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부산정보산업진흥원

2021년 지원사업 소개

(1) 데이터·AI확산과 디지털뉴딜 추진

(2) 첨단 신기술 기반 스마트시티 생태계 조성

(3) 지역산업과 SW융합을 통한 산업 고도화

(4) 건전정보문화조성 및 부산시민 디지털 역량 강화

(5) 축제와 게임이 동반 성장하는 글로벌 게임 선도도시 부산 조성

(6) 부산 콘텐츠 창작 기반 강화 및 융복합 콘텐츠 육성



1-1. 부산모바일AI센터 AI 서비스 활용 지원사업

AI 서비스 개발 자원을 제공하여 개발비용 부담 완화 및 적시 제품 출시 지원

- AWS, NCP, MS Azure 등 기업별 수요에 따라 제품 개발과 고도화에 필요한 각종 AI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료
지원 (기업별 신청금액 및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지원금액 차등 배분)

사업목적

사업내용

지원내용

지원대상 지원규모 지원내용

부산 소재
중소기업, 소상공인, 

1인 창조기업 등 10개사
(AI·빅데이터 제품 개발)

클라우드 서비스
월별 이용료 지급

1개사당 평균 6백만원
(10개사 * 6개월 * 1백만원)

주요 지원사업 (1) 데이터·AI확산과 디지털뉴딜 추진



1-2. 부산모바일AI센터 기업 스케일업 컨설팅 지원사업

AI 기업 성장과정의 애로사항에 대해 문제해결을 지원하고 지역 기업의 성장 발판 마련

- 특허, 법무·노무, 회계·세무·관세, 마케팅, 경영, 디자인, R&D 분야의 전문가 매칭 및 단계적 컨설팅 지원

지원대상 지원내용

부산 소재
중소기업, 
소상공인, 

1인 창조기업 등
10개사

(AI·모바일 제품개발)

아래 지원항목 중 최대 3개 세부분야 선택 가능하며, 
전문가의 단계적 컨설팅 3회 지원

분야 세부분야

특허 출원·상표·지재권

법무·노무
법무

노무

회계·세무·관세

회계

세무

관세

사업목적

사업내용

지원내용

분야 세부분야

마케팅·홍보·경영

온라인 마케팅

홍보

일반경영

디자인 디자인

R&D 정부과제

주요 지원사업 (1) 데이터·AI확산과 디지털뉴딜 추진



1-3. 부산모바일AI센터 AI·데이터 컨설팅 지원사업

AI·데이터 컨설팅 제공을 통해 지역 데이터 산업 생태계 조성 및 자생력 확보

- 데이터 전문기업의 컨설팅을 통해 데이터 수집·기획·품질관리 방안을 제시하고 데이터 가공·융합 및
BM 발굴 지원

사업목적

사업내용

지원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부산 소재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15개사

(기초) 데이터기반구축을위한수집, 기획, 획득, 품질관리방안제시
(심화) 보유 데이터를 활용한 가공, 활용, 분석 및 NM 발굴

주요 지원사업 (1) 데이터·AI확산과 디지털뉴딜 추진



1-4. 부산모바일AI센터 AI-SW 품질 테스트 지원사업

AI 및 SW 품질 테스트를 통해 개발 콘텐츠의 완성도 제고 및 지역 기업 경쟁력 강화

- 콘텐츠의 안정적인 서비스를 위해 AI 및 SW 품질 테스트 지원

지원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부산 소재
개발사 10개사
(개발완료된앱/웹등

스마트콘텐츠및MVP보유)

기업별 맞춤형 테스트 계획을 수립하고 테스트 수행 후
1·2차 결과보고서 제공

1단계

⇨

2단계

⇨

3단계

계획 수립 테스트 지원 결함 관리

콘텐츠 맞춤형

테스트 계획 수립

‣ 호환성 테스트
‣ 기능 테스트
‣ 사용성 테스트
‣ 성능 테스트

‣ 결함개선

‣ 회귀 테스트

사업목적

사업내용

주요 지원사업 (1) 데이터·AI확산과 디지털뉴딜 추진



1-5. 중소기업 빅데이터 분석활용 지원사업

지역 중소기업 대상으로 빅데이터 전문기업의 컨설팅 및 솔루션 지원을 통해 빅데이터 활용 활성화 및 시장 확대

- 부산 지역 중소기업 대상으로 빅데이터 분석/활용 컨설팅 지원
※ 수요기업 모집 (5~6월 예정)

사업목적

사업내용

지원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부산 지역
중소기업 30개사

빅데이터 분석/활용 컨설팅 지원

- 서비스 기획 방안

- 품질 개선방안

- 분석 및 시각화 방안

- 활용 방안 등

주요 지원사업 (1) 데이터·AI확산과 디지털뉴딜 추진



1-6. 빅데이터 플랫폼 및 센터 구축사업

문화/관광 분야의 빅데이터를 생산/구축하여 공유 및 활용 지원

- 문화/관광 분야 신규데이터 생산 및 무료 개방
- 문화/관광 분야 빅데이터 활용 컨설팅 지원
- 문화/관광 분야 기술교육 지원

사업목적

사업내용

지원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빅데이터
활용 컨설팅 지원

(부산 지역 기업)

빅데이터
기술교육 지원

(부산 지역 기업, 개인 등)

빅데이터 무료 개방 (상시 지원)
빅데이터 활용 컨설팅 지원 (6개사)
빅데이터 기술교육 지원 3회 (50명)

- 문화빅데이터마켓(Market C)내 데이터 무료 개방 117개
- 문화빅데이터 활용 희망 기업 대상 컨설팅 지원
- 부산지역 기업, 개인 대상 빅데이터 기술교육 지원

주요 지원사업 (1) 데이터·AI확산과 디지털뉴딜 추진



1-7. AI KOREA 행사 개최

글로벌 규모의 지역 AI 전문 행사 개최를 통해 지역 주도 AI산업 육성 및 AI 생태계 네트워크 활성화

- AI 전시회 및 AI 컨퍼런스 개최

사업목적

사업내용

지원내용

참여대상 지원내용

AI에 관심있는
모든 분

AI 전시회
- AI 및 융합 기술 관련 전시 기업 100개 내외

AI 컨퍼런스
- AI 및 융합 기술 관련 컨퍼런스 운영(2일)

주요 지원사업 (1) 데이터·AI확산과 디지털뉴딜 추진



1-8. 부산 인공지능 GRAND ICT 연구센터

부산 지역산업 수요기반 인공지능 지능화 혁신ㆍ융합기술 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

- 대학원 인공지능학과 재직자 석사과정 지원(동의대학교)
- AI 활용 사회문제 해결 지원사업

지원내용

지원대상 지원규모 지원내용

인공지능학과 석사과정
중소기업 재직자

인공지능 교육과정 운영
(1명)

사회문제 해결 지원
(6팀)

사업목적

사업내용

석사과정 20여명 양성 및
전문가 매칭 지원 등

주요 지원사업 (1) 데이터·AI확산과 디지털뉴딜 추진



1-9. 디지털콘텐츠 테스트베드 운영

비용 부담 없이 디지털콘텐츠를 개발할 수 있도록 센터 내 디지털콘텐츠 개발 통합 인프라 환경 조성

- 디지털콘텐츠 테스트베드 대여 지원
- 디지털콘텐츠 개발 교육, 품질캠프 개최 및 개발자 커뮤니티 지원
- 디지털콘텐츠 테스트베드 운영 사업 및 우수 수혜기업 홍보부스 운영

디지털콘텐츠 교육 테스트베드 홍보부스 운영

▶ 지원내용 : 테스트베드 운영 사업활성화를 위한 AI 
KOREA 2021(21.9) 전시회 참가 지원 및 사업
홍보부스 운영
▶ 지원대상 : 사업 우수 수혜기업
▶ 운영일자 : 2021년 9월

