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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정보산업진흥원

2022년도 단위사업 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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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추진과제별 사업구성 체계 (확정사업)        

추진과제 세부과제 연번 사업명

미래 개척
·

기술 혁신 

➊ 미래 첨단 신산업 선점·육성

지역 新 SW산업 
선점 및 육성

1 SOS랩 운영 및 SW서비스 개발

2 SW융합클러스터 2.0

3 전자상거래 스타일테크지원사업

4 실용화형융합연구단

5 지역SW성장지원사업(IT EXPO 포함)

6 국가혁신클러스터 육성사업

7 수도권마케팅지원센터 운영

8 동남정보보호지원센터 운영

9 지역SW품질역량강화

10 KOLAS 국제공인시험기관 인정 추진사업

인공지능 및 
빅데이터 산업 육성

1 부산모바일AI센터

2 AI KOREA 

3 Grand ICT 연구센터

4 중소기업 빅데이터 분석 활용 지원사업

5 (신규) 빅데이터 역량강화

➋ 차세대 기술기반 B-콘텐츠 육성 

기술융합 콘텐츠 
개발 및 

IP Biz 생태계 조성

1 부산문화콘텐츠 스타프로젝트

2 부산음악창작소 프로그램 운영

3 지역특화콘텐츠 개발지원사업

4 지역기반형 콘텐츠코리아 랩 운영

5 크리에이터스튜디오 상상플러스 부산 운영

6 보드게임기반 조성

7 지역출판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8 지역연계 첨단 CT실증사업(R&D)

9 부산글로벌웹툰센터 운영

10 부산브랜드웹툰 제작

11 부산웹툰캠퍼스 운영

12 부산웹툰페스티벌 개최

축제와 산업이
동반성장하는
게임도시 구현

1 G-STAR 2022 개최

2 부산지역기반게임산업육성

3 라구나 다이나믹게임&콘텐츠 펀드 운영

4 베이비샤크 넥스트 유니콘IP 펀드 운영

5 (신규) 인디게임 큐레이션 시스템 구축 운영

6 부산이스포츠상설경기장운영

7 e스포츠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8 문화기술연구개발(실감형e스포츠)

9 문화기술연구개발(인공지능)

10 부산콘텐츠아카데미 운영

포용 성장
·

경제 회복

➊ 지역경제 디지털 전환 가속화

클라우드 확산 및 
도입 지원

1 글로벌 클라우드산업 육성

2 클라우드엑스포 개최

3 클라우드컴퓨팅전문인력양성기관지원사업

가상융합기술 및 
스마트시티 생태계 

조성

1 스마트시티 챌린지본사업

2 글로벌 스마트시티 허브센터운영

3 한-아세안 ICT 융합빌리지 구축 및 운영

4 부산 가상증강현실 융복합센터운영

5 부산 어린이 VR재난안전체험교육장 운영

6 입체미디어연구결과 확산을 위한 홍보전시환경 구축

 ➋ 다함께 잘사는 디지털 포용 경제

디지털 혁신
인재양성 및

창업지원 확대

1 동남권 ICT 이노베이션스퀘어 확산 사업

2 부산정보산업인력 육성

3 ICT 인력양성 오픈캠퍼스

4 빅데이터 AI 기반 산업 혁신인재 양성 및 고용사업

5 부산문화콘텐츠콤플렉스 운영

6 (신규) 프로젝트 기반의 산업별 맞춤형 인재양성

7 (신규) 부산정보산업인력육성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시민이 함께하는 
건전정보문화 조성

1 부산정보문화센터 운영

2 부산게임과몰입상담치료센터 운영

3 저작권서비스지원센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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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➊ SOS랩 운영 및 SW서비스 개발

� � ➋ SW융합클러스터 2.0� (플랫폼 사업화)

� � ➌� 전자상거래 스타트업 스타일테크 지원

� � ➍ 실용화형 융합연구단

� � ➎ 지역SW기업성장지원사업

� � ➏ 국가혁신클러스터 육성사업(비R&D)

� � ➐ 부산 IT․CT수도권마케팅지원센터

� � ➑ 동남정보보호지원센터운영

� � ➒ 지역SW품질역량강화사업

� � ➓ KOLAS� 국제공인시험기관 인정 추진 사업

IT엑스포부산 화상상담회 SW품질역량 컨설팅 부산바다 SOS랩 대시민 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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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능  기술개발 및 상용화 위/수탁 공모사업 ● 자체사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➊ SOS랩 운영 및 SW서비스 개발

▍ 사업개요 해양분야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참여형 SOS-LAB 운영 지원

▍ 사업기간 '22. 1. ∼ '22. 12. (총 사업기간 : '20. 1. ∼'24. 12.)

▍ 사 업 비 1,944백만원 (국비 1,166, 시비 778)

2022년 예산 (단위 : 천원)
단위 사업명 ‘21년 ‘22년

SOS-Lab 운영 700,000 717,000
기획연구 200,000 200,000

실증/테스트 지원 720,000 720,000
사업화 지원 130,000 130,000

발전분석 네트워크 177,000 171,000
  

2022년 핵심성과 지표
성과지표 ‘21년 실적 ‘22년 목표
신규고용 23명 22명

SW서비스 개발 과제 지원 3개사 3개사

시민연구반 참여인원 45명 40명

2022년도 변화 및 방향성

구분 2021년 (AS-IS) 2022년~ (TO-BE)
R&BD 현장 적용 확대 3건 4건

시민연구반 구성 인원 확대 40명 모집 45명 모집

 사업목표

  ㅇ 지역 사회문제 해결형 R&BD 지원 및 현장적용을 통한 지역 사회 문제 해결

  ㅇ 부산 바다 SOS랩 및 시민연구반 운영을 통한 혁신시민 양성 및 성과확산 

 사업내용

  ㅇ 해양 분야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연구반 구성 및 기획연구회의 운영

    ▷ 바다안전/환경/도시문화 분과별 시민연구위원 45명, 기자단 6명 구성

    ▷ 시민(사용자) 관점의 해양 문제 발굴 및 해결방안 도출 연구 진행

  ㅇ 해양분야 시민체감형 사회문제 해결 R&BD 지원 사업

    ▷ R&BD 기술개발 3개 과제 지원(현장적용 및 테스트 등) 및 성과확산

  ㅇ 혁신 시민 양성 및 SOS랩 성과 확산 추진

    ▷ 퍼실리테이터 양성 교육(60명) / 통합 플랫폼 운영 / 대시민 캠페인 등

 추진일정

  ㅇ ’22. 1. ~  2. : SOS랩 운영 및 SW서비스 개발 사업 세부 계획 수립 및 협약

  ㅇ ’22. 2. ~ 12. : SOS랩 운영 및 SW서비스 개발 사업 추진

문 의 AI・SW진흥단 서나리 팀장 (749-9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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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능   기반조성 위/수탁 공모사업 ● 자체사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➋ SW융합클러스터 2.0 (플랫폼 사업화)

▍ 사업개요 SW융합클러스터 고도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선순환 SW산업 생태계 조성

▍ 사업기간 '22. 1. ∼ '22. 12. (총 사업기간 : '19. 4. ∼ '23. 12.)

▍ 사 업 비 2,536백만원 (국비 1,268, 시비 1,268)

2022년 예산 (단위 : 천원)
단위 사업명 ‘21년 ‘22년

비즈니스 플랫폼 운영 832,000 816,000
서비스 사업화 1,393,000 1,320,000
일자리 창출 135,000 150,000

네트워킹 활성화 176,000 250,000
 

2022년 핵심성과 지표
성과지표 ‘21년 실적 ‘22년 목표

일자리창출(직·간접) 221명 199명
SW융합인력양성 118명 90명

데이터 제공기업 수 13건 15건
스마트 물류 신서비스 발굴 10건 10건

2022년도 변화 및 방향성

구분 2021년 (AS-IS) 2022년~ (TO-BE)
스마트 물류서비스

개발 방향
데이터 기반 물류/유통분야

신서비스 개발
비대면/디지털 전환 기반

신 물류서비스 개발

 사업목표 

  ㅇ 비즈니스 플랫폼 기반 스마트 물류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ㅇ 디지털 전환 촉진 및 SW융합을 통한 부산시 물류 산업 고도화 

 사업내용

  ㅇ 스마트 물류 비즈니스 플랫폼을 활용한 데이터 기반 협업 비즈니스 촉진 

  ㅇ 데이터 기반 융합형 물류 상용화 과제 및 신서비스 개발

  ㅇ 맞춤형 홍보‧마케팅 후속지원 및 사업화 컨설팅을 통한 규제 샌드박스 지원

  ㅇ 지역 대학 연계 SW인재육성을 통한 인력양성 및 일자리 창출

  ㅇ 물류분야 산‧학‧연‧관 혁신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추진일정

  ㅇ ’22. 1. ~  2. : SW융합클러스터 2.0 세부 계획 수립 및 사업 협약 체결

  ㅇ ’22. 2. ~ 12. : SW융합클러스터 2.0 사업 추진

문 의 AI・SW진흥단 김창우 팀장 (749-9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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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능   서비스 도입 지원 위/수탁 ● 공모사업 자체사업

부산광역시  ➌ 전자상거래 스타트업 스타일테크 지원

▍ 사업개요 지역 전자상거래 스타트업 대상 보유 제품·서비스의 디지털화 지원 및 
전시회 참가를 통한 사업 성과 확산 / 지역 스타일테크 저변 확대 등

▍ 사업기간 '22. 1. ∼ '22. 12. (총 사업기간 : '20 1. ∼ 계속)

▍ 사 업 비 150백만원 (시비)

2022년 예산 (단위 : 천원)
단위 사업명 ‘21년 ‘22년
기업지원비 150,000 100,000

사업전파 및 전시회 지원 25,000 25,000
사업운영 25,000 25,000  

2022년 핵심성과 지표
성과지표 ‘21년 실적 ‘22년 목표

디지털화 지원 15건 10건
전시회 참가 지원 1건 1건

2022년도 변화 및 방향성

구분 2021년 (AS-IS) 2022년~ (TO-BE)
사업 기간 확장 `21.7. ~ `21.10. (총 4개월) `22.5. ~ `22.9. (총 5개월)

디지털화 결과물 활용 지원 기업 제품 디지털화 중점 디지털화 결과물의 활용 컨설팅 강화

 사업목표 
  ㅇ 지역 우수 전자상거래 스타트업 발굴 및 스타일테크 도입 및 활용 지원

  ㅇ 4차 산업기술 접목 활성화 및 VR/AR 기업의 새로운 비즈니스 영역 제시

 사업내용
  ㅇ 전자상거래 스타트업 선발 및 VR/AR전문 기술기업 매칭, 스타일테크 기술지원

  ▷ (선발/매칭)우수한 제품을 보유한 지역 전자상거래 스타트업을 선발하여 

스타일테크 산업으로의 확장을 위한 VR/AR 기업과의 매칭 지원

  ▷ (기술지원-디지털 전환)제품 및 기술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전자상거래 

스타트업의 판매 제품을 디지털 전환 및 데이터화 지원

  ▷ (기술지원-활용 컨설팅)전자상거래 스타트업이 활용 중인 온라인 플랫폼 

내 디지털 데이터 적용 및 효율적 활용에 대한 컨설팅 지원

     

 추진일정
  ㅇ ’22. 1. ~  2. : 지원사업 세부계획 수립 및 사업 협약 체결

  ㅇ ’22. 2. ~ 12. : 전자상거래 스타트업 스타일테크 지원사업 추진 

문 의 AI・SW진흥단 서나리 팀장 (749-9323)



- 8 -

지원기능   기반조성 위/수탁 ● 공모사업 자체사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➍ 실용화형 융합연구단

▍ 사업개요 AI·빅데이터 분야 실무 중심 기술 교육을 통한 전문가 양성 및 전
시회 참가를 통한 연구단 성과 확산 / 사업 성과 공유 등

▍ 사업기간 '21. 12. ∼ '22. 11. (총 사업기간 : '19. 12. ∼ `22. 11.)

▍ 사 업 비 120백만원 (국비)

2022년 예산 (단위 : 천원)
단위 사업명 ‘21년 ‘22년

지능형 기술융합 개발 교육 12,000 16,000
성과확산(전시회 참가지원) 35,000 20,000

사업운영 83,000 84,000  

2022년 핵심성과 지표
성과지표 ‘21년 실적 ‘22년 목표

지능형 기술융합 개발교육 4회 4회
지능형 기술융합 성과확산 1건 1건

2022년도 변화 및 방향성

구분 2021년 (AS-IS) 2022년~ (TO-BE)
실무 중심 커리큘럼 구성 기초 이론 및 실습 중점 실무 적용을 위한 프로젝트 실습 강화

 사업목표 
  ㅇ 지능형 기술융합 서비스 개발 교육 및 성과 확산 지원을 통한 데이터 

기반 기술융합 산업 활성화

 사업내용
  ㅇ 지능형 기술융합 개발 교육 지원 

    ▷ AI·빅데이터 기술 관련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커리큘럼 구성 및 

개발역량 강화

    ▷ 커리큘럼 내 기술 활용 능력 배양 및 현장 실무형 인력 양성을 위한 

프로젝트 실습 강화

  ㅇ 지능형 기술융합 성과 확산 지원

    ▷ AI·빅데이터 기술 관련 저변 확대를 위한 성과 확산 행사 개최(참여)

    ▷ AI·빅데이터 기술 분야의 최신 기술 및 상호 정보 교류 지원 등

 추진일정
  ㅇ ’22. 1. ~  2.  : 지원사업 세부계획 수립 및 사업 협약 체결

  ㅇ ’22. 3. ~ 11.  : 실용화형 융합연구단 사업 추진

문 의 AI・SW진흥단 서나리 팀장 (749-9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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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능   마케팅 위/수탁 ● 공모사업 자체사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➎ 지역SW기업성장지원사업 

▍ 사업개요 IT엑스포 부산 개최 및 지역 SW산업 성장을 위한 중장기 기획 수립

▍ 사업기간 '22. 1. ∼ '22. 12. (총 사업기간 : '98. 1. ∼계속)

▍ 사 업 비 531백만원 (국비 165.5, 시비 365.5)

2022년 예산 (단위 : 천원)
단위 사업명 ‘21년 ‘22년

맞춤형 마케팅지원 102,000 122,000
IT엑스포 부산 250,000 200,000

부산 IT/SW생태계 실태조사 30,000 30,000
지역SW정책기획 18,746 19,000

지역SW기업성장지원사업운영 180,400 160,400
 

2022년 핵심성과 지표
성과지표 ‘21년 실적 ‘22년 목표

IT엑스포 참가기업 99개사 80개사

화상상담회 지원건수 428건 350건

지역SW정책기획 1건 2건

2022년도 변화 및 방향성
구분 2021년 (AS-IS) 2022년~ (TO-BE)

SW기업성장지원
기능 전환 기업 수요맞춤형 마케팅 지원 SW산업발전 정책기획기능 수행

 사업목표 

  ㅇ 지역 IT․SW기업의 해외 시장진출 교두보 마련 및 수출 경쟁력 강화 

  ㅇ 지역 SW산업 현황분석 및 전국 SW진흥기관/거점기관과 연계한 신사업 발굴

 사업내용

  ㅇ (마케팅지원) 지역 IT․SW산업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글로벌 마케팅지원

    ▷ IT엑스포 부산 : IT전문 전시회 및 상담회(온라인) 개최를 통한 지역 IT산업 활성화 

  ㅇ (SW정책기획)

    ▷ 부산 IT/SW산업 생태계 실태조사 : 지역 IT․SW산업 현황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

    ▷ 지역 SW산업 정책기능 수행,  SW진흥기관/거점기관과 연계한 협력과제 도출

 추진일정

  ㅇ ’22. 1. ~  2. : 지역SW기업성장지원사업 세부계획 수립 및 사업협약 체결

  ㅇ ’22. 3. ~ 12. : 지역SW기업성장지원사업 세부사업 추진 및 운영

문 의 AI・SW진흥단 김창우 팀장 (749-9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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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능   마케팅 위/수탁 ● 공모사업 자체사업

산업통상자원부  ➏ 국가혁신클러스터 육성사업(비R&D)

▍ 사업개요 기업성장 단계별 맞춤형 마케팅 지원, 해외거점 발굴 등 글로벌 연계를 

통한 부산 국가혁신클러스터 생태계 구축 

▍ 사업기간 '22. 1. ∼ '22. 12. (총 사업기간 : ‘22. 1 ~ ’22. 12.)

