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테크노파크 2019년 7월 수행사업목록
사업명

지원분야/지원대상

지원규모(만원)

접수기간

담당자

2019 찾아가는 기술이전·사업화 ‘맞춤 컨설팅’ 수요기업 모집

기술이전 수요기업 컨설팅 지원

최대 60

2019.04.11~2019.11.30 김주성(051-320-3552)

2019 기술이전·사업화 맞춤형 지원사업 모집

기술이전 완료기업 사업화 지원

최대 300

2019.04.11~2019.11.30 김주성(051-320-3552)

2019년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공고

부산 소재 중소·중견 제조기업

신규구축 : 최대 10,000
고도화 : 최대 15,000

2019.02.13~수시모집

정상균(051-974-9197)

스마트공장 구축 사전 진단·분석 컨설팅 지원 사업 공고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지원사업의 참여를 희망하거나 참여중인 수요기업

최대 150

2019.06.05~수시모집

조해용(051-974-9195)

2019년 융·복합 기계요소부품 기술고도화 지원사업

기계요소부품 관련 전‧후방 연관 제품(기술)분야

고도화 지원 : 3,000
시제품 설계 및 인증지원 : 1,000

2019.06.03~2019.12.31 신상훈(051-974-9172)

『일본(나고야) DENSO Target 전시상담회』참가기업 모집

가공부품, 기능부품, 전기전자 부품, 설비, S/W, 미래차 기술

최대 350

2019.03.26~2019.09.04 최동욱(051-974-9225)

극한환경용 구조물 부식제어 융합기술기반구축 3차년도 지원사업

신개념 도료개발, 공정기술개발, 방식시스템 개발, 기타 부식관련 기술개발

최대 2,500

2019.06.10~2019.07.31 곽희영(051-974-9651)

2019년도 『수요대응형 기업애로해결 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기술중개, 기술지도, R&D 직접지원, R&D 유치지원, 기술출자, 투자유치

-

2019.05.28~2019.12.31 손정호(051-921-9005)

2019년 수출촉진 Post-marketing 지원사업 모집 공고

시제품 발송, 통관 지원, 번역, 바이어 Inquiry 회신, 바이어초청, 해외비즈니스 출장 지원

최대 300

2019.05.10~2019.12.31 이윤옥(051-320-3525)

2019년도 사업화신속지원사업 모집공고

부산시 주력산업 및 전·후방 연관 산업 영위 중소·중견기업

최대 2000

2019.05.27~2019.07.31 이현정(051-320-3542)

2019년 부산 Pre-챔프(우수기업) 육성사업 성장전략수립 컨설팅 기관 모집공고

공고문 참고

3800 내외

2019.06.10~2019.06.25 정윤미(051-320-3521)

2019년도 부산 Pre-챔프(우수기업)육성사업 추가연장 모집 공고

부산시 지역산업(주력) 전·후방 연관 업종 및 전략산업 해당 기업

최대 4000

2019.06.11~2019.06.21 정윤미(051-320-3521)

2019년도 선도기업 육성지원사업(R&D기획 지원) 공고

4차 산업혁명 신기술을 융합·접목하여 새로운 산업과 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는 기술개발

1500 내외

2019.06.03~2019.06.25 박주찬(051-320-3528)

지능형기계부품산업 기술경쟁력 향상 및 제품 신뢰성 확보를 위한 인증 지원사업

부산지역 내에 소재한 중소․중견기업으로 주력산업 전·후방 연관 제품(기술)

· 국내 인증 3건(건당 최대 1000)
· 국외 인증 1건(건당 최대1300)
· 인증 컨설팅 2건(건당 최대 300)

2019.06.10~2019.06.14 박상수(051-974-9136)

현장애로지원 기술닥터 외부전문가 모집 공고

지역기업의 기술·경영애로 해결지원 분야에서 지식·경험·노하우를 갖춘 외부 전문가

-

2019.05.13~2019.12.31 강요원(051-320-3547)

「부산항 터미널 YT 운송인력 채용연계형 직무연수생 모집」 공고

· 항만내 YT (트레일러)운송업 취업 희망자
· 1종 트레일러 특수 면허 보유자
· 운전업무에 신체적(정신적)장애가 없는 자/부산지역 퇴직자(만 50세 이하)

채용연계형 직무연수비 지원

2019.03.11~2019.12.31 송호영(051-403-5773)

부산지하철 미남역 지하상가내 부산안전산업존 예비창업자 및 초기창업자 모집공고

안전산업 관련분야

공고문 참조

2019.01.22~2019.12.31 최준명(051-558-5414)

2019년 부산오픈스퀘어-D 입주대상자 수시 모집공고

공공·빅데이터를 활용하는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기업

공고문 참조

2019.01.22~2019.12.31 서은영(051-921-6002)

「해운항만산업 창업아지트」참가자 모집 3차 공고

· 해양(해운, 항만, 물류, 조선, 조선기자재, 선용품, 선박수리 등)연관 산업
· 청년(만 18세~ 39세) 예비창업자 및 창업기업(7년 미만)