개발자 커뮤니티 개최

▶ 지원내용 : 지역 내 디지털콘텐츠 인식 제고를
위한 최신 트렌드 및 실무 중심 교육 제공
▶ 참가대상 : 지역 내 모바일·․AI분야 중소기업, 
스타트업, 개인개발자 및 관련학과 학생 등
▶ 개최일자 : 2021년 6월중(예정)

▶ 지원내용 : 지역 개발자 및 중소기업의 네트워
킹의 장 마련, 트렌드 및 기술 공유의 기회 제공
▶ 참가대상 : 지역 내 모바일·․AI분야 중소기업, 
스타트업, 개인개발자 등
▶개최일자 : 2021년 7월중(예정)

품질캠프 운영

▶ 지원내용 : 지역 기업 완성 제품 대상 테스트
경진대회 운영 및 베타테스트 기회 제공
▶ 참가대상 : 지역 내 모바일·․AI분야 중소기업, 
스타트업, 개인개발자 및 관련학과 학생 등
▶ 개최일자 : 2021년 7월중(예정)

지원내용

사업목적

사업내용

지원내용

지원내용
1인 기준 3박 4일(주말 제외), 최대 3대

대여 지원

지원대상
부산 지역 내 디지털콘텐츠 개발 관련
개발사, 스타트업기업 및 관련학과학생 등

지원절차
부산모바일AI센터홈페이지(bmac.kr)을통한온라
인대여신청→ 센터방문→ 본인확인후승인
→ 테스트베드수령후개발, 테스트진행→반납

테스트베드 전국 최다(1,066대)

주요 지원사업 (1) 데이터·AI확산과 디지털뉴딜 추진



1-10. 지역SW품질역량강화사업

SW 제품/서비스 품질 경쟁력 제고 및 기업의 SW 품질관리 역량 내재화

- SW경쟁력강화 : SW 제품 및 개발 프로세스에 대한 컨설팅·테스트 지원
- SW품질역량제고 : SW 품질관리 교육 및 세미나 개최를 통한 기업의 품질인식 제고

지원내용

사업목적

사업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부산소재
AI·SW 개발

스타트업, 
중소기업 등

SW 제품/서비스 컨설팅 및 테스트 지원

SW 품질관리 교육 지원을 통한 전문인력 양성

SW 품질관리 세미나 개최를 통한 기업 품질인식 제고

주요 지원사업 (1) 데이터·AI확산과 디지털뉴딜 추진



1-11.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4차 산업 기반 기술 및 전통 IT기술 교육을 통한 중소기업 재직근로자의 직업훈련 활성화 및 우수 인력 공급

- ICT 분야 직무교육 22개 과정 35회 운영(재직자 및 채용예정자 대상)
- 신규 협약기업 유치 215개사(신규 협약기업 발굴을 통한 네트워킹 지원 및 교육 수요 파악)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내용

사업목적

사업내용

재직자
미취업자

주요 지원사업 (1) 데이터·AI확산과 디지털뉴딜 추진

재직자 대상 21개 과정 34회 운영 | 과정당 2일(16시간) 운영
- ICT 분야 수요 맞춤 재직자 교육을 통한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미취업자 대상 1개 과정 1회 운영 | 100일 (800시간)
- 미취업자를 위한 채용연계 과정 운영을 통한 신규 일자리 창출

협약기업을 통한 네트워킹 지원 및 교육 제공



빅데이터 ·AI 분야 혁신 청년인재를 대상으로 직접 취업연계 지원을 통해 지역의 상생형 일자리 창출

- 빅데이터 ·AI 분야 기업 재정부담 완화 및 청년층 안정적 지역 정착 유도를 위한 인건비와 직무교육 등 지원
- 채용기업 : IT(빅데이터 ·AI분야)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
- 업무내용 : 채용기업의 직무에서 필요로 하는 IT(빅데이터 ·AI 분야) 관련 실무

1-12. 빅데이터·AI기반 산업 혁신인재 양성 및 고용사업

지원내용

사업목적

사업내용

지원대상 지원규모 지원내용

취업희망 청년 100명
참여사업장 최대 60여곳

2,000백만원
(100명 * 10개월 * 2백만원)

급여 월 200만원(세전)
이상 지급

역량강화 교육 제공
기본·직무교육(필참) / 전문교육(선택)

직무 컨설팅, 
네트워킹 지원 등

주요 지원사업 (1) 데이터·AI확산과 디지털뉴딜 추진



빅데이터 ·AI 분야 혁신 청년인재를 대상으로 직접 취업연계 지원을 통해 지역의 상생형 일자리 창출

- 빅데이터 ·AI 분야 기업 재정부담 완화 및 청년층 안정적 지역 정착 유도를 위한 인건비와 직무교육 등 지원
- 채용기업 : IT(빅데이터 ·AI분야)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
- 업무내용 : 채용기업의 직무에서 필요로 하는 IT(빅데이터 ·AI 분야) 관련 실무

1-13. ICT이노베이션스퀘어 확산 사업

사업목적

사업내용

지원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역 중소기업
재직자

예비창업자 및
취업준비생

과정당 160시간 운영
- AI 및 AI융합교육 280명, 블록체인교육 70명

○ (AI 및 AI융합교육) 인공지능 및 융합 분야 단계별 전문교육 280명 운영
○ (블록체인교육) 블록체인분야 단계별 전문교육 70명 운영
* 교육과정 유형별 기본-고급-BM(프로젝트 등) 및 지역특화산업 교육과정 운영
/ 온·오프라인 병행 교육 운영

주요 지원사업 (1) 데이터·AI확산과 디지털뉴딜 추진



2-1. 클라우드컴퓨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원사업

4차산업혁명시대 지역 핵심기술인재 양성을 위한 실무형 클라우드 전문인력 양성

- 재직자 대상 <실무형 클라우드 전문인력 양성> 교육지원 (교육비 무료)
- 퍼블릭 클라우드, 프라이빗&네이티브 클라우드, 클라우드 융합 전문인력 양성교육
- 중·단기 (24시간~32시간) / 장기교육 (80시간 이상) 운영

지원내용

사업목적

사업내용

모집대상 모집규모 및 내용

재직자
클라우드 및

IT/SW 담당자

클라우드 전문인력 양성교육 지원(총 8개 교육과정)

- 장기교육(80시간), 단기교육 (24시간~32시간)
○ 과정별 15~20명, 총 100명 교육

- 실무형 인력양성을 위한 심화교육 지원
○ 프로젝트 멘토링 교육 (16시간)
○ 워크북 교재활용 포트폴리오 교육

* 교육비 무료 / 교육신청 및 교육과정안내 : cloud.busanit.or.kr

주요 지원사업 (2) 첨단 신기술 기반 스마트시티 생태계 조성



모집대상 모집규모 및 내용

스타트업
예비창업자
(개발자)

AWS 액티베이트 프로그램
- 무료 크레딧 $5,000 지원 / 지원 이력 있을 시, 중복지원 불가

온/오프라인 기술 지원 컨설팅
부산클라우드혁신센터 시설 이용 지원
클라우드 테스트베드 환경 지원
-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료 지원

* 연중 상시 모집 지원(2021년 모집 마감 : 2021.12.10.(금) 18:00)

2-2. 부산 클라우드 혁신센터 멤버십 운영 지원

스타트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클라우드 기반 스타트업 육성 지원 및 클라우드 산업 활성화

- AWS 클라우드 서비스를 사용하거나 사용 예정인 스타트업/예비창업자(개발자)를 멤버십 기업으로 선정하여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육성 지원

