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부산디자인진흥원 공고 제 2021 – 256호

2021 부산섬유패션산업 정부R&D사업화지원
기업 맞춤형 R&D과제 도출 교육(2차) 모집 공고
재단법인 부산디자인진흥원에서는 부산지역 섬유패션산업의 연구개발 역량강화를 지원하
기 위하여 의욕적으로 참여할 업체를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
2021년 10월 14일
재단법인 부산디자인진흥원장

1. 교육목적
❍ 정부사업 과제기획역량 강화를 통한 섬유패션기업 경쟁력 강화
❍ 서비스디자인방법론을 통한 섬유패션기업 신산업 발굴
❍ 사업계획서 작성 및 발표요령, 발표자료 제작요령 등 관련 애로사항 해소

2. 교육내용
구분

기초교육

특화교육

심화교육

교육내용

교육시간

Ⅰ. R&D기획
1. 고객은 누구인가? 2. 고객 기대가치 개발 목표
3. 사업의 본질과 R&D기획

1시간

Ⅱ. R&D기획의 이해
1. R&D와 기술전략

1시간

2. R&D 기획 개념

Ⅲ. 4차 산업혁명과 기술트렌드
1. 3차 산업혁명과 4차 산업혁명, 무엇이 다른가?
2. 4차 산업혁명이 촉발하는 산업별 혁신 방향
3. 중소기업은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가?

1시간

Ⅳ. 사업계획서 작성
1. 사업계획서 작성 준비사항 2. 기술개발의 개요 및 필요성
3. 기술의 독창성, 차별성 표현기술개발 준비사항
4.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

1시간

Ⅴ. 지식재산권의 이해
1. 지식재산권의 종류 2. 지식재산권의 핵심 개념
3. 신규성과 진보성의 이해

1시간

Ⅰ. 마켓트렌드분석

1시간

Ⅱ. 신사업 발굴

1시간

Ⅲ. 협업기반 사업구현

1시간

Ⅰ. 서비스디자인 방법론을 활용 과제 발굴
- 섬유패션기업+디자인기업 협업 프로그램 운영

8시간

교육방식

비대면
교육

비대면
(실시간)
워크숍

3. 교육대상 : 의류섬유패션 관련 기업, 디자인전문기업, 기관 연구원, 대학 연구자 등

4. 교육인원 : 15명 이내
※ 선착순 마감으로 조기 신청바랍니다.

5. 교육일시 및 장소
구분

교육내용

교육기간 및 장소

교육방식

’21. 10. 27.(수) ~ 11. 3.(수)
(온라인 교육)
(장소 무관)

교육 프로그램에
교육생이 시간을
정해서 동영상
시청
(총 5시간)

’21. 11. 4.(목) 14:00~15:00
(1일, 3시간)

비대면 실시간
교육

’21. 11. 9.(화) 09:00~18:00,
부산디자인진흥원 4층 강연장

섬유패션 관련자,
디자인전문기업 팀
프로젝트 형태
진행

Ⅰ. R&D기획(1시간)
Ⅱ. R&D기획의 이해(1시간)
기초교육

Ⅲ. 4차 산업혁명과 기술트렌드(1시간)
Ⅳ. 사업계획서 작성(1시간)
Ⅴ. 지식재산권의 이해(1시간)
Ⅰ. 마켓트렌드분석(1시간)

특화교육

Ⅱ. 신사업 발굴(1시간)
Ⅲ. 협업기반 사업구현(1시간)

심화교육

Ⅰ. 서비스디자인 방법론을 이용한
과제 발굴 워크숍(8시간)

6. 교육 수료생 특전
❍ 교육훈련비 및 교재 무료 제공
❍ 교육 수료기업 대상 정부R&D과제제안 컨설팅 신청접수(2개 과제 내외 선발하여 지원)
※ 교육시간 80%(13시간) 이상 참석확인 시 교육수료 인정
7. 참가신청서 교부 및 접수
❍ 참가신청서 : (재)부산디자인진흥원 홈페이지(www.dcb.or.kr) 고시공고에서 다운로드
❍ 참가신청서 접수기간 : ’21. 10. 14.(수) ~ 10. 26.(화) 17:00 ※ 선착순 마감
❍ 참가신청서 접수처
-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 (신청서 작성 후 스캔하여 첨부)
- 접 수 처 : beyondlee@dcb.or.kr
- 문의사항 : ☎ 051-790-1043.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