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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설립개요

대구경북디자인센터는 지역산업의 디자인 수요에 부응하며, 정부시책 및 전략

산업을 디자인과 연계하여 지역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광주(2006),

부산(2007)에 이어 2008년 대구지역에 설립된 디자인 진흥기관으로 현재까지

그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음

□ 설립목적 : 지역디자인 역량강화 및 지역 기업의 경쟁력 강화

역량있는 지역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상품과 비즈니스 전반에 걸쳐 디자인적 가치 혁신을

중점으로 하는『TOTAL BIZ CARE CENTER』를 지향

디자인의 핵심요소인 CMF(Color, Material, Finishing)와 지역 전략선도 산업의 국제적

디자인 거점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 조성

□ 설립형태 : 민법 제32조에 의한 비영리 재단법인

지방출자출연법 제2조에 의한 지자체 출연기관

□ 설립근거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9조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대구시 (재)대구경북디자인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설립)

□ 설립일자 : 2006. 12. 1. (법인설립) / 2008. 6. 19. (개원)

□ 재원조달 : 총 550억원 (단위:천원)

구분 산업부 대구시 경북도 민간(상의) 총계

금액 24,804,000 25,739,000 3,000,000 1,473,000 55,016,000

비율 45% 46.8% 5.5% 2.7% 100%

□ 소재지 : 대구광역시 동구 동대구로 461 (신천3동 1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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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연혁

□ 연도별 내용

‘15년도

⦁추진사업 : 지역 중소기업 디자인지원사업 외 31개 사업
⦁사업규모 : 총 200억 (결산기준)

(사업예산 127억, 운영예산 34억, 이월금 등 기타예산 39억)
⦁조직규모 : 총 57명, 4개실 8개팀

‘16년도

⦁추진사업 : 지역 중소기업 디자인지원사업 외 34개 사업
⦁사업규모 : 총 196억 (결산 기준)

(사업예산 95억, 운영예산 43억, 이월금 등 기타예산 58억)
⦁조직규모 : 총 59명, 2본부 3실 1센터 7팀

‘17년도

⦁추진사업 : 지역 중소기업 디자인지원사업 외 33개 사업
⦁사업규모 : 총 178억 (결산 기준)

(사업예산 94억, 운영예산 43억, 이월금 등 기타예산 41억)
⦁조직규모 : 총 63명, 3본부 7팀

‘18년도

⦁추진사업 : 지역 중소기업 디자인지원사업 외 44개 사업
⦁사업규모 : 총 180억 (가결산 기준)

(사업예산 117억, 운영예산 37억, 이월금 등 기타예산 26억)
⦁조직규모 : 총 65명, 3본부 6팀

‘19년도

⦁추진사업 : 지역 중소기업 디자인지원사업 외 44개 사업
⦁사업규모 : 총 205억 (예산 기준)

(사업예산 138억, 운영예산 40억, 이월금 등 기타예산 27억)
⦁조직규모 : 총 65명, 3본부 6팀

□ 기타 연혁 내용

○ 2006.12. : (재)대구경북디자인센터 법인설립허가
○ 2007.08. : (재)대구경북디자인센터 초대 정용빈 원장 취임
○ 2007.10. : 제1회 Color & Design Week 개최
○ 2007.12. : World Best 전시회 개최
○ 2008.02. : 세계 최고 디자인 소재기업(Material ConneXion) 유치
○ 2008.06. : (재)대구경북디자인센터 ‘Grand Opening'
○ 2008.07. : 국제행사 ‘이코그라다 디자인위크 인 대구 2008’ 개최
○ 2008.08. : 제1기 코리아디자인멤버십(KDM) 발대식 (現 9기 선발 중)
○ 2009.03. : 기업디자인지원단 발대식 (기업디자인애로사항해결지원)
○ 2010.08. : 재직자 직무능력 컨소시엄사업 운영기관 선정
○ 2010.09. : ‘성서 디자인 119지원단’ 개소식 (現 대구비즈니스센터)
○ 2011.01. :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창립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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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9. : 지역 브랜드 일자리 사업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 2012.04. : ‘구미 디자인 119지원단’ 개소식 (現 구미종합비즈니스센터)
○ 2012.06. : 대구경북디자인센터 위·수탁 협약 체결(‘17.7.30일까지)
○ 2012.10. : 국내 최대 디자인 전시회 ‘디자인 코리아’ 개최 (지역 최초 유치)
○ 2013.09. : 지역 브랜드 일자리 사업 경진대회 우수상 수상
○ 2013.11. : ‘월드 디자인위크 인 대구 2013’ 개최
○ 2013.12. : 대구고용증진대상 기관·단체부문 수상
○ 2014.03. : 대구시 공동브랜드 ‘쉬메릭’ 주관기관 선정
○ 2014.10. : (재)대구경북디자인센터 김승찬 원장 취임
○ 2014.10. : 2014 대구패션웨어 쉬메릭 홍보관 운영
○ 2014.10. : 제2회 대한민국 지방자치박람회 쉬메릭 홍보관 운영
○ 2014.11. : ‘디자인위크 인 대구 2014’ 개최
○ 2014.11. : KDM_미국 SPARK DESIGN AWARD(대상 2건, 금상 4건 외 다수 수상)
○ 2014.12. : 디자인리뉴얼센터(한국업사이클센터) 착공식
○ 2014.12. : 더나누기_DFA(Design for Asia) Awards 우수상 수상
○ 2015.03. : 고베디자인센터, 도야마디자인센터 등 해외 디자인기관 간 업무교류
○ 2015.05. : (재)대구경북디자인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 2015.12. : 가족친화 우수기관 인증(인증번호 : 제2015-366호)
○ 2016.01. : 디자인리뉴얼센터(한국업사이클센터) 위·수탁 협약 체결
○ 2016.06. : 디자인리뉴얼센터 명칭변경(→한국업사이클센터)
○ 2016.06. : 한국업사이클센터 개원
○ 2016.10. :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경진대회 대상(대통령상) 수상
○ 2016.11. : 2016 행복한공동체발표한마당경진대회 행자부 장관상
○ 2016.11. : 대구시 상생일터 우수기관 선정
○ 2016.12. : 청년취업아카데미 창직어워드 연말경진대회 고용노동부 장관상
○ 2016.12. : 제1회 대한민국 범죄예방대상 기업사회공헌 부문 대상
○ 2017.02. : 디자인크리에이티브센터고베(KIITO, 일본) 연계 전시회
○ 2017.04. : 쉬메릭 대백아울렛 매장 오픈
○ 2017.09. : 일본디자인진흥회(JDP)-디자인센터 간 MOU체결
○ 2017.11. : 더나누기 일본굿디자인어워드 인증, 홍콩DFA어워드 동상 수상
○ 2018.09. : 더나누기 레드닷어워드 Design Concept 분야 Best of Best 수상
○ 2018.11. : 남구 이동식 관광안내소 제작_2018 굿디자인어워드(Good Design Award)

우수디자인상품선정(G-mark 획득)
○ 2018.12. : 동구 율하문화마당 조성_2018 잇-어워드(it-award) 본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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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직 및 인력구성 (2019. 01. 01 기준)

□ 조직 : 3본부 6팀

○ 이사구성 : 총13명 (이사장(대구시경제부시장), 당연 5명, 선임 6명, 감사 1명)

○ 총 원 : 65명 (원장 1, 정규직 30, 계약직 34) *청년 Pre-Job(6명 포함)

원장(1)

미래전략추진단(1)

감사역(1)
도시재생프로젝트 TF(3)

경영기획본부(14) 사업본부(24) 진흥본부(21)

경영
기획팀(7)

경영
지원팀(6)

기업
지원팀(12)

디자인
융합팀(11)

전략
사업팀(9)

디자인
교육팀(11)

※ ( )안 숫자는 각 부서별 인원수 임

□ 각 부서별 주요 역할 및 기능

부 서 역할 및 기능

경영
기획
본부

경영
기획팀

○ 중장기 경영계획 수립 및 경영성과 관리, 내부감사
○ 이사회 운영, 정관, 제규정의 제정 및 관리
○ 회계관리, 예산편성·종합·조정 및 통제
○ 직원의 채용 및 평가, 상벌 등 인력 운영 업무
○ 임직원의 급여, 복리후생 및 지원 교육 등 인사지원
○ 원장 수행 및 지시사항 대응
○ 센터 홈페이지 등 관리
○ 기타 관련 부대업무

경영
지원팀

○ 센터 자산 및 시설의 현황에 대한 총괄관리
○ 센터 입주기업 지원 및 관리
○ 장비운영 관리 및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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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서 역할 및 기능

사업
본부

기업
지원팀

○ 기업지원 사업발굴 및 운영 전반
○ 전시 및 행사 업무 기획 및 전략 수립

(디자인위크, 디자인전람회 등)

