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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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주요연혁

□ 연도별 내용

‘17년도

⦁추진사업 : 지역 중소기업 디자인지원사업 등 34개 사업
⦁사업규모 : 총 178억 (결산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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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년도

⦁추진사업 : 지역 중소기업 디자인지원사업 등 46개 사업
⦁사업규모 : 총 179억 (결산 기준)

(사업예산 116억, 운영예산 37억, 이월금 등 기타예산 26억)
⦁조직규모 : 총 59명, 3본부 6팀

‘19년도

⦁추진사업 : 지역 중소기업 디자인지원사업 등 45개 사업
⦁사업규모 : 총 179억 (결산 기준)

(사업예산 118억, 운영예산 37억, 이월금 등 기타예산 24억)
⦁조직규모 : 총 52명, 3본부 6팀

‘20년도

⦁추진사업 : 지역 중소기업 디자인지원사업 등 39개 사업
⦁사업규모 : 총 183억 (예산 기준)

(사업예산 123억, 운영예산 41억, 이월금 등 기타예산 19억)
⦁조직규모 : 총 49명, 3본부 6팀

□ 연혁내용

○ 2006.12. : (재)대구경북디자인센터 법인설립허가

○ 2007.08. : (재)대구경북디자인센터 초대 정용빈 원장 취임

○ 2008.02. : 세계 최고 디자인 소재기업(Material ConneXion) 유치

○ 2008.06. : (재)대구경북디자인센터 ‘Grand Opening'

○ 2008.08. : 제1기 코리아디자인멤버십(KDM) 발대식

○ 2009.03. : 기업디자인지원단 발대식 (기업디자인애로사항해결지원)

○ 2010.09. : ‘성서 디자인 119지원단’ 개소식 (現 대구비즈니스센터)

○ 2011.01. :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창립식

○ 2012.04. : ‘구미 디자인 119지원단’ 개소식 (現 구미종합비즈니스센터)



○ 2012.10. : 국내 최대 디자인 전시회 ‘디자인 코리아’ 개최 (지역 최초 유치)

○ 2014.03. : 대구시 공동브랜드 ‘쉬메릭’ 주관기관 선정

○ 2014.10. : (재)대구경북디자인센터 김승찬 원장 취임

○ 2014.12. : 디자인리뉴얼센터(한국업사이클센터) 착공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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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6. : 한국업사이클센터 개원

○ 2016.11. : 대구시 상생일터 우수기관 선정

○ 2017.09 : 일본디자인진흥회(JDP)-디자인센터 간 MOU체결

○ 2017.09 : 영남대-디자인센터 간 지역 우수인재 발굴 육성 MOU체결

○ 2019.01. : 대구경북디자인센터-FAD(바르셀로나 디자인진흥기관) MOU 체결

○ 2019.04. : 대구경북디자인센터-한국산업디자이너협회 MOU 체결

○ 2019.06. : 동구 율하문화마당 조성_2019 SEGD Global Design Awards

'Honor Award' 수상

○ 2019.08. : 2019 디자인기반구축사업 지방자치단체 HRD 콘테스트 교육과정

개발 분야 대통령상

○ 2019.09. : 대구경북디자인센터-DGIST MOU 체결

○ 2019.10. : 2019 경북지역 일자리 창출 모델 우수 일자리사업 발굴대회 우수상 수상

○ 2019.11. : 2019 제4회 대한민국 범죄예방대상 경찰청장 표창 수상

○ 2019.11. : 2019 대한민국 디자인대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디자인공로부문)

○ 2019.11. : 2019 고모역 환경개선사업 2019 굿디자인어워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상

○ 2019.12. : 남구 이동식 관광안내소 2019 핀업 디자인 어워즈 BEST 100 수상

○ 2019.12. : 2019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사업(포스트스타트업) S등급

○ 2019.12. : 대구경북디자인센터-(사)한국기초조형학회 MOU 체결

○ 2020.09. : 대구경북디자인센터-(주)삼광 MOU 체결



3 조직 및 인력구성 (2021. 1. 1. 기준)

□ 조직 : 3본부 6팀

○ 이사구성 : 13명, 이사장(대구시경제부시장), 당연 6명, 선임 5명, 감사 1명

○ 총 원 : 48명 (원장 1, 정규직 45, 계약직 2)

원장(1)

미래전략추진단(1)

감사역(1)
도시재생프로젝트 TF(2)

경영기획본부(9) 사업본부(17) 진흥본부(17)

경영
기획팀(4)

경영
지원팀(4)

기업
지원팀(9)

디자인
융합팀(7)

전략
사업팀(8)

디자인
교육팀(8)

