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문화콘텐츠 산업 동향 Summary
4월 3주차

전략기획팀
‣ 경북 포항시는 남구 연일읍 형산강변에서 신부조장터

1. 포항시, 신 부조장터 공원·친수레저파크 사
업 ‘첫 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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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 및 친수레저파크 조성공사 기공식을 개최하고 신
부조장터 공원 및 뱃길복원사업은 포항·경주 상생협력
으로 공동 추진 중인 형산강 프로젝트 사업의 일환으
로 추진
‣옛 것과 현대를 아우르는 신개념 장터와 보부상 스토
리를 담은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 쉬는 문화콘텐츠 체
험형 관광지역으로 육성하며 020년 완공을 목표로 60
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수변공원과 물놀이 시설, 친수
레저파크도 조성해 봄·가을에는 체험전시회와 카약·카
누체험, 야외놀이 체험장으로 운영할 예정

2. 영덕군, 오는 10월 '제1회 영덕국제로봇필름
페어' 개최

‣ 경북 영덕군은 11일 ㈜호보트와 ‘제1회 영덕국제로봇
필름페어’의 성공 개최 및 지역 문화콘텐츠 산업발전
을 위한 ‘호보트 애니메이션 활용 발전전략 협약식’을
개최
‣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새로운 지역특화산업으로
문화콘텐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호보트와 협약을
체결하고 한국콘텐츠진흥원 공모사업으로 2018년 지
역특화애니메이션인 ‘호보트-영덕의 보물 5편’을 제작
했고 전 세계적으로 보급될 호보트 애니메이션 프랑스
판(52편) 제작에도 참여한다.

3. 100년 된 '최고(最古) 영양 양조장', 도
시재생사업으로 부활

‣ 영양군은 교촌에프엔프와 영양군 도시재생 뉴딜사업 '
영양을 빚은 양조장 조성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
‣도시재생 뉴딜사업 중 핵심 콘텐츠로 손꼽히는 '영양을
빚은 양조장 조성사업'은 100년 이상 운영되던 우리나
라 최고 양조장인 '영양 양조장'을 재생하는 것이며
이번 업무 협약으로 막걸리 콘텐츠를 활용한 연구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지역 커뮤니티를 위한 공간 조성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발전을 위한 사업

1. 판교에 ICT-문화 융합 콘텐츠 신산업 거점
만든다

‣ ICT-문화융합센터 내 기업 입주 공간을 확대하고
ICT-문화융합 콘텐츠 관련 예비 창업자 및 창업 후 7
년이 지나지 않은 스타트업 총 10개 기업을 오는 22
일부터 30일간 모집.
‣ 영상스튜디오, 음향스튜디오, 공연장, 첨단 장비 등
ICT-문화융합센터 보유 인프라를 일반인과 콘텐츠 제
작 기업에 제공할 예정이다. 스튜디오 및 장비를 사용
할 개인, 단체 및 기업들을 'ICT-문화융합센터 콘텐츠
제작 인프라 시범 사업자' 공모를 통해 선정, 최대 6
개월간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무료로 제공받아 콘텐츠
제작을 할 수 있다

2. 부산정보산업진흥원, IT와 콘텐츠 양대 본
부체제로 조직 개편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은 최근 조직개편을 통해 IT융합본
부와 콘텐츠진흥본부를 신설, 기존 1실 3단 5부 체제
조직을 1실 2본부 5부 체제로 재편
‣ IT융합본부는 SW융합, 스마트시티, 클라우드 등 ICT
사업을 총괄하고, 콘텐츠진흥본부는 게임과 가상증강
현실(AR·VR) 등 콘텐츠산업 진흥 총괄

3. 스마트 토이 콘텐츠 크리에이터 집중 육성

‣ 강원정보문화진흥원은 최근‘캐릭터 기반 스마트 토이
콘텐츠 크리에이터 양성’프로그램을 제안해 한국콘텐
츠진흥원 주관 ‘2019 콘텐츠 창의인재동반사업’플랫폼
기관으로 선정돼 국비 4억4,000만원을 지원
‣ 사업은 4월 11일부터 7개월간 진행되며 전문가 멘토
12명과 교육생 26명이 매칭돼 현장 실습부터 포트폴
리오 제작, 취업까지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