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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기 본 현 황
 조 직 : 6과 23팀
디지털경제혁신실

경제일자리과

투자유치과

미래기술
혁신과

인공지능
소프트웨어과

금융
블록체인과

빅데이터
통계과

4팀

4팀

4팀

4팀

4팀

3팀

경제기획팀

투 자 유 치 팀

R &D 혁신팀

인공지능정책팀

금융육성팀

데이터혁신팀

중소기업지원팀

국 내 유 치 팀

스마트시티팀

S W 산 업 팀

금융신산업팀

데이터인프라팀

일자리기획팀

외 자 유 치 팀

과 학 기 술 팀

I C T 인프라팀

블록체인기획단

통계분석팀

일자리지원팀

경제자유구역지원팀

비대면경제팀

I CT인재양성TF

블록체인육성TF

(단위 : 명)

 인 력 : 정원 135명, 현원 132명
구

분

계

경
제 투
자 미래기술 인 공 지 능 금
융 빅데이터
일 자 리 과 유 치 과 혁 신 과 소프트웨어과 블록체인과 통 계 과

정 원

135

30

24

24

19

19

19

현 원

132

29

22

23

20

19

19

과부족

▵3

▵1

▵2

▵1

+1

-

-

(단위 : 백만원)

 예 산 : 세입 214억원, 세출 1,417억원
구

분

계

경
제 투
자 미래기술 인 공 지 능 금
융 빅데이터
일 자 리 과 유 치 과 혁 신 과 소프트웨어과 블록체인과 통 계 과

세 입

21,357

11,020

1,145

5,331

856

2,445

560

세 출

141,677

60,610

12,021

26,737

22,784

10,701

8,824

(단위 : 백만원)

 기금 현황
2022년도 조성계획

기 금 명

2021년도말
현 재 액

수 입

지 출

증 감

중소기업육성기금

154,343

38,971

57,347

△18,376

135,967

투자진흥기금

148,270

16,329

37,512

△21,183

127,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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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말 비 고
예 상 액 (융자금)
41,301

 출연기관 현황
기 관 명

설립근거

대표자
설립일 (이
사)

조 직
(인 력)

예산
(억원)

주 요 기 능

901

∙ 중소기업, 소상공인 경영 지원
∙ 창업 및 일자리 지원
∙ 해외통상 지원 및 산업단지 관리‧운영 등

(재)부산경제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진 흥 원

2008.
1. 8.

진양현
(13명)

1실 2본부 1센터
(130명)

(재)부산신용
보 증 재 단

2000.
3. 1.

김승모
(8명)

2본부 2센터
(107명)

(재)부산산업
부산광역시
2015.
과 학 혁 신 원 과학기술진흥조례 7. 14.

서용철
(11명)

3본부 1실
(51명)

정문섭
(11명)

1실 2본부 7단
1팀 1센터
(173명)

(재)부산정보
산업진흥원

지역신용
보증재단법

부산정보산업
진흥원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2002.
6. 29.

∙ 중소상공인 신용보증
1,302 ∙ 구상채권 관리
∙ 신용보증 조사 및 정보관리 등
∙ 지역 과학 및 산업기술 정책연구
322 ∙ 지역혁신사업 발굴․기획 유치관리
∙ 자원투자의 성과효과 분석 등
612

∙ 정보통신 및 문화콘텐츠산업 지원
∙ IT 지원시설 운영

 부서별 주요업무
부

서

명

주

요

업

무

경제일자리과

∙
∙
∙
∙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및 지역경제역량 강화 정책 수립․추진
중소기업 자금 지원, 지역제품 판로지원, 기업애로 해소
일자리창출 시책 발굴 추진, 일자리사업 평가, 고용지표 등 동향분석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사업 추진, 취업지원, 직업능력개발훈련

투 자 유 치 과

∙ 국내․외 기업 전략적 투자유치 및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 국내기업 유치 투자진흥기금 운영, 외국인투자지역 지정․관리
∙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인프라 구축 및 개발 지원

미래기술혁신과

∙
∙
∙
∙

산업혁신 정책연구 및 R&D기획․유치, 연구개발특구 육성 및 규제자유특구 지정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조성, 스마트시티 서비스 확산, 글로벌 네트워킹
과학기술 인프라 조성 및 문화 확산, 기술․지식재산 기반 기업 성장지원
비대면 경제정책 총괄, 비대면 판로지원, 비대면 솔루션 지원

인 공 지 능
소프트웨어과

∙
∙
∙
∙

인공지능(AI) 지역성장 거점 조성 및 신산업 발굴‧육성
ICT･SW 기술혁신을 통한 디지털 신산업 육성
지역 디지털 기술역량 강화 및 첨단 ICT인프라 구축
디지털 융합 핵심 창의인재 양성

금융블록체인과

∙
∙
∙
∙

금융중심지 조성 및 육성, 부산국제금융센터 복합개발, 국내 ․ 외 금융사 유치
해양 ․ 파생 금융산업 육성, 4차산업기반 디지털 금융산업 육성, 인력양성
블록체인 특구사업, 블록체인 산업육성, 전문인력양성, B PASS 서비스 확대
블록체인 지역특화 프로젝트 추진, 블록체인 기술 활용 사업 추진

빅데이터통계과

∙ 데이터 활용 기획․조정․평가, 데이터산업 육성,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 공공데이터 개방 및 이용 활성화, 데이터 수집․관리․활용 인프라 구축․운영
∙ 국가통계․행정통계 작성․제공, 통계 수요 및 품질 관리, 통계행정 조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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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2021년도 주요 성과
1.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비상경제 대응체계 가동 및 선제 대응
 경제위기 극복과 활력 회복을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 강화

○「비상경제대책회의」운영, 위기극복 및 활력회복 등 체감형 정책 마련

- 경제 분야별 현장 관계자‧학계‧전문가 등 참여, 민‧관 합동회의 개최(총22회)
- 지역경제 위기 점검‧대책, 방역, 안전, 복지 등 시급하고 중요한 이슈 중점 토의
▹(위기극복) 소상공인, 관광업, 수출기업, 수산업 등 코로나 위기 지원책 마련
▹(성장동력) 디지털, 데이터, 바이오헬스, 수소 등 신성장산업 육성책 마련‧추진
* 민‧관 전문가 511명 참석, 정책AS(현장방문) 8회 11개소, 148개 정책발굴, 사업예산 4,671억원 반영

○ 지역 상공계와 협력체계 구축, 위기극복 및 활력제고 등 현안 공동 대응
- 시-상의 정책간담회(4.28.), 경제협의체 대표회의(12.20.)등 지역현안 공유 및 대응
- 시-기업 백신 유급휴가 시행 공동선언(5.17.) ▹시역내 7개 주요 기업 동참

○ 경제활력 제고 및 위기 대응책 수립 등 전략적 대응기능 강화

- ’22년 경제정책 방향, 디지털경제 혁신전략, 금리인상 대응책, 선결제추진 계획 등
- 지역경제 선순환을 위한「지역재투자활성화기본조례」제정(’21.5), 후속조치 추진

 코로나 19 위기 극복 市정책금융 확대 및 중소기업 지원 강화

○ 중소기업 정책자금·제조업 특례 등 위기대응 민관협력 정책자금 지원

- (중소기업) 운전자금(3,000억원), 시설자금(400억원), 기술보증협력지원(500억원)
- (제조특례) 조선해양기자재 긴급자금 추가 조성(350억원), 자동차부품기업 만기연장
○ 피해극복 소상공인 정책금융 지원규모 확대(’20. 4천억원 → ’21. 5천억원)
- 소상공인 특별자금(2,900억원), 임차료(2,000억원), 집합금지·제한업종(100억원)
○ 소상공인 3無특별자금 지원(1,000억원) ▹업체당1천만원,無이자(1년),無한도(심사),無신용

○ 모두론+(증100억원), 폐업소상공인 브릿지보증(300억원) 등 취약분야 지원
○ 전국 최초, 공공조달시장 판로개척을 위한 ‘혁신조달패키지 지원사업’ 추진
- ‘혁신시제품제도’ 지정(조달청)을 위한 지원(14개사, 4억원▹시2, 남부발전2)

○「대기업·공공기관-중소기업 합동구매상담회」개최(109개사), 매출확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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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코로나19 대응 일자리 안정대책 및 미스매치 해소 추진
 고용안정 선제대응 및 지역주도 일자리사업 추진 기반 마련

○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 공모 선정(’21. 4월, 고용부)‧추진
- 서부산권 기계부품산업 일자리Re-Start사업 ▹’21년81.3억원, 795명고용지원

○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국비(고용부) 지원사업 추진
- ‘일자리르네상스 부산’ 등 10개 사업 ▹’21년 89억원, 2,378명고용지원

○ 구‧군이 주도하는 ‘주민 참여형 지역특화 일자리 사업’ 내실 추진

- 영도구 창업 프로그램 지원 등 11개 구·군(10개 사업) ▹7.2억원, 97명 고용 지원
○ 희망 고용유지 지원사업 추진(10억원) ▹기업당 최대900만원, 214개사 지원
- ‘고용유지 상생협약’ 중소기업, 4대 보험료의 사업장 부담금 지원

○ 위기업종 고용서비스 지원을 위한 거점별 일자리센터 구축(2개소)

- 동부산(벡스코, 4월개소,관광‧마이스등), 서부산(하단역, 7월개소, 기계부품산업)

❖ 「2021 전국 지자체 일자리대상」 ‘우수상’ 수상
- 2020년 지역일자리 추진실적 공시제부문 ‘우수상’ 및 우수사업 부문 ‘우수상’(고용부)

 고용서비스와 직업훈련사업을 통한 일자리미스매치 해소

○ 온·오프라인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와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

- 채용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한 비대면 온라인 일자리박람회 개최
▹ 부산권(’21. 5. 24. ∼6. 4, 2주간), 동남권(부·울·경, ’21. 11. 1 ∼11. 30, 1개월간)
- 수요자 중심 취업 알선, 교육 등 현장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 일자리종합센터2,821명, 구·군 취업정보센터38,659명, 일일취업안내소9,206명
- 공공근로·지역방역(희망근로) 일자리사업 추진, 코로나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
▹ (공공근로) 1,000명, 32억원(분기별 시행), (지역방역) 800명, 35억원(’21. 1.∼6.)
▹ (희망근로) 6,500명, 256억원(’21. 4. ∼ 12.), 백신접종·생활방역 등 지원

○ 전문성 강화를 위한 직업훈련사업 전면 개편, 직무능력 향상 지원
- 전략·신산업 중심 훈련과정 선정, NCS(국가직무능력표준) 훈련기준 도입, 선정
심사 전문성 강화 ▹ 총 39개 훈련과정 990명 훈련, 905명 수료

○ 교육청 협업 고졸인재 취업 지원 강화 및 우수 숙련기술인 양성

- 직업교육 혁신지구 선정(교육부), 직업계고 선취업·후학습 지원체계 구축(20억원)
- 부산기능경기대회 개최(’21. 4.) 및 제56회 전국대회(’21. 10, 대전) 참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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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우수 국내·외 기업 유치 및 경제자유구역 개발 추진
 국내·외 우수기업 유치

○ ’21년 기업유치 성과 ▹23개사(국내16,외투7), 투자 2조1,685억원, 고용 8,362명
국 내 기 업
소계

역내이전

신증설

유턴

외투
기업

23개사

14개사

6개사

7개사

1개사

7개사

2개사

투자금액

21,685억

7,088.9억

328.4억

6,754억

6.5억

14,563.5억

32.6억

고용예정인원

8,362명

5,808명

130명

5,658명

20명

1,954명

600명

구 분

합계

기업수

컨택
센터

❖ ㈜코렌스 EM 부산형 일자리 모델, 정부 상생형 지역일자리 선정(’21.2.25.)
- 협력업체 포함 7,600억원 투자, 4,300명 직접고용, 미래차 핵심부품 연구 및 생산단지 조성

❖ 글로벌 대기업 계열사 3개사 유치 성과
- 쿠팡(‘21.6.17./2,200억원/3,000명), BGF리테일(’21.8.19./1,782억원/1,000명), LX인터내셔널(‘21.11.3./2,300억원/1,500명)

 기업 투자유치 홍보 및 투자기업 체계적 관리

○ 수도권 기업 대상 투자설명회 개최, 부산시장 투자유치 세일즈 전개
- ’21.11.3.(서울 글래드호텔), 29개기업‧기관 대상 투자환경 설명 등 세일즈 추진

○ 시장-부산 투자기업 대표 간담회 개최, 기업 애로 청취
- ’21. 12. 2.(벡스코), 부산기업 대표 20여명 참석, 투자성과 공유, 애로 청취등
○ 부산시 투자유치시스템 개발 완료, 투자정보 체계적 관리기반 마련
- 계획수립(’21. 3.), 개발용역 발주(’21. 5.), 준공(’21. 12.), 운영(’22.1.～) ▹96백만원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추진

○ 명지국제신도시 통합개발(특화) 위한 개발계획 변경(’21.5.), 공사착공(’21.12.)

- 부지조성 A=640만㎡, 친수공간 포함 명품신도시 조성 및 국제업무 기능 강화

○ 송정지구 개발, 북측(범천 차량정비단 이전) 기본용역 착수(’21. 9.)
- 부지조성 A=76만㎡(북측 철도시설 50, 남측 복합물류부지 26)

○ BJFEZ 북측진입도로 문화재현상변경,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추진(’21.11.)
- 생곡동∼명지동, 교량건설 L=1.53km, B=27m(6차로), 1,329억원

○ 명지지구 간선도로 확장공사 보상 완료, 공사 착공(’21. 12.)
- 도로확장 L=3.8km, B=30∼40m → 40 ∼ 46m, 346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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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역혁신 연구개발 역량 강화 및 과학기술 문화 확산
 연구개발 및 지역혁신 역량 강화로 4차 산업혁명 선제 대응

○ 지역주도 정부 R&D사업 기획·유치 및 과학기술진흥정책 추진

- 지역수요 기반 신규 R&D과제 발굴 64건, 기획 40건, 유치확정 8건
- 제1차부산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5개년)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20.실적, ’21.계획)

○ R&D사업 투자 효율성 강화를 위한 예산배분 조정 및 평가

- ’22년 부산연구개발 투자방향 수립(’21. 7.), ’22년 R&D예산배분조정(111개사업)
- 신규 R&D사업 조정(44개), 계속사업 성과평가(12개), 의무매칭사업 평가 시범도입(3개)

○ 지역 특화분야 기술창업 및 기업 육성으로 연구개발특구 성과 창출

- 첨단기술기업 지정 4개사(총11개사), 연구소기업 신규 설립 25개사(총185개사)
- 부산글로벌테크비즈센터 입주공간 지원 ▹입주율 91%(60개실/66개실, 65개사)

○ 부산 암모니아 친환경에너지 규제자유특구 신규 지정(’21.11.)

