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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현황

Ⅰ
1

연혁 ․ 기능
설립목적
부산지역의 정보통신 및 문화콘텐츠산업을 지원·육성함으로써
지역 관련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발전에 기여

설립근거
(재)부산정보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주요기능
정보통신 및 문화콘텐츠산업 연구 및 중장기 계획 수립
정보통신 및 문화콘텐츠산업 시설․장비의 관리 운영
정보통신 및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진흥을 위한 기반조성 등 제반 활성화사업
정보통신 및 문화콘텐츠산업 전문인력 양성 지원
정보통신 및 문화콘텐츠산업 발전을 위한 마케팅 지원
정부․자치단체 및 정보통신관련기관 위임․위탁사업

주요연혁
2002.
2011.
2012.
2012.
2012.
2013.
2014.
2014.
2015.
2015.
2017.
2017.
2018.

07.
06.
02.
04.
11.
05.
10.
12.
09.
09.
03.
08.
12.

(재)부산정보산업진흥원 설립
동남권SW품질역량센터 개소
게임과몰입상담치료센터 개소
부산문화콘텐츠콤플렉스 개관
글로벌데이터허브육성센터 개소
부산저작권서비스센터 개소
SW융합클러스터 센텀센터 개소
부산 콘텐츠코리아 랩 개소
부산글로벌게임센터 개소
글로벌스마트시티실증지원센터 개소
부산가상증강현실융복합센터 개소
부산글로벌웹툰센터 개소
VRAR제작거점센터 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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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CT 기업지원시설
주요 시설

시설현황
시설명
센텀벤처타운(본원소재)
부산문화콘텐츠콤플렉스
부산SW지원센터
부산멀티미디어지원센터
부산정보통신연구원
부산IT‧CT수도권마케팅지원센터

소재지
해운대구 우동
남구 대연동
영도구 남항동
서울 강남구 을지로구
서울 강남구 역삼동
해운대구 우동(벡스코 1층)
해운대구 우동(부산영상산업센터)
해운대구 우동(동서대 센텀)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78

부산가상증강현실 융복합센터
부산VR·AR 제작거점센터
아마존-부산 클라우드혁신센터
동남정보보호지원센터
부산음악창작소
금정구 장전동(부산대학로)
부산콘텐츠코리아랩 금정서브센터
부산콘텐츠코리아랩 경성대서브센터 남구 대연동(경성대 중앙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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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
10,507㎡
19,808㎡
4,744㎡
4,555㎡
1,008㎡
42㎡
39㎡
372.85㎡
1,495㎡
810㎡
48.4㎡
856㎡
213㎡
1,063㎡

주요 내용
입주지원 36실, 회의실 등
입주지원 40실, 웹툰센터 등
입주지원 15실, 회의실 등
입주지원 18실, 해양ICT센터 등
입주지원 15실, 도서실 등
입주지원 1실(16인), 회의실 등
입주지원 1실(15인), 회의실 등
VR/AR 전시·체험, 교육장
입주지원 10실, 오픈오피스 5실 등
스타트업 지원실, 교육장, 회의실 등
회의실, 테스트베드실(CCTV) 등
스튜디오1실, 녹음실2실 등
영상편집실1실, 복합공간 1실 등
강의실 3실, 복합공간 1실 등

3

조직·인력
조 직 : 이사회, 원장, 1실, 2본부, 7부, 1팀

(※ `19. 3. 조직개편)

이사장

이사회(11명)

(경제부시장)

감사(2명)

원장

감사팀
사업기획심의 TFT

경영기획실

IT융합본부

콘텐츠진흥본부

경영혁신부

SW융합사업부

콘텐츠사업부

경영관리부

스마트시티사업부

게임사업부

기업성장지원부

인 력 : 정규직 정원 65명 중 현원 61명, 비정규직 45명
(‘19. 12. 31 기준, 단위 : 명)

구분

계

원장

1급

2급

3급

4급

5급

정원

65

1

2

6

10

16

30

현원

61

1

2

5

5

15

33

비정규직

45

-

1

-

-

5

39

합 계 (현원)

106

1

5

5

20

72

정규직

(임기직)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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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별 주요업무
구

분

팀

명

감사팀
경영혁신부

주 요 업 무
- 자체감사(일상·정기·복무)시행, 외부감사 대응, 반부패·청렴 관련 업무 등

전략기획팀

- 기획, 예산, 이사회, 제규정, 경영평가, 홍보, 총무
- 사업분석·조정, 조직·정원관리, 대관, 기타 수명 업무

경영지원팀

- 인사·시설(인사, 채용, 노무, 복지, 교육, 직원평가, 시설관리, 전산, 자산관리)

재무계약팀

- 재무·계약(재무, 회계, 결산, 조달구매, 계약)

경영관리부

창업성장지원팀

- 기업지원(마케팅, 컨설팅), 기업애로해결, 창업지원 등 일자리 창출 업무

혁신인재양성팀

- IT·CT 인력양성 및 교육 지원 업무, 저작권서비스 지원 업무

기업성장지원부

SW융합사업부

SW융합팀

- SW융합클러스터사업, 국가혁신클러스터 운영, 지역SW융합제품상용화사업

데이터AI팀

- 인공지능(AI) 및 빅데이터 분야 산업 육성 및 신규사업 기획·유치
- 부산모바일AI센터운영, 문화 빅데이터 플랫폼 및 센터 구축·운영
- 지역SW품질역량강화사업, KISTI 실용화형 융합연구단 운영

동남정보보호지원센터 - 기업 정보보호 내재화 지원 및 지역 정보보호 인식 확산

스마트시티사업부

클라우드팀

- 아마존-부산 클라우드 혁신센터 운영, 클라우드 엑스포 개최
- 클라우드컴퓨팅 전문인력 양성기관, 글로벌 데이터 허브 육성센터 운영

스마트시티팀

- 글로벌 스마트시티 허브센터 및 스마트시티 체험관 운영
- 부산 에코델타 스마트시티 추진사업(생태계 조성, 글로벌 협력사업)

블록체인팀

콘텐츠사업부

콘텐츠전략팀

- 부산콘텐츠코리아랩, 부산글로벌웹툰센터, 지역웹툰캡퍼스 운영
- 부산웹툰페스티벌 개최, 부산브랜드웹툰 제작, 1인 크리에이터 창작센터 운영

콘텐츠진흥팀

- 부산문화콘텐츠 스타프로젝트, 지역특화콘텐츠 개발지원사업
- 지역주력산업육성사업, 부산음악창작소 운영, 보드게임 기반조성

융합콘텐츠팀
게임진흥팀
게임사업부

- 블록체인 및 관련 신규 사업 기획

e스포츠전략팀
게임과몰입
상담치료센터

정보문화센터

- 부산 VR/AR 융복합센터·제작거점센터 운영
- 부산 어린이 VR 재난안전체험교육장 콘텐츠 개발·운영
- 부산 글로벌게임센터 운영, 국제게임전시회 지스타 개최
- 지역 게임산업 육성 및 생태계 조성, 지역 게임 산업 활성화
- 부산 e스포츠 상설경기장 구축･운영, 국제 e스포츠 R&D 센터 운영
- 부산 e스포츠 대회 운영(아마추어, 직장인, 동호인 등)
- 게임과몰입 상담(개인상담, 집단상담, 우리동네 상담실 운영)
- 통합치료 서비스 지원(치료연계 및 치료비지원 등), 창의게임문화교실 등
- 정보화역기능 예방교육, 취약계층 대안활동지원, 정보문화콘서트
- 다문화 일자리지원 정보화교육, 건전한 정보문화 조성을 위한 홍보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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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단위 : 천원)

사

업

총
운

명
액

영

2020년

3,443,000

비고

증감

33,429,450 26,085,652

비

IT · CT 수탁사업비

2019년

(세부사업)

7,343,798

3,551,355 △108,355

29,986,450 22,534,297

7,452,153

43개

인터넷신산업 육성 및 스마트시티 조성

2,026,000

1,376,000

650,000

6개

IT융합 및 데이터지원

5,362,500

2,912,802

2,449,698

9개

디지털 창의인재 육성 및 창업 지원

2,487,589

2,297,648

189,941

8개

10,740,000

6,650,000

4,090,000

6개

콘텐츠산업 기반조성 및 창작·제작 활성화

5,500,000

5,290,000

210,000

6개

부산웹툰(B-웹툰)산업 육성

1,300,000

1,000,000

200,000

4개

차세대 VR기술 기반 콘텐츠 성장지원

1,900,000

2,357,000

△457,000

2개

670,361

550,847

119,514

2개

게임산업 글로벌 성장지원

정보문화센터·게임과몰입상담치료센터 운영

이월사업 세부 예산현황
사

업

총

(단위 : 천원)

명

예산액

액

7,483,992

지역SW산업진흥지원수익금활용사업
(지역SW기술지원사업)
지역기반형 콘텐츠코리아 랩

이 월 사 유
2019년도 세부 명시이월사업

125,131

NIPA에서 수익금 활용계획 일정 미정

991,409

사업기간 미도래 (사업기간 : ’19.4～’20.2)

100,000
4,284,000

사업기간 미도래 (사업기간 : ’19.9～’20.4)
사업기간 미도래 (사업기간 : ’19.5～’20.8)

부산 e스포츠 대회 운영

153,936

사업기간 미도래 (사업기간 : ’19.4～’20.2)

국제 e스포츠 R&D 센터

341,030

사업기간 미도래 (사업기간 : ’19.4～’20.4)

초기창업패키지
부산콘텐츠아카데미운영

620,000
5,701

사업기간 미도래 (사업기간 : ’19.4～’20.2)
민자수입(수강료 수입) 이월금

2019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

613,601

사업기간 미도래 (사업기간 : ’19.4～’20.3)

48,008

사업기간 미도래 (사업기간 : ’19.1～’20.2)

174,200

사업기간 미도래 (사업기간 : ’19.1～’20.6)

2019부산브랜드웹툰제작
부산 e스포츠 상설경기장 구축(1차년도)

국제게임전시회 지스타 2019 개최
부산어린이VR재난안전체험 교육장 콘텐츠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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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VISION

핵심가치

비전 및 추진전략

글로벌로 도약하는 IT·CT 산업 전문 진흥기관

Business
비즈니스

전략목표

활성화 및
기업경쟁력 강화

Business

Innovation

Promotion

IT·CT 기반
4차산업혁명
선도

글로벌 기업
육성

비즈니스 활성화 및 기업 경쟁력 강화

① 기업 기술개발·비즈니스 역량강화
② 창의·융합형 IT·CT 인재양성
③ 산-학-연-관 네트워크 협력 강화

Innovation

IT·CT 기반 4차산업혁명 선도

④ 4차산업혁명 기술기반 신산업 육성
⑤ 융합형 문화콘텐츠 개발 및 신시장 창출

12대
전략과제

⑥ 기업중심의 일자리 창출

Promotion

해외진출을 위한 글로벌 기업육성

⑦ IT·CT 산업 글로벌 기업 육성을 위한 생태계 조성
⑧ 글로벌 진출이 가능한 창업지원 및 스타트업 발굴
⑨ 글로벌 마케팅 지원 강화

Accompany

사회적 책임경영 강화

⑩ 성과기반 경영체계 운영
⑪ 재정 건전화 추진
⑫ 사회적 책임 가치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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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ompany
사회적
책임경영 강화

Ⅲ

2019년도 주요업무 성과

2019년 주요 추진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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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신규 국·시비 사업 유치실적
사 업 명
SW융합클러스터 2.0

부산 e스포츠 상설경기장 구축
부산 e스포츠 상설경기장 운영

총 사업비
12,400백만원 (5년간)
(국비 6,200 / 시비 6,200)
*2,000백만원 (19년도)
6,000백만원(구축, 2년간)
(국비 3,000 / 시비 3,000)
*4,400백만원 (19년도)
241백만원
(시비 241)

사업기간

비 고

‘19. 4 ~ ’23. 12

과기부

(구축)
‘19. 5 ~ ’20. 11

문체부

(운영)
‘19. 9 ~ ’19. 12

부산시

국제 e스포츠 R&D 센터 운영

500백만원 (시비)

‘19. 4 ~ ’20. 4

부산시

빅데이터 플랫폼 및 센터 구축

400백만원(국비, 3년간)
*130백만원 (국비,2019년)

‘19. 7 ~ ’21. 12

과기부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

3,538백만원 (국비)

‘19. 5 ~ ’19. 12

과기부

초기창업패키지

2,170백만원
(국비 1,870 / 시비 300)

‘19. 5 ~ ’20. 2

중기부

부산 에코델타 스마트시티 추진사업
-글로벌 기업과의 협업을 통한 스마트시티 시범사업
-스마트시티 시범도시 혁신기업육성사업
-부산에코델타 스마트시티 총괄기획단

600백만원 (국비)

‘19. 6 ~ ’19. 12

국토부

1인 크리에이터 창작센터 조성

600백만원 (시비)

‘19. 6 ~ ’20. 5

부산시

490백만원 (시비)

‘19. 1 ~ ’20. 6

부산시

2019 지역특화산업 육성사업

300백만원 (시비)

‘19. 4 ~ ’20. 3

중기부

2019 지역특화소재콘텐츠 개발지원사업

223.6백만원
(국비 200 / 시비 23.6)

‘19. 4 ~ ’19. 11

문체부

2019 지역전략산업 연계과제 지원사업

212.4백만원
(국비 190 / 시비 22.4)

‘19. 4 ~ ’19. 11

문체부

클라우드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원사업

200백만원 (국비)

‘19. 6 ~ ’19. 12

과기부

2019 지역웹툰캠퍼스 운영

200백만원
(국비 100 / 시비 100)

‘19. 3 ~ ’19. 11

문체부

2019 ITU 유스포럼

300백만원 (시비)

‘19. 1 ~ ’19. 12

부산시

부산 서비스 R&D 연구센터 건립·운영 기획

20백만원 (시비)

‘19. 8 ~ ’19. 11

부산시

부산 어린이 VR 재난안전체험교육장
콘텐츠 개발·운영

합

계

16,125백만원
(국비 10,028/ 시비 6,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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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고 : 19년 신규 사업예산

국내 주요 IT·CT 행사(B2B·B2C) 성황리 개최

2019 IT엑스포 부산 (’19.11)

▷ 참가기업 94개사,
해외바이어 21개국 73명 참석

지스타 2019 (’19.11)

▷ 36개국 691개사 3,208부스,
참관객 246,792명

클라우드 엑스포 2019 (’19.11)

2019 ITU 유스포럼 (’19.9)

2019 BIC 페스티벌 (’19.9)

다이아페스티벌 2019 ‘부산
크리에이터 스튜디오’ 운영(’19.8)

▷ 24개사 60부스, 3개 트랙 28개
▷ 참가자 38개국 127명,
컨퍼런스 강연
30개 ITU Innovation winners Idea 공유

▷ 20개국 130개 인디게임 전시, ▷ 크리에이터11개팀참여, 총채널구독자
참관객 13,023명
3,234명증가, 누적방문8,500명

IT·CT 서비스 시민 체감 확산

부산 스마트시티 전시관

부산 콘텐츠코리아 랩

부산 콘텐츠코리아 랩 ‘보드랑’

포켓몬고 위크 인 코리아*지스타

부산 가상증강현실 융복합센터

▷ 센텀벤처타운 2층 내
▷ 센텀, 금정, 경성대
▷ 벡스코 사무동 내
누적방문 185,810명(개소이후) 누적방문 30,976명(개소이후)
누적방문 12,898명(개소이후)

▷ 해운대구, 동래구, 북구 등
누적방문 172,367명(개소이후)

▷ 벡스코 및 부산시민공원
국내외 24만 계정 로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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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스테이션

▷ 센텀시티 역사 내
누적방문 43,375명(개소이후)

