증 프로그램
패키지디자인 결과물
㈜송아리아이티

1. 부산지역 액티브시니어 인터뷰 분석자료
연구 및 연구셀운영 (3차시)
과정명 : 씨드아이디어 기반 기초시나리오
1차 도출
2. 부산지역 액티브시니어 인터뷰 분석자료
연구 및 연구셀운영 (6차시)
과정명 : 시나리오 최종 보완 및 연결 가능
핵심 시나리오 선정

3. 사업화 지원 분야 창업기업 제품 이미지
주식회사 핀즐

3

사업기간

사업 규모

건 deduction of Active-Seniors

억원 Attracting investments from 17 companies worth KRW 13 billion

1

본 과제는 스마트 홈 환경 구현을 위한 지능형 감성제품 서비스 선행 디자인개발 연구를 위해 전담기관
(한국디자인진흥원)과 참여기관(부산디자인진흥원, 홍익대학교 산학협력단, ㈜대우루컴즈, 크리액티브
(주))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산디자인진흥원에서는 미래 스마트 홈 선행
아이디어 모델에 대한 프로토타이핑 제작 및 제품‧서비스 디자인을 검증하는 역할을 맡고 있으며 이를
위해 고령자 라이프스타일 관련 연구를 추진하며, 스마트홈 관련 아카이빙에 고령자 라이프스타일 자료를
축적, 제품·서비스 개발에 고령자 요소를 반영할 수 있도록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역 디자인전문기업
에게 고령사회와 스마트사회를 준비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제공하며, 정부 R&D 과제 발굴·제안 등에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지역 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4

3. 부산지역 액티브시니어 인터뷰 분석자료
연구 및 연구셀운영 (8차시)
과정명 : 핵심시나리오 구체화 및
최종시나리오 도출
4. 스마트홈 스마트패치 연구보고서 1식
과정명 : 스마트홈 산업 신시장 창출을 위한
미래 제품‧서비스 선행연구 및 서비스
시나리오 개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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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혁신역량 강화(자율주행차)

디자인융합 스포츠창업지원센터 운영

Design Innovation Capabilities Enhancement Project(Self-driving car)

Operating the Design Convergence Sports Start-up Support Center
사업기간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창업지원 사업으로 『디자인융합 스포츠창업지원센터』 운영을

사업기간

2020. 02. ~ 2021. 03.

통해 스포츠 관련 예비창업자 및 초기창업자(3년 미만) 10개사를 선정하여 25~40백만원(기업부담금

2020. 03. ~ 2020. 12.

전담기관

10% 필수)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였습니다. 디자인 기술 융합을 통해 스포츠 창업기업의 경쟁력 강화

전담기관

산업통상자원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사업비

12
3
1

종

STEEP 분석 연구주제 선정

12 Deductions of research
topics of STEEP Analytic

선행연구 전문가 인터뷰

회

3 Interviews with prior
research specialists

선행디자인 연구보고서
Publishing Precedent

식 Design Research Report

1

40
1
1

개

메가트렌드 기반 키워드 도출
40 Deductions of keywords
based on Mega-trends

자율주행 선행디자인 세미나 개최

Holding a seminar on the Precedent

· 미래 자율주행세대 사용자 정보 및
라이프스타일 연구
· LEVEL4 진입 기술 대응의 미래선행 디자인
연구 및 시장화 적용 케이스 도출
· 인공지능 기술접목 통합형 콘솔(인공지능
공기청정 및 5G 통신) 및 가변형 옵션시트
(펫 편리 유틸리티 공간 제공) 개발

회 Design of self-driving cars

건

연구노트

기술 및 특허 분석 보고서 제작
Publishing 10 Technical and
patent analysis reports

투자의향서

건 5 Letters of Intent to Invest

1. 전문가인터뷰1차시
연구보고서 작성을 위한
전문가 인터뷰 3회 중 1차

1

2

· 10개 보육기업 선정

-예비창업 2개사, 초기창업 8개사

일자리

· 맞춤형 보육지원 및 역량강화 교육 프로그램 운영

명 18 employment cases
지식재산권

건 27 Intellectual Property applications
교육 및 컨설팅

회 32 Training and Consulting sessions

3

1. 사업운영위원회
스포츠 산업 발전을 위한 유관기관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방안 수립

Vol.201
www.jobnjoy.com

2020.12.07~ 12.20

부산의 창업허브

‘부산디자인진흥원’

2. 기관장 업무협의
국민체육진흥공단과 부산디자인진흥원
상생협력을 위한 업무협의

스포츠 창업 지원기업
글로벌 진출 초읽기

3. 보육기업 홍보
한국경제매거진 특별판을 통한 보육기업 홍보

부산의 창업허브 ‘부산디자인진흥원’ 스포츠 창업 지원기업, 글로벌 진출 초읽기

4. 연구보고서
선행디자인 연구보고서 1식

18
27
32
Vol.201 | 2020.12.07~ 12.20

3. 세미나개최
자율주행 선행디자인 트렌드 및
미래 스마트 모빌리티 선행디자인
정보 교류 세미나 개최 1회

4

사업 규모

창업

2. 전문가인터뷰3차시
연구보고서 작성을 위한
전문가 인터뷰 3회 중 3차

3

470백만원
(국비 440백만원, 기업부담금 30백만원)

결과 및 성과

10
2
5

4. 보육기업 개발 제품
(1) 흠팩토리
(2,3) 닥터코어필라테스
(4) ㈜에스피케어

기 자가 되는 가 장 빠 른 길

16기
대학생 기자단
모집 중

(~12/13까지)

4

문화체육관광부(국민체육진흥공단)
사업비

건 2 Supporting Startups

식 Publishing Research Notes

2

하였습니다.

70백만원
사업 규모

결과 및 성과

및 부가가치 확대로 스포츠 관련 디자인기술 특화 창업기업 육성과 디자인 기술융합 상품 개발을 지원

청춘만찬 ∷ 김경선 여성가족부 차관

직업의 세계 ∷ 김상훈 피유엠피 ‘씽씽’ CTO
캠퍼스 이슈 ∷ 고려대 캠퍼스타운

₩ 4,000

본 과제는 반려동물 패밀리 중심 다중 센서기반 인공지능 탑승자 인식 및 공기청정 콘솔 인테리어 디자인을
위해 전담기관((주)신기인터모빌)과 참여기관(부산디자인진흥원, 부산테크노파크, ㈜지콥, 코드비전)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산디자인진흥원에서는 미래 자율주행세대 사용자 세대의
정보와 라이프스타일, 글로벌 HMI 기술 정보 및 디자인 동향 조사를 맡고 있으며 이를 위해 미래 반려동
물 패밀리 중심 밀레니얼세대의 라이프스타일 관련 연구를 추진하며, 라이프스타일 자료를 축적, 제품·서비
스 개발에 반려동물 패밀리 중심 밀레니얼 세대의 요소를 반영할 수 있도록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역
디자인전문기업에게 밀레니얼세대와 스마트 자율주행 자동차시대를 준비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제공하며,
정부 R&D 과제 발굴·제안 등에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지역 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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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산권 자동차부품기업 디자인 마케팅 지원

포스트 코로나 시대 디자인기업 역량강화 지원

Supporting design marketing for automotive parts companies in the western Busan

Supporting empowering design companies in the post-COVID era

「서부산권 자동차부품기업 디자인 마케팅 지원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부산지역

사업기간

코로나19를 계기로 비대면화, 디지털 전환 등 4차 산업혁명이 가속화되고 있는 추세이며 로봇, 인공지능,

사업기간

사업평가단이 지원·관리하고 (재)부산테크노파크와 (재)부산디자인진흥원, 한국기계연구원, 부산자동차

2020. 06. ~ 2021. 05.

스마트공장 등 제조업·경제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디자인산업의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한 시점에 디자인

2020. 10. ~ 2020. 12.

전담기관

전문기업 임직원을 대상으로 전문역량강화 교육을 통해 디자인산업 전문인력의 역량강화 및 디자인

전담기관

부품공업협동조합이 주관 및 참여하여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서부산권(강서구, 사상구, 사하구) 자동차
부품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기업 맞춤형 제품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마케팅지원 개발을 통해
매출, 일자리 제고 등을 유도하여 지역 경제 활력을 증진하고, 미래차 패러다임인 친환경차·스마트화에

중소벤처기업부(한국산업기술진흥원)

기업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디자인 인적 네트워크 강화에 기여합니다.