▍ 사 업 비 250백만원 (시비 250)

2022년 예산 (단위 : 천원)
단위 사업명 ‘21년 ‘22년

단계별 해외판로개척 지원사업 150,000 150,000

국가혁신클러스터 운영 100,000 100,000  

2022년 핵심성과 지표
성과지표 ‘21년 실적 ‘22년 목표
기업지원 5개사 5개사

해외거점발굴 1건 1건
해외시장조사 1건 1건

2022년도 변화 및 방향성

구분 2021년 (AS-IS) 2022년~ (TO-BE)
글로벌 진출 지원기능 중화권 중심 협력네트워크 확보 미주, 유럽 등 글로벌 연계채널 확대

 사업목표 

  ㅇ 지원사업 글로벌 연계를 위한 해외시장 진출 지원

  ㅇ 글로벌 혁신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해외거점 발굴

 사업내용(안)

  ㅇ (해외판로개척지원)기업 성장 단계별 수출 기초 마케팅 및 수출 실무 바우처 지원

  ㅇ (해외시장조사)지역 특화 산업 및 융복합 단지 내 소재한 기업의 특성, 

수요조사를 반영한 해외진출 적합시장의 산업 기술 동향 조사 분석

  ㅇ (네트워크 운영)사업추진 주체 간 네트워킹을 통한 국가혁신클러스터 

사업운영 전문성 강화 및 연계협력 추진

  ㅇ (해외거점발굴)글로벌 협력가능 대상 발굴을 통한 국내외 교류협력 저변 확대

 추진일정

  ㅇ '22. 1. ~  3. : 국가혁신클러스터 육성사업 세부계획 수립

  ㅇ '22. 3. ~ 12. : 국가혁신클러스터 육성사업 추진 및 운영

문 의 AI・SW진흥단 김창우 팀장 (749-9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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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능   입주지원 위/수탁 ● 공모사업 자체사업

부산광역시  ➐ 부산 IT․CT 수도권마케팅지원센터 

▍ 사업개요 지역 내 ICT기업의 수도권 판로개척을 위한 입주공간 지원

▍ 사업기간 '22. 1. ∼ '22. 12. (총 사업기간 : '12. 6. ∼계속)

▍ 사 업 비 120백만원 (시비 100, 민자 20)

2022년 예산 (단위 : 천원)
단위 사업명 ‘21년 ‘22년

수도권 공유오피스 입주지원 115,000 115,000
수도권마케팅지원센터 운영 5,000 5,000  

2022년 핵심성과 지표
성과지표 ‘21년 실적 ‘22년 목표
입주지원 9개사 10개사

2022년도 변화 및 방향성

구분 2021년 (AS-IS) 2022년~ (TO-BE)
센터이전을 통한 
운영 효율성 제고 위워크 역삼2호점 패스트파이브 강남2호점

(국내브랜드 공유오피스 이전)

 사업목표 

  ㅇ 부산 IT․CT기업의 수도권 사업기회 확대 및 수요처 발굴 등 내수 증대를 

     위해 공유오피스를 활용한 거점 비즈니스 공간 제공 

  

 사업내용

  ㅇ (입주지원) 공유오피스를 활용한 입주지원을 통해 센터 운영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지역 기업의 수도권 마케팅센터 및 기업연구소로 활용  

    ▷ 공유오피스(패스트파이브 강남2호점) 연계를 통한 입주지원

    ▷ 공유오피스 협업을 통한 기업관리 및 수도권 비즈니스 기회 확대 

  

 추진일정

  ㅇ ’22. 1. ~  12. : 수도권마케팅지원센터 공유오피스 입주기업 모집 및 운영

  ㅇ ’22.       12. : 수도권마케팅지원센터 운영 결과보고 

문 의 AI・SW진흥단 김창우 팀장 (749-9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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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능   기반조성 위/수탁 공모사업 ● 자체사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➑ 동남정보보호지원센터운영 

▍ 사업개요 지역 중소기업 정보보호 내재화를 통한 정보보호 수준제고 및 정보보호 산업 활성화

▍ 사업기간 '22. 1. ∼ '22. 12. (총 사업기간 : '15. 7. ∼ 계속)

▍ 사 업 비 540백만원 (국비 390, 시비 150)

2022년 예산 (단위 : 천원)
단위 사업명 ‘21년 ‘22년

정보보호 서비스 110,000 -
클라우드 보안서비스 - 270,000

인재양성 및 인식제고 세미나 40,000 60,000
센터 운영 232,000 210,000

 

2022년 핵심성과 지표
성과지표 ‘21년 실적 ‘22년 목표

정보보호 서비스 555건 -
클라우드 보안서비스 - 90건

인재양성 251명 250명
인식제고 세미나 11회 10회

2022년도 변화 및 방향성

구분 2021년 (AS-IS) 2022년~ (TO-BE)
클라우드 보안서비스 지원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지원 동남정보보호지원센터가 지원
보안교육 지원 확대 180명 250명

 사업목표

  ㅇ 지역 중소기업 역량강화를 위한 정보보호 활동 지원

  ㅇ 지역 정보보호 실무인재양성 및 정보보호 인식제고 

 사업내용

  ㅇ (클라우드 보안서비스) 영세중소기업의 정보보호 내재화 지원

    ▷ 현장진단을 통한 중소기업 정보보호 현장 컨설팅 지원
    ▷ 랜섬웨어 대응, 정보유출 방지, 데이터 보안, 네트워크 보안, 시스템 보안, 

개인 정보보호 서비스 등 보안 서비스 이용 지원

  ㅇ (인재양성 및 인식제고) 지역 정보보호 실무인재양성 및 인식제고

    ▷ 실습중심의 정보보호 전문교육 운영 및 현장방문 세미나 지원

 추진일정

  ㅇ ’22. 1. ~  2. : 동남정보보호지원센터운영 사업 세부계획 수립 및 사업 협약 체결

  ㅇ ’22. 2. ~ 12. : 동남정보보호지원센터운영 사업 추진

문 의 AI・SW진흥단 김동식 과장 (746-4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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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능    기반조성 위/수탁 ● 공모사업 자체사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➒ 지역SW품질역량강화사업

▍ 사업개요 지역 기업들의 SW품질관리 지원을 통한 SW제품 경쟁력 향상
▍ 사업기간 '22. 1. ∼ '22. 12.  (총 사업기간 : '11. 1. ∼ 계속)
▍ 사 업 비 770백만원 (국비 385, 시비 264, 기타 121)

2022년 예산 (단위 : 천원)
단위 사업명 ‘21년 ‘22년

SW 제품경쟁력강화 600,700 600,700
SW 품질관리 인력양성 54,300 54,300
인증·시험성적서 지원 30,000 30,000

SW 품질역량제고 85,000 85,000
 

2022년 핵심성과 지표
성과지표 ‘21년 실적 ‘22년 목표

SW 제품경쟁력강화 220 240
SW 품질관리 인력양성 125 140
인증·시험성적서 지원 31 17

SW 품질역량제고 3 3
2022년도 변화 및 방향성

• KOLAS 인정 획득을 통한 센터역량 강화 및 전담인력의 역량강화를 통해 기업의 지원범위 확대

 사업목표 

  ㅇ 지역 기업들의 서비스·제품 품질관리 지원을 통한 SW제품 경쟁력 

향상과 기업의 품질관리 비용 절감

 사업내용

  ㅇ (SW경쟁력강화) 사업초기 성능목표 설정에 대한 컨설팅 지원과 

기업에서 개발한 서비스·제품들의 테스트 지원을 통해 제품 경쟁력 강화

  ㅇ (SW품질관리 인력양성) 지역의 SW품질관리 전문가 양성을 위한 

자격증취득 교육 운영 및 자격시험 지원

  ㅇ (인증취득지원) 제품 및 프로세스 관련 인증취득과 공인시험성적서 

발급 비용 지원을 통한 품질관리 비용 절감

  ㅇ (SW품질역량제고) SW테스트 경진대회 개최, SW기업 홍보관 운영, 

SW품질 세미나 개최 등 기업의 SW품질관리 역량제고 및 인식개선

     

 추진일정

  ㅇ ’21. 12. ~ ’22. 01. : 21년 사업 결과 보고 및 22년 사업계획

  ㅇ ’22. 01. ~     03. : 22년 지역SW품질역량강화사업 협약체결 및 사업비 교부

  ㅇ ’22. 04. ~     12. : 22년 지역SW품질역량강화사업 운영

문 의 AI‧SW진흥단 김원희 팀장 (749-9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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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능    기반조성 위/수탁 공모사업 자체사업 ●

부산광역시  ➓ KOLAS 국제공인시험기관 인정 추진 사업

▍ 사업개요 동남권SW품질역량센터의 SW품질관리 전문성과 공신력을 확보하고, 

기업지원기능 강화를 위해 KOLAS 국제공인시험기관 구축을 추진

▍ 사업기간 '21. 7. ∼ '22. 12. 
▍ 사 업 비 자체

2022년도 변화 및 방향성
구분 2021년 2022년

기술이전 시험기관 운영을 위한 준비 품질경영시스템 구축/운영 및 인정심사

 사업목표

  ㅇ SW분야 KOLAS국제공인시험기관 인정

    ▷ (품질경영 시스템 운영) KS Q ISO/IEC 17025 규격의 요구사항에 따라 

KOLAS 국제공인시험기관 품질경영시스템 운영

    ▷ (SW데이터품질평가 시스템 구축) ISO/IEC 25024:2015, ISO/IEC
25023:2016, ISO/IEC 25051:2016, 과학기술통신부 고시 제2020-84호를 

이용하여 SW제품, 데이터의 품질을 측정하기 위한 시험평가모델 제작 

및 시험실 구축

 사업내용

  ㅇ KOALS 컨설팅 전문기관(한국산업기술시험원)으로부터 기술 이전

    ▷ SW시험기관 운영을 위한 운영인력, 위원회, 품질경영시스템 승인 및 운영 

    ▷ 품질관리시스템, SW품질평가방법 기술교육 및 테스트관련 전문 교육, 

현장실습, 모의시험성적서 발행  

    ▷ KOLAS 인정심사 대비 내부심사 진행 및 인정신청

 추진일정

  ㅇ ’22. 1. ~ 4. : 운영인력, 품질문서 승인 및 품질경영시스템 구축

  ㅇ ’22. 4. ~ 11. : KOLAS 시험기관 인정 신청 및 심사 진행

문 의 AI‧SW진흥단 김원희 팀장 (749-9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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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➊ 부산모바일AI센터 운영

� � ➋ AI� KOREA� 행사 개최

� � ➌ 인공지능 Grand� ICT� 연구센터

� � ➍ 중소기업 빅데이터 분석․활용 지원사업 (부산시)

� � ➎ (신규)� 빅데이터 역량강화

� � ➏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 수행 협력기관 (공모 참여예정)

AI KOREA 전시회 모바일 AI 테스트베드 지원 빅데이터 활용 컨설팅



- 16 -

지원기능   기반조성, 인프라/장비 지원 위/수탁 ● 공모사업 자체사업

부산광역시  ➊ 부산모바일AI센터 운영 

▍
사업개요

AI 도시 실현과 산업 진흥을 위한 거점센터로 DNA(Data, Network, AI) 
생태계 구축과 AI 혁신기업 육성을 통해 AI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

▍ 사업기간 '22. 1. ∼ '22. 12. (총 사업기간 : '20. 1. ∼'24. 12.)
▍ 사 업 비 700백만원 (시비)

2022년 예산 (단위 : 천원)
단위 사업명 ‘21년 ‘22년

AI 산업기반 조성 87,400 130,000
AI 기업 육성 350,600 350,000
AI 센터 운영 202,000 220,000

합계 640,000 700,000
 

2022년 핵심성과 지표
성과지표 ‘21년 실적 ‘22년 목표

산업 생태계 조성 1식 1식
기업 성장지원·육성 46개사 45개사
개발 인프라 지원 1,100명 1,000명

2022년도 변화 및 방향성

구분 2021년 (AS-IS) 2022년~ (TO-BE)
기업 지원 확대 세부 단위사업별

평균 10개사 내외 선정
세부 단위사업별

최대 20개사 내외 선정

 사업목표 

  ㅇ AI 기업 육성과 AI 기술 전환 지원을 통한 AI 산업 생태계 및 기반 조성

 사업내용

  ㅇ (AI 산업기반 조성) 지역 주도의 AI 산업 생태계 조성 및 미래기반 기획
    ▷ 제4차 AI 산업 실태조사 실시, AI 산학연관 협의회 운영(6회 내외)
    ▷ 공모사업(영남권 AI 지역혁신 실증·보급) 구상 및 2차 연구조사 실시
  ㅇ (AI 기업 육성) AI 기술 및 서비스 개발 기업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 운영
    ▷ 디지털 뉴딜 사업 참여 활성화 지원(AI·데이터 수요·공급기업 발굴 사업, 15개사)
    ▷ AI·데이터 및 경영 컨설팅 지원(AI 기술개발 문제해결 지원사업, 25개사)
    ▷ AI 혁신 제품 개발 기업 대상 사업화자금 지원(사업화 지원사업, 5개사)
  ㅇ (AI 센터 운영) AI 기술 개발 활성화를 위한 개발 인프라 지원 및 특강 운영 
    ▷ 모바일·AI 테스트베드 기기 무상대여 지원을 통한 개발 활성화(1,000명)
    ▷ AI 알고리즘 및 데이터 윤리 내재화를 위한 특강 운영(4회 내외)

 추진일정
  ㅇ ’22.  1. ~  3. : 세부 사업계획 수립 및 시비보조금 교부 
  ㅇ ’22.  4. ~ 10. : AI 개발 인프라 지원 및 AI 기업 육성 사업 추진
  ㅇ ’22. 11. ~ 12. : 우수사례집 발간 및 주요성과 정리

문 의 AI‧SW진흥단 김원희 팀장 (749-9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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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능  행사개최/네트워크 지원 위/수탁 ● 공모사업 자체사업

부산광역시  ➋ AI KOREA 행사 개최

▍ 사업개요 글로벌 규모의 지역 AI 전문행사 개최를 통해 지역 주도 AI 산업 육성, 
AI 기업 경쟁력 강화, AI 생태계 네트워크 활성화

▍ 사업기간 '22. 1. ∼ '22. 12. (총 사업기간 : '20. 1. ∼'24. 12.)

▍ 사 업 비 500백만원 (시비)

2022년 예산 (단위 : 천원)
단위 사업명 ‘21년 ‘22년

AI KOREA 행사 개최 500,000 500,000  

2022년 핵심성과 지표
성과지표 ‘21년 실적 ‘22년 목표

전시회 개최 1건 1건
컨퍼런스 개최 1건 1건

2022년도 변화 및 방향성

구분 2021년 (AS-IS) 2022년~ (TO-BE)
행사 운영 방역지침 실시간 반영 최대 수준의 방역지침 준수

 사업목표

  ㅇ 글로벌 규모의 AI 전시/컨퍼런스 개최를 통해 지역 AI 생태계 네트워크 강화

  ㅇ 최신 AI 산업 동향, 기술을 공유하여 지역 관련 산업 활성화, 기술 확산 촉진 

 사업내용

  ㅇ (AI전시회) 최신 AI 기술 및 부산 전략 산업 관련 제품/서비스 전시를 통한 

지역 관련 산업 활성화 및 기술 확산 촉진

  ㅇ (AI컨퍼런스) AI World Congress 2022 공동개최를 통한 해외 전문가의 전문

강연 및 토론 운영(온라인)

  ㅇ (기타 부대행사) IR투자설명회, 온라인 전시회 등 기타 부대행사 개최

     

 추진일정

  ㅇ ’22. 1. ~  3. : AI KOREA 행사 개최 세부계획 수립 및 사업 협약 체결

  ㅇ ’22. 3. ~ 12. : AI KOREA 행사 개최 사업 추진 및 성과 정리

문 의 AI‧SW진흥단 김원희 팀장 (749-9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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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능   기반조성, 인프라/장비 지원 위/수탁 공모사업 ● 자체사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➌ 인공지능 Grand ICT 연구센터 

▍ 사업개요 인공지능 그랜드 ICT 연구센터(동의대학교) 공동연구기관으로 산학연관 
기술협력을 통한 부산 인공지능 전략산업 육성

▍ 사업기간 '22. 1. ∼ '25. 12. (총 사업기간 : '20. 7. ∼ '27. 12.)

▍ 사 업 비 100백만원 (국비)

2022년 예산 (단위 : 천원)
단위 사업명 ‘21년 ‘22년

AI KOREA 전시 행사 참여 19,000 -
네트워킹 워크숍 및 성과보고회 17,000 12,000

기타 인식확산 활동 64,000 38,000  

2022년 핵심성과 지표
성과지표 ‘21년 실적 ‘22년 목표

사회문제해결 지원사업 1건 -
인공지능 세미나 개최 - 1건
네트워킹 워크샵 개최 1건 1건

2022년도 변화 및 방향성

구분 2021년 (AS-IS) 2022년~ (TO-BE)
인식제고 활동 조기 진행 매년 하반기 집중 진행 상하반기 분배하여 진행 예정

 사업목표 

  ㅇ Grand ICT 연구센터 공동연구기관으로써 교육 환경 지원을 통한 인력양성

  ㅇ 인식제고 활동 및 성과 확산을 통한 지역의 인공지능 기반 조성

 사업내용

  ㅇ (인공지능 교육 환경 지원) 교육장소, 기자재, 협업공간 등 교육 환경 지원

  ㅇ (인공지능 세미나) 최신 이슈 공유 및 정보 전달을 위한 기술 세미나 개최

  ㅇ (인공지능 기술 포럼) 특정 주제를 선정하여 패널토론 및 의견 공유 진행

  ㅇ (네트워킹 워크숍) 산학연관 모임을 통해 협력방안 모색, 기술공유 진행

  ㅇ (성과보고회) Grand ICT 연구센터 우수성과 확산을 통한 벤치마킹 기회 제공

     

 추진일정

  ㅇ ’22. 1. ~  2. : Grand ICT 연구센터 세부계획 수립 및 사업 협약 체결

  ㅇ ’22. 3. ~ 12. : 교육환경 지원, 인공지능 세미나 및 기술포럼 개최 등

문 의 AI‧SW진흥단 김원희 팀장 (749-9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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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능   컨설팅 위/수탁 ● 공모사업 자체사업

부산광역시  ➍ 중소기업 빅데이터 분석․활용 지원사업(부산시)

▍ 사업개요 부산 지역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데이터 전문기업의 솔루션 및 컨설팅 
지원을 통해 빅데이터 활용 역량 강화 및 지역 시장 활성화

▍ 사업기간 '22. 1. ∼ '22. 12.  (총 사업기간 : '20. 6. ∼'22. 12.)

▍ 사 업 비 500백만원 (시비)

2022년 예산 (단위 : 천원)
단위 사업명 ‘21년 ‘22년
컨설팅 지원 370,000 370,000

인식확산 활동 120,000 120,000
사례집 제작 10,000 10,000  

2022년 핵심성과 지표
성과지표 ‘21년 실적 ‘22년 목표

수요기업 선정 30개사 30개사
컨설팅 지원 150회 150회
사례집 제작 2건 2건

2022년도 변화 및 방향성

구분 2021년 (AS-IS) 2022년~ (TO-BE)
사업 조기 공고 매년 7~8월 공고 2~3월 공고 예정

 사업목표 

  ㅇ 빅데이터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컨설팅 

제공 및 기업의 빅데이터 활용 능력 강화

  ㅇ 지역·기업 간의 빅데이터 활용 역량 격차를 완화하고, 우수사례 확산을 통해 

빅데이터 활용에 대한 인식제고

 사업내용

  ㅇ (기업역량강화) 수요기업별 맞춤형 솔루션 지원 및 컨설팅 제공 등

  ㅇ (기업인식제고) 빅데이터 세미나, 성과보고회, 부산사례집 제작 및 배포 등

  ㅇ (기업지원관리) 실무협의체 운영, 기업 역량진단, 수요기업 현장방문 등

     

 추진일정

  ㅇ ’22. 1. ~  2. : 세부계획 수립 및 협약 체결, 부산기업 대상 수요조사 등

  ㅇ ’22. 3. ~ 12. : 수요기업 및 데이터 전문기업 선정, 맞춤형 컨설팅 진행 등

※ 과기부 ‘2022 중소기업 빅데이터 분석·활용 지원사업’(NIA) 국비 공모 참여예정 

문 의 AI‧SW진흥단 김원희 팀장 (749-9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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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능   컨설팅, 데이터 위/수탁 공모사업 자체사업 ●

부산광역시  ➎ 빅데이터 역량강화

▍ 사업개요 데이터 생태계 구축 및 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상 추진, 
데이터 품질관리 지원체계 구축을 통한 산업 경쟁력 제고 

▍ 사업기간 '22. 1. ∼ '22. 12.