2019년 주요사업별 추진실적

 IT산업 육성 지원
인터넷신산업 육성 및 스마트시티 조성
지역 클라우드 산업 육성지원을 통한 클라우드 산업 경쟁력 강화
- 클라우드 서비스 개발 및 전환지원 공공분야 3건, 플랫폼 활용분야 2건
- 영유아 교육분야 클라우드 서비스 개발 2건
- 지역 중소기업 클라우드 도입 80개사, 어린이집 클라우드 도입 236개사
클라우드 스타트업 발굴 및 육성, 인식확산 지원을 통한 클라우드 생태계 조성
- 클라우드 스타트업 멤버십 95개사
- 클라우드 스타트업 컨설팅 및 기술지원 70개사
- 클라우드 인식확산 행사 개최 6회, 공모전 개최 1회 (‘19.11)
클라우드 전문교육 지원을 통한 지역 클라우드 전문인력 양성
- 클라우드 전문교육 지원 320명, 스타트업 교육 지원 408명
지역 IoT기업의 유망 서비스를 발굴 지원하여 IoT 기업 기술 경쟁력 제고
- 사업화 지원 3개사, 국내외 마케팅 지원 13개사
- 스마트시티 공모전 및 개발 경진대회 2회, IoT 기업 네트워킹 3회 개최
- 부산 스마트시티 전시관 6,119명 방문 및 시민 참여 프로그램 운영 4회
부산 EDC 중심의 스마트시티 생태계 조성을 위한 스마트시티 서비스 발굴 및 육성
- 고도화 지원 2개사, 국내외 마케팅 지원 7건(국내 5건, 해외 2건)
- 글로벌 협력 프로젝트 지원 2개사, 스마트시티 포럼(10회) 및 교육(6회) 개최
- 국내외 글로벌 혁신기업 대상 사업설명회 개최(4건), SNS 등 홍보채널 운영 1식
IT융합 및 데이터지원
SW융합클러스터2.0
- 비즈니스 플랫폼 구축 : 데이터 제공 6개사 , 활용 5개사
- 서비스 사업화 : 신서비스 발굴 4건, 개발지원 6건, 해외 사업 지원 5건, 규제샌
드박스 지원 1건
- 일자리 창출 : 유망기업 육성 11개사(35명) 수료, 물류 분야 기술교육 5건
- 네트워킹 활성화 : 물류 분야 컨퍼런스 1회, 해커톤 1회, 교류회 2회 개최
국가혁신클러스터
- 기술협력 플랫폼 구축 : 기업 DB구축 100건, 기술교류회 1회, 비즈니스 교류회
2회, 컨퍼런스 1회, 포럼 2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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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 R&D 발굴 : 총 3개 주제 분과회 운영, 4개 RFP발굴, RFP별 신규 과제 제안서 2건 작성
- 해외진출 : 전시회 참가·수출 상담회 2회(4개사), 아시아·유럽 시장조사 각 1회
지역SW융합제품 상용화
- SW융합 제품 상용화 지원 : 총 4개 과제, 8개 기업 및 2개 대학 지원
- 기존과제(’18-’19) : 3개 과제, 신규채용 13명, 전문인증 3건, 특허출원 6건, 프로그램등록 11건 등
- 신규과제(’19-’20) : 신규채용 6명, 전문인증 1건, 특허출원 2건, 국내외 마케팅 활동 2건 등
동남권SW품질역량센터 운영
- SW제품/서비스 품질 컨설팅 134건 및 테스팅 134건
- 인증취득 지원 22건, SW품질 및 테스팅 교육 수료 365명
부산모바일앱센터 운영
- 부산모바일앱센터 테스트베드 대여 1,099명 지원, QA(품질보증) 20건 지원
- 전문인력 양성 670명, 일자리창출 40명, 앱 개발·등록 지원 137건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 운영
- 구매 바우처 지원 52건, 가공 바우처 지원 44건(일반가공 29건, AI가공 15건)
빅데이터 플랫폼 및 센터 구축 운영
- 문화‧관광 관련 데이터 102종 개방, 부산문화빅데이터센터 신규 홈페이지 구축
- 빅데이터 전문기술교육 교육수료 103명, 교육개최 6회
동남정보보호지원센터 운영
- 정보보호 서비스 지원 687건, 정보보호 전문교육 214명 수료, 정보보호 인식제고 세미나 12회 개최
디지털 창의인재 육성 및 창업지원
지역 유망기업 16개사 발굴 및 초기창업(투자, 마케팅, 글로벌, 인프라 등) 집중지원
IT 전문 전시회 2019 IT 엑스포 부산 개최를 통한 지역 IT산업 위상 강화
해외 IT전문전시회 공동관 참가 및 해외 IT무역사절단 참가 지원 등을 통한
지역 ICT기업의 해외마케팅 지원
부산 ICT기업의 수도권 지역 마케팅을 위한 입주 지원실 및 마케팅 지원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 ICT분야 재직자 향상 교육 : 327명, 협약기업 : 230개사
부산콘텐츠아카데미 운영
- 신규 인력 양성 213명 교육(129% 도달), 현업 개발자 409명 교육(170% 도달)
- 게임취업토크콘서트, 오픈특강 및 영상·애니메이션 포럼 등 429명 참가
부산저작권서비스센터운영
- 저작권산업현장서비스 56건, 저작권교육 384명, 사업화지원 6개사, SW자산관리컨설팅 3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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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T산업 육성 지원
문화콘텐츠 분야 수탁사업 지역 우수사업(1위) 달성
(음악) 2019 부산음악창작소 운영사업 전국 1위 달성(5년 연속)
(웹툰) 2019 지역웹툰캠퍼스 운영 우수기관 선정
(게임) 부산 지역기반게임산업육성 전국 1위 달성
(콘텐츠) 2019 지역기반형 콘텐츠 코리아 랩 실적 1위 달성
게임산업 글로벌 성장지원
국제게임전시회 지스타 2019 성공 개최
- 36개국 691개사 3,208부스 규모, 유료바이어 2,436명, 참관객 246,792명
- 2년 연속 해외기업 메인 스폰서 선정 등 글로벌 게임전시회로서의 위상 강화
- 부산역, 부산시민공원 등 주요 도심지역 지스타 게임문화행사 확대 개최
부산 지역기반 게임산업육성사업, 기업성장 및 인디게임산업 생태계 조성
- 주요실적 : 지원기업 51개사, 매출액 266.08억원, 고용창출 126명 달성
- 부산 인디커넥트(BIC) 페스티벌 아시아 최대규모 행사로 성장(20개국 130개 인디게임 전시, 13,023명 참관)
부산 e스포츠 산업의 도약 발판 마련 (인프라-대회-연구 순환 체계)
- (부산 e스포츠 상설경기장 구축･운영) 국비사업 유치, 2020년 하반기 개관 예정
- (부산 e스포츠 대회 운영) 직장인･대학생 등 시민 대상 대회 확대
- (국제 e스포츠 R&D 센터 운영) 국제 표준화 연구 중심지로 발돋움
콘텐츠산업 기반조성 및 창작·제작 활성화
스타프로젝트 선정과제‘심야까페’부산국제영화제 오버더피칭 우수상 수상
2019 지역전략산업 연계과제 지원‘부산을 그리다’다큐멘터리 부산MBC 방영
부산 콘텐츠코리아 랩(누적방문 50,536명/프로그램 참여 4,028명/콘텐츠발굴 629건)
부산음악창작소 지원 뮤지션 ‘세이수미’ 2019 한국대중음악상 2관왕 수상
부산웹툰(B-웹툰)산업 육성
지역 웹툰캠퍼스 운영
- 일반교육 2회 40명, 전문교육 1회 20명, 특강 10회 273명, 체험프로그램 14회, 1,582명
- 국내 콘텐츠 전시회 2회 참가 : 웹툰 체험 1,395명
- 부산웹툰캠퍼스 신인 작가 단편작 10개 작품‘다음 웹툰’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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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글로벌웹툰센터 운영
- 입주지원 22팀 51명
- 작가 창작비 지원 및 어시스트 지원 : 각 15개 작품
- 토크 콘서트 7회, 450명, 웹툰(만화) 전시회 1회
- 해외 만화가 국제 교류 : 한국, 일본, 중국, 대만, 베트남 5개국 30명
- 한국-대만 만화콘텐츠 교류 : 15명
부산브랜드 제작
- <라인업>,‘다음 웹툰’연재(‘19.2.11~4.29), 누적 조회수 1,404,722 뷰어(’19. 4.29기준)
부산웹툰페스티벌 개최
- 방문객 : 3,300명 / 참여작가 : 103명(국내 91명, 해외 12명) / 전시작품 : 500여점
차세대 VR기술 기반 콘텐츠 성장지원
부산가상증강현실 융복합센터 운영
- 누적방문객 30,976명(‘17 : 8,045, ‘18 : 11,634, ‘19.11.기준 : 11,297)
- 시민 기본교육(176회), 어린이 교육(18회), 부산 IT EXPO 기업공동관 운영(6개사)
부산 VR/AR 제작거점센터 운영
- VR/AR 관련 기업 입주지원(14개사), 지역특화산업 연계 콘텐츠 개발(10건)
- 국내외 전시참가 지원(2회), 개발자 컨퍼런스 개최(1회), 전문교육(2회)
- 부산 VR 인큐베이팅 프로그램 운영 글로벌 진출 지원(8개사)
부산 어린이 VR 재난안전체험교육장 콘텐츠 5종 개발

 건전 정보문화 조성
정보문화센터 운영
교육운영 : 청소년 진로 ICT교육·정보문화 아카데미 등 375회 7,164명
대안활동
- 두드림방문교실 : 252회 2,932명 /발표회 1회 364명 (14개기관)
- 꿈이룸 ICT 메이커 코딩교육 : 47회 894명
정보문화 콘서트 : 1회 450명, 네트워크 : 추진협의회 운영 3회, 협약체결 19건
게임과몰입상담치료센터 운영
게임과몰입 상담 : 5,352건
- 개인상담 1,758건, 우리동네상담실 420건, 집단상담 3,174건
통합치료지원서비스 : 275건, 창의게임문화교실 : 101회
유관기관 네트워크 : 역량강화 교육 및 상담사례슈퍼비전 총 3회
캠페인 및 사업홍보 : 캠페인 홍보부스 2회, 유관기관 운영사업 홍보물 배포 628곳,
온라인 홍보(네이버블로그, 홈페이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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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한·아세안 특별 정상회의 관련 추진실적
K-ICT Week in BUSAN 개최
(전시회) 118개사 290부스 참가
(해외바이어 상담회) 21개국 95명 참석
(컨퍼런스) 3개트랙 10개세션 28개강연
(공동행사) IT 엑스포 부산, 클라우드 엑스포 코리아, 한-아세안 스마트시티 페어
(비즈니스 실적) 상담 2,118건 1,621억원 / 계약 123건 232억원

구 분

2019

부스규모
해외바이어
상담내역
계약체결

290

95

명

년

부스

(KOTRA22

2,118

건

123

203

명
억
억원
)

232.1

년

부스
명

77

1,621.3

개사 건

64

2018

2,429

81

건

1,500.1

개사 건
141

↑ 부스
↑ 명
억
↑ 억
억원 ↑ 억

221.3

행사 주요사진

개막식

전시장

해외바이어 상담회

컨퍼런스

M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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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감

87

18

121.1

10.8

(42.8%)

(23.3%)

(8.0%)

(4.8%)

2019년 IT·CT 사업 유관기관 협업 프로젝트 주요성과
◈ 부산시 산하 유관기관, 중앙기관, 대학교와의 거버넌스(파트너십)을 구축
및 협업 프로젝트 발굴을 통해 부산 IT·CT기업 집중지원 등 경제활성화 제고
◈ IT·CT산업 중심의 유망기업 지원·정보공유·실무자 네트워깅 강화 사업 추진
제4회 2019 부산 ICT 융합 해카톤 대회 개최
ICT융합 일반부·고등부 기술 및 아이디어 구현 : 24팀 93명 참가, 6개 프로젝트 발굴
부산정보산업진흥원↔NIPA↔부산대학교↔동명대학교↔동서대학교↔부산SW
인재사관학교
2019 스마트 물류 컨퍼런스 개최
물류·유통·ICT분야 전국 11개 지역 204명 참석 등 해외 우수사례 공유 및 기업역량강화
부산정보산업진흥원↔NIPA↔한국산업기술진흥원↔TP↔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ICT Standard Insight (ISI)

부산기업 대상 조선·해양산업과 정보통신 기술융합 촉진을 위한 특강 프로그램

조선해양 융합분야 11개 특강 진행, 스마트 조선해양 분야 118명 참석
부산정보산업진흥원↔NIPA↔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한국선박전자산업진흥협회
ICT 융합산업 발전 포럼 개최
ICT 융합산업 최신트렌드 및 신규 비즈니스 성공모델 발표 및 네트워킹
부산정보산업진흥원 ↔ TP
국제게임전시회 (지스타 2019) 시민참여형 문화체험행사 개최
부산 <유라시아 플랫폼> 지스타 이벤트 부스 운영을 통한 포켓몬고 국내외 24만계정 로그인
부산정보산업진흥원 ↔ 부산시설공단
한·아세안 스마트시티 페어 개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개최 일환으로 4차산업혁명 관련 스마트전시행사 개최

참가기업 118개사 290부스, 해외바이어 21개국 95명 참석, 참관객 13,876명
비즈니스 성과 상담 2,118건 1,621억원, 계약 123건 232억원
부산정보산업진흥원↔벡스코↔TP↔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KOTRA
부산 관광 V 콘텐츠 창작 공모전 개최

부산 관광기업 연계형 브랜디드 영상 콘텐츠 공모전

영상콘텐츠 10건 발굴, 유튜브 조회수 12,.347건, 부산 원아시아 페스티벌 상영
부산정보산업진흥원 ↔ 부산관광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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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경영혁신 추진실적
◈ (총괄) 자체 경영혁신 계획수립을 통한 혁신동력 강화
- 외부혁신 : 4차산업혁명 대응 및 민선 7기 핵심사업 연계 추진, 시민·기업 소통강화
- 내부혁신 : 인사·조직 / 사업 / 재무건전성 개선

(외부혁신) 부산시 4차산업혁명 대응 및 민선 7기 연계 핵심 추진사업 Follow-Up
공약 1-가-1 IoT·클라우드 기반 스마트시티 유망 서비스 발굴 추진
공약 1-가-2 데이터 플랫폼 기반 스마트 물류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추진
공약 1-가-5 지역 특화형 SW·콘텐츠 융합 과제 개발 및 사업화 추진
공약 1-나-10 IT·CT 전략분야 수요 맞춤형 인적자원 개발
공약 4-나-5 음악, 웹툰, 1인 미디어 크리에이터 등 융복합형 콘텐츠 육성 추진
소외계층 지원 및 IT·CT 시민체감 프로그램 운영 및 기업과의 소통강화
- 두드림 방문교실 운영, 지역 저소득층 아동 초청 <지스테이션> 운영, BIC 개최 등
부산 IT·CT 협·단체와의 협력관계 구축을 통한 소통강화 등 정기모임 추진
(내부혁신) 인사·조직분야 경영혁신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을 통한 고용안정화 추진(28명 정규직 전환 완료)
임·직원 상시학습시간 운영 계획수립 및 월례브리핑을 활용한 학습조직 운영(‘19. 2~)
업무 효율화 및 지속적인 혁신동력을 위한 제안제도 3회 운영(‘19. 4~)
통합 경영정보시스템 도입을 통한 경영관리 효율화
- 그룹웨어 + 예산 + 회계 + 인사 시스템 연동 시스템 구축 및 운영(‘19. 5)
자체 조직진단(기능·인력 재배치)을 통한 조직개편 추진
- <기존> 1실 3단 4부 1센터 ⇨ <개편> 1실 2본부 7부 1팀 (‘19. 3)
부산정보산업진흥원 제규정 제·개정 추진(경영혁신TF팀 운영 ‘19. 3 ~)
- 정관 일부개정(‘19. 8), 29개 규정·규범 일부개정 (‘19. 12)
월례브리핑, 직급별 직원 간담회 등 직원과의 소통 활성화 (‘19. 2 ~)
(내부혁신) 사업·재무분야 경영혁신
사업기획심의TFT 운영을 통한 신규사업 기획 및 발굴의 효율성 강화
- 기관의 재정건전성 기여 및 목적사업 부합여부 판단 등 기능강화
자체 수입증대를 위한 자금계획 수립 등 재정건전성 강화
- 유휴자금 계획 수립 및 수탁관리규범 제정을 통한 간접비 수입확대 근거마련
감사팀 신설을 통한 일상감사 기능 강화 등 내부 투명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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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1

2020년도 사업 추진방향

비즈니스 활성화 및 기업 경쟁력 강화
기업 기술개발·비즈니스 역량강화
부산 ICT 기술 개발 활성화 및 문화콘텐츠 제작 경쟁력 강화 추진
클라우드 중소기업 서비스 도입 및 개발전환 지원 확대, 공공사례 발굴 지원
스마트시티 국내·외 서비스 발굴 및 상용화 지원, 데이터 거래 활성화 지원
CKL 아이디어 개발지원, 융합콘텐츠 제작지원(대형/ 중형/ 소형과제 발굴)
부산 기업 마케팅 판로확보를 위한 컨설팅·비즈니스 교류 활성화 추진
IT·클라우드 엑스포 및 지스타 내 콘텐츠 비즈니스 매칭 확대
IT·CT 국내·외 전시회, 무역사절단, 교류회, 상담회 등 추진 활성화
부산 IT·CT기업의 수도권 내 부산 마케팅 지원 및 수도권 기업 네트워크 확대

창의 융합형 IT·CT 인재양성
4차 산업혁명 기술인재 및 융합형 콘텐츠 맞춤형 전문인력 양성
차세대 기술 전문인력(클라우드, 블록체인, IoT, 빅데이터 등) 교육 사업추진
CG/ 게임/ 애니메이션/ 영상 등 콘텐츠 전문교육 프로그램 운영
부산 ICT 산업 전략분야 및 기업수요 맞춤형 인적자원 개발운영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운영, 모바일 AI센터, 포럼, 실무형 SW교육 추진

산-학-연-관 네트워크 협력 강화
초기 사업추진을 위한 마케팅 지원 및 네트워크 교류 활성화 추진
지식서비스 산업 특화 전문교육 및 네트워크 구축
VC·창업투자기관 컨소시엄 구성 등 투자기반 조성, 투자 연계 프로그램 운영
부산시-진흥원-유관기관 간 기업지원 협력사업 발굴·추진
기술보증기금·신용보증기금·대학교 산학협력단 등 유관기관 간 협력사업 발굴
해외 IT·CT 육성기관 및 기업과의 MOU 체결 등 협력강화

2

IT·CT 기반 4차산업혁명 선도
4차산업혁명 기술기반 신산업 육성
데이터․AI 산업 육성 및 생태계 조성
공공‧빅데이터 활성화 및 생태계 조성
데이터바우처 지원을 통한 데이터 수요‧공급 기업 육성 및 유통 생태계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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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빅데이터플랫폼과 부산문화빅데이터센터를 통한 데이터 활용 기반 제공
인공지능(AI) 분야 혁신서비스 기업 발굴 및 산업 육성 기반 조성
부산모바일AI센터를 활용한 AI기반 혁신서비스 개발 지원 및 기업 발굴
부산 지역의 AI 산업 육성 기반 구축 및 생태계 조성을 위한 국비 사업 유치 추진
데이터․AI기반 혁신서비스 품질 고도화 환경 구축
빅데이터․AI기반 혁신 서비스 및 제품에 대한 컨설팅․테스팅 지원
인공지능 분야의 융합 소프트웨어 및 인력에 대한 인증 지원 활성화
인터넷신산업 확산 촉진
클라우드, 스마트시티 신산업 기반조성
지역기반 클라우드 산업육성 및 활성화를 통한 클라우드 생태계 조성
- 클라우드 스타트업 발굴 및 육성 지원, 플랫폼 비즈니스 확산 지원 등 산업 활성화
- 클라우드 서비스 개발 및 전환지원, 중소기업 클라우드 도입 지원 등 신산업 육성
- AWS, 더존 등 사업협력 및 클라우드 엑스포 개최를 통한 지역 클라우드 산업 활성화
(IoT·스마트시티) 부산 에코델타 스마트시티 사업 추진 및 산업 생태계 조성
- IoT 기술 교육 및 서비스 상용화 지원을 통한 IoT산업 기술 경쟁력 강화
- 글로벌 협력사업 지원 및 기업 육성을 통한 부산 EDC 중심의 스마트시티 생태계 조성