(재)부산디자인진흥원

차량부품사업의 고도화 및 장기적인 산업의 지속가능성 제고에 기여합니다.

사업비

사업비

100백만원

5백만원

결과 및 성과

사업 규모

7
2
2

수혜기업 협약
7 Beneficiary

개 companies agreements

건

건

1

홍보영상 제작지원

2 Promotional video
production supports

홈페이지 제작지원

2 Website-building
supports

15
3
1,360

수혜기업 고용인원

15 Employment support for

명 beneficiary companies

홍보물 제작지원

· 수혜기업 통합 선정평가위원회 개최
· 7개 수혜기업 협약체결
· 중간점검 및 완료보고회 개최
· 우수기업 선정평가위원회 개최
· 주관·참여기관 통합 기술자문위원회 개최

3 Promotional material

건 production supports

5
92.1

교육 개설

Conducting 5 training

회 programmes

디자인전문기업 31개사 임직원 참석
68 executives from

명 31 design companies

만족도 조사 결과

· 디자인기업 수요조사를 통한 교육 강좌 개설

-포스트 코로나 시대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 개발을
위한 AI분야 전문가, 시장 및 투자 전문가 등 초빙
-기술개발(R&D) 분야 신규과제 발굴을 위한
실무자 교육
-지식재산권, 노무, 회계 등 디자인기업 맞춤형
실무 멘토링 등

· 성과 홍보 자료를 제작하여 디자인기업에 배포

수혜기업 과제기여도 매출액

Project contribution revenue of bene-

백만원 ficiary companies: KRW 1360 million

2

1. 홍보영상 개발
홍보영상 개발 지원(성지기업)

1

4

6

3

1. 디자인역량강화 세미나
디자인전문기업 전문 교육(내부)

2. 홈페이지 개발
홈페이지 개발 지원(대륙금속)

2. 디자인역량강화 세미나
디자인전문기업 전문 교육(외부)

3. 홍보물 개발
홍보물 개발 지원(한국로텍)

3. 교육 성과 홍보 자료
성과 홍보 자료를 제작하여 디자인기업에 배포

5. 협약설명회 및 협약체결
기업지원 프로그램 협약설명회 및
수혜기업 협약체결
6. 중간점검 및 완료보고회
기업지원 프로그램 중간점검 및 완료보고회

5

68

점 92.1% satisfaction score

4. 마케팅 지원 수혜기업 선정위원회
'20년도 매출 발생 제품 보유 기업에 한하여,
평균점수 70점 이상 대상 기업으로 선정

3

사업 규모

결과 및 성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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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제조 소공인특화 지원센터 운영

범일 의류제조 지원센터 운영

Operating specialized center for clothes manufacturers

Operating Beomil clothing manufacturing support center

의류제조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사업은 의류제조 집적지인 부산광역시 동구 범일동의 상시근로자 10인

사업기간

미만 의복제조관련 소공인을 지원사는 사업으로 소공인 기술전수, 자립경영 및 판로확보 등을 위해

2020. 02. ~ 2021. 01.

이론과정 및 실습과정으로 이루어진 교육사업과 컨설팅, 마케팅, 협업 등의 지원에 대한 자율사업을

전담기관

운영·지원하여 의류제조 집적지의 대안적인 생태계 조성을 추진하는 지원사업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사업비
480백만원
(정부지원금 430백만원, 자율출자금 50백만원)

결과 및 성과

76
75

이론 및 실습교육

명 76 graduates

개사

세부프로그램 지원

Support for detailed
programs in 75 companies

35
15.1

사업 규모
작업장 환경개선지원

Supporting the improvement of

개사 35 workplace environments

억원

· 6개 세부사업 110개 업체 지원,
5개 교육과정 76명 교육수료

부산광역시 동구 범일동의 의류제조 소공인들을 대상으로 경쟁력 강화 및 일자리 창출을 통한 부산
섬유 패션산업 활성화 기반 구축 사업으로, 집적지구 인프라 건물을 활용하여, 온·오프라인 홍보 및
시제품 제작 비용 지원을 통한 상품화 지원, 의류제조산업 전반의 복합교육(이론,실습)등의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형 집적지구 인프라 구축을 통해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사업 수혜
대상인 동구 범일동 의류제조 소공인을 발굴하고 집적지 내 의류제조관련 신규창업 유치 등 집적지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이 최종 사업 목표입니다.

Marketing support for 37 companies worth KRW 1.51 billion

2020. 07. ~ 2020. 12.
전담기관
부산광역시(첨단소재산업과)
사업비
150백만원(시비 100백만원, 자체비 50백만원)
사업 규모

결과 및 성과

15
76
256

상품등록 지원(120건)

Support for product registration of

개사 15 companies (120 cases)
교육(12명 수료)

37개사 마케팅 지원

사업기간

시간

76 hours of training
(12 graduates)

15
703

시제품 제작 지원(130건, 292벌)
Support production of 15

개사 prototypes (130 cases, 292 pairs)
사업체 현황 및 전수조사

Conducting a full survey on

개 the status of 703 companies

· 공동판매지원사업

-지원기업 상품판매 및 홈페이지 상품등록 지원

· 상품개발지원사업

-지원기업 의류 시제품제작 및 연구·생산 지원

· 복합교육지원사업

-의류제조 복합교육(이론,실습) 과정 운영

· 직접지현황조사

-집적지 소공인 주요정보 확보를 위한 전수조사

· 연계사업협업지원

-센터 내 공동연구 장비실 및 교육장 활용지원

교육장 활용지원(125명 수료)

시간 256 hours of support for the use of training centers (125 graduates)

1

2

1. 기술교육 수업전경
과정명 : 입체패턴제작실무

1

2

2. 라이브커머스 현장
사업명 : 미디어마케팅지원사업

2. 복합교육지원사업 실습교육
과정명 : 도시형 소공인 집적지구
인프라 운영사업 복합교육(실습)

3. 2020 홈테이블데코페어
사업명 : 전시참여지원사업

3. 공동판매지원사업 지원기업
범일의류제조지원센터 홈페이지 내
기업정보 및 상품등록 지원

4. 와디즈 협업 브리핑
사업명 : 컨설팅지원사업

3

4

1. 복합교육지원사업 이론교육
과정명 : 도시형 소공인 집적지구
인프라 운영사업 복합교육(이론)

3

4

4. 범일의류제조지원센터 촬영스튜디오
센터 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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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패션 창작스튜디오 운영

패션디자이너 역량강화 지원

Operating Busan Fashion Creative Studio

Fashion Designer Capacity Enhancement Support Project

부산시가 지원하고 부산디자인진흥원이 주관하는 부산패션창작스튜디오 사업은 2015년부터 부산패션

사업기간

국내에서 활동 중인 패션디자이너(부산패션창작스튜디오 졸업생 및 입주기업, 개별활동 브랜드) 및

사업기간

의류산업 미래를 이끌어 갈 창의적이고 잠재력 있는 신진 패션디자이너를 발굴 및 육성하는 인큐베이팅

2020. 01. ~ 2020. 12.

관련학과 재학·졸업생을 대상으로 역량강화 교육 및 컨설팅을 지원하여 지역 및 한국 대표 브랜드 육성을

2020. 06. ~ 2021. 02.

전담기관

가속화 합니다. 또한 국내외 및 온오프라인 판로확보에 따른 의류제조소공인 제품생산 증대 및 일자리

전담기관

사업입니다. 신진 디자이너의 글로벌 브랜드 성장을 위한 창작환경을 제공하고, 홍보 마케팅 판로 지원
및 맞춤형 밀착 지원으로 업계 독립 진출의 성장 발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결과 및 성과

20
40
2

브랜드 창작공간 지원
Providing 20 Brand

개 Creation Spaces
창작지원금 지원

40 cases of financial aid

건 for creation

공공기관·공기업 근무복 제작

건

1

3

2 productions of workwear
for public businesses

62
1,211
126

국내외 전시 및 패션쇼 참여지원

62 cases of support for participation in domestic

건 and foreign exhibitions, and fashion shows
국내외 매출

Reach KRW 1,211 million of

부산광역시(첨단소재산업과)

사업비

· 300백만원(부산패션창작스튜디오 시비
270백만원, 자체현물 30백만원)
· 소호 패션브랜드-스토어 링크 연계지원
240백만원(민간), 공공기관·공기업 근무복
제작 연계지원 50백만원(민간) 별도

190백만원

사업 규모
· 20개 디자이너 브랜드 지원
-4기 7팀, 5기 4팀, 6기 9팀

국내외 입점지원

2

4

문화체육관광부(대중문화산업과)

사업비

백만원 domestic and international sales

건

창출을 통하여 패션산업 신생태계 조성을 위한 사업입니다.