- ’22～᾿25, 강서‧영도구 일원, 암모니아 친환경선박 등 3개 실증(380억원,17개사참여)

 신기술 도입․확산을 통한 스마트시티 생태계 조성

○ EDC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조성 ▹’18～’23, 2조2천억원, 2.8㎢(84만평)
- SPC 민간사업자 공모지침서 보완(’21.10.～11.) 및 사전설명회 개최(’21.11.)
○ 스마트빌리지 조성(850억원, 56세대) ▹입주자 공모(’20. 12.), 입주(’21. 12.)
○ 스마트시티 챌린지 본사업 추진 ▹민간주도 도시문제 해결 솔루션 실증
- 무장애 교통환경 조성 통합플랫폼 구축 및 서비스 확산(’21.～’22, 200억원)
- (1차년도) 통합플랫폼 구축 및 4개 서비스 15개소 * ’22년(2차년도) 15개소 신규 추진
* 배리어프리 내비게이션(1호선), 스테이션(10개소), 세이프티존(5개소), 승차공유 플랫폼 구축

○ 스마트시티 솔루션 보급·확산(지역균형뉴딜 공모선정) ▹남구(’21, 18.8억원)
- 도시문제 해결 솔루션 확산 ▹ 스마트 횡단보도 4개소, 스마트 폴 34개소

 과학기술문화 확산 및 기술‧지식재산기반 기업성장 지원

○ 과학기술문화 확산 거점 인프라 확충 및 운영 지원

- 국립부산과학관「어린이과학체험관」및「과학교육캠프관」건립 추진(’22.2.준공)
* 국립부산과학관「’21대한민국교육기부대상」(교육부) 및 「교육메세나탑」(교육청) 수상(’21. 12.)
- 인공지능분야 전문 사립과학관「LG디스커버리랩 부산」개관 지원(’2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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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 참여형 과학문화 저변확대 및 네트워킹 강화

-「제20회 부산과학축전」온라인 개최(’21.10.2.～10.) ▹77개프로그램, 16만명참여
- 생활과학교실 맞춤형 온라인교육(1,563회) 및 과학문화해설사·소통관 양성(36명)
-「2024 국제우주연구위원회(COSPAR) 총회」부산 유치 확정(’21. 1.)
- 과학기술분야 인재양성 및 발굴 확대를 위한 유공자 발굴·포상(38명)

○ 중소기업 기술혁신역량강화 및 성장지원(6개 사업, 14.3억원)
○ 중소기업 지식재산(IP) 역량강화지원 및 저변 확대(174개사, 16.7억원)
 비대면 경제 대응력 제고 및 온라인 사업역량 강화

○ 비대면 경제정책 활성화 추진체계 구축

- 비대면경제 민·관협의체 운영(회의 2회), 비대면 비즈니스 활성화 현안연구(’21.2.～10.)

○ 중소기업 온라인 전환 및 비대면 판로 지원 사업 강화

- 오픈마켓 입점을 위한 상세페이지 제작(35개사, 0.5억원)
- 라이브커머스를 통한 지역 우수제품 판매지원(30개 기업, 1.6억원)
- 우리동네 지역상권 온라인 마켓으로 살리기 공모전 개최(3개 단체, 1억원)
- 홈쇼핑 입점 지원 및 부산브랜드페스타 온라인 판매 지원(21개사, 0.4억원)
- 전자입찰정보서비스 지원(909개사), 맞춤형 전자입찰실무 등 교육(5회, 247명)

○ 디지털경제 기반조성 지원으로 지역기업 경쟁력 강화

- 소규모 온라인 독립몰 구축 지원 ▹ 자사몰 구축(5개사, 0.7억원)
- 종합물류 대행 서비스 마이크로 풀필먼트 사업 지원(36개사, 2억원)
-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위한 비대면 전환기업 솔루션 지원(48개사, 2억원)

5. 인공지능 및 ICT 신기술 융합을 통한 디지털 대전환 선도
 AI를 활용한 지역혁신 생태계 조성 및 산업경쟁력 강화

○ 인공지능 분야 성과 확산, 협력 및 교류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 AI분야 연구개발 성과확산 및 지역 경쟁력 향상을 위한 업무협약(’21. 11. 1.)
- ｢AI보안 국제 프로토콜 위원회 부산본부 설립｣을 위한 업무협약(’21. 11. 8.)
- ｢부산시-캐나다워털루대-한국전기연구원｣ 공동연구 파트너십 협약(’21. 12. 3.)
○ 과기부 ‘인공지능 지역확산’ 대응 ▹ 영남권 선도사업, 융합산업 발굴
○ 초광역협력프로젝트(AI헬스케어) 기획 ▹’22.～’26,1,800억원,부산-광주-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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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 공모 선정(’21. 7. ~ 12, 38억원, 2개 사업)
- 유동인구 분석 및 공원 주요시설·불법행위 감시 CCTV영상 데이터

 지역 SW산업 활성화 환경 조성 및 ICT 기술 혁신

○ 부산 ICT 청년창업허브 구축(’21. 1. ~ ’21. 12, 45억원) ▹ ’22. 3월 개소

-「ICT-innovation 스타트업 큐브」입주공간 구축‧운영(ICT 스타트업 활성화)

○ 데이터센터 유치를 위한 ‘원아시아 데이터센터 건립’ MOU 체결(’21.6.17.)
- 글로벌 데이터센터 기업 유치, 지역내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운영산업 육성

○ 부산IT융합부품연구소, 소프트웨어 품질인증(GS)기관 선정(’21. 5. 17.)
- 시스템·기업 관리 SW, 산업용 SW, 멀티미디어/게임, 임베디드 응용 SW

○ ICT융합 디바이스 개발 공모사업 선정(’21. 5. ~ ’22. 12, 7억원)
- 커브길 스마트 세이프 가드레일 시스템 개발, 인증확보 등

○ 5G 기반 디지털트윈 공공선도사업 선정(’21. 5. ~ ’22. 6, 50억원)
- 디지털트윈 기반 스마트 항만 플랫폼 실증사업 및 ISP 수립

 ICT 인프라 고도화 및 혁신인재 양성

○ 네트워크 지능화 기술개발 및 실증사업 유치(’21. ~ ’25, 89억원)

- 주문형 데이터기반 네트워크 지능화 프레임워크 기술개발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 5G 융합서비스 시스템 구축 및 실증사업 유치(’21. 7. ~ ’21. 12, 4.1억원)
- 동래읍성 산불‧무단투기 영상감시 및 융합다중센서(18종) 시스템 구축‧실증

○ 공공와이파이 무선인터넷 인프라 확대 구축( 2개 사업, 554개소 추가)

- 국제관광도시 부산 공공와이파이 구축(10억원) ▹해운대해수욕장 등 137개소
- 무선 인터넷 인프라 확대 구축(25.5억원) ▹ 버스정류장 등 417개소

○ ’21년 혁신성장 청년인재 집중양성 공모 선정(’21. 4. ~ 12, 4억원, 과기부)
- 클라우드분야 실무프로젝트 기반 집중 교육과정(6개월) 운영, 취업 연계 등

○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사업 공모 선정(’22. ~ ’24, 90억원, 고용노동부)
- AI 활용 응용SW 개발(240명), 클라우드 서비스 운영 및 개발(480명)

○ 정보통신인력 양성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업무협약(’21. 7. 12.)

- 지역 내 ICT인력양성 및 관련산업 육성을 위한 상호 협력(베스핀글로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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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금융과 블록체인 기술 융합으로 글로벌 신금융 허브 조성
 금융산업 인프라 확대 및 글로벌 금융허브 도시 위상 강화

○ 부산국제금융센터(BIFC) 3단계 속도감 있는 추진, 금융산업 인프라 확대
- 건축심의, 교통영향평가 등 인·허가 완료(10월), 디지털 금융기업 집적 등 활용
* BIFC 3단계 개발 : 부지 10,293㎡, 지하 5층/지상 45층, 연면적 146,553㎡

○ D-Space(BIFC 63층, 글로벌 금융클러스터) 조성, 아시아 금융 진출 교두보 마련
- BIFC 63층에 조성된 글로벌 금융기관 전용 유치 공간 ▹ 6개사 입주 선정
* 면적 1,019㎡, 사무실 10, 회의실 2, 공용라운지 등 조성, 한국씨티은행 ’21. 7월 입주

○ 국제금융센터 지수(GFCI) 33위(’21. 9월), 부산금융중심지 인지도 급상승
- 영국 Z/Yen(지옌)사 평가 국제금융센터 지수 33위, ’20년 대비 18위 상승
* 부산 GFCI 순위 : 51위(’20. 3.) → 40위(’20. 9.) → 36위(’21. 3.) → 33위(’21. 9.)

 해양‧파생 및 디지털 금융산업 성장 생태계 활성화

○「부산해양금융협의체」협업 확대, 해양금융기능 강화 및 파생금융 활성화
- 해양금융위크 개최(’21. 11.) ▹市,금감원,해양금융종합센터,한국해양진흥공사 등 참여
- 장외파생상품시장 거래정보저장소(TR)시스템 구축‧운영(’21.4.), 파생시장 활성화

○ 디지털 금융허브센터(U-Space BIFC) 운영(46개사, 27억원) 및 지역내
금융기술 기업 지식 기반 일자리 생태계의 선순환 구조 확립

- 금융기술 기업 인력부족 해소 및 4차산업 지식 기반 양질의 일자리 확대
* 일자리 증가 : ’20년 158명 → ’21년 423명 ▹ 265명 신규채용(’20년 대비 268% 증가)
- 신용보증기금 핀테크 특화지원 프로그램 운영 제휴(60억원 신용보증 확보)

○ 해양·파생 금융전문인력 양성,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FATF TRAIN) 운영 지원
- 해양금융(해양대), 파생금융(부산대) 석사학위 과정 운영 지원 ▹67명
- 자금세탁방지 교육훈련기구(FATF TRAIN) 운영 지원 ▹ 9회, 350명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운영 및 지속성장 가능한 산업 생태계 조성

○ 블록체인 특구연계 시범사업 선정(5월)으로 비대면 서비스 확대

- 5개과제(백신접종증명,복지교통카드,영화투자,의약품 콜드체인,공동주택관리 등), 37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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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 특구사업(물류·관광·공공안전·금융)특례 종료 전, 규제개선 추진(8월)

- 실증성과 : 고용창출 157명, 특허출원·등록33건, 앱 이용자수 약 56,000명 등
- 임시허가 전환 및 실증특례 기한연장(+ 2년간) → 법령정비(규제부처간 협의)
○ 블록체인 특화 벤처컨벤션(B-Space) 구축 ▹BIFC(1단계) 21층·22층, 35억원
- 설계용역발주(8월), BI네이밍 공모 및 임대차계약체결(10월) 및 공사준공(12월)
 블록체인 지역특화 프로젝트 추진

○ 실물자산 및 금융자산 기반 증권형 토큰(STO) 거래소 설립 용역(’21. 6. ～12.)
○ 블록체인 기반 통합 플랫폼(스테이블 코인 기반 지역화폐) 구축 용역(’21. 8.～12.)
○ 블록체인「NFT BUSAN 2021」개최(’21. 11. 4. ~ 11. 6.)
- 40개사 참여, 25개 강연, 작가 16명 70점 전시, 3일간 8,000여명 참석
- 블록체인산업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코인원, 온더, 바오밥파트너스)

7. 데이터 혁신생태계 조성 및 과학적 시정 구현
 데이터 혁신서비스 창출로 데이터 경제 선도

○「데이터산업 혁신생태계 조성 전략」수립(’21. 6.～11, 0.9억원)

- 데이터산업 로드맵 마련 ▹ 비전 및 목표 설정, 5대 전략 22개과제 도출

○ 기업 데이터 역량 강화 및 자생적 데이터산업 생태계 조성

- 중소기업 빅데이터 분석·활용 지원(5억원) ▹30개사, 우수기업 3개사 시상
-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협력(MOU), 지역기업 데이터 구매‧가공 지원(36억원,101개사)
- 공공‧빅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개최(’21.4.∼9, 0.3억원) ▹2개부문, 8팀시상

○ 빅데이터 분석 및 정책정보 제공을 통한 행정서비스 개선

- (분석사업) 지역경제, 도서이용, 시민생활, 청년문화 등 5종(’21.6.～12, 3.3억원)
- (현안분석) 코로나19 인구이동, 소비변화 등 수시분석 수요 대응

○ 일하는 방식 혁신을 위한「데이터기반 행정 활성화」추진

- 시‧구군‧공공기관 대상「데이터 분석 컨설팅 제도」상시 운영 ▹’21년 40건
-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 협의회 개최(10월), 부울경 빅데이터활성화 협의회 구성(5월)
- 직원 데이터역량 진단(10월, 546명), 빅데이터 이해 및 리더십 교육(6,10월 594명)
❖ 행안부 주관, ｢2021년 데이터기반행정 실태점검」 우수기관 선정('2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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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빅데이터 개방 확대로 데이터 생태계 활성화 추진

○ 고수요 공공데이터 개방 및「공공데이터 개방포털」서비스 개선

- 공공데이터 개방 2,411건, 공공데이터 민간활용 1,286,883건 * '21. 12월 기준
- 공공데이터 대시민 개방수요 설문조사 실시(’21. 5, 895명)
-「공공데이터 개방 포털」서비스 개선(’21.3～8,4.5백만원) ▹지도데이터 추가

○ 공공데이터 품질 관리로 데이터 가치 향상 및 활용도 제고

- 정보시스템(DB) 품질진단 시행(23개), 공공데이터포털 현행화(월평균 254건) 등
○ 금융 분야 빅데이터센터 구축(’21. 7.～12, 국비4.3억원) ▹교통카드이용내역등14종
○ 공공데이터 뉴딜사업 추진 ▹청년인턴 189명, 기업매칭사업 8건(국비17억원)

○ 공공‧민간 데이터 활용 지원,「부산 빅데이터플랫폼」서비스 개선

- 이용 현황 ▹ 방문자 30,926명, 제공 10,873회, 조회 34,974회 * '21. 12월 기준
- 데이터마트 확대 구축(’21.4.～12, 3억원) ▹건축주택 등 6개주제별 마트, 상시 분석환경

❖ 행안부 주관, ｢2021년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 실태평가｣ 1등급 획득('21. 12.)

 지역 사회‧경제상을 보여주는 종합 통계지표 생산‧제공

○ ’21년 인구·사회·경제 등 18종 통계 생산·관리, 변화모습 정확히 조사‧기록

- 경제총조사, 해양산업조사, 환경산업조사 실시, 지역경제 종합 진단
- 주민등록인구통계, 통계연보, 광역도시권 통계 등 행정 기본 통계 생산
- 부산사회조사, 베이비부머통계 작성, 생활·복지 수준 등 시민 삶의 변화 모니터링

○ 통계작성 결과 토대로 정책 근거자료 등 다양한 통계자료 적극 제공
- 통계보고서, 통계DB, 통계E-Book, 마이크로데이터 등 정책수립 자료 지원
- 코로나 정책 수립 위해 ‘소상공인’, ‘저소득 신중년’, ‘청년 비경제활동’ 분석 제공

❖ 통계청 주관, ｢2021년 통계업무진흥(통계조사업무) 유공｣ 대통령표창('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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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2022년도 경제전망 및 여건
1. 2022년 경제전망
◇ (세 계) 회복흐름 지속되나 성장속도 완만, 국가별 회복양상 차별화 전망
ㅇ (성 장) ’22년 세계경제 성장률은 4.9%(IMF)로 경기회복 흐름 지속 전망
ㅇ (교 역) 상품 교역이 증가, 서비스업 교역도 국가 간 이동 재개로 개선 전망
ㅇ (위 험) 코로나19 재확산, 글로벌 공급차질, 중국경제 성장둔화 등 불확실성 상존
(단위 : %)

구

분

세

IMF(’21.10.)

OECD(’21.12.)

’21.

’22.

’21.

’22.