- 온/오프라인 기술지원 컨설팅, AWS 무료 크레딧 지원, 부산클라우드혁신센터 시설 이용 지원 등

지원내용

사업목적

사업내용

주요 지원사업 (2) 첨단 신기술 기반 스마트시티 생태계 조성



2-3. 클라우드 서비스 개발전환 지원사업

ICT·SW기술보유 중소기업 대상 클라우드 서비스 SaaS 개발지원 을 통한 중소기업 클라우드 기술 경쟁력 확보

- 클라우드 서비스 SaaS 개발 및 전환을 위한 기업지원 4개사(각 선정기업별 20백만원)
- 퍼블릭 클라우드 선도기업 및 기술전문가 매칭의 개발사업 기술고도화 연계 컨설팅 제공
- 코로나 19로 인한 민간부담금 완화 (민간부담금 20%에서 10%)

지원대상 지원규모 지원내용

ICT·SW기술보유 중소기업
지역 클라우드 서비스 기업

선정기업대상 20백만원
(중소기업 총 4개사)

클라우드 선도기업
선정 및 매칭

(AWS, KAKAO Enterprise, 
MS, NAVER Cloud)

선도기업 무상
기술 멘토링, 교육지원

지원내용

사업목적

사업내용

주요 지원사업 (2) 첨단 신기술 기반 스마트시티 생태계 조성



2-4. 2021년 시민 체감형 스마트시티 서비스 구축 지원 사업

시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스마트시티 서비스(제품) 확산 및 시민 체감형 서비스 구축 지원을 통한 도시문제
해결 서비스 발굴 및 기업 경쟁력 강화

- 도시문제 및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ICT 기반 스마트시티 서비스의 실제 실증, 구축 및 운영 지원 사업
- (구축 기간) 2021. 7. ~ 11. (운영기간) 구축 일로부터 1년
- (1차) 서류평가, (2차) 발표평가를 통해 2개사 최종 선정

지원내용

사업목적

사업내용

지원대상 지원규모 지원내용

40백만원
(1개사 2천만원 * 2개사)

서비스 구축 지원
서비스 운영 및 유지보수

(재료비 및 인건비)

부산 소재 ICT 기업
(기 개발 완료된 스마트시티

서비스 및 제품 보유)

주요 지원사업 (2) 첨단 신기술 기반 스마트시티 생태계 조성



2-5. 2021년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 신규(2차) 사업자 모집 공고

교통약자 뿐만 아니라, 비교통약자 등 누구나 안전하고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무장애(Barrier-Free) 교통 환경 구현

① 하이브리드(Wi-Fi 및 5G) 기반 실내 측위기술 검증 (400백만원)
② 노인장애인보호구역 보행자 아전 서비스 구축 및 운영 (525백만원)
③ 특별교통수단(두리발, 자비콜, 마마콜, 100원택시 등) 통합 플랫폼 구축 및 운영 (520백만원)
④ 배리어프리 디자인 설계 및 도입 (67.5백만원)
⑤ 배리어프리 데이터랩 구축 및 운영 (45백만원)
⑥ 배리어프리 법제도 개선, 평가인증, 중장기 전략 수립 (142.5백만원)

지원대상

민간기업 및 대학(연구소)

지원규모

총 6개과제 1,700백만원
- 과제규모에 따른 민간부담금필수
- 총사업비25% 내현물/현금비율9:1

지원내용

솔루션 구축 비용 지원
스마트시티전시회참가지원

지원내용

사업목적

사업내용

주요 지원사업 (2) 첨단 신기술 기반 스마트시티 생태계 조성



2-6. ICT이노베이션스퀘어 확산 사업(블록체인 교육)

디지털 융합의 핵심인 블록체인 분야 실무형 전문인재 육성 및 개발자를 지원하는 지역거점 구축

- 블록체인 교육 : 블록체인 개발역량을 위한 단계별 전문교육[기본과정/ 개발 및 응용과정] (과정당 160시간)

사업목적

사업내용

지원내용

지원대상 지원규모 및 내용

- 블록체인분야 단계별 전문교육 70명 운영
* 교육과정 유형별 [기본과정/ 개발 및 응용과정] 및 지역특화산업 교육과정 운영
(온·오프라인 병행 교육 운영)

- 블록체인 전문가(2급) 자격 취득(시험응시 및 합격자)

블록체인교육(1회 최대 30명, 총 70명)

지역 중소기업
재직자

예비창업자 및
취업준비생

주요 지원사업 (2) 첨단 신기술 기반 스마트시티 생태계 조성



2-7. K-아세안 실감콘텐츠 인프라 지원

실감콘텐츠 제작 인프라 지원을 통한 가상융합기술 콘텐츠 제작 활성화 및 저변확대

- K-ASEAN 스튜디오 및 K-ASEAN XR랩 등 실감콘텐츠 제작 인프라 및 후반제작 기술 지원
- XR 기업 대상 인프라 지원을 통한 관련산업 활성화

사업목적

사업내용

지원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국내외 실감콘텐츠
제작기업, 

유관기관, 대학 등

실감콘텐츠 제작 인프라 지원

- 사용가능 인프라(5종) : 360 볼륨메트릭 스튜디오, 5G 기반 사용자

위치추적 시스템, 홀로그램 기반 화상 회의실, 혼합현실 스튜디오, 

성능측정 시스템 인프라 사용 지원

- 신청일로부터 최대 4개월 무상사용 지원

- 연중 수시 신청 가능

주요 지원사업 (2) 첨단 신기술 기반 스마트시티 생태계 조성



2-8. 가상융합기술(XR) 콘텐츠 마케팅 지원

XR기업의 혁신 성장 지원 및 아세안 시장 진출을 위한 경쟁력 강화 도모

- 아세안 진출을 희망하는 가상융합기술 분야 콘텐츠 맞춤형 성장 지원

사업목적

사업내용

지원내용

지원대상 지원규모 지원내용

아세안 시장에 진출을
희망하고 성장 잠재력이
높은 우수 콘텐츠 기업

10개사 내외
(기업별 최대 2천만원)

주요 지원사업

실감콘텐츠 기술
고도화 개발비

지식재산권 출원, 등록 등을
위한 법률 등 자문 비용

온/오프라인 홍보 마케팅비

전시회 참가 비용

(2) 첨단 신기술 기반 스마트시티 생태계 조성



3-1. 스마트 물류 상용화 지원사업

지역 스마트 물류산업의 디지털화 촉진 및 데이터 기반 비즈니스 환경 조성, 신시장 ∙ 일자리 창출

- ICT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물류 제품 및 서비스 상용화를 위한 정부지원금 지원

지원내용

사업목적

사업내용

지원대상 지원규모 지원내용

(주관기업)

부산 소재 중소기업
(참여기업)

국내 중소기업
* 단독 또는 컨소시엄 제안 가능

10개 과제 선정
(과제별 최대 100백만원 지원)

* 기업부담금 별도

주요 지원사업 (3) 지역산업과 SW융합을 통한 산업 고도화

SW품질관리 지원
(상용화 과제 개발)

회계교육 및 회계정산 지원
(과제 담당자)

차년도 후속지원 실시
(우수 과제)



3-2. 기업 맞춤형 홍보, 마케팅 후속 지원 사업

기업 맞춤형 홍보, 마케팅 후속 지원을 통한 신 시장 발굴 및 판로 확대

- 개발된 제품의 유통‧물류시장 진입 촉진을 위한 온‧오프라인 홍보, 마케팅 지원
- 제품 다각화 및 내‧외수 시장 진출 등 판로 확장을 위한 전시회 참가 지원

지원내용

사업목적

사업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2020년
스마트 물류 및
ICT분야 상용화

지원사업
지원과제 중
상위 과제

4개사(1개사 15백만원 이내) 지원
지역기업 홍보․마케팅 역량에 따른 맞춤형 지원

(사업기간 : 2021. 4. ~ 2021. 11.)