▍ 사 업 비 245백만원 (자체)

2022년 예산 (단위 : 천원)
단위 사업명 ‘21년 ‘22년

빅데이터 역량강화 - 245,000  

2022년 핵심성과 지표
성과지표 ‘21년 실적 ‘22년 목표
기업발굴 - 50개사
사업유치 1건 1건
기관인증 - 1건

2022년도 변화 및 방향성

지역의 빅데이터 수요‧공급 발굴과 다양화, 고도화를 통해서 지역 기업의 데이터 전환 촉진

 사업목표
  ㅇ 데이터 산업 관련 기업 발굴을 통한 데이터 생태계 구축
  ㅇ 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 추진
  ㅇ 데이터 품질관리 지원체계 구축을 통한 산업 경쟁력 제고

 사업내용 
  ㅇ (데이터 기업 신규 발굴) 디지털 뉴딜 사업 참여 과정에서의 데이터 수요 

구체화를 위한 전문가 컨설팅을 지원하여 지역 수요공급기업 발굴 및 확산
  ㅇ (데이터 산업 기반 조성) 디지털 뉴딜 등 빅데이터 관련 국비 사업 유치를 

통한 데이터 생태계 기반 조성
  ㅇ (데이터 품질 지원체계 구축) 데이터 품질 고도화 지원을 위한 체계구축
     

 추진계획

  

구  분
데이터 기업 신규 발굴 데이터 산업 기반 조성 데이터 품질 지원체계 구축

기업발굴 사업유치 기관인증

목표치 50개사 1건 1건

 추진일정

  ㅇ ’22. 01. ~ 12. : 지역의 빅데이터 수요‧공급 기업 발굴 사업 운영,

                     국비사업 유치‧운영, 데이터 품질 시험기관 인정 추진

문 의 AI‧SW진흥단 김원희 팀장 (749-9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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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능 산업기반 육성 위/수탁 공모사업 ● 자체사업

부산광역시  ➏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 수행 협력기관

▍ 사업개요 데이터 기반 비즈니스 혁신 및 신규 제품·서비스 개발이 필요한 
기업에게 바우처 형식의 데이터 구매·가공서비스 지원

▍ 사업기간 '22. 4. ∼ '22. 11. ※국비 공모참여 예정

▍ 사 업 비 500백만원 (국비)

2022년 예산 (단위 : 천원)
단위 사업명 ‘21년 ‘22년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 수행 협력기관 449,062 500,000  

2022년 핵심성과 지표
성과지표 ‘21년 실적 ‘22년 목표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 수행 
협력기관 운영 1식 1식

 사업목표

  ㅇ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분야의 수요 발굴로 지역균형 발전 및 

디지털 혁신화를 통한 데이터 활용 생태계 확산

  ㅇ 혁신적 신서비스·제품 창출로 디지털 뉴딜의 성공적 수행 지원을 위해

중소·스타트업 등에게 데이터 구매·가공 바우처 지원

 사업내용 

  ㅇ (적격성 검토 지원) 데이터바우처 수요기업 선정을 위한 적격성 검토 및 사

전·최종심사 지원, 선정 평가 및 신청 기업 관리 지원

  ㅇ (다자간 협약 지원) 전담기관·수요기업·공급기업 다자간 협약 체결 지

원을 위한 제출서류 검토 및 승인 진행

  ㅇ (이행점검 운영) 비대면 이행점검을 통한 데이터 윤리교육 수료 여부, 

데이터 이관 및 활용 여부 등 전반적인 사업 추진현황 점검 및 진행

 추진일정

  ㅇ ’22. 01 ~ 03 : 사업계획 수립, 컨소시움 구성 등 사업 공모 준비

  ㅇ ’22. 04 ~ 12 : 데이터 바우처 지원사업 수행 협력기관 사업 수행

문 의 AI‧SW진흥단 김원희 팀장 (749-9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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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➊ 부산문화콘텐츠 스타프로젝트

� � ➋ 부산음악창작소 프로그램 운영

� � ➌ 2022� 지역특화콘텐츠 개발지원사업

� � ➍ 지역기반형 콘텐츠코리아 랩 운영

� � ➎ 크리에이터스튜디오 상상플러스부산 운영

� � ➏ 보드게임 기반조성

� � ➐ 지역출판산업 활성화 지원 사업

� � ➑ 지역연계 첨단CT� 실증(R&D)사업

� � ➒ 부산글로벌웹툰센터 운영

� � ➓ 부산브랜드웹툰 제작

� � ⓫ 부산웹툰캠퍼스 운영

� � ⓬ 부산웹툰페스티벌 개최

지역연계 첨단CT 실증 웹툰 체험 페스티벌프로그램 부산웹툰페스티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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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능   콘텐츠 제작지원 위/수탁 ● 공모사업 자체사업

부산광역시  ➊ 부산문화콘텐츠 스타프로젝트

▍ 사업개요 콘텐츠 제작지원 및 마케팅 후속지원 확대를 통한 스타 콘텐츠 
기업으로 성장견인

▍ 사업기간 '22. 1. ∼ '22. 12. (총 사업기간 : '20. 1. ∼'24. 12.)

▍ 사 업 비 500백만원 (시비)

2022년 예산 (단위 : 천원)
단위 사업명 ‘21년 ‘22년
사업 운영비 32,000 32,000

콘텐츠 제작지원 420,000 420,000
컨설팅/마케팅지원 48,000 48,000  

2022년 핵심성과 지표
성과지표 ‘21년 실적 ‘21년 목표

스타프로젝트 제작지원 10개 과제 10개 과제
- - -
- - -

2022년도 변화 및 방향성

구분 2021년 (AS-IS) 2022년~ (TO-BE)
사업 조기 공고 매년 4월 공고 매년 3월 공고 예정

제작지원 분야 확대 기술기반(VRAR 등) 기술기반(VRAR, 메타버스, NFT 등)

 사업목표 

  ㅇ 성장 가능성이 높은 유망 프로젝트를 선별하여, 콘텐츠 제작지원 및 

투자·마케팅 분야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콘텐츠 완성도 제고

 사업내용

  ㅇ 스타프로젝트 제작지원 : 유망 콘텐츠 발굴 및 콘텐츠 제작 지원

  ▷ IP융복합(3건), 기술기반(3건), 파일럿(4건) 콘텐츠 제작 지원 

    ※ IP융복합 제작지원 : 콘텐츠 IP기반 타 장르 융합형 콘텐츠 개발

    ※ 기술기반 : 메타버스, NFT, 빅데이터·AI를 활용한 콘텐츠 개발 

    ※ 파일럿 : 콘텐츠 마케팅 활동을 위한 단편 형태의 콘텐츠 실증 버전 개발

  ㅇ 프로젝트 마케팅 후속지원 및 컨설팅 지원

    ▷ 온·오프라인 비대면 전시회 참가 지원

  ▷ 프로젝트별 개별 전문가 매칭 (투자·유통·홍보·라이선싱 등)

 추진일정

  ㅇ ’21. 1. ~  2. : 부산문화콘텐츠 스타프로젝트 세부계획 수립

  ㅇ ’21. 2. ~ 12. : 부산문화콘텐츠 스타프로젝트 사업 추진 

문 의 콘텐츠산업진흥단 윤병환 팀장 (749-9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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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능   콘텐츠 제작지원, 인프라/장비 지원 위/수탁 ● 공모사업 자체사업

문화체육관광부  ➋ 부산음악창작소 프로그램 운영

▍ 사업개요 음반제작, 프로모션, 공연, 교육 등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 및 
스튜디오 시설 운영으로 부산 지역 대중음악 생태계 육성

▍ 사업기간 '22. 1. ∼ '22. 12. (총 사업기간 : '14. 11. ∼ 계속)

▍ 사 업 비 580백만원 (국비 100, 시비 480) 

 

2021년 예산 (단위 : 천원)
사업명 ‘21년 ‘22년

뮤지션 창ᐧ제작 지원 118,000 135,000
공연, 교육 및 뮤직텔링 28,000 35,000

음악창작소 운영 234,000 250,500
공사 및 시설개선 등 580,000 159,500

 

2021년 핵심성과 지표
성과지표 ‘21년 실적 ‘22년 목표

뮤지션 지원 15건 19건
공연 개최 1회 1회
교육 운영 2회 2회

2022년도 변화 및 방향성

구분 2021년 (AS-IS) 2022년~ (TO-BE)

교육 및 후속지원 - 지산학 연계 교육 및 
지원 뮤지션 후속 지원사업 신규 추진

 사업목표 

  ㅇ 부산 대중음악 생태계 조성을 통한 뮤지션 자생력 강화 및 대중음악산업 

기반 마련

 사업내용

  ㅇ (시설운영) 녹음스튜디오 및 조정실 2, 회의실, 사무실 등 1,143㎡ 규모

  ㅇ (뮤지션지원) 지역 뮤지션 대상 전주기 지원 (창작-홍보-공연-후속지원)

    ▷ (창작/홍보) 음반제작‧프로모션 프로그램 (총 12건) 

    ▷ (공연제작) 기획공연 제작지원 프로그램 (총 3건) 

    ▷ (후속지원) 음반 플레이리스트 라이브 영상 제작 (총 4건)

  ㅇ (공연) 부산음악창작소 자체 지역 내 대중음악 기획공연 추진 (총 1회) 

  ㅇ (교육) 지산학 연계 음원제작 실습 교육 프로그램 운영 (2회)

 추진일정

  ㅇ ’21. 1. ~  3. : 부산음악창작소 제작지원 모집공고 및 뮤지션 선정

  ㅇ ’21. 3. ~ 12. : 뮤지션 제작지원, 공연, 교육, 홍보 프로그램 운영

문 의 콘텐츠산업진흥단 윤병환 팀장 (749-9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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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능   콘텐츠 제작 지원 위/수탁 ● 공모사업 자체사업

문화체육관광부  ➌ 2022 지역특화콘텐츠 개발지원사업

▍ 사업개요 지역특화소재(설화, 공간 등) 발굴을 통한 콘텐츠 제작․개발 활성화

▍ 사업기간 '22. 1. ∼ '22. 12. (총 사업기간 : '20. ∼ 계속)

▍ 사 업 비 800백만원 (국비 400, 시비 400)

2022년 예산 (단위 : 천원)
단위 사업명 ‘21년 ‘22년

지역 거점기관 운영 100,000 100,000
지역특화콘텐츠 개발지원 700,000 700,000  

2022년 핵심성과 지표
성과지표 ‘21년 실적 ‘21년 목표

콘텐츠 제작지원 4건 4건
거점기관 운영 3회 2회

2022년도 변화 및 방향성

구분 2021년 (AS-IS) 2022년~ (TO-BE)
마케팅 후속지원 신설 - 콘텐츠 전시회 지역공동관 운영

 사업목표 

  ㅇ 지역 전략산업, 관광산업과 연계한 지역특화 콘텐츠 발굴 및 육성

  ㅇ 지역특화 콘텐츠 개발 촉진 및 성장을 위한 거점기관의 역량 강화

 사업내용

  ㅇ 지역특화콘텐츠 개발지원

  ▷ 지원규모 : 4개 과제 (지원금 : 175백만원 이내 지원)

      ※ (예시) ‘21년 지역특화콘텐츠 개발 결과물

애니 “스카이서퍼” 다큐 “밀면과 명란” 메타버스 콘텐츠개발 뉴미디어 콘텐츠

  ㅇ 부산콘텐츠산업 발전 지역협의체 운영 및 정책연구

  ▷ 콘텐츠관련 유관기관 및 협‧단체를 중심으로 지역협의체 운영

 추진일정

  ㅇ ’22. 2. ~ 3.     : 지역특화콘텐츠 개발지원 모집공고 및 과제 선정

  ㅇ ’22. 2. ~ 11.    : 지역특화콘텐츠 선정 과제 사업운영 및 지역협의체 운영

문 의 콘텐츠산업진흥단 윤병환 팀장 (749-9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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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능   인프라/장비 지원, 입주지원, 사업화, 마케팅 위/수탁 ● 공모사업 자체사업

문화체육관광부  ➍ 지역기반형 콘텐츠코리아 랩 운영

▍사업개요 지역 콘텐츠 창작자 및 콘텐츠 기업 대상 인프라 운영과 교육·제작·
사업화·마케팅 지원을 통한 창작자 및 기업 역량 강화

▍사업기간 '22. 1. ∼ '22. 12. (총 사업기간 : '14. ∼ 계속)
▍사 업 비 1,600백만원 (국비 800, 시비 800)

2022년 예산 (단위 : 천원)
단위 사업명 ‘21년 ‘22년

콘텐츠코리아 랩 운영 642,400 498,205
창작자 교육, 제작지원 197,600 190,000

콘텐츠 스타트업 사업화지원 340,000 380,000
마케팅 지원 520,000 531,795

 

2022년 핵심성과 지표
성과지표 ‘21년 실적 ‘22년 목표

입주사 및 기업 매출 6,305백만원 6,100백만원
입주기업 수 16개사 16개사

교육 수료생 수 103명 110명
취/창업자 수 88명 77명
만족도 조사 4.5 4.0

2022년도 변화 및 방향성
구분 2021년 (AS-IS) 2022년~ (TO-BE)

전문인력 양성 교육 웹툰·1인미디어 교육 메타버스·웹툰·라이브커머스 교육
마케팅 지원 콘텐츠 소셜벤처 마케팅 지원 NFT 플랫폼 및 전시회 참가 지원을 통한 홍보

 사업목표 
  ㅇ 지역 콘텐츠기업과 콘텐츠 창작자들이 새로운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비대면 콘텐츠 집중과 차세대 콘텐츠 시장 개척 지원

  ㅇ 콘텐츠 창작자 역량 강화 및 시장진출형 창업·사업화 성공사레 창출

 사업내용

구  분 사업내용

창작자 교육

- (1인미디어 10명) 라이브 커머스 크리에이터 과정 : 지역 기업 동반 성장을 위한 라이브 커머스 교육
- (메타버스 10명) 메타버스 크리에이터 과정 : 제페토 스튜디오 활용 메타버스 캐릭터 커스텀 교육
- (웹툰 10명) ‘신인작가 교육’ : 웹툰 현업작가 멘토링을 통한 지정 프로듀싱 및 플랫폼 데뷔 지원
- (지역창작 거버넌스 80명) ‘ B-CON’ 창작과정 : 지역 대학 연계 콘텐츠 창작 공동 교육 프로그램 운영

창작 지원 - (웹소설 20명) ‘전지적 작가 시점’ : 유료 플랫폼 연재 목표 웹소설 예비작가 대상 제작지원

사업화 지원
- (사업화 지원 20건) ’B-CON’ 스타트업 사업화 지원 : 지역 콘텐츠 스타트업 대상 엑셀러레이팅 기반사업화 지원
- (고급화 10건) ‘B-CON’ 스타트업 고급화 지원 : 지역 콘텐츠 스타트업 시제품 고급화 지원(메뉴판식 사업화 지원)

마케팅 지원

- (On) NFT 마케팅 지원 : 콘텐츠 창작자 및 스타업의 창작물에 대한  NFT 플렛폼 마케팅 지원
- (On) 국내·외 플랫폼 마케팅 지원 : 해외 온라인 마켓 입점 및 상품 판매에 대한 전문 컨설팅  
- (On) 가상 Biz 지원 : 분야별 엑셀러레이팅 및 법률·세무·회계 등 온라인 지원
- (Off) 시설 및 홍보 운영 : COVID-19 상황 하, 안정적인 입주지원 16실 운영 및 사업 홍보 운영

 추진일정

  ㅇ ’22. 1. ~ 2.  :  지역기반형 콘텐츠코리아 프로그램 세부계획 수립
  ㅇ ’22. 2. ~ 12. :  지역기반형 콘텐츠코리아 창작자 교육 및 사업화, 마케팅 추진

 문 의 콘텐츠산업진흥단 고득영 팀장 (749-9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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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능   인프라/장비 지원, 콘텐츠 제작지원, 마케팅 위/수탁 ● 공모사업 자체사업

부산광역시  ➎ 크리에이터스튜디오 상상플러스부산 운영

▍사업개요 1인미디어 특화 크리에이터스튜디오 상상플러스부산 운영과 
교육·제작·마케팅 지원을 통한 지역 크리에이터 성장 지원

▍사업기간 '22. 1. ∼ '22. 12. (총 사업기간 : '19. ∼ 계속)
▍사 업 비 300백만원 (시비)

2022년 예산 (단위 : 천원)
단위 사업명 ‘21년 ‘22년
스튜디오 운영 180,000 175,000
1인미디어 교육 20,000 15,000

1인미디어 제작 지원 80,000 90,000
마케팅 지원 20,000 20,000

 

2022년 핵심성과 지표
성과지표 ‘21년 실적 ‘22년 목표

교육 25명 20명
제작 지원 35건 35건

마케팅 지원 10건 15건

2022년도 변화 및 방향성
구분 2021년 (AS-IS) 2022년~ (TO-BE)

마케팅 지원 V커머스 마케팅 지원 10건 V커머스 마케팅 지원 15건

 사업목표 
  ㅇ 1인미디어 특화 스튜디오 및 장비 운영을 통한 지역 크리에이터 성장 지원

  ㅇ 지역산업 연계 V커머스 제작 등 1인미디어 크리에이터와 지역 기업 동반 성장 지원

 사업내용

구  분 사업내용

시설운영
▷KT&G 상상마당 5층, 현업 크리에이터를 위한 ‘크리에이터스튜디오 상상플러스부산’ 운영
 - 면적 352㎡, 1인미디어 특화 스튜디오 3개, 편집실 3개, 교육실 1개 운영
 - COVID-19 QR코드 출입확인, 방역 등 상황별 안정적 운영 추진 

1인미디어
교육

(교육생 20명) 지역 크리에이터 성장 컨설팅 및 윤리 교육
 - 컨설팅&교육 : 지역 크리에이터 채널 데이터 분석 등 집중 컨설팅을 통한 스타 크리에이터 양성
 - 윤리교육 : 기본 소양 교육 병행 실시(콘텐츠 어뷰징 방지 및 온라인 표시광고, 저작권 교육)

크리에이터
제작 지원

(제작 지원 35건) 지역 크리에이터 1인미디어 콘텐츠 제작 지원
 - 1인 크리에이터 편집자 지원(20건) : 현업 크리에이터 20명(팀) 대상, 크리에이터 편집자 지원
 - ESG 콘텐츠 기획 및 제작 지원(15건) : 환경·사회·지배구조 등 사회적 메시지를 담은 영상 제작 지원

마케팅 지원 (마케팅 지원 15건) 지역 산업 대상 V커머스·브랜디드 제작 마케팅 지원 

 추진일정

  ㅇ ’22. 1. ~ 2.  :  크리에이터스튜디오 상상플러스부산 프로그램 세부계획 수립
  ㅇ ’22. 2. ~ 12. :  크리에이터스튜디오 상상플러스부산 교육, 제작, 마케팅 추진 