계

5.9

4.9

5.6

4.5

선 진 국

5.2

4.5

-

-

신 흥 국

6.4

5.1

-

-

중 국

8.0

5.6

8.1

5.1

인 도

9.5

8.5

9.4

8.1

◇ (국 내) 정상 성장 경로의 회복 흐름을 이어가면서 3.1% 성장 전망
ㅇ (성 장) 글로벌 경기 및 교역 여건 양호한 지속, 일상회복과 그에 따른
심리 개선, 내수진작 등 정책지원 등이 성장세 뒷받침
ㅇ (내 수) 축적된 소비여력이 민간소비 회복세 확대 뒷받침 전망

‧

ㅇ (수 출) 글로벌 교역 개선하에 증가세 유지, 반도체 신산업 등 양호한 흐름
ㅇ (위 험) 코로나 변이 확산, 공급망 차질 장기화, 통화정책 전환 가속화 등
경제성장률 전망(%)

정부

한국은행

KDI

IMF

OECD

2021

4.0

4.0

4.0

4.3

4.0

2022

3.1

3.0

3.0

3.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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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 산) 세계·국내 경기 정상화 예상에 따라 완만한 개선 전망 * 2.7~3.0% 전망(BDI)
☑ 글로벌 및 국내 경기회복과 기저효과 기반, 전반적으로 완만한 경기 회복 전망
☑ 내수‧서비스업 회복 기대, 최종재 수출 성장세 다소 둔화, 지역 주력산업 제한적 성장세
☑ 디지털 전환‧탄소중립 정책 추진 속도, 바이러스 재확산세 통제 여부 등 불확실성 존재
1. 부문별 전망

ㅇ (경 기) 세계 교역 증가세, 민간소비 회복세 강화 등의 영향으로 경기
정상화가 예상됨에 따라 광공업과 서비스업 모두 완만한 회복세 예상

광공업생산지수(통계청)

서비스업생산지수(통계청)

ㅇ (고 용) 고용 위축이 완화되면서 고용 지표들은 대체로 양호한 모습,
경제활동 정상화 등의 영향으로 고용시장 개선 흐름 유지 전망

부산 취업자수·고용률(통계청)

부산 실업자수·실업률(통계청)

ㅇ (수 출) 코로나19 이전 수준의 세계 교역량 회복, 수출가격 상승의 영향으로

‧

증가 추세이나 미 중갈등 재점화 등 불확실성 상존으로 증가세 둔화 예상

부산 수출액(한국무역협회)

주요 국가 수출률(한국무역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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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산업별 전망

ㅇ 【제조업】 지역 주력 제조업 생산의 제한적 회복세 전망
- (자동차) 반도체 부족 완화, 해외시장 수요 확대 등으로 수출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나, 미래차 중심 시장재편에 부품업체의 전환 대응 부담 가중

한국 자동차 생산(한국자동차산업협회)

르노삼성 자동차 생산(한국자동차산업협회)

- (조 선) HJ중공업, 대선조선 수주 실적 개선 등으로 회복세 예상되나, 글로벌

‧

친환경 선박 제조 경쟁, 조선기자재업체 채산성 유동성 악화 하방 리스크 존재

세계 신규 수주(CLARKSONS)

한국 신규 수주(CLARKSONS)

- (기계장비) 대내외 수요산업 회복, 주요국 경기 부양 정책 지속 등으로 증가

전망되나,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 중국 성장 둔화 가능성에 따른 하방리스크 존재

기계장비 생산지수(통계청)

부산 기계장비 수출(한국무역협회)

- (철 강) 내수의 완만한 증가, 세계 철강 수요의 안정적 증가세 지속으로 경기

‧

호조 전망되나, 중국 경제 긴축, 미 EU 철강관세 합의 등 하방 리스크 존재

철강 생산지수(통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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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철강 수출(한국무역협회)

ㅇ 【서비스업】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으로 서비스업 회복 지속 전망
- (도소매) 백신 접종 본격화로 대면서비스업 중심으로 소비 회복세 추세

이며, 소득여건, 고용상황 개선으로 소비활동 회복세 전망

부산지역 카드 사용액(빅데이터통계과, 신한카드)

소상공인 체감 BSI(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운수·창고) 해운시장 활황으로 성장세이며, 부산신항 신규 컨테이너

부두 개장으로 적체 완화, 운임 점진적 정상화로 상승세 유지 전망

컨테이너 운임지수(CLARKSONS)

부산항 컨테이너 물동량(해양수산부)

- (금융·보험) 통화정책의 완화 정도가 조정될 것이나, 전반적으로 양호한 실적

전망되며, 인플레이션, 가계부채 증가, 미 연준 테이퍼링 등 하방 리스크 존재

금융·보험 생산지수(통계청)

금융·보험 고용보험 가입자 증감률(한국고용정보원)

동남권 경제전망 (BNK금융경영연구소)
ㆍ (성

장) 주력산업 회복, 민간소비 개선 등으로 2.8% 성장 전망 * ’21년 3.2% 예상

ㆍ (제 조 업) 자동차, 조선, 기계, 철강 등 주요 주력산업 회복세, 조선‧석유화학이 견인
ㆍ (서비스업)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에 따른 소비심리 개선, 소득여건 향상 등 반등 예산
ㆍ (위험요인) 코로나19 변이 확산, 글로벌 공급망 차질, 원자재 가격 변동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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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제 여건
◇ 코로나19 장기화로 실물경제 3대 지표 개선 둔화
ㅇ (생 산) 원자재가격 상승, 내수부진 등 불확실한 경제 상황으로 완만한 증가세
* 산업생산지수 : (’19.) 93.3 ⇒ (’20.) 87.1 ⇒ (‘21.1월) 82.9 → (3월) 91.4 → (6월) 89.5 → (9월) 83.4 → (10월) 87.8
** 제조업황 BSI(기업경기실사지수) : (’19.) 65 ⇒ (’20.) 50.8 ⇒ (‘21.1월) 57 → (3월) 62 → (6월) 73 → (9월) 68 → (11월) 68

ㅇ (소 비) 소비회복에 대한 기대심리 개선, 코로나 확산 정도에 따라 영향
* 소비자심리지수 : (’19.) 96.4 ⇒ (’20.) 87.3 ⇒ (‘21.1월) 91.6 → (3월) 97.6 → (6월) 107.4 → (9월) 102.4 → (11월) 105.5

ㅇ (고 용) 고용률 등 코로나 19 이전 수준으로 양적 고용지표 점진적 개선
* 고용률(ILO, %) : (’19년) 56.6 ⇒ (’20년) 55.6 ⇒ (‘21.1월) 54.1 → (3월) 55.7 → (6월) 56.9 → (9월) 56.6 → (11월) 56.6
고용률(OECD, %) : (’19년) 64.2 ⇒ (’20년) 62.9 ⇒ (’21.1월) 62.2 → (3월) 63.0 → (6월) 64.6 → (9월) 64.2 → (11월) 64.2
** 실업률(%) : (’19년) 3.7 ⇒(’20년) 4.2 ⇒ (‘21.1월) 5.8 →(3월) 3.7 →(6월) 3.3 → (9월) 2.5 →(11월) 2.4

◇ 저부가가치 중심의 산업구조로 성장 동력에 한계
ㅇ 생산성이 낮은 내수형 서비스 및 영세업종 위주의 서비스업 중심 산업
구조와 고부가가치 첨단산업의 낮은 비중은 지역경제

高성장에 한계

* 제조업(100%) : 전기전자·정밀기기(15.4), 기계 운송장비·기타(34.0), 비금속광물·금속(25.8), 석탄·석유화학(10.1)
** 서비스업(100%) : 부동산업(13.9), 도소매(13.0), 금융·보험(9.2), 운수·창고(9.2), 숙박·음식점(4.8), 정보통신(3.0)
제조업 비중(%)

( ) 전체산업비중

서비스업 비중(%)

( ) 전체산업비중

◇ 코로나 위기 등 사회 문제, 혁신성장 솔루션으로‘디지털’중요성 부각
ㅇ 코로나19 위기로 인한 비대면 경제 활성화 및 제4차 산업혁명의 시대적

·

조류 등으로 사회 경제 전 분야에 ‘디지털 전환’ 가속화
ㅇ 우리 정부를 포함한 세계 주요국, 4차 산업혁명의 디지털 첨단기술 선점을
통해 코로나 위기 극복을 넘어 경제성장 발판으로 삼고자 무한경쟁 돌입
* (한) 한국판 뉴딜(’20.), (미) AI R&D전략계획(’16.), (EU) 2030디지털 캠퍼스(’21.), (중) 디지털 新인프라 투자 확대(’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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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목

표

빠른 경제회복과 디지털경제 혁신으로 경제도약 선도
추진 전략
◈
◈
◈
◈
◈
◈

경제위기 극복과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 활력 회복
지속가능한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전략적 투자유치 강화
미래기술 선도를 통한 지역주도 혁신성장 기반 강화
인공지능 및 ICT 신기술 융합을 통한 디지털 대전환 가속화
금융과 블록체인 기술 융합으로 글로벌 신금융 허브 조성
데이터 혁신생태계 조성 및 과학적 시정 구현

2022년 중점 추진 과제
경제위기 극복과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 활력 회복
지속가능한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전략적 투자유치 강화
미래기술 선도를 통한
지역주도 혁신성장 기반 강화

인공지능·ICT 신기술 융합을
통한 디지털 대전환 가속화

금융과 블록체인 기술 융합으로
글로벌 신금융 허브 조성
데이터 혁신생태계 조성
및 과학적 시정 구현

▪경제위기 대응 역량강화로 지역경제 회복 가속화
▪정책금융 안전망 토대위에 중소기업 활력회복 지원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및 고용유지 지원 강화
▪고용서비스와 현장중심 인력양성을 통한 미스매치 해소
▪전략적 투자유치 및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투자·정주환경 개선을 통한 글로벌 기업 유치 강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신산업 거점화 및 발전기반 강화
▪R&D 혁신기반 강화로 디지털·그린 전환 대응력 제고
▪신기술 도입으로 스마트시티 혁신 생태계 조성
▪과학기술혁신 경쟁력 강화로 미래 과학문화도시 선도
▪디지털기반 O2O경제 선도로 지역기업 경쟁력 강화
▪인공지능(AI) 지역성장 거점 및 산업 생태계 조성
▪ICT･SW 기술혁신을 통한 디지털 신산업 육성
▪지역 디지털 기술역량 강화 및 첨단 ICT인프라 구축
▪디지털 융합 핵심 창의인재 양성
▪포스트코로나 대비 글로벌 금융중심지 역량 강화
▪금융허브 도약을 위한 금융 신산업 생태계 조성
▪블록체인 특구 기반 지역혁신 생태계 활성화
▪블록체인 글로벌 허브 도시 육성 기반 조성
▪데이터기반 혁신서비스 창출로 데이터 경제 선도
▪양질의 데이터 축적으로 데이터경제 코어 인프라 조성
▪통계데이터 생산·제공으로 정책 기반자료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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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제위기 극복과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 활력 회복
① 경제위기 대응 역량강화로 지역경제 회복 가속화
② 정책금융 안전망 토대위에 중소기업 활력회복 지원
③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및 고용유지 지원 강화
④ 고용서비스와 현장중심 인력양성을 통한 미스매치 해소

성과지표

’21년

정책자금 지원

1조 3,410억원

➠

1조 8,208억원

56.2%
(1~11월 평균)

➠

57.0%

91.4%

➠

92%

고용률(ILO 기준)
직업능력개발훈련 수료율

▴ 부산시-부산상의 경제협의체 대표회의(’21.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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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 23차 비상경제대책회의(‘22. 1. 6.)

1

경제위기 대응 역량강화로 지역경제 회복 가속화

 경제 컨트롤타워 강화로 경제위기 조기극복 및 경제활력 제고

○ 민‧관 협치 경제정책 플랫폼,「비상경제대책회의」지속 운영(격주)

- 현장중심 지‧산‧학 소통을 통한 아젠다 발굴, 피드백 강화 등 정책결정체계 고도화
- 단기 위기뿐만 아니라, 경제 구조변화 등 중‧장기 위기 대응 역량 강화
- 정책발굴-집행-평가 전 단계 현장의견 반영, 현장 체감도 및 실효성 제고

<「비상경제대책회의」개요 >
v (개 최) 시장 주재, 격주 개최(목요일) * 3대 원칙 : 광범한 합의, 최적의 결정, 신속한 집행
v (내 용) 코로나 경제현황 점검‧대책, 방역, 안전, 복지 등 시급하고 중요한 이슈 중점 토의, 정책 결정
▹경제위기 대응, 주력산업 고도화, 시민체감형 신산업 발굴 등 다양하고 구체적인 주제 선정‧토의
v (추진체계) 아젠다 발굴, 의제화, 정책결정 과정 등 고도화 추진
Œ 미래경제포럼

최신 트렌드 공유 및
지역경제 아젠다 발굴

 비상경제 TF

Ž 비상경제대책회의

협치 플랫폼 활용, ➠
➠ 정책의제 발굴, 정책화 ➠ 민‧관
참여적 정책결정‧발표

 정책 AS현장방문

정책과 현장 연계,
정책 피드백

○ 디지털 대전환에 따른 디지털경제 선순환 체계 구축 추진
-「부산 디지털경제 혁신전략2030」수립(’22. 1.), 부서‧기관 실행TF 운영 등
○ 최신 트렌드 공유, 지역 아젠다 발굴을 위한 「부산미래경제포럼」운영
- 분야별 저명인사 강연(월 1회) * 방역수칙 준수, 공공분야 및 관계 전문가 중심으로 운영

 경제 네트워크 협력 강화 및 기업 비즈니스 중심 시정 운영

○ 지역 상공계와의 협력체계 구축으로 혁신성장 시너지 창출
- ‘시-상의 경제협의체’ 운영(’21. 7.～), 경제활력 회복 및 경제혁신 공동 대응
○ 영남권 5개 시‧도(부산, 울산, 경남, 대구, 경북) 경제협력 공동연구 추진
-「영남권 탄소중립 산업전환 대응 방안 연구」▹포럼 개최(’22. 10, 울산)
○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소통채널 강화로 애로수렴 및 해소 지속 추진
○ 부·울·경 기업인을 위한 비즈니스라운지 운영 ▹부‧울‧경 시도‧상의 공동운영
「부산 디지털경제 혁신전략 2030」('22.1.4. 발표)
Œ (수립 배경) 4차산업혁명 시대 디지털경제 급성장, 고령화·저출산 등 사회적 구조변화 선제 대응
 (비전‧목표) 2030년까지 '세계 스마트도시 20위', ‘디지털 창의인재 2만명 양성’, ‘디지털 신산업 매출액
연 20조원 달성’ 등을 통해 『디지털경제 혁신이 주도하는 그린스마트 도시 부산』 실현
Ž (주요 내용) 8개 추진 전략(기술·인재·금융·제조·서비스·신산업·창업·거점) 22개 세부추진과제 추진으로
디지털 전환·융합 실현, 디지털혁신과 창업지원을 통해 미래 성장성 높은 디지털 신산업 육성 가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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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책금융 안전망 토대위에 중소기업 활력회복 지원

 중소기업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자금 확대 운용

○ 경쟁력 확보와 혁신성장을 위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3,408억원)
- (운전자금) 3,000억, 1.0～2.5%이자지원, (시설자금) 400억, 0.8～1.1%이자지원 등
○ 소상공인 경영정상화 및 디지털 정책자금 지원(’21년 5천억 → ’22년 6천억)
- (특별자금) 4,500억원, 1억원한도, (임차료) 1,000억원, 업체당 1.5억원한도, 1년 무이자
- (디지털정책자금) 500억원, 업체당 0.5억원 한도, 스마트 소상공인 지원