※ ( )안 숫자는 각 부서별 인원수 임

□ 각 부서별 주요 역할 및 기능

부 서 역할 및 기능

경영
기획
본부

경영
기획팀

○ 경영계획 수립 및 경영성과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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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외업무(지자체, 유관기관 등) 및 민원 대응

경영
지원팀

○ 센터 자산 및 시설의 현황에 대한 총괄관리
○ 센터 입주기업 지원 및 관리
○ 인프라 운영(임대, 대관, 주차, 장비 등) 및 수익창출)
○ 시설유지보수 및 교체, 법적조치 등 시설운영 총괄



부 서 역할 및 기능

사업
본부

기업
지원팀

○ 기업지원 사업발굴 및 운영 전반
○ 지자체 발주 용역사업 수행

디자인
융합팀

○ 일자리창출 관련 사업추진 및 창업, 취업연계
○ 서비스디자인 관련 사업발굴 및 운영
○ 지역 공동브랜드 활성화
○ 언론대응 및 대내외 홍보

진흥
본부

전략
사업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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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자인
교육팀

○ 인력양성, 창업․창직 지원사업 추진
○ 신규 교육 및 일자리사업 기획 및 전략수립
○ 디자인소재은행 활성화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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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예산 및 자산현황

□ ‘21년 예산총괄

○ 수입현황
(단위:천원)

○ 지출현황
(단위:천원)

구 분 예산액

총 계 17,008,204

사업
수익

임대료․관리비수입 452,974

대관수입 112,260

수탁사업관리수입 2,351,165

운영보조수입 1,200,000

이자수입 5,296

기타수입 7,800

수탁사업수입 11,112,086

용역사업수입 100,000

자체사업운영수입 220,000

자본적
수익

비유동부채 13,947

계속사업이월금 537,018

재단적립이월금 895,658

구 분 예산액

총 계 17,008,204

영업
비용

인건비 2,557,243

일반운영비 544,612

시설관리비 1,288,086

성과급 130,878

수탁사업비용 11,190,318

용역사업비용 100,000

자체사업운영비용 234,000

자본적
지출

유형자산매입 71,800

무형자산매입 5,000

비유동부채상환 13,947

계속사업이월금 163,236

재단적립이월금 609,084

예비비 예비비 100,000

□ 사업 및 예산 비교표
(단위:천원)

구 분 사업예산 운영수입 자본수입 이월금 총 예산

2020년(결산기준) 11,213,993 3,714,561 0 1,835,939 16,764,493

2021년(본예산기준) 11,432,086 4,129,495 13,947 1,432,676 17,008,204

증 감 1.9% 11.2% - △22.0% 1.5%



구분 사업명 계 시비 국비 도비 *기타

기업
지원

2021년 지역 중소기업 디자인지원사업 1,800 1,800
2020년 지역 중소기업 디자인지원사업 134 134

2021년 강소기업 전주기 디자인혁신지원사업 300 300
2020년 강소기업 전주기 디자인혁신지원사업 34 34
2021년 (경북) 중소기업 디자인개발 지원사업 100 100

2021년 디자인법률자문단 운영 40 40
2021년 디자인혁신역량강화사업(스마트밴딩머신) 140 140

2021년 디자인혁신역량강화사업(로봇페이스) 50 50
2021년 (경산) 중소기업 디자인개발지원사업 250 250

2021년 해외전시회 개별참가 지원사업 450 450
2021년 (경북) 창의적 근로환경 구축 지원사업 100 100

2021년 치맥페스티벌 신규 캐릭터 및 활용 상징물 개발 100 100
2021년 (경북) 디자인 혁신기업 육성사업 120 120

2021년 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 780 780
2021년 디자인사업화기반구축사업 750 750

2021년 지역활력 프로젝트 350 350
2020년 지역활력 프로젝트 283 283

2021년 업사이클아트 청년창업프로젝트 462 231 231
2021년 한국업사이클센터지원사업 200 100 100

대구광역시 공동브랜드 쉬메릭 육성사업 400 400
2021년 IT융·복합 감성디자인 소재산업 육성사업 50 50
2020년 IT융·복합 감성디자인 소재산업 육성사업 11 11

일자리
창출

도시형산업 혁신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사업 485 97 388
대구특화형 포스트스타트업 맞춤형 일자리창출사업 344 69 275
경북 6차산업의 지속가능한 소득성장 일자리창출사업 225 180 45

교육
지원

기업애로해결 디자인코디네이터 육성사업 892 342 550
2021년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사업 384 210 174

2020년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사업(직능) 9 9
2019년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사업(직능) 82 82

2021년 청년취업아카데미사업(단기과정) 91 91
2020년 청년취업아카데미사업(단기과정) 5 5
2021년 청년취업아카데미사업(창직과정) 516 516
2020년 청년취업아카데미사업(창직과정) 21 21