디자인
융합팀

○ 일자리창출 관련 사업추진 및 창업, 취업연계
○ 서비스디자인 관련 사업발굴 및 운영
○ 지역 브랜드 활성화

○ 언론대응 및 대내외 홍보

진흥
본부

전략
사업팀

○ 한국업사이클센터 운영 전반
○ 신규 추진사업 발굴 및 전략 수립
○ 연구과제 및 기반구축사업 추진

디자인
교육팀

○ 교육지원 대상발굴 및 운영 전반
○ 신규 교육사업 발굴
○ 디자인소재은행 운영

특정
업무팀

감사역 ○ 내부감사, 재무감사, 일상감사 대응

미래전략
추진단 ○ 디자인 영역 확대 관련 신규사업 발굴

도시재생
프로젝트TF

○ 도시재생, 공공, 서비스디자인 관련 사업추진
○ 관련 신규사업 발굴

□ 부서별 인력배치현황
(단위 : 명)

구 분 계 원장 2급 3급 4급 5급 6급 무 기
계약직 계약직

정 원 44 1 2 5 8 9 9 10 -

현 원 65 1 2 3 7 6 6 6 34

원 장 1 1 - - - - - - -

경영
기획
본부

경영기획팀 8 - - 1 - 1 1 2 3

경영지원팀 6 - - - 2 1 1 - 2

사업
본부

기업지원팀 13 - - 1 1 - 1 - 10

디자인융합팀 11 - - - 1 1 1 1 7

진흥
본부

전략사업팀 10 - 1 - 1 2 - 1 5

디자인교육팀 11 - - - 1 1 1 2 6

*기타 5 - 1 1 1 - 1 - 1

*기타 : 감사역, 미래전략추진단, 도시재생프로젝트T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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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력 세부현황

⦁성별 인원현황
(단위 : 명)

구분 남 여 계

정규직 21 10 31

계약직 9 25 34

계 30 35 65

⦁연령별 인원현황
(단위 : 명)

구분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계

정규직 2 14 12 3 - 31

계약직 18 13 2 1 - 34

계 20 27 14 4 - 65

⦁학력별 인원현황
(단위 : 명)

구분 학사 이하 석사 박사 계

정규직 15 15 1 31

계약직 27 6 1 34

계 42 21 2 65

⦁전공별 인원현황
(단위 : 명)

구분 디자인/건축 경영/회계 기타 계

정규직 13 10 8 31

계약직 19 4 11 34

계 32 14 19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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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진 명단

○ 총 13명 (이사장 1, 당연직 5, 선임직 6, 감사 1)

No. 직 위 소 속 성 명

1 이사장 대구광역시 경제부시장 이승호

2

당연직이사

대구광역시 일자리투자국장 안중곤

3 산업통상자원부 엔지니어링디자인과장 최영수

4 경상북도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5 한국디자인진흥원 경영기획본부장 송현민

6 대구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이재경

7

선임직이사

대구경북디자인센터 원장 김승찬

8 리안갤러리 대표 안혜령

9 대구가톨릭대학교 디자인대학 교수 조규창

10 (주)위니텍 대표이사 추교관

11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교수 이순종

12 (사)대구경북디자인기업협회 회장 박순석

13 감사 보람회계법인 이사 및 공인회계사 박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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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설 현황

[ 대구경북디자인센터 ]

□ 주요시설현황

○ 시설현황 : 지하4층, 지상12층

(부지 2,250.9㎡, 연면적 19,779.04㎡)

○ 주요시설 : 디자인교육실, 컨벤션홀, 전시장, 소재관, 임대사무실 등

○ 각 층별 주요시설 현황

층 층별 주요시설 (용도) 면적(㎡)

12층 원장실, 회의실, 센터 행정실, 옥외데크 717.11

11층 입주사무실 928.66

10층 입주사무실 953.74

9층 코리아디자인멤버십(KDM), 입주사무실 927.92

8층 아트홀(130석), 국제회의실, 입주사무실 898.56

7층 교육 1,3실, 입주사무실 802.63

6층 통합정보실, 디자인 스튜디오, 입주사무실 763.29

5층 컨벤션홀, 세미나1, 2실, 창고 1,360.40

4층 전시장, 입주사무실 1,426.57

3층 디자인소재은행, 센터 행정실 1,195.98

2층 컨소시엄교육실, 판매․근린생활시설 1,439.90

1층 전시장, 컨소시엄교육실, 로비, 주차장(11대), 방재센터 1,574.71

지하1층 주차장 (41대) 1,732.66

지하2층 주차장 (43대) 1,739.00

지하3층 주차장 (46대) 1,820.34

지하4층 기계실, 전기실, 물탱크, 정화조 1,497.57

총면적(연면적) 19,77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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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경북디자인센터의 시설물 현황

○ 1층 (기획전시장)

용도
센터의 다양한 디자인 활동의 홍보 및 다양한 이벤트와 체험형 전시를 할 수
있는 전시관으로서 지역민의 디자인 마인드를 향상시키는 공간으로 활용
(주요활용 : 지원사업 결과물 홍보 전시/컴퓨터실무교육)

도면/사진

○ 2층 (컨소시엄교육실, the nanugi shop)

용도

국가에서 지정하는 ‘컨소시엄 교육사업 운영기관’으로 선정되어 이론과
실무교육이 가능한 3개의 전용교육실을 자체적으로 운영 중이며 또한
'the nanugi‘ 상품 판매숍과 편의시설 등이 구비
(주요활용 : 컨소시엄 전용교육실(3실)/the nanugi shop)

도면/사진

○ 3층 (디자인소재은행)

용도

3,300여개의 최신 소재 라이브러리를 중심으로 컨설팅, 분석, 소재
정보지 발간, 기업 간의 제휴협의, 소재개발 프로젝트 등 상품기획 및
마케팅까지 One-stop 서비스를 제공하는 은행
(주요활용 : 소재 라이브러리 공용 영역, 회의실 등)

도면/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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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층 (디자인전시장)

용도
3.6m의 높은 층높이와 가변형 무빙 Wall을 이용한 자유로운 공간 구획이
가능하며, 기획자의 의도에 따라 보고,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능동형
전시공간 (특징 : 587㎡ / 7개의 공간으로 분할가능)

도면/사진

○ 5층 (컨벤션홀, 세미나실)

용도

기획행사, 콘서트, 뮤지컬 등의 공연 및 세미나, 국제회의, 컨퍼런스 등
의 용도로 활용이 가능하며, 동시통역 부스 및 연회장도 완비 되어있
어 다목적으로 활용 가능
(특징 : 385㎡(컨벤션홀) / 컨벤션홀과 연동하여 세미나실 분과토의 가능)

도면/사진

○ 6층 (디자인 스튜디오)

용도
최고의 촬영장비를 구비하여 디자인 전문기업, 중소기업, 대학 등
촬영이 필요한 수요자의 촬영을 지원
(추진사업 : 연구장비공동활용지원사업)

도면/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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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층 (디자인 교육실)

용도
세미나, 워크숍, 강의등의 이론 교육이 가능한 공간으로 각 실마다
빔프로젝터의 활용이 가능 (이론교육실(1실), 이론교육실(3실))

도면/사진

○ 8층 (아트홀, 국제회의실)

용도

130석 규모의 극장형 무대 공간인 아트홀은 각종 컨퍼런스, 세미나, 강연회는
물론 이벤트(행사)와 소규모 연극, 공연, 영상 상영 등의 문화 행사에 적합한
시설로 수요층이 넓음. 이밖에도 U자형 고정 테이블의 격식 있는 회의 진행이
가능한 국제 회의실 공간
(추진행사 : 디자인센터사업 설명회, 디자인특허 세미나 개최 등)

도면/사진

○ 9층 (코리아디자인멤버십(KDM))

용도

지역의 잠재력 있는 예비 디자이너(대학생)을 대상으로 매년 20명 내외를
선발하여 디자인 관련분야 지원과 다양한 창작 프로그램을 통해 글로벌
디자이너로 육성하는 소수정예의 인재양성 공간으로 24시간 오픈
(구축시설 : 컴퓨터장비, 세미나실, 숙박시설 등)

도면/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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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층, 11층 (입주시설)

용도
지역을 대표하는 시각, 포장, 제품디자인 전문기업이 입주하고 있어
디자인개발 또는 컨설팅이 필요한 중소기업, 개인사업자 등 다양한 디자인
수요층의 상담 연계와 지원사업 참여가 용이

도면

(10층) (11층)

□ 대구경북디자인센터의 임대 현황

○ 입주 사용료(임대료) 기준 (면적적용)

- 법령근거에 따라 층별 단가 산정

사용료(임대료)
관리비

구분 단가(원/㎡)

11층 6,015원

- 공동관리비 2,606원/㎡

- 해당공간 전기료, 수도료는 실비정산

10층 6,041원

9층 6,045원

8층 6,031원

7층 6,005원

6층 5,996원

4층 6,180원

2층 6,660원

※ 대구광역시 내 소재하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가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층별 사용료의 100분의 20을 감경한 금액으로 부과(감면근거 : 대구
광역시 재단법인 대구경북디자인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사용의 감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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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별 입주현황(‘19. 1월 기준)

구분 디자인기업 공익단체 일반기업 편의시설 기타

기업수 12개 1개 2개 1개 -

※ 총 16개 입주공간(일반업무시설 15, 편의시설 1) 입주

○ 세부입주현황(‘19. 1월 기준)