융합형 문화콘텐츠 개발 및 신시장 창출
전략 콘텐츠 사업 발굴 및 육성
유관사업 협력 및 사업발굴을 통한 유망콘텐츠 지원장르 확대
게임, 웹툰(만화), 가상현실(VR) 등 전략산업 지원
CKL, BCC운영, 스타프로젝트 등 콘텐츠 과제발굴 다양성 강화
1인 창작자 육성 확대를 위한 거점센터 추가 조성 (KT&G 상상마당 협력)
차세대 VR 기술기반 콘텐츠 성장 및 글로벌 진출지원
글로벌 진출을 위한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등 콘텐츠 기획·제작 활성화
- 글로벌 VR·AR 기업 및 유관기관 협력확대 (SVVR1), HTC VIVE2), TAVAR3))
해양·물류·제조 등 산업 기반 기술융합형 VRAR 스타트업 육성, 인력양성 등

1) SVVR : Silicon Valley Virtual Reality, 세계 최대 VR 개발자 협회
2) HTC VIVE : 세계 2위 가상현실 하드웨어 제조사 ※ 글로벌 스타트업 발굴육성 프로그램 운영
3) TAVAR : 대만 VR·AR산업협회 ※ 스타트업 발굴육성을 위한 입주/제작/기술지원 프로그램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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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중심의 일자리 창출
성장·창의·기술·혁신 중심의 일자리창출 활성화
신산업 인력양성 및 역량강화 지원을 통한 전문인력 일자리 창출
클라우드·IoT 전문인력 양성, 아마존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운영 지원
클라우드전문인력양성기관지정 신규사업 유치, 지역 클라우드 기술경쟁력 강화 지원
R&D 개발지원과제 및 실증지원과제 등 기업역량 강화 지원
창업 활성화 및 성장 지원
유망지식서비스분야 초기 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 재유치 및 유관기관 네트워크 확대

3

해외진출을 위한 글로벌 기업육성
IT·CT산업 글로벌 기업육성을 위한 생태계 조성
IT·CT기업 마케팅 활성화 및 글로벌 시장 경쟁력 확보
IoT·클라우드·데이터·AI·블록체인 등 차세대 ICT 기술개발 및 실증사업 추진
AWS 연계 클라우드 실증지원, 플랫폼 운영, 글로벌 진출 기업 유치
스마트시티 플랫폼 운영 및 해외 서비스 지원 실증 서비스 발굴, IoT포럼 운영
중소기업 데이터 기반 서비스 개발, 데이터·AI기반 플랫폼 운영
부산 전략분야 SW융합클러스터 2.0 ~ 4.0 단계적 추진, SW품질·정보보호 강화
해양·물류·항만·MICE 등 부산시 전략분야 플랫폼 구축
문화콘텐츠 전략장르 중심의 융합 콘텐츠 육성
게임 → 웹툰 → VRAR → 1인 미디어 → 음악 인프라 중심의 기업 집적화
융합 콘텐츠 핵심기술에 대한 제작·개발 확대, 역외기업 유치, 네트워크 협력확대

글로벌 진출이 가능한 창업지원 및 스타트업 발굴
지역특화산업과 IT·CT융합을 통한 산업고도화
ICT 기술중심의 창업유도, 성장 가능한 스타트업 육성
클라우드 혁신센터 스타트업 지원, 개발환경 지원, SW융합형 전략분야 상용화 지원
스마트 물류 산업 및 SW융합에 맞는 제품화 육성을 통한 산업 활성화
SW융합클러스터 2.0, SW융합제품 상용화 등
산업‧기업간 글로벌 연계협력을 통한 부산혁신클러스터의 혁신성장 생태계 기반구축
VR·게임·웹툰·애니메이션 등 글로벌 진출을 위한 지역 특화형 소재·콘텐츠 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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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마케팅 지원 강화
글로벌 성장지원 활성화
클라우드 엑스포 개최 및 클라우드·IoT 중소기업 글로벌 전시회 참가 지원
스마트시티 중심의 글로벌 기업 직접 투자 및 컨소시엄 매칭 사업추진
무역사절단 등 부산 IT·SW기업중심의 세일즈단 구성 및 해외 파견을 통한 현지 바이어
매칭 및 수출상담 추진
게임산업 에코시스템 구축 및 글로벌 비즈니스 확대
지스타(G-STAR)를 중심으로 국내·외 홍보 플랫폼 확대, 부산 정착화 추진
부산 지역기반게임산업육성 사업, 기업성장단계별 입주지원 인프라 및 인큐베이팅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창업성장 에코시스템 활성화
부산 인디커넥트(BIC) 페스티벌, 아시아 최대규모 인디게임행사로 성장
BIC글로벌 브랜딩을 통한 부산 및 국내 인디게임 글로벌 시장진출 저변확대

4

사회적 책임경영 강화
성과기반 경영체계 운영
비전·전략목표 달성을 위한 성과중심의 조직운영
전략적 조직운영 및 중장기적 출연금 예산확보 추진, 사업기획심의 TFT조직 운영 안정화
직원 전문성 제고 및 일하는 방식 개선
필수 전문교육의 사업본부별 직접 기획·시행, 부서간 순환근무 활성화, 업무에 대한
객관적인 진단체계 도입, 소통 중심의 노사협의회 운영

재정 건전화 추진
자체 수입증대 노력 및 유휴자금 관리계획 수립
자금운영계획 수립, 자금 집행계획 및 자금 운용계획서 작성
신규 국·시비 수탁사업 유치를 통한 대행수입 수입확대 노력

사회적 책임 가치실현
고객가치 제고와 시민체험 및 공헌활동 강화
IT·CT 콘텐츠 체험형 시민 서비스 발굴 및 추진
중소기업, 대학교, 부산시, 기타 유관기관과의 소통·공유 강화
민-관-산-학 연계 활성화, 기업·협회 소통강화를 통한 네트워크 거버넌스 구축
청렴 리더십 강화 등 윤리경영에 기반한 신뢰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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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020년 신규 국·시비 구상 사업 추진현황

사업명
지역SW융합제품
상용화사업(신규)
SW서비스 개발 사업

부산 스타일테크산업 육성

이노베이션 스퀘어 구축

데이터바우처 지원
중소기업
빅데이터활용지원
부산빅데이터지원센터(가칭)
기획 및 운영
AI융합연구센터(가칭) 기획
클라우드 선도활용 시범지구
조성 사업
초기창업패키지(미확정)
전자상거래 스타트업
지원사업(미확정)
콘텐츠산업지역거점 기관운영
합

계

세부내용
예

산 미정

사업기간 2020. ~ 2021.
예

산 미정

사업기간 2020. ~ 2024.
예

산 미정

사업기간 미정
예

산 1,000백만원

사업기간 2020. 3 ~ 2020. 12
예

산 3,500백만원

사업기간 2020. 4 ~ 2020. 12
예

산 400백만원

사업기간 2020. 4 ~ 2020. 12
예

산 500백만원

사업기간 2020. 1 ~ 2020. 12
예

산 미정

사업기간 2020. 1 ~ 2020. 12
예

산 1,500백만원

사업기간 2020. 6 ~ 2021. 12
예

산 2,000백만원

사업기간 2020. 3 ~ 2021. 3
예

산 75백만원

사업기간 2020. 1 ~ 2020. 12
예

산 800백만원

사업기간 2020. 2 ~ 2020. 12
-

비고
▹주체 : 과기부

▹주체 : 과기부

▹주체 : 부산시
▹주체 : 과기부
NIPA
▹주체 : 과기부
K-DATA
▹주체 : 과기부

▹주체 : 부산시

▹주체 : 과기부

▹주체 : 과기부

▹주체 : 중기부

▹주체 : 부산시

▹주체 : 문체부

9,775백만원 (예산 “미정” 사업 4건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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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사업 추진계획
1

IT산업 육성지원

1. 인터넷신산업 육성 및 스마트시티 조성
➊ 글로벌 클라우드 산업 육성
➋ 글로벌 스마트시티 허브센터 운영
➌ 스마트시티 시범도시 혁신기업육성 기반조성 ➍ 글로벌 기업과의 협업을 통한 스마트시티 지역시범사업

2. IT 융합 및 데이터지원
➊
➌
➎
➐
➒

SW융합클러스터 2.0
국가혁신클러스터 지원사업
부산모바일AI센터 운영
빅데이터 플랫폼 및 센터 구축
동남정보보호지원센터 운영

➋
➍
➏
➑

지역SW융합제품 상용화
지식서비스산업핵심기술개발 산업기술혁신사업
지역SW품질역량강화
실용화형 융합연구단

3. 디지털 창의인재 육성 및 창업 지원
➊
➌
➎
➐

2

지역SW기업성장지원
수도권마케팅지원센터 운영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부산저작권서비스센터 운영

➋ ITU 유스포럼
➍ 전자상거래 스타트업 지원사업
➏ 부산콘텐츠아카데미 운영

CT산업 육성지원

1. 게임산업 글로벌 성장지원
➊ G-STAR 2020 개최
➋ 부산 지역기반 게임산업육성
➌ 부산 e스포츠 상설경기장 구축(2차년도) ➍ 부산 e스포츠 상설경기장 운영(2차년도)
➎ 부산 e스포츠 대회 운영
➏ 국제 e스포츠 R&D 센터 운영

2. 콘텐츠산업 기반조성 및 창작·제작 활성화
➊ 부산문화콘텐츠 스타프로젝트 지원
➌ 지역기반형 콘텐츠코리아 랩 운영
➎ 1인 크리에이터 창작센터 운영

➋ 부산문화콘텐츠콤플렉스 운영
➍ 부산음악창작소 프로그램 지원
➏ 보드게임 기반조성

3. 부산웹툰(B-웹툰)산업 육성
➊ 지역웹툰캠퍼스 운영
➌ 부산 브랜드웹툰 제작

➋ 부산글로벌웹툰센터 운영
➍ 부산웹툰페스티벌 개최

4. 차세대 VR기술 기반 콘텐츠 성장지원
➊ 부산 가상증강현실 융복합센터 운영

3

➋ 부산 VR/AR 제작거점센터 운영

건전 정보문화 조성

1. 정보문화센터 · 게임과몰입상담치료센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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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 T

산업 육성 지원

부산 IT산업 현황
부산지역 IT산업현황
`17년도 기준 업체수 3,617개사, 매출액 9.3조원, 종사자수는 34,919명
(단위 : 업체수-개사, 매출액/수출액-백만원, 종사자수-명)
구분

업체수

매출액

종사자수

2016년

2017년

16/17년 성장율

전국

65,351

67,201

2,83%

부산

3,211

3,617

12.64%

전국

416,448,692

443,517,486

6.50%

부산

8,859,767

9,372,714

5.79%

전국

1,006,227

1,094,780

8,80%

부산

25,984

34,919

34,39%

자료출처 : 2018년 부산 IT·SW산업 생태계 실태조사 (`19.3)
전국통계는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를 기준으로 IT/SW업체 모집단 구성 후 응답자료를 가공한 추정치

부산 IT산업 육성전략
IT·SW융합 산업 육성
제조․서비스 산업 및 온오프라인의 경계가 허물어지며 IT․SW기술 융합을 통
한 신시장․신서비스 창출이 가속화됨에 따라, 센텀지구를 중심으로 한 SW융
합클러스터 구축을 통한 신시장․일자리 창출 도모
스마트 물류산업을 특화분야로 선정. 체감형 신서비스 개발 및 상용화, 인력 양성,
디지털 전환 패러다임 확산 촉진을 통한 부산시 전략산업 고도화 도모
스마트 물류분야를 포함하여 유통, 결제, 콜드체인, 수출입 등 제조․서비스 전후방 산업
과의 연계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미래 성장동력 창출
지역SW융합제품상용화사업, 지역SW품질역량강화사업 등을 통해 지역 IT·SW융
합기술 활성화, 연구개발, 상용화∙국산화, SW품질 고도화를 적극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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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와 인공지능 등 고도화·지능화되어가는 SW의 트렌드를 반영한 SW개발
환경 지원과 맞춤형 품질관리 지원

데이터∙AI 산업 생태계 조성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중요한 생산요소인 인공지능 산업을 활성화 하고, 인공지능
지원 육성 컨트롤 타워 및 혁신성장 거점, 인공지능 혁신 생태계 조성, 데이터 AI 및
지역특화 AI 융합 기업 육성
AI 기술혁신으로 경제∙사회적 난제들을 해결, 시민 삶의 질 제고
산업의 고부가가치화, 신서비스 산업화로 혁신성장 및 새로운 일자리 창출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을 통하여 데이터 산업 선도국가를 지향하는 데이터∙AI산업과
데이터 거래 활성화 및 데이터 기반 혁신 생태계 조성
글로벌 데이터산업의 규모는 2018년 999억 달러로 조사되었고 2022년까지 연평균
10.3%의 성장이 예상되며, 2022년에는 1,461억 달러 규모로 예상
국내 데이터 산업은 2022년까지 연평균 증가율 5.3% 성장세로 18조원 대의 시장
규모가 될 것으로 전망

클라우드 산업 육성
국내 클라우드 산업은 클라우드 발전법 및 관련 법률 재정을 통해 클라우드 산업 활
성화를 시행(‘15.9), 국내 퍼블릭 클라우드 산업의 시장규모는 ‘19년 2.34조에서
‘21년 38% 증가한 3.24조원이 예상됨 (* 출처 : Gartner 2019)
부산지역 클라우드 서비스 공급 기업은 ‘16년 36개사에서 ‘19년 49개사로 36%로
성장 하여, 국내 클라우드 산업의 중심 도시로 성장 중
국내외 글로벌 클라우드 기업 협력체계 구축, 지역 특화산업 연계 서비스 개발 지원과
클라우드 이용 확산을 통하여 부산지역 클라우드 생태계 조성 및 동반 성장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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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 기반 창업지원, 우수 스타트업 발굴 및 육성, 클라우드 전문 인력양성 등을
통하여 클라우드 산업 경쟁력 확보 및 일자리 창출

스마트시티 산업 육성
스마트시티 시장은 2020년 약 40.1억 달러에서 2026년 94.2억 달러로 연평균 10% 이
상 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며(Navigant(2017)), 국내 시장 역시 2021년까지 151
조 원 규모로 꾸준히 성장할 것으로 전망(Grand View Research(2018))
전 세계적으로 유럽, 미국 등 선진국 뿐 아니라 인도 등 개발도상국 또한 도시문제
해결을 위하여 스마트시티를 경쟁적으로 추진 중임
국내 스마트시티는 구축 단계(2003~2014년), 연계(확산)단계(2014년~2016년)를 거쳐
2016년 이후 스마트시티 고도화 단계에 들어섬
부산은 2017년 스마트시티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전국 최초로 스마트시티 실증단지
사업을 추진하는 등 스마트시티 사업을 선도적으로 추진 중임
부산 에코델타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사업과 연계하여 부산향 지능형 스마트시티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글로벌 협력체계를 구축, 차세대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

블록체인 등 4차 산업혁명 新기술 분야 산업 육성
블록체인 기술시장은 ‘23년 194억 6,700만 달러 규모로 연평균 76.9% 성장 전망
(‘18년 11억 2,100만달러 대비, IITP)
‘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19.07, 중기부 지정)사업과 연계한 블록체인 산업
지역 생태계 조성(기업지원, 인력양성 등) 등 확산 도모

1. 인터넷신산업 육성 및 스마트시티 조성

사업명

사업비(백만원)

사업기간

글로벌 클라우드 산업 육성
- 글로벌 클라우드 산업육성
1,176 (국 300, 시 876) `20.1. ~ `20.12.
- 클라우드 엑스포 개최
- 클라우드 컴퓨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원사업

페이지

26

글로벌 스마트시티 허브센터 운영

400 (시비)

`20.1. ~ `20.12.

27

스마트시티 시범도시 혁신기업육성 기반조성

150 (국비)

`20.1. ~ `20.12.

28

글로벌 기업과의 협업을 통한 스마트시티 시범사업

300 (국비)

`20.1. ~ `20.12.

