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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하이테크밸리> 경쟁력강화사업으로 
수도권 첨단지식 제조거점 도약

이행단계
이행 후
계속추진

임기구분 사업주체 신규여부 사업기간 고용창출(기업체) 시민참여

임기외 성남시 지속 장기 11,511명(939개) 500명

주관부서 산업지원과 산업지원과장 조만재, 산업입지팀장 권동혁, 담당 박제현 ☎ 729-2654

협조부서

협력체계 성남산업진흥원, (사)성남산업단지관리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산단재생 총괄사업관리자)

시민참여 조업실태조사, 재생사업 설명회2회, 공장소유자 등의 의견청취 공람·공고, 총괄기획단 
워킹그룹, 거버넌스 그룹(시민, 근로자, 기업체)

□ 정책목표

 성남하이테크밸리 경쟁력강화사업(재생+혁신)을 통해 기반 시설을 개선하고 
선도사업 발굴과 산업기능 활성화로 수도권 첨단지식 제조거점으로 도약

□ 개    요
  ❍ 사업대상: 151만㎡(성남일반산업단지 전체)

     ※ “성남일반산업단지”, “성남하이테크밸리”는 같은 지역을 명칭함

  ❍ 사업기간: 2016년 ~ 2030년 ※ 산업단지 재생사업 2025년까지

  ❍ 사업내용: 재생사업지구 경쟁력강화 전략계획 수립

    ⦁ 공공분야

      - 기반시설: 공원, 주차장, 도로, 대중교통 확충

      - 지원시설(공모사업 등): 혁신센터, 청년주거·창업 공간, 체육·문화 공간

    ⦁ 활성화구역/민간 분야: 복합건축물(산업+주거+편의시설 등) 건립

  ❍ 추진근거:「산업입지법」,「산업집적법」,「산업단지 인·허가 간소화법」
 ❍ 이행 로드맵(연도별 추진계획)

추진연도 추진일정 추진계획 비고

2018년 연  간 ∘성남하이테크밸리 재생사업지구 지정 추진 및 경쟁력강화 방침 결정

2019년 연  간 ∘성남하이테크밸리 재생사업지구 지정 및 LH 활성화구역 지정 고시

2020년 연  간 ∘성남하이테크밸리 재생사업지구 경쟁력강화 전략계획 추진

2021년 연  간 ∘성남하이테크밸리 전략계획 수립, 재생사업지구계획(안) 입안
∘전략계획 34개 전략실행방안 T/F팀 구성·운영

2022년 연  간 ∘기반시설(도로정비) 개선공사 착공
∘재생사업비 국비 100억 증액 및 대상 사업계획 수립

2023년이후 지  속 ∘기반시설(소공원, 주차장) 개선공사 착공
∘기반시설 개선공사 준공, 전략실행방안 사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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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215 1,101 7,320 - 50 875 3,020 3,375 13,794

국비 10,000 700 3,270 - - 100 1,500 1,670  6,030

도비  1,000  70 327 - -  10  150  167   603

시비 11,215 331 3,723 - 50 765 1,370 1,538  7,161

 

□ 목표달성 확인지표: 공약 이행률 100%

연도 확인지표 비중
(100%) 목표(A) 실적(B) 달성률

(B/A)*100

2018년 추진방침 결정 및 
재생사업지구 수립 10 방침 결정

재생사업지구 입안
10월 방침 결정

10월 세부추진계획 수립 100

2019년 선도사업 
LH 활성화구역 지정 10 활성화 구역

승인 및 고시
12월 경기도･국토교통부

승인 및 성남시 고시 100

2020년 재생사업지구 경쟁력강화
전략계획 구축(의견수렴) 40 전략계획

의견반영
총괄건축가 및 전문가

의견 반영(17회) 100

2021년 재생사업지구 경쟁력강화
전략계획 수립 30 계획 수립

민간사업자 선정
2월 계획 수립 완료

2월 민간사업자 공모 완료 100

2021년 재생사업지구계획(법정) 
수립 입안 10 재생사업지구계획

(안) 마련
재생사업지구계획(안) 입안 

및 신문공고(8월 31일) 100

2022년
이후 전략계획 실행 계속 전략계획 실행 - -

□ 공약 이행사항
❍ 사업성과

    ∙ 본 사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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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침 및 로드맵 작성 방침 수립

재생사업지구 지정 입안 지정 고시

선도사업 

LH 활성화구역 지정
지정 고시

전략계획 수립 거버넌스 보고회
전략계획

수립

재생사업비 100억 증액 국토부 협의 국토부 협의 증액 확정

재생사업지구계획(안) 마련 입안 심의준비



LH 활성화구역 지정(2019.12.~2023.12.)