주요 지원사업 (3) 지역산업과 SW융합을 통한 산업 고도화



3-3. SW융합클러스터 2.0 유망기업 육성 및 신서비스 발굴사업

물류 분야 유망기업 육성 및 신서비스 발굴을 통한 기업의 역량강화, 채용활성화 도모, 일자리 창출 촉진

- 물류 산업과 빅데이터, AI, 블록체인 등 최신 정보기술 융합 BI 발굴을 위한 RFP 컨설팅 지원

- 시장, 특허/기술, 수요처 분석 등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화 멘토링 지원

지원내용

사업목적

사업내용

지원대상 지원규모 및 내용

부산지역물류분야
전문기업, 스타트업,
관련 IT ‧SW 기업

지원기업 중 10개사 선발
- BI고도화를 위한 사업비 지원(10,000천원)

- BI도출을 위한 멘토링 컨설팅 지원(RFP 도출)

- 시장, 특허/기술, 수요처 분석 등 사업화 멘토링 지원

- 기업역량 강화를 위한 특강 세미나 지원

10개사 중 우수 2개사 최종선정
- 차년도 상용화 지원사업 프리패스(100,000천원)

주요 지원사업 (3) 지역산업과 SW융합을 통한 산업 고도화



3-4. 2021 IT 엑스포 부산 개최

부산 ICT 기업의 마케팅 증진 및 판로개척 기회 확대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 도모

- 오프라인 전시회 : 부산 IT 기업의 제품 전시, 홍보, 기술교류를 위한 분야별 전시장 구축

- 온라인 해외 바이어 상담회 : 해외 유수 바이어 집중 매칭(유럽, 동남아, 중국, 일본 등 바이어 70여명 참가)

지원내용

사업목적

사업내용

모집대상 모집규모 및 내용

국내 및 부산지역
우수 IT‧SW, 

콘텐츠 기업 등

70개사 대상 모집

- 오프라인 전시회 및 온라인 상담회 동시 진행 (상담장 내 통역 지원)

- 독립부스, 조립부스 제작 가능 (비용문의)

- 부산지역 내 기업 참가비용 50% 지원

- IT 엑스포 부산 홈페이지 내 기업홍보 자료 업로드

주요 지원사업 (3) 지역산업과 SW융합을 통한 산업 고도화



3-5. 2020-21년 지역SW서비스사업화지원 사업

지역 강소SW기업 및 초기스타트업 기업의 SW서비스 사업화 지원 및 신시장 진출지원을 통해
지역SW기업 경쟁력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지역소재 강소SW기업 및 초기스타트업 대상으로 SW기반의 신규서비스 발굴 및 제품화를 위하여 개발비용을
지원하고 사업초기단계부터 SW품질관리, 마케팅 등 병행추진하여 지체 없는 시장진출을 지원

- 2022년 신규 지원과제 발굴 수요조사 공고 예정(정부 예산 및 정책에 따라 사업수행여부 및 내용이 변동될 수 있음)

지원내용

사업목적

사업내용

지원대상 지원규모 지원내용

(TRACK 1)
지역 내 5인 이상이거나

설립기간 3년 이상
강소SW기업

(TRACK 2)
지역 내 5인 미만이거나

설립기간 3년 미만
초기SW기업

(TRACK 1)
과제당 2년간 1,000백만원 이내

(TRACK 2)
과제당 2년간 400백만원 이내

개발 및 사업화와
직접 관련된 비용
(인건비, 마케팅비 등)

SW품질관리및마케팅지원

주요 지원사업 (3) 지역산업과 SW융합을 통한 산업 고도화



3-6. 2021년 SW융합제품·서비스 개발지원사업

지역 핵심 기반산업과 SW기술의 융합을 통하여 특화된 SW융합제품·서비스 개발 및 상용화, 국산화, 수출 등
파급효과 창출

- IoT, 빅데이터, AI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지능정보기술 융복합을 통하여 지능화한 제품·서비스 분야의 SW개발
관련 비용지원

- 선정된 과제의 SW품질관리 지원과 회계교육 및 정산 지원

지원내용

사업목적

사업내용

지원대상 지원규모 지원내용

110백만원(1개 과제)

(주관기업)

부산 소재 IT·SW기업
(참여기업)

부산 소재 IT·SW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

개발 및 사업화와
직접 관련된 비용
(인건비, 마케팅비 등)

SW품질관리및마케팅지원

주요 지원사업 (3) 지역산업과 SW융합을 통한 산업 고도화



3-7. 글로벌 ICT기업 경쟁력 강화사업

부산지역 ICT 기업 중심의 수요 맞춤형 지원을 통한 국내외 경쟁력 강화

- 시제품 제작 및 온‧오프라인 마케팅 지원을 통한 기업 경쟁력 강화
-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지원을 통한 효율적이고 종합적인 지원 체계 구축

지원내용

사업목적

사업내용

지원대상 지원규모 지원내용

전시회 참가 필수(①)
자유 항목(②~⑥) 5개 중
2개 이상 구성 맞춤형 지원

① 전시회 및 상담회 참가
② 글로벌 온라인 플랫폼 입점지원
③ 온라인 컨텐츠 제작 및 마케팅 지원
④ 시제품 제작지원
⑤ 실증테스트 및 인증‧특허 지원
⑥ 컨설팅 지원

부산지역 소재 IT·SW 기업 80백만원
(20백만원 * 4개사)

주요 지원사업 (3) 지역산업과 SW융합을 통한 산업 고도화



3-8. 수출기업화(통번역) 지원사업

전문 통·번역사와 협력 지원을 통한 지역기업의 수출 협상력 제고

- 전문 통·번역사와의 협력을 통한 전문 서비스 제공
- 기업의 기초 수출기반 자료 작성을 통한 해외시장진출 교두보 마련

통역
(전화 통역, 비즈니스 통역, 전시회

등 전문 비즈니스 통역 지원)

번역
(회사소개서, 홈페이지, 계약서, 

홍보물 등 번역 지원)

지원내용

사업목적

사업내용

지원대상 지원규모 지원내용

부산지역 소재 IT·SW 기업 15백만원
(1백만원 * 15개사)

주요 지원사업 (3) 지역산업과 SW융합을 통한 산업 고도화



3-9. 온택트랩 구축 및 운영(1)

지역 비대면 산업 육성을 위한 지역 거점 인프라 구축 및 기업 육성 등

- 지역 비대면 인프라 구축을 통한 지역 기업 비대면 비즈니스 활성화 및 기술 개발 테스트 베드 지원
- 비대면 기업 대상 기술개발 및 경쟁력 강화 지원을 통한 신서비스 발굴 / 기업 경쟁력 강화 등

지원내용

사업목적

사업내용

기술개발 지원금 지원
과제 및 성과 관리 등

지원대상 지원규모 지원내용

비대면 관련 기업 3개사 300백만원
(과제별 100백만원 * 3개사)

주요 지원사업 (3) 지역산업과 SW융합을 통한 산업 고도화



3-10. 온택트랩 구축 및 운영(2)

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
(특허/인증, 마케팅 등)

지원대상 지원규모 지원내용

비대면 관련 기업 10개사 100백만원
(과제별 10백만원 * 10개사)

지역 비대면 산업 육성을 위한 지역 거점 인프라 구축 및 기업 육성 등

- 지역 비대면 인프라 구축을 통한 지역 기업 비대면 비즈니스 활성화 및 기술 개발 테스트 베드 지원
- 비대면 기업 대상 기술개발 및 경쟁력 강화 지원을 통한 신서비스 발굴 / 기업 경쟁력 강화 등

지원내용

사업목적

사업내용

주요 지원사업 (3) 지역산업과 SW융합을 통한 산업 고도화



3-11. 동남정보보호지원센터 운영 사업

지역 중소기업 정보보호 수준 제고 및 침해사고 예방·대응 역량 강화

- (중소기업 정보보호 활동 지원) 현장진단, 취약점 점검 등 정보보안 서비스 지원
- (정보보호 실무인재양성 및 인식제고) 실습 기반의 정보보호 전문교육 운영 및 현장방문 세미나 지원

