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디자인진흥원은 동남권 지역의 디자인산업을 육성·발전시킴으로써 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설립되었습니다.

2019년 9월 23일(법인설립)
2020년 3월 1일(개원)

지역디자인센터 건립·운영 요령 (지식경제부), 산업디자인진흥법, 
(재)부산디자인진흥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아시아로 도약하는 디자인 융복합 중심기관

부산디자인센터 설립
부산디자인센터 개원
부산패션창작스튜디오 개소
강경태 제7대 원장 취임
초기창업기업 지원 사업비 120억 확보(3년간)
도시공공디자인 사업비 67억 확보(1년)
조직개편(본부제 시행)
부산디자인센터에서 부산디자인진흥원으로 명칭 변경
하노이디자인교류사무소 개원
2018~19년 부산시 일자리창출 최우수 등급

초대 박수철 원장 (2006. 8. ~ 2008. 9.)
제2-3대 김재명 원장 (2008. 9. ~ 2012. 4.)
제4-5대 홍군선 원장 (2012. 4. ~ 2018. 4.)
제6대 이진호 원장 (2018. 4. ~ 2018. 12.)
제7대 강경태 원장 (2018. 12. ~ 2021)

설립일

설립근거

주요연혁

비전

역대원장

개요

(재)부산디자인진흥원

2006. 6. 12.
2017. 4. 20.
2015. 5.
2018. 12. 26.
2019. 4.

2019. 5.
2019. 9.
2019. 12.
202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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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 법인 경영 및 업무계획 총괄
- 인사 및 노무, 성과관리 및 경영평가 수감, 경영혁신 과제 발굴
- 시의회, 이사회, 운영위원회
-  예산 및 재정 운영, 회계 및 계약, 결산, 시설 및 재산 관리, 
   정보시스템
-  TF : 아시아디자인플랫폼 및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기업 해외진출 지원

-  중소기업 및 디자인기업 대상 디자인 융합 지원
-   중소기업 디자인 애로 해소 지원 및 컨설팅
-  섬유패션분야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디자인 지원
-  신진 패션디자이너 육성, 섬유패션 및 
   봉제 소공인 인프라 및 마케팅 지원
-  지역 디자인산업 및 섬유패션 관련 
   신규 사업 발굴, 국비 유치

-  도시 재생 및 환경개선, 도시 경관 및 도시 안전, 
   범죄예방 디자인 지원
-  지자체 및 공공기관 등 공공분야 디자인 컨설팅
-  시민 참여 행사, 시민 대상 디자인 정보 제공 및 
   디자인 문화 확산
-  취업 및 창업 지원, 디자인 인재육성 교육 프로그램 운영
-  도시공공, 취창업 및 인력양성 분야 신규 사업 발굴, 국비 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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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원 : 54명 (원장, 일반직 31명, 무기직 22명)     - 현원 : 44명 (원장, 일반직 30명, 무기직 15명)
- 행정, 시설관리 및 수탁사업 전담 기간제 인원 : 45명 ▶  총 8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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