○ ‘소상공인 3無플러스 특별자금(2,000억원)’ 비대면(모바일앱) 본격 지원
○ 중‧저신용자 ‘모두론plus(1,000억원)’, 폐업소상공인 ‘브릿지보증(300억원)’ 실시
○ 조선해양·자동차제조 특례보증(2,000억원), 준재해재난 긴급자금(1,000억원) 지원
○ 정부자금 연계 2,500억원 규모 ‘희망대출플러스’ 실시, 위기업종 피해극복
- 전국 3.8조원, 집합금지·제한·경영위기 업종 및 중저신용 대상, 1천만원 한도
○ 정책자금 1조 5,900억원(연장 1조, 신규 5,900억), 보증료(0.2%) 감면 ▹1년,국비32억원
 지역제품 판로지원 다각화,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 ‘지역재투자’사업 추진으로 지역경제 선순환체계 구축, 지역경제 활성화
-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5개년, ’22. 1.～), 위원회 구성 및 기금 신설(’22.하) 등
○ 내수경기 활성화 및 지역제품 판로 지원을 위한 붐업 행사 개최
- 부산 브랜드페스타(1.7억원, 7월), 대한민국 동행세일(6월), 코리아세일페스타(11월)
○ ‘대기업·공공기관-중소기업 합동구매상담회’ 개최, 매출확대 지원(7월)
○ 공공조달시장 판로개척을 위한 ‘혁신조달패키지 지원사업’ 추진(4억원)
○ 중소기업 국내 전시‧박람회 참가기업 부스비 등 지원(1억원, 50개사)
○ 기업중심 R&D지원을 위한 ‘중소기업협동조합 R&D역량강화’ 추진
- 조합 부설연구소 신규 설립 및 R&D과제 기획 컨설팅 지원 등(3억원,10개조합)
○ 중소기업협동조합 협업거래(구매금액의 10%) 및 공동사업 발굴(10개조합) 지원
○ 상설 기업 옴부즈맨을 통한 기업 현장 애로 청취 및 문제 해결 지원
○ 대중교통 불편 산업단지 통근버스 지원 ▹1일 16개 노선, 42대 운영
○ 여성기업인, CEO포럼(연4회) 및 혁신미래전략 경영컨설팅(8회)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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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및 고용유지 지원 강화

 지역산업과 연계한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 제조업분야 노동전환 지원, ‘서부산권 기계부품산업 일자리 Re-Start’
- 5개년(’21.～’25.), ’22년 81.3억원(국65,시14.6,구·군1.7), 1,200개 일자리창출 지원
- 12개 세부사업 추진 ▹기업고용지원3, 직업훈련5, 취업지원3, 거버넌스 운영

○ 스마트제조 산업정책 연계, 고용창출 지원 패키지사업(14억원)

- (채용약정형 기업지원) 8억원(국 7, 시1), 스마트공장 고도화 지원 및 영세
제조업체 대상 스마트 공장 도입을 위한 컨설팅 및 전문인력 지원
- (인건비지원) 6억원(국3, 시3), 청년채용시 인건비90%지원(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 신발·관광 등 부산특화산업 연계 일자리 지원, ‘일자리르네상스, 부산’

- 4개년(’19.～’22.), ’22년 36억원(국 29, 시 7), 1,300개 일자리창출 지원
- 9개 세부사업 추진 ▹기업 고용지원 2, 직업훈련 4, 취업지원 2, 거버넌스 운영

 지역특화‧현장밀착형 일자리 지원 강화

○ 구‧군 실정에 적합한 지역특화 일자리사업 발굴‧지원(10억원, 구·군 공모)

- 컨설팅(수시), 중간평가(10월), 최종평가(12월)를 통한 우수사례 발굴‧확산
○ 동부산(관광·마이스업 중심)·서부산(기계부품산업 중심) 일자리센터 내실
운영으로 신규취업자 및 이·전직자 맞춤형 고용서비스 지원

- 서부산센터, 직업훈련 지원 기능(교육훈련생 취업시 장려금 지원 등) 신설
 고용안정을 위한 일자리정책 지속 개발·추진

○ 고용유지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지원 강화(’21년 10억원 → ’22년 20억원)

- 제조업·산업단지 중심, 고용유지 지원 ▹1인당 30만원 지원(기업당 최대50명)

○ 정부 기업지원 제도 등 컨설팅과 연계한 근로환경 개선 지원

- 서부산 제조업 중심, 환경개선비 지원(11억원) ▹ 기업당 20백만원, 40여개사

○ 거버넌스 활용, 일자리정책 기획 및 일자리사업 홍보 지속 추진

- 2022년 일자리종합계획 수립(1월), 일자리위원회 내실 운영(연 2회)
- 부산일포유(일자리사업 안내앱), 일루와페스티벌(일자리정책정보 축제, 11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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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고용서비스와 현장중심 인력양성을 통한 미스매치 해소

 비대면 시대에 걸맞은 더 스마트한 원스톱 일자리 정보 제공

○ 고용서비스 온라인 인프라 구축·운영으로 비대면 상시 채용 지원

- 부산일자리정보망 연계, 온라인 상설채용관(입사지원·화상면접·컨설팅) 운영

○ 부산일자리정보망 개편으로 일자리·교육훈련·정책정보 통합 제공

- 구·군, 공공기관, 민간 취업지원기관, 市 산하 인력양성기관, 대학 등 정보 통합 제공

○ 부산일자리종합센터, 맞춤형 서비스 제공 등 취업지원 기능 강화

- 워크넷 구인·구직 정보 실시간 분석, 장기미취업자 현장맞춤형 고용서비스 제공

 훈련수급조사 분석 활용, 지역수요 기반 현장맞춤형 인력 양성

○ 인력·훈련 수급조사 분석 결과를 활용한 맞춤형 교육훈련 제공

- 지역 기업·산업 인력수요 기반, 4차산업 분야 지역대표(브랜드) 교육과정 운영
- ’22년 시범사업 추진(5억원) ▹기초 및 심화과정 교육훈련, 기업채용 연계

○ 기술‧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수요자(지역기업) 맞춤형 인력양성 사업
- 구직자 200여명, 재직근로자 2,500여명(부산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수행)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 및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발굴

○ 저소득층 직접 일자리사업 지속 추진, 생계안정 및 일상회복 지원

- (공공근로) 1,000명, 35억원(분기별시행), (지역방역) 600명, 30억원(보건소,선별진료소등)
- (일일취업안내소 운영) 일용근로자 무료 취업알선·취업정보·쉼터 지원

○ 중소기업-전문기술 은퇴자 매칭 뱅크 운영, 숙련인력 재취업 강화

- 기술은퇴자 DB(기술정보,직무,경력등) 구축, 중소기업 매칭으로 일자리미스매치 해소

○ 고용우수기업 지원을 통한 신규 일자리 확대 및 고용환경 개선(7억원)

- 고용우수기업 인증 15개사, 근로환경개선비(업체당 40백만원) 등 인센티브 제공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기술인재 양성

○ 지역 산업현장의 우수 숙련기술인 발굴 및 우대 지원

- 부산기능경기대회 개최(4월) 및 전국대회 참가(9월, 창원), 최고장인 선정(11월)

○ 직업계고 선취업·후학습 지원을 통한 고졸인재 취업지원

- 직업교육혁신지구 교육훈련비 지원(2억원), 현장실습 기업 발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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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속가능한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전략적 투자유치 강화

➀ 전략적 투자유치 및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➁ 투자·정주환경 개선을 통한 글로벌 기업 유치 강화
➂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신산업 거점화 및 발전 기반 강화

성과지표

’21년

글로벌 국내외 기업 유치

23개사

➠

25개사

투자유치 지원제도 개선

기업 의견수렴

➠

관련 규정 개정

명지 국제학교(K-12) 설립

학교 설립·운영
MOA 합의

➠

설계·공모 심사,
실시설계

명지국제신도시 건설(2단계)

실시계획 승인,
공사착공

➠

공정율 18%

▴ 수도권 투자설명회 및 MOU 체결(‘2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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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 투자기업 초청 간담회(‘21.12.2.)

1

전략적 투자유치 및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신산업 투자유치로 좋은 일자리 창출

○ 부산 상생형 일자리 제품생산 개시, 미래차 산업 생태계 구축

- 코렌스 EM 투자사업장 본격 가동, 전기차 구동유닛 제품 생산(’22.상반기)
- 전기차 부품기술 허브센터 준공(’23년), 협력업체 20여개사 입주(’22.∼’23.)

○ 신산업 투자유치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기술혁신 견인

- 미래차‧해양‧수소산업, IT‧지식서비스산업 등 고부가가치‧기술혁신 기업 유치
- 규제 완화, 인센티브 지원 등을 통해 대기업‧대규모 투자유치 총력

○ 高효용 컨택산업 집중 유치·육성, 청년실업 해소 및 여성 고용기회 확대
- 신규 고용 인센티브 지원(50명초과 1인당 200만원) 등 수도권기업 적극 유치
- 컨택센터 맞춤형 전문인력 양성(경력단절여성, 특성화고교생 등 특화 지원)

 기업하기 좋은 투자환경 조성

○ 지역별 관련 업종 집중유치로 상생발전 시너지 효과 거양

- 에코델타시티(ICT, 바이오), 방사선의과학(파워반도체), 센텀2(ICT, 지식서비스)
- 북항1단계(상업·업무), 센텀(ICT, 영화‧영상), 동삼(조선‧해양), 문현(금융서비스) 등

○ 투자유치 기업 원스톱 지원, 입주기업 조기정착 지원 및 추가투자 유인

- 기업별 담당PM 지정, 단계별(유치,인허가, 사후관리) 신속‧체계적 지원 및 관리

○ 글로벌 기업 유치를 위한 투자 전용지구 확대 추진

- 에코델타시티 산업용지 내 기업유치 전용지구 지정(16만평, ICT·바이오 등)
- 첨단투자지구 지정을 통해 글로벌 앵커기업 집중 유치

○ `부산시 투자유치시스템’ 본격 가동, 기업 투자유치 데이터 효율적 관리
- 시스템 구축(’21. 2.∼12.), 기업 데이터 입력(’21. 12.), 본격 가동(’22. 1.～)

○ 첨단 신산업 유치 지원 확대, 요건 완화 등 인센티브 제도개선 추진
- 지원체계 개편(제조→신성장), 장기 미매각 공유재산 활용, 우수인력 양성·유치 지원

 민관 협력 네트워크 구축 강화 및 투자유치 정보채널 다변화

○ 수도권 제조업 및 지식서비스 기업 대상 투자유치 안내문 송부
- 연매출‧상시고용‧기술력 등 종합 고려 대상기업 선정, 발송(’22. 5.)

○ 온·오프라인 주요 매체 활용, Invest Busan 적극 홍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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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투자․정주환경 개선을 통한 글로벌 기업 유치 강화

 글로벌 외국기업 투자유치

○ 고용효과 및 기술력, 지역산업 발전 기여도 높은 기업 중점 유치

- 첨단기술, 바이오·헬스케어, R&D, 복합물류·운송 등 고부가가치 신산업 유치 주력

○ 글로벌 유망기업 대상 온·오프라인 마케팅 활동(IR) 전개

- 온·오프라인 투자유치설명회(미주,유럽,중화권,일본1회이상), 수요자 맞춤형 상담

○ 코트라, 외국상공회의소, 기업협의회 등 유기적 협력 네트워크 구축
- 외국상의 대상 투자설명회·컨퍼런스 공동개최, 투자유도 및 투자유치 협력 강화

○ 비대면 문화 확산으로 인한 온라인 매체 활용 마케팅 강화

- 유럽·미주 금융전문채널 TV 및 아시아권 디지털플랫폼 활용 타겟팅 광고 추진

 외국인 투자유치 기반 조성

○ 외국인투자지역 입주율 제고, 市 주력산업 연계 투자입지 기반 확충
- 외투지역 입주율 제고(지사93.3%, 미음45.6%), 신산업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추진
- 센텀(ICT, 영상콘텐츠), 방사선의과학(파워반도체), 에코델타시티(첨단산업) 등

○ 외투기업 현금지원 인센티브 제공으로 외자유치 경쟁력 강화

- 지역 앵커역할 선도할 신성장 동력산업군 위주 외투기업 집중 유치
- 정부 현금지원 제도와 市투자보조금 제도 상호보완 운용, 투자 유인효과 극대화

○ 외투기업 대상 불합리한 규제정비 및 고충처리 상시지원 체제 확립
- 찾아가는 고충처리 상담 운영, 기업인 초청 간담회 개최
- 인력 채용 등 외투기업 국내 경영활동 지원 방안 모색 등

 외국인 투자․정주환경 개선

○ 명지글로벌캠퍼스 내 외국교육기관 및 R&D센터 유치 추진

- 설계공모·심사, 실시설계(’22.), 건축공사 착공(’23.), 준공·교육청 설립승인·개교(’24.)

○ 명지국제신도시 내 글로벌 기업 유치로 국제도시 위상 강화

- 연구용지(1필지,56,079㎡), 업무용지(2필지,90,186㎡) 내 글로벌 외투기업 적극 유치

○ 외국인 투자기업 조기 안착을 위한 맞춤형 행정지원 강화
- 각종 인·허가, 세무, 노무, 채용 등 종합적 상담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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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신산업 거점화 및 발전기반 강화

㎢

❖ (개발면적) 전체 5개 지역 23개 지구 51.1

- 부산 3개 지역 12개 지구 31.5㎢(신항만 5.6㎢, 지사 13.1㎢, 명지 12.8㎢)
❖ (사업기간) ’03.～’25.(1-1단계 ’06년, 1-2단계 ’15년, 2단계 ’25년까지)
 BJFEZ 핵심전략산업 선정 및 발전계획 수립

○ (추진방향) 기존 개발·외투유치 중심에서 혁신성장 거점으로 전환
○ (추진성과) BJFEZ 특성·여건 고려, 핵심전략산업 선정, 혜택 제공
*

**

- 핵심전략산업 선정평가 및 고시(’21.11. 산업부), 발전계획 수립(’22.1. 경자청)

* 복합물류‧운송, 스마트수송기기, 첨단소재‧부품‧장비, 바이오헬스케어 4개 산업군 56개 업종
** 조성원가 이하 분양, 수의계약 허용, 임대료 감면, 전용용지 입주, 50년 장기임대 허용 등

○ (향후계획) 핵심전략산업 중심 투자 연계 및 규제혁신 과제 발굴 등
 BJFEZ 주요 개발지원

○ (명지지구) ’03. ~ ’25, 3조 4,929억원(사업시행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 (사업규모) 640만㎡(1단계 448, 2단계 192) ▹현 공정 99%(1단계)
- (추진상황) 2단계 실시계획(특화) 변경 승인(’21. 11.), 공사 착공(’21. 12.)
- (향후계획) 2단계 조성공사(연약지반 처리 등) 추진(공정율 18%)

○ (송정지구) ’16. ~ ’23, 1,914억원(사업시행자 : 부산시, LH, BMC)

- (사업규모) 76만㎡(주거 7, 산업 59, 기타 10)
- (추진상황) CY이전실시설계용역(’20. 5.∼), 북측 기본계획수립용역(’21. 9. ∼)
- (향후계획) 개발계획 수립, 공기업 예타 신청 추진(’22. ∼)

 BJFEZ 기반시설 확충

○ (BJFEZ 북측진입도로) ’18. ~ ’23, 1,329억원(사업시행자 : 부산시, 경자청)

- (사업규모) 교량건설 1.53km, B=27m(6차로)
- (추진상황) 예타완료(’17.), 설계용역착수(’18.), 실시설계 완료 및 공사발주(’22.)