지원내용

사업목적

사업내용

모집대상 모집규모 및 내용

부산, 경남 소재

중소기업, 

소상공인, 

1인창업기업, 

비영리법인·단체

구분 내용

현장진단 정보보호 애로사항 상담 및 현장방문 컨설팅 지원

웹취약점 점검 홈페이지 취약점 점검 및 보호조치 지원

개인정보보호조치
보유한 개인정보에 대한 법적 의무사항 점검 및

기술적·관리적 조치 지원

보안도구 제공 업무용PC 점검도구 및 웹보안도구 무료제공

전문교육 및 세미나 임직원 대상 정보보호 방문교육 및 현장 세미나 지원

주요 지원사업 (3) 지역산업과 SW융합을 통한 산업 고도화



3-12. 단계별 해외판로개척 지원사업

부산 클러스터단지내 소재하고 있는 우수 기술(제품) 및 서비스를 보유하고 있는 ICT/SW기업을 발굴하여
성장단계별 해외판로개척 지원을 통한 글로벌화 촉진

기업 성장단계별 수출 기초 마케팅 및 수출 실무 바우처 지원
- (수출도약) 해외시장 판로개척을 위한 수출 기초 마케팅 지원
- (수출발전) 기 개발된 기술(제품) 및 서비스의 해외진출을 위한 수출 실무 지원

지원내용

사업목적

사업내용

지원대상 지원규모 지원내용

150백만원
(과제별 30백만원 * 5개사)

부산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소재 ICT/SW기업

* (부산 국가혁신융복합단지)
문현혁신지구를 중심으로
반경 10Km 이내로 지정

주요 지원사업

기업 성장단계별
수출 기초 마케팅 및

수출 실무 바우처 지원

(수출도약)
마케팅/홍보, 컨설팅, 전시회, 

시장조사 등

(수출발전)
제품/서비스 고급화, 물류통관, 

유통 플랫폼 입점 등

(3) 지역산업과 SW융합을 통한 산업 고도화



4-1. 부산정보문화센터 운영

부산시민의 건전정보문화 확산과 정보화역기능 예방〮해소를 위한 센터 운영

- 건전한 정보문화 조성 사업

- 정보화역기능 예방〮해소 사업

- 건전한 정보문화조성 및 정보화역기능예방을 위한 거버넌스 협력

부산시민,

유아교육기관,

사회복지기관,

학교 밖 청소년,

유관기관,

학교

사업목적

사업내용

사업내용

사업대상 사업내용

건전 정보문화 조성

- AI와 함께하는 가족캠프

- 건전 정보문화 우수사례 공모전

- 스마트 톡톡 코딩 공모전

- 청소년ICT미래잡(job)교실

정보화역기능 예방 및 해소

- 정보화역기능 예방 교육

- 찾아가는 스마트 쉼 문화공연

- 콘텐츠가미래다 ICT 문화체험

- 두드림방문교실

주요 지원사업 (4) 건전정보문화조성 및 부산시민 디지털 역량 강화



4-2. 부산게임과몰입상담치료센터 운영

지역 내 게임과몰입 해소를 통하여 건전한 게임문화 기반 조성

- 게임과몰입군 및 과몰입위험군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지원

- 게임과몰입 및 정신과적 공존질환 치료를 위한 통합치료 서비스 지원

- 게임과몰입 예방 및 관리를 위한 게임과몰입 예방 해소 프로그램 실시

부산시민
(전 연령)

지원대상 지원내용

사업목적

사업내용

지원내용

주요 지원사업

게임과몰입 상담
- (개인상담) 게임과몰입 해소 및 조절능력 향상을 위한 상담서비스 제공
- (우리동네상담실) 원거리 지역 내담자를 위한 거주지 중심의 개인상담 서비스 지원

통합치료 서비스 지원
- 종합심리평가 실시 및 치료연계, 치료비 지원(1인당 100만원 한도 내 70% 지원)

게임과몰입 해소 프로그램
- (게임과몰입 집단상담) 신청기관으로 찾아가는 집단상담 프로그램 운영
- (창의게임문화교실) 게임과몰입 예방 교육 및 대안활동 체험

(4) 건전정보문화조성 및 부산시민 디지털 역량 강화



4-3. 부산저작권서비스센터 운영

중소기업 및 예비창업자 저작물 사업화 지원 및 올바른 저작권 인식 강화를 통한 지식재산 강소기업 육성

- 지식재산 분야 기본지식 및 전문적인 상담지원

- 저작물 활용을 통해 기업의 매출 향상을 위한 사업화 지원

- 저작권 인식개선을 통한 저작권 공정이용 활성화

중소기업,
1인기업,

예비창업자, 
창작자

저작권산업현장서비스
- 법률자문, 계약서 검토를 위한 전문가 자문비 지원

저작권 육성 지원
- 저작물 활용을 통한 사업화 및 홍보비 지원

맞춤형 저작권 교육
- 공유 저작물 활용 확산을 위한 교육 지원

SW관리체계컨설팅
- 보유 SW자산관리를 통해 경제적 리스크 최소화 방법 안내

저작권 등록 수수료 지원
- 지식재산 보호를 위한 저작권 등록비 지원

사업목적

사업내용

지원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주요 지원사업 (4) 건전정보문화조성 및 부산시민 디지털 역량 강화



5-1. 부산글로벌게임센터 인큐베이팅 운영(상시모집)

역량 있는 게임 예비창업팀 및 스타트업 육성을 통한 게임산업 성장 기반 조성

- 부산글로벌게임센터 입주지원실 제공
- 네트워킹 등 인큐베이팅 지원(스마일게이트 희망스튜디오 협업)
○ 스마일게이트 코디네이터 상시 거주, 멘토링 및 컨설팅 지원
○ 입주사 워크숍, 네트워크 프로그램 등 운영

지원대상 지원내용

○ 게임 개발 및 게임 관련 창의적
아이디어, 기술, 전문지식 등을
활용한 기업, 예비창업팀

○ 사업자를 등록하지 않았거나, 
사업공고일 현재 사업자등록일로
부터 5년 미만의 지역소재
개인사업자 및 법인기업

○ 지역 이전 예정인 역외
게임콘텐츠 관련 기업

부산글로벌게임센터 오렌지플래닛
- 총 29개실 (3층 10개, 9층 19개)
- 3층 최대 2년, 9층 최대 4년 입주

예비창업공간 BGC인디랩
- 8개좌석
- 기본 6개월 입주, 연장 6개월 가능

사업목적

사업내용

지원내용

주요 지원사업 (5) 축제와 게임이 동반성장하는 글로벌 게임선도도시 부산조성



5-2. Bu:Star 게임콘텐츠(인디) 제작지원 사업

지역 게임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및 창의적인 게임콘텐츠 제작 활성화

- 게임콘텐츠 제작 비용(인건비, 일반용역비, 수수료 및 사용료, 자산취득비 등) 직접 지원을 통한
지역 우수 게임콘텐츠 제작 지원

사업목적

사업내용

지원내용

지원대상 지원규모 지원내용

(사업공고일 기준 사업장 소재지가
부산 경남권에 위치하거나, 협약일
기준 3개월 내 사업자 이전 확약)

과제당 최대 2,000백만원
(부문에 따라 지원금 상이)

2개 부문 4개 분야
A형(프로토타입, 모바일캐주얼)

/ B형(중형, 소형) 

게임개발사

주요 지원사업

게임콘텐츠 제작비 지원
- 기업 자부담 10% 필수

게임콘텐츠 제작
헬퍼 서비스 지원
- 게임 밸런싱, UI/UX 등

개선 컨설팅, 기술 컨설팅, 
런칭/운영 컨설팅, FunQA 등 지원

(5) 축제와 게임이 동반성장하는 글로벌 게임선도도시 부산조성



5-3. 2021 게임콘텐츠 퀄업(고급화) 지원사업

부산, 경남지역 게임콘텐츠 기업의 출시 게임 또는 상용화 직전 게임의 성능 및 기능향상을 통한 완성도 제고 및
시장경쟁력 강화

- 게임콘텐츠 고급화에 필요한 제작지원사항 지원

사업목적

사업내용

지원내용

지원대상 지원규모 지원내용

부산, 경남지역 소재
게임 콘텐츠 개발기업

과제당 15백만원 이내
(자부담금 제외)