연번 위치 기업명 대표자 계약기간 비고

1 2층 카페브리즈 김태언 2018.12.02～2020.12.01 편의시설

2 4층 ㈜미강이피텍 강주열 2018.07.01～2019.06.30 일반기업

3 6층 ㈜더크리에이티브 김도완 2017.07.01～2019.06.30 디자인기업

4
7층

대경-엔 허남철 2018.07.01～2019.06.30 디자인기업

5 메가커뮤니케이션즈 이창규 2018.02.01～2020.01.31 디자인기업

6 8층 디자인선 이장우 2018.01.01～2019.12.31 디자인기업

7 9층 ㈜오소 강유미 2017.10.13～2019.10.12 디자인기업

8

10층

썸바디 강유미 2017.10.13～2019.10.12 디자인기업

9 거인커뮤니케이션즈 김용석 2018.07.01～2020.06.30 디자인기업

10 아이딕스디자인 노두호 2018.01.01～2019.12.31 디자인기업

11 디케이브릿지웍스(주) 김기학 2017.07.01～2019.06.30 디자인기업

12

11층

세원아이티(주) 최원섭 2017.09.01～2019.08.31 일반기업

13 디자인컴 전준영 2018.03.01～2020.02.28 디자인기업

14 디엔비 정효경 2018.01.01～2019.12.31 디자인기업

15 디온 이영선 2018.01.01～2019.12.31 디자인기업

16 (사)대구포크페스티벌 김환열 2018.07.01～2019.06.30 공익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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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업사이클센터 ]

□ 주요시설현황

○ 시설현황 : 지하1층, 지상3층

(부지2,645㎡, 연면적3,538.30㎡)

○ 주요시설 : 전시장, 교육실, 제작실, 입주사무실 등

○ 각 층별 주요시설 현황

층 층별 주요시설(용도) 면적(㎡)

옥상 기계실, 옥상정원 92.16

3층 입주사무실(13개), 창고(1) 1,007.77

2층 제작실(3개), 교육실(2개) 1,007.77

1층 소재전시실(1), 전시장(1), 교육실(1), 편의시설(1), 행정실(1) 1,131.10

지하1층 창고, 방재시설 299.50

총면적(연면적) 3,538.3

□ 한국업사이클센터의 시설물 현황

○ 1층 (전시 및 소재룸 등)

용도
국내·외 다양한 업사이클 상품 전시 및 업사이클의 가치를 느낄수 있는

공간으로 관련 이론 교육 및 신소재 정보 등을 얻을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주요공간 : 업사이클 아카데미, 전시관, M-Lab, 카페 등)

도면/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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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층 (제작실 및 교육실 등)

용도

업사이클 관련 ‘더 나누기’ 상품 제작을 위한 봉제 관련 특수 장비, 상품
제작을 위한 개인공구, 3D 프린터 등 제작도구나 작업대 등 소형제작 기
기 활용공간, 교육생이나 창업자 등을 위한 협업 및 교육 공간으로 구성
(더 나누기 상품개발실, 디자인리메이크팩토리, 코워킹스페이스, 전문
제작실, 교육실 등)

도면/사진

○ 3층 (입주시설)

용도

지역을 대표하는 시각, 포장, 제품디자인 등 디자인전문 기업 및 제품
생산, 디자인, 기획, 마케팅, 유통 등의 업사이클 관련 기업이 입주하고
있어 디자인 및 업사이클 관련 산업의 중소기업, 개인사업자 등 다양한
디자인 수요층의 상담 연계와 지원 사업 참여 등의 비즈니스 공간
(입주사무실 13개소, 공동전시장, 창고 1개소 등)

도면/사진

□ 한국업사이클센터의 임대 현황

○ 입주 임대료 기준 (면적적용)

- 법령근거에 따라 층별 단가 산정

임대료
관리비

구분 단가(원/㎡)
3층 5,062

- 공동관리비, 전기료, 수도료는 실비정산
1층(편의시설) 28,963천원/년

※ 대구광역시 내 소재하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가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사용료(5,207원/㎡)의 100분의 20을 감경한 금액(4,165원/
㎡)으로 부과 (감면근거 : 대구광역시 재단법인 대구경북디자인센터 설립 및 운영
에 관한 조례 제10조(사용의 감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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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별 입주현황(‘19. 1월 기준)

구분
디자인기업

일반기업 편의시설
일반기업 업사이클관련기업

기업수 4개 7개 2개 1개

※ 총 14개 입주공간(편의시설 1, 일반업무시설 13) 입주

○ 세부입주현황(‘19. 1월 기준)

연
번 위치 업체명 대표자 계약기간 비고

1 1층 (편의시설) 구리아 2019.03.01～2020.02.28 편의시설

2

3층

펀앤펀 김도희 2018.08.16～2019.08.15 디자인(일반기업)

3 아트코파 심영숙 2018.07.01～2019.06.30 디자인
(업사이클관련기업)

4 타임디자인 채병석 2018.07.01～2019.06.30 디자인
(업사이클관련기업)

5 큐브FC인
큐베이팅그룹 배종수 2017.12.16～2019.12.15 디자인(일반기업)

6 쌤스튜디오 배민조 2018.11.01～2020.10.31 디자인
(업사이클관련기업)

7 알피테크 강장묵 2018.07.14～2019.07.13 일반기업

8 스티치 앤 트립 구리아 2018.09.19～2019.09.18 디자인
(업사이클관련기업)

9 타임디자인 채병석 2018.09.01～2020.08.31 디자인
(업사이클관련기업)

10 할리 케이 김현정 2017.10.11～2019.10.10 디자인
(업사이클관련기업)

11 ㈜인휴네트웍스 최일봉 2018.10.02～2020.10.01 일반기업

12 ㈜에코스톤코리아 한기웅 2017.04.01～2019.03.31 디자인
(업사이클관련기업)

13 선샤인 허성용 2016.11.01～2018.10.31 디자인(일반기업)

14 세이드디자인 박재용 2016.10.26～2018.10.25 디자인(일반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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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2018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1.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 2018년도 결산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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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가. 기업지원 부문

지역중소기업디자인지원사업 외 10개 사업 (총 435건 지원)

※세부지원 : 브랜드개발, 제품개발, 소규모디자인지원, 상품개발, 기타지원 등

○ 지원내용

- 기업 현장방문을 통한 디자인 적용실태 점검 및 디자인 컨설팅

- 디자인 경영상 문제점(불공정거래, 지재권, 노무 등)에 대한 법률상담자문서비스

- 기업 자체상품의 브랜드 및 제품디자인 개선, 소재 및 시제품개발

- 디자인 상품개발 지원 및 국내외 마케팅 지원 등

☞ 제품디자인개발지원 : 제품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

이산조명 (2016)
< 블록형 확산판을 이용한 LED 실내 조명 제품디자인개발 >
- 매출액 ‘15년 25억 → ‘16년 54억 → ‘17년 61억 → ‘18년 80억(예상)

- 2016년 대구 Pre-스타기업 선정

- 국내 최초 CLOUD(곡면 엣지제품) 개발

- 2017, 2018 경향하우징페어(서울), 일본 홈앤빌딩쇼,

두바이 조명전시회 등 다양한 전시 참가

- 2018년 인도, 필리핀 해외 마케팅 출장 (KOTRA 연계)

렉스코 (2017) < 후륜 구동 시스템을 적용한 전문가용스핀형헬스바이크

디자인개발 >

- 매출액 ‘16년 107억원→ ‘17년 121억원→ ‘18년 130억원(예상)

- ‘18년 3월 기준 신규고용 9명

- ‘19년 1월 기준 제품매출 159,950천원

- 2018 레드닷 Honourable Mention 수상

㈜로얄정공 (2016) < 원심탈수기 수출 역량강화를위한 디자인 개발 >
- 매출액 : ‘17년도 170억원 → '18년도 210억원
- 제품매출액 : ‘17년(시장출시) 8억5천원

‘18년 70억원 (전년대비 724%)
- 2017 GOOD DESIGN 수상
- ‘16년 대비 개별 수출실적 10배 증가
- WATER KOREA, ENVEX, KIWW, 물포럼 등 전시 참가



- 21 -

☞ 브랜드개발 지원 : 상품 브랜드 가치 향상 및 체계적 브랜드 관리 지원

삼송제시카즈베이커리 (2015) < 삼송빵집하이엔드 브랜드 개발 >
- ‘15년 대비 ‘18년도 매출액 5.8배 상승

(‘15년 26억 → ‘16년 140억 → ‘17년 : 222억 → ‘18년 150억)

- 지원연도 대비 종업원수 7배 증가(‘15년 7명 → ‘18년 48명)

- 전국에 44개 매장 운영

- 개발완료 후(‘16년 9월 ~ ‘17년 1월), 9곳 입점 및 오픈

(롯데백화점, SRT수서역사점, 현대백화점, 신세계백화점 등)

- 현재 베트남, 대만, 미국 등 본격적인 해외시장 진출을 계획

삼환식품 (2015) < 농가·기업소비자의상생을위한DIY 전통발효식품브랜드개발 >

- 굿디자인 2016 브랜드 우수상 수상

- 매출액 지원년도 대비 2.7배(‘15년 3억 → ’18년 8억)

- ‘14년 대비 고용 2명 창출(8명 → 10명)