29

계

2,026 (국 750 시 1,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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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능

산업기반 육성 / 인력양성 지원/ 기업 직접 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앙부처위탁

●

부산시위탁

글로벌 클라우드 산업 육성

지역 클라우드 산업 육성 및 활성화를 지원하여 클라우드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고, 지역 클라우드 생태계 조성을 통하여 부산을 글로벌 클라우드
클라우드 산업 중심으로 육성
▍사업기간 20. 1. ~ 20. 12. (총 사업기간 : 20. 1. ~ 계속)

▍사업목적

▍사업비

1,176백만원 (시비 876, 국비 300)

사업목표
ㅇ대
ㅇ목

상 : 부산지역 클라우드 및 ICT 중소기업, 지역 중소기업
표 : 클라우드 도입지원 70개사 / 클라우드 전문교육 630명/ 클라우드
엑스포 개최 1회 / 클라우드 스타트업 지원 100개사

사업내용
구 분
클라우드 산업
육성 지원

클라우드 산업
활성화 지원

클라우드
엑스포 개최

세부 사업내용
지역 클라우드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산업육성 지원

- 클라우드 개발 및 전환 지원(3건) : 우수 IT/SW 클라우드 서비스 전환 및 개발 지원
- 중소기업클라우드서비스도입지원(70개사) : 지역클라우드확산을위한서비스이용지원
- 클라우드 개발 환경 지원(20건) : 클라우드 서비스 발굴 위한 개발환경 지원
지역 클라우드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산업 활성화 지원
- 클라우드 인식확산 세미나 개최(6회) : 지역 클라우드 인식확산을 통한 인시 재고
- 클라우드 공모전 개최(1회) : 지역 클라우드 우수 아이디어 발굴
클라우드 혁신센터 운영을 통한 클라우드 스타트업 발굴 및 지원
- 클라우드 스타트업 멤버십 발굴 및 운영(50개사 이상)
- 클라우드 스타트업 기술컨설팅 등 지원 프로그램 운영(100개사)
- 공공 챌린지(AWS) 협력 프로그램 운영(상시)
실무형 클라우드 전문인재 양성 교육 지원
- 클라우드 스타트업 대상 교육 지원 : 혁신센터 멤버십 대상 (280명)
- 재직자 대상 클라우드 전문인력 양성교육 지원 (350명)
- 클라우드 지역 개발자 세미나 개최 지원 (3회)
국내 최대 규모 클라우드 전문행사(전시 및 컨퍼런스) 개최 (1회)

- 국내외클라우드기업참가전시전문행사개최및컨퍼런스 행사 개최

향후계획
ㅇ ’20. 1. ~ 2. : 글로벌 클라우드 산업 육성 세부계획 수립 및 사업 협약 체결
ㅇ ’20. 2. ~ 12. : 글로벌 클라우드 산업 육성 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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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능

산업기반 육성 / 기업 직접 지원 / 인력양성 지원

중앙부처위탁

부산시위탁

●

글로벌 스마트시티 허브센터 운영

부산광역시

▍사업목적 지역 IoT 기업의 유망 서비스를 발굴․지원하여 기업 기술 경쟁력을
제고하고 부산을 IoT 기술 기반 글로벌 스마트시티 허브 도시로
육성
▍사업기간 20. 1. ~ 20. 12. (총 사업기간 : 18. 1. ~ 계속)
400백만원 (시비)

▍사업비

사업목표
ㅇ대
ㅇ 목

상 : 지역 IoT 서비스 기업 및 스타트업 등
표 : IoT 인력양성 5회, 100명, 공모전 1회, 실증사업화 지원 3개사,
전시회 참가지원 7개사, 포럼 개최 10회

사업내용
ㅇ (센터운영) IoT 기반 기술 확산을 위한 플랫폼 및 기반기술 교육지원
ㅇ (사업화 지원) 우수 IoT 서비스 발굴 및 사업화 지원을 통한 기업 육성
ㅇ (활성화 지원) 스마트시티 체험관 및 공모전 운영을 통한 시민참여 확대
구

분

IoT 허브센터 운영
IoT 기업 사업화 지원
IoT산업 활성화

세부

지원내용

개방형 스마트시티 플랫폼 및 IoT 전문인력양성교육(5회, 100명)
IoT 서비스 아이디어 공모전(1회)
IoT 서비스 실증사업화 지원(3개사)
IoT 서비스 국내외 전시회 참가 지원(7개사)
부산 스마트시티 체험관 운영
IoT 시민체감 프로그램 개최(3회)
부산 스마트시티 포럼 운영 (10회)

향후계획
ㅇ ’20. 1. ~ 2. : 허브센터 운영 세부계획 수립 및 협약체결
ㅇ ’20. 2. ~ 3. : IoT서비스 발굴 및 실증, 사업화지원 공고 및 업체선정
ㅇ ’20. 2. ~ 12. : 허브센터 운영 및 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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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능

산업기반 육성 / 기업 직접 지원 / 인력양성 지원

국토교통부

중앙부처위탁

●

부산시위탁

스마트시티 시범도시 혁신기업육성 기반조성사업

▍사업목적 부산 EDC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국내 우수 스마트시티 기업의
협력사업을 지원하고 부산을 중심으로 한 스마트시티 산업 생태계 조성
▍사업기간 20. 1. ~ 20. 12. (총 사업기간 : 19. 7. ~ 22. 12.)
▍사업비

150백만원 (국비)

사업목표
ㅇ대

상 : 국내 스마트시티 관련 기업

ㅇ목

표 : 서비스 고도화 2개사, 시민체험 프로그램 1회, 컨설팅 2개사, 마케팅 지원 7건

사업내용
ㅇ (인식확산) 스마트시티 관련 대국민 인식 확산을 위한 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
ㅇ (기업육성) 스마트시티 관련기업을 발굴 육성하기 위한 세미나 및 기술교육 추진
ㅇ (고도화지원) 스마트시티 관련 제품의 고도화를 지원하여 기업성장 기반마련
ㅇ (마케팅지원) 스마트시티 제품의 국내외 확산을 위한 마케팅 지원
구 분

스마트시티 시범도시
혁신기업육성
기반조성사업

세부

지원내용

스마트시티 시범도시 혁신서비스 고도화 지원(2개사)
스마트시티 인식확산 시민체험 프로그램 개최(1회)
기술 및 비즈니스 컨설팅 지원(2개사)
국내외 마케팅 지원(7건)

향후계획
ㅇ ’20. 1. ~ 2. : 스마트시티 생태계 조성사업 세부계획 수립 및 협약체결
ㅇ ’20. 2. ~ 12. : 스마트시티 인식확산 프로그램 개최 및 기업육성 지원
ㅇ ’20. 3. ~ 12. : 스마트시티 고도화 지원사업 마케팅지원 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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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능

산업기반 육성 / 기업 직접 지원 / 인력양성 지원

국토교통부

중앙부처위탁

●

부산시위탁

글로벌 기업과의 협업을 통한 스마트시티 시범사업

▍사업목적 부산 EDC에 진출을 희망하는 글로벌 기업과 국내 기업간의 협력의
장을 마련하여 민간 주도의 스마트시티 산업을 육성하고 글로벌
기업 국내진출 촉진
▍사업기간 20. 1. ~ 20. 12. (총 사업기간 : 19. 7. ~ 22. 12.)
▍사업비

300백만원 (국비)

사업목표
ㅇ대

상 : 국내 스마트시티 관련 기업 및 글로벌 혁신기업 등

ㅇ목

표 : 프로젝트 지원 2개사, 글로벌 기업 유치설명회 개최 4회

사업내용
ㅇ (네트워킹) 국내외 스마트시티 관련 네트워킹 그룹 구축 및 지원
ㅇ (기업유치 촉진) 국내외 글로벌 기업 유치설명회 개최
ㅇ (글로벌 협력사업) 글로벌 혁신기업과 국내 우수기업의 협력사업 발굴 및 지원
구 분

글로벌 기업과의
협업을 통한
스마트시티 시범사업

세부

지원내용

글로벌 협력 프로젝트 지원(2개사)
국내외 글로벌 기업 유치설명회 개최(4회)

향후계획
ㅇ ’20. 1. ~ 2. : 글로벌 혁신기업 유치 세부계획 수립 및 협약체결
ㅇ ’20. 2. ~ 12. : 글로벌 혁신기업 국내 유치 설명회 개최 및 협력사업 지원
ㅇ ’20. 3. ~ 12. : 글로벌 협력 프로젝트 지원사업 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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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IT융합 및 데이터지원

사업명

사업비(백만원)

사업기간

페이지

2,600 (국 1,300 시 1,300)

`20. 1. ~ `20. 12.

31

지 역 SW융 합 제 품 상 용 화

400 (국 200 시 200)

`20. 1. ~ `20. 12.

32

국가혁신클러스터 지원사업

300 (시비)

`20. 1. ~ `20. 12.

33

지식서비스산업핵심기술개발
산업기술혁신사업

50 (국비)

`20. 1. ~ `20. 12.

34

부 산 모 바 일 AI센 터 운 영

700 (시비)

`20. 1. ~ `20. 12.

35

지 역 SW품 질 역 량 강 화

670.5(국326 시244.5 기타100)

`20. 1. ~ `20. 12.

36

빅데이터 플랫폼 및 센터 구축

130 (국비)

`20. 1. ~ `20. 12.

37

실용화형 융합연구단

130 (국비)

`19. 12. ~ `20. 11.

38

동남정보보호지원센터 운영

382 (국 210 시 172)

`20. 1. ~ `20. 12.

39

SW 융 합 클 러 스 터 2.0

계

5,362.5 (국 2,346 시 2,916.5 기타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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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능

산업기반 육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앙부처위탁

●

부산시위탁

SW융합클러스터 2.0(플랫폼 사업화)

▍사업목적 SW융합클러스터 고도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선순환 SW산업
생태계 조성
▍사업기간 20. 1. ~ 20. 12. (총 사업기간 : 19. 4. ~ 23. 12.)
▍사업비

2,600백만원 (국비 1,300, 시비 1,300)

사업목표

ㅇ 스마트 물류 육성을 통한 기존 물류산업의 고도화․디지털 전환 촉진
ㅇ 스마트 물류 플랫폼 구축을 통한 데이터 기반 비즈니스 환경 조성
ㅇ 차 산업혁명 기반기술 융합을 통한 물류분야 신서비스․일자리 창출
4

목표지표

일자리 창출(직접)
일자리 창출(간접)
SW플랫폼 Data 제공 기업 수
SW플랫폼 활용 기업 수
신서비스 발굴
신서비스 개발 지원
상용화율
맞춤형 해외 비즈니스 지원
규제 샌드박스 지원
기업 교류회 개최

2020년 목표

39명
100명
10개
10건
6건
10건
36%
5건
1건
4회

비고

과제 지원을 통한 직접일자리 창출
클러스터 조성 지역 내 일자리 창출 수
SW플랫폼에 Data를 제공한 기업의 수
SW플랫폼을 이용하여 신규서비스를 개발한 기업의 수
SW융합 서비스 발굴 건수
SW융합 서비스 개발 건수
매출 등 상용화가 성공한 과제의 비율
해외 비즈니스 지원 기업 수
규제 샌드박스 활용 신청 건수
교류회 개최 건수

사업내용
ㅇ
ㅇ
ㅇ
ㅇ

빅데이터, AI, 블록체인 등 융합형 물류상용화 과제 발굴 및 개발
스마트 물류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데이터 가공 및 유통 촉진
스마트 물류분야 유망기업 육성, 인력양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물류분야 산학연관 혁신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향후계획
ㅇ ’20. 1. ~ 2. : 2차년도 사업계획 수립 및 협약체결
ㅇ ’20. 2. ~ 12. : 사업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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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능

기업 직접 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앙부처위탁

●

부산시위탁

지역SW융합제품 상용화

▍사업목적 지역의 기반산업과 SW기술의 융합을 통하여 특화된 SW융합
제품 서비스 개발 및 현장적용을 통한 신규시장 창출
▍사업기간 20. 1. ~ 20. 12. (총 사업기간 : 19. 1. ~ 20. 12.)
▍사업비

400백만원 (국비 200, 시비 200)

사업목표
ㅇ 지자체의 공공서비스 중 개선이 시급하나 지방 재정여건으로 지연되고 있는
문제를 발굴하여 SW융합을 통한 현장적용, 제품화, 사업화 지원
목표지표

매출증가율
특허등록
전문인증건수
신규인력채용
현장적용 건수(또는 시제품)
상용화(또는 사업화)
참여기업 만족도
프로그램등록
사업홍보

2020년 목표

15%
1건
1건
5명
2건
2건
9.5점
3건
3건

비고

재무제표(매출증가율 15%)
특허출원 등록증(출원의 경우 0.5건으로 산정)
인증서
신규채용/ 재직증명서 제출(지원비 1억원당 1.2명)
결과보고서(결재문서포함 필수)
계약서, 세금계산서 등 관련 증빙
NIPA 별도, 만족도 조사
프로그램등록증( SW개발결과물은 반드시 등록)
과제홍보기사, 사설, 세미나/전시회 등 결과보고서

사업내용
ㅇ 지역 기반산업과 연계한 SW융합제품 상용화 지원
▷ IT‧SW 융합분야 관련 제품 상용화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기업성장 지원
▷ 기존 산업군과 SW융합을 통하여 서비스 개발 및 제공‧상용화
ㅇ 과제현황
과 제 명

지하관로 유지보수를 위한 혼합현실
기반 현장지원 솔루션 개발 및 상용화

참여기관/기업

징검다리커뮤니케이션(주),
(주)포미트

사업비(백만원)
2019년
2020년

400

400

향후계획
ㅇ ’20. 1.
: 신규과제 지원을 위한 사전 수요조사 실시
ㅇ ’20. 1. ~ 2. : 1차년도 결과 평가 및 2차년도 세부사업계획서 제출
ㅇ ’20. 2. ~ 12. : 2차년도 사업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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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800

지원기능

산업기반 육성

산업통상자원부

중앙부처위탁

●

부산시위탁

국가혁신클러스터 지원사업

▍사업목적 사업‧기업간 글로벌 연계협력을 통한 부산혁신클러스터의 혁신성장
생태계 기반구축
▍사업기간 20. 1. ~ 20. 12. (총 사업기간 : 18. 10. ~ 20. 12.)
▍사업비

300백만원 (시비 300)

사업목표
ㅇ 부산지역 지능정보서비스분야 혁신주체간 유기적 네트워킹을 통한 산학연
기술협력 플랫폼 구축
ㅇ 해외 수요지역과의 협력을 통한 글로벌 유망 R&D발굴
ㅇ 산업기술 융복합, 기업간 연계협력을 통한 지역기업 글로벌 진출 촉진
목표지표

DB구축
기술 교류회
비즈니스 교류회
포럼 및 컨퍼런스
BM발굴
신규과제 제안
전시회참가 지원
해외시장조사 및 사전 마케팅지원
수출상담회 지원

2020년 목표

100건
1회
1회
각 1회
3건
2건
2건
2건
2건

비고

부산지역 IT/SW 기업 DB 구축
관련 대학, 협회, 유관기관 등 전문가 섭외
ICT 융합 관련 전문가 포럼 및 컨퍼런스 개최
ICT 기술 융합 서비스 R&D 모델 발굴
도출된 RFP를 활용한 정부부처 연구개발 과제 제안
기업 수요 및 코트라 자원 등을 이용한 전시회 참가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보고서 1건 및 사전 마케팅 지원
수출 상담회 실시로 해외 진출 교두보 마련

사업내용
ㅇ (기술협력 플랫폼) 민간 네트워크 활동을 통해 기술협력 수요를 발굴하고,
수요 지역과의 네트워크 및 협력채널 구축
ㅇ (공동 R&D 발굴) 클러스터 내 新산업육성을 위해 협력이 필요한 유망기술과
협력대상을 발굴하고, 협력과제 도출
ㅇ (해외 진출방안 모색) 클러스터 내 新산업의 해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협력
대상을 발굴하고, 기업들의 해외진출을 위한 추진방안 모색

향후계획
ㅇ ’20. 3.
: 3차년도 사업협약 및 3차년도 세부사업계획 수립
ㅇ ’20. 4. ~ 12. : 3차년도 사업 추진
ㅇ ’20. 12.
: 3차년도 사업 결과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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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능

기업 직접 지원

중앙부처위탁

●

부산시위탁

지식서비스산업핵심기술개발 산업기술혁신사업

산업통상자원부

▍사업목적 고령친화 제품 및 보조기기의 제조 유통 서비스 플랫폼 개발을
통한 기존산업 고도화 및 신산업 창출
▍사업기간 20. 1. ~ 20. 12. (총 사업기간 : 18. 7. ~ 20. 12.)
▍사업비

50백만원 (국비 50)

사업목표
ㅇ 보조기기의 정보공유 및 공급투명성 확보, 수요자 Needs 공유 등의 기능을
가진 제조-유통-사용자의 다자간 정보공유 플랫폼 개발하여 시범서비스 지원
목표지표

전문인증건수(GS인증)

2020년 목표

비고

1건

인증서

사업내용
ㅇ 고령친화제품 및 보조기기의 제조‧유통 서비스 플랫폼 개발
▷ 제조‧유통‧사용자의 다자간 정보공유 플랫폼 개발
▷ 개발 플랫폼에 대한 SW품질 테스트 및 검증 지원
ㅇ 참여기관별 역할
구분

주관

기관명

티에이치케이컴퍼니
부산정보산업진흥원

참여

고령친화용품산업협회
티비에스파트너스
브릿지특허사무소

주요역할

○ 고령친화 제품-제조-유통 플랫폼의 개발
○ 기술개발 제품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SW품질 테스트 및 검증
○ 개발 및 사업화에 대한 정책적, 제도적 문제 해결
○ 개발된 결과물에 대한 비즈니스 모델 구현
○ 지식재산권 확보를 위한 지재권 출원

향후계획
ㅇ ’20. 1. ~ 12. : 2차년도 사업 추진
ㅇ ’20. 12.

: 지식서비스핵심기술개발사업 최종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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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능

산업기반 육성 / 인력양성 지원

부산광역시

중앙부처위탁

부산시위탁

●

부산모바일AI센터 운영

▍사업목적 AI 기술·인재·인프라 등 AI 혁신자원 통합제공환경 마련
및 지능형 제품 ·서비스 개발 전문인력 양성
▍사업기간 20. 1. ~ 20. 12.
700백만원 (시비 700)

▍사업비

사업목표
ㅇ대

상 : AI 기반 제품 및 서비스 개발자

ㅇ목

표 : 테스트베드 대여 1,000명 지원, QA(품질보증) 20건 지원, 전문인력 양성
600명, 일자리창출 35명, 앱 개발·등록 지원 120건

사업내용
ㅇ AI 모바일 서비스 개발 원스톱 지원
▷ AI 및 빅데이터 기반 기업지원 강화를 위한 AI-SW인증 및 혁신서비스 개발 지원
▷ 실수요를 바탕으로 지능형 서비스 및 제품 테스트베드 조성·대여 지원
ㅇ AI 산학연 협력 오픈랩실 운영
▷ 지능형 융·복합 기술개발 및 인프라 제공을 위한 오픈개발실 운영
▷ AI·모바일 융합형 실무 교육과정 운영을 통한 전문인력 양성
▷ 대학별 AI 산업 특화 교육, 창업 지원을 위한 대학모바일AI서브센터 운영
▷ AI 제품·서비스 품질 인증 지원을 위한 AI-QA 지원
ㅇ AI 기술혁신 플랫폼 구축
▷ AI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워크숍 및 포럼 개최

향후계획
ㅇ ’20. 1.