주요 지원사업

디지털 게임콘텐츠
고급화에 필요한

제작지원 사항 지원
(CG, 배경음악, 성우녹음, 

UI/UX현지화, 번역, 자막, 폰트 등
게임콘텐츠 품질 향상 지원)

(5) 축제와 게임이 동반성장하는 글로벌 게임선도도시 부산조성



5-4. 게임플랫폼 서비스 패키지 지원

게임 제작 및 수익화까지의 개발 기간을 단축하고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헬퍼 서비스
(게임통계 분석, 게임 운영 등)를 손쉽게 구현하여 게임 창작 효율화 증대

네이버클라우드와 협업을 통한 게임플랫폼 “GAMEPOT(게임팟)” 서비스 이용 지원
- GAMEPOT(게임팟) : 네이버클라우드에서 서비스 중인 모바일 게임 전용 통합 매니지먼트 서비스
- GAMEPOT 안내 페이지 : https://www.ncloud.com/product/game/gamepot

사업목적

사업내용

지원내용

지원대상 지원규모 지원내용

10건 내외
게임플랫폼 서비스 지원

부산, 경남지역 소재
게임 콘텐츠 개발기업

주요 지원사업

BIPA 지원
- 게임플랫폼 서비스 이용료

간접 지원(과제별 5백만원 내외)

네이버클라우드 지원
- 게임플랫폼 서비스
추가 이용료 개별 지원

(총 2.35억원 규모 기금 소진형) 등

(5) 축제와 게임이 동반성장하는 글로벌 게임선도도시 부산조성



5-5. 부산글로벌게임센터 게임창작 팀워크 챌린지

부산·경남지역의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예비창업팀 발굴 및 육성을 통한 지역 게임 생태계 조성

게임 분야별 전문 컨설팅을 통한 프로토타입 게임콘텐츠 제작 지원 및 예비창업팀 육성
- 전담 멘토-멘티 프로그램을 통한 게임콘텐츠 제작 분야별 멘토링 지원
- 부산글로벌게임센터 게임스테이션 내 팀별 제작공간 지원(1년, 2개실 내외)
- 챌린지 미션 달성자 대상 게임콘텐츠 제작지원금 지급(팀별 200만원 규모)

지원대상 지원규모 지원내용

게임개발에 관심 있는
대학생, 동아리, 예비창업자

팀별 200만원
규모제작지원금

(4팀 * 챌린지미션5회 * 40만원)

사업목적

사업내용

지원내용

주요 지원사업

전문가 멘토링
- 프로토타입 게임콘텐츠 제작

제작지원금 적립
- 챌린지 미션 수행

- 최종 프로토타입 발표회 참여 및
제작지원 적립금 수령

(5) 축제와 게임이 동반성장하는 글로벌 게임선도도시 부산조성



5-6. 게임콘텐츠 글로벌 런칭 프로젝트 2.0

지역 우수 게임콘텐츠의 성공적인 글로벌 시장 안착을 위한 출시 전 분야별 완성도 제고

- 게임 개선 컨설팅, 게임콘텐츠 QA & FGT 지원, 번역 및 현지화 지원

지원대상 지원내용

사업목적

사업내용

지원내용

부산, 경남지역 소재
게임 콘텐츠 제작기업

(10개사)

주요 지원사업

맞춤형 지원
- 게임분석에 따른 맞춤형 지원(기능 및 호환성 QA, FGT 진행)

- 목표 시장 진출을 위한 현지화 및 번역 지원

게임콘텐츠 분석
- 게임성, UI/UX, 목표 시장 등 분석을 통한 진행방향 설정
- 개선을 위한 컨설팅 지원 : 비즈니스 모델, 게임 UI/UX 등

결과 리포트
- 지원 결과 리포트 및 솔루션 제공

(5) 축제와 게임이 동반성장하는 글로벌 게임선도도시 부산조성



5-7. 2021 게임콘텐츠 마케팅 전략지원사업

기출시 또는 상용화 직전 게임콘텐츠 분석 및 마케팅 전략 수립 지원을 통한 기업 마케팅 역량강화와 노하우 습득을
통한 향후 자립 및 수익증대 지원

- 게임콘텐츠 고도화, 지표분석 및 직접 마케팅 수행비용 지원

지원대상 지원규모 지원내용

사업목적

사업내용

지원내용

직접 마케팅 비용
과제당 15백만원 지원

부산, 경남지역 소재
게임 콘텐츠 개발기업

주요 지원사업

게임 콘텐츠 고도화 및
마케팅 향상 지원

- 게임성(UI/UX,밸런싱 등) 
개선 및 BM 관련 컨설팅, 

지표분석 및 마케팅 전략 지원 등

마케팅 수행 지원

(5) 축제와 게임이 동반성장하는 글로벌 게임선도도시 부산조성



5-8. 게임콘텐츠 글로벌 마케팅 지원

지역 우수 게임콘텐츠의 글로벌 시장 마케팅 지원을 통한 지역 기업의 마케팅 이해도 증진 및 기업 수익 극대화

기업당 최대 2억원 내 마케팅 비용 직접 지원
※ 총 신청 마케팅 비용의 10% 이상 자부담 필수

지원대상 지원내용

사업목적

사업내용

지원내용

부산, 경남지역 소재
게임 콘텐츠 제작기업

(5개사)

주요 지원사업

광고 집행
- 마케팅 전략 수립을 바탕으로 한 광고 집행

- 사전예약 : 신규게임 출시 전 매체를 통한 사전예약
- 대형매체키워드, DA 광고 : 구글, 네이버등 포털/플랫폼등

- SNS 타겟 광고 :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 MCN/유튜버 : 유명 인플루언서 마케팅

- 바이럴 마케팅 : 블로그, 커뮤니티 바이럴

소재 제작
- 마케팅 실행을 위한 광고 소재 제작

(게임 내 소재 기반 홍보 이미지, 동영상 등)

(5) 축제와 게임이 동반성장하는 글로벌 게임선도도시 부산조성



5-9. 국내외 게임전시회 온-오프믹스 참가 지원

지역 우수 게임콘텐츠 기업의 국내외 게임 전시회 참가 지원을 통한 글로벌 시장 진출 및 해외 네트워크 구축

국내 참가 전시회 : 지스타(11월 중)
해외 참가 전시회 : 게임스컴(8월 중), 도쿄게임쇼(9월 중)

지원대상 지원규모 지원내용

(국내) 20개사
(해외) 8개사

사업목적

사업내용

지원내용

부산, 경남지역 소재
게임 콘텐츠 제작기업

주요 지원사업

온라인
- 홍보 콘텐츠 게재, 

BTB 비즈매칭 등록, 통역 등

오프라인
- 공동관 부스 설치 및 운영, 

홍보물 제작, 통역 등

(5) 축제와 게임이 동반성장하는 글로벌 게임선도도시 부산조성



5-10. 부산 콘텐츠 인력 Grow-up 채용 지원 사업

콘텐츠 산업 분야의 경력자 육성을 통한 지역 산업 경쟁력 강화 및 청년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

콘텐츠 제작 및 서비스 기업이 채용하는 신입 인력의 직무 교육(OJT)기간 인건비 지원
- 지원 신청 제출일 기준, 이미 채용 되었거나 채용이 확정된 인원에 대해 지원함

지원대상 지원내용

인건비 80%
- 신규 채용 인력의 인건비, 최대 160만원/월

- 기업당 최대 2명 혹은 고용보험가입자 20% 이내

사업목적

사업내용

지원내용

지역 콘텐츠
개발 및 서비스 기업
(공고일 이후, 신입 인력을

신규 채용한 기업 / 총 30명)