-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 G-STAR 기업 선정

- 벤처기업 인증, AT농공상(6차산업)지정, 장류제조방법 특허 2건 등록

-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 G-star기업 선정

- 2017 삼성벤처 2억원 투자유치/농업 실용화재단 보육기업 선정

㈜청우냉동식품 (2014)
< ㈜청우냉동식품의 온라인시장진출을 위한 양념육 반조리

제품 브랜드 개발 >
- 매출액 ‘14년 18억 → ‘17년 33억 → ‘18년 49억

- 지원연도 이후 종업원수 27명 증가

(※치맥페스티벌, 프랜차이즈박람회 참가)

- 2016년 haccp인증, 치맥 페스티벌 참가, 라라코스트 납품계약

- 사세확장으로 신규공장 이전 예정

☞ 토털디자인개발 지원 : 제품-브랜드의 원프로세스 개발을 지원

덴티스 (2017) <공간활용성을 높이는 Compact Concept의 치과전용 DLP

3D 프린터 제품디자인 개발>
- ‘18년 6월 시장출시 (런칭쇼)

- ‘19년 1월 현재 해당제품 230여대 판매 (매출액 15억원 이상)

- ‘19년 1월 기준 신규고용 4명

- 2018 레드닷디자인어워드 ‘Honourable Mention’ 수상

- 중국, 스페인, 브라질, 스위스, 러시아 등 총 11개국 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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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안조명 (2014) < LED를 이용한가정용등기구세트제품및브랜드디자인개발 >
- 매출액 ‘14년 63억 → ‘16년 73억 → ‘18년 120억

- ‘15년 2월 기업 대표브랜드로 적용하여 현재까지 활용

- 조달청 우수조달물품 지정

- 브로슈어 및 홍보영상을 활용한 홍보활동 진행

- 한화, 포스코, 관공서 등 계약체결

- ‘15년 ~ ‘18년 현재 누적판매 23,831개

☞ 상품개발지원 : 디자인전문기업의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을 위한 자체
디자인상품의 양산화를 지원

디자인컴 (2017) < 소비자 맞춤형 플랜트램프(Plant Lamp) 개발 >

- 전체매출액 ‘17년 850백만원 → ‘18년 950백만원

- 제품판매 매출 ‘17년 2천3백만원 → ‘18년 4천5백만원

- 쿠팡, 텐바이텐, 아트박스(poom), 스토어팜, 다채몰, 위메프, 우체국쇼핑

등 온라인 쇼핑몰 입점

- 2017크리스마스 페어, 2017디자인코리아, 2017디자인위크, 2017도쿄

기프트쇼, 2017광주비엔날레, 2018서울국제 소싱페어 등 참가

거인커뮤니케이션즈 (2016) < POT Type형 모션 LED 감성 조명 상품개발 >
- 전체매출액 ‘17년 867백만원 → ‘18년 900백만원(예상)

- 제품판매 매출 ‘17년 30백만원 → ‘18년 50백만원(예상)

- 2016 GOOD DESIGN 수상

- 온라인 마켓 판매중 (지마켓,옥션,11번가 등), 국내 카카오 메이커스,

온라인 편집샵 등과 진행관련 검토 중

- 기존 일본 거래 업체와 일본시장 진출 논의 중

- 17년 동경기프트쇼 전시회 참가 (일본 유통 바이어 홍보 상담) 등 국

내외 전시 및 상담회 참가 3회

- 18. 4월 - 중국쿤밍난징수출 상담회 진행, 5월 - 어버이날행사 판매

㈜엔에스디자인 (2017) < 멀티레이어등기구를이용한 DIY LED 무드등디자인개발 >
- 제품판매 매출 ‘17년 18백만원 → ‘18년 33백만원

- 2017 GOOD DESIGN, 2017 PIN-UP DESIGN 수상

- 에끌라몰, 아이디어스 등 온라인 쇼핑몰 입점

- 2018 고비즈코리아 온라인수출플랫폼 선정,

2018 BEIJING 751 DESIGN STORE상품 입점

- 2018 서울 국제소싱페어, 2017, 18 중국 광저우 캔톤페어 (춘계)

2017 대구 엑스코 크리스마스페어, 2017 중소기업 비즈니스매칭

전시회 등 국내외 전시 활발히 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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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취업연계지원 부문

포스트스타트업 맞춤형 성공패키지를 통한 일자리창출사업 외 7개 사업

(총 323명 신규 고용창출)

○ 포스트스타트업 맞춤형 성공패키지를 통한 일자리창출 지원

- 지역기업을 대상으로 디자인기반의 혁신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성장단

계별 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 도모

- 고용창출형 디자인개발지원(브랜드 패키지/제품/상품개발), 사업장환경

개선지원을 통한 기업 성장지원 22개사 지원

- 우수과제 대상 컨설팅 및 프로모션 지원을 통한 지역기업 브랜드 가치 제고

- 수행·수혜기업 대상 사업비 집행 교육 및 역량강화 교육(4회) 진행

- ‘18년도 총 172명 신규 고용창출 (‘18년 12월말 기준, 목표대비 286% 초과달성)

※고용보험 기준 ‘18년 신규고용인원(추가 집계 중)

☞ 주요성과사례

- ‘18년 디자인개발지원을 통한 신규 고용창출 우수사례

<브랜드개발지원_(주)루아>
12명 신규고용창출

<브랜드개발지원_(주)블랙앤귀옥>
15명 신규고용창출

○ 경북 6차산업의 지속가능한 소득성장 일자리창출사업 (신규사업)

- 경북 6차산업 관련 기업을 대상으로 디자인개발지원을 통해 시장 경쟁력을 갖춘

상품과 서비스로 성공사례를창출함으로써경북 청년의 일자리 기반 마련도모

- 신규사업 추진 및 기타 연계활동 협의를 위한 ‘경북농업6차산업활성화지

원센터’와의 MOU체결(‘18. 5. 4.(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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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경북농식품산업대전’ 지원기관 특별관 참가하여 ‘디자인 상담 및 전시 부

스’ 구축, 사업홍보 및 디자인상담 연계 진행

(총18건디자인상담진행, 부스내방상담15건/ 부스방문상담3건/참가부스사업홍보84개부스)

- 수행·수혜기업 대상 사업비 집행 교육(1회) 및 역량강화 교육(1회) 진행

- ‘18년도 총 38명 신규 고용창출 (‘18년 12월말 기준, 목표대비 173% 초과달성)

※고용보험 기준 ‘18년 신규고용인원(추가 집계 중)

☞ 주요성과사례

- ‘18년 신규사업의 차년도 지속화 및 잠재수요발굴을 위한 다양한 활동

· 농어업 경영체 향상을 위한 디자인개발 등 상호협력, 지역 농어업 부가가치

및 일자리 창출의 상호교류 및 협력을 위한 ‘경북농업6차산업활성화지

원센터’와 MOU체결

· 디자인지원사업 정보 공유와 제품 전시, 사업홍보 및 디자인개발에 대한

인식 확산을 위해 ‘경북농식품산업대전’참가, 디자인상담 연계 진행

’18년도 신규사업 추진, 연계활동
협의를 위한 MOU 체결

(경북농업6차산업활성화지원센터)

‘2018 경북농식품산업대전’ 참가
(‘18.09.06～’18.09.08)

- 2018 경상북도 지역브랜드 일자리사업 경진대회 ‘우수상(경북도지사상)’ 수상

· 고용노동부 주관 ‘19년도 일자리경진대회(전국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 참가

자격 우선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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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사이클 분야 신규 일자리창출

- 지역 업사이클 新산업 분야 활성화를 통한 청년·시니어·경력단절여성

일자리창출 실시

- ‘업사이클 청년창업 프로젝트’를 통한 업사이클 비즈니스 창업 및 제품개

발 지원으로 60명의 청년 일자리창출

- ‘업사이클 브랜드 경쟁력 강화 사업’를 통한 업사이클 소재 가공 프로그램 운영

으로 지역 취업취약계층(시니어 12명, 경력단절여성 5명) 일자리창출 지원

- 주요성과사례

☞ 업사이클 분야 신규 고용창출 사례

<업사이클 청년창업 프로젝트>
청년 60명 일자리창출

<업사이클 소재 가공 프로그램>
취업취약계층 17명 일자리창출

○ 지역 주도 청년 일자리 창출

- 지역 중소기업에게 디자인 전문인력 고용 및 인건비 지원을 통해 기업 고용

애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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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자인 전공자들의 취업을 통해 디자인 산업 발전 및 인재 유출 방지

- 우수인재 기업매칭을 통한 지역기업 경쟁력 강화(최대 25개社), 전문 디자인

코디네이터 발굴 및 양성을 통한 인건비지원(25명 목표)

- 디자인코디네이터 교육(2회차, 52h) 및 채용기업 CEO 대상 고용유지 교육 (2회,

6h) 진행

- ‘18년도 총 26명 신규 고용창출 (‘목표대비 104% 달성), 20명 고용유지

☞ 주요성과사례

- ‘사업운영 관련 홍보 라디오 취재·방영

※프로그램 정보 : KBS 1R 아침의 광장(101.3 Mhz), 09.11(화), 오전방영

디자인코디네이터 교육 수료식 KBS 1R 아침의 광장 인터뷰

다. 교육/훈련지원 부문

창조혁신형디자인고급인력양성사업 외 5개 사업

(교육/훈련 등 전문인력 양성 총 927명 지원)