: 단위 사업별 세부계획 수립

ㅇ ’20. 2. ~ 12. : 사업 홍보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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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능

기업 직접 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앙부처위탁

●

부산시위탁

지역SW품질역량강화

▍사업목적 동남권 대표적 융합산업인 자동차, 조선, 기계 등의 SW결함률을
줄이고 지역 SW산업의 품질 경쟁력 강화
▍사업기간 20. 1. ~ 20. 12. (총 사업기간 : 11년 ~ 계속)
▍사업비

670.5백만원 (국비 326, 시비 244.5, 기타 100)

사업목표
ㅇ 대

상 : 지역 SW기업의 SW제품·SW서비스·품질관리인력

ㅇ 목

표 : SW품질 컨설팅 127건/테스팅 127건, 기술교육 수료 340명

사업내용
ㅇ SW제품경쟁력강화
▷ SW제품/서비스 컨설팅 및 테스팅 지원
▷ 인증연계서비스(인증취득지원) 지원
ㅇ SW품질관리인력양성
▷ SW품질 도구교육·기술교육 및 내부인력 역량강화 교육 개최
▷ 인식확산세미나(SW품질마인드제고) 개최
ㅇ SW품질역량제고
▷ SW프로젝트 품질관리 지원 및 SW제품/서비스 시험성적서 지원
▷ 발주처 SW품질 인식제고 컨설팅 및 SW기업 컨설팅·멘토링 지원
▷ 대학연계 SW품질관리 멘토링 및 SW테스트 경진대회 운영

향후계획
ㅇ ’20. 1. ~ 3. : 지원사업 세부계획 수립 및 사업 협약 체결
ㅇ ’20. 3. ~ 12. : 사업 추진(SW컨설팅･테스트, 인증취득지원, 기술교육 개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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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능

산업기반 육성 / 인력양성 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앙부처위탁

●

부산시위탁

빅데이터 플랫폼 및 센터 구축

▍사업목적 공공‧민간의 주요 산업 분야 빅데이터를 공유함으로써 지역 데이터
기반 산업 활성화
▍사업기간 20. 1. ~ 20. 12. (총 사업기간 : 19.7 ~ 21. 12)
130백만원 (국비 130)

▍사업비
사업목표
ㅇ 대

상 : 빅데이터 플랫폼 및 센터 데이터 활용 희망기업 및 예비창업가

ㅇ 목

표 : 수요기업 발굴 10개사, 전문인력양성 100명, 저변확대 5회

사업내용
ㅇ 빅데이터 생태계 조성
▷ 전문기술교육을 통한 산업별 데이터 분석 전문가 양성, 신규 일자리 창출
▷ 수요기업을 대상으로 데이터 활용 지원 컨설팅, 세미나 등 인식 확산 활동
ㅇ 빅데이터 플랫폼 및 센터 데이터 연계
▷ 문화관광 분야의 데이터 생산·수집·가공·개방 및 플랫폼과의 연계 추진
▷ 비정형 데이터, 데이터 표준화 교육을 통한 데이터 품질관리 점검
ㅇ 공공‧민간 데이터 활용 기반 혁신 서비스 발굴
▷ 활기차고 품격 있는 쉼터 제공을 위한 지역 문화생활 SOC 정책 수립
▷ 문화산업 시장, 정책을 고려한 혁신서비스 모델 발굴 및 공공서비스
시범 개발
향후계획
ㅇ ’20. 1. ~ 3. : 지원사업 세부계획 수립 및 사업 협약 체결
ㅇ ’20. 3. ~ 12. : 사업 추진(빅데이터 생태계 조성, 전문인력양성, 데이터 연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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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능

산업기반 육성 / 인력양성 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앙부처위탁

●

부산시위탁

실용화형 융합연구단

▍사업목적 데이터 기반 기술융합 산업 활성화
▍사업기간 19. 12. ~ 20. 11. (총 사업기간 : 19.12 ~ 22.11)
130백만원 (국비 130)

▍사업비
사업목표
ㅇ 대

상 : 지능형 기술융합 제품 및 서비스 개발자

ㅇ 목

표 : 지능형 기술융합 서비스 개발 교육 3회, 세미나 1회

사업내용
ㅇ 지능형 기술융합 개발 교육 지원
▷ AI·빅데이터 기술 관련 기초 과정 위주의 커리큘럼 구성을 통한 개발
역량 강화
▷ 지능정보사회가 요구하는 AI·빅데이터 분야 전문교육을 통한 현장
실무형 인력 양성
ㅇ 지능형 기술융합 트렌드 세미나 지원
▷ AI·빅데이터 기술 관련 저변 확대를 위한 융복합 트렌드 위주의 기술
세미나 지원
▷ AI·빅데이터 기술 분야의 유명 엔지니어들의 경험 공유를 위한 네트
워킹의 장 마련
향후계획
ㅇ ’19. 12. ~ 3. : 지원사업 세부계획 수립
ㅇ ’20. 3. ~ 11. : 사업 추진(지능형 기술융합 서비스 개발 교육 및 세미나 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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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능

산업기반 육성 / 기업 직접 지원 / 인력양성 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앙부처위탁

●

부산시위탁

동남정보보호지원센터 운영

▍사업목적 중소기업 정보보호 활동 지원을 통해 기업 정보보호 역량강화 및 지역
정보보호 산업 육성
▍사업기간 20. 1. ~ 20. 12. (총 사업기간 : 15. 7. ~ 계속)
382백만원 (국비 210, 시비 172)

▍사업비

사업목표
ㅇ대

상 : 중소기업, 소상공인, 비영리단체 등

ㅇ목

표 : 중소기업 정보보호 서비스 500건, 정보보호 전문인력 양성 150명,
정보보호 인식제고 세미나 10회

사업내용
구 분

중소기업
정보보호 서비스 지원
정보보호 인재양성
및 세미나 개최
센터 운영 활성화

세부지원내용

정보보호 현장 컨설팅 지원 (155건)
웹 취약점 점검 (230건)
개인정보 등 민감정보보호조치 (115건)
정보보호 전문인력 양성교육 (150명)
정보보호 인식제고 세미나 개최 (10회)
정보보호 자문위원회 운영 (2회)
지역기반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홍보 강화
지능형 CCTV 솔루션 시험인증 지원

향후계획
ㅇ ’20.

1.

: 사업 협약 체결

ㅇ ’20.

1.

~ 12.

: 중소기업 정보보호 서비스 지원 (수시)

ㅇ ’20.

1.

~ 12.

: 정보보호 인식제고 세미나 개최 (수시)

ㅇ ’20.

3.

~ 12.

: 정보보호 전문인력 양성교육 개최 (10회)

ㅇ ’20.

4.

~ 12.

: 정보보호 자문위원회 개최 (2회)

ㅇ ’20.

9.

: 사이버보안 컨퍼런스 개최

ㅇ ’20.

12.

: 사업 결과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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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디지털 창의인재 육성 및 창업 지원

사업명

사업비(백만원)

사업기간

페이지

지 역 SW 기 업 성 장 지 원 사 업

612.8 (국 181.4 시 431.4)

`20.1. ~`20.12.

41

ITU 유 스 포 럼

300 (시비)

`20.1. ~`20.12.

42

수도권마케팅지원센터

314 (시 270 민 44)

`20.1. ~`20.12.

43

`20.1. ~`20.12.

44

전자상거래 스타트업 지원사업

75 (시비)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372.6 (국 319.6 시 53)

`20.1. ~ `20.12.

45

부산콘텐츠아카데미 운영

641.2 (시 630 민 11.2)

`20.1. ~ `20.12.

46

부산저작권서비스센터 운영

172 (국비)

`20.1. ~ `20.12.

47

계

2,487.6 (국 672.9 시1,759.5 민 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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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능

기업 직접 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앙부처위탁

●

부산시위탁

지역SW기업성장지원

▍사업목적 지역SW산업육성을 위한 마케팅, 네트워크 구축 등의 특화산업을
추진하여 지역SW산업의 성장 및 활성화 조성
▍사업기간 20. 1. ~ 20. 12. (총 사업기간 : 02. 1 ~)
▍사업비

612.8백만원 (국비 181.4, 시비 431.4)

사업목표
ㅇ대

상 : 부산지역 ICT·SW기업

ㅇ목

표 : 신규고용 5명, 지원기업 10개사

사업내용
ㅇ (마케팅지원) IT 산업 활성화 및 저변확대를 위한 마케팅 지원
- IT 엑스포 부산 : 국제규모 전문 IT전시회 개최(전시회, 비즈니스 상담회)
- 해외 IT무역사절단 : 해외비즈니스 상담회 지원(2회 예정)
- 지역공동마케팅 : 해외 유망 IT전시회 공동관 참가(1회 예정)
ㅇ (네트워크 구축) 지역 IT기업 협력네트워크 구축 및 애로사항 해결
- 유관기관 네트워크 구축 : 지역 유관 IT협회 지원을 통한 네트워크 구축
- 부산지역 IT/SW산업 생태계 실태조사 : 부산지역 IT/SW산업 현황조사

향후계획
ㅇ ’20. 1. : 사업계획서 제출 및 세부사업 준비
ㅇ ’20. 6. : 해외 IT전시회 공동관(지역공동마케팅)사업 추진
ㅇ ’20. 7. : 해외 IT무역사절단 파견
ㅇ ’20. 9. : IT 엑스포 부산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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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능

인력양성 지원

부산광역시

중앙부처위탁

부산시위탁

●

ITU 유스포럼

▍사업목적 최신 ICT 동향․기술 등의 포럼개최를 통한 다국적 청년들의
창의력 향상 및 ICT융합 기술지식 교류의 장 제공
▍사업기간 20. 1. ~ 20. 12. (총 사업기간 : 14. 10 ~)
▍사업비

300백만원 (시비 300)

사업목표
ㅇ대

상 : ITU 회원국 청년 및 지역 ICT 관련 학생

ㅇ목

표 : ITU 회원국 25명이상 유치

사업내용
ㅇ 최신 ICT 동향 및 기술 포럼 개최
- 국내외 ICT융합기술 관련 포럼 개최 및 현실적이고 사회 트렌드에 맞는 전문
지식 제공을 통해 새로운 가치와 비전 제시
ㅇ 네트워크 행사 추진
- 새로운 세대를 위한 ICT 발전방향과 새로운 아이디어, 청년 ICT 정책 전문가
역량제고 및 ICT 분야 젊은 지도자들의 네트워크 구축
ㅇ 부대행사
- 참가자 교류 활성화를 위한 네트워크 리셉션 개최, 지역 ICT 산업현장 방문

향후계획
ㅇ ’20. 3 :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계획서 제출
ㅇ ’20. 5 : 행사운영 대행사 선정 및 참가기업 모집
ㅇ ’20. 9 : 2020 ITU 유스포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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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능

기업 직접 지원

부산광역시

중앙부처위탁

부산시위탁

●

수도권마케팅지원센터 운영

▍사업목적 부산 IT·CT 기업의 수도권 지역 마케팅 지원과 사업기회 확대를 통한
수주매출 증대
▍사업기간 20. 1. ~ 20. 12. (총 사업기간 : 12. 6. ~)
▍사업비
314백만원 (시비 270, 민자 44)

사업목표
ㅇ대

상 : 부산소재 IT·CT기업

ㅇ목

표 : 신규입주기업 20개사, 컨설팅 20회, 네트워킹 5회

사업내용
ㅇ 부산IT․CT 수도권마케팅지원센터 공유오피스(위워크) 이전
- 위워크 을지로점(서울시 중구 삼일대로 343)
- 위워크 역삼2호점(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26길 14)
- 센터 인력은 부산에서 상주하고 수도권 센터 사업운영 및 입주기업 관리 진행
ㅇ 지역 IT·CT 업체 입주지원실 운영 및 비즈니스 인프라 구축
- 수도권 영업을 위한 공유오피스 입주지원 및 운영․관리
- 입주기업의 회의, 세미나 등 위한 회의 공간 대여
- 입주지원실은 공유오피스(위워크) 자체 직원이 시설운영 전담
ㅇ 마케팅 및 네트워킹
- 지역기업의 제품 마케팅을 위한 국내전시회 참가지원
- ICT 관련 최신 세미나 개최 및 정보, 동향 수집·제공
- 공유오피스와의 네트워킹으로 수도권기업과의 매칭 및 협업 촉진

향후계획
ㅇ ’19. 12 : 센터 공유오피스(위워크) 입주기업 모집
ㅇ ’20. 1 : 센터 공유오피스(위워크) 이전 및 현 센터 원상 복구작업 실시
ㅇ ’20. 3 : 수도권마케팅지원센터와 위워크 간의 비즈니스 네트워킹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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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능

산업기반 육성 / 기업 직접 지원

부산광역시

중앙부처위탁

부산시위탁

●

전자상거래 스타트업 지원사업

▍사업목적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융합한 전자상거래 기업 지원사업 추진으로
도소매업의 혁신 및 고부가가치화를 추진.
▍사업기간 20. 1. ~ 20. 12. (총 사업기간 : 20. 1. ~)
▍사업비

75백만원 (시비)

사업목표
ㅇ대

상 : 패션, 뷰티, 리빙 등 분야에서 우수한 제품을 보유하고 IT융합기술에
관심이 있는 7년 미만의 전자상거래 기업

ㅇ목

표 : 지원기업 10개사

사업내용
ㅇ 지역 유망 전자상거래 스타트업 발굴 및 유망기업 선정
- 실물제품을 가지고 있으며 입체적 제품 홍보가 필요한 기업
ㅇ 4D스캐닝 확장현실 기술지원
- (컨설팅지원) 4D스캐닝을 통한 데이터 및 콘텐츠 결과물 사전 컨설팅
- (서비스지원) 제품의 데이터화, 4D영상촬영, 고품질 4D홍보 콘텐츠 제작
- (성과물홍보) VR런웨이 또는 전시회 등을 개최하여 성과물 대외 홍보

향후계획
ㅇ ’20.

1 :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계획서 제출

ㅇ ’20.

3 : 전자상거래 스타트업 지원사업 공고 및 유망기업 선정

ㅇ ’20. 4. ~ 8. : 4D스캐닝 확장현실 기술지원 컨설팅 및 서비스
ㅇ ’20. 9.

: 기술지원 성과홍보를 위한 공동 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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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능

인력양성 지원

고용노동부

중앙부처위탁

●

부산시위탁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사업목적 ICT산업 전략분야 및 수요 맞춤형 인력양성을 통한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사업기간 20. 1. ~ 20. 12. (총 사업기간 : 12. 11. ~)
372백만원 (국비 319, 시비 53)

▍사업비

사업목표
ㅇ대

상 : 협약기업 재직자

ㅇ목

표 : 26개과정, 47회 운영, 교육수료인원 654명, 만족도 4.0(5.0만점)이상

사업내용
ㅇ 지역 ICT산업 전략분야 및 수요 맞춤형 인적자원개발
▷ 협약기업 재직자 직무능력 향상 교육 운영
▷ 4차 산업 및 전통적 IT기술 분야 26개 과정, 47회 운영
▷ 빅데이터, 인공지능, 머신러닝 등 향상교육 운영
ㅇ 컨소시엄 운영 및 협약기업 확대
▷ 협약기업 관리, 네트워킹 지원 및 신규 협약기업 발굴

향후계획
ㅇ ’20. 1.

: 2020년도 사업계획 확정 및 약정체결

ㅇ ’20. 1. ~ 12. : 26개 과정, 47회 교육 운영 및 협약기업 확대
ㅇ ’20. 6, 12.

: 협약기업 워크숍, 컨소시엄 운영위원회 개최

ㅇ ’20. 12.

: 2020년도 사업 결과보고 및 정산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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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능

인력양성 지원

부산광역시

중앙부처위탁

부산시위탁

●

부산콘텐츠아카데미 운영

▍사업목적 콘텐츠 개발 인력 양성을 통한 지역 산업 인력 공급 및 지역 인력
인프라 구축
▍사업기간 20. 1. ~ 20. 12. (총 사업기간 : 10. 1. ~)
641백만원 (시비 630, 민자 11)

▍사업비

사업목표
ㅇ대

상 : 지역 내, 게임 및 콘텐츠 분야 구직자 및 예비 구직자

ㅇ목

표 : 콘텐츠 분야 신규 전문인력 양성 215명
현업 실무 능력향상 교육 240명

사업내용
ㅇ 기반 교육 : 콘텐츠 분야 입문자 양성을 위한 초·중급 단계의 단기 교육과정
ㅇ 취업 교육 : 콘텐츠 분야의 취·창업을 희망하는 예비 개발자를 실무형 신규
전문 인력으로 양성하는 중·장기 교육과정
ㅇ 재직 교육 : 지역 내 실무자를 대상으로 게임·영상·영화 콘텐츠 분야의
산업 트렌드 및 개발 노하우 등을 제공하는 단기 교육과정
ㅇ 채용 교육 : 구직자를 위한 산업별 직무분석, 취업팁 등을 제공하는 특강 개최

향후계획
ㅇ ’20. 1. ~ 12. : 기반·취업·재직 교육과정 교육생 모집 및 운영
ㅇ ’20. 3.

: 제 4회 게임 취업 토크 콘서트 개최

ㅇ ’20. 11.