126 cases of support for
establishment at home and abroad

사업 규모

결과 및 성과

53
4
49

1
30

전문가 1:1컨설팅지원(6개분야 167회)

해외(온라인)시장 진출가이드북 발행

167 one on one consulting for

Issuing a guidebook to for

개사 53 companies

· 패션디자이너 역량강화 교육 42시간,
역량강화 컨설팅 501시간 지원

건 overseas (online) markets

해외세일즈 컨설팅 지원(교육 2회, 컨설팅 5회)

2 training and 5 consulting sessions of
개사 overseas marketing for 4 companies

온라인 쇼룸 DB확보

Secure online showroom

여개사 DB from over 30 companies

역량강화 교육지원(7개분야 14회)

14 training sessions for strengthening job

개사 competency for 49 companies

1. 2020 한아세안 패션위크 라이징스타 디자이너 패션쇼
한아세안 패션위크 폐막식
창작 디자이너 연합 패션쇼

1

2

1. 역량강화 교육 (대면)
역량강화 집체교육
(부산범일 의류제조 소공인 특화
지원센터 3층 회의실)

2. 글로벌 B2B 수주전(포스트 대구패션페어)
단체참가
온라인 바이어 상담과 라이브커머스 진행

2. 역량강화 교육 (비대면)
역량강화 비대면 교육
(zoom 활용)

3. 최종품평회 진행
품평회를 통한 창작지원금 지급

3. 역량강화 컨설팅 (대면)
역량강화 대면 컨설팅
(부산패션창작스튜디오)

4. 공공기관·공기업 근무복 제작
부산시설공단 춘추, 동계 근무복 제작

3

4

4. 역량강화 컨설팅 (비대면)
역량강화 비대면 컨설팅
(zoom 활용)
5. 해외시장 컨설팅 집체교육
선발 4개 브랜드 집체교육
(부산패션창작스튜디오)
6. 해외시장 컨설팅 결과물
해외시장 컨설팅 최종보고서 및
해외시장 진출 가이드북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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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섬유패션산업 정부R&D사업화지원

개인 맞춤형 의류·제조 판매 기반 확대 및 마케팅 지원

Supporting for Busan Textile Fashion Industry with Government R&D Commercialization

Expanding personalized clothing manufacturing and sales base and supporting their marketing

부산섬유패션산업 정부R&D지원사업은 지역 기반의 섬유패션산업 분야 신기술‧신제품 개발 경쟁력

사업기간

개인 맞춤형 의류‧제조 판매 기반 확대 및 마케팅지원 사업은 매스-커스터마이제이션(대량생산+

사업기간

확보 및 체질개선 제고, 정부정책 분석 기반의 정부지원 중대형 R&D 과제 발굴, 정부지원 R&D과제

2020. 03. ~ 2020. 12.

고객화)기반 개인 맞춤정장의 스마트 제조-판매 비즈니스 체계 구축을 통한 의류산업 경쟁력 강화를

2020. 01. ~ 2020. 12.

전담기관

목적으로 합니다. 패션산업의 국내생산 회귀 유도 및 유관산업 발전할 수 있도록 성공사례를 마련하고

전담기관

기획역량 심화 지원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역 섬유패션산업 고부가가치 창출 및 기술경쟁력 향상을 위해
기술·디자인 개발을 지원하고, R&D 과제기획역량강화 과정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부산광역시(첨단소재산업과)
사업비

전파하고자 합니다. 한국 최초로 기존 14일에서 3일로 제작기간 단축에 성공하였습니다.
※ 매스-커스터마이제이션 : 개별 고객의 다양한 요구와 기대를 충족시키면서도 대량생산하는 방법

사업 규모

4
30
6

디자인&기술 융합형 중대형 정부과제 기획 랩 운영 : 2개 분과(섬유패션, 신발) 4개 과제 기획
Operating 4 Design & Technology Convergence Medium-to-large Government

개 Task Planning Labs: 2 parts (fiber&fashion, shoes), 4 challenges

명

기업 맞춤형 R&D과제 도출 교육(교육 만족도 95.20점)
Training for customized R&D challenges for
30 people (95.20 satisfaction score)

정부 R&D 사업 기업맞춤형 컨설팅

개

6 Customized consulting sessions for
Government R&D Businesses

2
4

정부 R&D과제제안 심화지원

Support to develop 2 government

사업 규모

결과 및 성과

· 디자인&기술 융합형 중대형 정부과제
기획 랩 운영
· 기업 맞춤형 R&D과제 도출 교육
· 정부 R&D 사업 기업맞춤형 컨설팅
· 정부 R&D과제 제안 지원
· 정부 R&D과제 제안 심화지원

맞춤형 정장 통합 BI개발

선도기업 선행 연구사례조사 및 분석 보고서

Development of a customized
suit integrated BI

Issuing reports about Leading Company
Prior Study Case and Analysis

개 R&D challenge proposals

정부 R&D과제 제안 지원
Support 4 government

개 R&D challenge proposals

사업비
100백만원(시비 50백만원)

50백만원(시비 50백만원)
결과 및 성과

산업통상자원부(한국산업기술진흥원)

1

2

· 지역 대표 섬유패션기업인 ㈜파크랜드의
디지털 스마트 제조기반의 개인 맞춤형
비즈니스모델 구현
· 남성 정장 개인 맞춤의류 주문·생산·판매
시스템 구축·운영
· 스마트시범매장 운영(3개소), 찾아가는
맞춤서비스 운영(테일러카 1대), 고객 신체치수
DB 및 온오프라인주문시스템 구축, 팝업스토어
및 유통플랫폼 구축 등
1. 스마트오더 통합 BI
2. 3D 스캐너 활용 신체치수 측정
3. 남성 맞춤정장 선도사례 조사분석 사례집

1

2

1. 기업 맞춤형 R&D 과제 도출 교육
비즈니스 성장 전략 수립 교육

4. 남성 맞춤정장 선도사례 조사분석 사례
디지털체촌 시스템 사례

2. 정부 R&D과제 제안 컨설팅
수혜기업 발표평가 컨설팅 실시
3. 정부 R&D사업 기업맞춤형 컨설팅
수혜기업 현장 방문 컨설팅
4. 정부 R&D과제 제안 심화지원 프로그램 운영
수혜기업 현장 컨설팅

3

4

5. 중대형 과제기획 랩 운영
코로나19로 비대면 회의 진행
6. 정부 R&D과제 제안 컨설팅
수혜기업 현장 방문 컨설팅

5

6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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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디자인 네트워크 구축

에듀테크산업 신남방진출 디자인개발

Establishing a Global design network

Design development for Edutech Industry to enter the new southern region

글로벌 디자인 네트워크 구축으로 디자인 정보 교류 활성화를 통해 지역디자인 산업의 해외 진출지원 및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합니다. 국제디자인협회와 지속적인 협력채널 구축을 통해 지역디자인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해외(베트남) 디자인 현황조사를 추진함으로써 기업의 해외진출 전략 수립 및
해외진출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

산업통산자원부가 지원하고 (재)부산디자인진흥원이 참여기관으로 운영하는 『에듀테크산업 신남방

사업기간

2020. 01. ~ 2020. 12.

진출 디자인개발 사업』은 인공지능 기술 기반의 한류 결합형 K-EDU 아카데미 서비스 5종을 개발하고,

2020. 05. ~ 2022. 12.

