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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문화융합센터조성
○ 추진배경 : 판교 기업지원허브(판교 제2테크노밸리)에 첨단 ICT 기술
(VR/AR, 5G 등)과 이종 산업분야 간 융합을 통한 新 산업 창출 거점 조성
○ 추진기간 : 2020.01.01 ~ 2020년 현재
○ 2020년도 사업비 : 5,805백만원
○ 주요내용
- ICT 및 과학기술과 융합 분야 예비 창업자, 스타트업에 대한 창업활동
지원 및 콘텐츠 제작 지원, 협업 제작 시설 및 공용 공간, ICT융합
교육과정 운영 등 융합형 인재양성 및 융합 콘텐츠 랩 운영, ICT융합
공모전, 전시‧공연 등 융복합 프로그램 운영
○ 추진경과
- 2013. 5 : 국정과제 8-2-3(과학기술을 통한 창조경제 기반 조성)
- 2014. 7 : 새경제팀 경제정책방향(판교 창조경제밸리 추진 발표)
- 2015. 1 : 역동적 혁신경제 업무보고(역동적 창조경제 구현)
- 2015. 6 : 경제관계장관회의(판교 창조경제밸리 조성 마스터플랜)
- 2015. 12 : 판교 창조경제밸리 기공식 개최
- 2016. 9 : 경제관계장관회의(판교 창조경제밸리 조성 추진현황 및 계획)
- 2017. 9 : ICT-문화융합센터 완공
- 2018. 2 : ICT-문화융합센터 운영기관 변경(한국정보화진흥원→정보통신산업진흥원)
- 2018. 4 : ICT-문화융합센터 개소식
○ 최초 입안자 및 최종 결재자
- 최초 입안자 : NIPA ICT문화융합팀 범원택 팀장
- 최종 결재자 : NIPA 김창용 원장
○ 사업 관련자
구분
본부장
팀장
담당
담당
담당

성명
직급
수행기간
담당업무
최연철 본부장 ‘20.1.1～현재
본부 사업 총괄
범원택 팀장 ‘20.1.1～현재
팀 사업 총괄
이진우 수석 ‘20.1.1～현재 제작 시설장비 운영 관리
박태근 수석 ‘20.1.1～현재
입주사 및 제작지원
임혜순 수석 ‘20.1.1～현재 융합콘텐츠랩 및 전시운영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콘텐츠과
- 담당자 : 이정수 주무관
○ 차세대융합콘텐츠산업협회(참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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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제 책임자 : 김규현 팀장
○ 창업기업 역량 강화 지원
- ICT기반 융합 기업의 성장 단계별(창업→제품개발→사업화)
지원을 위한 창구로써 신산업 창출 거점으로 운영

* 입주기업 사업화(30개), 투자유치 (5개사, 3.98억원), 입주사 매출액
(30개 5,474백만원), 일자리 창출(13명)

▪(투자유치) 투자설명회 실효성, 실전 역량 향상을 위해 사전·
실전-IR로 이원화하고, 수요에 따라 국내·해외 IR로 구분 진행
▪(사업화 지원) 기업의 비즈니스 단계(기획, 개발, 마케팅 등)에 따라
상이한 수요를 맞춤 지원(30개)
○ ICT기반 융합 新산업 프로젝트 지원(4개사 지원)
▪VR/AR, 홀로그램, 5G 등 초연결·지능·실감 ICT기술을 기반으로
이종분야와의 융합 콘텐츠 제작, 서비스 지원으로 융합 활성화 촉진
추진실적

○ 영상·음향 제작 시설 운영
▪(가동율 제고) 효율적 시설운영을 위해 시설운영 전문기업 선정ㆍ운영
하고, 인프라 시범사업자 선정 등을 통해 시설 가동률 제고

* 시설 평균 가동률 54.43%(직접지원 인프라 73%, 간접지원 인프라 47%)

○ ICT기반 융합 인재양성(창작리더 교육 프로그램 운영)
- 새로운 융합 콘텐츠를 창출할 수 있도록 ‘ICT기술 융합 콘텐츠
창작 리더 양성 교육’ 운영(총 446명 양성, 만족도 92%)
○ ICT기반 융합 인재양성(ICT-문화 융합 랩 운영)
▪(융합 랩 운영) ICT-문화융합 교육·연구 방법론 개발(4건) 및 사업화
프로젝트(4건), ICT-제조융합 사업화 프로젝트 1건 등(9개 랩)
▪(랩간 협업) 사업화 프로젝트 발굴 및 프로토타입 개발 5건, 융합 교육‧
연구방법론 및 교구 개발 4건, 신규일자리 16명, 융합인재 92명 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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