○ 창조혁신형 디자인고급인력양성 : 제11기 19명 추가 선발(총 33명 활동지원)

☞ 주요성과사례

- 사업 연차평가 4년 연속 1위(대구경북디자인센터 외 3개 수행기관 참여)

- (수상실적) : reddot, IDEA 등 세계 3대 디자인어워드 14건 수상

- (글로벌 워크숍 진행) ADA(Asia Designer's Assembly) 글로벌 워크숍을

대구에서 개최하여, 일본·대만·한국 등 아시아의 예비 디자이너(60명)가

참여하여 문제 해결형 워크숍 협업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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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학프로젝트 다수 진행) 아모레퍼시픽 계열 중견기업 ㈜이니스프리사 및

네덜란드 필립스, 로봇 중소기업 로보링크㈜, ㈜바램시스템, 에프엔씨엔터

테인먼트 등 다수 산학프로젝트 진행으로 장학금 수여 및 인턴십 연계활동

ADA 해외글로벌 워크숍 개최 네덜란드 필립스 해외워크숍 참가

㈜이니스프리 社 장학금 수여 Reddot(獨) 'honourable mention‘ 수상

○ 중소기업 재직자 실무교육 : 13개 과정, 152개 기업, 508명 교육(수료기준)

※ 고용노동부 주최 전국 우수사례 경진대회 “우수상” 수상(수료생 부문)

○ 전자공학 석․박사급 창의융합 디자인교육 : 석․박사생 20명 교육

○ 청년 미취업자 역량강화 교육 : 8개 대학, 27개 기업, 340명 교육

☞ 주요성과사례

- 고용노동부 주최 창직어워드 부문 “금상” 수상(4년 연속 수상)

- 우수팀 대상 홍보·전시를 통한 사업화 제고 및 창직활성화

언론홍보 : 2회 (KTV국민방송, MBN) / 일자리 박람회 : 3회 (제1회 대한민국

일자리정책박람회, 제12회 인적자원개발컨퍼런스, 디자인위크인대구 2018)

- 우수팀 사업종료 후, 타 정부기관 창업사업 연계

(산업통상자원부 “디자인융합벤처창업학교”, 중소기업진흥공단 “청년사관학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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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창업박람회 개최 대한민국일자리종책박람회

KTV국민방송 취재 및 방영 2018년 창직어워드 금상 수상

라. 서비스디자인 활성화

1) 서비스디자인 관련 사업영역의 지속 확대

○ 산업영역 : 디자인혁신역량강화사업 등 국가공모사업 추진

- 과업의 성공적인 결과물 도출을 통한 지속적인 신규사업 추진

연도 사 업 명

2015년

시니어 사용자 전기 삼륜차의 디자인 개발

HxD를 활용한 디지털 POCT 의료기기 디자인 개발

Active Aging을 위한 고령자 자립생활지원 서비스디자인

2016년

지역전략산업 연계 저온 마이크로 플라즈마 기술을 활용한 웰니스
스킨케어 기기 개발 및 디자인 BM 창출

감성품질 고도화를 위한 탄소섬유 소재의 소프트 터치 입체패턴
구현기술 및 적용제품 개발

벤처기업 가치창출 지원사업

Active Aging을 위한 고령자 자립생활지원 서비스디자인(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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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사 업 명

2017년

지역전략산업 연계 저온 마이크로 플라즈마 기술을 활용한 웰니스
스킨케어 기기 개발 및 디자인 BM 창출

포스트스타트업 맞춤형 성공패키지를 통한 일자리창출사업(대상수상)

Active Aging을 위한 고령자 자립생활지원 서비스디자인(계속)

대구경북권 특화산업군 디자인-기술 융합 디자인개발 사업(디자인바우처)

2018년

디자인융합특화산업군[바이오뷰티/안경/첨단의료기기 산업 융합]
제조기업-서비스디자인융합개발

지역전략산업 연계 저온 마이크로 플라즈마 기술을 활용한 웰니스
스킨케어 기기 개발 및 디자인 BM 창출(계속)

경북 6차산업의 지속가능한 소득성장 일자리창출사업

지능형 수면최적화 스마트모션 에어셀 매트리스 및 코어 스트레칭
서비스 플랫폼 개발 (미래선행 디자인 개발)

○ 공공영역 : 안전한 대구만들기를 위한 안전마을만들기사업 지속적 진행

- ‘14년~‘17년 디자인을 통한 주민참여형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의 성공적인 추

진으로 ’18년 지속 확대, ‘19년 연속추진 기반 마련

※ ‘19년 안전마을만들기 사업 총 3개 대상지 진행 예정

(동구 안심1동, 수성구 만촌1동, 신규대상지 1개)

- 지진재난시 대응방법 및 행동요령을 디자인으로 시민들이 보다 쉽게 이해

할 수 있는 ‘지진재난 패키지’ 개발

지진재난 행동안전 매뉴얼 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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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사 업 명

2014년 달서구(두류1․2동) 안전마을만들기 범죄예방 환경정비사업

2015년
달서구(두류1․2동) 안전마을만들기 범죄예방 환경정비사업 2차년도

서구(비산7동) 안전마을만들기 범죄예방 환경정비사업

2016년

서구(비산7동(2차년도)) / 남구(대명2동) / 달서구(송현1동) / 달성군(논공읍
남1리) 주민참여형 안전마을만들기 사업

디자인에 기초한 학교주변 환경개선 디자인개발 및 기본설계(6개 학교)

2017년

남구(대명2동) / 달성군(논공읍남1리) 주민참여형안전마을만들기 사업 2차년도

역사와 문화와 생태가 어우러진 행복한 ‘고모역’ 디자인제안

서문시장 거리 환경개선 디자인개발

2018년

서구 원고개마을 안전마을만들기 사업

지진재난 패키지 홍보물 디자인

폭염방지 그늘막 디자인 개발 사업

서구 원고개 안전마을 만들기 마을지도 디자인 그린존(안심구역) 디자인 적용 예

안심택배함 디자인 이미지 방범초소 디자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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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시민을 위한 공공디자인 및 도시재생프로젝트 활성화

1) 역사와 문화와 생태가 어우러진 행복한 ‘고모역’ 디자인 제안 및 조성

○ 폐역이 되어 기능이 상실된 고모역사를 ‘대구동부권 도심역사문화 조성 프로

젝트’의 거점으로 개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관광자원화에 기여

○ 대 상 지 : 대구시 수성구 고모로 208 (동대구-가천 사이에 위치한 역)

○ 사업기간 : ‘17. 4월 ~ ’18. 6월

○ 추진경과

- ‘2017 공공디자인으로 행복한 공간 만들기 사업’으로 대구시「역사와 문

화와 생태가 어우러진 행복한 고모역 디자인」이 선정

- 사업추진협의체 구성 : 대구시, 수성구청,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등

- 기본계획수립연구 진행 : ‘17년 4월 ~ 6월

- 용역입찰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 진행 완료

- 제작·설치 및 문화프로그램 개발 용역 진행 : ’17년 11월 ~ `18년 6월

- 코레일 디자인심의 1차, 2차 진행 및 심의 통과, 의견 수렴

- 고모동주민, 시민대상 의견수렴, 건축, 콘텐츠 등 전문가 자문 디자인반영

- 고모역과 역사(역사관), 고모역과 문화(문화관) 구축

- 고모역 산책로 조성, 선로주변 공원 방문객을 위한 안전펜스 설치

- 산책로 및 공원조성, 장애인 방문객을 배려한 화장실 조성

- 고모역 B.I 개발과 안내사인, 공공사인 등 적용 완료

- 고모역사관 운영컨텐츠 개발 및 시범운영(기념품, 체험프로그램 제안)

고모역사 전경 고모역과 역사



- 32 -

고모역과 문화 공원 조성

고모역 어플리케이션 계획 (리플렛,기념품 등)

2) 남구 앞산 큰골 노후시설 개선 및 편의시설 정비 사업

○ 야간경관명소로 각광받고 있는 앞산전망대와 연계하여 앞산 큰골 내 노후

시설 개선 및 편의시설(쉼터) 제공 등으로 앞산을 찾는 시민들에게 건강과

휴식, 정서생활 향상을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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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대상지 : 남구 앞산 큰골(남구 봉덕동 산 153)

○ 사업기간 : ‘18. 5월 ~ ’19. 3월 (11개월)

○ 추진현황

- 현황분석 및 디자인 진행 : ‘18. 5월 ~ 9월

- 대구시 문화재 현상 변경 심의 및 승인 : ‘18. 9월

- 문화재 현상 변경 심의에 따른 디자인수정보완 : ‘18. 10월~11월

-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 자문위원회 진행 : ‘18. 12월

-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 자문위원회 진행 : ‘19. 1월

큰골안내소 관련 디자인 리서치 및
개발요소 연구

디자인 기본설계 시안[큰골안내소 및 쉼터]

큰골 안내사인 디자인 리서치 및
개발요소 연구

디자인 기본설계[큰골안내소 및 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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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동구 율하천 문화마당 조성 사업