2021년 디자인주도 산업융합 인재양성 사업(신규) 500 500
2021년 디지털디자인 융합인력 청년 일자리창출사업(신규) 570 225 345

디자인
진흥

대구산업디자인전람회 52 46 6
2021년 남구 맛집 메이크업사업(3차년도) 173 173

2020년 달서구 장기동 안전마을만들기사업(2차년도) 350 350
2021년 업사이클 브랜드경쟁력강화사업 200 200

기타
용역사업 100 100

자체사업운영 120 120
시설위탁운영(민간위탁보조) 1,200 1,200

합 계 13,223 6,289 5,305 365 1,264

□ 수탁사업 현황 (2021년도 예산기준)
(단위:백만원)

※ 기타 : 센터 자체부담금, 기타 기초지자체(구청, 시청 등), 유관기관 등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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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석), 국제회의실, 입주사무실 898.56

7층 교육3실, 화상회의실, 입주사무실 802.63

6층 통합정보실, 입주사무실 763.29

5층 컨벤션홀, 세미나1,2실, 창고 1,360.40

4층 디자인전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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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경북디자인센터의 시설물 현황

○ 1층 (기획전시장, 컨소시엄교육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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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자인상품(더나누기 등) 전시 판매공간)

용도

국가에서 지정하는 ‘컨소시엄 교육사업 운영기관’으로 선정되어 이론과
실무교육이 가능한 3개의 전용교육실을 자체적으로 운영 중이며 또한
디자인상품(더나누기 등)의 전시 판매공간과 편의시설 등이 구비
(주요활용 : 컨소시엄 전용교육실(3실)/디자인상품 판매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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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stop 서비스를 제공하는 은행
(주요활용 : 소재 라이브러리 공용 영역, 회의실 등)

도면/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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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의
용도로 활용이 가능하며, 동시통역 부스 및 연회장도 완비 되어있어
다목적으로 활용 가능
(특징 : 385㎡(컨벤션홀) / 컨벤션홀과 연동하여 세미나실 분과토의 가능)

도면/사진

○ 6층 (통합정보실)

용도 센터 각종 시스템 운영 및 관리

도면/사진



○ 7층 (화상회의실, 디자인 교육실)

용도
각 실마다 빔프로젝트 등 영상 및 음향 설비가 갖추어져 있어 소규모
세미나, 워크숍, 강의, 비대면 화상회의 등 가능
(구축시설 : 화상회의실 1개실, 이론교육실 1개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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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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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11원

- 공동관리비

- 공동전기료 654원/㎡×공용면적

- 고정관리비

(전체)1,316원/㎡×계약면적

(공용)922원×계약면적

- 전기사용료, 수도료는 실비정산

10층 6,122원

9층 6,146원

8층 6,130원

7층 6,100원

6층 6,088원

4층 6,276원

2층(편의시설) 6,800원

※ 대구광역시 내 소재하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가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층별 사용료의 100분의 20을 감경한 금액으로 부과(감면근거 :
대구광역시 재단법인 대구경북디자인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사용의
감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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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화상회의실(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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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층 (제작실 및 교육실 등)

용도

업사이클 관련 ‘더 나누기’ 상품 제작을 위한 봉제 관련 특수 장비, 상
품제작을 위한 개인공구, 3D 프린터 등 제작도구나 작업대 등 소형제
작 기기 활용공간, 교육생이나 창업자 등을 위한 협업 및 비대면 체험
프로그램 공간으로 구성
(더 나누기 상품개발실, 디자인리메이크팩토리, 코워킹스페이스, 전문
제작실, 교육실, 화상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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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00 - 공동관리비

-공동전기료 721원/㎡×공용면적

-고정관리비

(전체)1,466원/㎡×계약면적

(공용)2,361원×계약면적

- 전기사용료, 수도료는 실비정산

1층(편의시설) 8,265

※ 대구광역시 내 소재하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가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층별 사용료의 100분의 20을 감경한 금액으로 부과(감면근거 :
대구광역시 재단법인 대구경북디자인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사용의
감면 등)