○ 목적 : 산업지원시설 집적·집약화 및 

선도사업 역할 수행

○ 사업시행자: LH

○ 용도지역: 준주거지역(용적률 500%)

○ 도입시설

 ∙ 복합용지: 지식산업센터(시세90% 수준 

임대), 근생시설, 기업상생시설 등

 ∙ 주거시설용지 : 행복주택 194호

  ※ 성남시 지역전략산업종사자 대상

성남하이테크밸리 경쟁력강화를 위한 비전·목표·전략실행 방안(마스터 플랜)(2030년)

    ∙ 연계사업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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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공인집적지구 공동이용시설 공모선정 센터개소

복합문화센터 공모선정 설계 착공

산업단지 상상허브 공모선정 구역지정

지역전략산업주택(194호) 착공 준공

근로자종합복지관 이전 공모선정 공간매입

혁신지원센터구축 공모선정 입주·개관

현재 진행중인 사업 지역전략산업주택(행복주택) 혁신지원센터 근로자종합복지관 복합문화센터



【34개 전략계획 실행방안】

사업 유형 연번 실행방안 명 사업 기간 추진 시점

신산업과 

융합하는 

제조업 혁신 

성남

하이테크

밸리

산업구조 

개선(HW)

1 LH 활성화구역 앵커시설 구축 ~2023년 추진중

2 산업단지 상상허브 구축 ~2030년 추진중

3 민간사업 대상지 공모(복합용지) ~2030년 2023년

4 활성화계획구역 제안대상지 선정 ~2030년 2023년

5 산업단지 상상허브 공모 ~2021년 -

산업 지원

(SW)