문 의 콘텐츠산업진흥단 고득영 팀장 (749-9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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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능  기반조성, 콘텐츠 제작지원 위/수탁 ● 공모사업 자체사업

부산광역시  ➏ 보드게임 기반조성 

▍사업개요 지역 내 건전 게임문화 전파를 위한 보드랑 설치 및 제작지원

▍사업기간 '22. 1. ∼ '22. 12. (총 사업기간 : '08. 1. ∼ 계속)

▍사 업 비 130백만원 (시비)

 

2022년 예산 (단위 : 천원)
단위 사엄명 ‘21년 ‘22년
보드랑 설치 76,000 76,000

보드랑 활성화 지원 30,000 30,000
제작지원 18,000 18,000

마케팅지원 6,000 6,000

2022년 핵심성과 지표
성과지표 ‘21년 실적 ‘22년 목표

보드랑 설치 1개소 1개소
보드랑 활성화 1건 2건

제작지원 2건 2건
마케팅지원 2건 2건

2022년도 변화 및 방향성
구분 2021년 (AS-IS) 2022년~ (TO-BE)

보드랑 활성화 매년 1회 개최 매년 2회 개최 예정
제작지원 매년 2분기 공고 매년 1분기 공고 예정

 사업목표 
  ㅇ 디지털게임 역기능 해소와 건전한 게임문화 조성을 위한 지역내 보드게임 문화 전파

  ㅇ 지역 보드게임의 발굴과 시장진입지원으로 초기 지역 보드게임 산업 기반 조성

 사업내용
  ㅇ 보드랑 구축 : 1개소
    ▷ 보드게임 이용 문화 확대를 위한 보드랑 설치 추진
      ※ 미설치 지역 : 강서구, 사상구, 부산진구, 서구, 중구, 남구, 수영구
  ㅇ 보드랑 활성화 지원 : 2건
    ▷ 보드랑 지점 간 대항전 및 지역 대회 개최
  ㅇ 제작지원 사업 : 2건
    ▷ 지역 내 우수 보드게임 창작자 발굴 및 제품 사업화 지원
  ㅇ 마케팅 지원 사업 : 2건
    ▷ 부산 보드게임사 및 창작자의 전시회 참가, 온라인 마케팅 활동 지원 

 추진일정
  ㅇ ’21. 1 ~ 12. : 보드랑 조성 공고 및 활성화 지원사업 추진
  ㅇ ’21. 2 ~ 12. : 제작 및 마케팅 지원사업 추진

문 의 콘텐츠산업진흥단 고득영 팀장 (749-9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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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능  기반조성, 콘텐츠 제작지원 위/수탁 ● 공모사업 자체사업

부산광역시  ➐ 지역출판산업 활성화 지원 사업

▍사업개요 부산 출판기업 대상 우수 스토리 기반 출판 및 마케팅 비용 지원 

▍사업기간 '22. 1. ∼ '22. 12. (총 사업기간 : '20. 1. ∼ 계속)

▍사 업 비 40백만원 (시비)

2022년 예산 (단위 : 천원)
단위 사엄명 ‘21년 ‘22년

출판콘텐츠 제작 지원 40,000 20,000

출판콘텐츠 마케팅 지원 - 20,000  

2022년 핵심성과 지표
성과지표 ‘21년 실적 ‘22년 목표
출판지원 4건 4건

마케팅 지원 - 3건

2022년도 변화 및 방향성
구분 2021년 (AS-IS) 2022년~ (TO-BE)

마케팅 지원 - 지역 출판물 마케팅 3회 지원예정

 사업목표 
  ㅇ 부산 지역 출판기업지원을 통한 출판산업 활성화

 사업내용
  ㅇ 지역 우수도서 출판 지원 : 4건
    ▷ 부산 출판사에서 출판예정인 우수도서를 선정하여, 출판비용 지원
      ※ (예시) ‘21년 출판 지원 결과물

아들아 살아보니 
사랑이더라 마지막항해 내손안의 작은바다 그대의 미소

  ㅇ 지역 출판 콘텐츠 마케팅 지원 : 3건
    ▷ 지역 출판사의 북페어 등 전시회 참가, 온라인 마케팅 활동 지원

 추진일정
  ㅇ '22. 1. ∼ 12. : 출판지원 및 마케팅 지원사업 추진

                    문 의 콘텐츠산업진흥단 윤병환 팀장 (749-9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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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능   기술개발 및 상용화 위/수탁 공모사업 ● 자체사업

문화체육관광부  ➑ 지역연계 첨단CT 실증(R&D)사업

▍ 사업개요 용두산 공원 메타버스 플랫폼·프로젝션 맵핑·AR어플리케이션 구축 등 
실감콘텐츠 장비 및 개발

▍ 사업기간 '22. 1. ∼ '22. 12. (총 사업기간 : '21. 7. ∼ '23. 12.)

▍ 사 업 비 1,913백만원 (국비 200, 시비 1,713)

2022년 예산 (단위 : 천원)
단위 사업명 ‘21년 ‘22년

지역연계 첨단CT 실증 운영 150,000 200,000
실감콘텐츠 개발 및 장비구축 - 1,713,000  

2022년 핵심성과 지표
성과지표 ‘21년 실적 ‘21년 목표
비SCI논문 1건 4건

국내 특허출원 3건 5건

2022년도 변화 및 방향성

구분 2021년 (AS-IS) 2022년~ (TO-BE)
실증 사업화 콘텐츠 로드맵 수립 실감콘텐츠 개발 실증

 사업목표 

  ㅇ <용두산 공원>을 중심으로 메타버스 기반 AI‧실감콘텐츠 융합 등 R&D 

및 실증을 통한 공원 활성화

 사업내용

  ㅇ 메타버스 구현을 위한 자세추정기술, 다중 사용자 추적 및 디지털트윈 기술개발

  ㅇ 공원 인프라 내 VR‧AR기술 R&D 및 콘텐츠 개발

    ▷ AR어플리케이션 개발, 프로젝션 맵핑 2개소, 대형 미디어월 구축 등

      ※ AR어플리케이션 : 공원안내, 메타버스, AR콘텐츠, 게임 등 플랫폼 구축

      ※ 프로젝션 맵핑 : 미디어파사드, 프로젝터를 활용한 이미지 구현

      ※ 대형미디어월 : 공원 면제점 전면 대형 LED디스플레이 설치

    ▷ 빅데이터‧AI기술을 접목한 시스템 개발 및 인터렉티브 미디어 아트 구현

    ▷ 클라우드 시스템 구축, 빅데이터·AI알고리즘 개발, 윈도우 포털 기술실증

      ※ 윈도우 포털 : 대형 키오스크 기반의 메타버스와 현실을 연결하는 포털

 추진일정

  ㅇ ’22. 1. ~ 12.    : 메타버스 생성을 위한 인터렉티브 공원 콘텐츠 개발

문 의 콘텐츠산업진흥단 윤병환 팀장 (749-9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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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능   입주지원, 콘텐츠 제작 지원 위/수탁 ● 공모사업 자체사업

부산광역시  ➒ 부산글로벌웹툰센터 운영

▍사업개요 웹툰 창작 기반 조성 및 지역 작가 중심의 웹툰 생태계 조성
▍사업기간 '22. 1. ∼ '22. 12. (총 사업기간 : '16. 9. ∼ 계속)
▍사 업 비 800백만원 (시비)

2022년 예산 (단위 : 천원)
단위 사업명 ‘21년 ‘22년
웹툰센터 운영 385,000 386,000

웹툰 콘텐츠 제작 지원 144,000 164,000
웹툰 산업 기반 활성화 20,000 20,000

네트워킹 및 마케팅 지원 251,000 230,000
 

2022년 핵심성과 지표
성과지표 ‘21년 실적 ‘22년 목표
입주지원 25개실 25개실
제작지원 30건 30건

전시장 방문객 수 761명 1,500명

2022년도 변화 및 방향성
구분 2021년 (AS-IS) 2022년~ (TO-BE)

부산 지역 웹툰 작품 홍보 SNS 콘텐츠 제작⋅배포를 통한 홍보 NFT 플랫폼을 통한 홍보 지원
웹툰 복합 공간 운영 활성화 COVID-19로 인한 예약제 운영 상시 운영으로 대시민 서비스 전환

 사업목표 
  ㅇ 작가 창작지원실 운영으로 웹툰 작가 집적화를 통한 우수 콘텐츠 제작 지원  
     및 지역 작가 웹툰작품 홍보 프로모션 진행
  ㅇ 지역 아동센터 및 교육청과의 연계를 통해 웹툰 체험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
  ㅇ 웹툰 피칭데이 상시 운영을 통한 지역 작가와 역내외 웹툰 콘텐츠 제작 기업과의 교류 활성화

 사업내용
  ㅇ 센터 운영 : 입주실 25개실 및 시민 대상 웹툰 복합문화공간 상시 운영  

구 분 센 텀 전포리모트 지원실 비콘 그라운드
인 원 20개실 2개실 3개실
장 소 BCC 내･외 일부 전포생활문화센터 3층 아트갤러리 T동

규 모
○1,483.12㎡(449평)
▷ BCC 3층(창작지원실)
▷ BCC 외부(전시장+웹툰체험관)

○54.84㎡(16.59평)
▷ 따뜻한 동아리실
▷ 어울림 동아리실

○61.2㎡(18.54평)
▷ 입주실 3개실
▷ 이벤트홀 등

  ㅇ 창작자 발굴 : 제10회 부산판타스틱 만화공모전 개최 
  ㅇ 창작활성화 지원 : 작가 창작 지원(15건) 및 어시스턴트 지원(15건)
  ㅇ 마케팅 지원 및 네트워크 : 웹툰 헬프데스크, NFT 홍보 지원 및 전시회 운영

 추진일정
  ㅇ ‘22.  2. ~ 11. : 창작지원사업 및 웹툰 헬프데스크 상시 운영
  ㅇ ‘22. 10. ~ 11. : 웹툰(만화) 전시회 및 작가 교류회 개최
  ㅇ ‘22.  9. ~ 12. : 제10회 부산판타스틱 만화 공모전 개최

문 의 콘텐츠산업진흥단 고득영 팀장 (749-9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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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능   기반조성 위/수탁 ● 공모사업 자체사업

부산광역시  ➓ 부산브랜드웹툰 제작

▍사업개요 지역 명소의 웹툰 배경 제작⋅배포를 통한 부산 도시 이미지 브랜딩

▍사업기간 '22. 4. ~ '22. 12. (총 사업기간 : '16 ~ 계속)

▍사업비 100백만원 (시비)

2022년 예산 (단위 : 천원)
단위 사업명 ‘21년 ‘22년

부산브랜드웹툰 제작 36,000 90,000

부산브랜드웹툰 홍보 64,000 10,000  

2021년 핵심성과 지표
성과지표 ‘21년 실적 ‘22년 목표
작품제작 총 12화 -

디지털 배경 제작 - 3건

2022년도 변화 및 방향성

구분 2021년 (AS-IS) 2022년~ (TO-BE)

콘텐츠 제작내용 변경 부산 소재⋅주제의 웹툰 제작 부산 명소를 웹툰 배경으로  제작

 사업목표

  ㅇ 부산 지역 명소(광안대교, 용두산 공원, 해운대, 영화의 전당 등)를 웹툰      

배경으로 제작 후 배포하는‘디지털 로케이션’사업 추진으로 부산브랜드를 홍보

 사업내용

  ㅇ 추진방향

   ▷ 부산 지역의 명소를 웹툰의 배경으로 제작 배포하는 ‘디지털 로케이션’사업

   ▷ 제작된 웹툰 배경 콘텐츠를 온라인을 통해 전국 작가 대상으로 배포

      → 웹툰 작품을 통해 만날 수 있는 부산 명소를 통해 전국 독자에게 부산브랜드를 홍보

  ㅇ 추진내용

   ▷ (콘텐츠 제작)‘디지털 로케이션’배경 총 3건 제작 (부산 지역의 명소 3개소)

   ▷ (콘텐츠 홍보)  온라인을 통해 전국 작가 대상 배포 후 작품에 활용 되도록 지원

 추진일정

  ㅇ '22.  4. ~  10. : 스케치업 프로그램을 활용한 웹툰 배경 제작

  ㅇ '22.  10. ~ 12. : 온라인을 통한 웹툰 배경 배포

문 의 콘텐츠산업진흥단 고득영 팀장 (749-9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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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능   기반조성, 기타(인력양성) 위/수탁 ● 공모사업 자체사업

부산광역시  ⓫ 부산웹툰캠퍼스 운영

▍사업개요 웹툰 창작자 양성을 통한 지역 웹툰 산업 기반 확대  
▍사업기간 '22. 3. ∼ '22. 12. (총 사업기간 : '19. 3. ∼ 계속)
▍사 업 비 180백만원 (국비 90, 시비 90)

2022년 예산 (단위 : 천원)
단위 사업명 ‘21년 ‘22년

지역 웹툰캠퍼스 운영 90,000 80,000
정규과정 운영 및 포럼 개최 70,000 80,000

특강 프로그램 운영 20,000 20,000  

2021년 핵심성과 지표
성과지표 ‘21년 실적 ‘22년 목표
정규과정 60명 60명

특강 413뷰 140명
체험프로그램 258명 500명

2022년도 변화 및 방향성
구분 2021년 (AS-IS) 2022년~ (TO-BE)

교육 대상 청년층 대상 교육 운영 청소년 및 중장년층 등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교육 운영 추진

 사업목표 
  ㅇ 지역웹툰 창작 인력의 저변 확대 및 신인 웹툰 작가 발굴 및 데뷔 지원을   
     통한 두터운 지역 작가층 형성
  ㅇ 지역 내 청소년 웹툰 창작 기초교육을 통한 잠재적 웹툰 창작 인력 양성 및  
     지역 내 웹툰(만화) 향유 문화 확산

 사업내용
  ㅇ 2022 부산웹툰캠퍼스 정규과정 운영
    ▷ 일반교육 : 일반 시민대상 3회 60명 수료 (회당 6주, 20명)
    ▷ 멘토스쿨 : 데뷔 전 예비 작가 대상 원고 작업 스킬 교육 (12주, 20명)
    ▷ 주니어 웹툰 스쿨 운영 : 방학기간 활용 청소년 웹툰 교육 (4주, 15명)
  ㅇ 웹툰작가 초청 특강 운영 : 웹툰작가 스토리강연, 창작교수법, 저작권 보호등(140명)
  ㅇ 웹툰 체험 프로그램 운영 : 지역청소년, 일반인 대상 웹툰전시투어체험 (500명) 

  
2021 웹툰캠퍼스 모집 공고 웹툰 체험 프로그램 웹툰캠퍼스 정규 과정

 추진일정
  ㅇ '22. 03. ~ 12. : 2022 지역웹툰캠퍼스 운영 사업 추진

문 의 콘텐츠산업진흥단 고득영 팀장 (749-9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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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능   행사개최/네트워크 지원 위/수탁 ● 공모사업 자체사업

부산광역시  ⓬ 부산웹툰페스티벌 개최

▍사업개요 지역 웹툰 작가가 중심이 되어, 시민과 작가가 소통하는 웹툰 축제의 장 마련

▍사업기간 '22. 1. ∼ '22. 12. (총 사업기간 : '17. 11. ∼ 계속)

▍사 업 비 300백만원 (시비)

2022년 예산 (단위 : 천원)
단위 사업명 ‘21년 ‘22년

페스티벌 행사 개최 214,000 250,000
페스티벌 운영비 36,000 50,000  

2022년 핵심성과 지표
성과지표 ‘21년 실적 ‘22년 목표

온라인 조회수 107,034회 -
참여작가 154명 160명

전시 작품수 611점 650점

2022년도 변화 및 방향성
구분 2021년 (AS-IS) 2022년~ (TO-BE)

운영방식 COVID-19로 인해 온라인 콘텐츠 
위주의 행사 운영

 오프라인 페스티벌 추진을 통한
웹툰 축제의 장 마련

 사업목표
  ㅇ 지역 기반의 웹툰 콘텐츠 행사로 지역 콘텐츠 산업 활성화 지원

 사업내용
  ㅇ 행 사 명 : 제6회 부산웹툰페스티벌
  ㅇ 기    간 : 2022. 10. 27. ~ 10. 30. (4일간)
  ㅇ 장    소 : 서면 KT&G 상상 마당 일원
  ㅇ 세부내용
   ▷ (공식행사) 개막식 및 골든브릿지 웹툰 어워즈 
   ▷ (전 시 회) 국내⋅외 웹툰 작품 전시 및 도슨트 해설영상 등
   ▷ (B2B 행사) 웹툰 컨퍼런스 및 비즈니스 상담데이 운영

   ▷ (드로잉 토크쇼) 유명 웹툰작가 초청 토크쇼
   ▷ (부대행사) 라이브 드로잉 쇼, 캐리커쳐 및 체험행사 등

웹툰 전시 공식 행사

 추진일정
  ㅇ '22. 1. ∼ 9. : 행사 사전 홍보 추진
  ㅇ '22.     10. : 제5회 부산웹툰페스티벌 개최

                                문 의 콘텐츠산업진흥단 고득영 팀장 (749-9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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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➊ G-STAR� 2022� 개최

� � ➋ 부산 지역기반게임산업육성

� � ➌� 라구나 다이나믹 게임&콘텐츠 펀드 운영

� � ➍ 베이비샤크 넥스트 유니콘 IP� 펀드 운영

� � ➎ (신규)� 인디게임 큐레이션 시스템 구축 운영

� � ➏ 부산 이스포츠 상설경기장 운영

� � ➐ e스포츠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 � ➑ 문화기술연구개발 지원 사업(실감형 e스포츠)�

� � ➒ 문화기술연구개발 지원 사업(인공지능)� �

� � ➓ 부산콘텐츠아카데미 운영

지스타 2021 개최 실감형 중계 기술개발 부산이스포츠경기장 시민 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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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능   행사개최/네트워크 지원 위/수탁 ● 공모사업 자체사업

부산광역시  ➊ G-STAR 2022 개최

▍ 사업개요 국내 최대규모 게임전시회인 지스타 및 연계 부대행사, 이벤트 등 개최

▍ 사업기간 '22. 1. ∼ '22. 12. (총 사업기간 : '09. ∼ 계속)
▍ 사 업 비 3,000백만원 (시비)

2022년 예산 (단위 : 천원)
사업명 ‘21년 ‘22년

지스타 전시 운영 2,510,000 2,080,000
인디게임 지원 140,000 200,000

연계 이벤트 개최 350,000 720,000  

2022년 핵심성과 지표
성과지표 ‘21년 실적 ‘22년 목표

참가기업 수 783개사 800개
BTB유료바이어 수 1,367명 1,500명
지스타 TV 조회수 179만회 180만회

2022년도 변화 및 방향성
• 재개된 오프라인 전시 규모 회복 및 메타버스・NFT 등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전시 개최
• 부산 내 주요 서브 전시장을 활용한 다양한 신규 연계행사 개최 및 이를 통한 축제 도시로의 발전