Ⅱ. 2021 주요업무 

   추진계획

  1. 2021년 중점 추진전략

  2. 2021년 중점 추진사항

  3. 2021년 중점 추진사업



1. 2021년 중점 추진전략

미션 자생력을 갖춘 디자인 전문역량 기관으로 발전

전략
방향

⦁외부 변화 대응에 신속한 디자인 지원체계 확립 및 활동영역 확장

⦁정부·지자체 정책에 기반한 사업추진 역량 확보

⦁디자인 수요 확보를 위한 현장 중심의 사업 운영체계 전환

실천과제

변화 신설

사업변화

- 사전 수요조사를 통한 지원범위

조정 및 확대

- 기존 예산활용, 신규지원 안착

- 환경적 특성을 고려한 지원

프로세스의 근본적 변화 시도

- 신규 디자인분야 수요 유입 대응

- 단계별 신규사업 기획, 확충 노력

성과확산

- 기업지원 지원담당자 회의 개최

- 정기적 성과콘텐츠 발굴, 홍보

- 우수 디자인기업 선정

- 신규사업 간 연계지원망 구축

- 기업지원 모니터링 활동 정례화

- 자체 디자인기업 인증제도 신설

예산확보

- 예산변동사항 체크, 신속 대응

- 현행사업의 지속화 근거 마련

- 센터 유휴 인프라 신규사업

인프라로 활용

- 기초지자체(시, 구, 군) 사업아이템 제안

- 사업영역 확장을 위한 전문인력 확보

- 인력참여 대비 수익성 검토,

점진적 사업구조 개편



2. 2021년 중점 추진사항

가. 다각적 환경 변화에 따른 대처 필요

1) 목적사업 운영 후 10년, 새로운 변화 시도

○ 2010년 중기지원사업 이후 지원내용·프로세스 등의 변화 절실

- 시장 트렌드 변화에 기반한 필요 디자인 수요 분야 발굴, 사업화 추진

- 다양한 수혜·수행기업의 발굴 및 성장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형

태의 사업기획·운영이 필요

○ 유사·중복사업으로 인한 디자인 사업의 독자성 확보 필요

- 지역 他기관 디자인사업 지원예산, 프로세스, 성과비교 등 차별점 모색

- 센터 내 지원사업 수요층 및 지원분야 차별화 방안 마련

○ 산업, 사회적 환경변화에 따른 대처방안 마련

- Un-tact化, 4차산업혁명 등으로 인한 환경적 변화 정보 인식

- 연관 개발 분야의 디자인 지원수요 예측, 신규 지원프로그램 개발

2) 센터 운영 상의 필요사업 추진

○ 센터 운영 부담 최소화할 수 있는 사업으로 점차 전환

- 현행 사업의 자체 수익화 가능 여부를 타진함과 동시에 수익률 높은 사업의

신규 수주 및 전환 추진

* 수익률 : 총 사업 예산 대비 순수익비(인건비, 간접경비, 연구수당 등) 비율

* 센터 고유 목적성, 상징성을 고려, 사업운영 방향성 설정 및 개편

○ 센터 고유의 전문역량을 기반한 사업 전개

- 국비사업 기조에 따른 내부 전문역량 강화 시도

* 센터 역할 홍보 → 센터 전문역량 발휘, 직접 수행 형태로 변화

- 디자인의 확장성과 영향력 확대를 나타낼 수 있는 사업 추진

- 디자인소재은행, 업사이클 등 독창적 인프라를 지원사업과 연계



나. [변화] 기존 진행사업 개선 추진

○ 산업·사회·정책·생활환경의 변화에 따라 사전 지원수요 예측을 통한 기존

지원시스템 점검, 보완, 변화를 통해 지속적인 사업 운영 도모

구분 기존내용 변경사항

기업지원

- 제품디자인, 브랜드개발,
포장디자인 및 응용디자인 개발 지원

- UX/UI, 마케팅 Tool (영상, 소셜펀딩페이지),
시제품(제품), 초도물량 제작(시각물) 등
비대면 마케팅을 위한 디자인 범위 확대

- 단순 개발지원 중심
- 시스템적인 과제관리 (선정-점검-평가)
- 서면중심 과제 점검

- 전문회사 역량제고 중심
- 전문가 및 전담 PM 컨설팅강화
→ 개발내용 명확화

- 현장중심 과제점검 → 결과물 품질향상유도

일자리
창출

- 디자인 상품화를 통한 수혜기업의
자발적 고용환경 개선
(온·오프라인 범용적인 디자인 지원)

- 온라인 마케팅 지원 시범 운영

- 온라인 디자인마케팅 지원 확대
(도시형 산업, 6차산업 중심)

- 온라인 디자인마케팅 지원을 위한
전문 수행기업 발굴, 육성

교육지원
- 재직자, 미취업자 중심의
오프라인 집체교육

- 초등학생에서부터 일반시민까지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 확대

업사이클

- 산업 도입기 특성을 고려한 창업 및
영세기업 지원

- 플리마켓, 팝업스토어 등 오프라인
유통/판매 중심

- 집합·체험교육을 통한 문화확산 프로그램운영

- 산업규모 / 시장확대를 위한 대표기업
육성 및 창업안정화

- 비대면 채널 확대 필요성에 따른 온라인
판매 적합 제품 개발

- 비대면 교육 프로그램 개발 운영

공공·
기타

- 대구시, 자치구와 협의를 통한
단위사업 도출 및 시행
⦁구별 주거지역 환경정비(달서구 등)
⦁관광지주변 환경정비(남구)
⦁유휴공간 환경정비(동구)