6 식품안전관리 플랫폼 구축 ~2022년 추진중

7 혁신지원센터 구축 ~2022년 추진중

8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2030년 -

9 보건의료분야 첨단실증 지원 ~2030년 -

10 수출기업 지식재산권 지원 ~2030년 -

11 기술이전 창업 지원 2023~2030년 -

12 공동제조업 플랫폼 구축 2023~2030년 2022년

산단

이미지 개선

13 미디어 홍보 사업 ~2030년 -

14 테마로드/야간경관 조성 ~2030년 -

삶의 균형이 

실현되는 

워라밸

성남

하이테크

밸리

문화·예술

15 복합문화센터 건립 ~2022년 추진중

16 문화예술공간 확충 ~2030년 -

17 개방형 다목적 체육시설 확충 ~2025년 -

근로·복지

18 완충녹지변 근린공원 조성 ~2025년 2022년

19 근로자 종합복지관 이전 ~2023년 추진중

20 소공원(재생사업) 조성 ~2025년 2023년

21 스마트가든 지원 ~2030년 -

22 소공인 작업환경 개선 2023~2030년 -

23 EAP 참여기업 공모 2023~2030년 -

주거지원

24 지역전략산업지원주택 조성 ~2022년 추진중

25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조성 ~2030년 -

26 산업단지 기숙사 임차 지원 ~2030년 -

접근이 

편리한 

스마트

성남

하이테크

밸리

신교통

수단

27 성남 S-BRT 구축 ~2030년 추진중

28 순환 무인버스 도입 ~2030년 -

29 스마트 자전거 보급 ~2030년 -

30 성남-위례신사선 연장 ~2027년 추진중

31 성남1호선(트램) 구축 ~2027년 -

기반시설

정비

32 도로(재생사업) 정비 ~2025년 2022년

33 주차장(재생사업) 조성 ~2025년 2023년

34 연계 도로 확장 및 신설 ~2026년 -

  ※ 34개 전략계획 실행방안의 사업화를 위해 T/F 추진단 구성·운영



❍ 공약사업 이행상황

연도 구       분 주    요    내    용 시민참여

2018년

공약사업 추진계획 수립 ◦ 10월: 분야별 개선사항 수립
◦ 10월: 전략과제 세부 추진계획 수립

총괄기획단 워킹그룹 ◦ 11월~‘19년 3월: 워킹그룹 7회 ◦ 전문가 6명

재생사업지구 지정 추진 ◦ 12월: 경관·도시계획·산업입지 심의

2019년

재생사업지구 지정 고시 ◦ 1월: 재생사업지구 지정 고시

거버넌스 체계 구성·운영 ◦ 8월~‘20년 2월: 그룹별 대표선정 의견수렴,
                  자료집(책) 작성·배부

◦ 시민·근로자·기업체 
   대표 38명

소공인직접지구 사업 추진 ◦ 9월: 중소벤처기업부 공모 선정

복합문화센터 건립 추진 ◦ 9월: 산업통상자원부 공모 선정

LH 활성화구역 지정

◦ 3월~6월: 도입시설 및 공공기여 방안 협의
◦ 6월~9월: 활성화구역 지정 검토
◦ 10월~12월: 의견청취, 입안·협의·심의
◦ 12월: 경기도·국토부 승인 및 성남시 고시

근로자종합복지관이전 사업 ◦ 12월: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인정사업 공모 선정

2020년

전략계획 수립

◦ 거버넌스 의견반영(‘19.08.~’20.02.)
◦ 5월~‘21.1월: 총괄건축가 및 전문가 자문 17회
◦ 9월: 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 11월: 복합용지 민간사업자 공모

◦ 아시아실리콘밸리 
   총괄MP, 총괄건축가

산업단지 상상허브 ◦ 7월: 국토교통부 상상허브 (민간활성화구역) 
        공모 선정

국비 100억 증액 ◦ 12월: 국토교통부 재생사업비 100억 증액
   확정(사전협의)

2021년

전략계획 수립

◦ 2월: 복합용지 민간사업자 선정
◦ 2월: 전략계획 수립

 (34개 실행방안 및 마스터 플랜, 전략업종,
   전략사업대상지, 활성화구역 제안대상지)

전략실행방안 T/F 추진단 ◦ 4월: 34개 전략실행 방안 사업화 추진을 위해 
        16개 부서 T/F 추진단 구성·운영

재생사업지구계획(안)
수립 입안

◦ 8월: 재생사업지구계획(안) 수립 입안
 ※ 재생사업지구계획은 재생계획 및 재생시행계획 포함

◦ 주민 및 입주 기업체 등 
의견 수렴(의견서 3건)

2022년 재생사업지구계획(안)
추진

◦ 1월: 경기도 지방산업단지계획 심의위원회 
안건 신청(1차)

  → 보완요청 1차
◦ 2월: 경기도 지방산업단지계획 심의위원회 

안건 신청(2차)
  → 보완요청 2차
◦ 3월: 심의자료 보완
◦ 4월: 경기도 지방산업단지계획 심의위원회 

사전컨설팅



❍ 향후계획

연도 구       분 주    요    내    용 시민참여

2022년

재생사업지구계획(안)
추진

◦ 경기도 산업단지계획 심의위원회 안건 상정
◦ 재생사업지구 계획변경 고시

기반시설 공사 착공 ◦ 도로구조개선(도로정비) 공사 착공

국비 100억 증액 ◦ 국비 증액 대상지 사업계획서 협의 및 재생
   사업 총사업비 변경

산업단지 상상허브 ◦ 4월: 도입시설 및 공공기여 방안 협의
◦ 활성화구역 지정 절차 이행

재생추진협의회 설립 ◦ 재생추진협의회 구성

2023년

기반시설 공사 착공 ◦ 소공원, 주차장 조성공사 착공

재생추진협의회 설립 ◦ 재생추진협의회 운영

전략사업 추진 ◦ 34개 실행방안 사업
◦ 활성화구역 제안대상지 및 복합용지 민간공모

  ❍ 협력체계 구축

단체(기관)명 주요내용 추진상황 비고

(사)성남산업단지관리공단 성남산단 관리기관 지정(경기도) ◦ 관리기관 지정(‘80.08.23.)

한국토지주택공사 산단재생 총괄사업관리자 지정 ◦ 업무협약 체결(‘17.03.13.)

