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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생활혁신형 창업“성남 창업경연대회”

이행단계
이행완료

임기구분 사업주체 신규여부 사업기간 고용창출 시민참여

임기내 성남시 지속 중기 71명 590명

주관부서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담당관 주광호 729-2040, ICT융합팀장 정희진 729-8991, 담당 오보현 ☎729-8994

협조부서 성남산업진흥원 창업성장부장 박영준 782-3012, 담당 김복민 ☎ 782-3058

협력체계 성남산업단지관리공단, 성남여성비전센터, 창업보육센터

시민참여 창업 경연대회 신청자, 경연대회 심사위원

□ 정책목표

 청년 창업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및 창업 활성화를 도모하고, 창업팀의  
 역량강화를 위한 종합프로그램(멘토링, 교육, 캠프 등) 운영

□ 개    요
 ❍ 사업기간 : 2003년 ~ 계속
 ❍ 사업대상 : 예비창업자 및 창업기업
    - 관외기업 지원조건: 선정 후 3개월 이내 성남시로 사업자등록 이전
    - 참가신청 제한: 정부 및 타 기관의 창업경연대회에 선정된 기업
 ❍ 사업내용 
    - 사업화 지원금 지원 및 창업 종합 프로그램 지원(멘토링, 네트워킹 등)
    - 우수팀(본선 진출 팀)의 입주 지원 및 최종평가에 따른 후속지원 등
 ❍ 이행 로드맵(연도별 추진계획) 

추진연도 추진일정 추진계획 비고

2018년 하반기 ∘ 추진 방침 결정

2019년 연  간 ∘ 사업계획 수립 및 창업경연대회 추진

2020년 연  간 ∘ 창업경연대회 지속 추진

2021년 연  간 ∘ 사업계획 개편 및 사업화 자금‧시상금‧전문 멘토링 확대 추진

2022년 연  간 ∘ 창업경연대회 지원내용 단계적 확대 

2023년이후 지   속 ∘ 창업경연대회 지속 추진

□ 재정투입계획                                            (단위: 백만원)

구분 총사업비(A)
(B+C+D)

기투자
(B)

  민선7기 연도별 재정투입계획 향후(D)
(2022년

하반기 이후)소계(C) 2018
하반기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상반기
계 2,712 548 914 95 205 154 200 260 1,250

시비 2,712 548 914 95 205 154 200 260 1,250

 * 2021년 투입액 : (기존) 226백만원 → (변경) 200백만원 / 참여기업 사업 포기로 인한 지원금 및 사업운영비 조정
※ 기타재원 현황 

구    분 명    칭 운용(유치)내용 금액(천원) 비고

해당없음



□ 목표달성 확인지표: 공약 이행률 100%

연도 확인지표 비중
(100%) 목표(A) 실적(B) 달성률

(B/A)×100

2018년
추진방침 결정 및 사업계획수립(건)

100
방침 수립 10월 방침 수립

100경연대회 선정기업 지원을 통한 신규 고용 창출(명) 6명 13명
 사업화 및 컨설팅 등 창업 종합 프로그램 제공(개사) 10개사 10개사

2019년
사업계획수립(건)

계속
1건 1건

100경연대회 선정기업 지원을 통한 신규 고용 창출(명) 6명 23명
 사업화 및 컨설팅 등 창업 종합 프로그램 제공(개사) 10개사 10개사

2020년
사업계획수립(건)

계속
1건 1건

100경연대회 선정기업 지원을 통한 신규 고용 창출(명) 6명 25명
 사업화 및 컨설팅 등 창업 종합 프로그램 제공(개사) 10명 14명

2021년
사업계획수립(건)

계속
1건 1건

100경연대회 선정기업 지원을 통한 신규 고용 창출(명) 6명 10명
 사업화 및 컨설팅 등 창업 종합 프로그램 제공(개사) 10개사 7개사

2022년
사업계획수립(건)

계속
1건 1건

33경연대회 선정기업 지원을 통한 신규 고용 창출(명) 6명 -
 사업화 및 컨설팅 등 창업 종합 프로그램 제공(개사) 10개사 -

□ 공약 이행사항

❍ 사업성과

    ∙ 본 사 업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비 고
방침 및 계획 수립 기본방침
창업경연대회 추진 사업추진 사업추진

창업경연대회 사업계획 개편 시범운영
창업경연대회 지원내용 단계적 확대 사업추진

창업경연대회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 신청: 53팀
 ･예비창업자: 22팀
 ･초기기업: 31팀 
- 선정: 10팀
 ･후속지원: 5팀

- 신청: 182팀
 ･예비창업자: 84팀
 ･초기기업: 98팀
- 선정: 10팀
 ･후속지원: 4팀

-신청: 116팀
 ･생활혁신형 63팀
 ･성장동력 41팀
 ･국가위기 12팀
- 선정: 14팀
 ･후속지원: 8팀

- 신청: 총 134팀
 ･예비창업자: 90팀
 ･초기기업: 32팀 
- 선정: 10팀 
- 지원: 7팀(3팀 포기)  
- 후속지원: 6팀

- 신청: 85팀
 ･예비창업자: 18팀
 ･초기기업: 67팀
- 선정: 4월중 선정

(예정)