- 중장기적 단위사업 도출로 안정적인 기획,
수행기반 마련

- 센터 고유영역 플랫폼 강화
⦁구도심 재생 가이드라인 수립
⦁국내·외 공공디자인 성패사례 조사연구
⦁협업 파트너사 발굴·확보

- 지자체와 지속적 상생협력방안 모색
- 전문인력 확보를 통한 전문적 수행



다. [신설] 환경적 이슈 대응 가능한 신규사업 추진

○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 코로나로 인한 생활환경 이동 등으로 인해 변화된

소비 트렌드 관련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 가능한 신규사업 추진

주요 이슈사항 키워드 추진방향

배송시스템 변화
온라인 배송 시장

활성화에 따른
쇼핑경험고객 확대

è
쿠팡, 배송
택배, 플릭스
유튜브, 배민

è

- 친환경 배송포장 디자인 개발
- 콜드체인 배송 패키지 소재 적용·개발
- 온라인마켓 상품소개 페이지 디자인 개발
- 식음업소 위생등급제 인증 지원

6차산업
중요성 대두

건강/간편/힐링 관련
식음소비 증가

è

밀키트, HMR,
레토르트, 웰빙,

1인 간편식,
레시피, 식자재

è

- 온라인 마켓 진출 전반 지원
- 마을기업 브랜드 육성
- MCN 브랜디드 채널 연계 홍보
- 농가 농산물 패키지상품 개발

주거환경 변화
주거 체류시간
증가에 따른

주거공간 역할
다양화 요구

è

가족, 수리,
OTT, IoT,

인테리어, 힐링,
홈트레이닝,

위생, 개인의료

è
- 주거생활 관련 용품 디자인 개발
- 감성소재 디자인 상품 시제품 제작 지원
- 의료기기-의료기관 간 연계홈 의료서비스 구축

한국판 뉴딜정책
디지털경제 전환,

기후변화 위기대처
위한 단계별 추진

è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è
- 내부 역량강화 교육을 통한 실무능력 확보
- 정책개발사업 수행 전문인력 확보
- 사업 성과를 통한 정부·지자체 사업 적극 참여

소비트렌드변화
특정 소비에 대한

시간/ 연령 및
구매방식 변화

è

로켓배송, 특가,
드라이브스루,

동네 맛집,
블루슈머

è
- D.T 전용 트레이 개발 및 시제품 제작
- 온라인마켓(네이버페이, 쿠팡 등) 연동 지원
- 인프루언서 연계 홍보 지원

군중환경
기피현상 심화

공공시설 이용 기피,
정보공유 수요 증가

è

비접촉, 비대면
서비스, Maas,
공유 퀵보드,

스마트 모빌리티

è

- 전염병 예방 행동매뉴얼 개발
- 공공장소 환경개선 디자인 개발
- 질병 예방 및 활용 KIT 개발
- 개인 이동용 스마트 모빌리티 개발



3. 2021년 중점 추진사업

가. 포스트 코로나 환경 대응을 통한 지역산업 新비즈니스 창출

1) 디자인 수요 대응형 기업지원 프로그램 개편

○ 코로나19 확산․장기화로 인한 지역 기업의 매출 급감, 비즈니스 전반에

걸친 비대면 마케팅 비중 증가, 분야별 비접촉 마케팅 Tool 디자인개발

및 실행 지원

구분 지원내용

홈페이지 제작 지원 - 비대면 영업활동을 위한 홈페이지 개선, 앱

비대면 마케팅툴
디자인

(인디고고, 와디즈,
인스타그램 등)