주요 지원사업 (5) 축제와 게임이 동반성장하는 글로벌 게임선도도시 부산조성



6-1. 부산문화콘텐츠 스타프로젝트 마케팅 후속지원

국내 콘텐츠 전문 전시 참가 지원을 통해 지역콘텐츠 기업의 제품 홍보 및 인지도 제고

- 국내 콘텐츠 전시회에 참가 하고자 하는 기업 대상으로, 콘텐츠 홍보를 위한 전시회 참가 비용 지원
- 2021.12.10. 이전, 국내에서 개최하는 콘텐츠 전시회 전시회 대상 (게임전문 전시회 제외)
- 접수기간 : 2021.05.11.(화) ~ 2021.11.30.(화)

국내 콘텐츠 전시회
참가 희망 기업,

문화콘텐츠 라이선싱
관련 품목 보유 기업

(방송,게임,애니메이션,캐릭터 등)

10개사 내외
기업별 2,500천원 내외

(VAT별도 금액 지원)

사업목적

사업내용

지원내용

지원대상 지원규모 지원내용

콘텐츠 홍보를 위한
전시회 참가비용 지원

(2021.12.10. 이전 콘텐츠 전시회)

주요 지원사업 (6) 부산 콘텐츠 창작 기반 강화 및 융복합 콘텐츠 육성



6-2. 부산음악창작소 음반제작 프로모션 지원사업

지역뮤지션창작활동활성화를통한지속가능한음악활동기반마련및부산지역대중음악콘텐츠발굴

- 자작곡을 가진, 부산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지역 뮤지션을 대상으로
음원 음반 제작, 뮤직비디오, 유통, 프로모션 등 뮤지션의 음악활동과 관련된 모든 프로젝트 지원

사업목적

사업내용

지원내용

부산 지역 뮤지션
총 9건

과제당 300~700만원 내외

지원대상 지원규모 지원내용

음원 레코딩· ·

주요 지원사업 (6) 부산 콘텐츠 창작 기반 강화 및 융복합 콘텐츠 육성



6-3. 부산음악창작소 기획공연 지원사업

-

사업목적

지원내용

사업내용

온·오프라인
기획공연 개최 지원
(공연장 임차,제작,홍보 등)

총 3건
과제당 300만원 내외

지원대상 지원규모 지원내용

부산 지역
뮤지션 및 기획자

주요 지원사업 (6) 부산 콘텐츠 창작 기반 강화 및 융복합 콘텐츠 육성



6-4. 부산음악창작소 싱글 음반제작 지원사업

유명 대중음악 프로듀서 연계를 통해 대중성과 발전 가능성 있는 지역 뮤지션 발굴 및 지원

가창력 연주력이 풍부한 부산 뮤지션을 대상으로 1:1 프로듀서 매칭을 통해, 싱글 음반 및 뮤직비디오 제작 지원

사업목적

지원내용

사업내용

프로듀서 및 제작지원
(음원, 음반, 뮤직비디오)

총 3건

지원대상 지원규모 지원내용

부산 지역 뮤지션

주요 지원사업 (6) 부산 콘텐츠 창작 기반 강화 및 융복합 콘텐츠 육성



6-5. 부산 콘텐츠코리아 랩 B-CON 소셜벤처 마케팅 지원

지역 내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소셜벤처 발굴 및 수요 맞춤형 마케팅
지원을 통한 지역 콘텐츠 창업자 육성

- 부산 소재 창업 3년 이내 콘텐츠 소셜벤처 대상 수요 맞춤형 마케팅 지원

사업목적

사업내용

지원내용

지원대상 지원규모 지원내용

창업 3년 이내
콘텐츠 소셜벤처

10개사
(과제당 1,000만원 이내

바우처(용역) 지원)

지원분야
(온오프라인 광고, 홍보물제작,
브랜딩 빌드업, 웹페이지 제작)

주요 지원사업 (6) 부산 콘텐츠 창작 기반 강화 및 융복합 콘텐츠 육성



엑셀러레이팅 기반 지역 콘텐츠 창작자의 콘텐츠 창업지원을 위한 BM모델 검증 및 시제품 제작 지원

- 만화, 캐릭터 등 아이디어 혹은 창작자 수준에서 창업을 위한 사업화 지원
- 모집대상 : 부산지역 콘텐츠 예비 창업자(팀) 및 초기 창업 기업(업력 3년 이내)

6-6. 부산 콘텐츠코리아 랩 B-CON 스타트업 사업화 지원

사업목적

사업내용

지원내용

지원대상 지원규모 지원내용

콘텐츠 예비창업자 및
초기 창업기업

(업력 3년 이내)

20개사
(과제당 10백만원 이내

시제품 제작 및 사업화 지원)

엑셀러레이팅 기반
입문 & 심화교육

1:1 사업 멘토링

BM 및 수익모델 검증

검증된 BM모델 기반
시제품제작및사업화지원

주요 지원사업 (6) 부산 콘텐츠 창작 기반 강화 및 융복합 콘텐츠 육성



혼자 기획·촬영·편집을 진행하는 1인 크리에이터 대상 기획 및 촬영에 집중할 수 있도록 편집자 지원

- 부산·울산·경남에 거주하는 현업 크리에이터 대상 편집자 인건비 지원

6-7. 크리에이터스튜디오 상상플러스부산 크리에이터 편집자 지원

사업목적

지원내용

사업내용

지원대상 지원규모 지원내용

현업 크리에이터
(구독장 10,000명 이상)

10명
(100만원 * 3개월)

편집자 인건비 지원
(3개월)

주요 지원사업 (6) 부산 콘텐츠 창작 기반 강화 및 융복합 콘텐츠 육성



6-8. 부산글로벌웹툰센터 웹툰 창작 지원 사업

신규 작품을 준비하는 작가들이 경제적 부담없이 우수 콘텐츠 제작에 집중할 수 있도록 초기 제작 비용 지원

- 창작을 위한 초기 제작 비용 지원 (작품 당 600만원)
- 웹툰 피칭 데이 참가 지원 + 제5회 부산웹툰페스티벌 신작 소개 및 전시 지원

사업목적

사업내용

지원내용

지원대상 지원규모 지원내용

90백만원
(작품당 600만원 * 15개 작품)

※ 3개월 분할 지급

초기 제작비용 지원

웹툰피칭데이 참가 지원

부산웹툰페스티벌
신작 소개 프로모션 및

전시 참가 지원

모집대상
협약체결일 이전 플랫폼 또는

에이전시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신규 작품

지원자격
부산,경남,울산거주 및 부산 출신 작가

주요 지원사업 (6) 부산 콘텐츠 창작 기반 강화 및 융복합 콘텐츠 육성



6-9. 부산글로벌웹툰센터 어시스턴트 지원 사업

연재 작품의 안정적 제작을 위한 어시스턴트 활용 지원

- 어시스턴트 활용비용 지원 (작품 당 360만원 / 3개월 또는 5개월 간 분할 지급)
- 웹툰 피칭 데이 참가 지원 (원하는 작품 한정)

사업목적

사업내용

지원내용

지원대상 지원규모 지원내용

54백만원
(작품당 360만원 * 15개 작품)

※ 3개월 또는 5개월 분할 지급

안정적인 연재를 위한
어시스턴트 활용비용 지원

웹툰피칭데이 참가 지원

모집대상
플랫폼 또는 에이전시와계약 체결 후

연재 중 또는 연재 대기 중인 작품

지원자격
부산,경남,울산거주 및 부산 출신 작가

주요 지원사업 (6) 부산 콘텐츠 창작 기반 강화 및 융복합 콘텐츠 육성



6-10. 부산 웹툰(만화) 분야 헬프데스크 운영

에이전시 및 플랫폼 등의 불공정 행위로부터 지역 만화가들의 권익 보호 및 회계, 저작권, 계약 실무 등
작가들이 연재 시 필수로 숙지해야 할 내용 공지