○ (명지지구 간선도로 확장) ’20. ~ ’23, 346억원(사업시행자 : 부산시, 경자청)
- (사업규모) 도로확장 L=3.8km, B=6 ∼ 10m * 2단계 인접도로 6～10m 확폭
- (추진상황) 투자심사 완료(’20. 3.), 공사착공(’21. 12.), 준공(’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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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미래기술 선도를 통한
지역주도 혁신성장 기반 강화
➀ R&D 혁신기반 강화로 디지털‧그린 전환 대응력 제고
➁ 신기술 도입으로 스마트시티 혁신 생태계 조성
➂ 과학기술혁신 경쟁력 강화로 미래 과학문화도시 선도
➃ 디지털기반 O2O경제 선도로 지역기업 경쟁력 강화

성과지표

’21년

정부 R&D 유치

9,626억원(‘20)

➠

1조2,300억원(‘21)

스마트빌리지 입주
(56세대)

➠

스마트시티 랩 추진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

334개사

➠

355개사

중소기업 비대면 역량강화 지원

930개사

➠

960개사

스마트시티 조성

▴2021 부산R&D주간(‘21.12.1~12.2)

’22년

*22년 발표

▴ 디지털혁신 부산특별위원회 출범식(‘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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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혁신기반 강화로 디지털‧그린 전환 대응력 제고

 지역주도 연구개발 혁신역량 강화 및 R&D투자 효과 제고

○ 혁신역량 결집, 미래 산업기술 대응을 위한 지역주도 R&D역량 강화

- 국가핵심기술 선도프로젝트 기획·유치 ▹지역수요기반 정부R&D사업 기획·유치 집중
- ‘R&D 혁신기관 네트워크’ 구축‧운영 ▹소통체계 강화, 공동 협력사업 발굴

○ 부산 과학기술정책 추진방향 설정, ‘부산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추진

- 부산과학기술의 최상위계획, 5년간 지역과학기술육성 목표와 발전방향 제시
- 제2차 부산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23.∼’27.) 수립 ▹현황분석, 전략도출등

○ 지역 R&D정책 효율성 제고를 위한 ‘부산 연구개발지원단’ 운영

- R&D사업 기획·관리, 성과 조사·분석, 과학기술 정책연구, 네트워크 구축 등

○ 연구개발 ‘정책-성과평가-예산배분’의 효율적 R&D투자시스템 운영

- R&D 조정회의(신규사업), 성과평가(계속사업), 예산배분조정(차년도 사업)
- 제2차 부산광역시 연구개발 성과평가 기본방향 수립(’22.～’25.), 평가체계 구축

○ 신기술 기반 지역산업 육성 신규 규제자유특구 지정 추진

- 신규 과제발굴(’22.6월한), 사업성 사전검토(7～9월), 특구 신청 및 지정 대응(10월～)

 지역 혁신성장 거점, 「연구개발특구」산업 생태계 구축

○ ‘기술-창업-성장-투자’가 선순환하는 R&D혁신 클러스터 조성

- 기술사업화 역량 강화, 연구소기업 설립·성장, 연구성과 창출 등 지원(7억원,25개사)

○ 기술사업화 핵심거점 구축을 위한 부산글로벌테크비즈센터 활성화 지원
- 산·학·연 혁신기관간 협력 확대, 기능 활성화 및 효율적 관리운영 지원(6.1억원)
○ 부산연구개발특구 첨단복합지구 지정 변경 추진(’12.∼’27, 강동동→대저동)
- 첨단산업시설, 연구복합단지, 스마트주거, 컨벤션센터 등 조성 ▹’22년변경절차 이행
 시민 참여형 R&D정책 공유 및 확산

○ 과학기술 소통의 장 「부산 R&D 주간」운영(’22. 10.)

- R&D 정책 및 성과 공유 확산 ▹정책포럼, 대중강연, R&D 성과발표 등

○ 시민 공감형 R&D 정책이슈 발굴 ‘과학기술 시민정책자문단’ 운영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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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 도입으로 스마트시티 혁신 생태계 조성

 에코델타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조성

○ 민·관 특수목적법인(SPC) 설립 운영

- 민간의 혁신성 극대화 및 공공성 확보를 위한 민·관 SPC 설립·운영
- SPC민간사업자 공모(’21.12.～), 사업계획 확정 및 출자 사전절차 이행(’22.), SPC설립(’23.上)
○ 스마트빌리지(56세대) 입주(’21. 12. ~ ’22. 1.) ▹850억원
- 국가시범도시內 21㎢, 5년간 무상임대(관리비 수준 부담), 체험세대(2세대)
- 물‧에너지‧생활‧안전 등 혁신기술 집약 특화단지 조성, 주민참여 리빙랩 운영
○ 시범도시 규제샌드박스 활성화사업 추진(’19. ~ ’23.) ▹’22년 5억원(국비)
- 혁신기술·서비스 선정, 규제특례‧사업비 지원, 규제샌드박스 실증사업 추진
○ 시범도시 혁신 생태계 조성(’19. ~ ’23.) ▹ ’22년 10억원(국비)
- 혁신기업 발굴육성, 혁신기술 도입 솔루션 검증‧확산, R&D테스트베드, 체험·홍보
 스마트시티 LAB 조성 및 서비스 확산

○ 스마트시티 LAB 조성(’22. ~’25.) ▹493억원(국296,시197), ’22년30억원(국비)
- 신기술 개발 및 국내외 기업, 연구기관 육성을 통한 혁신산업 생태계 조성
- LAB 조성·운영, 디지털트윈 테스트베드 구축, 스마트시티 서비스 R&D 실증
○ 스마트시티 챌린지 본사업 추진(’21.~’22.) ▹200억원(국100, 시 50, 민 50)
- 무장애교통환경 구현*(15개소), 시범운영, 리빙랩‧시민홍보단 운영, 성과보고 등
* 배리어프리 내비게이션, 스테이션, 세이프티존, 승차공유 플랫폼 등 4개 서비스

○ 스마트시티 조성 및 혁신기술 발굴 공모 추진(’22년) ▹국비 45억원(국토부)
- (스마트시티 조성) 지역거점 스마트시티 조성 및 중소도시 스마트시티 조성
- (혁신기술 발굴) 스마트 기술 발굴 및 실증/민관 협력형, 시민주도형 리빙랩

○ 시민 참여형 IoT기반 리빙랩 운영(’22년, 2.7억원)

- 시민참여 지역문제 발굴 및 서비스 구현, 스마트시티 스타트업 실증 지원 등

○ 글로벌 스마트시티 허브센터(홍보관) 운영(’22년, 3.5억원)

- 부산 스마트시티 체험 전시관(BIPA 2F) 운영, 시민 체감형 서비스 구축 지원
○ 해외도시 및 스마트시티 협의체 교류‧협력 ▹워크숍, 세미나 등 프로젝트
- UTA(국제스마트시티연합),OASC(유럽스마트시티네트워크),ENoLL(유럽리빙랩네트워크) 교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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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혁신 경쟁력 강화로 미래 과학문화도시 선도

 과학 플랫폼 운영 강화 및 과학기술문화 확산 제고

○ 동남권 과학문화 대표 플랫폼「국립부산과학관」경쟁력 제고 지원

- 어린이과학체험관, 과학교육캠프관 개관(’22.상) ▹과학관 랜드마크 안착, 활성화
- 디지털 기반 창의적 콘텐츠 강화 ▹융복합콘텐츠 및 미래과학기술 전시기획전 등
- 미래인재양성 및 생애주기별 교육 ▹지능형 전문특화교실, 평생교육 기능 강화

○ 지역거점센터 역량강화로 지역과학문화 생태계 구축 및 활성화

- 지역과학문화 확산정책 수립, 공동체 발굴‧활동 지원, 지역특화사업 운영 등
- 과학기술문화 콘텐츠 플랫폼 ‘궁리N’ 확대 운영, 과학문화해설사·과학소통관 양성

○ 시민참여형 과학문화행사 「제21회 부산과학축전」개최(’22. 8.)
○ 생활과학교실 맞춤형 온라인 교육, 체험형 융합과학프로그램 개발‧운영
○ 과학기술분야 인재양성 및 발굴 확대를 위한 유공자 발굴·포상
- 부산과학기술상(8월), 부산과학기술혁신상(12월), 부산미래과학자상(12월)

○ 대규모 국제행사 개최, 「글로벌 과학문화도시부산」브랜드가치 제고

- 국제천문연맹총회(IAUGA 2022) ▹천문분야 세계 최대규모(8월, 70개국3,000여명)
- 아시아변리사회이사회(APAA2022) ▹지식재산분야 아시아 최대규모(10월, 30개국1,600여명)
* 2024년 국제우주연구위원회총회(COSPAR2024) ▹세계 우주올림픽(’24. 7, 60개국3,500여명)

 중소기업 기술혁신‧스케일업 및 지식재산 역량강화

○ 하이테크 부품소재 중소기업 연구기반 구축 지원(2.2억원, 35개사)

- 첨단장비 활용 제품개발 지원, 전략소재 공동개발, 현장방문 기술지도 등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부산지역 부품소재 종합기술 지원(1.8억원, 50개사)
- 기업 수요 맞춤형 기술지원으로 부품소재 기술 고도화 및 R&D 역량 강화

○ 부울경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거래 및 기술정보 지원(3.2억원, 94개사)
- 기술이전 및 기술거래장터 개최(2회), 과학기술정보조사 및 제공 등

○ 중소기업 지식재산(IP) 역량강화 지원 및 저변확대(17.8억원, 176개사)

- 시장진입부터 성장단계별(창업〜수출) 지식재산 지원, 소상공인 지식재산 역량강화
- 시민발명 경진대회, 우수발명인 포상, 지역주민 IP교육, 지식재산 인재 양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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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기반 O2O경제 선도로 지역기업 경쟁력 강화

 비대면 경제정책 육성체계 구축

○ 비대면경제 육성계획 수립 등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

- 육성계획 수립(1월), 추진사항 점검(6, 12월) 등 비대면 경제정책 체계적 관리

○ 비대면경제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한 민·관 협의체 운영

- 비대면 경제정책 의견수렴, 비대면 경제정책 추진사항 점검, 신규사업 발굴 등

 비대면 비즈니스 판로 지원 강화

○ 오픈마켓 입점 및 활성화 사업 추진으로 온라인 판매역량 강화(3억원)

- 라이브커머스 공급·수요기업(30개사) 선정(4월), 방송 판매(6월)
- 온라인전용 상품개발 지원기업 선정(7개사), 상품개발(3∼8월), 기획전(9월, 11월)

○ 지역 우수제품 홈쇼핑 입점 지원으로 비대면 판로지원 강화(1.2억원)
- 모집(3월), ‘찾아가는 MD상담회’ 컨설팅 16개사(4월), 홈쇼핑 입점 지원 8개사(∼11월)

 비대면 경제 활성화에 따른 온라인 사업역량 강화

○ 비대면산업 육성을 위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추진(3.1억원)
- 홍보‧모집(1월), 인력모집 및 14개 기업 매칭(2월), 직무교육·일자리 제공(3∼12월)
○ 전자상거래지원센터 운영으로 중소기업 조달시장 판로 확대(0.4억원)
- 전자입찰정보서비스 950개사 제공, 전자입찰 실무 등 전자상거래 교육 4회(분기별)

○ 기업별 자사몰 구축 지원으로 자체 온라인 판매역량 강화(0.7억원)
- 독립몰 구축 지원(5개사), 독립몰 구축 및 리뉴얼 진행(5월∼)

○ 스마트한 업무환경 개선, 중소기업 재택·원격근무 솔루션 지원(2억원)
- 수요조사(1월), 공급‧수요기업 선정‧지원(∼3월, 45개사), 만족도 조사(9월) 등
비대면경제 중점 추진사업(’22년)
Œ (O2O기반 비대면 비즈니스 전환) 비대면 전환기업 솔루션 지원, 한-아세안 ICT 융합 빌리지 구축,
해외 온라인마켓 입점 지원 등 25개사업 176억원
 (7대 산업별 비대면서비스 지원 강화) 지능형 무인자동화 스마트물류 시스템 구축, OTT연계
콘텐츠 개발/제작 지원, 전자상거래 스타트업 스타일테크 지원사업 등 21개사업 124억원
Ž (비대면 행정서비스 확대) 비대면 평생교육 플랫폼 구축, 전자도서관 콘텐츠 구축 등 10개사업 16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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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인공지능 및 ICT 신기술 융합을
통한 디지털 대전환 가속화
➀ 인공지능(AI) 지역성장 거점 및 산업 생태계 조성
➁ ICT･SW 기술혁신을 통한 디지털 신산업 육성
➂ 지역 디지털 기술역량 강화 및 첨단 ICT인프라 구축
➃ 디지털 융합 핵심 창의인재 양성

성과지표

’21년

AI산업 기반 기술 지원

45건

➠

50건

ICT기업 창업 지원

청년창업허브 구축

➠

10개사

한-아세안 협력 실감콘텐츠 사업화

6건

➠

8건

디지털 창의인재 양성

1,700명

➠

2,000명

▴ AI 보안 국제 프로토콜 위원회 부산본부
설립 업무협약(’21. 11. 8.)

’22년

▴ 부산ICT 청년창업허브 개소(’22.3.)
- 구.동남지방통계청사 리모델링 - 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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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 지역성장 거점 및 산업 생태계 조성

 인공지능(AI) 지역거점 구축 단계적 추진

○ 전국단위 협력체계 구축 ▹국가균형발전위 주관 초광역 협력프로젝트 활용
- AI기반 헬스케어서비스 구축 기획(’22.∼’26,1,800억원,부산·광주‧경기)▹예타신청(’22.)

○ 중소기업, AI융합(제조분야) 지역특화 시범사업 추진(’22, 6억원)

- 중소제조기업 ‘제조 AI 고도화 기술 적용’, 공정개선 및 생산성 향상 지원 등

○ 인공지능 지역거점 및 확산 기반 조성(’22.~, 2,000억원)

- 정부 ‘인공지능 지역확산 추진방향(4차산업혁명위원회,’21.10발표)’ 정책 연계
- (선도사업) 지자체주도현장수요중심, 영남권‘제조산업’ 대형프로젝트기획(’22.예타추진)
- (특화융합 서비스) 주력산업에 인공지능 융합, 지역혁신 촉진(’22. 사업추진)
- (지역거점 지정) 권역별 거점기능 수행할 지역거점을 지정, 시설‧센터 집적 추진

 인공지능(AI) 산업 인프라 확충 및 협력체계 강화

○ AI 등 디지털 핵심기술 개발 및 확보를 위한 연구기관 설립‧유치

- 동남권 인공지능 연구소 등 ▹‘타당성 용역’ 및 관련기관(기재부, 과기부 등) 협의

○「디지털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가칭)」제정(4월), 디지털산업 제도화 추진
- AI, 메타버스, 5G 등 디지털 신산업 기반을 조성하여 관련산업 활성화 도모

○ 인공지능 등 신산업 선도‧육성을 위한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 구축
- 캐나다한인과학기술자협회(AKCSE), 과학기술‧혁신분야 협력을 위한 MOU 체결(’22.6.)
- 한국과학기술원(KAIST) 오토아이디랩(Auto-ID Labs)* 부산산학공동연구소 유치(7월 개소)

* 국제 민간표준(바코드, IoT 등)단체 GS1(Global Standards One)의 국제 공동연구소(전 세계 6개국)

 인공지능(AI) 산업 생태계 조성 및 데이터 구축

○ 부산 모바일 AI센터 운영(’20.~, ’22년 7억원, 센텀벤처타운 3층)

- 오픈개발실(72석), 테스트베드(418종1,089대), 개발제품 및 품질테스트, 컨설팅 등
- AI관련 산업 전주기적(인력양성-창업지원-개발지원) 지원 생태계 조성
○ 2022 AI KOREA 개최(’20.~, ’22년 5억원) ▹지역주도 AI혁신 서비스 개발
- VIP리셉션, 개막식, 전시회(프로그램 소개), 콘퍼런스, IR투자상담회, 윤리대전 등
○ 지역 AI개발기업 실태조사(보유기술, 전문인력 등) 실시(’22.下)
○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 공모사업 추진(’22.上) ▹과기정통부(N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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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SW 기술혁신을 통한 디지털 신산업 육성