- (영상컨텐츠) 기업 및 상품의 효과적 홍보를 위한 영상 컨텐츠 제작

- (크라우드펀딩) 국내외 소셜펀딩을 위한 상품설명페이지 디자인 및 입점
- (SNS 홍보마케팅) 타겟팅 광고, 홍보를 위한 디자인 컨텐츠 개발

- (전시참가) 온/오프라인 전시참가를 위한 각종 컨텐츠 디자인 제작

포장디자인 개발 - 국내 유통, 수출 등을 위한 제품 맞춤형 지기구조 디자인

2) 비대면 배송을 위한 친환경 포장디자인 개발 지원

○ 사회적 불안감으로 인한 시민 외부활동 자제, 음식업종(식당) 매장고객 감소,

택배/배달 주문 고객 일회용 포장용기 급증으로 인한 환경오염에 대응(필

환경 트렌드) 위한 배달/택배 전용 친환경 포장디자인 개발 지원

구분 지원내용

근거리 배달용 포장디자인 -식음료 근거리 안전배달을 위한 맞춤형 용기, 포장디자인 개발

장거리 택배/배송용 포장디자인 - 장거리배송을 위한택배상자 및친환경 포장디자인 개발

친환경/안전 포장디자인 연구 - 업종별친환경/안전 포장디자인 개발을 위한 디자인 연구

음식점 위생 인증 지원 - 식약처 시행 음식점 위생등급제 인증 지원 연계

3) 홈라이프 환경 맞춤형 상품개발 지원

○ 개인 위생의 중요성과 함께 재택근무,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소비활동이

집안으로 이동하며 홈라이프에 대한 관심과 관련 상품 매출이 증가. 관련

산업의 디자인 및 시제품 제작 지원을 통해 잠재적 수요의 선제적인 대응



구분 지원내용

홈라이프 상품화 브랜드·
제품디자인·시제품 개발

- 주거생활에 필요한 상품의 브랜드, 제품디자인, 시제품 개발
· 지원대상 : 건강, 위생, 의료, 인테리어,방범, 라이프스타일 용품

온·오프라인
프로모션 지원

- SNS 활용 홍보영상 제작 지원, 자체상품 판매 웹 구축
- 홈라이프 관련 전시회 및 화상 박람회 참가 지원

시민생활 향상
디자인 아이디어 상품

- 언택트 환경 시민 공공생활 개선 디자인 아이디어상품 (공공영역)
- 개인 실내 주거생활 향상을 위한 디자인 리빙 상품

크라우드 펀딩 연계지원
- 개발상품 크라우드펀딩을 위한 비용 지원 (대행연계, 수수료 등)
- 목표액 달성시 생산비용 일부 지원

4) 개인 이동형 디바이스 개발 활성화 추진

○ 공용 운송수단의 기피로 퍼스널 운송수단의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친환

경적이고 휴대성이 뛰어난 차세대 이동수단의 상품화 지원, 공용 앱 개발

등을 통해 외국기업 상품과의 경쟁 우위를 점하고, 지역 모빌리티 산업의

활성화 주도

구분 지원내용

스마트 모빌리티
활성화 지원

- 모빌리티 상품화 브랜드, 제품디자인 개발
· 지원대상 : 모빌리티 전반 (전동형 스쿠터, 퀵보드, 바이크, 운반차 등)

- 모빌리티 관련 액세서리(편의·부속품) 시제품 개발 지원
- 공용 모빌리티 보유, 대여 공간 디자인 환경 개선

공용 모빌리티앱
개발

- 공용 모빌리티 보유 대수, 위치, 대여가능 여부 등의 실시간 확인
가능한 공용앱개발 (대구시 스마트 프로젝트 연계)

- 모빌리티 이용 상의최적의 경로 및 통행가능 여부 안내

5) 대구 시민을 위한 건강증진 프로젝트 개발

○ 대구 지역의 팬데믹 현상에 따른 전염병 예방, 자가 면역 등 건강 관련 관심

증가, 이에 따른 전염병 예방 매뉴얼, 관련 상품개발 및 공공환경 개선 추진

구분 지원내용

전염병 예방
행동매뉴얼 개발

- 주요 전염질병 유형별 행동요령집 디자인 개발
- 상황별 행동요령 예시 영상 제작

질병예방․대응 상품 개발 - 각종 전염병 상황 관련 대응 제품 및 키트 개발

공공 환경개선 디자인 개발 - 대구시 주요 공공장소 환경개선을 위한 디자인 개발



나. 디자인 관련 新시장의 원활한 진입을 위한 수요-공급체계 재편

1) 디자인 마케팅 전문기업 발굴 및 지원체계 수립

○ 우수 디자인 마케팅 인력·초기기업을 대상으로 사업장 인프라 구축 및 소속

디자이너 인건비 지원을 통해 디자인 분야별 공급처 확대에 따른 지역 디자인

퀄리티 상승 도모

구분 지원내용

채용 디자이너

인건비 지원

- 디자인 스타트업 기업 10개사 내외 선정 (디자인 수행능력검증)

- 기업당최대 2명 신규고용인력 인건비 지원 (최대 2백만원)

디자인 역량강화 교육

- 디자인 전문기업 운영 및 창업 관련 교육 (회계, 법률 등)

- 디자인 인력 운영 및 활용방법 안내

- 온라인 디자인 마케팅실무과정 및 역량강화 교육

인프라 구축 지원
- 디자인개발에필요한 전문 기자재 구축비용 지원

(디자인개발 전문장비, 사무용품, 전문서적, 기타 활용 기자재)