: 부산콘텐츠아카데미 오픈 특강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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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능

기업 직접 지원

문화체육관광부

중앙부처위탁

●

부산시위탁

부산저작권서비스센터운영

▍사업목적 지역 내 저작권 강소기업 육성 및 저작권 공정이용을 위한 인식 개선
▍사업기간 20. 1. ~ 20. 12. (총 사업기간 : 14. 1. ~ 계속)
▍사업비

172백만원 (국비 172)

사업목표
ㅇ대

상 : 지역 IT․CT 중소기업, 1인 기업, 예비창업자, 창작자 등

ㅇ목

표 : 저작권 맞춤형 교육 300명, 산업현장 서비스 55건, 일반상담 80건

사업내용
ㅇ 저작권 인식 개선 지원
▷ 저작권 맞춤형 교육 : 중소기업 및 창작자 대상 맞춤 저작권 교육 지원
▷ 저작권 산업현장 서비스 : 법률자문을 통한 저작권 분쟁예방·해결 지원
▷ SW자산관리 컨설팅 : 법적·경제적 비용 절감 및 적절한 라이선스 선도
▷ 저작권 일반 상담 : 저작권 관련 상담 전담인력 상시 지원
ㅇ 저작권 사업화 지원
▷ 집중(창조) 기업지원 : 지역기업 우수 저작물에 대하여 굿즈 제작 지원

향후계획
ㅇ ’20. 2.

: 사업 협약 체결

ㅇ ’20. 3. ~ 12. : 저작권 멘토링·등록·전시회참가지원·교육·SW자산관리컨설팅
ㅇ ’20. 12.

: 한국저작권위원회 사업 결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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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

산업 육성 지원

부산 CT산업 현황
부산지역 CT산업현황
’16년도 기준 기업수는 6,444개사이며, 매출액은 2.5조규모, 종사자수는
전국 16개 시.도 중 서울, 경기도에 이어 세 번째 규모임
(

구 분

업체수

:

개/ 매출액

:

명임

22,947

백만원/ 종사자

:

애 니 방송 광 고 캐릭터 지식 콘텐츠 합
출 판 만 화 음 악 게 임 영 화 메이션
영상
정보 솔루션

업체수 (5.5%)
1,396 (8.1%)
629 (6.4%)
2,384 (6.4%)
792 (3.4%)
47 (3.8%)
17 (3.7%)
35 (6.8%)
490 (6.1%)
134 (5.2%)
452 (3.8%)
68
(전국대비)
매출액 563,789
(전국대비)
(2.7%) 11,979
(1.2%) 191,683
(3.6%) 179,370
(1.6%) 214,712
(4.1%) 15,285
(2.3%) 275,546
(1.6%) 460,847
(3.0%) 336,107
(3.0%) 209,024
(1.6%) 87,808
(1.9%)
종사자 (2.8%)
5,177 (2.4%)
244 (5.9%)
4,619 (4.2%)
3,091 (5.4%)
1,559 (3.5%)
178 (2.4%)
1,027 (4.8%)
3,117 (3.2%)
1,060 (2.8%)
2,249 (2.3%)
626
(전국대비)
1) 매출액·종사자 : 영화제작·배급, 극장상영 및 DVD/VHS유통, 온라인 상영 집계자료

명)

계

6,444
(6.1%)
2,546,150
(2.4%)
22,947
(3.6%)

※ 출판(오디오 기록매체 출판업, 기타출판업, 인쇄업, 인터넷 서점), 만화(인터넷 서점),
음악(인터넷 음반소매업, 노래연습장 운영업), 게임(컴퓨터게임방 운영업) 포함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2017 콘텐츠산업통계조사, 2018. 3>

<

년도 문화콘텐츠 창작 및 제작 기업수 857개사 , 종사자수는
매출액 년기준 1 조 2,032억규모로 매년 지속 성장중

’18

(’17

7,294

명,

)

<출처 : 부산정보산업진흥원, 부산CT산업통계조사, 20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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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CT산업 최근이슈
부산웹툰·애니·VR·MCN·음악 등 차세대 콘텐츠 성장 가능성 확인
▷ (웹툰) 부산웹툰 스타 콘텐츠 탄생 (구은민<마왕의 딸로 태어났습니다> 카카오페이지 구독자 62만명 돌파)
▷ (애니) 부산애니 2편 지상파 방영 (스튜디오인요<에그구그>, 스튜디오반달<꼬마돌도도> SBS, MBC 방영)
▷ (MCN) 부산출신 1인 크리에이터 ‘에그박사’ 어린이TV채널 정규편성 (유튜브 구독자 27만명)
▷ (음악) 부산음악창작소 뮤지션 ‘우주왕복선싸이드미러’ EBS 헬로루키 대상 수상(’18.12)
▷ (VR) 부산 VR·AR산업 급성장 (2016년 대비 2018년 사업체수 52.5%↑, 종사자수 71.5%↑)
☞ 타 산업대비 성장잠재력이 큰 유망 콘텐츠 기업 육성 필요
* 문화콘텐츠 산업 고용유발계수(명/10억원) 12.1 명 > 반도체 3명, 자동차 6.8명

부산 콘텐츠산업 성장 지속을 위한 금융·투자 지원대책 요구 절실
▷ 부산시 출자 문화콘텐츠 펀드 전무 (ICT관련 펀드는 16개, 영화펀드 2개 운용 중)
▷ 부산애니메이션협회 내 문화콘텐츠 투자펀드 요구 (’18.12 업계토론회 개최)
☞ 민간 투자기능 보완을 위한 부산시 차원의 펀드조성 필요
국내 지자체 간 e스포츠 육성 경쟁 촉발 및 글로벌 e스포츠 시장의 급성장
▷ ‘부산 e스포츠 상설경기장 구축’ 국비 공모사업(문체부, 국비 30억/2년간) 유치
* 공모 결과 3개 지역 선정(부산, 대전, 광주) → 각 지역 2020년 개관 예정
* 시장 선점을 위해 전국 최초의 e스포츠 진흥 조례를 부산에서 제정, 부산시 민선7기 e스포츠 진흥 계획 발표 (’19. 4.)

☞ ‘e스포츠 메카도시 부산’, 글로벌 e스포츠 산업의 주도권 선점 기회
▷ 북미, 유럽, 중국 등의 공격적 투자를 통해 e스포츠 산업 규모･가치 확대
* 美 포브스 산출 2019년 세계 e스포츠 구단 가치 : 상위 10개 구단 총합(2조 8,316억원), 1위 구단(4,671억원)
* 글로벌 e스포츠 대회 규모 : 약 4,368회 대회 개최, 총 상금 2,415억원 (골프 PGA투어의 절반 수준 근접)

지역 게임콘텐츠 성장을 위한 지원정책 활성화 필요
▷ 게임기업 지원 창업환경 조성 및 인큐베이팅 프로그램 지속 지원
▷ 기업 특성과 규모에 맞는 지원 프로그램 발굴
* 인디, 예비창업자, 스타트업, 중견기업별 맞춤형 지원사업 추진

▷ 게임․문화콘텐츠 지원시설 구축을 통한 중견기업 육성 및 역외기업 유치
☞ 지역 게임산업의 질적 ․ 양적 성장을 이끌 전략적 접근 필요
국내 인디게임산업 성장기반 마련 및 글로벌 진출 관심 증대
▷ 부산인디커넥트 페스티벌(국내최초) 성공적 개최 후 아시아 최대규모 행사로 발돋움
* ‘지스타’와 함께 핵심적인 게임전시회 행사로 자리매김(’19년 27개국 390개 출품, 20개국 130개 전시)
* ‘갤럭시스토어’, ‘AWS, ‘에픽게임즈’, ‘니칼리스’, ‘원스토어’ 등 주요 게임산업 기업의 후원 참여 증가

☞ ‘인디게임산업 중심 플랫폼 도시’ 역할을 위한 게임도시 부산의 정책적 지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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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CT산업 육성전략
융합콘텐츠 산업 생태계 조성

게임센터, 웹툰센터, VR·AR융복합/제작지원센터, 콘텐츠코리아랩, 음악창작소 인프라를
기반으로 융합콘텐츠를 신성장 산업으로 육성
융합콘텐츠 관련 역외기업 유치 등 기업 집적화
융합콘텐츠 핵심기술에 대한 제작·개발지원
기존 핵심 융합콘텐츠 산업인 게임시장 활성화를 위한 지원강화
▷ 기업성장단계별 생태계 조성을 통한 게임콘텐츠 기업 성장 도모
기업육성 및 지역기업 역량강화 지원

스타프로젝트, 지역특화콘텐츠 개발지원 등 기업 우수콘텐츠 상용화 집중지원
Start-Up에서 Star기업에 이르기까지 전주기적 모니터링을 통한 Feedback시스템 강화
인력양성 및 교육과 기술에 대한 지원강화
▷ 최신기술에 대한 재직자 교육 및 기업과 구직자간 미스매치 해소
융합콘텐츠 창작자 육성지원

보드게임, 웹툰, MCN 크리에이터 육성 등 창작자 육성을 통한 창직유도
▷ 콘텐츠코리아랩, 크리에이터스튜디오, 웹툰 등 창작자 육성 활성화
창작자 간 활발한 네트워킹 프로그램 확대
▷ 기업 – 창작자 - 기관 중심의 One-stop Multi-Support 지원
아이디어 발굴 및 콘텐츠 개발지원 강화
건강한 콘텐츠 체험문화 확산 및 이용환경 조성

e스포츠 상설경기장 구축, e스포츠의 생활 체육화 등 시민 향유 스포츠로의 도약
보드게임 창작 및 참여·체험의 기회 제공을 통한 건전 게임문화 저변확대
게임 과몰입 상담 및 치료를 통한 건강한 게임문화 토대 조성
웹툰, 가상·증강현실, 음악, 애니메이션 등 시민참여형 콘텐츠 체험 확대
▷ 웹툰 전시장, VRAR융복합센터, 음악창작소, 콘텐츠코리아랩 등 체험 활성화
- 50 -

1. 게임산업 글로벌 성장지원

사업명

사업비(백만원)

사업기간

페이지

G-STAR 2020 개최

3,000 (시비)

`20.1. ~ `20.12.

52

부산 지역기반 게임산업육성

3,540 (국 1,770 시 1,770) `20.1. ~ `20.12.

53

부산 e스포츠 상설경기장 구축(2차년도)

1,600 (국 800 시 800)

`20.1. ~ `20.11.

54

부산 e스포츠 상설경기장 운영(2차년도)

1,700 (시비)

`20.1. ~ `20.12.

55

부산 e스포츠 대회 운영

700 (시비)

`20.1. ~ `20.12.

56

국제 e스포츠 R&D 센터 운영

200 (시비)

`20.1. ~ `20.12.

57

계

10,740 (국 2,570 시 8,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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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능

산업기반 육성 / 기업 직접 지원 / 인력양성 지원

중앙부처위탁

부산시위탁

●

G-STAR 2020 개최

부산광역시

▍사업목적 국내 최대규모 전시회인 G-STAR 개최를 통해 게임산업 트렌드를
선도하는 비즈니스 마켓 및 문화 축제 육성
▍사업기간 20. 1. ~ 20. 12. (총 사업기간 : 09년 ~ 계속)
3,000백만원 (시비 3,000)

▍사업비

사업목표
ㅇ 36개국 695개사, 참관객 245,000명 유치 목표

사업개요
ㅇ
ㅇ
ㅇ
ㅇ
ㅇ

기간/장소(안)
전시공간
주최/주관
개최도시
행사구성

:
:
:
:
:

2020. 11. 19(목) ~ 11. 22(일) / 부산 벡스코
제1 ‧ 2전시장, 컨벤션홀, 다목적홀, 오디토리움, 야외전시장 등
(사)한국게임산업협회 / 지스타조직위원회, (재)부산정보산업진흥원
부산광역시
전시회, 비즈니스 상담, 컨퍼런스, 투자마켓, 게임문화행사 등 부대 ‧ 연계행사

사업내용
구 분

세부 사업내용

- 참가기업
전시홍보
부스, 등장르별 (PC, 모바일, VR 등) 체험관, 중소기업 및 지역
공동관, 지스타
숍(shop)

BTC관 운영 (벡스코 제1전시장 전관 26,508㎡)
전 시

참가기업
홍보관,네트워크라운지
해외지역 공동관(아세안,
대만, 캐나다 등), 중소기업 및 지역
공동관,비즈니스
등
게임기업 채용박람회 : 1:1 구직상담 및 면접기회 부여, 구직상담, 이력서 사진촬영 등
지스타 게임 투자마켓 : 국내외 게임전문 투자회사 및 중대형 퍼블리셔가 투자팀에
참석하여 개발사 및 스타트업 기업의 우수 게임 프로젝트를 발굴 및 지원
지스타 컨퍼런스 : 게임 마케팅, 트렌드 등 게임산업의 주요이슈에 대해 전문가 초빙 강연 진행
지스타 개막식 및 웰컴리셉션 : 비즈니스네트워크파티와통합한웰컴리셉션개최및개막식개최
지카페 구축 : 지스타 부산 플랫폼 연중 상설 운영을 통한 지스타 및 출품콘텐츠 홍보
지스타 연구용역 : 지스타 발전방안 수립 및 도시 축제로서의 추진전략 확립
시민참여형 이벤트 확대 개최 : 벡스코 광장을 활용한 게임콘텐츠 연계 가족체험형 이벤트 개최
BTB관 운영 (벡스코 제2전시장 전관 19,872㎡)
-

부대․연계
행사

신규사업

향후계획
ㅇ
ㅇ
ㅇ

지스타 기본계획 수립 및 운영대행사 선정
11. : 참가기업 및 해외 바이어 모집
: 지스타 2020 개최

’20.

3. ~ 6.

’20.

5. ~

’20.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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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능

산업기반 육성 / 기업 직접 지원

문화체육관광부

중앙부처위탁

●

부산시위탁

부산 지역기반게임산업육성

▍사업목적 지역기반 게임기업 육성을 통한 게임산업 지역 불균형 해소 및
미래 게임산업 성장동력 확보
▍사업기간 20. 1. ~ 12. (총 사업기간 : 15년 ~ 계속)
▍사업비
3,540백만원 (국비 1,770, 시비 1,770)

사업목표
ㅇ 55개사 이상 지원, 일자리 창출 110명, 매출액 275억원

사업내용
구 분

세부 사업내용
예비창업자 및 스타트업 기업 입주지원 및 인큐베이팅 프로그램 운영

게임기업
인큐베이팅

게임콘텐츠
제작지원

게임콘텐츠
사업화지원

글로벌 인디게임
산업육성
게임문화 확산
및 네트워킹

- BGC 인큐베이팅 운영 : 입주실(30개실), 게임스테이션(1개실), BGC인디랩(1개실), 회의실,
휴게공간등구성, 스마일게이트(오렌지팜) 협업운영
- 부산글로벌게임센터홍보운영: 지역게임기업및게임콘텐츠, 추진사업등대내외홍보
- 게임 스킬업 워크숍 개최 : BGC 입주기업 역량강화 워크숍 개최
- Bu:Star 챌린지 게임공모전 개최 : 게임개발 역량을 지닌 예비창업 4개팀 선정
우수 게임콘텐츠 발굴 및 제작지원, 다양화 지원
- Bu:Star 게임 콘텐츠 제작지원 : 게임콘텐츠 제작비용 지원
- 게임콘텐츠빌드업(고급화) 지원: 사운드, 그래픽, 번역등게임콘텐츠고급화비용지원
- 게임콘텐츠 콘솔 컨버팅 지원 : 타 플랫폼 게임콘텐츠를 콘솔 버전으로 전환 지원
게임콘텐츠 글로벌 런칭 및 시장진출 지원
- 게임콘텐츠 마케팅 전략 지원 : 게임분석 및 마케팅 전략 수립을 통한 수익 증대 지원
- 게임콘텐츠 글로벌 런칭 프로젝트 : 글로벌 런칭 및 운영 노하우 및 방향성 지원
- 게임콘텐츠 글로벌 마케팅 지원 : 우수 게임콘텐츠의 글로벌 시장 마케팅 지원
- 국내외게임전시회공동관운영: 게임커넥션아메리카, 차이나조이, 게임스컴등참가지원
- 게임콘텐츠 QA 패키지 지원 : 출시준비 게임의 QA 전문 검수과정 지원
게임산업의 다양성 확보 및 국내외 인디게임 산업 활성화
- 부산 인디커넥트(BIC) 페스티벌 : 국내외인디게임전시, 네트워킹, 우수출품작시상등
- 부산인디커넥트루키게임잼개최: 예비인디게임개발자즉석게임개발캠프개최
게임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업간 네트워킹 지원
- 게임토크쇼 개최 : 게임분야유명인초청및노하우공유를통한게임개발역량강화
- 게임 네트워크 파티 개최 : 부산 게임인 대상 네트워킹 행사 개최

향후계획
ㅇ ’20. 1. ~ : 세부사업 추진계획 수립 및 사업별 공고 준비
ㅇ ’20. 2. ~ : Bu:Star 게임콘텐츠 제작지원, 글로벌 런칭 지원사업 등 사업공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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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능

산업기반 육성

문화체육관광부

중앙부처위탁

●

부산시위탁

●

부산 e스포츠 상설경기장 구축 (2차년도)

▍사업목적 부산 최대 상권 내 e스포츠 상설경기장을 조성하고, 연중 다양한
e스포츠 대회 및 문화 행사 개최 등을 통해, 생활 밀착형 e스포츠 확산 추진
▍사업기간 20. 1. ~ 20. 11. (총 사업기간 : 19. 5. ~ 20. 11.)
1,600백만원 (국비 800, 시비 800)
▍사업비
※ 1차년도 조성 명시이월사업비 별도(4,284백만원, 2020. 8. 종료 예정)