- 각 분야별 (계약, 회계, 세무) 별 전문가 POOL 구성 후, 상시 신청 접수하여 신청자의 상황에 적합한
전문가 배정하여 상담진행 (상담 후, 소송 등 후속 법적 절차는 해당 작가가 진행)

사업목적

사업내용

지원내용

지원대상 지원규모 지원내용

목표건수 : 총 20회
(동일 기업 및 작가 당

최대 3회까지 상담 가능)

전문가 배정 및 상담진행
부산, 경남, 울산 거주 및

부산 출신 작가

주요 지원사업 (6) 부산 콘텐츠 창작 기반 강화 및 융복합 콘텐츠 육성



사업명 공고명 모집일정 문의처

부산모바일AI센터 운영 부산모바일AI센터AI 서비스활용지원사업참여기업모집공고 2021.05. 749-9337

부산모바일AI센터 운영 부산모바일AI센터기업스케일업컨설팅지원사업참여기업모집공고 2021.05. 749-9348

부산모바일AI센터 운영 부산모바일AI센터AI·데이터컨설팅지원사업참여기업모집공고 2021.05. 749-9348

부산모바일AI센터 운영 부산모바일AI센터AI-SW 품질테스트지원사업참여기업모집공고 2021.05. 749-9348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교육생 모집 연중수시 749-9474

빅데이터·AI 기반 산업 혁신인재
양성 및 고용사업

「빅데이터·AI 기반산업혁신인재양성및고용사업」참여청년모집공고 2021.03. ~ 06.
749-9450
749-9412

지역ICT이노베이션스퀘어 확산 사업 AI복합교육(21개 과정) 연중수시 749-9439

지역ICT이노베이션스퀘어 확산사업 2021 지역(동남권) AI기술 기반 기업 지원사업 2021.05. 749-9425

지역ICT이노베이션스퀘어 확산 사업 AI기술 기반 기업 홍보영상 제작 지원사업 2021.06. 749-9425

지역ICT이노베이션스퀘어 확산 사업 AI KOREA (AI-EXPO BUSAN) 부스 참여기업 지원 사업 2021.07. 749-9425

클라우드컴퓨팅전문인력양성기관 클라우드컴퓨팅전문인력양성기관 교육생 모집 교육일정별 수시접수 749-9434

글로벌클라우드산업육성 클라우드 혁신센터 멤버십 공고 연중 상시(~12.10.) 749-9487

글로벌클라우드산업육성 클라우드 서비스 개발전환 지원사업 2021.05.21. ~ 06.18. 749-9483

ICT이노베이션스퀘어 확산 사업 ICT이노베이션스퀘어 확산 사업(블록체인 교육) 교육일정별 수시접수 749-9488

스마트시티챌린지사업 2021년 스마트시티 챌린지사업 신규(2차) 사업자 모집 공고 2021.05. 749-9484



사업명 공고명 모집일정 문의처

2021 스마트 물류 상용화 지원사업 2021 스마트 물류 상용화 지원사업 공고 2021.03.03. ~ 04.02. 749-9324

SW융합클러스터 2.0 유망기업 육성 및 신서비스 발굴 2021.06. 749-9315

IT 엑스포 부산 2021 IT 엑스포 부산 참가기업 모집 2021.06. 749-9315

SW융합제품·서비스 개발지원사업 SW융합제품·서비스 개발 사업공고 2021.03. 749-9353

지역SW서비스사업화지원 사업 지역SW서비스사업화지원 사업 수요조사 2021.12. 749-9353

지역SW기업성장지원사업 2021 글로벌ICT기업 경쟁력 강화사업 공고 2021.05.12. ~ 06.11. 749-9329

지역SW기업성장지원사업 2021년 수출기업화(통번역) 지원사업 공고문 2021.05.06. ~ 예산소진시 749-9329

온택트랩(1) 지역 기업 비대면 기술개발 지원 2021.05. ~ 06. 749-9332

온택트랩(2) 지역 기업 비대면 경쟁력 강화 2021.06. ~ 07. 749-9332

동남정보보호지원센터 운영 사업 정보보호 서비스 신청 기업 모집 연중수시 746-4793

동남정보보호지원센터 운영 사업 정보보호 전문교육 교육생 모집 연 10회 746-4793

국가혁신클러스터 지원사업(1.5단계) 단계별 해외판로개척 지원사업 2021.05. ~ 06. 749-9489

부산게임과몰입상담치료센터 부산게임과몰입상담치료센터 운영 연중상시
749-9476
749-9479

저작권산업현장서비스지원사업 저작권산업현장서비스 지원사업 연중상시
749-9395
749-9396

맞춤형 저작권 교육 맞춤형 저작권 교육(온라인) 대상자 모집 연중상시
749-9395
749-9396

부산정보문화센터
콘텐츠가미래다 ICT문화체험

온라인배움터 수강생모집 2021.05.24. ~
749-9445
749-9446



사업명 공고명 모집일정 문의처

부산지역기반게임산업육성 2021 게임플랫폼 서비스 패키지 지원 사업 공고 2021.05.06. ~ 05.20. 749-9181

부산지역기반게임산업육성 2021 게임콘텐츠 글로벌 런칭 프로젝트 2.0 지원사업 공고 2021.05. ~ 06. 749-9182

부산지역기반게임산업육성 2021 게임콘텐츠 글로벌 마케팅 지원사업 공고 2021.04.27. ~ 05.11. 749-9182

부산지역기반게임산업육성 국내외 게임전시회 온-오프믹스 참가기업 모집 공고
(해외) 2021.06.
(국내) 2021.09.

749-9194

부산지역기반게임산업육성 2021 게임콘텐츠 퀄업(고급화) 지원사업 공고
2021.05.17. ~ 수시

(선착순, 예산 소진 시 종료) 
749-9188

부산지역기반게임산업육성 2021 게임콘텐츠 마케팅 전략 지원사업 공고
(1차)2021.05.07. ~05.21.
(2차)2021.07.01. ~ 07.15.

(예정)
749-9188

부산지역기반게임산업육성 부산글로벌게임센터 게임창작 팀워크 챌린지 모집 공고 2021.05.20. ~ 06.14. 749-9185

부산지역기반게임산업육성 부산글로벌게임센터 오렌지플래닛 입주모집 공고 공실발생시 월 1회 749-9154

부산지역기반게임산업육성 부산글로벌게임센터 BGC인디랩 입주모집 공고 공실발생시 월 1회 749-9154

부산콘텐츠아카데미 운영 2021 부산 콘텐츠 인력 Grow-up 채용 지원 사업 공고
연중수시

(매월 15일까지)
626-2538

지역기반형 콘텐츠코리아 랩
부산 콘텐츠코리아 랩 B-CON 

소셜벤처 마케팅 지원 수혜기업 모집
2021.05.25. ~ 06.24. 749-9162

지역기반형 콘텐츠코리아 랩
부산 콘텐츠코리아 랩 B-CON 

스타트업 사업화 지원 참가기업 모집
2021.05. ~ 06. 예정 749-9160

크리에이터스튜디오 상상플러스부산 크리에이터스튜디오 상상플러스부산 크리에이터 편집자 지원 2021.06. 예정 749-9162



사업명 공고명 모집일정 문의처

부산글로벌웹툰센터 운영 부산글로벌웹툰센터 웹툰 창작 지원사업 2021.03.31. ~ 05.28. 749-9161

부산글로벌웹툰센터 운영 부산글로벌웹툰센터 어시스턴트 지원사업 2021.03.31. ~ 05.28. 749-9161

부산글로벌웹툰센터 운영 부산 웹툰(만화) 분야 헬프데스크 운영 상시 모집(예산 소진까지) 749-9161

한-아세안 ICT 융합빌리지 K-아세안 실감콘텐츠 인프라 지원 상시모집 715-9121

한-아세안 ICT 융합빌리지 가상융합기술(XR) 콘텐츠 마케팅 지원 2021.06. ~ 07. 749-918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