 신기술 융합･확산 및 지역 ICT･SW산업 육성

○ SW융합클러스터 2.0(스마트물류 플랫폼사업화, ’19.~’23, 121억원) ▹’22년 25억원
- 데이터플랫폼 구축, 신서비스 발굴‧상용화, 인력양성, 일자리창출, 산학연관 네트워킹
○ 지역 SW산업진흥 지원(성장 및 품질역량 강화, ’98.~) ▹’22년 11억원
- 마케팅,실태조사,네트워크,SW컨설팅‧테스트,제품개발,상용화 등 강소SW기업 육성
○ SOS랩 구축 및 SW서비스 개발(해양분야 문제해결, ’20.~’24, 92억원) ▹’22년19억원
- SOS랩운영(3개소), 퍼실리테이터 양성, 시민연구반 운영, 테스트, 사업화 등
○ 첨단해양산업 오픈랩 및 실감형 융합콘텐츠 개발(’18.~’22, 152억원) ▹’22년39억원
- 오픈랩‧테스트베드, 중장기R&D(해양환경, 선박안전, 해양플랜트), 시제품 개발지원
○ ICT융합 디바이스 개발 지원(’21.∼’22, 7억원) ▹’22년 4억원
- 커브길 스마트 세이프 가드레일 시스템(조달청 우수조달제품 등록‧상용화 목표)
○ 동남정보보호지원센터 운영(’15~, ’22년 5.4억원) ▹중소기업 정보보호 기반 조성

 지역 ICT기업 성장 지원 및 국내･외 시장 판로개척

○ 부산형 ICT산업 육성펀드 운영(’20.~’28, 165억원) ▹스타트업 발굴·지원
○ 부산 ICT 청년창업허브 운영(’21.~, ’22.3월 개소) ▹기업입주‧코워킹공간
○ ICT산업 육성펀드 및 수도권 IT·CT 마케팅지원센터 운영(’12.~, ’22년2.7억원)
○ 2022 K-ICT Week in Busan(9.3억원, 9월) ▹AIKOREA,ITEXPO,클라우드EXPO

 실감콘텐츠 산업 고도화 및 메타버스 허브 조성

○ 부산형 메타버스산업 생태계 조성 연구용역 실시(0.2억원, 1~3월)
- 국내‧외 메타버스산업 동향, 정책방안, 부산형 메타버스 생태계 로드맵 마련
○ 한-아세안 ICT융합 빌리지 운영(’20.~’24, 302.9억원) ▹ ’22년62억원
- 5G XR콘텐츠 공동제작‧마케팅, 한‧아세안 네트워킹 및 인력양성, 시장진출 지원
○ VR/AR센터(융복합, 제작거점, 재난안전체험관) 운영(’17.~, ’22년 7.8억원)

 지역 클라우드 산업 생태계 조성 및 활성화 지원

○ 부산 클라우드 혁신센터 운영(’16.∼, ’22년 9억원) ▹스타트업 발굴･육성
○ 클라우드 기업 육성 ▹더존비즈온(’22.100여명채용), 베스핀글로벌(’22.100여명채용)
○「그린에너지 데이터센터 파크」조성 ▹기업유치전략‧클러스터조성용역(0.2억원,3월까지)
- 원아시아(홍콩기업) 데이터센터 건립(’21.～’25,7,200억원) ▹사업비 전액 기업투자
- 34 -

3

지역 디지털 기술역량 강화 및 첨단 ICT인프라 구축

 국책연구기관 협력을 통한 디지털 기술개발 역량 향상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ICT융합 지역협력사업(’21.~’25, 90억원) ▹’22년18억원

- 차세대 스마트미디어 초고화질(UHD) 입체미디어 상용기술 개발실증, 사업화
○ 스마트조명 플랫폼 기술개발‧실증사업(’20.~’24, 343억원, ETRI) ▹’22년120억원
- AI기반 스마트조명 기술개발, 테스트베드 구축‧실증, 사업화, 시험인증, 표준화
○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공동 융합연구단 사업(’19.~’22, 240억원) ▹’22년80억원
- 지역현안(미세먼지, 지진, 침수등) 공동연구, 공공데이터 활용 안심서비스개발‧실증
○ ETRI 사업화 유망기술 설명회 및 개별상담회 개최 ▹’22년9월(벡스코)
 5G 융합서비스 기반 구축 및 첨단 ICT인프라 확충

○ 혁신적 5G+ 특화망 기반 구축 및 산업생태계 조성

- 부산형 5G+특화도시 ISP 수립, 5G+특화망 기반 공공서비스 공모(’22. 60억원)
○ 네트워크 지능화 기술개발 및 실증(’21.～’25, 89억원) ▹’22년 19억원
- 주문형 데이터기반 네트워크 지능화 프레임워크 기술개발 * (주관) ETRI
○ 부산정보고속도로 운영(임대형 민간투자사업) ▹관리운영10년(’19.∼’29.),343억원
- 정보고속도로 시설 기술검토(시설물 신‧증설, 개선 및 교체) 처리
- 정보고속도로 정기점검(매월) 및 성과평가위원회(분기별) 개최
*

* 394개 행정기관(시, 사업소, 구‧군, 주민센터) 초고속 자가통신망으로 연결, 대민서비스 제공

 디지털 정보격차 개선 및 지역 정보통신공사업 육성

○ 공공와이파이 구축‧운영(’19.~’24, 144.5억원) ▹버스정류소등공공장소(’22년 28.5억원)

- (운영중) 시내버스(2,517대,’19.∼’22,35억원) ▹’22년 6.4억원(3년간임차비분담 지급)
공공장소(1,120대,’19.∼’22,55.5억원)▹’22년 사업비미정(사업기간 1년 연장)
- (구축중) 국제관광도시 와이파이(750대, ’20.∼’24, 49억원) ▹’22년17.1억원(263대)
- (’22년 신규) 전통시장‧소외지역(100대, ’22. 5억원) ▹프리와이파이부산 구축사업

○ 건전한 정보통신공사 시공환경 조성 및 자가전기통신설비 신고업무 처리

- 정보통신공사업자 ▹지역등록업자(638개사) 지도‧감독, 시정명령(행정처분), 과태료 등
- 감리원 배치 ▹배치신고‧배치변경신고 신청 접수, 배치기준 적정성 검토, 결과 통보
- 자가전기통신설비 설치 ▹설치신고‧변경신고 신청 접수, 심사‧시정명령, 결과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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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융합 핵심 창의인재 양성

 기업맞춤형 취업연계, ｢부산디지털혁신아카데미｣ 운영

○ (과기부) 신산업(AI･클라우드 등) 기술 기반 디지털 혁신인재 양성

- 지역 ICT이노베이션스퀘어 확산(’20.∼’23, 131억원, AI분야) ▹’22년6억원, 50명
- 혁신성장 청년인재 양성(’21∼’22, 8억원, 클라우드 분야) ▹’22년4억원, 30명
- 캠퍼스 SW아카데미(’22∼’24,80억원,지역대학연계공모예정) ▹’22년11억원, 90명
○ (고용부)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K-Digital Training, ’22.~’24, 90억원) ▹’22년,30억원
- 디지털 신기술 분야(빅데이터, 사물인터넷, 스마트 제조 등) AI·클라우드 인력(연 240명)

○ (민간협업) 삼성청년 SW아카데미(’21.7~, 사업비 전액 기업부담)
- SW코딩, 프로젝트 수행, 취업역량 교육 및 취업활동 지원 ▹’22년100명(부‧울‧경)
○ 기업 맞춤형 부산정보산업인력 육성(’21.~’26, 185억원) ▹’22년34억원,260명
- 클라우드(19억,100명), 응용SW(7억,80명), SW실무(5억,80명), 교육장 구축(3억, 월 개소)
○ 취업연계 중소기업 인건비 지원(’22.~’25, 32억원)▹’22년11억원, 25개사50명
 과학기술, 연구개발 촉진을 위한 고급인력 양성

○ 동남권 Grand ICT연구센터 운영(’16.～’23, 226억원, 부산대) ▹’22년30억원
- 제조기업 수요기반 ICT신기술 공동연구(16과제), 중소기업 재직자 석사과정(연20명)
○ 부산 AI Grand ICT연구센터 운영(’20.～’27, 187.5억원, 동의대) ▹’22년 25억원
- AI융복합 산학공동연구(12과제), 중소기업 재직자 AI기반 ICT융합석사과정(연20명)
○ 인공지능 융합연구센터 운영(’20.～’22,49.5억원,부산대등 AI연구거점)▹’22년18억원
- 제조·의료 분야 산학공동연구(10과제), 중소기업 재직자 인공지능대학원 운영(연45명)

 ICT산업 전문 지식‧기술을 갖춘 실무형 전문인력 양성

○ 지역 SW산업 진흥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2개 사업) ▹’22년1.85억원,연133명

- 스마트물류 분야 산·학 연계 실무교육(’19년～) ▹SW융합클러스터2.0(’22년1.4억원,연68명)
- SW품질관리(빅데이터,AI) 실무교육(’11년～) ▹지역SW 품질역량강화사업(’22년0.5억원,연65명)
○ 클라우드 컴퓨팅 전문인력 양성(’19.~’24, 12억원) ▹재직자실무형(’22년2억원,연170명)
 산업현장 요구반영 ICT 기초인재 육성

○ SW중심대학 운영(’18.~’24, 295.8억원) ▹ ’22년 57.2억원, 연 6천여명
- 대학재학생(동명대‧동서대) SW교육, SW가치확산(초·중·고 SW교육, 교·강사 연수 등)
○ 지역 고등 SW특화교육(’21.~’23, 9억원) ▹SW마이스터고등학교 운영지원(’22년 4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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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금융과 블록체인 기술 융합으로
글로벌 신금융 허브 조성
➀ 포스트코로나 대비 글로벌 금융중심지 역량 강화
➁ 금융허브 도약을 위한 금융 신산업 생태계 조성
➂ 블록체인 특구 기반 지역혁신 생태계 활성화
➃ 블록체인 글로벌 허브 도시 육성 기반 조성

성과지표

’21년

’22년

금융중심지 생태계 조성

BIFC 3단계
건축허가

➠

BIFC 3단계
착공

글로벌 금융클러스터 기업 입주

1개

➠

5개

디지털금융기업 유치·지원(누계)

45개

➠

50개

블록체인 B Pass 이용자수

3만명

➠

6만명

ㅡ

ㅡ

▴ 부산국제금융센터(BIFC) 3단계 조감도

▴ 블록체인 「NFT BUSAN 2021」개최(’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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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코로나 대비 글로벌 금융중심지 역량 강화

 부산국제금융중심지 글로벌 금융 허브 인프라 기반 확충

○ 부산국제금융센터(BIFC) 3단계 착공 및 버즈 육성 프로젝트 추진

- BIFC 3단계 착공(’22. 2) ▹부지10,293㎡, 연면적146,553㎡, 지상45층, 준공(’25.)
- 금융 공공기관, 해양금융기관 집적화 및 디지털금융 밸리(D-Valley) 조성 등 활용
-「버즈」육성 프로젝트 추진 ▹글로벌금융 클러스터 체계적 지원 기반 구축
버즈(새싹 : BUDS) 육성 프로젝트

새싹(버즈) 체계적 육성 ⇒ D(Digital)-Valley 조성 ⇒ 아시아 금융 허브 도시 도약
v B(Blockchain)-Space : 19개사, BIFC 1단계 21～22층 ▹ 블록체인 특구 핵심기업 집적·지원(’22.～)
v U(Unicorn)-Space : 46개사, BIFC 2단계 ▹핀테크·AI·빅데이터 등 디지털 금융기업 집적·지원(’19.～)
v D(Decacorn)-Space : 10개사, BIFC 1단계 63층 ▹글로벌 금융기관 유치를 통한 금융클러스터 조성(’21.～)
v S(Star)-Space : 5개사, 상의 3층 ▹ 지역 경제계와 협업, 디지털 금융 강소(스타)기업 육성(‘22.～)
⇒ D(Digital)-Valley : 300개사, 부산국제금융센터(BIFC) 3단계 ▹ 디지털 금융 밸리 조성(’25.～’30.)

 전략적 네트워크 확대를 통한 금융중심지 경쟁력 강화

○ 글로벌 금융중심지 도약을 위한 아시아 금융허브 네트워크 구축

- 홍콩, 싱가포르 등 글로벌 금융 허브 교류(’22. 상), 협력관계 구축(’22. 하)
- 온·오프라인 상호 교류 정례화, 외국계 금융기업 진출·투자 등 협력방안 모색 추진

○ 글로벌 네트워크 활용 부산금융중심지 인지도 확대

- 국제금융센터연합(WAIFC), 영국컨설팅社지옌(Z/Yen), FC4S(지속가능금융협의체) 활용
- GFCI(국제금융경쟁력지수) 상승을 위한 글로벌 네트워크 확대 및 협력사업 강화

○ 지·산·학·연 연계를 통한 「부산국제금융센터 경제협력 네트워크」추진

- 市, BIFC 입주기관, 대학교 등 지·산·학·연 공동연구 및 협력사업 발굴·수행
- 지역대학 및 BIFC 실무전문가 인력Pool 활용 지역특화「금융아카데미」추진

 국내‧외 글로벌 금융기관 유치 및 금융중심지 홍보 강화

○ 글로벌 금융 생태계 확대 및 디지털 금융 등 파급효과 큰 기업 유치

- D-Space(BIFC63층) ▹사무공간 10개, 3년 임대료 무상 지원 및 협력 지원 체계 구축
- 투자, 자산운용, 디지털금융 등 글로벌 외국 금융기업, 국제기구 등 유치‧지원

○ 디지털 금융, 자산운용사 등 외국계 기관 유치를 위한 다각적 홍보 실행

- 유튜브‧구글 등 국·내외 온라인 매체 및 KTX, 공항 등 금융중심지 홍보채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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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허브 도약을 위한 금융 신산업 생태계 조성

 글로벌 해양‧파생 금융 중심 도시 브랜드 확립

○「부산해양금융협의체」협업 확대로 해양금융 기능 강화

- 부산시, 한국해양진흥공사, 해양금융종합센터, BNK금융그룹 등 6개 기관 참여
- 유기적인 협업체계 구축을 통한 주요 현안 공조 등 공동사업* 발굴·추진
* 市, 금융감독원, 한국해양진흥공사, 해양금융종합센터 등 부산해양금융위크 공동개최 예정(’22.하)

○ 파생시장 활성화를 위한 부산시‧한국거래소 정책 공조 추진

- 파생상품시장 활성화를 위한 市, 한국거래소, 유관기관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
- 장외파생상품시장 거래정보저장소(TR)* 시스템 구축 및 운영(’21. 4. ～ )
* TR(Trade Repository) : 장외파생상품 거래기록을 전자적 데이터베이스 형태로 보관

 디지털 금융기술 인프라 확충 및 산업생태계 활성화

○ 4차 산업기반 디지털 금융기술기업 성장 플랫폼 지원 확대

- 디지털금융 육성플랫폼「U-SpaceBIFC」지원 확대(’21.5억원,46개사→’22.8억원,50개사)
- S(Star)-Space조성(4억원) ▹금융기술 강소기업 육성(5개사), 전문개발자 고용(4~5명)

○ 단계별 기업 성장 지원을 통한 안정적 일자리 창출

- 금융기술 초기기업 데이터 기반 비즈니스 모델 전략 컨설팅 지원(4개사)
- 마케팅, 제품개발 등 기업성장 지원을 위한 정규직 일자리 창출(20억원, 100명)

○ 현장수요 맞춤형 개발자 교육 및 투자 유치 지원

- 우수 교육기관과 현장수요 반영한 교육과정 개발, 실무인재 양성(연 20명)
- 데이터 기반 상황별 환경 적응 창업자 교육(연10명) 및 투자 상담회 개최(연2회)