전담기관

신남방 국가 현지 센터 구축을 통해 기업 선단형 진출 비즈니스 모델을 실증하는 사업입니다. 콘텐츠를

전담기관

(재)부산디자인진흥원
사업비

결과 및 성과

3,032

베트남 진출 한국기업 디렉토리 구축 및 교류사무소 입주기업사 배포

Establish a directory of 3,032 Korean companies operating in Vietnam and

개 distributing it to tenant companies with exchange offices in Vietnam

국제디자인협회, 세계디자인기구 화상회의 · 컨퍼런스 참가

베트남디자인산업
현황조사 보고서 발행

Participating in the Video Conference call of the
International Design Association and the
World Design Organization

Issuing the Vietnam Design
Industry Status Survey Report

테크 시장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사업 규모
· 국제디자인협회(ico-D),
세계디자인기구(WDO),
주베트남 한국상공인연합회 협력채널 구축

2. 국제디자인협회장 진흥원 방문 및 업무 협의

산업통상자원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사업비

21백만원

1. 국제디자인협회 주관 국제화상회의 참가

2

1

개발하는 과정에서 디자인 컨설팅을 제공하고, 베트남 현지 응웬짜이대학과 협약을 통해 베트남 에듀

52백만원(국비 52백만원)
사업 규모

결과 및 성과

9
7

컨설팅 및 컨설팅보고서 4부 제작

베트남 에듀테크 산업 시장 조사

9 consulting sessions and

Market Survey on the
Vietnamese EduTech Industry

회 the issuing of 4 reports

베트남 하노이 응웬짜이 대학과 정기 화상회의

· 신남방국가 교육시장 진출을 위한 베트남
에듀테크 산업 현황 조사
· 디자인 혁신 개발 및 전문가 검증
· 베트남 오프라인 비즈니스센터 구축
· 참여 기업 3개사 컨설팅 진행

7 regular video conference with Nguyen

회 Chai University in Hanoi, Vietnam

하노이 디자인 교류사무소 운영
DCB-NTU Hanoi Design Center

1

지역 디자인산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베트남 하노이 디자인 교류사무소 운영은 베트남 진출 지역
디자인기업 및 연관기업의 행정 · 사무공간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공동사업 발굴을 통해 지역디자인
산업의 안정적인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또한, 우수한 국내의 디자인 교육 시스템을 베트남
현지 대학교와 연계함으로써 상생의 협력기반을 구축하고 현지 대학과 연계하여 해외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1,985
2

개사

입주기업사 및 진흥원 홍보물 베트남 현지 기업 배포

Distribute promotional materials of 1,985 tenant
companies and DCB to local companies in Vietnam

건 Implementation of 2 projects

1

2020. 01. ~ 2020. 12.
전담기관
(재)부산디자인진흥원
사업비

결과 및 성과

사업 추진

사업기간

6

2.5백만원
사업 규모
· 지역디자인전문기업 5개 기업 입주 지원,
2개 과제 수행

업무협약

건 6 business agreements

2

1. 하노이 디자인교류사무소 개소식
2. 하노이 디자인교류사무소 사무실전경

2

1. 디자인 컨설팅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들에 대한
디자인 컨설팅을 진행함.
2. 컨설턴트 위촉
사업 참여하는 기업들에 대한 디자인
컨설팅을 위해 컨설턴트를 위촉했음.

02
시민 행복
디자인 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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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기 쉬운 관광 안내체계 구축

28

부산형 관광안내표지 표준화 구축

29

부산 안심마을 조성

30

청년 평화의 길 사인체계 및 디자인 구축

31

해운대온천길 간판개선

32

울산 남구 삼호동 도시재생 뉴딜

33

울산 북구 화봉 안심마을 만들기

34

울산 북구 양정 자동차 테마거리 조성

35

울산 북구 이화정 도시재생뉴딜사업

36

밀양 안심통학로 유니버설디자인 시범조성

37

디자인 사업화 기반 구축

38

리사이클 디자인 상품개발 지원

39

디자인 관광기념품 위탁판매점·디자인스토어 운영

40

디자인 진로체험프로그램

41

디자인융합 특화 창업체험센터 운영

42

디자인 법률자문단 운영

43

아시아디자인플랫폼(ADP) 구축사업

44

2020 부산국제디자인어워드 개최

45

2020 해양디자인어워드 개최

46

28

시민 행복 디자인 선도

2020 재단법인 부산디자인진흥원 연차보고서

29

읽기 쉬운 관광 안내체계 구축

부산형 관광안내표지 표준화 구축

Easy-to-read tourist information system Project

Tourism Information Sign Standardization Construction Project for Busan

부산을 찾는 관광객들이 대중교통과 도보를 이용하여 이동하는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장소에 대한 인식

사업기간

읽기 쉬운 관광안내체계 구축사업을 통해 개발된 디자인을 부산 전역에 적용하여 관광안내표지판을

사업기간

지도를 형성하고 정보를 순차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길 찾기(Way-Finding)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

2018. 10. ~ 2021. 03.

‘표준화’하는 사업입니다. 관광안내표지판 표준화를 통해 안내표지판의 디자인 기초 수립 및 국제 관광

2020. 06. ~ 2022. 06.

전담기관

도시로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사업의 목적입니다. 관광객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표준 관광안내판을

전담기관

입니다. 원도심권, 서면권, 해운대권 내 설치하였으며, 4개 언어(한,영,중,일)를 표기하고 표준화 디자인
으로 사용자 중심 관광 안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부산광역시(관광진흥과)

6
185

Development and design of 6 types of

종 tourist information signs (A-E)

개

1

사업비

1,622백만원(국비 816백만원, 시비 806백만원)

2,600백만원

· 관광안내사인물 6종 디자인 개발 및 설계
· 관광안내사인물 3개 권역(해운대, 서면, 원도심)
내 185개 제작 및 설치

관광안내사인물(A~E) 디자인 개발 및 설계

관광안내사인물 3개 권역 내 제작 및 설치(해운대, 서면, 원도심)

사업 규모

결과 및 성과

16
1

관광안내표지판 교체 및 신규설치

Replacement and installation of tourist

개 구군 information signs in 16 districts

Holding a meeting with the

회 TF team from 16 districts

1. A타입
부산광역시 전도, 지하철
여행 관광지 안내
2. B타입
구 단위 관광지 안내

1. 16개 구군 전담팀 회의 개최

1

2. 현장 조사
사상구 신청 현장 조사

3. C타입
관광지 방향 및 거리안내, 보행유도 구역 안내

3. 현장 조사
북구 신청 현장 조사

4. D타입(지주형)
지주를 활용한 관광지 방향 및 거리 안내
5. D타입(바닥형)
동판을 활용한 관광지 방향 및 거리 안내
6. E타입
관광지 내부(목적지) 및 인근 관광지 안내

3

4

5

6

· 16개 구군 관광안내표지판 교체 및 신규설치
· 부산광역시 전도 신규 개발, 교체

16개 구군 전담팀 회의 개최

Fabrication and installation of 185 tourist information signs in three areas
(Haeundae, Seomyeon, and Old Downtown)

2

문화체육관광부, 부산광역시(관광진흥과)

사업비

사업 규모

결과 및 성과

설치하여, 관광 편의를 제공하고 나아가 지역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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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안심마을 조성

청년 평화의 길 사인체계 및 디자인 구축

Busan CPTED(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Sign system and design project for path of youth to peace

안심마을 조성사업은 범죄예방환경디자인을 통해 주민 불안감 및 범죄발생을 줄이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기간

청년 평화의 길(경성대·부경대역~UN기념공원~동명대학교~부산박물관 등) 내 관광객들의 도보 이동

사업기간

셉테드 실무협의회를 통해 선정된 3개 대상지에 다양한 분석 기법을 도입하여 대상지 특성에 맞는

2020. 03. ~ 2021. 03.

동선에 따라 사인물의 번호 연계를 통한 길 찾기(Way-Finding)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UN평화

2019. 06. ~ 2020. 08.

전담기관

문화특구 등 내 주요 관광명소들을 연결하여 걷고 즐길 수 있는 사인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전담기관

범죄예방환경디자인을 개발합니다. 물리·사회적 조사를 통해 지역 여건에 적합한 범죄예방환경디자인을
통해 범죄율 저감에 기여하고자 하며, 주민설명회를 통한 의견수렴으로 주민의 직접 참여를 유도하여
만족도 향상과 지역 공동체 사업과 연계, 추진할 수 있습니다.