○ 대구시 동구 율하천 상·하류의 교량하부와 주변공간을 시민들이 찾고 즐길

수 있는 특화된 생활문화공간으로 구축

- 예술성을 고려한 공간계획으로 유휴 공간의 활용성 증대

- 정비되지 않은 낙후된 공간으로 범죄, 안전 등의 사회문제를 방지

- 향후 지역의 명소, 관광 자원으로도 활용 가능한 운영 프로그램 개발

○ 사업대상지 : 대구광역시 동구 율하교 하류 좌안 공유지 2개소

○ 사업기간 : ‘18. 3월 ~ 10월 (8개월)

○ 추진현황

- 동구청-(재)대구경북디자인센터 업무협약 체결 : ’17. 9월

- 기획, 연출 컨셉(안) 수립 및 동구청 보고회(2회) : ’18. 1월 ~ 3월

- 용역입찰 진행 및 용역사 선정평가 : ’18. 4월 ~ 5월

- 용역사 선정 및 협상에 의한 계약 : ’18. 5월

- 디자인 기획 및 기본설계 완료 : ’18. 5월 ~ 7월

- 실시설계, 제작·설치 및 준공(현공정 90%, 9월말 기준) : ’18. 7월 ~ 10월

기본설계[율하예술터 진입부] 기본설계[율하예술터]

기본설계[율하놀이터] 기본설계[전이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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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남구 앞산 ICT관광안내체계 구축 사업 [이동식 관광안내소 제작]

○ 기존 고정화된 관광안내소와 차별성을 가지고 상황에 따른 유연한 활용성을

부여하는 등 운영 효율성을 극대화한 관광안내소 구축

- 이동형 차량제작을 통해 지역관광자원 안내 및 홍보를 주도할 수 있는 능

동적 관광안내서비스 환경구축

- 관광객을찾아 제공하는 서비스로새로운 수요환경에 선제적 대응 가능

- 역내외 다양한 행사에 적극 활용함으로써 홍보효과 및 활용성 극대화

○ 사업기간 : ‘17. 11월 ~ ’18. 4월 (6개월)

○ 추진현황

- 남구청-(재)대구경북디자인센터 업무협약 체결 : ’17. 10월

- 이동식 관광안내소 제작보고회(남구청장, 자문단 등 참석) : ’17. 12월

- 이동식 관광안내소 기획, 디자인개발 및 시방 설계 : ‘17. 11월 ~ ’18. 2월

- 이동식 관광안내소 차량제작 용역사 선정 및 계약 : ’18. 2월

- 이동식 관광안내소 제작 완료, 남구청 이관 및 시험운영 : ’18. 4월

- 이동식 관광안내소 개소식(남구청) 및 시범운영 개시 : ’18. 4월

이동식 관광안내소 연출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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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지역 업사이클 산업 경쟁력 향상 노력

1) 지역 업사이클 브랜드 경쟁력 지속 강화

○ ‘더나누기’ 등 지역 업사이클 제품 브랜드의 해외 어워즈 수상

- 더나누기 레드닷 어워드 ‘베스트오브더베스트상’ 수상(디자인컨셉 분야)

- 할리케이(‘17년 지원기업) 레드닷 어워드 ‘위너상’ 수상(제품디자인 분야)

‘더나누기’ 레드닷어워드 수상

○ ‘더나누기’ 신규 상품 지속 개발 및 유통 확장 추진

- 불용소재(텐트, 블라인드 등)를 활용한 신규상품 18종 개발

신규 개발 상품

- ‘2018 부산홈테이블데코페어’ 참가 및 대구미술관 아트숍 입점

2018 부산홈테이블데코페어 대구미술관 아트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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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업사이클 산업 성장 지원

○ 청년·시니어 등 지역공동체 참여형 업사이클 산업 생태계 조성

- 2018년도 업사이클아트 청년창업 프로젝트

· 지원대상 : 지역거주 만19~39세의 예비창업자 및 旣 창업자

· 지원내용 : 업사이클 제품 제작 및 생산기반 마련을 위한 창작공방 지원 및

초기 수익창출 등을 위한 제품개발 지원

· 지원실적 : 30개 과제(60명 청년일자리 창출)

- 2018년도 업사이클 브랜드 경쟁력 강화사업

· 주요내용 : 시니어, 경력단절여성 참여 업사이클 소재화 프로그램 운영

· 참여대상 : 지역거주 시니어 및 경력단절여성 17명

· 참여내용 : 예비창업자 등 상품기획을 위해 필요한 1차 소재 가공

○ 업사이클 기업 제품경쟁력 향상 및 신규 업사이클 소재 발굴

- 업사이클 Pre Start-up 지원사업, 지역기업 업사이클 상품개발지원 등을

통한 업사이클 기업 발굴

· 제슬리(캔따개), 우후아(폐목재) 등 9개 기업

- 업사이클 CB에 대한 시제품제작, 디자인애로해결, 장비 및 기술자문 지원

· 자연닮기협동조합, ㈜아이나리, 쭈쭈사랑, 민들레가게 등 4개 기업

- 지역 신규 업사이클 소재의 상품화 및 소재 수거 효율화 연구

· 폐섬유 활용 펠트, 폐목재, 커피자루, 커피박 등 소재 연구

· 업사이클 소재 배출 및 수거 효율화를 위한 서비스디자인 연구

현수막을 활용한 패션소품 청바지를 활용한 패션소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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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업사이클 문화확산 프로그램 확대

○ 업사이클 메이커스 클래스 운영

- 운영기간 : ’18. 4월~11월

- 주요내용 : 총 57개 과정 운영 및 958여명 참가

○ 업사이클 플리마켓 개최 (4회)

- 개최일자 : ’18. 3. 23. / 4. 20. / 5. 25. / 12. 19.

- 주요내용 : 매회 평균 30여개 셀러(판매자) 참가 및 총 1,000여명 방문

업사이클 메이커스 클래스 업사이클 플리마켓

○ 언론, 시민참여형 홍보채널 통한 인식 제고

- 언론매체를 활용한 적극적인 업사이클 산업 홍보

· TBC연중 캠페인, KBS라이브오늘, KBS라디오, 영남일보, 매일신문 등

지역 언론홍보 추진

- 시민 서포터즈 운영을 통한 홍보채널 구축

· 운영기간 : ‘18. 5월 ~ 12월 (8개월간)

· 운영인력 : 4명

· 주요내용 : 한국업사이클센터 주요행사 취재 및 더나누기 브랜드 홍보,

업사이클 콘텐츠 발굴

언론홍보(TBC연중캠페인) 시민 서포터즈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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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17년 실적) 대구시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

☞ S등급 획득 (기관장: 전체 1위, 기관: 전체 2위)

- 평가대상 : 11개 대구시 출자·출연기관

- 평가범위 : 2017년 경영실적 (‘17. 1월~12월 (~’18. 3월 실적 포함))

- 평가분야 : 리더십, 전략, 경영시스템, 정책준수, 경영성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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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8년도 결산현황 

가. 2018년 수입현황
(단위:원)

구 분 예 산 실 적 증△감 달성율(%)

영업수익 15,800,756,340 13,834,341,616 △1,966,414,724 87.55

자체사업수익 997,751,780 860,747,870 △137,003,910 86.27

임대료 및 관리비 486,071,780 496,099,021 10,027,241 102.06

대관 295,680,000 317,670,849 21,990,849 107.44

장비활용 216,000,000 46,978,000 △169,022,000 21.75

수탁사업수익 13,238,252,000 11,745,058,544 △1,493,193,456 88.72

수탁사업수익 12,409,836,000 11,452,152,084 △957,683,916 92.28

용역사업수익 268,416,000 191,250,000 △77,166,000 71.25

자체사업운영수익 560,000,000 101,656,460 △458,343,540 18.15

수탁사업관리수익 1,564,752,560 1,228,535,202 △336,217,358 78.51

직접관리비수익 1,098,035,560 993,326,990 △104,708,570 90.46

간접관리비수익 466,717,000 235,208,212 △231,508,788 50.40

영업외수익 1,619,916,000 1,547,371,664 △72,544,336 95.52

이자수익 7,716,000 19,239,891 11,523,891 249.35

출자출연금수익 1,600,000,000 1,520,000,000 △80,000,000 95.00

기타영업외수익 12,200,000 8,131,773 △4,068,227 66.65

비유동부채수익 49,140,900 1,892,160 △47,248,740 3.85

기타비유동부채 49,140,900 1,892,160 △47,248,740 3.85

자본잉여금수익 2,742,056,304 2,566,216,570 △175,839,734 93.59

잉여금 1,963,319,484 1,963,319,484 - 100.00

순세계잉여금 1,963,319,484 1,963,319,484 - 100.00

이월금 778,736,820 602,897,086 △175,839,734 77.42

보조금사용잔액 76,195,323 68,837,623 △7,357,700 90.34

전년도이월사업비 702,541,497 534,059,463 △168,482,034 76.02

합 계 20,211,869,544 17,949,822,010 △2,262,047,534 8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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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예 산 실 적 증△감 달성율(%)