    ∙ 연계사업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비 고

창업보육센터 8개소
131개 기업

8개소
121개 기업

8개소
123개 기업

8개소
118개 기업

7개소
148개 기업

성남여성비전센터 3개 사업 3개 사업 3개 사업

메이커혁신플랫폼 구축 1개소 1개소

스타트업 지식재산 플랫폼 5개 사업 4개 사업 4개 사업

벤처펀드 조성 1,360억원 336억원 914억원 340억원 2018년 이전
1,027억원

창업지원시설 설치 1개소 3개소

소호형 주거클러스터 200호 입주
194호 착공

470호 입주
195호 착공



창업보육센터 주력보육분야 연면적(㎡) 보육실 면적(㎡) 보육실수(개) 입주기업(개사) 종사자수(명)
합      계 16,984 10,539 203 148 644
가천대학교 나노, 정보통신 1,526 1,181 21 18 72

동서울대학교 전기․전자, 정보통신 2,204 1,479 23 21 45
신구대학교 디자인, 정보통신 6,491 3,899 59 40 150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전기․전자 3,243 1,235 27 16 96
성남창업센터 정글 ON IT융합, 바이오, 콘텐츠 2,085 1,735 40 38 166

투썬 인큐베이팅 펀드 669 530 9 6 52
시너지 바이오, 의료 766 480 24 9 63

성남여성비전센터 사    업    내    용
여성창업 지원  창업 2년 이내 (예비) 여성창업자 입주공간 제공, 사업화 자금 7팀 지원, 여성창업경진대회 

성남가천 메이커스페이스(2020. ~) 성남하이테크밸리 메이커스페이스(2021. ~) 

- 바이오헬스 메이커스 전용룸(19개) 
  및 전문장비(100여개) 구축
- 시제품 제작, 품질생산 인증, 
  컨설팅, 네트워킹 서비스 지원

- 제조업 메이커스 전용공간(3구역) 
- 3D프린터 등 제작 장비(60여 개)
- 시제품 제작, 품질생산 인증, 
  컨설팅, 네트워킹 서비스 지원

스타트업 지식재산
플랫폼

연간 지원 규모
대  상 지원내용

지원기업 예산액

4개사업 264개사 1,882백만원

IP나래 사업 19개사 400백만원 창업 7년이내 기업  컨설턴트‧특허법인이 일정기간 8회 이상 컨설팅 지원

지식재산 바우처 사업 14개사 150백만원 4차산업･도전적 기술·IP 스타트업  기업이 지원기관 선택→서비스 이용→바우처로 수수료 지불

지식재산 제품혁신 지원사업 15개사 816백만원 지식재산 보유 창업기업  시제품 제작 등 우수 특허 보유 창업기업 사업화 지원

성남특허은행 216개사 516백만원 중소·벤처기업 및 스타트업  기업 성장 단계별 맞춤형 컨설팅 및 지식재산 권리 획득 지원

연   도 성남벤처펀드 조성액 운영시한 투자조건 투자현황
합   계 13개 펀드(신규 7개) 3,977억원 144개사/ 2,283억원
2018년 성남창업펀드(7호) 1,360억원 2026년 출자금 2배(4차산업, 신산업, 핀테크) 64개사/ 1,497억원

2019년
청년창업펀드(8호) 150억원 2027년 출자금 4배(청년콘텐츠) 8개사/ 67억원
청년창업펀드(9호) 186억원 2027년 출자금 2배(창업초기, 청년창업) 23개사/ 144억원

2020년
청년벤처펀드(10호) 334억원 2028년 출자금 4배(창업초기, 청년창업) 15개사/ 190억원
청년벤처펀드(11호) 380억원 2028년 출자금 5배(창업초기, 청년창업) 17개사/ 255억원
청년벤처펀드(12호) 200억원 2028년 출자금 4배(창업초기, 청년창업) 17개사 /130억원

2021년 청년벤처펀드(13호) 340억원 2029년 출자금 4배(창업초기, 청년창업) 추진중
2018년 이전 1～6호 펀드 1,027억원

구   분 LH 기업성장센터 판교2밸리 창업지원시설 판교역 창업카페 성남위례 창업지원시설
위    치 수정구 창업로 54(803㎡) 수정구 창업로40번길 6(357㎡) 판교역 지하연결도로(182㎡) 수정구 창곡동 501(379.6㎡)
수용규모 10개사 7개사 9개사 6개사

구축시기
예    산

2020. 01.
∙ 구축비 1,730백만원(LH) 
∙ 운영비    61백만원(시)

2021. 2.
∙ 설치비 270백만원(시)
∙ 운영비 120백만원(시)

2021. 7.
∙ 구축비 130백만원(시)
∙ 운영비 120백만원(시)