부산광역시 남구(미래성장담당관실)

사업비

사업비

450백만원

180백만원(구비)

사업 규모

결과 및 성과

3
82.8

대상지별 특성 반영 범죄예방환경디자인 개선
Development of 3 Environmental Designs

건 for Crime Prevention

%

1

부산광역시(건축정책과)

범죄불안감 감소

82.8% decrease in
fear of crime

78.3
83.9

사업 만족도

· 북구, 서구, 사하구 범죄예방디자인 개선

78.3% business

% satisfaction score

4

관광안내사인물 디자인 개발 및 설계

Development and design of 4 types

종 of tourist information signs

범죄예방 효과

25

1. 북구 개선 전 / 2. 북구 개선 후
공폐가 입면 개선을 통한 후미진
환경 개선 및 분위기 전환

1. B타입
청년 평화의 길 전체 관광지 안내
(기존 내용 교체)

1

2. C타입
이동 거리 간 관광지 안내
3. D타입
관광지 방향 및 거리 안내
4. D타입(가로등형)
가로등 지주를 활용한 관광지 방향 및 거리안내

7. 나대지 및 공폐가 개선
공폐가 철가 및 나대지 개선을 통해
후미진 분위기 상쇄
8. 노후 벽면 도색, 담장 구조물 설치
낮은 담장에 구조물 설치로 범죄 요인 차단

5

6

7

8

· 청년 평화의 길 안내사인물 4종
디자인 개발 및 설계
· 청년 평화의 길 안내사인물 25개 제작 및 설치

New QR codes leading to tourist information sites
and design development

5. 사하구 개선 전 / 6. 사하구 개선 후
시장과 이어진 좁은 골목길에 주요 통행로
설정으로 안전 보행

4

Production and installation of 25 tourist
Youth Peace Zone

개 information signs in the

3. 서구 개선 전 / 4. 서구 개선 후
위험상황 발생 시 빠르게 방향을
인지할 수 있는 안전 동선 설정

3

청년평화의길 내 관광안내사인물 제작 및 설치

관광 안내 사이트 연결 OR 코드 신설 및 디자인 개발

83.9% reduction in

% violent crime

2

사업 규모

결과 및 성과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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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온천길 간판개선

울산 남구 삼호동 도시재생 뉴딜

Improving signs for Hot spring road in Haeundae

Urban Regeneration New Deal Project in Samho-dong, Nam-gu, Ulsan

해운대온천길 일원의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무질서한 불법 광고물을 정비하고 지역특성 및 주변 환경과

사업기간

울산 남구 삼호동 일원의 물리적·사회적·경제적 재생을 통한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기간

조화되는 아름답고 특색 있는 간판으로 개선하는 사업으로 국제도시 해운대의 가치를 크게 향상시켰습니다.

2019. 01. ~ 2021. 03.

사업입니다.

2019. 03. ~ 2022. 03.

전담기관

전담기관

행정안전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미래도시과)

국토교통부,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남구(도시창조과)

사업비

사업비

600백만원(구비)
사업 규모

결과 및 성과

200
354
162

건물 입구 입면 정비, 층별 안내판 제작 및 설치

업소 간판 디자인 및 설계

Maintenance of the entrance of buildings,
fabrication and installation of information
boards by floor

Design of store signage

개 for 200 stores

· 총 50개 건물, 200개 업소 간판 디자인 및 설계
· 총 44개 건물, 162개 업소 불법 간판 철거,
신규 간판 제작 및 설치

In the middle of the design process

1

Removing illegal window advertisements,
Hanging window cling

개 354 installations completed

디자인 및 실시설계 중

※ 공실, 폐업, 건물 리모델링으로 인한 공사물량 변동

불법 창문이용광고 제거 후 창문 시트 마감 진행

설치완료

6,200백만원

결과 및 성과

1

회 주민설명회
A Presentation for residents

안전한 우리동네 만들기 전기, 통신 공사 완료
Our Safe Neighborhood Project; Electrical

사업 규모
· 안전한 와와로 만들기 (L=420m, B=12m)
· 안전한 우리동네만들기 (99,800㎡)
· 철새도래지거리 (L=280m, B=20m)
· 친환경 그린에너지거리 (L=255m, B=20m)
· 친환경 그린카펫거리 (무거동 1230-9번지 일원)

식 and Telecommunications Works Completed

업소 불법 간판 철거, 신규 간판 제작 및 설치

Demolition of illegal signboards, production and

1. 철새도래지거리 마스터플랜

1

개 installation of new signboards for 162 stores

2. 안전한 우리동네만들기 마스터플랜
3. 제1차 주민설명회
디자인 및 실시설계 관련 주민설명회(제1차)

1

2

1. 9번 건물 간판 개선 전 / 2. 간판 개선 후
간판개선 전 후 현황
3. 40번 건물 간판 개선 전 / 4. 간판 개선 후
간판개선 전 후 현황

3

4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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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북구 화봉 안심마을 만들기

울산 북구 양정 자동차 테마거리 조성

Making Hwabong Safe Village in Buk-gu, Ulsan

Urban Regeneration Project in Yangjeong-dong, Buk-gu, Ulsan
-A Project to Create Yangjeong Automobile Theme Street-

보행환경이 불편한 골목길 등 생활가로 환경을 개선하여 주민들의 이동편의를 확보하고, 불법주차

사업기간

울산 북구 양정동 일대 자동차테마거리를 조성하고 보행공간 확보 및 보행 편의성 증진 통해 지역 주민

사업기간

등으로 안전한 통행이 어려운 공원 주변 및 고가하부의 어둡고 방치된 공간을 편안하고 안전한 생활 환경

2019. 10. ~ 2020. 12.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2018. 09. ~ 2021. 06.

으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전담기관

전담기관

국토교통부,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북구(도시과)

국토교통부,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북구(도시과)

사업비

사업비

740백만원

결과 및 성과

5

CCTV 설치

개소 Installation of 5 security cameras

사업 규모

13

가로등 교체 및 신설

개소

Replace and establish street
lamps in 13 locations

마을 골목길 보행환경을 위한 아스콘 재포장

디자인 및 실시설계 완료

Repair the pavement for the pedestrian
environment in village alleys

Design process completed

· 마을 골목길 보행환경 개선
(L=280m, B=2m~4m)
· 화봉제1공원 주변 가로환경 개선
(L=480m, B=8m)
· 안심갤러리 및 고가도로 하부 환경개선

3,749백만원

결과 및 성과

1
3

토목, 전기, 통신 공사 완료

Civil, electrical, and communication

식 work completed

회

주민설명회

3 Presentations
for residents

1

사업 규모
디자인 및 실시설계 완료

식 Design completed

건축물 입면정비, 간판정비, 상징조형물 설치 공사 추진 중

· 양정동 일대 자동차테마거리 조성
(L=900m, B=8m)
· 양정동 일대 간판정비(약 90개소) 및
저층부 입면개선(약 50개소)

In the process of building elevation maintenance, signboard
maintenance, and the installation of symbolic sculptures

안심갤러리 및 고가도로 하부 환경 개선

Improved safety galleries and elevated
environments of the spaces under overpasses

1

2

1

2

3

4

5

6

1-2. 보행환경 개선 전·후
3-4. 화봉 쉼터 조성 개선 전·후
5-6. 화봉안심갤러리 조성 개선 전·후

3

5

4

6

1.-6. 울산 북구 양정 자동차테마거리 조감도
사업 전·후 예상 조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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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북구 이화정 도시재생뉴딜사업

밀양 안심통학로 유니버설디자인 시범조성

Urban Regeneration New Deal Project in Ewha-Jung, Buk-gu, Ulsan

Executing test operation of Safety road universal design in Miryang test operation

울산 북구 중산동 일대의 ‘이화정 마을’의 생활기반시설을 개선하고 범죄예방환경디자인(CPTED) 등

사업기간

보행안전이 열악한 밀양초등학교 통학로의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하여, 어린이, 임산부, 노인 등 교통

사업기간

공공디자인 사업을 시행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세부사업으로는

2020. 10. ~ 2023. 02.

약자를 위한 쾌적하고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2020. 02. ~ 2021. 09.

집수리지원사업(24가구), 안심골목길조성, 보행로개선, 어린이놀이터정비, 보행교량시설신설 등 총

전담기관

전담기관

국도교통부, 울산광역시 북구(도시과)

경상남도, 밀양시(건축과)

사업비

사업비

3,029백만원

340백만원

7가지로 구성됩니다.

사업 규모

결과 및 성과

24
1

집수리지원 대상 선정 완료

주민면담 진행

Completed selection of targets for

가구 house repair support: 24 houses

Interviewing local residents

주민설명회

A Presentations for

회 residents

· 이화정 쌍둥이길 정비
· 마을안심 골목길 조성
· 이화천 안전보행길 조성
· 이화·화정 아름다리 조성
· 이화·화정 솟대마당
· 어린이 놀이터 정비
· 집수리지원

1. 주민설명회
집수리 지원사업 관련 주민설명회 실시

1

결과 및 성과

디자인 및 실시설계 용역 수행 중
Performing design services

1

2. 현장지원센터 업무협의
사업추진 방향 및 일정 논의

2

3

· 밀양초등학교 주변 주요 통학로 인도 포장
· 밀양초등학교 정문 앞 주차선 수정
· 회전교차로 신설

1.현장점검
주차선 수정을 위한 업무 협의
2. 밀양초 업무협의
정문앞 통학로 개선 관련 밀양초 관계자 업무협의

3. 주민면담
집수리지원사업 관련 주민 의견청취

2

사업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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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사업화 기반 구축

리사이클 디자인 상품개발 지원

Building a Design Commercialization Foundation

Developing Recycled design products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전담하고 부산디자인진흥원이 주관하여 실시하는 『디자인

사업기간

버려지는 물건에 디자인을 더해 더 높은 가치로 재탄생시키는 ‘업사이클링’ 시장이 신성장 산업으로

사업기간

사업화기반구축사업』은 부산 · 울산 · 경남 소재 지역기업과 디자인전문기업을 대상으로 디자인 주도

2020. 04. ~ 2020. 12.

