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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water와 함께 성장해 나갈 혁신기업을 찾습니다.

 ◇ 부산 에코델타 스마트시티 내 창업혁신지원공간인 어반테크

하우스에 입주할 지역 스타트업 기업 및 산학연 등 모집

 ◇ K-water와 지역 내 기업·산학연 등의 동반성장과 지역거점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과 한국판 그린뉴딜 정책 지원 기대

□ 한국수자원공사(사장 박재현)는 부산 스마트시티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과 한국판 그린뉴딜 정책 시행을 지원하기 위해 ‘부산 에코델타

스마트시티 창업혁신지원공간인 어반테크하우스(Urbantech House)’에

입주할 기업을 공개 모집한다.

□ 어반테크하우스는 부산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내 첫 기업·산학연

입주 단지로서 부산 스마트시티 혁신기술의 연구에서 실증, 사업화

까지의 전 과정을 한 곳에서 수행·지원하는 창업혁신지원공간으로

○ 부산 스마트빌리지 내 혁신기술 리빙랩과 스마트시티 서비스·기술

연구, 개발 및 확산 등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 입주대상은 스마트시티의 다양한 서비스·기술, 스마트빌리지 혁신기술

리빙랩 및 연구·개발 등과 관련된 기업, 산학연, 단체 등이며,

○ 관련 사업아이템 또는 기술개발을 통해 창업을 계획·준비하고 있는

예비창업자(팀)도 신청 가능하다.

□ 어반테크하우스는 사무동 5동과 카페테리아 및 공용 회의공간을 갖춘

서비스동 1동 등으로 구성되며 10월말 조성 완료 후 11월 입주 예정이다.

○ 어반테크하우스는 △ 부산시 등과 연계, 입주기업 특화지원프로그램

운영(‘22년 예정), △ 혁신기술 도입업체 등과의 네트워크 지원, △

회의실, 휴게실, 주차공간 등 지원/편의시설 이용 등이 제공된다.

□ 입주 희망 기업 및 산학연 등은 K-water 홈페이지(www.kwater.or.kr) 또는

부산 스마트빌리지 홈페이지(www.busan-smartvillage.com)에서 제출서류

등을 다운로드 받아 작성 후 온라인(smartcity@kwater.or.kr)으로 제출

하면 된다. 접수마감은 9월 15일 오후 5시까지이다.

* 자세한 사항은 K-water와 스마트빌리지 홈페이지의 입주기업 모집 공고문

확인 또는 K-water 스마트시티처(042-629-3305)로 문의

□ 이준근 한국수자원공사 그린인프라부문이사는 “빅데이터, IoT 센서,

디지털트윈 등 4차 산업혁명의 다양한 기술이 적용되는 부산 스마트

시티 국가시범도시의 성장과 함께 할 지역 내 기업·산학연·단체

등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붙 임 : 1. 어반테크하우스 개요 1부.

2. 입주기업 모집 포스터 1부. 끝.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한국수자원공사 

스마트시티처 김도균 차장(042-629-3305)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k-water.or.kr
mailto:smartcity@kwater.or.kr


붙임 1 1  부산 스마트시티 창업혁신지원공간, 어반테크하우스 개요

□ 어반테크하우스 개요

ㅇ (목적) 부산 에코델타 스마트시티 내 지역 스타트업 및 산학연 등
창업혁신지원공간을 제공코자 공유오피스 형식의 어반테크하우스 설치

ㅇ (운영기간) ‘21.11 ~ ‘26.12 (예정)  (* 설치기간 : ’21. 6 ～ 10)

ㅇ 건축개요

구   분 내     용 비고

위    치  부산시 강서구 EDC(에코델타시티) C6 블록

면    적  대지면적 : 15,803.71㎡, 연면적 : 1,166.76㎡

배 치 도

혁신기업지원공간 산학연계지원공간

혁신기업 지원공간 산학연계 지원공간

혁신기업지원공간

서비스동전용데스크

산학연계지원공간

전용오피스)

(사무동) 5실, (서비스동) 대회의실 등 4동, 총 12실*

* 산학연계 지원공간은 입주기업 신청상황에 따라 사용면적 탄력적으로 조정 가능

붙임 2 1  어반테크하우스, 입주기업 모집 포스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