영업비용 17,900,187,644 15,348,490,145 △2,551,697,499 85.74

인건비 2,283,751,942 2,003,888,890 △279,863,052 87.75

기본급여 1,162,138,200 1,149,486,229 △12,651,971 98.91

제수당 443,388,520 364,444,060 △78,944,460 82.20

무기계약근로자보수 266,894,892 185,268,040 △81,626,852 69.42

단기계약근로자보수 219,564,900 112,925,131 △106,639,769 51.43

퇴직급여 191,765,430 191,765,430 - 100.00

경비 2,481,663,099 1,627,963,316 △853,699,783 65.60

복리후생비 275,925,079 238,317,743 △37,607,336 86.37

여비 94,032,000 43,918,890 △50,113,110 46.71

공공요금및제세 114,216,000 71,755,260 △42,460,740 62.82

수도광열비 334,800,000 273,771,710 △61,028,290 81.77

소모품비 283,600,000 134,546,509 △149,053,491 47.44

도서인쇄비 37,200,000 4,683,300 △32,516,700 12.59

지급임차료 8,886,000 8,886,000 - 100.00

수선유지비 84,000,000 35,682,340 △48,317,660 42.48

차량유지비 7,200,000 3,471,800 △3,728,200 48.22

보험료 19,610,000 17,579,710 △2,030,290 89.65

지급수수료 888,354,020 655,218,005 △233,136,015 73.76

업무추진비 49,200,000 28,537,512 △20,662,488 58.00

관서업무비 26,520,000 15,279,358 △11,240,642 57.61

교육훈련비 31,920,000 10,575,100 △21,344,900 33.13

행사홍보비 39,000,000 32,315,000 △6,685,000 82.86

감가상각비 100,000,000 28,033,079 △71,966,921 28.03

회의운영비 37,200,000 25,392,000 △11,808,000 68.26

연구개발비 50,000,000 - △50,000,000 0.00

성과급 145,267,275 141,941,200 △3,326,075 97.71

수탁사업비용 12,284,589,328 11,149,689,096 △1,134,900,232 90.76

나. 2018년 지출현황
(단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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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예 산 실 적 증△감 달성율(%)

용역사업비용 244,916,000 167,963,630 △76,952,370 68.58

자체사업운영비용 460,000,000 257,044,013 △202,955,987 55.88

예비비 100,000,000 - △100,000,000 0.00

유형자산 71,500,000 29,810,490 △41,689,510 41.69

무형자산 10,000,000 - △10,000,000 0.00

비유동부채상환 49,141,000 8,493,800 △40,647,200 17.28

차기이월잉여금 2,081,041,000 - △2,081,041,000 0.00

합 계 20,211,869,544 15,386,794,435 △4,825,075,109 76.13

다. 2018년 이월금 현황

1) 이월금 총액 : 2,563,027,575원

○ 재단기금적립이월금 : 1,773,893,593원

○ 계속사업비이월금 : 789,133,982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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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2019 주요업무 

   추진계획

   1. 2019년 예산계획

   2. 비전 및 목표

   3. 2019년 중점 추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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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9년 예산현황

(단위:천원)

수 입 총 액 20,459,782 지 출 총 액 20,459,782

사
업
수
익

소 계 17,732,740

사
업
비
용

소 계 18,095,921

영업
수익

소 계 16,212,453

영업비용

소 계 17,995,921

자체사업
수익

소 계 882,194

인건비

기본급여 1,259,069
임대료 및 관리비수익 521,114 제수당 436,831

대관수익 301,080 무기계약보수 203,093
장비활용수익 60,000 단기계약보수 175,545

수탁사업
수익

소 계 13,756,126
퇴직급여 189,049

수탁사업수익 13,241,276
용역사업수익 174,850

경비 공공요금 및 제세 외 2,275,985자체사업운영수익 340,000

수탁사업
관리수익

소 계 1,574,133
성과급 성과급 222,378직접관리비수익 1,240,200

간접관리비수익 333,933 수탁사업비용 수탁사업비용 12,794,071

영업외
수익

소 계 1,520,287 용역사업비용 용역사업비용 149,900
이자수익 예금이자수익 12,487

자체사업운영비용 자체사업운영비용 290,000
출자출연금수익 지자체 출자출연금 1,500,000
기타영업외수익 기타영업외 수익 7,800 예비비 예비비 예비비 100,000

자
본
적
수
익

소 계 2,727,042

자
본
적
지
출

소 계 2,363,861

비유동
부채
수입

소 계 24,674
유형자산

소 계 62,500

기타비유동부채 기타비유동부채 24,674 공기구비품 자산취득비 62,500

자본
잉여금
수입

소 계 2,702,368 무형자산 무형자산 기타무형자산 10,000
잉여금 순세계잉여금 1,783,319 비유동부채상환 기타 비유동부채상환 기타비유동부채상환 24,674

이월금 이월사업비 919,049 차기이월잉여금 재단적립이월금
재단적립이월금 875,483
계속사업이월금 1,39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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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전 및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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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19년 중점 추진사업 

가. 지역 기업지원 및 고용창출 확대

1) 디자인R&D 지원 및 디자인경영 확산

○ 디자인융합특화산업군[바이오·뷰티 / 안경 /첨단의료기기 산업 융합]

제조기업-서비스디자인융합 개발 사업(서비스디자인바우처)

- 바이오 뷰티/안경/첨단의료기기 산업군 중소 중견기업의 분야별 맞춤형 디

자인R&D를 통한 우수 디자인 지식재산권 확보하여 수출역량 강화 및 고용

창출 도모

· 사업기간 : ’19. 1월 ~ ’19. 12월 (12개월)

· 사업예산 : 600,000천원(전액국비)

- 추진내용

구분 세부추진사항 주요내용

①디자인R&D

지식재산권
확보

제품디자인
개발

3D랜더링 확정안, 제작사양, 목업제작(디자
인/워킹), 디자인출원 등

브랜드디자인
개발

브랜드 네이밍, 로고디자인, 적용 매뉴얼, 상표
출원 등

포장디자인
개발

포장 지기구조 및 시각디자인 마케팅 패키지,
제작 인쇄사양, 디자인출원 등

②디자인경영
확산

디자인경영
교육

디자인경영 사례, 지식재산권 관련 교육

디자인 로열티
수혜-참여기업간 디자인로열티 계약 체결을
통한 디자인 인식 확산

③마케팅
경쟁력 향상

국내외 어워드
출품

국내외 디자인어워드 출품을 통한 디자인
우수성 대외 인증

- 추진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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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강소기업 전주기 디자인지원 혁신지원 사업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글로벌시장 진출이 가능한 상용화기술 보유기업, 잠재적 디자인

혁신기업을 선발, 글로벌 디자인 선도기업의 제품수명 전주기 개

발과정의 이식을 통해 시장선도 제품개발 및 디자인경영 리딩기

업으로 육성

- 사업기간 : ’19. 4월 ~ ’20. 3월(12개월)

- 사업예산 : 600,000천원(*국비 300,000, 시비 300,000)

*국비 : (현재) 디자인기반구사업 예산 매칭→ (향후) 국비 직접 반영 추진

- 지원내용 : 상품기획, 디자인·연구개발, 양산, 마케팅 등 상품전주기 지원

※지원사례 (㈜대영채비, 전기차 충전기 디자인개발))

상품기획, 제품/브랜드 디자인,
특허 디자인권, 마케팅전략

CMF개발, 설계지원, 시금형
또는 워킹샘플 제작

국내외 전시참가 지원,
해외 유통바이어 상담회

☞ 기존 대비 상품기획 단계를 강화, 사업연계를 통한 시제품 제작 및 양산에 따른

마케팅 활동까지 전주기 지원함으로써 제품의 시장 성공 적확률을 높임

○ 기대효과

- 지역 내 주력 특화산업군 강소기업 발굴, 디자인중심 제품개발․마케팅

등 전주기 지원으로 지역 기업의 디자인경영 성공스토리 창출

- 산업분야별 맞춤형 디자인 R&D를 통한 상품 경쟁력 강화 및 지역 디자인

마인드 확산을 통한 중장기 경쟁력 있는 지역 디자인 비즈니스 생태계 조성

- 디자인경영 도입 확산을 통한 기업 성장, 고용창출 및 매출 증대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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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북지역 중소기업 지원 확대 추진

○ 경북지역 중소제조기업을 중심으로 우수디자인 및 지식재산권을 확보, 중

소기업의 이미지개선 및 매출확대와 상품경쟁력 강화를 위한 브랜드 포장디

자인 및 제품디자인 등 분야별 맞춤형 디자인개발 지원 확대

(지원예산 및 지원분야 확대)

경상북도 중소기업 디자인개발 지원사업

(※예산증액 : ‘18년 117백만원 → ‘19년 180백만원)

중소

기업

브랜드

디자인

- 기업 보유상품/서비스에 대한 브랜드 상표출원

및 패키지 어플리케이션 개발
기존

제품

디자인

- 제품디자인 개발/리뉴얼, 디자인출원, 디자인목업

제작

신규

확대

○ 경산지역 중소기업의 기업마케팅 효율성 증대 및 제품·서비스의 고부가가치

화를 위한 디자인개발지원 및 영세기업의 소규모 디자인 수요 대응 디자인

애로사항 해결지원사업 추진

경산시 중소기업 디자인개발 지원사업 분야 수요별 맞춤형 지원

※ 2018년 신규 사업으로 추진 중 → 2019년 확대 지원

중소

기업

제품

디자인

- 신규/기존 제품디자인 개발 및 리뉴얼, 디자인 출원,

디자인목업 제작

기존

브랜드

디자인

- 기업 보유상품/서비스에 대한 브랜드개발, 상표출원

및 패키지 어플리케이션 개발

영세

기업

디자인

애로사항

해결지원

- 제품/시각/포장/멀티미디어 등 분야별 디자인

애로사항에 대한 디자인전문기업 현장방문 컨설팅

및 소규모 디자인개발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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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경북지역 6차산업 중소기업 및 청년창업기업 지원 프로그램 확대