부각되면서 부산지역 업사이클링 디자인 개발 기업 및 전문가 양성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부산지역

2020. 01. ~ 2020. 12.

전담기관

유일 리사이클디자인 상품개발 지원사업으로서 8년째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디자인기업에 업사이클

전담기관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제조업과 디자인산업의 협업을 통한 상품화 및 사업화 지원하고, 제조디자인 혁신 생태계 기반강화를 지원 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한국산업기술진흥원)

결과 및 성과

3
7

디자인지원

3 Support for desgin

건 developments
컨설팅

건 7 Consultations

1

3
5

2

디자인출원
3 Patent

건 applications

건

연구보고서 발간
2 Published

건 research reports

온오프라인 홍보
5 On/Off-line
promotions

2

상품 개발비를 지원하고, 판매제고를 위해 홍보 및 판로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사업비

254백만원

70백만원

사업 규모

결과 및 성과

· 동남권 디자인전문기업 역량제고
시제품 제작 지원 : 3개 과제
· 동남권 디자인전문기업 역량제고 기술지도 지원
· 지식재산권(디자인권) 출원 지원
· 지역디자인 정책연구 보고서 발간 1건 지원
· 지역디자인 플랫폼 구축
(※ 5개 지역디자인센터 공동) 지원
· 온·오프라인 홍보 지원 3건 지원

4
4

1. 동남권 디자인전문기업 역량제고 지원과제 결과물
주방 청소용 전동 브러쉬,
프리미엄 건조기, 주방 청소용 모듈 브러쉬

디자인지원

4 Supports for design

건 developments

회

1

판로지원

4 Marketing
supports

사업 규모

9
89

컨설팅

회 9 Consultations
사업추진 만족도

89% satisfaction

점 score

2

언론보도

회 7 press releases

1. 폐의류를 활용한 리사이클 의류 및 가방
석운윤

4. 모듈형 리사이클 행사장 구조물
㈜만만한녀석들

4. 성과물 온·오프라인 홍보
동남권 디자인전문기업 역량제고 지원과제
성과 사례집 e-북 발간 및 배포
5. 롯데면세점 부산점 온·오프라인 입점
롯데면세점 부산점에 동남권 디자인 상품
발굴 및 판로 지원

3

5

디자인출원

건 3 Patent applications

3. 버려지는 원단조각을 재가공한 디자인 패션상품
㈜동일메이킹

3. 지역디자인 정책 연구(보고서 발간)
한국형 뉴딜 추진에 따른 동남권 디자인 정책연구

4

3
7

· 4개 기업 지원, 4개 과제 수행

2. 커피박 리사이클 친환경 섬유보드 공예품
㈜베씨노웍스

2. 디자인 주도산업 지능화 서비스 기반구축
시행계획 수립(보고서발간)

3

부산광역시(첨단소재산업과)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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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관광기념품 위탁판매점·디자인스토어 운영

디자인 진로체험프로그램

Operating the design tourism souvenir consignment store and the design store

Design Career Experience Program

지역 창업자 및 소상공인의 판로지원을 위해 디자인스토어 및 디자인 관광기념품 위탁판매점을 운영

사업기간

부산디자인진흥원 자체사업으로 실시하는 『디자인 진로체험사업』은 지식기반의 창조 디자인 산업을

사업기간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에게 지역 디자인 기업과 중소기업의 디자인상품을 소개하는 장이며 디자이너들

2020. 01. ~ 2020. 12.

견인할 미래 창의적 인재육성의 일환으로 부산광역시 내 유치원, 초 중 고등부 학생 및 일반 시민을

2020. 01. ~ 2020. 12.

전담기관

대상으로 디자인분야 체험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디자인 프로세스를 통한 합리적이고 창의적인 디자인

전담기관

에게는 수익창출을 위한 판로를 제공하는 공간입니다. 부산관광기념품 및 사무용품, 홈데코 제품, 패션,
악세사리 등 여러 품목의 디자인상품을 선별 및 판매하고 있습니다.

(재)부산디자인진흥원
사업비
39백만원
사업 규모

결과 및 성과

61,446
3

총 매출

Reaching KRW 61,446,000

천원 of total sales

· 디자인스토어 및 롯데면세점 내 70개사
1,347개 상품 판매중
· 디자인스토어 온오프라인 매장운영
-오프라인: 부산디자인진흥원 1층
-온라인: 네이버스토어팜, 카카오톡스토어

라이브 커머스 추진

카달로그 제작 및 배포

회 3 hosting live-commerce

Producing and distributing catalogs

· 롯데면세점 온오프라인 매장운영

-오프라인: 롯데면세점 부산점 7층 향토관
-온라인: 롯데인터넷면세점

1.-2. 롯데면세점 관광기념품 판매장 전경
롯데면세점 관광기념품 판매장

1

3. 디자인스토어
4.-5. 디자인스토어 라이브커머스 방송
온라인마케팅 강화를 위한 라이브 커머스 추진

사고력 함양 및 디자인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확립할 수 있도록 현장 체험학습 모듈을 개발하여
운영하며, 교사대상 연수프로그램 운영 및 지역 소외계층 교육 무상제공, 청소년단체, 동아리 등 다양한

(재)부산디자인진흥원

지원을 제공합니다.

사업비

결과 및 성과

사업 규모

40백만원

35,198
1

· 학습모듈개발 프로그램 운영
-현장, 비대면, 동아리

2014~2020 누적 교육인원

명 2014-2020 Cumulative Trainees: 35,198

감만지역아동센터 교육지원

회

Support for education for the
Gamman Children's Center

15

프로그램 운영

개 Operating 15 programs

107

제2회 대한민국 의회행정박람회 참가

· 구·군별 진로진학지원센터 mou협약
· 구·군별 진로박람회, 부산광역시 내 개최 행사 참여
· 부산 초중등부 교사 연수 프로그램 운영

Participation in the 2nd National Assembly

명 Administrative Fair of Korea(107 students)

3

비대면 온라인 교육진행

Operating 3 non-face-to-face

건 online training programs

1. 러시아학교 교육
지역소외계층 무상교육 지원

1

2. 비대면 온라인 수업
코로나19로 인한 zoom 활용 비대면 온라인 교육
3. wave체험관 투어
wave 디자인체험관 투어 및 디자인 현장 체험
4. 진로체험 수업
디자인 개념과 표현을 통한 에코백 실습 과정
5. 대한민국 의회행정 박람회 참가 전경
디자인실습 슈링클스 키링 제작 과정

2

3

2

3

4

5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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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융합 특화 창업체험센터 운영

디자인 법률자문단 운영

Operating a Creative experience center specialized in design convergence

Legal Counsel for Design Industry

교육부와 부산광역시 교육청이 지원하고 부산디자인진흥원이 주관하여 실시하는 『디자인융합특화

사업기간

디자인법률자문단은 디자인기업의 불공정거래, 지식재산권분쟁 등의 해결과 개선방안 제시를 통한

사업기간

창업체험센터 사업』은 부산광역시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 사업으로 4차 산업혁명에

2020. 04. ~ 2020. 12.

디자인기업 피해 최소화 및 디자인 권리보호 확산을 위해 운영되는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법률자문이

2020. 02. ~ 2020. 12.

전담기관

필요한 디자인기업 및 디자이너, 학생 등 디자인업계 관련자이며, 신청인과 자문 위원과의 1:1 맞춤상담

전담기관

대응하여 청소년들의 창의적 사고를 바탕으로 도전정신과 창의성, 문제해결력을 갖춘 혁신 인재 양성
및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창업가정신 함양 교육을 제공합니다.