사업목표
ㅇ목

표 : 부산 e스포츠 상설경기장 구축 1식 (건축공사, 장비도입 등),
개소식(G-STAR 2020 연계 예정) 개최 1회

사업내용
ㅇ 부산 이스포츠 상설경기장 조성
- 위

치 : 부산 최대 상권(서면 삼정타워 15~16층) 내

- 규

모 : 전용면적 2,582㎡, 경기장 400여석, 장비구축 450여종

- 주요시설 : 주경기장, 보조경기장, 관객/선수/관계자 등 부대시설 조성
- 조성내용 : 대회 개최, 방송 콘텐츠 제작, 부대행사 진행 등을 경기장 내에서
일체 소화 (국제 e스포츠 R&D 센터 기능 포함)
ㅇ 부산 이스포츠 상설경기장 개소식 개최
- 기념 행사 및 e스포츠 경기 등 연계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향후계획
ㅇ (건축) 2월 설계･인허가 완료 → 3월 공사 발주･착공 → 8월 준공 (예정)
ㅇ (장비) 2월 발주･계약 → 3월 배선 등 공사 → 8월 납품 완료 (예정)
ㅇ (시범 운영 및 개소식) 9월 ~ 10월 시범 운영 → 11월 개소식 개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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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능

산업기반 육성

문화체육관광부

중앙부처위탁

부산시위탁

●

부산 e스포츠 상설경기장 운영 (2차년도)

▍사업목적 부산 최초 e스포츠 상설경기장 운영을 위한 개관 준비 지원, 각종 운영
방침 및 기반 시스템 구축 등으로 향후 원활한 운영 환경 마련
▍사업기간 20. 1. ~ 20. 12. (총 사업기간 : 19. ~ 28. / 최소 10년간)
▍사업비

1,700백만원 (시비)

사업목표
ㅇ목

표 : 통합운영시스템(이용자 홈페이지 포함) 구축 1건,
경기장 운영 및 영업 관련 매뉴얼 제정 1건

사업내용
항목
개관준비단 운영
통합운영시스템 구축

분야별 매뉴얼 개발
사전 홍보 및 붐업조성
초기 프로그램 설계

주요내용

내부 인력 구성, 분야별 자문위원회 위촉 운영
정보화 기술을 적극 활용하여, 관람자(시민)-대관자(기업 등)-관리자
(진흥원) 등이 통합 환경에서 경기장 관련 행정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
부산 이스포츠 상설경기장의 원활한 운영과 자체 재원 확충을
위해 각종 운영 및 영업 관련 매뉴얼 개발
경기장 개소 전, 홍보계획 수립 및 사전 붐업 조성을 통한
대시민 홍보
장기적인 부산 이스포츠산업 발전을 위해 부산 이스포츠 상설
경기장 기반의 각종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향후계획
ㅇ ’20. 1. ~ 3 : 개관준비단 신규인력 채용 및 자문위원회 위촉
ㅇ ’20. 3. ~ 8 : 통합운영시스템 구축 및 매뉴얼 개발 등
ㅇ ’20. 8. ~ 11 : 운영계획 수립, 시범 운영, 개소식 개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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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능

산업기반 육성

부산광역시

중앙부처위탁

부산시위탁

●

부산 e스포츠 대회 운영

▍사업목적 아마추어 e스포츠 선수 발굴ž육성, 참여형 e스포츠 이벤트 개최 및
유치 등을 통한 부산 e스포츠 산업 생태계 기반 조성 추진
▍사업기간 20. 1. ~ 20. 12. (총 사업기간 : 08. 1. ~)
▍사업비

700백만원 (시비)

사업목표
ㅇ목

표 : e스포츠 대회 및 행사 개최 5회, 프로-아마추어 선수 육성 30명

사업내용
ㅇ (프로대회 개최) 부산 e스포츠 이벤트 T.E.N 개최, 주요 e스포츠 대회 유치
ㅇ (챌린저・아마추어 육성) 부산 아마추어 e스포츠 선수단 “GC부산” 운영 지원,
대통령배 아마추어 e스포츠 대회 부산대표 선수단 선발 및 전국결선 참가
ㅇ (생활 e스포츠 활성화) 부산광역시장배 전국 직장인 e스포츠 대회,
부산 e스포츠 클럽 대항전 개최 등
ㅇ (글로벌 교류 확산) 2020 세계 e스포츠 정상회의 개최 지원

향후계획
ㅇ ’20. 1. ~ 2. : 부산 아마추어 e스포츠 선수단 ‘GC부산’모집 및 선정
ㅇ ’20. 4. ~ 11. : 부산 e스포츠 리그 T.E.N 개최 (8회)
ㅇ ’20. 6. : 2020 세계 e스포츠 정상회의 개최 (예정)
ㅇ ’20. 6. ~ 10. : 대통령배 아마추어 e스포츠 대회, 전국 직장인 e스포츠 대회 개최,
부산 e스포츠 클럽 대항전 개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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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능

산업기반 육성

부산광역시

중앙부처위탁

부산시위탁

●

국제 e스포츠 R&D 센터 운영

▍사업목적 국제 e스포츠 시스템 표준화 연구 지원 등을 바탕으로 부산을
세계적 e스포츠 연구 및 실증 중심지로 육성
▍사업기간 20. 1. ~ 20. 12. (총 사업기간 : 19. 4. ~)
▍사업비

200백만원 (시비)

사업목표
ㅇ목

표 : (학술센터) 연구과제 발굴 및 학술세미나 개최 1회
(실증센터) 국제심판 등 인력양성 2회, 경기장 표준화 실증 1건
(국제교류) 부트캠프 개최 1회

사업내용
ㅇ (학술센터) e스포츠 산업 연구 및 차기 실증과제 발굴
- 연구 자문단 운영 및 연구과제(제도 정비, 경기력 향상 등) 발굴･지원
- 국제 e스포츠 학술 세미나 개최(4건 내외 발제)
ㅇ (실증센터) 학술센터 연구 결과물 실증화 지원
- 국제공인 e스포츠 심판(18년 연구과제 실증), 전력분석가 등 전문인력 양성
- 국제규격 e스포츠 경기장 조성(19년 연구과제(경기장 규격화) 실증)
ㅇ (국제 e스포츠 교류 및 협력)
- 부트캠프 개최 등 국제 e스포츠 단체, 구단 등 협업사례 발굴

향후계획
ㅇ ’20. 1. ~ 2. : 진흥원-국제e스포츠연맹 합동 세부 사업 기획
ㅇ ’20. 3. ~ 12. : 연구과제 발굴, 학술 세미나 개최, 인력 양성 등 프로그램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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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콘텐츠산업 기반조성 및 창작·제작 활성화

사업명

사업비(백만원)

사업기간

페이지

부산문화콘텐츠 스타프로젝트

630 (시비)

`20.2. ~ `20.12.

59

부산문화콘텐츠콤플렉스 운영

2,160 (시 743 민 1,417)

`20.1. ~ `20.12.

60

지역기반형 콘텐츠코리아 랩

1,800 (국 900 시 900)

`20.3. ~ `21.1.

61

부산음악창작소 프로그램 지원

480 (시비)

`20.1. ~ `20.12.

62

1인 크 리 에이 터 창 작 센터 운영

300 (시비)

`20.1. ~ `20.12.

63

보드게임 기반조성

130 (시비)

`20.1. ~ `20.12.

64

계

5,500 (국 900 시 3,183 민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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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능

기업 직접 지원

부산광역시

중앙부처위탁

부산시위탁

●

부산문화콘텐츠 스타프로젝트

▍사업목적 콘텐츠 제작지원 및 마케팅 후속지원 확대를 통한 스타 콘텐츠
기업으로 성장견인
▍사업기간 20. 2. ~ 20. 12. (총 사업기간 : 06년 ~ 계속)
▍사업비

630백만원 (시비 630)

사업목표
ㅇ대

상 : 부산지역 콘텐츠 제작기업

ㅇ목

표 : 콘텐츠 제작지원 8건, 신규고용 10명 이상

사업내용
ㅇ 스타프로젝트 제작지원 : 유망 콘텐츠 발굴 및 콘텐츠 제작지원
- 성장형 콘텐츠 제작지원(3건), 스타트업 콘텐츠 제작지원(5건)
ㅇ 마케팅 후속지원 : 콘텐츠 전시회 공동관 운영 및 마케팅 활성화 지원
- 캐릭터라이선싱페어 및 넥스트콘텐츠페어 부산기업 공동관 운영
ㅇ PMA 컨설팅 지원 : 콘텐츠 기획‧제작‧마케팅 컨설팅
- 프로젝트별 컨설턴트 1:1 상시 컨설팅 진행

향후계획
ㅇ ’20. 1. ~ 2. :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공고
ㅇ ’20. 3. ~ 11. : 지원과제 선정 및 제작 ‧ 개발지원
ㅇ ’20. 12. ~

: 지원과제 최종결과평가 및 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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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능

산업기반 육성

부산광역시

중앙부처위탁

부산시위탁

●

부산문화콘텐츠콤플렉스 운영

▍사업목적 문화콘텐츠 산업육성을 위한 콘텐츠 기업 집적화 및 신규사업 발굴
▍사업기간 20. 1. ~ 20. 12. (총 사업기간 : 11년 ~ 계속)
▍사업비

2,160백만원 (시비 743, 민자 1,417)

사업목표
ㅇ대

상 : 부산지역 콘텐츠 제작기업

ㅇ목

표 : 입주율 90% 이상, 입주기업 신규고용 100명 이상

사업내용
ㅇ 문화코텐츠 기업 집적화를 위한 기업유치 및 입주지원
- 비즈니스지원실, 회의실 등 입주 및 부대시설 운영
ㅇ 입주기업 비즈니스 서비스 발굴 및 지원강화
- 국비 지원과제 사업 발굴 및 입주기업 연계 서비스 강화
- 입주기업 협의회 운영지원 및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협력 강화
ㅇ 부산문화콘텐츠콤플렉스 효율적 운영 및 환경 개선
- 주차장, 화장실, 조경시설물 등 입주사 편의시설 개선
- 소방, 가스 등 주요시설물 점검 및 보수(안전사고 예방)

향후계획
ㅇ ’20. 1. ~ 12. : 국비 지원과제 및 입주기업 연계 서비스 발굴‧기획
ㅇ ’20. 1. ~ 12. : 입주기업 수시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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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능

산업기반 육성 / 인력양성 지원

문화체육관광부

중앙부처위탁

●

부산시위탁

지역기반형 콘텐츠코리아 랩 운영

▍사업목적 아이디어가 창작으로 창작이 사업화로 지역 콘텐츠산업 생태계 조성
▍사업기간 20. 3. ~ 21. 1. (총 사업기간 : 14. 7. ~ 계속)
1,800백만원 (국비 900, 시비 900)

▍사업비

사업목표
ㅇ대

상 : 지역 콘텐츠 분야 창작자, (예비)창업자

ㅇ목

표 : 방문자수 41,000명 이상/ 프로그램 참여자 3,500명 이상/ 콘텐츠 발굴 550건 이상

사업내용
구 분
시설운영
(4개소)

전략장르
육성

창작자
역량강화
창업지원

사업내용
부산 콘텐츠코리아 랩 권역별 창작 지원시설 조성 (동부산, 북부산, 남부산)
- 센텀 메인센터 : 전략장르 육성, 창업(입주) 지원, 네트워킹 프로그램
- 금정 서브센터 : 책임･협력 운영체계 확립 및 공간 활용 강화
- 경성대 서브센터 : 콘텐츠아카데미 및 대학교 연계협력 프로그램 운영
- 크리에이터 스튜디오 : 1인미디어 전략장르 육성 및 크리에이터 배출 확대
(시설) 유튜브 등 1인미디어 크리에이터를 위한 공간 ‘크리
에이터 스튜디오’ 운영
1인 미디어 육성 (창작자 육성) 신규 크리에이터 대상 기초 교육, 현직 크리에
이터 전문성 강화 지원, 탑크리에이터 초청 강연, V-커머스
제작 공모전 개최 등
(창작자 육성) 보드게임 디자이너 전문 교육(3D 프린팅, 게임 개발 등)
보드게임 육성
(국제교류 지원) 보드게임 라운드테이블 (국제 세미나) 개최
(시민 저변 확대) 보드랑(보드게임 체험관) 5호점 조성
(창작 지원) 굿즈(Goods) 제작 지원, 지역기업-작가 협업 프로
콘텐츠디자인 육성 젝트 지원, 유통판로 개척 지원
(창작자 육성) 콘텐츠 디자인·이모티콘 제작 전문 교육
(창작 지원) 웹소설 플랫폼 연재를 위한 환경 조성(고료 지급)
웹 소설 육성
(창작자 육성) 웹 소설 멘토 교육 프로그램 운영
(콘텐츠 교육/세미나) 창작자가 마인드 제고 및 정보 공유를 위한 대규모 세미나 및 교육 운영
(콘텐츠 제작 프로젝트) 콘텐츠 분야 제작 및 기술 도제식 교육 운영
(입주실 운영) 센텀센터 16개실, 오픈오피스 센텀 7개실, 경성대 8개실 운영
(창업지원) 마케팅, 노무, 회계, 저작권 등 컨설팅 프로그램 운영

향후계획
ㅇ 콘텐츠 창작자, 창업자 활동 영역 확대 및 신규 콘텐츠 발굴을 위한 집중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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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능

산업기반 육성

문화체육관광부

중앙부처위탁

●

부산시위탁

부산음악창작소 프로그램 지원

▍사업목적 시설장비 대관, 각종 지원사업 및 교육 프로그램 구성을 통해 프로듀서,
뮤지션, 엔지니어 등으로 구성되는 지역 대중음악 생태계를 집중 육성
▍사업기간 20. 1. ~ 20. 12. (총 사업기간 : 14년 ~ 계속)
480백만원 (시비)

▍사업비

※국비사업 별도 공모예정

사업목표
ㅇ대

상 : 부산 지역 뮤지션

ㅇ목

적 : 뮤지션

팀 이상, 음원 제작

12

건 이상 지원

40

사업내용
구

분

세부 사업내용
- 정규앨범(8곡 이상), 미니앨범(3~5곡), 싱글앨범(1곡) 등 수준별
역량별 지원 구조

1) 정규앨범 : 부산최고수준의기성인디뮤지션지원(CD발매+뮤직비디오등)
2) 미니앨범 : 참신 역량있는 신인 인디뮤지션 지원(디지털발매+쇼케이스 등)
3) 싱글앨범 : 자작곡을 보유하지 못한 가창력있는 신인 발굴(작곡가 지원 등)

뮤지션
음원 음반
제작 지원

- 단순한 음반 발매 지원이 아닌 기획 프로듀싱 및 A&R(아트워크
홍보 프로모션) 등을 포함한 지원 시스템 운영
뮤지션 공연
개최 지원

지역 뮤지션의 자체 공연 개최 지원

- 음반발매 → 기획공연으로 이어지는 순환고리 마련

실제 뮤지션의 자생력을 강화하기 위한 세미나 진행(마스터클래스)

- 자체 기획 매니지먼트(방송사 대상 등) 노하우, 인터넷 매체 (유튜브,
페이스북 등) 활용한 홍보 방안 등 교육

특강
프로그램 운영

향후계획

※ 프로그램은 국비 확보 후 추진 예정)

(

ㅇ ’20.

1.

ㅇ ’20.

3. ~ 12. :

:

국비 공모사업 지원을 통한 추가재원 확보
뮤지션 지원사업 공모 및 제작지원 프로그램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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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능

산업기반 육성 / 인력양성 지원

중앙부처위탁

부산시위탁

●

1인 크리에이터 창작센터 운영

부산광역시

▍사업목적 1인 크리에이터 성장 지원을 통한 지역 뉴미디어 산업 경쟁력 강화
▍사업기간 20. 1. ~ 20. 12.
300백만원 (시비)

▍사업비

사업목표
ㅇ대

상 : 1인미디어 크리에이터 및 지역 MCN

ㅇ목

표 : 교육 20명 이상 / 제작지원 35명 이상 / 마케팅 10명 이상 지원

사업내용
ㅇ 1인미디어 교육·제작·마케팅 지원 프로그램 운영
구

분

세부 사업내용
1. 1인미디어 크리에이터 편집자 양성 과정(1회, 2개월, 20명)

- 크리에이터 콘텐츠 전문 편집자 교육 과정

교육

1. 지역 기업 연계 V커머스·브랜디드 영상 콘텐츠 제작 지원(2회, 회당 10명)

- 지역 기업 1:1 상담회, 피칭, 찾아가는 컨설팅을 통한 현직 크리에이터
참여형 바이럴 콘텐츠 제작 지원
2. CJ ENM × 부산, V커머스 공 동 제작 캠 프 운영(1회, 7 일 , 5명)
- 국내 최대 규모 V커머스 스튜디오 CJ ENM ‘다다 스튜디오’ 연계 콘텐츠
공동제작 캠프 진행
- ‘다다 스튜디오’ 채널 업로드 기회 부여
3. 글로벌 크리에이터 육성 과정(1회, 3개월, 20명)
- 크리에이터 소수 정예 선발 및 해외 시장 맞춤형 컨설팅 제공(비드콘 진출 지원)
1. 크리에이터 피 칭 데 이 개최(1회, 10명)
- 크리에이터 채널 피칭 및 퍼포먼스 기회 제공을 통한 채널 홍보
- 루키 크리에이터 어워즈 시상, 크리에이터 토크콘서트, 네트워킹 행사 진행

제작지원

마케팅

향후계획
ㅇ ’19. 12. ~ ’20. 4. : 1차년도 사업 센터 인테리어 공사, 장비 발주 등
ㅇ ’20. 7. ~
ㅇ ’20. 1. ~

: 1차년도 사업 시범 운영 및 개소식 개최
’

20. 12. : 2차년도 사업 프로그램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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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능

산업기반 육성

중앙부처위탁

부산시위탁

●

보드게임기반조성

부산광역시

▍사업목적 지역 내 보드게임 기업(창작자) 역량강화 및 비즈니스 지원을 통한
산업 기반조성
▍사업기간 20. 1. ～ 12. (총 사업기간 : 08년 ~ 계속)
▍사업비

130백만원 (시비 130)

사업목표
ㅇ대

상 : 부산지역 보드게임 창작자

ㅇ목

표 : 부산 창작 보드게임 9개 제작 지원, 해외전시회참가지원 8개작
전문가 컨설팅 3회, 교류회 3회

사업내용
구

분

보드게임
제작지원

해외

전시회
참가지원

세부 사업내용
창작 보드게임 제작 지원

- 부산 보드게임 창작자의 보드게임 개발, 디자인 등 실제 완제품
생산을 위한 제작지원

지역 보드게임 창작자의

전시회 참가 지원

- 독일 SPIEL, 대만 문라이트 등 해외 보드게임 전문 전시행사에
부산 보드게임 창작자 참가 지원

지역 보드게임 품질
전문가 컨설팅

해외

향상을

위한 컨설팅 사업 진행

- 부산 보드게임 창작자를 대상으로 디자인, 컴포넌트, 출력 등에
대한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품질 향상 추진

향후계획
ㅇ ‘20. 1. ~ 12. : 보드게임 기반조성 사업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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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산웹툰(B-웹툰)산업 육성

사업명

사업비(백만원)

사업기간

페이지

지역웹툰캠퍼스 운영

200 (국 100 시 100)

`20.3. ~ `20.11.