○ 경북지역의 6차산업군 및 6차산업 관련 기업을 대상으로 상품 브랜드/패키지/

마케팅에 이르는 全단계를 지원하고, 우수 디자인 지재권을 확보케 함으로써 대

상기업의 자생력을 확보하기 위한 지원프로그램을 확대코자함

○ 또한,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는 청년창업기업, 소규모기업, 협동조합 등의 디자인

문제점을 현장 방문하여 컨설팅등을 통해 해결하는 디자인 원포인트 지원 시행

○ 이를 통해 6차산업 상품제조 활성화 관련 고용기반 확대를 도모하여 지속적인 일

자리창출 생태계를 만들어가고자 함

‘19년도 경북 6차산업의 지속가능한 소득성장 일자리창출사업(예정)

지원대상

- 디자인토털지원 : 경북권역 6차산업 관련 기업
※ 연내 고용창출 계획 수립 기업

- 디자인원포인트지원 : 경북권역 6차산업 관련 소규모기업
※ 1인이상 또는 당해연도 창업기업, 사회적기업 가능

※ 전년도 매출액 10억원 미만 기업에 한해 지원

주요

사업내용

<디자인토털지원>

- 상품 브랜드 및 패키지 개발, 양산화 전제의 패키지 시제품제작

- 지식재산권 출원 / 맞춤형 컨설팅 및 마케팅 지원

<디자인원포인트지원>

- 기업 현장방문 상담 및 디자인시안 제공(인쇄 및 제작 前단계)

(시각디자인/포장디자인/웹디자인 중 기업당 1개 과제 디자인지원)

나. 디자인 전문인력 양성 다변화

1) 4차 산업혁명 대응 디자인 전문인력 양성

○ 4차 산업혁명 관련 새로운 기술이 개발되고, 기술 간 융․복합화가 본격적으

로 진행되면서 새로운 산업․제품․서비스 등이 창출 전망됨

- (고용증가 산업) 4차 산업혁명 선동 산업을 중심으로 취업자 수가 크게 증

가하고, 관련 기반산업과 성장에 따른 소득증가 등으로 일부 서비스업(디

자인분야)에서 취업자 수 증가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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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별 취업자 수 증가(천명) > < 일자리 대체율 하위(저위험) 10대 작업(%) >

※ 고용노동부 (2016～2030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인력수요전망) 자료

· 신기술ㆍ고숙련 인력수요 확대에 대비 중장기적 관점에서 인적자본에

대한 과감한 투자 필요

· 급격한 기술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지식 습득에서 창의, 문제해결 역량

등을 중심으로 한 디자인 교육체계 강화와 산학연 협력 활성화 필요

< 자율주행차 산업 인력양성 >

[디자인] UX,UI디자인 및 공간 인테리어 디자인 등 관련 분야 인력양성

2) 혁신성장의 글로벌 확대를 위한 교육 지원

○ 창조혁신형 디자인고급인력양성사업(KDM) 글로벌 기업과의 산학협력프로젝

트 확대를 통한 글로벌 인재 양성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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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Material ConneXion(소재컨설팅), (방콕)designM(디자인에이전시),

(중국)비다스토리(디자인․유통)

(미국) Material ConneXion
(www.materialconnexion.com)

(방콕) designM
(www.designm.co.th)

(중국) 비다스토리
(www.vidastory.com)

3)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청년 맞춤형 교육 및 취업지원

○ 청년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단계별 취업 지원

- 구직단계 : 청년취업아카데미(단기, 장기, 창직과정), 지역산업맞춤형인력

양성사업(채용예정자 과정)을 통해 실질적인 교육 지원

→ 취업성공패키지, 내일채움공제 등과 연계

- 채용단계 : 기업과 학생들과 매칭 및 구직활동 지원

→ 디자인 취업박람회(디자인위크인대구) 연계

- 재직단계 : 지역산업맞춤형인력양성사업(재직자 과정)을 통해 직무향상

및 역량개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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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시민을 위한 공공디자인 및 도시재생프로젝트 활성화

1) 안전마을만들기 사업

○ 2단계(‘19년~’21년) 주민참여형 안전마을만들기를 통해 안전한 대구만들기 실

현 및 안전문화 확산

○ 디자인을 통한 사회문제 해결방안 제시

- 사업기간 : ‘19. 3월 ~ ’19. 12월 (예정)

- 대상지 : 총 3개 구역

※ 수성구(만촌1동), 동구(안심1동), 신규대상지 1개 선정 예정

- 지원내용 : 각 대상지에 대한 현황분석을 통해 서비스디자인 및 범죄예방환

경디자인을 적용하여 범죄예방환경 조성

2) 남구 앞산 서비스디자인기반 소상공인 상권활성화 지원 사업

○ 앞산 골목상권 및 지하도 상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서비스디자인 기반형

컨설팅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의 성장을 주도해 나갈 남구 대표맛집 육성

- 사업기간 : ‘19. 3월 ~ ’19. 12월 (예정)

- 대상 : 남구 앞산 골목상권 및 지하도 상가

- 지원내용 : 서비스디자인 기반형 컨설팅 지원, 고유브랜드의 정체성, 발전방

안 도출 및 브랜드 리뉴얼(필요시)

3) 경상북도 영주시 이색 관광안내소 구축 사업

○ 문체부의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핵심관광지 육성) 사업으로 추진

○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이색 관광안내소 기획, 디자인 개발 및 제작

○ 기존 고정화된 관광안내소와 차별성을 가지고 상황에 따른 유연한 활용성을

부여하는 등 운영 효율성을 극대화한 관광안내소 구축

○ 사업기간 : ‘19. 1월 ~ ’19.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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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지역 업사이클 新산업 생태계 공고화

1) 전략목표

○ 한국업사이클센터의 산업 활성화 플랫폼 기능 강화

○ 업사이클 산업의 시장 경쟁력 향상 및 규모 확대

○ 다양한 시민 계층의 참여와 이를 통한 새로운 비즈니스 및 일자리창출

2) 업사이클 新산업 생태계 전략

○ (기업성장) 업사이클 창업/기업 비즈니스 경쟁력 강화를 통한 시장 확대

○ (기술개발) 신규 소재 발굴 및 상품성 향상 연구 등 기술력 확보

○ (문화확산) 시민참여형 교육, 전문가 양성, 지역 마켓 등 산업 저변 확대

○ (지역공동체) 청년/시니어/사회적경제조직 등 지역공동체 참여 활성화

< 업사이클 新산업 생태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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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9년 세부 추진내용

○ (창업·기업지원) 지역 업사이클 기업 경쟁력 향상 및 신규 유망 기업 발굴

지원을 통한 산업 활성화 추진

-「업사이클아트 청년창업 프로젝트」추진으로 역량 있는 지역 청년의 업사이

클 창업 기반 마련 및 일자리창출

-「지역 업사이클 기업 상품개발 지원」을 통한 신규 제품화 촉진

-「업사이클 커뮤니티비즈니스 성공패키지 사업」등을 통한 사회적경제조직

브랜딩 및 시장진출 지원

-「업사이클 센터 지원 사업」에 기반한 지역 기업 컨설팅 및 홍보역량 강화

○ (기술개발) 다양한 업사이클 소재 발굴 및 접목 방안 확대

-「업사이클 소재 및 상품화 R&D」를 통해 상품화 가능한 지역 업사이클 소재

발굴 및 상품화 테스트, 수거 시스템 개선 연구 실시

-「업사이클 소재 라이브러리(M-Lab)」를 통한 국내외 소재 정보 제공

○ (문화확산) 시민참여형 프로그램으로 업사이클 인식 제고 및 전문가양성 등산

업 저변 확대 지속

-「업사이클 플리마켓」의 정기 개최를 통해 지역 브랜드로 정착 유도

- 일반 시민, 예비창업자, 자유학기제 연계 등「업사이클 메이커스 클래스」

연중 확대 운영

· 1일 체험형 및 전문가양성 심화 프로그램으로 구분, 수요맞춤형 교육 실시

- 언론매체 및 시민 서포터즈 적극 활용 통한 홍보 효과 달성

○ (지역브랜딩) 지역 대표 브랜드「더나누기」를 통한 우수 상품 개발 및 지역

업사이클 브랜드의 시장 진출 가능성 제고

-「더나누기」신규 상품 연구/개발 프로세스의 지역 산업 보급 등 동반 성장을

위한 협업 네트워크 확대

-「업사이클 브랜드 경쟁력 강화사업」등을 통해 청년디자이너, 시니어클럽, 경력

단절여성 등이 참여하는 협력 모델 제시 및 브랜드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