 사업목표 
  ㅇ 변화하는 게임시장의 흐름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글로벌 대표 게임전시회로 발전
  ㅇ 지스타를 중심으로 문화・예술・관광 등 연계를 통한 대표 축제 도시로 정착

 사업내용
  ㅇ 전시개요
    ▷ 기간/장소(안) : 2022. 11. 16.(수) ~ 11. 20.(일) / 부산 벡스코
    ▷ 주최/주관 : (사)한국게임산업협회/지스타조직위원회, (재)부산정보산업진흥원
    ▷ 행사구성 : BTC・BTB 온・오프라인 전시, 컨퍼런스, 연계 이벤트 및 부대행사 등

    

구  분 내         용

전
시

BTB
 [오프라인] 기업관, 중소기업공동관, 네트워크 라운지, 비즈니스센터 등
 [온라인] 라이브 비즈 매칭 (화상 미팅)

BTC
 [오프라인] 기업관, 중소기업공동관, 아카데미관, 야외 홍보부스 등
 [온라인] 지스타TV 온라인 방송 - 자체 및 참가사 콘텐츠

공식ㆍ부대 행사  웰컴리셉션, 개막식, 대한민국 게임대상, G-CON, 지스타컵 등

연계 이벤트  G-Camping, G-Summit, G-Festival, 게임 IP 기획전시 등

산업육성  지역 게임기업 및 인디게임 지원

브랜드 강화  게임콘셉트 공간 운영, 캐릭터 기념품 개발, 연계 관광프로그램 개발 등
  

 추진일정
  ㅇ ’22. 3. ~  11. : 지스타 사업계획 수립 및 참가기업 모집 등
  ㅇ ’22. 11. : 지스타 2021 개최

문 의 게임산업진흥단 한상민 단장 (749-9152)



- 37 -

지원기능   기반조성, 사업화, 콘텐츠 제작 지원  중앙부처위탁 ● 부산시위탁

문화체육관광부  ➋ 부산 지역기반게임산업육성 

 사업목표 

   ㅇ 게임 개발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혁신형 미들기업 육성 및 글로벌 인디게임 
개발기업 정착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사업내용

  

구 분 세부 사업내용

게임기업
인큐베이팅

예비창업자 및 스타트업 기업 입주지원 및 인큐베이팅 프로그램 운영
- BGC 메타버스 연계 인큐베이팅 지원
▸입주실(29개실), 게임스테이션(1개실), BGC인디랩(1개실), 회의실, 휴게공간 등 운영
- 부산글로벌게임센터홍보운영, BGC 게임창작팀워크챌린지지원

게임콘텐츠
제작지원

우수 게임콘텐츠 발굴 및 신기술 기반 게임콘텐츠 제작지원
- Bu:Star 게임콘텐츠제작지원(신기술기반, 올인원, 상용화, 프로토타입)
- 게임콘텐츠퀄업(고급화) 지원

게임콘텐츠
사업화지원

게임시장 분석을 통한 성공적 시장 진출 지원 및 마케팅 확대 지원
- 게임콘텐츠분석&런칭지원게임콘텐츠마케팅전략지원, 게임콘텐츠글로벌마케팅지원
- 국내외게임전시회참가지원(런던게임쇼, 게임스컴, 도쿄게임쇼, 지스타)

인디게임
산업육성

글로벌 인디게임 개발정보 큐레이션 및 인디게임 중심 사업화 환경 구축
- 부산 인디커넥트(BIC) 페스티벌 개최, 부산 인디커넥트 루키 게임잼 개최
- 인디게임 큐레이션 시스템 구축 및 운영

교육 및
네트워킹

게임 개발기업 실무역량 강화 및 게임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업간 네트워킹 지원
- BGC 게임캠프 집중 교육, 게임물 이용자 리터러시 교육, 부산 게임인의 밤 개최

 추진일정

  ㅇ '22. 1. ∼ : 온라인 지원사업 설명회 개최 및 지원사업 수시안내 등 
  ㅇ '22. 2. ∼ : Bu:Star 게임콘텐츠 제작지원 사업공고 및 지원과제 접수 등 진행

문 의 게임산업진흥단 한상민 단장 (749-9152)

▍사업개요 지역 게임기업 인큐베이팅 및 개발지원, 사업화 지원 등을 통한 글로벌 경쟁력 강화
▍사업기간 '22. 1. ∼ '22. 12. (총 사업기간 : '15. ∼ 계속)
▍사 업 비 3,200백만원 (국비 1,400, 시비 1,800)

2022년 예산 (단위 : 천원)
사업명 ‘21년 ‘22년

인큐베이팅 801,400 737,000
제작지원 1,697,000 900,000

사업화지원 1,002,000 945,000
인디게임 산업육성 519,600 560,000

교육 및 네트워킹 지원 80,000 58,000
 

2022년 핵심성과 지표
성과지표 ‘21년 실적 ‘22년 목표

지원기업 수 58개사 50개사
매출액 302.2억 200억

고용창출 186명 180명
신규창업 3개사 3개사

참여자수(교육 및 행사) 132,660명 140,000명
2022년도 변화 및 방향성

• 코로나 지속에 따른 지역 게임기업 개발환경 혁신적 변화 대응을 위한 메타버스 기반 지원사업 개선
• 경쟁력 있는 지역 게임콘텐츠 확보를 위한 개발 밀착형 인큐베이팅 프로그램 운영



- 38 -

지원기능  기타(직접 지원) 중앙부처위탁 부산시위탁 ●

문화체육관광부  ➌ 라구나 다이나믹 게임&콘텐츠 펀드 운영

▍사업개요 모태펀드 문화계정 지역 유치 및 부산지역 게임&콘텐츠 기업 대상 투자 
활성화를 위한 모험투자 펀드 결성, 운용 지원

▍사업기간 '22. 1. ∼ '22. 12. (펀드 존속 기간 : `20. 10. ~ `27. 10. / 7년)

▍사 업 비 200백만원 (시비)

2022년 예산 (단위 : 천원)
사업명 ‘21년 ‘22년

라구나 다이나믹 게임&콘텐츠 펀드 운영 400,000 200,000  

2021년 핵심성과 지표
성과지표 ‘21년 실적 ‘22년 목표

총 투자액(누적) 약 113억원 158억원
부산지역 투자액 약 5억원(1개사) 5억원(1개사)

포스트코로나 대응(온-오프믹스) 및 현안사항
• 부산지역 게임&콘텐츠 기업 대상 비대면 IR 미팅 등 투자 유치 지원

 펀드개요

  ㅇ 펀 드 명 : 라구나 다이나믹 게임&콘텐츠 펀드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계정 모태펀드

  ㅇ 운 용 사 : 주식회사 라구나인베스트먼트(대표자 : 박영호, 박형준)

  ㅇ 운용규모 : 15,860백만원 (15,860좌) ※ 1좌 : 1백만원

(한국모태 7,500, 부산시 1,000, 민간 7,200, 라구나 160)

  ㅇ 투자대상 : 창업초기 문화산업(게임&콘텐츠) 분야 스타트업

(※ 부산지역 게임&콘텐츠 기업 대상 부산시 출자금의 200% 이상 비율 의무투자 규약)
     

 운용방향

  ㅇ 부산지역 강소 게임&콘텐츠 기업 발굴 및 지역기업 투자 협력 지원 

    ▹ 우수 지역기업 발굴을 위해 운용사 ‘라구나인베스트먼트’와 ‘부산정보

산업진흥원’ 간 적극적인 정보교류 및 협력체계 유지

    ▹ IR 미팅 개최 등을 통한 지역 게임&콘텐츠 기업 투자 유치 지원

 추진일정

  ㅇ '22. ∼ '23. : 잔여 출자약정액(2억) 출자 및 투자대상 기업 투자 완료 

  ㅇ '24. ∼ '26. : 투자대상별 투자금 회수 추진 및 조합자산 배분

문 의 게임산업진흥단 한상민 단장 (749-9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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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능  기타(직접 지원) 중앙부처위탁 부산시위탁 ●

문화체육관광부  ➍ 베이비샤크 넥스트 유니콘 IP 펀드 운영

▍사업개요 모태펀드 문화계정 지역 유치 및 부산지역 게임&콘텐츠 기업 대상 투자 
활성화를 위한 모험투자 펀드 결성, 운용 지원

▍사업기간 '22. 1. ∼ '22. 12. (펀드 존속 기간 : `21. 9. ~ `29. 10. / 8년)

▍사 업 비 300백만원 (시비)

2021년 예산 (단위 : 천원)
사업명 ‘21년 ‘22년

베이비샤크 
넥스트 유니콘 IP펀드 운영

400,000 300,000  

2021년 핵심성과 지표
성과지표 ‘21년 실적 ‘22년 목표

총 투자액(누적) 약 32억원 105억원
부산지역 투자액 - 5억원(1개사)

포스트코로나 대응(온-오프믹스) 및 현안사항
• 부산지역 게임&콘텐츠 기업 대상 비대면 IR 미팅 등 투자 유치 지원

 펀드개요

  ㅇ 펀 드 명 : 베이비샤크 넥스트 유니콘 IP 펀드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계정 모태펀드

  ㅇ 운 용 사 : 스마트스터디벤처스(주)(대표자 : 이현송)

  ㅇ 운용규모 : 35,500백만원 (35,500좌) ※ 1좌 : 1백만원

(한국모태 1,800, 부산시 1,000, 민간 31,700, 운용사 1,000)

  ㅇ 투자대상 : 창업초기 문화산업(게임&콘텐츠) 분야 스타트업

(※ 부산지역 게임&콘텐츠 기업 대상 부산시 출자금의 300% 이상 비율 의무투자 규약)

     

 운용방향

  ㅇ 부산지역 강소 게임&콘텐츠 기업 발굴 및 지역기업 투자 협력 지원 

    ▹ 우수 지역기업 발굴을 위해 운용사 ‘스마트스터디(주)’와 ‘부산정보산업

진흥원’ 간 적극적인 정보교류 및 협력체계 유지

    ▹ IR 미팅 개최 등을 통한 지역 게임&콘텐츠 기업 투자 유치 지원

 추진일정

  ㅇ ’22. ∼ ’26. : 잔여 출자약정액(6억) 출자 및 투자대상 기업 투자 완료 

  ㅇ '23. ∼ '29. : 투자대상별 투자금 회수 추진 및 조합자산 배분

문 의 게임산업진흥단 한상민 단장 (749-9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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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지원  기타(인력양성) 위/수탁 ● 공모사업 자체사업

부산광역시  ➎ (신규) 인디게임 큐레이션 시스템 구축 운영

▍ 사업개요 글로벌 인디게임 개발 데이터 수집 및 작품정보 DB(데이터베이스)화, 
작품정보 비즈매칭 활용을 통한 인디게임 통합 플랫폼 구축·운영

▍ 사업기간 2022년 (예정)

▍ 사 업 비 270백만원 (시비)

2022년 예산 (단위 : 천원)
단위 사업명 ‘21년 ‘22년

인디게임 큐레이션 시스템 구축 및 운영 0 270,000  

2022년 핵심성과 지표
성과지표 ‘21년 실적 ‘22년 목표

신규 등록 게임콘텐츠 - 100개

 사업목표

  ㅇ ‘부산인디커넥트페스티벌(BIC)’브랜드를 중심으로 단순 행사를 넘어 

글로벌 인디게임 플랫폼으로써 기능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큐레이션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사업내용

  ㅇ (작품정보 전산화/DB화) 부산인디커넥트페스티벌 인디게임 접수작 및 전시작 

DB를 활용한 국내외 개발중(출시작품 포함) 콘텐츠 정보 전산화 입력

  ㅇ (작품정보 검색 플랫폼화) 체계적으로 DB화된 인디게임 정보를 활용한 전

문화된 검색 플랫폼을 구축하고, 관련 정보데이터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

도록 아카이빙 시스템 운영

  ㅇ (작품정보 자유등록 지원) 기획 및 개발중인 프로젝트 내용을 개인이 자유롭게 

등록하여 해당 플랫폼을 통한 정보전달이 가능하도록 오픈형 시스템 운영

 추진일정

  ㅇ ’22. 1. ~  3. : 사업 세부계획 수립 및 용역사 선정

  ㅇ ’22. 4. ~ 12. : 인디게인 큐레이션 시스템 구축 및 테스트 운영

문 의 게임산업진흥단 한상민 단장 (749-9152)



- 41 -

지원기능  기반조성, 기타(인력양성) 위/수탁 ● 공모사업 자체사업

부산광역시  ➏ 부산 이스포츠 상설경기장 운영  

▍ 사업개요 경기장 활성화 프로그램 추진 및 콘텐츠 제작, 대시민 온·오프라인 홍보 등
▍ 사업기간 '22. 1. ∼ '22. 12. (총 사업기간 : '19. ∼ 계속)
▍ 사 업 비 2,200백만원 (시비 1,600, 민자 600)

 

2022년 예산 (단위 : 천원)
부산 이스포츠 상설경기장 운영 ‘21년 ‘22년

경기장 운영 및 홍보 1,353,651 1,359,296
경기장 조직 운영 341,249 550,704

경기장 활성화 프로그램 55,100 290,000  

2022년 핵심성과 지표
성과지표 ‘21년 실적 ‘22년 목표

가동률 157일(50%) 172일(55%)
관람객수 4,114명 4,400명

2022년도 변화 및 방향성
구분 2021년 (AS-IS) 2022년~ (TO-BE)

경기장 프로그램 확대 5건 6건
관람객수 증가 5,286명 4,400명 목표 설정

 사업목표 
  ㅇ 국내외 이스포츠 이벤트 유치 및 각종 대시민 이스포츠 친화 프로그램 추진을 

통한 ‘이스포츠 메카 도시 부산’ 인지도 확산 및 경기장에 대한 관심 제고 

 사업내용
  ㅇ 주요 사업 내용

   

항목 주요내용

조직운영
경기장 운영 행정 인력 구성 및 전문기관 용역을 통한 효율적 인적 구성
 ‣ (행정관리) 진흥원 이스포츠전략팀 7명(운영총괄1, 시설 2, 운영 2, 프로그램 2) 상주
 ‣ (시설 운영) 미화, 안내, 홀매니저 등 경기장 시설 전반 관리 및 대민 안내
 ‣ (장비 운영) 원활한 경기장 방송/대회 진행을 위한 방송 송출 및 콘텐츠 제작 지원

경기장 운영

경기장 대관 및 장비 임대, 부대시설 임차, 스폰서십 체결 등 매뉴얼에 따른 수익 창출
 ‣ (대관 및 장비 임대) 경기장 시설 대관 및 시스템별 장비 임대 추진
 ‣ (부대시설 임차) 카페 및 MD스토어 등 면적에 따른 1년 단위 임차 
 ‣ (스폰서십 체결) 경기장 전 공간 및 시설별 명칭 사용권 판매 등 스폰서 및 광고 유치
 ‣ (기타) 등급 별 경기장 멤버쉽 프로그램 운영 

홍보 운영
경기장 공식 SNS 채널 활성화 및 대회·행사 안내물 제작 등을 통한 경기장 인지도 제고
 ‣ (온라인 홍보) 경기장 공식 SNS, 홈페이지 운영, 서포터즈 운영 등
 ‣ (오프라인 홍보) 지하철 역사 및 BRT 광고 등 범시민 대규모 오프라인 홍보 추진

경기장 
활성화

프로그램

게임사 및 구단, 방송사 연계 등을 통한 다양한 이스포츠 대회/이벤트/행사 개최 추진
 ‣ (대회/이벤트) 직장인배 이스포츠 대회, 한-미 대학교 교류전 등
 ‣ (기타 행사) 경기장 투어, 뷰잉파티, 플리마켓, 기타 게임 및 콘텐츠 행사 등

     

 추진일정
  ㅇ ’22. 01. ~ 02. : 부산 이스포츠 경기장 운영 세부계획 수립 및 사업 협약 체결
  ㅇ ’22. 02. ~ 12. : 부산 이스포츠 경기장 운영 사업 추진

문 의 게임산업진흥단 김경태 팀장 (805-5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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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능  기반조성, 기타(인력양성) 위/수탁 ● 공모사업 자체사업

문화체육관광부  ➐ e스포츠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 사업개요 지역 e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e스포츠대회 개최, 인재양성 및 글로벌 교류 저변 확대

▍ 사업기간 '22. 1. ∼ '22. 12.  (총 사업기간 : '09 ∼ 계속)

▍ 사 업 비 1,100백만원 (국비 200, 시비 900)

2022년 예산 (단위 : 천원)
단위 사업명 ‘21년 ‘22년

e스포츠대회 개최 및 운영 581,060 574,000
e스포츠 인력양성 지원 248,940 266,000

글로벌 교류 및 저변확대 170,000 260,000  

2021년 핵심성과 지표
성과지표 ‘21년 실적 ‘22년 목표

대회개최 및 유치 16회 17회

대회 참가자 960명 800명

2022년도 변화 및 방향성

구분 2021년 (AS-IS) 2022년~ (TO-BE)
시민 소통형 e스포츠 이벤트 팬대항전 및 뷰잉파티 1회 개최 뷰잉데이 및 뷰잉파티 등 3회 이상 개최
e스포츠 동아리 지원 - e스포츠 동아리 4개 활동 지원

 사업목표 
  ㅇ 다양한 e스포츠대회 및 행사 개최를 통한 e스포츠 문화 선도 및 활성화 기여
  ㅇ 프로/아마추어/생활 각 층의 목적에 맞는 e스포츠대회 개최로 e스포츠 

생태계 선순환 및 산업발전 선도
 

 사업내용
  ㅇ 주요 사업 내용

항목 주요내용
생활/아마추어

e스포츠 활동지원
 ‣ 대통령배 전국 아마추어 e스포츠 대회 부산지역대표 선발전 진행 및 전국결선 참가 지원
 ‣ 부산광역시장배 전국 직장인 대회 및 고교 e스포츠 대항전 개최
 ‣ 전국 대학 e스포츠 대학리그 권역별 대표 선발 및 전국결선 참가 지원

프로 e스포츠 대회 
개최 및 유치

 ‣ 부산 프로 e스포츠 'The Esports Night(T.E.N)' 개최 
 ‣ 국내외 e스포츠 대회 및 행사 부산 유치를 통한 e스포츠 저변확대

이스포츠 인재 발굴 
및 육성

 ‣ e스포츠 선수단 ‘GC 부산’ 운영 지원 및 e스포츠 동아리 지원
 ‣ 중학생 대상 부산 e스포츠 토크쇼 및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
 ‣ 부산 e스포츠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운영

글로벌
교류 확대

 ‣ 세계 e스포츠 정상회의 개최를 통한 글로벌 e스포츠 저변 확대
 ‣ e스포츠를 매개로 타국과 교류할 수 있는 글로벌 e스포츠 교류전 개최

     
 추진일정

  ㅇ ’22. 1. ~  2. : e스포츠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세부계획 수립 및 사업 협약 체결

  ㅇ ’22. 2. ~ 12. : e스포츠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사업 추진

문 의 게임산업진흥단 김경태 팀장 (805-5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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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능   기술개발 및 상용화 위/수탁 ● 공모사업 자체사업

문화체육관광부  ➑ 문화기술연구개발 지원 사업(실감형 e스포츠) 

▍ 사업개요 실감형 e스포츠 중계를 위한 AR 스트리밍 5G 서비스 기술 개발

▍ 사업기간 '22. 1. ∼ '22. 12. (총 사업기간 : '20. 7. ∼'22. 12.)