최대 1500

2019.05.23~수시모집

류형근(051-464-5772)

2019년도 부산·전남지역 스마트선박 및 ICT융합 기자재 전·후방기업 기술지원사업
수혜기업 추가 모집 공고

스마트선박 및 ICT융합 기자재 전·후방기업

최대 1162

2019.06.10~06.28

구태우(051-626-9784)

2019년도 차세대 재활복지 의료기기산업 육성사업 기업지원 분야 수혜기업 모집공고

· (단일) 기술지원, 제품고급화 中 택1
· (패키지) 기술지원 + 제품고급화

최대 1500

2019.06.04~06.21

김도희(051-253-3531)

2019년 부산 국가혁신클러스터 사전기획(Pre-production) 지원공고

· 지능정보서비스산업
· 부산 국가혁신클러스터 내 중소·중견기업,공공기관, 협단체 등

5개사 내외, 과제별 최대 2000

2019.07.22~11.30

백승욱(051-320-3606)

「산업통상자원부 부산 국가혁신클러스터 지원사업(비R&D)(1단계 2차년도)」지능정보
서비스산업 수요맞춤형 기업지원 통합공고

지능정보서비스산업 신규진출 및 업종다각화 희망기업, 전‧후방 연관기업

20개사 내외 총 70,000

2019.07.22~11.30

이정희(051-865-6977)

2019 베트남 호치민 수출상담회 참가 기업 모집

재활관련 1·2등급 의료기기, 복지용구, 헬스케어기기, 신발 등 생활용품

6개사

2019.07.22~07.31

조종래(051-320-3660)

한독 글로벌 산학연 협력 기업지원 참여기업 모집공고

①바이오메디컬 ②클린에너지 ③지능정보서비스 ④지능형기계부품 ⑤기타(①~④ 산업군의
전·후방 연관 산업분야)

체류비, 차량, 통역 등

2019.07.23~07.29

강요원(051-320-3547)

2019년도 부산지역기업 혁신성장 바우처 지원사업 3차 모집공고

부산시 주력산업 및 전·후방 연관 산업 영위 중소·중견기업

5개사 내외 / 기업당 최대 3000

2019.07.19~07.26

이현정(051-320-3542)

2019년도 부산지역 지역주력사업 수혜기업 1차 통합공고

부산지역 내에 소재한 중소기업으로 주력산업 전·후방 연관 제품(기술) 분야로 신청 가능

총 300,000

2019.07.09~07.26

이동건(051-320-3549)

광역협력권산업육성사업 전기·자율차산업 기업지원 사업 통합 공고문

자동차 부품 및 전후방 연관 기업

공고문 참조

2019.05.22~10.31

변주미(051-974-9203)

2019 해양수산산업 창업투자지원사업 사업화신속지원

주 사업장이 부산지역 내 소재하는 수산 및 해양연관산업 기업

1,200(최대 300/건)

2019.06.20~09.26

강창한(051-720-8922)

2019 해양바이오 국제인증지원사업 해외전시회 공동참가지원 참가업체 모집(재공고)

·주 사업장이 부산지역 내 소재하는 해양바이오, 수산 등 식품 연관기업
·기존 또는 신규 제품의 글로벌 시장개척이 필요한 기업(베트남)

1인의 체제비용 50% 지원

2019.07.29~07.31

박민정(051-720-8947)

제3회 3D프린팅 창작 경진대회 모집공고(연)

공고문 참조

공고문 참조

2019.07.16~07.31

심충보(051-747-6802)

2019년 파워반도체 종합기술 지원사업 교육생 모집 공고

지역 산·학·연 파워반도체의 전문가

교육생 20명 내외

2019.06.25~07.31

전헌수(051-514-3905)

수출새싹기업 지원사업 찾아가는 수출상담회 참여기업 수요 모집공고

부산 지역주력산업 및 전후방 연계산업군에 해당하는 제조기업 중 수출 희망기업

체류비, 차량, 바이어 매칭, 통역 등

2019.07.23~07.30

강요원(051-320-3547)

2019 B-beauty 데이 전시회 참가 화장품기업 모집 공고

부산소재 화장품기업(본사) 중 자체 개발제품이 있는 기업

30개사 이내

2019.07.18~07.29

정충길(051-720-8933)

2019년 [부산TP]산업기술단지 Post-BI 특화지원사업 모집 공고

·지원대상별 기업니즈에 따른 맞춤형 단일 및 패키지 구성
·부산TP(산업기술단지)에 입주한 기업

최대 1000

2019.07.11~07.26

김동운(051-320-3572)

2019년 7월 'CENTAP' 입주대상자 모집공고

부산오픈스퀘어-D 지원 공간으로 사업을 운영함에 있어 공공·빅데이터를 활용하는 기업

공고문 참조

2019.07.12~07.24

서은영(051-921-60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