2021. 7.
∙ 설치비 300백만원(시)
∙ 운영비 100백만원(시)

창업‧지역전략산업지원주택(4개소) 입    주    현    황(계  획)
- 2020. 7.: 판교2밸리 창업지원주택 입주(200호)
- 2021. 1.: 위례 창업·지역전략산업 지원주택 입주(470호)
 ※ 2020. 12.: 성남산업단지(A3) 194호 착공 
 ※ 2022. 하반기.: 판교 2밸리(G6) 195호 착공(예정)



❍ 공약사업 이행상황

연도 구       분 주    요    내    용 시민참여

2018년 공약사업 이행계획 수립
창업 지원체계 구축

◦ 7~10월: 사업분석 및 운영방안 검토
  - 추진근거: 성남산업진흥원 설립 운영조례 제5조
  - 창업 관련 지원사업 전개

- 창업팀 신청: 53명
- 외부심사위원: 5명

2019년 창업경연대회 개최

◦ 1~2월: 사업추진계획 수립 및 참가자 모집
◦ 3~4월: 창업경연대회 본선 진출팀 선정
◦ 5~8월: 전문 멘토링 지원
◦ 9~11월: 후속 사업화 지원 및 정산

- 창업팀 신청: 182명
- 외부심사위원: 5명

2020년
창업경연대회 개최 및 
2021년 사업계획 개편

◦ 4월: 사업추진계획 수립 및 참가자 모집
◦ 5~6월: 창업경연대회 본선 진출팀 선정
◦ 6~9월: 전문 멘토링 지원
◦ 10~12월: 후속 사업화 지원 및 정산

- 창업팀 신청: 116명
- 외부심사위원: 5명

2021년
창업경연대회 지원내용 확대 

시범운영

◦ 예산 증액(154백만원 → 226백만원)
 - 사업화 지원금, 시상금, 멘토링 지원 확대
◦ 1~2월: 사업추진계획 수립 및 참가자 모집
◦ 4~5월: 창업경연대회 본선 진출팀 선정
◦ 5~8월: 전문 멘토링 지원
◦ 9~12월: 우수팀 선정, 후속 사업화 지원/정산

- 창업팀 신청: 134명
- 외부심사위원: 5명

2022년
창업경연대회 지원내용 

단계적 확대

◦ 1~3월: 사업추진계획 수립 및 참가자 모집
◦ 4월: 창업경연대회 본선 진출팀 선정
◦ 4~8월: 사업화 및 전문 멘토링 지원
◦ 9~12월: 우수팀 선정, 후속 사업화 지원/정산

- 창업팀 신청: 85명

2022년
이후

창업경연대회 지원내용 
단계적 확대

◦ 관외 우수 창업기업 관내 유입을 위한 특화 추진
◦ 성남시 창업지원사업 연계 추진 -

  ❍ 협력체계 구축

단체(기관)명 주요내용 추진상황 비고

창업보육센터
성남 여성비전센터
성남산업단지관리공단

성남 창업경연대회 홍보 ◦ 창업 경연대회 참가자 모집 협조 및 인력풀 공유

  ❍ 민선7기 공약사업 예산 집행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집행률(E)
F/(B+C)×

100

집행액(F)
(G+I)

기투자
집행액(G)

민선7기
집행률(H)
(I/C)×100

  민선7기 연도별 재정 집행 현황

소계(I) 2018
하반기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상반기
계 81 1,178 548 69 630 91 202 144 193 0

시비 81 1,178 548 69 630 91 202 144 193 0

  ∙ 공모사업 추진

응모일시 공모기관 공모사업명 응모금액
(천원)

추진상황
응모결과 확정일시

해당없음

※ 공약사업 향후(민선8기) 예산 집행 전망                          
(단위: 백만원, %)

구분 총
사업예산 기투자 민선7기

집행액

  민선8기 연도별 재정집행 전망

소계 2022
하반기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상반기
계 2,218 548 630 1,040 260 260 260 260 0

시비 2,218 548 630 1,040 260 260 260 260 0



□ 문제점 및 해결방안

현       황 문제점 및 원인 해결방안 및 정책대안

성남 창업경연대회 
차별성 부족

◦ 타 지자체, 정부기관 등에서 유사사업 수행
◦ 멘토링, 사업화자금, 투자설명회 등
  성남시 창업지원책 연계 지원 

경연대회 중도 포기자 발생
◦ 관외기업 지원조건 미충족 
  - 본선 진출시 3개월 이내 관내 사업자등록 

◦ 관외 우수 창업기업의 관내 유입을 위한 유인책 발굴 

□ 공약사업 연속성 확보 방안

  ❍ 전국 대학(창업보육센터) 및 정부기관 등에 사업 홍보 협조 요청

  ❍ 코로나19로 인해 감소한 유동인구를 감안하여 온라인 중심 홍보진행

□ 기대효과 

  ❍ 우수 창업아이템을 보유한 예비창업자, 창업초기기업, 청년창업자를 

     선정‧육성함으로써 창업활성화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 기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