▍ 사 업 비 100백만원 (국비) ※총사업비 : 2,500백만원

2022년 예산 (단위 : 천원)
단위 사업명 ‘21년 ‘22년

실감형 e스포츠 중계를 위한 AR 
스트리밍 5G 서비스 기술개발 100,000 100,000  

2021년 핵심성과 지표
성과지표 ‘21년 실적 ‘22년 목표

AR e스포츠 스트리밍 
중계 서비스 기술개발

중계 시스템 연동 
및 구축 2건

실증 상용화용 시범 
서비스 실시 2건

2022년도 변화 및 방향성

구분 2021년 (AS-IS) 2022년~ (TO-BE)
AR e스포츠 스트리밍 
중계 서비스 기술개발

중계 시스템 연동 및 구축 2건
(AR e스포츠 중계 서비스)

실증 상용화용 시범 서비스 실시 2건
(선수 AR e스포츠 중계 서비스)

 사업목표 

  ㅇ e스포츠 관람객과 시청자 대상으로 한 실감형 AR/VR 중계 및 관람 서비스 개발

  ㅇ 경기장 관람객에게 증강된 경기 관람 경험을 제공하고 새로운 방식의 서비스 확대

 사업내용

  ㅇ 과 제 명 : 실감형 e스포츠 중계를 위한 AR 스트리밍 5G 서비스 기술개발

  ㅇ 운영기관 : (주관)한국전자기술연구원 (공동)라우드커뮤니케이션즈/부산정보산업진흥원

  ㅇ 주요내용 : 3차년도 연구 개발 진행

 

구분 한국전자기술연구원 ㈜라우드커뮤니케이션즈 부산정보산업진흥원

주요 

개발내용

◾ 인게임 획득기술 고도화
◾ 스트림믹서 기술 고도화
◾ 스트리밍 기술 고도화
◾ 실시간 스트리밍 기술 고도화
◾ 중계 재현 기술 고도화

◾ 실증 상용화 시범 서비스 및 
비즈니스 모델 개발

◾ 중계 상용화에 따른 필요 
중계방식 테스트 및 포맷 개발

◾ AR 실증 5G 상용화용 
시범 서비스 실시 

◾ e스포츠 중계 운영 모델 
고도화

 추진일정

  ㅇ ’22. 1. ~ 3. : 3차년도 연구 계획 수립, 연구개발비 신청 및 테스트 준비

  ㅇ ’22. 4. ~ 11. : 실감형 e스포츠 AR 실증 5G 상용화용 시범 서비스 연구 및 테스트 실시 

문 의 게임산업진흥단 김경태 팀장 (805-5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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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능   기술개발 및 상용화 위/수탁 ● 공모사업 자체사업

문화체육관광부  ➒ 문화기술연구개발 지원 사업(인공지능) 

▍ 사업개요 Game Now : e-스포츠 서비스를 위한 인공지능 기반 실시간 게임 분석 기술 개발

▍ 사업기간 '22. 1. ∼ '22. 12. (총 사업기간 : '21. 6. ∼ '23. 12.)

▍ 사 업 비 130백만원 (국비) 

2022년 예산 (단위 : 천원)
단위 사업명 ‘21년 ‘22년

Game Now : e-스포츠 
서비스를 위한 인공지능 기반 
실시간 게임 분석 기술개발

100,000 130,000  

2022년 핵심성과 지표
성과지표 ‘21년 실적 ‘22년 목표

인공지능 데이터 
아카이빙 및 데이터

시각화 및 시연

데이터 수집 및 
노출 인터페이스 

구축 2건
경기장 연계 데이터 
시각화 시연 시스템 

구축 2건

2022년도 변화 및 방향성
구분 2021년 (AS-IS) 2022년~ (TO-BE)

인공지능 데이터 
아카이빙 및 데이터

시각화 및 시연

경기 리플레이 데이터 아카이브 구축 1식 지역소재 게임단 훈련 데이터 아카이브 구축 1식
데이터 노출 인터페이스 설계 및 개발 1식 분석 정보 시각화 포맷 표준화 및 시연 시스템 구축 1식

 사업목표

  ㅇ 게임 플레이 데이터로부터 전략 및 훈련 시나리오를 제공하여 경기 분석 및 상황인식 지원

  ㅇ 데이터 활용과 e스포츠 인재 양성의 차별화된 노하우 축적 플랫폼 구축

 사업내용

  ㅇ 사업개요
    ▷ 과 제 명 : Game Now : e-스포츠 서비스를 위한 인공지능 기반 실시간 게임 분석 기술 개발
    ▷ 운영기관 : (주관)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공동) 라우드커뮤니케이션즈/부산정보산업진흥원/연세대학교
  ㅇ 주요내용

운영기관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라우드커뮤니케이션즈 부산정보산업진흥원 연세대학교

주요 

개발내용

◾ 라이브 게임 실시간 
상황인식 기술 개발

◾ 인게임 플레이 요소 
프로파일 생성 등

◾ e스포츠 생중계 
대상 경기 분석 
시연 시스템 구축

◾ e스포츠 경기장 
연계 분석 데이터 
시각화 시연 시스템 
구축

◾ 게이머 피지컬 성능 

프로파일 생성 기술 

개발

 추진일정

  ㅇ ’22. 1. ~ 3. : 2차년도 연구계획 수립 및 연구개발비 신청 및 데이터 시연 서비스 준비 

  ㅇ ’22. 4. ~ 12. : 인공지능 기반 실시간 게임분석 기술개발 협약 체결 및 2단계 연구 진행 

문 의 게임산업진흥단 김경태 팀장 (805-5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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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능  기타(인력양성), 고용지원 위/수탁 공모사업 자체사업 ●

부산광역시  ➓ 부산콘텐츠아카데미 운영 

▍ 사업개요 지역 콘텐츠 산업의 신규 인력 발굴·육성(교육) 및 인력 채용 인프라 구축 등

▍ 사업기간 '22. 1. ∼ '22. 12. (총 사업기간 : '10. 1. ∼)
▍ 사 업 비 670백만원 (시비 650, 민자 20)

2022년 예산 (단위 : 천원)
단위 사업명 ‘21년 ‘22년

부산콘텐츠아카데미 운영 521,579 670,000  

2022년 핵심성과 지표
성과지표 ‘21년 실적 ‘22년 목표

인력양성(수료) 258명 180명
구인구직지원 27명 25명

2022년도 변화 및 방향성

구분 2021년 (AS-IS) 2022년~ (TO-BE)
교육방식 다양화 온/오프라인 집체교육 중심 온라인 1:1 튜터링 교육 확대
교육대상 확대 부산 거주자 부산 및 인근 지역 거주자

 사업목표 

  ㅇ 콘텐츠 산업으로 유입될 수 있는 예비 인력을 발굴·육성하여 산업의 

기반이 되는 인력 생태계 조성에 기여

  ㅇ 지역 기업이 요구하는 인재 채용을 지원하기 위한 상시 인력풀 조성 및 

채용 활동 지원 

 사업내용

    

구  분 내         용

기반교육
콘텐츠 분야 입문자 양성을 위한 초·중급 단계의 단기 교육과정
- 콘텐츠 개발 기초과정(연5회), 1:1 온라인 취업/진로 멘토링 운영

취업교육
구직자의 취·창업 지원을 위한 실무형 중·장기 교육
- 부산게임아카데미(게임개발자 양성과정, 게임아트 포트폴리오 지도과정) 운영

구직교육
구직자를 위한 산업별 직무분석, 취업팁 등을 제공하는 특강 개최
- 게임분야 직무&취업팁 특강 「Hello, Game world」 개최(연1회)

채용지원
기업 및 구직자를 위한 온라인 채용 플랫폼 운영 및 박람회 개최
- 부산 게임기업 구인·구직 채용플랫폼 「부산게임인」 운영(상시)
- 부산 게임산업 채용 박람회 「부산게임콘텐츠잡커넥트」 개최(연1회)

  

 추진일정

  ㅇ ’22. 1. ~ 12. : 교육과정 및 지원사업 운영

문 의 게임산업진흥단 이성아 과장 (626-2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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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➊ 글로벌 클라우드 산업육성

� � ➋ 클라우드 엑스포 개최

� � ➌ 클라우드컴퓨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원사업(공모 참여예정)

원아시아 데이터센터 유치 MOU 베스핀글로벌 유치 및 협력 MOU 클라우드 취업연계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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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능 기술개발 사업화 네트워크 지원 위/수탁 ● 공모사업 자체사업

부산광역시  ➊ 글로벌 클라우드 산업육성

▍ 사업개요 지역 클라우드 산업 육성 및 활성화 지원을 통해 지역 클라우드 생태계를 

조성하여 부산을 클라우드 산업 중심, 디지털전환 선도 도시로 육성

▍ 사업기간 '22. 1. ∼ '22. 12. (총 사업기간 : '20. 1. ∼'22. 12.)

▍ 사 업 비 900백만원 (시비)

2022년 예산 (단위 : 천원)
단위 사업명 ‘21년 ‘22년

글로벌클라우드산업육성 750,000 900,000  

2022년 핵심성과 지표
성과지표 ‘21년 실적 ‘22년 목표

스타트업 지원 100개사 100개사
클라우드 개발 및 전환지원 4건 6건

2022년도 변화 및 방향성

구분 2021년 (AS-IS) 2022년~ (TO-BE)
추진방향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지원 IT/SW 기업, 클라우드 기술역량 강화

 사업목표 

  ㅇ 클라우드 신규 서비스 개발 및 IT/SW 기업 클라우드 기술역량 강화 지원을 통한 

부산 지역 클라우드 산업 육성 

  ㅇ 클라우드 기술지원, 인프라 지원을 통한 클라우드 스타트업 육성 기반 마련 

 사업내용

  ㅇ 클라우드 개발 및 전환지원 6건, 클라우드 스타트업 지원 100개사 

    ▷ (클라우드 개발지원) 신규 클라우드 융합 서비스 개발지원 및 발굴 (3건) 

    ▷ (클라우드 전환지원) 기존 우수 IT/SW 서비스 클라우드 전환 지원 (3건)

    ▷ (스타트업 지원) 클라우드 기반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 운영 (100개)

 추진일정

  ㅇ ’22. 1. ~  2. : 글로벌 클라우드 산업육성 세부계획 수립 및 사업 계획 제출

  ㅇ ’22. 2. ~  12. : 글로벌 클라우드 산업육성 사업 추진 

문 의 DX사업단 이승희 팀장 (749-9449)



- 48 -

지원기능   행사개최/네트워크 지원 위/수탁 ● 공모사업 자체사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➋ 클라우드 엑스포 개최

▍ 사업개요 지역 최대규모 클라우드 전문행사 개최를 통한 클라우드 기업들의 비즈

니스 기회 제공 등 활성화 촉진

▍ 사업기간 '22. 1. ∼ '22. 12. (총 사업기간 : '13. 1. ~ 계속)

▍ 사 업 비 216백만원 (국비 90, 시비 126)

2022년 예산 (단위 : 천원)
단위 사업명 ‘21년 ‘22년

클라우드 엑스포 개최 216,000 216,000  

2022년 핵심성과 지표
성과지표 ‘21년 실적 ‘22년 목표

전시참가지원 33개사 30개사
컨퍼런스 참관객 716명 600명

2022년도 변화 및 방향성

구분 2021년 (AS-IS) 2022년~ (TO-BE)
행사 추진 방향 국내 클라우드 산업 동향 및 활성화 국내 클라우드 산업의 글로벌화 

 사업목표 

  ㅇ 글로벌 규모의 클라우드 전시/컨퍼런스 개최를 통해 지역 클라우드 네트워크 강화

  ㅇ 최신 클라우드 산업 동향, 기술을 공유하여 지역 관련 산업 활성화, 기술 확산 촉진 

 사업내용

  ㅇ 클라우드 전시회 (30개사 규모), 컨퍼런스 (100석 규모) 개최

    ▷ 행사주제 : 미래를 바꾸는 클라우드, 하나로 연결된 세상 클라우드   

    ▷ 행사일정 : '22. 9. 1.(수) ~ 9. 3.(금) 3일간 [컨퍼런스 2일간, 전시회 3일간] 

    ▷ 행사장소 : 벡스코 제2전시장 4A홀~ 4D홀, 회의장 등

    ▷ 행사구성 : 개막식, 클라우드 컨퍼런스, 전시회, 부대행사 등 

 추진일정

  ㅇ ’22. 1. ~  2. : 클라우드 엑스포 행사 개최 세부계획 수립 및 사업 협약 체결

  ㅇ ’22. 2. ~ 12. : 클라우드 엑스포 개최 사업 추진 및 성과 정리

문 의 DX사업단 이승희 팀장 (749-9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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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능  기타(인력양성) 위/수탁 ● 공모사업 자체사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➌ 클라우드컴퓨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원사업

▍ 사업개요 IT 기업 재직자 대상 클라우드 기술교육을 통해 지역내 클라우드 기술역량 강화

▍ 사업기간 '22. 1. ∼ '22. 12.   (총 사업기간 : '19. 6. ∼ )
▍ 사 업 비 220백만원 (국비)

2022년 예산 (단위 : 천원)
단위 사업명 ‘21년 ‘22년

클라우드컴퓨팅 전문인력 양성 243,250 220,000  

2022년 핵심성과 지표
성과지표 ‘21년 실적 ‘22년 목표
교육수료
(재직자) 132명 105명 

2022년도 변화 및 방향성
구분 2021년 (AS-IS) 2022년~ (TO-BE)

교육과정 운영 실습중심의 교육운영
멀티‧하이브리드 교육도입
프로젝트+멘토링 교육강화 

 사업목표 

  ㅇ 부산지역 중소기업 재직자, 클라우드 기술경쟁력 강화 및 역량 강화 지원

  ㅇ 지역 디지털 전환을 선도하기 위한 멀티‧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인력 양성 

 사업내용

  ㅇ 클라우드 전문인력 양성기관 운영 및 교육지원

   ▷ 재직자 대상 클라우드 전문인력 양성 교육 운영 및 지원 (105명)

   ▷ 클라우드 교육홍보 및 인식확산 세미나 개최 (2건)

   ▷ 클라우드 전문인력 양성 신규 교육과정 개발 (2건)

    

 추진일정

  ㅇ ’22. 1. ~  2. : 사업 세부추진계획 수립 및 사업비 지급요청 

  ㅇ ’22. 2. ~  3. : 지역 기업 클라우드 교육과정 참여조사 추진 

  ㅇ ’22. 4. ~  12. : 재직자 대상 교육 운영 및 내역사업 추진 

문 의 DX사업단 이승희 팀장 (749-9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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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➊ 스마트시티 챌린지 본사업

� � ➋ 글로벌 스마트시티 허브센터 운영 사업

� � ➌ 한-아세안 ICT� 융합빌리지 구축 및 운영

� � ➍ 부산 가상증강현실 융복합센터 운영

� � ➎ 부산 어린이 VR� 재난안전체험교육장 운영

� � ➏ 입체미디어 연구결과 확산을 위한 홍보전시 환경 구축

스마트시티 챌린지 착수보고 한-아세안 ICT 융합빌리지 개소 스마트시티챌린지 구군청 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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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능   기반조성, 서비스 도입 지원 위/수탁 공모사업 ● 자체사업

국토교통부  ➊ 스마트시티 챌린지 본사업 

▍ 사업개요 교통약자 이동 편의성 증진과 누구나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무장애
(Barrier-Free) 교통환경 구현

▍ 사업기간 '22. 1. ∼ '22. 12. (총 사업기간: '21. 7. ~ '22. 12.)

