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혁신기업 마케팅지원 강화사업

디자인 지원 수혜기업 모집 차공고

재 부산테크노파크와 사 동남권디자인산업협회에서는 중소혁신기업 마케팅지원 강화사업

의 일환으로 기업의 사업화 역량강화 및 국내외 시장 확대를 위해 전기 전자부품 융

합부품 및 초정밀융합부품이 사용된 완제품을 제조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디자인 지원사업

의 수혜기업을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재 부산테크노파크 원장

사업개요

사 업 명 중소혁신기업 마케팅지원 강화사업 디자인 지원

모집대상 부산지역 소재 전기 전자부품 융합부품 및 초정밀융합부품이 사용된  

완제품을 제조하는 중소 중견기업 

모집기간 년 월 일 금 까지

지원규모 총 개 분야 건 금삼천이백만원정

선정방법 서면평가 후 선정된 기업 개별 통보

지원제외 대상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 거래처로 규제 중이거나 휴 폐업 중인 기업

정부 지자체 등으로부터 동일 제품 및 유사사업으로 참여하여 사업비를 지원받았거나

추진 중인 사업

모집분야

지원분야 지원내용 지원수 지원금액건별 비고

시각디자인 제작 포장디자인 브로슈어 홍보 카달로그 중 택 개사 백만원 이내
총사업비의

이내

제품디자인 제품 디자인 기획 및 모델링 개사 백만원 이내

시각디자인과 제품디자인 중복 지원 불가

디자인 수행기업 공급기업 은 지원대상인 수혜기업에서 정할 수 없으며 수혜기업이 선정  

되면 디자인 수행기업 공급기업 을 별도 모집 및 선정할 계획임



신청기관 담당자 및 접수처

(재)부산테크노파크

•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부산시 사상구 엄궁동 138-2번지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 Tel : 051-320-3662, fax : 051-320-3537, e-mail : cometrue@btp.or.kr

   - 담당자: 조성철 선임연구원

• 멤스나노부품생산센터
 (부산시 금정구 장전동 산30 부산대학교 내 MEMS/NANO부품생산센터)

   - Tel : 051-515-3905, fax : 051-516-3910, e-mail : nextan@btp.or.kr

   - 담당자: 하정민 선임연구원

• 스마트전자부품기술지원센터
 (부산시 강서구 지사동 1277번지 스마트전자부품기술지원센터)

   - Tel : 051-974-9145, fax : 051-974-9149, e-mail : piper13@btp.or.kr

   - 담당자: 조종래 연구원

(사)동남권디자인
산업협회

• (사)동남권디자인산업협회 부울경지회
 (부산시 해운대구 우동 1457 부산디자인센터 808-2호)

   - Tel : 051-746-5010, fax : 051-741-6056, e-mail : sedia0210@hanmail.net

  - 담당자: 최은진 사무국장

추진절차 및 일정

사업공고
수혜기업

신청 및 접수
선정평가
서면평가

지원업체 수혜기업
선정 및 통보

까지

내부평가 및
사업비지급

사업수행 및 
완료보고

지원협약체결
자 협약

공급업체 모집 
및 선정

신청방법 및 유의사항

재부산테크노파크 홈페이지 및 사동남권디자인산업협회

에서 제출서류를 다운로드하여 작성 후 우편 전자우편 또는 방문 제출

우편으로 제출할 경우 접수마감일까지 소인이 날인된 경우에 한하여 신청이 유효

지정된 기한을 넘겨 제출한 신청서류는 접수하지 아니함

사업계획서 등과 같은 중요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는 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  

하여 처리할 수 있음

문의 및 접수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