66

부산글로벌웹툰센터 운영

800 (시비)

`20.1. ~ `20.12.

67

부산브랜드웹툰 제작

100 (시비)

`20.3. ~ `20.12.

68

부산웹툰페스티벌 개최

200 (시비)

`20.2. ~ `20.12.

69

계

1,300 (국 100 시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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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능

인력양성 지원

문화체육관광부

중앙부처위탁

●

부산시위탁

지역웹툰캠퍼스 운영

▍사업목적 지역 웹툰 창작자 양성과 만화 문화 향유
▍사업기간 20. 3. ~ 20. 11. (총 사업기간 : 19. 3. ~ 계속)
▍사업비

200백만원 (국비 100, 시비 100)

사업목표
ㅇ대

상 : 일반 시민 및 웹툰 예비 작가

ㅇ목

표 : 일반교육 40명, 멘토스쿨 25명, 특강 5회, 체험프로그램 12회

사업내용
ㅇ 2020 부산 웹툰 캠퍼스 정규과정 운영
▷ 일반교육 : 일반 시민대상 웹툰 기초교육 2회, 40명(회당8주, 20명)
▷ 멘토스쿨 : 데뷔 전 예비 작가 대상 원고 작업 스킬 교육(12주, 25명)
ㅇ 특강 운영 : 일반 시민 대상 작가 초청 강연 및 작가와의 만남 등
ㅇ 웹툰 체험 프로그램 운영 : 지역 청소년, 일반인 대상 웹툰 창작 체험
ㅇ 웹툰(만화) 전시회 : 부산웹툰페스티벌과 연계 웹툰(만화) 전시회 개최

향후계획
ㅇ ‘20. 4. ~ 11. : 웹툰 캠퍼스 정규과정, 특강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
ㅇ ‘20. 10. ~ 11. : 웹툰(만화) 전시회 개최

- 66 -

지원기능

산업기반 육성

부산광역시

중앙부처위탁

부산시위탁

●

부산글로벌웹툰센터 운영

▍사업목적 웹툰 창작 기반 조성 및 지역 작가 중심의 웹툰 생태계 조성
▍사업기간 20. 1. ~ 20. 12. (총 사업기간 : 16. 9. ~ 계속)
▍사업비

800백만원 (시비)

사업목표
ㅇ대

상 : 지역 작가, 예비 작가 및 일반 시민

ㅇ목

표 : 입주 운영 22팀, 작가지원 15건, 어시스턴트 지원 15건, 공모전 5개 작품
전시회 1회, 해외 작가 교류회 1회

사업내용
ㅇ 센터 운영 : 입주 22팀, 51명
구 분
인 원
장 소

센
텀
전포리모트 지원실
20개실 / 44명
2개실 / 7명
부산문화콘텐츠콤플렉스 내･외 일부
전포생활문화센터 3층
○1,339.72㎡(405평)
○54.84㎡(16.59평)
규 모 ▷ BCC 3층(작가 입주실)
▷ 따뜻한 동아리실(4명)
▷ BCC 외부 2개층(전시장 및 웹툰체험관) ▷ 어울림 동아리실(3명)
ㅇ 창작자 발굴 : 제8회 부산판타스틱 만화공모전 개최
ㅇ 창작활성화 지원 : 작가 창작 지원(15건) 및 어시스턴트 지원(15건)
ㅇ 마케팅 지원 및 네트워크 : 웹툰(만화)전시 및 국내⋅외 작가 교류회 개최

향후계획
ㅇ ‘20. 2. ~ 11. : 작가 창작 지원 및 어시스턴트 지원 사업 운영
ㅇ ‘20. 10. ~ 11. : 웹툰(만화) 전시 및 작가 교류회 개최
ㅇ ‘20. 9. ~ 12. : 부산판타스틱 만화 공모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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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능

산업기반 육성

부산광역시

중앙부처위탁

부산시위탁

●

부산브랜드웹툰 제작

▍사업목적 웹툰을 활용한 부산의 스토리 및 이미지 제고
▍사업기간 20. 3. ~ 20. 12. (총 사업기간 : 16년 ~ 계속)
▍사업비

100백만원 (시비)

사업목표
ㅇ대

상 : 전국 범위의 일반인 대상

ㅇ목

표 : 웹툰 제작 1개 작품 및 플랫폼 연재 8화

사업내용
ㅇ 추진방향
▷ 부산지역의 문화원형, 스토리, 장소 등을 주제나 소재로 한 우수 작품 제작
▷ SNS(페이스북 및 인스타 그램), 플랫폼 연재 및 게재와 출판물 출간 등으로
전국에‘부산시 도시 브랜드’ 홍보
ㅇ 추진내용
▷ (웹툰 제작)‘부산 브랜드 웹툰’총 2개월 연재 분량 8화 제작
▷ (웹툰 홍보) 국내 유명 플랫폼, SNS(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연재 및 출판물 제작

향후계획
ㅇ ‘20. 3. ~ 5. : 부산 브랜드 웹툰 공모 및 선정
ㅇ ‘20. 6. ~ 12. : 브랜드 웹툰 제작, 온라인 연재 및 홍보
ㅇ ‘20. 12.

: 브랜드 웹툰 출판물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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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능

산업기반 육성

부산광역시

중앙부처위탁

부산시위탁

●

부산웹툰페스티벌 개최

▍사업목적 지역 웹툰 작가가 중심이 되어, 시민과 작가가 소통하는 웹툰
축제의 장 마련
▍사업기간 20. 2. ~ 20. 12. (총 사업기간 : 17. 11. ~ 계속)
▍사업비

200백만원 (시비)

사업목표
ㅇ대

상 : 지역 시민 및 웹툰 작가

ㅇ목

표 : 참여작가 100명, 방문객 3,500명

사업내용
ㅇ 행 사 명 : 제4회 부산웹툰페스티벌
ㅇ기

간 : 2020년 10월 말 ~ 11월 중 <3일간>

ㅇ장

소 : 부산글로벌웹툰센터 및 부산문화콘텐츠콤플렉스 일원

ㅇ 주최/주관 : 부산광역시/부산정보산업진흥원, 부산경남만화연대
ㅇ 세부내용
▷ (시 상 식) 제3회 골든브릿지 웹툰 어워즈
▷ (전 시 회) 국내⋅외 웹툰(만화) 작가 작품 전시
▷ (웹툰페어) 작가 부스 및 웹툰체험존 운영
▷ (드로잉 토크쇼) 국내⋅외 유명 작가의 드로잉 토크쇼
▷ (네트워크) 참여 작가 웰컴파티 및 교류회
▷ (부대행사) 캐리커쳐, 그림교환전, 배틀 드로잉, 가족만화그리기 대회 및 작가실 개방

향후계획
ㅇ ‘20.

2. ~ 10. : 페스티벌 참여 작가 모집 및 대외 홍보

ㅇ ‘20. 10. ~ 11. : 제4회 부산웹툰페스티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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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차세대 VR기술 기반 콘텐츠 성장지원

사업명

사업비(백만원)

사업기간

페이지

부산가상증강현실 융복합센터 운영

700 (시비)

`20.1. ~ `20.12.

71

부 산 V R /A R 제 작 거 점 센 터 운 영

1,200 (국 800 시 400)

`20.1. ~ `20.12.

72

계

1,900 (국 800 시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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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능

산업기반 육성 / 기업 직접 지원 / 인력양성 지원

부산광역시

중앙부처위탁

●

부산시위탁

부산가상증강현실 융복합센터 운영

▍사업목적 가상증강현실 체험기회 확대 및 지역 VR/AR 콘텐츠 개발 활성화
▍사업기간 20. 1. ~ 20. 12. (총 사업기간 : 16. 10. ~ 계속)
▍사업비

700백만원 (시비 700)

사업목표
ㅇ 인프라 운영 : 참관객 10,000명
ㅇ 생태계 조성 : VR/AR 시민 교육(25회) 및 기술·시장 정보 제공 등
ㅇ 기업 활성화 : 지역VR/AR콘텐츠 전시 및 홍보(상시), VR/AR콘텐츠 개발 2건

사업내용
ㅇ 센터개요
- 사업장소 : 해운대구 APEC로 55 벡스코 사무동 1층
- 사업규모 : 372.85㎡(약 113평) 규모
- 시설내용 : VR/AR 체험·기업전시관, 16인석 규모 교육장
ㅇ 세부 사업내용
- 인프라 운영 : VR/AR 전시·체험존, 아카데미(교육장) 운영
- 생태계 조성 : VR/AR 교육 및 기술·시장 정보 제공 등
- 기업 활성화 : 지역 VR/AR 콘텐츠 전시 및 홍보, 프리테스트 지원

향후계획
ㅇ ‘20. 1. ~ 12. : 부산가상증강현실 융복합센터 운영
ㅇ ‘20. 1. ~ 12. : VR/AR 어린이 교육 진행(매월 2회)
ㅇ ‘20. 1. ~ 12. : 체험용 VR/AR 콘텐츠 개발 추진
ㅇ ‘20. 3. ~ 8. : 미디어아트 교육 추진(1회, 50시간 과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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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능

산업기반 육성 / 기업 직접 지원 / 인력양성 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앙부처위탁

●

부산시위탁

부산 VR/AR 제작거점센터 운영

▍사업목적 지역특화산업과 연계한 융복합 콘텐츠 개발 및 지역 균형 발전을
통한 스타트업 발굴과 일자리 창출
▍사업기간 20. 1. ~ 20. 12. (총 사업기간 : 18. 6. ~ 계속)
▍사업비

1,200백만원 (국비 800, 시비 400)

사업목표
ㅇ 인프라 운영 : 입주율 90% 이상 달성
ㅇ 사업화 지원 : 부산VR인큐베이팅 프로그램 7개사, 국내외전시참가지원 6개사,
개발자 포럼 개최 1회, 전문인력양성교육 2회
ㅇ VR/AR 콘텐츠 개발 지원 사업 : 특화산업 연계 콘텐츠 개발 5건

사업내용
ㅇ 사업개요
- 사업위치 : 해운대구 센텀서로 39, 부산영상산업센터 7층
- 사업규모 : 1,495㎡(전용면적 786㎡, 235평)
- 시설내용 : 입주지원실, TechLab, 비즈니스 라운지, 오픈오피스 등
ㅇ 사업 세부내용
- 지역특화 융합형 VR/AR 기술융합 육성 사업 추진
- 글로벌 기업과 협업하여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및 진출 지원
- VR/AR 개발자 양성 교육 및 일자리 창출 유도

향후계획
ㅇ ‘20. 1. ~ 11. : 지역특화 융합 지원 사업 공모 및 기업 지원
ㅇ ‘20. 1. ~ 12. : 입주지원실 및 오픈오피스 등 입주시설 운영
ㅇ ‘20. 5. ~ 12. : VR/AR 전문인력 양성 교육, 포럼,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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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전 정보문화 조성

1. 정보문화센터·게임과몰입상담치료센터 운영

사업명

사업비(백만원)

사업기간

페이지

정보문화센터 운영

370 (시비)

`20.1. ~ `20.12.

74

부산게임과몰입상담치료센터 운영

300 (시비)

`20.1. ~ `20.12.

76

계

670 (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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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능

산업기반 육성

부산광역시

중앙부처위탁

부산시위탁

●

정보문화센터 운영

▍사업목적 건전 정보문화 확산 및 정보화 역기능 예방·해소
▍사업기간 20. 1. ~ 20. 12. (총 사업기간 : 08. 12. ~)
370백만원 (시비 370)

▍사업비

사업목표
ㅇ대

상 : 청소년 및 학부모 및 일반시민

ㅇ목

표

▷교

육
합 계

횟 수( 건 )

220

진로교육

인원(명)

5,720

횟 수( 건 )

100

정보문화아카 데 미

다문화정보화교육

인원(명)

기관수

2,000

2

횟 수( 건 )

인원(명)

120

인원(명)

120

3,600

▷대안활동
합 계

횟 수( 건 )

86

인원(명)

1,565

두 드 림 방문교실
기관

14

인원(명)

140

ICT 문화체 험

횟 수( 건 )

40

인원(명)

600

코 딩 경진대회

횟 수( 건 )

1

인원(명)

150

코 딩 교육

횟 수( 건 )

45

인원(명)

675

▷정보문화 콘서트 : 1회 700명
▷사업홍보 및 캠페인 :
- 사업홍보(연중), 캠페인(5회)
- 대학생 ICT 서포터즈 : 100회
▷네트워크 : 추진협의회 운영(2회), 업무협약(연중)

사업내용
ㅇ 교

육

▷청소년ICT미래잡(Job)교실 : 청소년을 대상으로 ICT기반의 미래직업 탐색교육
▷다문화일자리지원정보화교육 : 정보취약계층인 다문화가족의 정보화
능력배양과 양질의 일자리지원을 위한 정보화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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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가는정보문화아카데미 : 유아 및 청소년 자녀가 있는 학부모를
대상으로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교육 실시
ㅇ 대안활동
▷두드림방문교실 : 스마트폰 과의존에 노출된 지역아동센터, 장애인센터
등 사회복지시설내 정보취약계층인 방과 후 청소년, 장애인 등을 대상
으로 정보화 역기능 예방을 위한 각종 대안활동 지원
▷ICT문화체험 : 학급단위로 ICT 미래기술인 VR·AR, 3D 프린터 메이커
체험 활동과 스마트시티 전시관(사물인터넷) 관람지원
▷코딩경진대회 : 창의융합형 인재 발굴과 ICT 창의교육 활성화를 위한
청소년 대상 코딩 경진대회 개최
▷꿈이룸ICT메이커코딩교육 :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코딩교육을
통해 창의력 개발과 지식정보 사회가 요구하는 미래형 인재양성
ㅇ정보문화 콘서트 : 건전한 정보문화 확산을 위한 전문가 특강 및 4차
산업시대의 시민역량 강화를 위한 콘서트 개최
ㅇ 사업홍보 및 캠페인
▷켐페인 및 홍보 : 지역행사와 연계한 건전한 정보문화 확산을 위한
캠페인 및 홍보
▷대학생ICT서포터즈

운영

및 사업홍보를 위한 대학생

:

코딩교육, 코딩경진대회,

ICT

문화체험

ICT

서포터즈 운영

ㅇ 네트워크 : 유관기관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추진협의회 운영 및 업무협약
향후계획
ㅇ ’20. 1. ~ 3.

: 수요처 조사 및 사업 세부계획 수립

ㅇ ’20. 1. ~ 12.

: 교육, 대안활동 등 사업운영

ㅇ ’20. 12. ~ ’21. 1. : 사업결과보고 및 정산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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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능

산업기반 육성

부산광역시

중앙부처위탁

부산시위탁

●

부산게임과몰입상담치료센터 운영

▍사업목적 지역 내 게임과몰입 해소 및 건전한 게임문화 기반 조성
▍사업기간 20. 1. ~ 20. 12. (총 사업기간 : 15. 1. ~ 계속)
▍사업비

300백만원 (시비)

사업목표
ㅇ 대 상 : 게임과몰입에 어려움이 있는 전 연령 대상
ㅇ 목 적 : 지역내 게임과몰입 해소 및 건전한 게임문화 기반 조성
ㅇ목 표
-게임과몰입 상담
합 계
개인상 담
우리 동 네상 담 실
집단상 담
구 분
횟 수( 건 )

게임과 몰 입

5,320

인원(명)

1,505

횟 수( 건 )

2,150

인원(명)

990

횟 수( 건 )

200

인원(명)

20

횟 수( 건 )

2,970

인원(명)

495

- 통합치료 서비스 지원 : 40명, 260건
- 창의게임문화교실 : 2,000명, 100회
- 캠페인 및 유관기관 네트워크 : 4회

사업내용
ㅇ 게임과몰입 상담 : 개인상담, 집단상담, 우리동네 상담실 운영
-개인상담: 게임과몰입 해소 및 조절능력 향상을 위한 체계적이고 심층적인 상담서비스 제공
-집단상담: 협력기관 및 관할지역 초․중․고등학교 기관으로 찾아가는 집단상담 프로그램 운영
-우리동네상담실: 원거리 지역의 내담자를 위한 거주지 중심의 개인상담 서비스 지원
ㅇ 통합치료 서비스 지원 : 치료연계 및 치료비 지원(1인당 100만원 한도)
ㅇ 창의게임문화교실 운영 : 게임이용습관 교육 및 보드게임을 활용한 대안활동 체험
ㅇ 유관기관 네트워크 : 유관기관 실무자 대상으로 역량강화 교육 및 상담사례슈퍼비전
ㅇ 캠페인 및 사업홍보 : 지역행사와 연계한 게임과몰입 캠페인 부스운영 및 홍보

향후계획
ㅇ ‘20. 1. ~ 12. : 게임과몰입 상담 및 통합치료 서비스 운영
ㅇ ‘20. 4. ~ 12. : 집단상담, 창의게임문화교실 등 해소사업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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