▍ 사 업 비 7,500백만원 (국비 5,000, 시비 2,500)

2022년 예산 (단위 : 천원)
사업명 ‘21년 ‘22년

무장애 교통 서비스 실증 지원 9,001,940 8,826,670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 운용 998,060 1,173,330  

2022년 핵심성과 지표
성과지표 ‘21년 실적 ‘22년 목표

서비스 실증 분야 - 4건
컨소시엄 관리 기업 수 12개사 12개사

2022년도 변화 및 방향성

구분 2021년 (AS-IS) 2022년~ (TO-BE)
서비스 구축 공급자(운영기관) 요구사항 반영 수요자(교통약자) 요구사항 반영
서비스 확산 관련 유관기관 사업 협의 테스트베드 구축 및 실증

 사업목표 

  ㅇ 교통약자의 교통 이동 수단의 사각지대 보완 및 이동권 확보

  ㅇ 교통약자와 비교통약자 모두 체감할 수 있는 스마트 교통혁신 도시 조성 

 사업내용

  ㅇ 누구나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무장애(Barrier-Free) 교통환경 구현

    ▷ (내비게이션) 지하철 실내공간 및 인근 주요 거점으로의 최적의 이동경로 제공

    ▷ (스테이션) 편의 안내 시설 및 승차공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거점 제공

    ▷ (승차공유플랫폼) 다양한 교통수단 제시 등 지속가능한 승차공유 서비스 제공

    ▷ (세이프티존) 교통사고 유발지역 및 노인장애인보호구역 내 보행안전 서비스 제공
     

 추진일정

  ㅇ ’22.  1. ~  9. : 서비스 인프라 구축 완료 및 단위 테스트 추진

  ㅇ ’22. 10. ~ 12. : 서비스 시범 운영

문 의 DX사업단 전홍재 팀장 (715-9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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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능   기반조성, 서비스 체험지원 위/수탁 ● 공모사업 자체사업

부산광역시  ➋ 글로벌 스마트시티 허브센터 운영 사업

▍ 사업개요 부산 스마트시티 전시관을 중심으로 시민 참여 확대와 지역 기업의 시민 
체감형 서비스 확산 지원을 통한 스마트시티 기업 육성 및 문화 조성

▍ 사업기간 ’22. 1. ∼ ’22. 12.  (총 사업기간 : ’22. 1. ∼ ’22. 12. )
▍ 사 업 비 350백만원 (시비)

2022년 예산 (단위 : 천원)
사업명 ‘21년 ‘22년

스마트시티 서비스 구축 지원 40,000 90,000
스마트시티 전시회 참가 지원 - 40,000
전시관 및 허브센터 사업운영 310,000 220,000  

2022년 핵심성과 지표
성과지표 ‘21년 실적 ‘22년 목표

스마트시티 서비스 구축 지원 2개사 3개사
스마트시티 전시회 참가 지원 - 2건

2022년도 변화 및 방향성

구분 2021년 (AS-IS) 2022년 (TO-BE)
기업 서비스 구축 지원 확대 2개사(각2천만원) 3개사(각3천만원)
기업 서비스 홍보 지원 - 전시회 참가 지원 2건

 사업목표 

  ㅇ 부산 스마트시티 전시관 운영을 통한 부산 스마트시티 사업 안내 등 시민 참여 확대 및 체감 증대 

  ㅇ 서비스(제품) 구축·확산 및 홍보 지원을 통한 지역 스마트시티 기업 성장에 기여

 사업내용

  ㅇ 스마트시티 시민 체감 증대

    ▷ (전시관 운영) 부산 스마트시티 전시관 운영을 통한 시민 참여 및 체감 증대

    ▷ (포럼 운영) 지역 스마트시티 기업 간 정보공유 및 네트워킹 활성화

  ㅇ 스마트시티 기업 성장 지원

    ▷ (서비스 구축 지원) 스마트시티 서비스(제품) 확산 및 기업 성장 지원

    ▷ (전시회 참가 지원) 국내 전시회 참가를 통해 기업 서비스(제품) 홍보·마케팅 지원

     

 추진일정

  ㅇ ’22. 1. ~  2. : 글로벌 스마트시티 허브센터 운영 사업 세부 추진계획 수립

  ㅇ ’22. 2. ~  3. : 글로벌 스마트시티 허브센터 운영 사업 협약 체결 및 지방보조금 신청

  ㅇ ’22. 3. ~ 12. : 글로벌 스마트시티 허브센터 운영 사업 추진 

문 의 DX사업단 전홍재 팀장 (715-9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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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능   기반조성, 기타(인력양성) 위/수탁 ● 공모사업 자체사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➌ 한-아세안 ICT 융합빌리지 구축 및 운영

▍ 사업개요 한-아세안 간 가상융합기술(XR) 교류 및 협력을 통한 ICT 산업발전과 
전문 인력 양성

▍ 사업기간 '22. 1. ∼ '22. 12. (총 사업기간 : '20. 1. ∼'24. 12.)

▍ 사 업 비 6,187백만원 (국비 4,950 시비 1,237)

2022년 예산 (단위 : 천원)
단위 사업명 ‘21년 ‘22년

공동 프로젝트 및 마케팅 3,500,000 3,500,000
실감콘텐츠 인프라 지원 300,000 150,000

K-XR 전문인력 양성 350,000 600,000  

2022년 핵심성과 지표
성과지표 ‘21년 실적 ‘22년 목표

공동프로젝트 제작 지원 6건 8건
실감콘텐츠 인프라 지원 31건 35건

인력양성 182명 180명

2022년도 변화 및 방향성

구분 2021년 (AS-IS) 2022년~ (TO-BE)
기업제작지원 6개사, 자유공모, 단년도 8개사, 지정과제, 다년도(연속형)

현지 네트워크 강화 비대면 온라인 위주 협력 아세안 현지 로드쇼 등 직접대면 행사 추진

 사업목표

ㅇ 한-아세안 가상융합가실 분야 교류 및 협력을 통한 ICT 산업 고도화

ㅇ 국내 ICT 산업 경쟁력 강화 및 아세안 시장 판로 개척

 사업내용

  ㅇ (XR콘텐츠 공동 제작 및 마케팅) 아세안 수요 매칭 협력과제, 자유공모 

과제 대상 한-아세안 동시 실증 및 콘텐츠(기술) 상용화 지원

  ㅇ (인력양성) 한-아세안 부스트캠프, 수요맞춤 프로젝트팀 활동 지원 

등 실무형 인재양성 교육과정 운영

  ㅇ (인프라 지원) 360° 볼류메트릭 스튜디오 및 XR랩 운영

  ㅇ (네트워크 구축) ICT 파트너십 강화를 위한 아세안 현지 로드쇼, 전시회 

참가, 무역사절단 활동

 추진일정

  ㅇ ’22. 2. ~ 4. : 한-아세안 XR공동프로젝트 공고 및 지원기업 선정

  ㅇ ’22. 3. ~ 5. : 아세안 ICT유관기관 대상 무역사절단 파견 및 협력체계 구축

문 의 DX사업단 강도연 팀장 (715-9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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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능   기반조성, 서비스 체험 지원 위/수탁 ● 공모사업 자체사업

부산광역시  ➍ 부산 가상증강현실 융복합센터 운영

▍ 사업개요 부산 가상증강현실 산업 육성 및 저번확산 추진을 위해 실감형콘텐
츠 인프라를 활성화하여 거점 강화 도모

▍ 사업기간 '22. 1. ∼ '22. 12. (총 사업기간 : '16. 11. ∼ 계속)

▍ 사 업 비 600백만원 (시비)

2022년 예산 (단위 : 천원)
사업명 ‘21년 ‘22년

부산 가상증강현실 융복합센터 운영 600,000 600,000  

2022년 핵심성과 지표
성과지표 ‘21년 실적 ‘22년 목표

관람객 3,436명 4,000명
VR 사회공헌 활동 프로젝트 14회 15회
VR/AR 저변확산 교육 12회 14회

2022년도 변화 및 방향성

구분 2021년 (AS-IS) 2022년~ (TO-BE)
사회공헌활동 확대 VR 체험지원 10회 VR 체험지원 15회

메타버스 체험 확대 VR/AR 오프라인 체험공간 6부스 VR/AR 오프라인 체험공간 6부스
온라인 메타버스 체험 플랫폼 구축

 사업목표 

ㅇ 부산 가상증강현실 산업 저변 확산 및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부산 VR·AR 체험관 운영

ㅇ 부산형 메타버스 산업 육성을 위한 관련 전시 공간 개편

ㅇ 지역 디지털취약계층 대상 실감콘텐츠 관심 유도를 위한 VR 지역사회공헌 

활동 프로그램 운영

 사업내용

ㅇ (부산 VR·AR 체험관 운영) 부산 VR·AR 체험관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ㅇ (생태계 활성화) 메타버스 산업 육성을 위한 전시 공간 개편

ㅇ (가상증강현실 산업 저변 확산) VR 지역사회공헌 프로그램 운영

 추진일정

  ㅇ ’22. 1. ~ 12. : 부산 가상증강현실 융복합센터 운영 사업 추진 

  ㅇ ’22. 3. ~ 10. : VR 사회공헌 활동 프로젝트 모집 및 운영

문 의 DX사업단 강도연 팀장 (715-9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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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능   기반조성 / 서비스 체험 지원 위/수탁 ● 공모사업 자체사업

부산광역시  ➎ 부산 어린이 VR 재난안전체험교육장 운영

▍ 사업개요 어린이 대상 실감콘텐츠 기반 교육을 통해 학습효과 극대화 및 재난
대응 역량 강화․안전의식 제고

▍ 사업기간 '22. 1. ∼ '22. 12. (총 사업기간 : '20. 8. ∼ 계속)
▍ 사 업 비 180백만원 (시비)

2022년 예산 (단위 : 천원)
사업명 ‘21년 ‘22년

부산 어린이VR재난안전체험교육장 운영 180,000 180,000  

2022년 핵심성과 지표
성과지표 ‘21년 실적 ‘22년 목표
관람객 3,080명 3,500명

유관기관 협력 프로그램 4회 4회
연계 교육 프로그램 12회 24회

어린이 특별행사 개최 2회 3회
2022년도 변화 및 방향성

구분 2021년 (AS-IS) 2022년~ (TO-BE)
연계 교육 프로그램 월 1회 운영으로 총 12회 월 2회 운영으로 총 24회

어린이 재난안전 행사 개최 재난안전 행사 2회
(어린이날, 소방의날)

재난안전, 어린이 관련 기념일 
행사를 통해 안전예방 능력 강화(3회 개최)

 사업목표 
  ㅇ 기존 교재와 이론 교육으로만 진행되던 교육의 한계점을 극복하고자 다양한 

신규 VR/AR 교육 콘텐츠 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학습효과 극대화
  ㅇ 어린이 안전 교육 행사 및 연계 교육 프로그램 등을 통한 지역 어린이 안전예방 능력 강화

 사업내용
  ㅇ (체험관 운영) 부산 어린이 VR 재난안전체험교육장 운영
  ㅇ (특별 교육 프로그램 운영) 안전교육장비 및 교보재 활용을 통한 특별 교육 

프로그램 운영
  ㅇ (유관기관과의 연계) 유관기관과 협력을 통해 어린이 대상 각 분야별 

안전예방 교육 제공
  ㅇ (어린이 재난안전 행사 개최) 재난안전 전문강사 초빙을 통한 지역 어린이 

안전예방 능력 강화 및 체험관 인지도 제고

 추진일정
  ㅇ ’22. 1. ~ 12. : 부산 어린이 VR재난안전체험교육장 운영 사업 추진 
  ㅇ ’22. 4. ~ 11. : 어린이 재난안전 행사 추진(국민안전의날, 어린이날, 소방의날) 

문 의 DX사업단 강도연 팀장 (715-9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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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능   기반조성 위/수탁 ● 공모사업 자체사업

부산광역시  ➏ 입체미디어 연구결과 확산을 위한 홍보전시 환경 구축

▍ 사업개요 초고화질(UHD) 입체미디어 서비스 홍보·전시를 통한 차세대 스마트 
미디어 산업 생태계 육성

▍ 사업기간 '22. 1. ∼ '22. 12. (총 사업기간 : '21. 1. ∼'25. 12.)

▍ 사 업 비 20백만원 (시비)

2022년 예산 (단위 : 천원)
단위 사업명 ‘21년 ‘22년

입체미디어 연구결과 확산을
위한 홍보전시 환경 설계

20,000 20,000  

2022년 핵심성과 지표
성과지표 ‘21년 실적 ‘22년 목표

홍보 전시 행사 참가 1건 1건

홍보영상 제작 1건 1건

2022년도 변화 및 방향성

구분 2021년 (AS-IS) 2022년~ (TO-BE)
홍보 전시 행사 참가 연구 성과 확산을 위한 국내 전시참가 전시행사 참가, 다년도(연속형)

홍보 영상 제작 성과 확산을 위한 홍보 영상 제작 성과 확산을 위한 기술 영상 제작

 사업목표

  ㅇ 국내 우수 입체미디어 서비스 기술을 전시, 홍보하여 차세대 스마트 미디어 

산업 생태계 육성

 사업내용

  ㅇ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부산공동연구실을 주관으로 산·학·연·관으로 구성된 

공동 연구기관, 지원기관, 수요기관들이 역할을 분담하여 사업 추진

  ㅇ (전시행사 참가) 국내 전시행사 참가를 통한 “초고화질(UHD) 입체미디어 

서비스 플랫폼” 홍보

  ㅇ (홍보 영상 제작) 단순 홍보영상이 아닌 기술적 홍보영상 제작을 

중심으로 국내외 차세대 입체미디어 서비스 홍보

  ㅇ (기술 전시 장소 검토) 부산 VR/AR 체험관, 한-아세안 ICT 융합빌리지 등

 추진일정

  ㅇ ’22. 1. ~ 12. : 국내 전시행사 검토 및 참가

  ㅇ ’22. 1. ~ 12. :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과 협업을 통한 기술 영상 제작 추진

문 의 DX사업단 강도연 팀장 (715-9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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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➊ 동남권 ICT이노베이션스퀘어 확산 사업

� � ➋ 부산정보산업인력 육성

� � ➌ 2022년 ICT� 인력양성 오픈캠퍼스

� � ➍ 빅데이터·AI� 기반 산업 혁신인재 양성 및 고용사업

� � ➎ 부산문화콘텐츠콤플렉스 운영

� � ➏� (신규)�프로젝트 기반의 산업별 맞춤형 인재양성

� � ➐� (신규)�부산정보산업인력육성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동남권ICT이노베이션스퀘어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부산정보산업인력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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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능  기타(인력양성) 위/수탁 공모사업 ● 자체사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➊ 동남권 ICT이노베이션스퀘어 확산 사업

▍ 사업개요 AI, 블록체인 등 SW분야 실무형 전문가 육성을 통한 지역 AI전문인력 
부족 해소 및 개발자 지원

▍ 사업기간 '22. 1. ∼ '22. 12. (총사업기간 : 20.8 ~ 23. 12 / 2년 연장가능)
▍ 사 업 비 7,906.25백만원 (국비 6,325, 시비 743.75, 기타 837.5)

 

2022년 예산 (단위 : 천원)
사업명 ‘21년 ‘22년

AI 및 블록체인 인력 양성 1,830 2,218.75
ICT콤플렉스 운영 1,600 1,500

참여기관 3,220 4,187.5  

2022년 핵심성과 지표
성과지표 ‘21년 실적 ‘22년 목표

ICT콤플렉스 
사용자 및 프로그램

4260명 / 10회 미정

인력양성(AI복합교육)
1,199명 수료
(부산 370명 수료)

미정

2022년도 변화 및 방향성
구분 2021년 (AS-IS) 2022년~ (TO-BE)

ICT콤플렉스 인프라, 취·창업 지원 기업 맞춤형 세미나, 컨퍼런스 등 AI저변확대
AI복합교육 확대 단일 교육 포맷(160시간 교육과정) 기업협력프로젝트, 온라인코딩교육 운영

 사업목표
  ㅇ 수도권 중심의 SW⸱AI 개발 인프라를 지역으로 확대하여 AI융합 산업 중요성 인식 제고   
  ㅇ 인공지능 교육을 통한 전문인재를 양성하고 지역 청년의 디지털 일자리창출 기여

 사업내용
 ㅇ ICT콤플렉스 운영

구분 주요내용

인프라 제공
기업 및 기술 개발을 위한 GPU서버 및 공간 인프라 제공

기업성장(기술개발 자금 및 마케팅 지원 등) 

프로그램 운영 취·창업지원(AI·블록체인 경진대회, 투자유치 설명회, 취업역량 검증 컨설팅, 익스턴쉽 등)

 ㅇ AI복합교육 운영
구분 주요내용

AI복합교육 재직자, 예비창업자, 취업준비생 대상 AI, BC 기본, 고급, BM 160H 교육 운영

기업협력프로젝트 채용예정기업 연계 현장밀착형 인공지능 교육 운영

온라인코딩교육 인공지능 전문가 양성을 위한 장기간 온라인 코딩 교육 운영

 추진일정
  ㅇ ’22. 01. ~ 02. : 사업계획 제출 및 심사평가, 협약체결
  ㅇ ’22. 03. ~ 11. : AI교육 및 블록체인 교육 운영

문 의 디지털혁신인재양성단 주신찬 팀장 (749-9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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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능  기타(인력양성) 위/수탁 ● 공모사업 자체사업

부산광역시  ➋ 부산정보산업인력 육성

▍ 사업개요 기업 수요맞춤형 교육과 채용 연계를 통한 도심형 청년일자리 창출

▍ 사업기간 '22. 1. ∼ '22. 12.  (총 사업기간 : '21. 7. ∼'22. 12.)

▍ 사 업 비 3,000백만원 (시비)

2022년 예산 (단위 : 천원)
단위 사업명 ‘21년 ‘22년

클라우드 1,500,000 1,500,000
응용SW 500,000 500,000
SW실무 300,000 700,000

인프라구축 - 300,000
 

2022년 핵심성과 지표
성과지표 ‘21년 실적 ‘22년 목표

교육수료(클라우드) 93명 90명
채용연계(클라우드) 70명 70명
응용SW 인재양성 과제 수행 중 80명
SW실무 인재양성 과제 수행 중 80명

2022년도 변화 및 방향성

구분 2021년 (AS-IS) 2022년~ (TO-BE)
클라우드 협약에 의한 교육추진 교육운영 기업 및 기관 제안 공모
응용SW 4개월의 교육이론 및 프로젝트 기간 총 6개월의 이론 및 프로젝트 교육시간 운영
SW실무 3개월의 교육이수와 취업연계 컨설팅 진행 목표교육인원 80명으로 확대

클라우드

 사업목표

  ㅇ 지역내 IT/SW 기업 및 클라우드 기업의 클라우드 전문인력 수급 선제적 대응  

  ㅇ 클라우드 인력 수요기업과 인력양성 교육 협력을 통한 역외기업 지역유치 

및 지역 클라우드 기업 기술경쟁력 강화 

 사업내용

  ㅇ 클라우드 채용 기업 맞춤형 인재육성 교육운영 및 지원 

    ▷ 클라우드 인력 수요 기업의 맞춤형 교육과정 개발 운영 (560시간 이상) 

    ▷ 청년교육생의 안정적인 교육 참여를 위한 교육훈련 수당 지원

    ▷ 청년교육생 모집 및 클라우드 기업 채용연계 지원    

 추진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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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22. 01. ~  02. : 부산정보산업인력육성 사업(클라우드) 세부추진계획 수립

  ㅇ ’22. 02. ~  04. : 부산정보산업인력육성 사업(클라우드) 채용연계 및 교육운영 공모

  ㅇ ’22. 04. ~  12. : 부산정보산업인력육성 사업(클라우드) 교육운영 및 채용연계

응용SW, SW실무

 사업내용

ㅇ 사업내용 : 응용SW, SW실무 등 채용 기업 맞춤형 인재육성 교육 운영

    ▷ (응용SW) 960시간 내외, 응용SW 유망기업 청년인재 80명 양성

    ▷ (SW실무) 480시간 내외, 지역 중소 IT/SW 기업 청년인재 80명 양성

 추진방안 

  ㅇ 수요 맞춤형 과정개발

    ▷ 기업의 채용 수요 맞춤형 프로젝트 및 현장 중심 과정 개발

  ㅇ IT/SW 개발 인력 수요 기업 참여 및 채용 연계

    ▷ 부산 IT/SW 개발 인력 수요 기업의 적극적 참여를 통해 교육 후 채용 연계 추진

  ㅇ 청년교육생 맞춤지원

    ▷ 청년교육생의 안정적인 교육 참여를 위해 훈련수당(1인당 30만원) 지원

 추진일정

  ㅇ ’22. 01. ~ 02. : 부산정보산업인력육성 사업(응용SW, SW실무) 세부추진계획 수립

  ㅇ ’22. 02. ~ 12. : 교육운영 및 수료생 취업연계 지원

문 의 디지털혁신인재양성단 주신찬 팀장 (749-9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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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능  기타(인력양성) 위/수탁 ● 공모사업 자체사업

부산광역시  ➌ 2022년 ICT 인력양성 오픈캠퍼스

▍ 사업개요 부산시 IT/SW분야 비전공 대학생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 사업기간 '22. 1. ∼ '22. 12.  (총 사업기간 : '21. 9. ∼'22. 12.)