2) 수요-공급처 간 온라인 매칭 플랫폼 개발

○ 기존 디자인 지원사업의 지원항목에 해당되지 않거나 사업 신청이 불가능한

지원범위를 지원하여 디자인 사각지대 수요를 해결함과 동시에 온라인플랫폼

구축을 통해 수요-공급처 간 새로운 디자인 개발 매칭 환경 조성

구분 지원내용

공급-수요매칭

플랫폼 구축
- 개발과제 안내 / 시안 접수 관련 온라인 플랫폼 구축

디자인

공개모집 지원

- 수요처가 요청한 디자인개발 아이템을 참여공모 형태로 진행,

출품된 개발 시안을 심사하여 최종안 선정, 비용 지급

디자인 소싱 운영
- 공모심사에서 탈락한 작품을 카테고리별로 DB화하여, 유사 디자인

시안이필요한 기업에 제공 (원포인트 지원과 연계 / 판매대행 형태)



다. 지역 제조기업 디자인 R&D 강화

○ 디자인사업화기반구축사업을 통해 중소·중견기업 디자인 가치창출을 위한

지역 제조-디자인 융합 R&D 지원추진

지역 제조기업 디자인 R&D 지원(신규)

지원대상 대구경북소재 중소·중견기업

지원내용 디자인 기반의 제품 기획·설계, 사용성 개선연구, CMF 적용 연구 등

지원목표 3건 정도

라. 디자인 주도 지역기업 전주기 지원을 위한 디지털디자인 인프라 구축

○ 디지털디자인 인프라를 통한 제조중심의 지역 중소기업 혁신체계 구축으로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 및 성장 동력化 실현

○ 신상품기획 프로세스(NPD)와 디자인 씽킹 프로세스를 결합하여 기업의

신상품 기획, 개발, 검증의 총 3단계의 지원에 필요한 필수 장비

[디자인기획] [디자인개발] [디자인검증]

구분 내역
공통활용
기반

협업
기반

협업아이데이션 룸, CMF 쇼룸, UT룸 3종 * 3 RDC, 총 9개

3대 특화
기반

연구
기반

트렌드 라이프스타일, 디자인-엔지니어링협업, 사용품질 제고 등 총 3종

활용
기반

아이데이션 협업 Tool, 디지털CMF 가공, UT 테스트 결과분석 등 총 3종

기술지원
- 전주기 기업지원 프레임워크(On-Line) 1종
- 기업의 프로젝트 실행을 위한 기술지원 1종
- 기반구축 활용 교육 1종



마. 업사이클 기반 대구형 그린크리에이터 창출(그린뉴딜 관련)

1) 추진배경 및 전략

○ 정부 그린뉴딜, 유럽 저탄소정책 등 자원순환 및 친환경 관련 대내외 중요성

강화로 지역 내 업사이클 중심의 그린크리에이터 창출 기반 마련 필요

○ 다양한 유망상품 개발 및 시장진출, 지역 자원 활용을 위한 지역 내 연계

플랫폼 구축 추진

2) 중점 추진내용

○ 그린 크리에이터 성장을 위한 상품성/시장성 향상 지원

○ 지역 자원(소재, 디자이너, 공간 등) 활용을 위한 온/오프라인 연계 플랫폼

구분 주요내용

그린 크리에이터
디자인기반
창업 지원

- 선행디자인 및 시제품화, 반복 개선 등 상품성 향상에 집중
(에자일 창업 프로세스 접목)

- 서비스디자인 툴킷, 사용자경험 BM 창출 등 컨설팅 지원
- 크리에이터 제품에 적합한 1인 미디어 마케팅 역량 향상 등

지역 자원(소재)
연계 플랫폼

- 그린 크리에이터 DB화 및 상품개발 등 연계 프로젝트 지원
- 지역 자원(소재) 배출 기업 및 배출소재의 DB화
- 온라인 기반 자원(소재) 배출 기업과 활용 기업 실시간 연계
- 소재 공동 활용·연구지원을 위한 오프라인 소재은행 구축
- 주요소재 수거, 세척, 1차 가공을 위한 일자리창출 프로그램



바. 시민을 위한 공공디자인 및 도시재생프로젝트 활성화

1) 대구시 주거지역 환경개선 및 소규모 정비사업 추진

○ 추진배경

- 옛 도심 노후화 및 취약계층 밀집에 따른 위험요인 산재

- 산업공단 면접 및 유휴지, 공한지 산재로 야간통행불편 및 범죄발생에 취약

- 주변지역 개발에 따른 같은 생활권 내 지역 양극화 문제 대두

○ 추진전략

- 지역실정에 밝은 주민주도의 안전위해요인 발굴·개선

- 민관협력을 통한 지역안전개선으로 지역적 환경적·안전한계 극복

- 일상에서 발생하는 각종 안전사고 및 범죄예방을 위한 범죄예방환경설

계(CPTED)기반 생활안전인프라 디자인 및 환경조성

○ 추진사업 : 대구시 달서구 장기동 안전마을만들기사업(2차년도)