 해양‧파생금융 분야 전문인력 양성 및 국제금융기구 운영 지원

○ 해양·파생 특화 금융 전문인력 양성사업 운영 활성화 추진

- 부산대(파생), 해양대(해양) 신입생 모집 ▹’22.3월, 5기40명모집(파생25, 해양15)

○ 자금세탁방지 교육훈련원(FATF TRAIN) 운영 지원

-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방지 분야 교육(’22년13회,500여명), 금융 외교역량 제고 등
- 기본 교육(월1회/40명) 및 강사양성 과정(연1회/30명) 운영, 체계적인 교육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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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블록체인 특구 기반 지역혁신 생태계 활성화

 부산 블록체인 특화 클러스터 조성

○ 블록체인 특화 벤처컨벤션(B-Space) 운영(’22. 3.~ )

- BIFC1단계 21·22층(전용면적1,014㎡), 입주공간(11실), 테스트베드(8실), 교육장 등
- 과기부「블록체인기술확산센터」연계 기술‧서비스개발 확대, 사업화지원 공모추진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사업 추진 및 시민체험 서비스 확대

○ 블록체인 R&D 실증사업 단계적 추진(’19. ~ ’24., 305억원, 6개사업)
- 상용화·서비스확산, 법령개정(물류‧관광‧안전), 실증추진(금융·부동산집합투자·의료마이데이터)
○ 블록체인 공공분야 시범사업 추진 및 신규사업 추가 발굴
- (시범사업) 보세운송차량 자격관리·검증 플랫폼(’22.6억원) 공고(1월), 추진(3월~)
- (신규발굴)「지역혁신 R&D지원사업」과제 사전기획 및 지정 공모(3월) 추진

○ 블록체인 분산신원증명 기술 활용(B pass) 비대면서비스 확대(’22년 22종)
- 우대권(경로‧다자녀) 교통카드 발급 서비스(3월), 모바일 운전면허증(10월) 등

 블록체인 산업현장 수요 대응 핵심인재 양성

○ 블록체인 핀테크 융합보안 인재양성(9억원, 석사급‧산업체10명) ▹산학연구,시제품개발
○ 블록체인 대학ICT 연구센터(9.8억원, 석·박사급 45명)▹논문,기술이전,사업화
4

블록체인 글로벌 허브 도시 육성 기반 조성

 블록체인 혁신 성장 기반 조성 추진

○ 블록체인 혁신 인프라 확대 및 지역특화형 거점 기능 조성 추진

- 중앙부처 협력체계 구축 및 안전성 고려한 디지털자산 거래소 추진계획 수립
- 市 블록체인 통합플랫폼 구축방안 마련▹맞춤형 정책·아고라 등 연계서비스 발굴

 국내‧외 블록체인 우수기업 유치 및 블록체인 성장 생태계 확대

○ 블록체인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국내·외 블록체인 우수기업 유치
- 블록체인 글로벌 기업 및 국내 전문기업 유치를 위한 협력 네트워크 구축
- 블록체인 선도기업 본사 이전 및 투자 유치 추진(’21. 3개사 → ’22. 6개사)

○ 블록체인「NFT Busan 2022」국제 행사 개최

- ’22. 11. 벡스코, 국내·외 50개사, 8,000명 참가, 컨퍼런스·전시회·체험존 등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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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데이터 혁신생태계 조성
및 과학적 시정 구현

➀ 데이터기반 혁신서비스 창출로 데이터 경제 선도
➁ 양질의 데이터 축적으로 데이터경제 코어 인프라 조성
➂ 통계데이터 생산·제공으로 정책 기반자료 확충

성과지표

’21년

데이터산업 혁신성장 기반 조성

전략수립
5대분야 22대 과제

➠

빅데이터혁신센터
설립‧개소(6월)

데이터기반 기업성장 지원

30개사

➠

60개사

데이터경제 코어인프라(데이터댐) 구축

-

➠

데이터통합플랫폼
구축(1단계)

지역통계 작성결과 공표 건수

7건

➠

11건

▴ 데이터산업 생태계 조성 지‧학‧언 협력 MOU(’21.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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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 데이터 활용 우수기업 선발대회(’21.12.1.)

1

데이터기반 혁신서비스 창출로 데이터 경제 선도

 데이터경제 도약을 위한 데이터산업 혁신생태계 거점 구축

○ 데이터산업 혁신생태계 거점,「부산 빅데이터 혁신센터」설립(6월 개소)
- (기능) 데이터산업 컨트롤타워, 기업육성, 거버넌스구축, 분석인프라 제공 등
- (시설) 기업입주공간*, 데이터안심구역**, 회의실, 코워킹스페이스 등(13.2억원)

* 데이터 기업의 집적화로 협업‧공유를 통한 성장지원 공간(10개실), 센터사업 연계
** 시민과 기업의 다양한 데이터 및 분석‧활용 인프라 제공, 전문 컨설팅(상주) 지원

○ 전문기업 육성, 협력거버넌스 구축 등 데이터 생태계 기반 조성(14.8억원)
- 데이터 혁신성장 챌린지 사업, 디지털헬스케어 마이데이터서비스 모델 개발
- 데이터산업 혁신포럼‧컨퍼런스 개최‧운영(4회), 지산학연계 데이터 협력 사업 등

 지역기업의 데이터 역량 강화 및 데이터 기반 경쟁력 제고

○ 중소기업 빅데이터 분석·활용 지원(5억원) ▹맞춤형 컨설팅 지원(30개사)
○ 공급‧수요기업 매칭, 데이터 활용(구매‧가공) 지원 ▹데이터바우처사업(공모) 연계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지역 가명정보 활용지원센터」유치(1월공모, 6억원)
- 공공 및 지역 기업을 대상으로 데이터의 가명처리 및 활용 전반 지원

 청년 데이터 실무능력 향상 및 스타트업 일자리 창출 지원

○ 데이터 스타트업 안착‧지속성장 지원(3.4억원, 20개사) ▹시제품 개발지원 등
○ 데이터기업 청년일자리 지원(3.2억원, 15명) ▹데이터 전문인력 채용 인건비 지원 등
○ 공공‧빅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개최(4~9월, 0.3억원) ▹2개부문, 8팀시상
○ 프로젝트 기반의 산업별 맞춤형 인재양성(5억원, 28명) ▹실무‧프로젝트실습(각 3개월)

 데이터기반 과학적, 지능적 정책으로 시정서비스 혁신

○ 빅데이터 분석 및 정책정보 제공으로 행정서비스 개선

- 복지‧안전 등 주요 정책개선 과제(3종) 빅데이터 분석사업 추진(3.5억원)
- 현안 및 시급성이 높은 과제는 수시 분석 지원 ▹부서내 분석전문가(2명)

○ 데이터기반 일하는 방식 혁신,「데이터기반 행정」조기 정착 유도

- ‘데이터 분석 컨설팅 제도’ 활성화, 공공마이데이터 활용체계 구축(1.4억원)
- 데이터기반행정 실태점검, 전직원 데이터 역량진단 및 개선 추진
- 직원 데이터역량 강화(세미나, 교육 등), 공공기관 협력체계 강화(협의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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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양질의 데이터 축적으로 데이터경제 코어 인프라 조성

 데이터 선순환 생태계 조성을 위한 데이터 통합관리체계 마련

○ 부산형 데이터 통합플랫폼(데이터 댐)구축 정보전략계획 수립(~8월, 5억원)

- 특화 데이터 확보 방안, 데이터 전주기 지원 방안 등 최적의 마스터플랜 수립

○ 부산형 데이터 통합플랫폼(데이터 댐) 구축(’22 ~ ’24년, 72억원 추정)

- 데이터 댐 구축, 수집체계 강화, 데이터거래소 구축, 통합관리체계 마련 등
* 정보전략계획 수립 결과(세부전략, 이행로드맵 등)에 따라 단계별 구축사업 추진

 수요자 중심 공공‧빅데이터 제공으로 데이터 생태계 활성화

○ 공공데이터 수요조사로 시민생활 편의 등 고수요 데이터 발굴·개방

- 대시민 수요조사 및 공공데이터 뉴딜사업을 통한 데이터 발굴‧개방(목표 100종)
- 생활 밀착형 데이터 등 수요가 많고 실제 활용도가 높은 데이터 최우선 발굴

○ 금융 분야 빅데이터센터 구축 추진(’21년 과기부 공모사업 선정)

- 공공·민간 금융 관련 데이터를 수집‧융합하여 금융 플랫폼을 통해 제공‧개방
- 동백전 데이터 등 6종 융합 구축(’22년국비3억원) ▹총 9.3억원(’21∼’23년, 국비)

○ 공공데이터 뉴딜(청년인턴, 기업매칭) 공모사업 추진(행안부 주관)

- 공공데이터 청년인턴십, 공공데이터 기업 매칭 지원 사업(과제당 국비 약 2억원)

○ 빅데이터 플랫폼 개선 및 데이터마트 확대 구축

- 분석주제별 데이터마트 확대 구축 및 시각화 환경 구축(비예산)
- 빅데이터 플랫폼 서비스 제공 및 분석‧활용 위한 민간데이터 구매(4.2억원)

 고품질 데이터 제공을 위한 데이터 품질관리 및 개선 추진

○ 공공데이터 품질진단 및 개선 용역 추진(7～9월, 0.2억원)

- 정보시스템 원천 데이터 개방에 대비한 정보시스템 DB 품질진단 실시

○ 공공데이터 제공 표준 정비로 민간 활용 촉진

- 전국 개방 표준 데이터 일제 정비(수시), 부산시 개방 표준 데이터 지정(1회)

○ 공공데이터 개방 포털서비스 개선 및 운영 활성화

- 지도 기반(GIS Shp*) 데이터파일 제공서비스 활성화 및 확대 추진(’22. 1.～)
* GIS Shp : 지도상에서 다각형 형태로 영역을 표시할 수 있는 정보를 담고 있는 파일

○ 공공‧빅데이터 최신성 유지를 위한 각종 데이터 현행화 추진(매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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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통계데이터 생산‧제공으로 정책 기반자료 확충

 고품질 지역통계 지속 작성으로 근거기반 정책 지원

○ 부산의 경제·일자리 통계 조사로 경제활성화 정책 수립 지원

- 사업체조사, 광업·제조업조사, 구·군 지역내총생산 등 경제·산업 기초통계 작성
- 지역 특화산업 육성 지원을 위한 해양산업조사, 환경산업조사 실시

○ 부산 시민의 생활 실태와 요구를 파악하여 시민행복 정책 지원

- 주민등록인구통계 및 구·군 장래인구추계 작성을 통한 시정 기본자료 작성
- 사회조사·사회지표, 청년통계 등 행복도시 실현을 위한 시민 삶의 질 측정

○ 통계연보, 광역도시권통계, 행정지도 작성으로 정책통계지표 제공
○ 고품질 통계 생산을 위한 자체 및 외부품질진단 실시

- 내·외부·전문 이용자 대상, 지역통계 이용현황‧만족도, 개선·개발 수요 조사 실시

 코로나 대응 등 지역경제 회복 지원을 위한「소상공인통계」개발

○ 통계청‧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분기별「부산시 소상공인통계」개발

- 통계청 SBR*상의 기업체규모를 활용 모집단 구축, 구축된 기업체(사업체)에
대하여 부산시 및 유관기관 행정자료 연계·융합 가공통계 작성 ▹ 비예산
* SBR : 국세청, 보험 등 행정자료와 통계조사 자료를 연계하여 구축한 기업통계등록부(43만개)
- 동백전, 신용카드매출, 인허가, 부동산거래, 市지원, 프랜차이즈 등 행정자료 연계
- 분기별 기업체 기본통계, 연간 사업체 기본통계 및 분석지표 제공
- 지역‧업종‧대표자특성‧업력‧지원여부별 매출액, 생존율 등 통계 제공
- 계획수립(’22.1월) →자료수집(3월) → 시험생산(6월) → 분기작성 및 공표(9월)

○ 소상공인 지원 업종 및 예산 등 정책 수립, 시 지원 업체의 경영상태 등
지원 효과 평가, GIS연계 상권 컨설팅 등 소상공인 지원 전반에 활용

 통계자료 시각화 등 이용자 친화적 비대면 서비스 강화

○ 인포그래픽, 비교통계 제공 등 통계 페이지 지속 관리로 이해도 제고
○ 국가통계포털, 시 홈페이지 부산통계 신속 현행화 등 이용자 편의 도모
- 통계보고서, 통계DB, 통계E-Book, 마이크로데이터 제공 및 품질 등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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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당면 현안
1

기업경영 조기회복을 위한 정책자금 금융비용 경감지원

❖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경제 취약계층 대상, 위기극복 및 경영안정화를
위한 맞춤형 정책자금 지원 강화로 지역경제 안정화 및 혁신 성장 도모
❖ (유동성 공급) 중소상공인 대상 1조 8,208억원 융자 확대 공급
(금융비용 경감) 시중 대비 저리자금 공급, 보증수수료 인하 추진

□ 저리 자금공급으로 이자부담 경감
ㅇ 중소기업 혁신성장 지원(3,408억원)

- (운전자금) 3,000억원 규모, 5억원한도(혁신성장 30억원), 0.8～2.5% 이자지원
- (시설자금) 300억원, 20억원한도, 0.8～1.1%이자지원, 100억원직접융자,1.9%이자고정
- (창업특례) 8억원, 1억원 한도, 1.5% 이자고정, 0.6% 보증료

ㅇ 코로나19 위기 대응력 제고, 소상공인 지원(9,000억원)

- (일반자금) 4,500억원, 1억원 한도, 0.8～1.7% 이자지원, 5년 상환
- (임차료) 1,000억원, 1.5억원한도, 1년무이자, 2～5년0.8%이자지원, 5년상환
- (디지털정책자금) 500억원, 0.5억원 한도, 0.8% 이자지원, 5년 상환
- (3無Plus) 2,000억원, 1천만원한도, 무신용, 1년무이자이후0.8%이자지원, 5년상환
- (모두론+) 1,000억원, 중저신용자전용, 5천만원한도, 0.8%이자지원, 5년상환

ㅇ 정부자금 연계, 희망대출플러스 지원(2,500억원) * (전국) 3.8조원

- (대 상) 집합금지·제한·경영위기업종, 중신용자(2 ～ 5등급)
- (조 건) 1천만원한도, 1년차1%고정, 2～5년차시중금리, 보증요율(0.8%)1년면제

□ 보증수수료 인하 지원
ㅇ 소상공인 1조 5,900억원 시중은행 융자에 대한 보증료 0.2% 감면(1년)
ㅇ 폐업소상공인 재기지원을 위한 ‘브릿지 보증(300억원)’ 보증료 감면(1

·

→ 0.5%)

ㅇ 조선 자동차 특례보증(2,000억원), 낮은 보증요율(0.4~0.5%)로 주력산업 보호육성

·

ㅇ 준재해 재난 등 기업경영 긴급자금지원(1,000억원), 보증료 0.5% 적용

□ 향후계획

▸ 22. 1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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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명지글로벌캠퍼스 국제학교(K-12) 설립 추진

* K-12 : 유치원~고교

❖ 외국인 투자유치 촉진 기반 마련을 위하여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하여
명지국제신도시 외국인 정주환경 및 서부산 교육환경 개선 도모

□ 사업개요
ㅇ 위

치 : 명지국제신도시 내 외국교육기관용지(1, 2단계)

ㅇ 규

모 : 부지 41,117 , 연면적 18,936 (지하1~지상5, 6개동), 정원 1,200명

㎡

㎡

ㅇ 도입시설 : 강의동, 체육관, 교수 숙소, 기숙사, 도서관 등
ㅇ 공사방법 : 한국토지주택공사 시행(국제학교 건립 후 기부)
ㅇ 건 립 비 : 468억원(민자) * LH 사업비분담 협약(’17. 12.)