▍ 사 업 비 280백만원 (시비)

2022년 예산 (단위 : 천원)
단위 사업명 ‘21년 ‘22년
교육사업 운영 246,000 256,400

플랫폼 개발·운영 22,000 18,000
현업 종사자 특강 12,000 5,600  

2022년 핵심성과 지표
성과지표 ‘21년 실적 ‘22년 목표

교육 수료생 수 과제 수행 중 128명
교육 만족도 과제 수행 중 80점

현업 종사자 특강 과제 수행 중 2회

2022년도 변화 및 방향성
구분 2021년 (AS-IS) 2022년~ (TO-BE)

대학생 맞춤 교육기간 1기 교육기간 : 10월 ~12월 교육기간 : 7월 ~ 10월

교육 지원 대상 부산시 ICT 비전공자 대학생 부산시 ICT 비전공자 대학생 및 
취창업 준비자

 사업목표 

  ㅇ 지역 대학의 IT/SW분야 비전공자 160명 대상 단기 SW교육 지원을 통해 SW

     개발 기본역량 습득, 진로탐색 및 현업 이해도 향상

 사업내용

  ㅇ 사업내용 : 비전공자 대상 IT/SW분야 직무역량 교육

    ▷ (오픈캠퍼스 운영) 다양한 SW교육과정을 체험할 수 있는 오픈캠퍼스 운영

    ▷ (IT/SW개발 교육) 단기개발 교육으로 SW개발 기본 역량 습득 및 진로 탐색

    ▷ (현업 이해 특강) 현업 종사자 특강을 통한 IT/SW분야 취업준비, 직무특성 이해

 추진일정

  ㅇ ’22. 4. ~  5.  : 오픈캠퍼스 교육과정 운영 기관 선정 

  ㅇ ’22. 7. ~  10. : 오픈캠퍼스 교육과정 운영 

  문 의 디지털혁신인재양성단 주신찬 팀장 (749-9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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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능  기타(인력양성), 고용지원 위/수탁 ● 공모사업 자체사업

부산광역시  ❹ 빅데이터·AI 기반 산업 혁신인재 양성 및 고용사업

▍ 사업개요 빅데이터·AI 전문 인재 육성 및 청년/기업을 직접 취업연계로 지역 상생형 일자리 창출

▍ 사업기간 '22. 1. ∼ '22. 2.  (총 사업기간 : '21. 1. ∼'22. 2.)

▍ 사 업 비 406.5백만원 (국비 222.75, 시비 183.75)

2022년 예산 (단위 : 천원)
단위 사업명 ‘21년 ‘22년

청년인건비 지원 1,848,800 396,000
현장직무교육 지원 75,000 30,000

매칭데이 운영 10,000 -
청년/기업간담회 6,000 -

사업운영비 104,000 19,500
 

2022년 핵심성과 지표
성과지표 ‘21년 실적 ‘22년 목표

청년 채용 청년 84명 청년 100명

수혜 기업 59개 기업 59개 기업

 사업목표 

  ㅇ 빅데이터·AI 관련 청년인재 채용 연계로 해당 분야 활용 및 저변확대

  ㅇ 지역청년의 구직수요와 중소기업 구인수요 매칭으로 안정적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내용

  ㅇ 빅데이터·AI 관련 기업 청년인재 채용 연계, 안정적 일자리 창출 지원

    ▷ 청년/기업 매칭 및 채용 지원 : 청년/기업 매칭 및 인건비 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

    ▷ 실무역량 강화 : AI·빅데이터 현장 실무 교육, 직무 컨설팅 지원

    ▷ 현장점검 및 청년/기업간담회 : 근무환경 점검 및 청년/기업 애로사항 경청

 추진일정

  ㅇ ’22. 1. ~ 1. : 현장직무교육 실시

  ㅇ ’22. 1. ~ 2. : 현장점검 및 청년기업간담회   

  ㅇ ’22. 2. ~ 2. : 만족도 조사 및 결과보고

문 의 디지털혁신인재양성단 박용현 과장 (749-9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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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능   기반조성, 인프라/장비 지원 위/수탁 ● 공모사업 자체사업

부산광역시  ➎ 부산문화콘텐츠콤플렉스 운영

▍ 사업개요 문화콘텐츠 산업육성을 위한 콘텐츠 기업 집적화 및 기반조성

▍ 사업기간 '22. 1. ∼ '22. 12. (총 사업기간 : '22. 1. ∼'24. 12.)

▍ 사 업 비 2,609백만원 (시비 1,100, 민자 1,509)

2022년 예산 (단위 : 천원)
단위 사업명 ‘21년 ‘22년

부산문화콘텐츠콤플렉스운영 2,609,000 2,609,000  

2022년 핵심성과 지표
성과지표 ‘21년 실적 ‘22년 목표

입주율 97% 90% 이상
입주기업 매출액 171억 규모 100억 이상

※ 핵심성과지표 : 2021년 6월말 기준

2022년도 변화 및 방향성

구분 2021년 (AS-IS) 2022년 (TO-BE)
노후시설 개보수 센터 주요 시설의 노후화 쾌적한 입주환경 조성

 사업목표 

  ㅇ 선도기업 지역 유치 및 입주기업 지원을 통한 문화콘텐츠 산업 육성

  ㅇ 지속적인 센터 개보수를 통한 지속 가능한 콘텐츠 집접화 센터 구축

 사업내용

  ㅇ 문화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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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ED전등교체, 냉·난방기 교체 등 입주사 편의시설 개선
    ▷ 소방, 가스 등 주요시설물 점검 및 보수(안전사고 예방)

 추진일정

  ㅇ ’22. 1. ~  2. : 연간 사업 계획 수립 

  ㅇ ’22. 2. ~ 12. : 선도기업 지역 유치 및 입주기업 지원

  ㅇ ’22. 2. ~ 12. : BCC 시설물 개보수를 통한 쾌적한 입주환경 조성

문 의
디지털혁신인재양성단 김동휘 팀장 (749-9440)

시설관리안전센터 김철용 센터장 (749-9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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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지원  기타(인력양성) 위/수탁 ● 공모사업 자체사업

부산광역시  ➏ (신규) 프로젝트 기반의 산업별 맞춤형 인재양성

▍ 사업개요 부산 데이터산업에 필요한 데이터 전문인력 집중양성으로 자생적 
데이터 생태계 선순환 체계 마련

▍ 사업기간 2022년 (예정)

▍ 사 업 비 500백만원 (시비)

2022년 예산 (단위 : 천원)
단위 사업명 ‘21년 ‘22년

프로젝트 기반의 산업별
맞춤형 인재양성 0 500,000  

2022년 핵심성과 지표
성과지표 ‘21년 실적 ‘22년 목표
교육인원 - 28명
교육시간 - 864시간

 사업목표

  ㅇ 지역 내 데이터 인력 양성을 통해 지역 데이터 생태계 선순환 체계 마련

  ㅇ 프로젝트 기반의 체계적 교육을 통해 데이터 인력의 역량 강화 및 취업 지원

 사업내용

  ㅇ 실무 이론 및 프로젝트 실습 교육을 병행하여 취업 연계 지원

    ▷ (실무 이론 과정) 데이터 기초 프로그래밍, 데이터 사이언스 개론, 데이터 

모델링 등 3개월의 실무 이론 과정 제공

    ▷ (프로젝트 수행 실습) 데이터 분석시스템 구축 프로젝트, 텍스트 마이닝 

프로젝트 실습 등 채용 연계형 프로젝트 과정 제공

 추진일정

  ㅇ ’22. 1. ~  3. : 사업 세부계획 수립 및 사업 협약 체결

  ㅇ ’22. 4. ~ 12. : 수강생 모집 및 맞춤형 교육 진행

문 의 디지털혁신인재양성단 천평욱 단장 (749-9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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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능   기타(인력양성), 고용지원 위/수탁 ● 공모사업 자체사업

부산광역시  ➐ [신규] 부산정보산업인력육성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 사업개요 기업맞춤형 교육프로그램 연계, 청년인재와 지역기업 매칭을 통한 IT/SW기반 

청년일자리 창출 및 지역 IT/SW 기업 역량 제고

▍ 사업기간 '22. 1. ∼ '25. 2.(신규사업)

▍ 사 업 비 1,127백만원 (국비 562.5, 시비 464.5, 기타 100)

2022년 예산 (단위 : 천원)
단위 사업명 ‘21년 ‘22년

청년인건비 지원 - 1,000,000
자기개발비 지원 - 15,000
매칭데이 운영 - 20,000

청년 네트워크 지원 - 2,000
사업운영비 - 90,000

 

2022년 핵심성과 지표
성과지표 ‘21년 실적 ‘22년 목표

청년 채용 - 청년 50명

수혜 기업 - 25개 기업

 사업목표 

  ㅇ 기업맞춤형 교육프로그램 연계를 통하여 기업과 청년간의 직무역량에 대한 미스매치 해소

  ㅇ IT/SW 전문인력 채용지원 및 역량강화로 고용촉진 및 우수인력 역외유출방지

 사업내용

  ㅇ IT/SW 교육프로그램 연계 채용으로 우수인력 역외유출방지 및 안정적 일자리 창출 지원

    ▷ 실무역량 강화 : 기업맞춤형 교육프로그램 연계 및 자기개발비, 세미나 지원

    ▷ 청년/기업 매칭 및 채용 지원 : 청년/기업 매칭 및 인건비 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

    ▷ 현장점검 및 네트워킹 : 근무환경 점검 및 청년/기업 애로사항 경청

 추진일정

  ㅇ ’22. 1. ~  1. : 협약체결 및 교부신청

  ㅇ ’22. 1. ~  2. : 사업홍보 및 참여기업/청년 모집

  ㅇ ’22. 3. ~ 12. : 3자 협약 및 세부사업 운영

문 의 디지털혁신인재양성단 박용현 과장 (749-9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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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➊ 부산정보문화센터 운영

� � ➋ 부산게임과몰입상담치료센터 운영

� � ➌ 부산저작권서비스센터운영

청소년 디지털바른사용캠페인 창의게임문화교실 저작권 법률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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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능   기반조성 위/수탁 공모사업 자체사업 ●

부산광역시  ➊ 부산정보문화센터 운영

▍ 사업개요 부산시민의 건전 정보문화 조성 및 정보화역기능예방ㆍ해소 

▍ 사업기간 '22. 1. ∼ '22. 12. (총 사업기간 : '22. ∼ '24, 3년)

▍ 사 업 비 290백만원 (시비)
2022년 예산 (단위 : 천원)

단위 사업명 ‘21년 ‘22년
부산정보문화센터 운영 161,200 164,235

부산정보문화센터 사업 125,800 125,765  

2022년 핵심성과 지표
성과지표 ‘21년 실적 ‘22년 목표

NGO협력 캠페인 1건 2건
건전정보문화조성 문화공연 10회 15회
정보화역기능예방 방문교실 10개기관 15개기관

2022년도 변화 및 방향성

구분 2021년 (AS-IS) 2022년~ (TO-BE)
두드림 방문교실 지원학대 10개 기관 15개 기관

찾아가는 스마트쉼 문화공연 확대 10회 15회

 사업목표 

  ㅇ 건강한 디지털사용을 위한 정보문화조성과 확산 

  ㅇ 정보화 취약계층의 디지털문화체험(디지털선용)을 통한 정보화역기능예방․해소

 사업내용

구분 추진사업 대상 사업목표 실적 비고

건전한
정보문화 확산

NGO와 디지털바른사용좋은습관만들기 아동 100명 3월~10월

청소년 IT자격증취득 지원사업 청소년 20건 4월~11월

찾아가는 스마트 쉼 문화공연 유아 15회 500명 4월~10월

스마트 톡톡 코딩공모전 청소년 30건 5월~11월

정보화역기능
예방〮〮 해소

두드림(Do-dream)방문교실 아동 및 청소년 15개기관 100명 3월~12월

청소년 디지털바른생활 교육 아동 및 청소년 100회 3월~12월

청소년 ICT문화체험 청소년 40회 3월 11월

거버넌스
협력체계 강화

대학생 ICT서포터즈 대학생 20명 7월~11월

시민 정책연구자문단 운영 시민 5회 4월~10월

정보문화센터 운영 및 홍보(캠페인) 시민 연중 수시

 추진일정

  ㅇ ’22. 2. ~  ’22. 3.  :  ICT강사 위촉, 시민정책연구자문단 위촉

  ㅇ ’22. 3. ~  ’22. 12. :  정보문화센터 사업운영 및 사업정산

                                  문 의 소통경영단
허정선 팀장 (749-9479)
김성수 과장 (749-9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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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능   기반조성 위/수탁 ● 공모사업 자체사업

부산광역시  ➋ 부산게임과몰입상담치료센터 운영 

▍ 사업개요
게임과몰입 전문상담, 치료지원 및 해소사업(집단,창의)을 통해 지역 내 게임으로  
발생하는 역기능 해소와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게임이용 습관 형성 기여

▍ 사업기간 '22. 1. ∼ '22. 12. (총 사업기간 : '15. 1. ∼계속)
▍ 사 업 비 312백만원(시비)   ※민자:36백만원 확정(2022.01.)

2022년 예산 (단위 : 천원)
단위 사업명 ‘21년 ‘22년

게임과몰입상담치료센터 운영 225,630 252,430

게임과몰입해소사업비 74,370 59,570  

2022년 핵심성과 지표
성과지표 ‘21년 실적 ‘22년 목표

게임과몰입 개인상담 2,463건 2,650건
통합치료서비스 334건 320건

게임과몰입 집단상담 2,196건 2,420건
창의게임문화교실 134회 150회

2022년도 변화 및 방향성
ㅇ게임이용 환경 변화(코로나,게임셧다운제 폐지 등)에 따른 균형잡힌 게임이용에 대한 예방·관리 필요성 증대

구분 2020년(AS-WAS) 2021년 (AS-IS) 2022년~ (TO-BE)

서비스지원 
확대 지속

상담·치료 2,331건 2,780건 2,970건
게임과몰입 집단상담 906건, 151명 2,196건, 549명 2,420건, 605명
창의게임문화교실 129회,  2,560명 134회, 2,933명 150회, 3,150명

 사업목표 
  ㅇ게임으로 발생하는 역기능 해소와 일상회복을 위한 게임과몰입 전문상담 및 치료지원 
  ㅇ균형 잡힌 게임 이용습관 조성을 위한 게임과몰입 예방관리 프로그램 및 해소사업 운영

 사업내용
  ㅇ 게임과몰입 상담
    ▷ 개인상담 : 게임과몰입 해소 및 조절능력 향상을 위한 체계적이고 심층적인 상담서비스 제공
    ▷ 우리동네상담실 : 원거리지역의 내담자를 위한 거주지 중심의 개인상담 서비스 지원(사상구)
  ㅇ 통합치료서비스 지원 : 정신과적 공존질환 치료연계 및 치료비 지원(1인당 100만원 한도)
  ㅇ 게임과몰입 집단상담(슬기로운 게임생활) : 건강한 게임이용습관 조성 및  조절력 향상을 위한 집단상담 프로그램 
  ㅇ 창의게임문화교실 : 게임과몰입 예방교육 및 보드게임을 활용한 대안활동 체험
  ㅇ 유관기관 네트워크 : 유관기관 실무자 대상 역량강화 워크숍 및 상담사례 자문회의
  ㅇ 캠페인 및 사업홍보 
    ▷ 캠페인 운영 : 지역내 시민참여형 게임과몰입 예방 캠페인 운영
    ▷ 사업홍보 : 게임과몰입 관련 온라인 기획콘텐츠 제작 및 배포, 홈페이지 및 SNS채널 운영,  

가정통신문 및 사업안내문 배포    
 추진일정

  ㅇ ’22. 1. : 부산게임과몰입상담치료센터 운영 사업 협약 체결
  ㅇ ’22. 1. ~ 12. : 부산게임과몰입상담치료센터 운영 사업 추진

문 의 소통경영단 허정선 팀장 (749-9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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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능   기반조성 위/수탁 ● 공모사업 자체사업

문화체육관광부  ➌ 부산저작권서비스센터운영  

▍ 사업개요 지역 내 저작권 강소기업 육성 및 저작권 공정이용을 위한 인식개선

▍ 사업기간 '22. 1. ∼ '22. 12. (총 사업기간 : '14. 1. ∼ 계속)

▍ 사 업 비 160백만원 (국비)

2022년 예산 (단위 : 천원)
단위 사업명 ‘21년 ‘22년

저작권산업현장서비스(법률) 17,100 18,000
저작권육성지원사업 25,000 33,000
맞춤형저작권교육 2,400 2,400  

2022년 핵심성과 지표
성과지표 ‘21년 실적 ‘22년 목표
기업지원 5개사 5개사
인력양성 361명 310명 

2022년도 변화 및 방향성

구분 2021년 (AS-IS) 2022년~ (TO-BE)
육성 기업 지원 확대 육성지원 1개사 최대 6백만원 육성지원 1개사 최대 1천만원

저작권 등록 지원 확대 저작권 등록비 1개사 최대 24만원 저작권 등록비 1개사 최대 30만원

 사업목표 

  ㅇ 저작물 사업 활성화를 통하여 지역 저작권 산업 성장 및 부가가치 창출 기여 
  ㅇ 지적재산 및 권리를 보호하고 올바른 인식과 의식을 제고   

 사업내용
 ㅇ 지적재산 특화기업 육성
    ▷ 저작권 일반 상담 : 저작권 관련 상담 전담인력이 상시 지원
    ▷ 저작권 산업현장 서비스 : 법률자문을 통한 저작권 분쟁예방 및 해결지원
    ▷ 저작권 육성 지원 : 지역 기업 우수 저작물에 대하여 홍보물 및 시제품 제작 지원
    ▷ 저작권 등록 수수료 지원 : 지역 기업 지적재산 보호를 위한 등록비 지원
    ▷ SW관리체계컨설팅 : 법적․경제적 비용 절감 및 적절한 라이선스 선도 
  ㅇ 지적재산 혁신인재 육성 
    ▷ 저작권 맞춤형 교육 : 중소기업 및 창작자 대상 맞춤 저작권 교육 지원
     

 추진일정
  ㅇ ’22. 1. ~  2. : 저작권 지원사업 세부계획 수립 및 사업 협약 체결

  ㅇ ’22. 2. ~ 12. : 저작권 지원사업 추진 

문 의 소통경영단 허정선 팀장 (749-947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