- ‘19~‘20년 3개구(달서구, 수성구, 동구), ’20~’21년 1개구(달서구) 지속적 수행

‘20년~‘21년 달서구 장기동 안전마을만들기사업(2차년도) (확대)

사업대상지 ○ 대구시 달서구 장기동 구장터 일원(3~6통) 면적 약0.22km2

주요
사업내용

○ 각종 범죄예방을 위한 생활안전 인프라 디자인 및 환경조성

구분 추진내용

디자인설계 보행환경개선, 안전시설물 설치 등 안전인프라 설계,
주민커뮤니티센터 및 마을광장 조성 등 주민 안전네트워크 구축

시공(제작·설치) 설계기반 시설물 제작 및 현장설치

결과예시

안전시설물 설치(1차년도)

○ 기대효과

- 안전인프라 설치로 누구나 안심하고 살고 싶은 마을 조성

-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로 안전의식 고취 및 안전마을 성공모델 창출로

타지역 모범사례 전파



2) 서비스디자인 기반 골목상권 음식점 성장 지원

○ 추진배경

- 외식업계의 불황탈출을 위한 자치구 지원에 대한 관심 증가

-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스타가게 육성

○ 추진전략

- 성장가능성 및 참여의지가 높은 음식점을 선정하고, 핵심적이고 전략적

인 컨설팅 지원을 통해 남구 대표 음식점으로 양성

- 고객의 감성, 심리, 경험에 집중하여 서비스 전반을 설계하는 서비스디

자인과 전문 외식 컨설팅을 통한 수혜음식점 집중지원

- 지원대상 음식점에 일회성이 아닌 원스톱 지원으로 자생력 강화

○ 추진사업 : 대구시 남구 맛집 메이크업사업(3차년도)

- 2021년 예산확보로 수혜음식점 단계별 확대·추진

· ‘19년 5개소, ’20년 7개소(진행 중), ‘21년 8개소 지원(예정)

※ 타 자치구로 사업 참여확대·추진

‘21년 남구 맛집 메이크업사업(3차년도) (확대)

지원대상 ○ 남구 내 본점 및 사업장이 소재한 음식점(일반, 휴게, 제과) 8개소

주요
사업내용

○ 수혜음식점 맞춤형 서비스디자인 설계 및 솔루션 제공

구분 지원범위
서비스디자인
컨설팅

브랜드디자인, 내외부 사인물·인테리어 개선(안), 시제품 제
작지원 등 환경개선 디자인 가이드라인 제공

외식컨설팅 메뉴진단 및 개선, 외식업 서비스메뉴얼 컨설팅 등

결과예시

디자인 연출안(2차년도)

○ 기대효과

- 외식업계의 불황을 이겨낼 수 있는 특단의 지원대책으로 서비스디자인

을 적용한 외식업 활성화 모델개발 및 명품음식점 지원육성을 통한 외식

상권 활성화



사. 언택트 시대의 에듀테크 인력양성 본격 추진

○ 디지털 기술중심 디자인주도 에듀테크 인력양성

- 4차 산업혁명시대와 코로나 팬데믹으로 가속화된 인력양성 변화 패러다임에

대응할 수 있는 온라인 가상 클래스를 현실화 하고, 에듀테크 디자인 인력

양성으로 지역산업 디자인경쟁력 강화

- 에듀테크 디자인 인력양성을 통하여 지역기반 새로운 일자리 모델창출

세부추진사업명 사업내용
언택트 시대의

에듀테크를 활용한
창의적 디자이너 양성

· 지역대학 재학생(3∼4학년, 석박사생) 및 졸업예정자, 지역
기업 재직자 대상, 창조혁신 융복합형 인재 양성

- 대구경북디자인센터 內 교육장 인프라활용

지역기반 디자인
커뮤니티 비즈니스
플랫폼 구축

· 대구경북디자인센터를 중심으로 일자리 연계 플랫폼 구축
- 지자체, 디자인전문기업과 함께 인력양성 협업
- 에듀테크 디자인 교육지원을 통한 새로운 일자리 모델

창출 및 장기근속 유도

나. 온라인 가상클래스 패키지 활성화

○ 온라인 가상클래스 패키지 디자인 인력양성 지원
- 디자인교육에 특화한 언택트 교육을 단계별 학습 지원

· 1단계(Design beginner)

: 디자인의 흥미를 자극하는 프로그램 위주의 교육

· 2단계(Design User)

: 디자인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게 하는 프로그램 위주의 교육

· 3단계(Design Early adopter)

: 디자인으로 창작과 소통이 가능한 프로그램 위주의 교육

· 4단계(Design Business Connection)

: 디자인센터 내 기업·일자리 창출 사업 연계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