부산광역시 교육청

8

교육프로그램 운영

Operating 8 training

개 programs

18
93

팀
수상

%

2,877

제1회 부산청소년 창업경진대회

18 Teams awarded in the 1st
Busan Youth Startup Competition

학생만족도

Student’s satisfaction
score: 93%

부산 초.중.고등학생 교육 실시(127.3% 초과달성)
Education for elementary, middle, and high

명 school students in Busan(2,877 students)

23
99

건
수상

부산해양디자인어워드

23 Teams awarded in the
Busan Marine Design Award

산업통상자원부(한국디자인진흥원)

사업비

사업비

40백만원

40백만원

사업 규모

결과 및 성과

서비스를 통해 디자인 산업에 특화된 전문적인 법률자문기능을 수행합니다.

· 부산 초·중·고등부 대상 총 74회,
2,200명, 332시간
· 디자인융합특화창업과정 4개 /
입문2개, 중급1개, 고급1개 교육실시
· 부산청소년 창업경진대회
· 구군별 진로·창업 박람회

사업 규모

결과 및 성과

93

디자인법률 무료자문지원

Completing 93 free legal

건 counseling sessions

1

· 4분야 자문
디자인법률 현장상담회 및 교육 개최

-지식재산권, 저작권·계약, 노무, 회계

회 Holing a Design Legal Seminar

지식재산권 54건, 도용 3건, 계약·용역비 23건, 노무 5건, 회계 3건, 기타 5건

54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3 piracy, 23 payments, 5 industrial relations,
3 accounting related matters, 5 other cases

교사만족도

Teacher’s satisfaction

% score: 99%

1

3

1. 현장상담회
일 자 : 2020.11.25.(수)
장 소 : (재)부산디자인진흥원
자문위원 : 정남진 변리사(리엘특허법률사무소)
2. 사업홍보
법률자문단 포스터
3. 사업홍보
법률자문단 카드뉴스

2
1

2

1. 제1회 부산청소년 창업경진대회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온라인 창업경진대회 개최
2. 창업체험 과정 수업전경
창업교육 유인물을 활용한 창업가정신 함양 과정
3. 창업체험 과정 수업전경
창업가 도전 (사업계획 팀빌딩) 수업 과정
4. 창업체험 과정 수업전경
창업가 도전 사업계획 발표 수업과정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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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디자인플랫폼(ADP) 구축사업

2020 부산국제디자인어워드 개최

Asia Design Platform (ADP)

2020 International Busan Design Award (ibda)

부산광역시가 지원하고 (재)부산디자인진흥원이 주관하여 디자인 관련 인적, 물적 자원의 효율적인

사업기간

(재)부산디자인진흥원이 주관하는 『2020 부산국제디자인어워드』은 디자인 기업, 디자이너, 학생

사업기간

네트워킹을 위해 『아시아디자인플랫폼(ADP)』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지역 디자인 산업 경쟁력 강화

2020. 01. ~ 2021. 12.

등 산업 디자인 분야의 연구 개발 촉진 및 진흥을 통한 산업 경쟁력 강화와 비즈니스를 연계합니다.

2020. 01. ~ 2020. 12.

전담기관

부산-아시아 간 디자인분야 교류 활성화를 통해 시민사회, 기업 등 각계각층이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전담기관

및 국내 및 아시아 디자인 산업 관련 중소기업과 개인의 해외 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부산광역시(첨단소재산업과)

아시아디자인플랫폼 시스템 구축
Building an Asia Design
System platform

3,441

명

9

기업 온라인 콘테스트 개최 지원
Supporting 9 companies to

개 hold online contests

사업비

120백만원(시비 120백만원)

160백만원(자체 80백만원, 시비 80백만원)

· 플랫폼 홈페이지 구축(adp.dcb.or.kr),
6종 서비스 개발
· 부산 지역 중소기업·소상공인 디자인
콘테스트 개최 지원 10개사

사업 규모

결과 및 성과

1,245
353

5개 분야 17개국 접수(해외출품작 874% 증가)
1,245 works from 17 countries in 5 areas

점 (increase in overseas applications by 874%)

홍보 브로셔 및 이메일 발송

디자이너, 디자인기업, 디자인전문가, 일반 기업 등 회원 등록

3,441 membership registration(including designers, design
companies, design professionals, general enterprises, etc.)

건

1. 콘테스트 지원 사업
중소기업 대상 디자인 콘테스트 개최비 지원

1

부산광역시(첨단소재산업과)

사업비

사업 규모

결과 및 성과

만남의 장을 구축합니다.

353 promotional brochures
and emails sent

9

개

Supporting Patent application
for 9 designs

1. 부산국제디자인어워드 전시
우수 작품들에 대한 전시를 진행함.

1

2. 아시아디자인플랫폼(ADP) 로고
아시아디자인플랫폼(ADP) 브랜드 개발 결과물

2.-3. 부산국제디자인어워드 시상식
우수 작품들에 대한 시상을 진행함.

3. 아시아디자인플랫폼(ADP) 홈페이지
플랫폼 홈페이지

2

디자인 출원 지원

· 일반부(대학·대학원생, 일반인, 기업) /
학생부(초·중·고등학생)
· 커뮤니케이션디자인 / 제품·환경디자인 /
공예·패션디자인 (자유주제)
· 총 상금 50.4백만원
(일반부 46백만원/학생부 4.4백만원)

3

2

3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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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해양디자인어워드 개최
Hosting 2020 Busan Marine Design Award
부산광역시에서 추진하는 국내 유일의 해양 디자인 공모전으로서 해양레저 산업 분야 디자인 개발

사업기간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추진되었으며, 해양레저 관련 제품의 새로운 디자인 제안과 이미지 개발로

2020. 06. ~ 2020. 11.

해양레저 산업의 경쟁력 강화, 해양수도 부산의 이미지에 맞는 디자인 발굴로 해양레저 홍보와 관심을

전담기관

높이고자 시행되었습니다.

주최 : 해양수산부, 부산광역시(해양레저관광과)
주관 : 부산광역시(해양레저관광과),
(사)한국해양레저네트워크
후원 : 부산광역시교육청, 한국해양대학교,
(사)한국해양대학교디자인학회,
(사)동남권디자인산업협회

결과 및 성과

311

점
지원

311
applications

39

작품
시상

대상 3, 금상3, 은상 3, 동상 3, 기타 27

39 works won prizes(3 Grand Prize, 3 Gold Prize,
3 Silver Prize, 3 Bronze Prize, and 27 Others)

46.5백만원
사업 규모
· 지정공모 3개 분야, 자유공모 4개 분야
· 총 상금 200만원, 부산광역시장상 및 국립한국
해양대학교총장상, 부산교육감상 등 수여

수상작 전시

An award-winning
Designs’exhibition

1

사업비

1. 2020 부산해양디자인어워드 시상식
일 자 : 2020.11.12.(목)

2

2. 2020 부산해양디자인어워드 시상식
일반부 대상 노희주
<부산해양레저 커뮤니케이션 브랜드화 제안>
3. 2020 부산해양디자인어워드 시상식
KIMA 캐릭터 부문 대상 요트북
<바다의 친구! 내친구 요티>

3

4. 수상작
KIMA 캐릭터 부문 대상 요트북
<바다의 친구! 내친구 요티>

4

5. 수상작
일반부 대상 노희주
<부산해양레저 커뮤니케이션 브랜드화 제안>
6. 수상작
학생부 대상 김가영
<큐빅보트>

5

6

큐빅보트
사직여자중학교 3학년 5반 김가영
삼각형은 바다의 파도를 삼각형으로 형상화하여 표현하였고 바다에 내리쬐는 햇살을 오각형으로 표현했으며
사각형 녹색은 바다의 해초들을 사각형으로 형상화시켜 디자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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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디자인주도형 청년일자리 창출

51

지역·산업 맞춤형 디자인 인력 양성

50

고용창출형 기술-디자인 청년인재매칭 일자리 지원

53

청년 핸드메이커 디자인창업 활성화

54

B-소셜 청년JOB 드림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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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제조특화 사회적기업가 육성

디자인주도형 청년일자리 창출

Fostering social entrepreneurs specialized in design manufacturing

Regional-led Youth Job Project

2014년부터 고용노동부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 지원하는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은 사회문제 해결의 의지를 가진 예비창업 및 초기창업(2년미만)을
선발하여, 창업공간과 창업비용, 창업교육 및 멘토링을 지원하고 자원 및 판로 연계와 사후관리를
통해 예비사회적기업으로의 성장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0년 25개 창업팀을 선발·육성하여
창업율 100%, 18개 창업팀이 부산시 지역형 및 정부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25개 창업팀의 매출액은 총 2,374백만원이며, 136명의 일자리를 창출하였습니다.