성남일반산업단지 
재생추진협의회

재생사업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등
이해관계자 사이의 의견 조정 역할

◦ 총괄사업관리자(LH공사)를 중심으로 
   시, 성남산업단지관리공단, 전문가,
   기업인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 구축 
   및 운영방안 마련 중

‘2022.하반기
구축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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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7.77 8,233 251 109.04 7,982 158 743 276 3,430 3,375

국비 100.00 3,970 125 117.58 3,845 75 500 100 1,500 1,670

도비 100.00 397 13 117.43  384 7 50  10 150 167

시비 95.36 3,866 113 100.81 3,753 76 193 166 1,780 1,538

   ※ 집행율이 100% 이상 산정된 사유 : 토지보상비에 대하여 감정평가 결과 당초 계획보다 더 높게 산정되어 

해당 사항을 반영한 실제 예산집행으로 집행율 산정



   ∙ 공모사업 추진

응모일시 공모기관 공모사업명 응모금액
(천원)

추진상황

응모결과 확정일시

‘19.07.22.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공인 집적지구 
공동기반시설 구축사업 3,340,400 확정 ‘19.09.05.

‘19.08.28 한국산업단지공단 2019년 제2차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 4,281,600 확정 ‘19.09.24.

‘19.11.29.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인정사업 12,000,000 확정 ‘19.12.26.

‘20.05.25. 한국산업단지공단 2020년도 산업단지 
혁신지원센터 구축사업 9,830,000 확정 ‘20.06.23.

‘20.05.12. 국토교통부 산업단지 상상허브 비예산 확정 ‘20.07.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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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215 251 7,982 13,982 1974 5,902 5,490 616

국비 10,000 125 3,845 6,030 1,000 2,523 2,329 178

도비 1,000 13 384 603 100 252 233 18

시비 11,215 113 3,753 7,349 874 3,127 2,928 420

□ 문제점 및 해결방안

현       황 문제점 및 원인 해결방안 및 정책대안

재생사업지구 전략계획 수립
◦ 성남하이테크밸리 외 주변지역
   (본시가지, 지하철역)과의 긴밀한 연계
   방안(주거·교통·문화) 방안 마련 필요

◦ 전략계획을 보완하여 연계방향 제시
◦ 성남하이테크밸리 주변 정비사업

(상대원 3구역 재개발, 선경APT·성지궁전APT 
재건축) 추진 시 신규 연결도로 개설, 문화·
편의시설 조성 등 연계 방안을 검토 추진하고,

◦ 정비사업과 별도로 산단 근로자를 위한 배후 
주거지 조성 사업 등의 대체 사업 추진 검토

재생사업지구계획(재생계획 
변경 및 재생시행계획) 수립

◦ 행정절차 이행기간 장기간 소요
   (제영향평가 등 7개 심의 및 환경
   영향평가 경기도 통합심의, 국토부 
   타당성검증, 경기도 재생사업지구계획 승인) 

◦ 환경부와 환경영향평가 절차 단축(6개월 
   이상 단축) 특례 사항 협의 추진
◦ 분야별(재생계획, 재해, 교통, 경관, 도시계획) 
   협의기관 사전 설명 이행

전략계획 34개 실행방안
T/F추진단

◦ 주관부서(산업지원과)에서 21개 실행
   방안에 대한 사업화 추진 필요

◦ 사업추진 업무가 가능한 인력배치 필요



□ 공약사업 연속성 확보 방안

❍ 34개 전략실행 방안에 대한 사업화 추진 및 진단

    ∙ 사업추진 전문 인력 배치

      - 사업추진 팀 증설

    ∙ 전략계획 실행방안 사업화에 대한 2년 단위 평가 및 재검토

□ 기대효과 

❍ 산업단지 내 부족한 기반시설 및 주거·문화시설 확충과 전략산업 

유치로 첨단산업 제조거점 도약

❍ 산업단지 경쟁력강화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아시아실리콘밸리 

성남의 중추적인 역할 담당

❍ 2030년까지 전략계획 34개 실행방안의 사업화 추진으로

    ∙ 기업체 3,849개에서 4,788개 939개 기업체 증가

    ∙ 종사자수 42,816명에서 54,327명으로 11,511명 고용 창출

    ∙ 생산액 9조원에서 13조원으로 4조원 증가

    ∙ 교통접근 수단 3가지에서 7가지로 교통접근성 향상

    ∙ 문화·편의시설 1개에서 5개로 4개 확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