□ 추진상황
ㅇ ’17. 3. : 명지 국제학교(K-12) 설립 타당성 조사용역 실시

市 ↔ LH)

ㅇ ’17.12. : 명지국제신도시 사회간접자본 사업비 분담협약 체결(

ㅇ ’18.11. : 명지지구 개발계획 변경 승인(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211호)
ㅇ ’19. 7. : 명지글로벌캠퍼스 K-12 우선협상 대상학교 선정

▹ 5개 학교 사업계획서 제출, 선정위원회 심의(1순위: 로얄러셀스쿨, 2순위: 미국 리버몬트)
ㅇ ’19.11. : 부산캠퍼스 설립·운영 양해각서(MOU) 체결(市 ↔ 학교 ↔ 경자청)
ㅇ ’20. 9. : 코로나19로 인한 사업지연으로 양해각서 기한연장(’21.10.까지)
ㅇ ’21. 6. : 랭커스터대학 부산캠퍼스 설립 중단 결정, K-12 부지 확대 검토

㎡ → 변경 41,117㎡)

(당초 29,547

ㅇ ’21. 7. : 부산시장-이사장(영국 본교) 화상면담 개최(7. 1.)
학교 건립을 위한 상생협약 체결(7.27.

□ 향후계획

市 ↔ LH ↔ 경자청)

·

ㅇ ’22. 중. : 건축 TF팀 구성, 설계 공모 심사, 실시설계

·

ㅇ ’23. 중. : 건축공사 착공, 설립 운영심사위(교육청)
ㅇ ’24. 하. : 건축 준공, 설립 승인(교육청), K-12 개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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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디지털트윈 기반의 스마트시티 LAB 조성

❖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조성사업을 계기로 4차 산업혁명의 새로운
변화를 도시에 실증 접목하기 위한 스마트시티 LAB(시험장) 조성
❖ 신기술 개발 및 국내외 기업, 연구기관 육성을 통한 혁신산업 생태계 조성

·

□ 사업개요(2022 ~ 2025)
ㅇ 위

㎡(약 7,300평)

치 : 에코델타 스마트시티 공공시설용지, 24,288

ㅇ 사업내용

- (LAB 기획·조성) 스마트시티 LAB 센터 설계 및 모의도시 환경 구축
- (LAB 운영) 스마트시티 LAB 및 모의도시 운영, 기술보급 및 사업지원
- (디지털트윈 구축) 현실↔가상간 실시간 디지털트윈 테스트베드 구축
- (R&D 실증) 분야별 스마트시티 서비스 R&D 실증 지원

ㅇ 총사업비 : 493억원(국비 296, 지방비 197

연도별 투자계획안
소계
493억
(국296, 시197)

기투자
-

▹부지 180, 시비 17)

2022

2023
30억
346억
(국30) (국149, 시197)

2024~
117억
(국117)

□ 추진상황
ㅇ ’21. 5. : 스마트시티 랩 세부 기획안 작성

- (기획TF 구성·운영) 부산시, 대학교수, 부산정보산업진흥원 등 15명

ㅇ ’21. 6. : 과기부 연구개발사업 국과심 심의 25억원 반영

·

ㅇ ’21. 10. : 과제기획을 위한 전담팀 구성 운영

- (전담팀 구성·운영) 과기부, 부산시, 정보통신기획평가원 등 9명

ㅇ ’21. 12. : ’22년도 국비 30억원 확보

□ 현안 및 대책
ㅇ (과기부) 국비 : 지방비 = 6 : 4 매칭 요구

- 균특예산 지방비 17억원 추가 분담 요구, ’23년도 본예산 편성 추진

□ 향후계획
ㅇ ’22. 1. : 스마트시티 랩 사업 공모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 공모

ㅇ ’22. 3. ~ 12. : 스마트시티 랩 공모사업 선정 및 추진

- 스마트시티 LAB 센터 기획 및 건축설계, 가상 테스트베드 구축 등

ㅇ ’23. ~ 25. : 스마트시티 랩 센터 조성 및 운영, R&D 실증 등

- LAB 센터 조성, EDC 디지털트윈 모의도시 구축, 스마트 R&D 실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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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4

부산디지털혁신아카데미 운영

❖ 5년간(’22.~’26.) 5천명의 고급 ICT 인력을 양성, 양질의 일자리 취업까지
연계하여 기업과 구직자간 미스매치 및 청년 역외 유출 방지

□ 추진방향
ㅇ (인력양성) 매년 100억원 예산 투자, 연간 1천명 고급 ICT인재 양성

▹ 전액 시비 충당은 어려우므로 과기정통부·고용노동부 등 국가공모사업 적극 유치

ㅇ (취업연계) 소규모 중소기업 우수인재 채용을 위한 인건비 부담 완화

▹본 사업 수료생 채용기업 우선하여 행안부·노동부 청년일자리 인건비 지원사업 연계

ㅇ (지역일자리 확대) 구직청년과 SW분야 수요기업간 직무역량 미스매치 해소

▹「디지털 혁신인재 양성」부산 기업 협단체 T/F 운영, 건의사항 등 현장의견 반영

□ 사업개요(2022~2026)
ㅇ 사 업 명 : 부산디지털혁신아카데미 운영
ㅇ 추진목표 : ICT 인재양성 8개사업 5,000명 이상(연간 1,000명 내외)

- (국가공모) 지역 ICT이노베이션스퀘어 210, 혁신성장 청년인재 집중양성 150,
캠퍼스 SW 아카데미 570, K-Digital Training 1,520
- (민간협업) 삼성청년SW아카데미 900
- (시 자 체) 부산정보산업인력육성 1,200, 빅데이터 전문가 양성 150,
4차산업분야 직업능력개발훈련 300

· · ·

· ·

ㅇ 사업내용 : 지 산 학 관(부산시-기업-대학-기관)이 연합하여 신산업(SW AI 클라
우드 등) 기술기반 혁신 SW인재 양성 프로그램 운영
ㅇ 총사업비 : 527억원(국비 314, 시비 193, 민자 20)
계
527

2022
116

2023
126

2024
127

2025
90

2026
68

(국 314, 시 193, 민 20) (국 73, 시 39, 민 4) (국 85, 시 37, 민 4) (국 85, 시 38, 민 4) (국 47, 시 39, 민 4) (국 24, 시 40, 민 4)

□ 추진상황

·

ㅇ ’20. 8. : (과기정통부) 지역 ICT이노베이션스퀘어사업 공모 선정
ㅇ ’21. 8. ~ ’22. 3. : ’21년 부산정보산업인력육성(클라우드, 응용SW, SW실무) 사업 실시
ㅇ ’21. 9. ~ 11. : (고용노동부) K-Digital Training 사업 공모 선정

·

·

ㅇ ’21.11. : (행정안전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지원사업 공모 선정

□ 향후계획
ㅇ '22. 1. ~ 3. : ICT 인재양성 교육장 구축

‧

▹센텀벤처타운 6층

ㅇ ’22. 1. ~ 12. : 개별사업별 계획수립 홍보, 교육생 모집, 사업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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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부산국제금융센터(BIFC) 3단계 개발 추진

❖ 부산국제금융센터(BIFC) 1, 2단계와 시너지를 극대화하고, 금융중심지
활성화와 핀테크 등 디지털금융 생태계 조성 및 추가 공공기관 이전
대비 전략적 공간 조성을 위한 3단계 개발사업 추진

□ 사업개요(2020~2025)
ㅇ 위

치 : 남구 문현금융로 40(문현금융단지내)

ㅇ 시 행 자 : 교보자산신탁(주)(책임시공 대우건설)

㎡

ㅇ 건립규모 : 부지 10,293 (3,114평)

· ·

▹지하 5층, 지상 45층, 연면적 146,553㎡

ㅇ 도입시설 : 업무, 문화 예술 관광 시설, 기업 편의시설(도서관, 어린이집) 등

□ 추진상황
ㅇ ’20. 4. : 3단계 개발 민간사업자 공모
ㅇ ’20. 8. : 3단계 개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ㅇ ’20. 10. : 사업협약 체결
ㅇ ’21. 10. : 건축허가

□ 개발방향
ㅇ 블록체인 특구 지정(’19. 7.) 및 핀테크 산업 육성 등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금융혁신 생태계 조성(확장)

‧

ㅇ BIFC 1, 2단계 사업과의 시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는 금융 관련 교육 문화

‧

공간(박물관 도서관 등) 및 다양한 공공지원시설(어린이집 등) 조성
ㅇ 포화상태인 BIFC 1단계 이전 공공기관의 추가 업무 공간 수요 대응 등
ㅇ 2차 공공기관 추가 이전을 대비하여 파급효과가 큰 금융기관 유치 활용

□ 향후계획
ㅇ ’22. 2. : 공사 착공
ㅇ ’25. : 공사 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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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기술확산센터 구축

❖ 블록체인 특화 벤처컨벤션 인프라 확충으로 입주기업의 기술창업 및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한 기술확산센터 유치, 블록체인 기술 생태계 강화

□ 사업개요(2022~)

·

ㅇ 위치/규모 : 블록체인 특화 벤처컨벤션 내(BIFC 21 22층)

·

ㅇ 사업내용 : 블록체인 개발환경 및 실증 서비스 사업화 지원체계 마련
- (사업화지원) 블록체인 기술 접목 서비스 개발 확대, 사업화 지원
* 인큐베이팅, 기술평가, 사업설명회(IR피칭, 데모데이), 기업공개(IPO) 등

- (보안검증) 보안 컨설팅, 분산신원증명 고도화, 보안인증 지원
- (인력양성) 채용형 원스톱 제도 운영 및 실무자 개발 역량 강화

ㅇ 총사업비 : 100억원(국 70, 시 30)

□ 추진상황

▹’22년 25.1억원(인프라 15.1, 기업지원비 10)

「

」

ㅇ ’20. 6. : 과기정통부 블록체인 기술 확산 전략 발표

ㅇ ’21. 7. ~ : 과기부장관 특구방문 시(7.16.) 국비 지원 건의
ㅇ ’21. 8. ~ : 블록체인 특화 벤처컨벤션 구축 공사

▹BIFC 21·22층 계약면적 2,029㎡, 시설 리모델링 및 테스트베드 구축

ㅇ ’21. 12. : 블록체인 특화 벤처컨벤션 공사 준공

□ 현안 및 대책
ㅇ 블록체인 특화 벤처컨벤션과 연계 가능한 창업기업 전문 엑셀러레이팅과

·

중소 스타트업의 블록체인서비스 개발 및 사업화를 위한 기업지원체계 마련
 (공모유치) 과기부, 블록체인 기술확산센터(’22년 25.1억원)를 유치하여 블록체인
기술지원 환경 조성 및 기업육성

□ 향후계획
ㅇ ’22. 1. : 블록체인 기술확산센터 과제 사전기획 및 지정공모 제안
ㅇ ’22. 상. : 블록체인 기술확산센터(공모) 유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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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빅데이터 혁신센터 설립 및 운영

❖ 부산시 특화 데이터 경제기반의 비즈니스 모델 발굴을 통해 자생적
데이터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선도적 거점 구축

□ 사업개요(2022~2024)
ㅇ 추진방향 : 혁신센터를 설립하여 동남권 데이터 융복합 전문기관으로 발전
개인정보위원회의

빅데이터 혁신센터 설립
‘데이터산업 육성’ 거점

중앙부처 지정

「가명정보 활용 지원센터」 유치

+

‘22년

공공과 민간의
‘가명정보’ 활용 지원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

데이터 결합처리,
+ 이종간
활용 서비스 개발 지원

‘22년 (공모 참여)

‘23년 (승인 신청)

▶

데이터산업
클러스터
조
성
‘24년 ~

ㅇ 설립개요
- (위 치) 센텀 웹스빌딩 5, 7층 * CENTAP 시설과 창업기능 공유

‧

- (구 성) 사무 입주공간, 데이터안심구역(분석실), 회의실, 코워킹스페이스 등
- (기 능) 데이터산업 거점, 전문기업 육성, 협력거버넌스 구축, 분석인프라 제공

ㅇ 사업내용(2022년)

▹사업비 28억원

- (협업공간 조성) 데이터전문기업 입주공간 설치로 협업, 가치창출 등 성장지원
- (전문기업 육성) 글로벌 해커톤 유치, 데이터챌린지 사업 연계 사업화 지원 등
- (협력거버넌스 구축) 지산학 협의체, 상설 포럼, 컨퍼런스 등 협력사업 추진
- (분석인프라제공) 고가치데이터 및 분석인프라 구축, 전문 컨설턴트(상주) 지원

□ 추진상황
ㅇ '21. 6. ~ 11. : 부산 데이터산업 혁신생태계 전략 수립
ㅇ '21. 8. : 부산 빅데이터 혁신센터 설립 방안 보고

‧

ㅇ '21. 12. : 부산 빅데이터 혁신센터 설립 운영 계획 수립

□ 향후계획
ㅇ ’22. 1. : 위탁대행 업무계약 체결, 사업별 세부계획 수립
ㅇ ‘22. 2. ~ 6. : 입주시설, 데이터안심구역 등 공간 조성 및 시스템 구축
ㅇ ’22. 6. : 빅데이터혁신센터 개소

▹시민‧기업 개방

ㅇ ’22. 2. ~ 12. : 데이터 전문기업 육성, 협력거버넌스 구축 등 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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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형 데이터 통합플랫폼(데이터 댐) 구축

·

❖ 산재되어 있는 공공 민간 데이터를 통합하여 데이터 기반 행정 선도
및 지역 데이터 경제의 코어 인프라 역할을 수행할 부산형 데이터
통합플랫폼(데이터 댐) 구축

「

」

□ 사업개요(2022~2024)

｢

｣

ㅇ 추진근거 : 공공데이터법 제24조(공공데이터의 제공기반 구축)
ㅇ 사업내용
- (정보전략계획 수립, 22년) 부산형 데이터 확보 방안, 데이터 전주기

지원체계 구축, 데이터 통합플랫폼 구축 사업단계별 추진 로드맵, 구축
비용 등에 대한 효율적인 마스터플랜 확보

‧

- (데이터 수집체계 강화) 부산형 특화 데이터 확보, 공공 민간 데이터

‧

플랫폼 연계 통합, 민간데이터 연계 수집 등

‧

- (데이터 댐 구축) 데이터 전주기 지원 플랫폼 구축, 분석 활용 플랫폼 제공 등

‧

- (부산형 데이터거래소 구축) 데이터 유통 거래 기반 강화 및 데이터 시장 활성화

‧

- (민‧관 데이터 거버넌스 확립) 공유 활용 체계 구축, 통합관리체계 마련 등

ㅇ 사 업 비 : 총 77억원(예상)
- ’22년 정보전략계획(ISP) 수립 : 5억원
- ‘22 ~ ’24년 통합플랫폼 구축비는 ISP를 통해 산출(72억원 예상)

□ 추진상황
ㅇ '21. 8. : 제14차 비상경제대책회의(데이터산업 육성방안) 개최
- 부산형 데이터 통합플랫폼(데이터 통합 관리체계) 구축 등

ㅇ '21. 9. : 부산형 데이터 통합플랫폼(데이터 댐) 구축 계획 수립
ㅇ '21. 12. : 부산형 데이터 통합플랫폼 구축 ISP 용역 추진계획 수립

□ 향후계획

∼ 8. : 부산형 데이터 통합플랫폼 구축을 위한 ISP 용역 추진
ㅇ ’22. ∼ ’24년 : 부산형 데이터 통합플랫폼 구축
ㅇ ’2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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