행정안전부와 해운대구가 전담하고 (재)부산디자인진흥원이 주관하여 실시하는 디자인주도형 청년

사업기간

2020. 01. ~ 2020. 12.

일자리지원사업은 디자인 전문인력을 필요로 하는 해운대구 디자인 전문기업에 해운대구 거주 청년

2020. 01. ~ 2020. 12.

전담기관

채용을 연계함으로써 디자인 전문기업에 청년 디자인 인력 취업 시 인건비를 지원하고, 기업의 재정부담

전담기관

고용노동부(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25
136
24

개사

협약체결

25 companies sign
agreements

명

특허

일자리창출

136 jobs created

건 24 patent applications

18
57
2,374

예비사회적기업 배출

개사

18 Preliminary
social enterprises

814백만원

732백만원(국비 400백만원, 구비 332백만원)

· 25개팀 육성 및 지원
· 사업화 자금 지원

- 각 팀당 평균 3천만원 이내 지원

39
4
회

Hosting 4 networking
programs

157
31

직무역량 강화교육

· 참여기업 31개사, 참여청년 신규 채용 38명

Training sessions for strengthening the

명 job competency for 157 employees
참여기업협약

31 companies sign

개사 agreements

총매출

Total revenue of

1

2

1. 노무컨설팅 실시
2. 참여청년 직무교육 실시
3. 참여 청년 해운대구청 간담회 실시

1. 부산시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수여식

3.-4. 2020년 창업팀 워크숍

3

4

참여청년 채용

명 39 employees

2. 창업팀 사전진단 컨설팅

3

사업 규모

결과 및 성과

청년 네트워킹 개최

57 cases of
resource linkage

백만원 KRW 2,374 million

2

행정안전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일자리경제과)
사업비

자원연계

건

완화 및 청년층의 안정된 지역정착 유도를 통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합니다.

사업비

사업 규모

결과 및 성과

1

사업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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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산업 맞춤형 디자인 인력 양성

고용창출형 기술-디자인 청년인재매칭 일자리 지원

Customized Manpower Training Program for Local Industry

Job Matching Project supporting talented youth in the design and technology industry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가 지원하고 부산디자인진흥원이 주관하여

사업기간

행정안전부와 부산광역시가 전담하고 (재)부산디자인진흥원이 주관하여 실시하는 고용창출형 기술-

사업기간

실시하는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사업』은 협약기업 재직근로자와 기업 채용 예정자를 대상으로

2020. 01. ~ 2020. 12.

디자인 청년인재매칭 일자리지원사업은 디자인 전문인력을 필요로 하는 부산지역 기술창업기업에

2020. 01. ~ 2020. 12.

전담기관

청년 채용을 연계함으로써 창업기업에 청년 디자인 인력 취업 시 인건비를 지원하고, 기업의 재정부담

전담기관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를 통해 지역 중소기업의 기술력 향상 및 기업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역 기업 및 산업의 인력수요를 기반한 맞춤형 디자인전문인력 양성으로 기업의 인력난
해소 및 고용률 제고에 기여합니다.

299
86

협약체결 기업체

299 companies sign

개사 agreements

취업률

% Employment rate: 86%

538
26

교육실시

명 538 graduates

사업비

544백만원

391백만원(국비 216백만원, 시비 175백만원)

· 299개 협약기업 업무협약 체결
· 채용예정자 과정 및 재직자 과정 26개
훈련과정 52회차 538명 훈련실시

교육과정

개 26 Curriculum programs

2

사업 규모

결과 및 성과

33
352

참여청년 신규채용

명 33 new employees

백만원

1. 채용예정자 양성과정 수료생 포트폴리오
과정명 : 인디자인을 활용한 편집디자인전문가
양성과정

1

인건비 지원금

KRW 352 million of
labor cost support

17
22
2

5

17 joint recruitment of

참여기업 신규협약

22 companies sign

1. 참여기업 협약식
사업 참여기업 대상 협약식 진행
2. 직무교육 및 네트워킹
참여청년들의 직무 능력 향상을 위한
직무교육 및 네트워킹 실시
3. 참여청년 대상 직무교육
4. 행정안전부-참여청년 간담회

4. 재직자 향상과정 수업전경
과정명 : 디자인 구현을 위한 가죽 소재 활용

4

· 참여기업 22개사, 참여청년 신규 채용 33명

개사 agreements

3. 재직자 향상과정 수업전경
과정명 : 중장년 ICT 능력향상을 위한 엑셀 활용

5. 재직자 향상과정 수업전경
과정명 : SNS에 최적화된 카드뉴스 제작 노하우

청년 선발 공동채용

회 young people

2. 채용예정자 양성과정 수업전경
과정명 : 프론트엔드 웹디자인전문가 양성과정

3

행정안전부, 부산광역시(첨단소재산업과)

사업비

사업 규모

결과 및 성과

1

한국산업인력공단(부산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완화 및 청년층의 안정된 지역정착 유도를 통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합니다.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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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핸드메이커 디자인창업 활성화

B-소셜 청년JOB 드림사업

Activating youth handmade design start-ups

B-Social Youth JOB Dream Project

55

행정안전부와 해운대구청이 지원하고 부산디자인진흥원이 수행하는 『청년핸드메이커 양성사업』은

사업기간

행정안전부와 부산광역시가 지원하는 B-소셜 청년JOB 드림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회문제해결을

사업기간

지역의 청년 핸드메이커 창업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과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역의

2020. 03. ~ 2020. 12.

위해 창의성과 기술 기반을 갖춘 부산 소셜벤처 기업을 발굴하여 성장단계별 지원을 통해 창업기반을

2020. 05. ~ 2020. 12.

전담기관

조성하고 청년주도의 사회혁신 생태계 구축 및 지속가능한 양질의 청년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하는

전담기관

핸드메이커에 대한 창업 및 사업역량 강화 맞춤형 지원을 통하여 지역청년의 창업활성화 및 관광
자원화에 기여 합니다.

행정안전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일자리경제과)
사업비
3.3백만원
사업 규모

결과 및 성과

20
66
11

건

건

박람회 참가

20 participants in the fair

맞춤형 심화멘토링

66 customized
mentoring programs

직무·창업교육 20개팀 / 220시간

건

1

11 training sessions
(20 teams / 220 hours)

20
120
2

지식재산권 등록 및 출원

건

· 20개 수혜기업 협약체결 및 사업화 지원

20 cases of intellectual property
registration and application

백만원

네트워킹을 위한 프리마켓 운영 등 2020년 20개 기업을 선정하여 청년 53명의 신규 일자리를 지원

사업비

결과 및 성과

사업 규모

428백만원

20
6,751
386

협약체결, 일자리창출 114명, 인턴 53명 지원
20 companies sign agreements,

창업기업 매출

KRW 120 million in
total sales

백만원

명

1. 창업팀 언론보도 (1)
부산 MBC 생방송 부라보!
:히소펠트 대표 박혜민 출연

1

총매출

KRW 6,751 million
in total sales

Incubation programs for
386 people (13 times)

4

5

5. 사업 간담회
2020.10.07.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해운대구청장 간담회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
49 cases of intellectual

B-CON그라운드 입주지원

B-CON ground occupancy

개사 support for 11 companies

2

1. 선정기업 협약체결
B-소셜 청년JOB드림사업 선정기업 협약체결
2. 비콘그라운드
비콘그라운드 입주지원 및 운영활동비 지원(11개사)
3. 비콘그라운드 플리마켓
지역,주민,문화를 연결하는 플리마켓을 통하여
시민과 소통

3. 지식재산권
창업팀 지식재산권 확보

3

Hosting 2 networking programs,

· 청년：부산거주 만 39세 이하 미취업 청년 45명
· 기업 : 공예·예술·문화·디자인·제조분야 등
소셜벤처 기업(20개사)

건 property rights support

2. 창업팀 언론보도 (2)
JTBC 비긴어게인
:오또수제안경공방 대표 김길수 출연

4. 심화멘토링
창업관련 맞춤형 멘토링

2
49
11

네트워킹, B-큐브마켓 개최

회 D-cube Market

인큐베이팅프로그램(13회) 참여

건 2 jobs created

행정안전부, 부산광역시(청년희망정책과)

하였습니다.

개사 114 hires, 53 internships

신규고용 창출

2

사업입니다. 소셜벤처 거점공간 지원을 위한 B-CON그라운드 입주 지원, 교육 총 13회 386명 지원,

4. 부산청년소셜벤처 육성 협의회
소셜벤처 기업 발굴 및 성장지원 방안 도출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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