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약번호 
88 성남형 바이오헬스 벨트 구축

이행단계
정상추진

임기구분 사업주체 신규여부 사업기간 고용창출 시민참여

임기외 성남시 신규 장기 136명 4,828명

주관부서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담당관 주광호, 바이오헬스팀장 김향미, 담당 방성환 ☎ 729-8912

협조부서 성남산업진흥원 바이오헬스산업부장 이창주, 담당 박선영 ☎ 782-3075

협력체계 성남산업진흥원, 가천대학교 산학협력단,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시민참여 전문가그룹, 보고회, SNS 등 웹소통

□ 정책목표

❍ 데이터 기반 실증 중심의 디지털헬스케어와 개방형 혁신 플랫폼 기반의 성남
바이오헬스 산업 생태계 구축❍ 허브 중심 협력 네트워크의 거버넌스 체계 구축 및 시민 참여형 헬스케어 기반의
바이오헬스 산업 성장

□ 개    요
 ❍ 대    상: 병원, 대학, 연구소 및 관련 기업 등(시민연계)
  ❍ 사업범위: 성남시 전역(주요 거점 중심으로)
  ❍ 주요거점

  

권역 주택전시관(계획) 분당벤처밸리 야탑밸리 하이테크밸리 성남가천메이커시티 판교테크노밸리

역할
바이오헬스 허브, 

개방형 혁신 플랫폼,
C&D 플랫폼

의료기기, 제약·
바이오 R&D
 (병원중심)

시니어특화
리빙랩,

안전성능 평가

의료기기, 화장품
생산 거점

창업·보육
시제품 제작

제약·바이오
R&D

(기업,연구소 중심)

  ❍ 사업내용
    ∙ 주택전시관 부지‘성남 바이오헬스 허브1) 플랫폼’구축
    ∙ 실증 중심‘바이오헬스 리빙랩’구축
    ∙‘시민 연계 건강관리’기반 조성
 ❍ 이행 로드맵(연도별 추진계획)

추진연도 추진일정 추진계획 비고

2018년 하반기 ∘ 주택전시관 부지 유치업종 변경(ICT첨단지식산업→바이오헬스산업)

2019년 연간 ∘ 워킹그룹 운영 및 바이오헬스 벨트 사업계획(안) 마련

2020년 연간 ∘ 성남형 바이오헬스 벨트 구축 마스터플랜 수립 및 연구용역 추진

2021년 연간 ∘ 바이오헬스 허브 조성 개발계획 수립 용역 추진

2022년 연간 ∘ 바이오헬스 허브 조성 용역, 사업시행자 지정 및 행정절차 이행

2023년이후 지속 ∘ 바이오헬스 허브 조성 실시계획 수립·고시 및 개발사업 추진

* C&D(Connect & Development) : 기초연구 → 개발 → 임상 → 검증/평가 → 생산 → 마케팅 
                                 단계까지의 개방형 전주기 협력 체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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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액 850,682 753 320 140 103 190 849,929

시비 162,630 753 320 140 103 190 161,877

기타 688,052 688,052

 ※ 기준: 주요사업인 바이오헬스 허브 조성비로 산정, 2022년 이후 사업비 추가 작성

□ 목표달성 확인지표: 공약 이행률 87%

연도 확인지표 비중
(100%) 목표(A) 실적(B) 달성률

(B/A)×100

2018년 방침 결정 10 추진방침 결정 11월 
추진방침 결정 100

2019년 사업계획 수립 10 사업계획 수립 5~6월
사업계획(1･2차) 수립 100

2020년 바이오헬스벨트 기본계획 수립
(관련 산업 육성지원 연계) 30 기본계획 수립 11월 바이오헬스

마스터 플랜 수립 100

2021년 바이오헬스 허브 개발계획 수립
(관련 산업 육성지원 연계) 40 개발계획 수립

 C&D 플랫폼 구축

개발 계획용역
(인허가도서 작성 등)

 13개 기관, 145개사
87

2022년 바이오헬스 허브 사업자 선정
(관련 산업 육성지원 연계) 10 사업시행자 선정 - -

□ 공약 이행사항
❍ 사업성과

    ∙ 본 사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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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오헬스 벨트
사업계획(안) 마련 사업방침 결정 추진계획수립

성남형 바이오헬스 벨트 구축
마스터플랜 수립 

마스터플랜
수립

바이오헬스 허브 조성
개발계획 수립

허브조성
개발계획 용역

바이오헬스 허브 
조성 사업자 선정



    ∙ 연계사업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성남가천
메이커시티

공모사업선정
업무협약

공간구축, 정식운영
(시제품 20건, 임상 66건, 인증 3건)

지원사업
(시제품 15건, 임상 13건)

성남 바이오헬스 
혁신 Lab 운영

6개사
매출↑: 530백만원

고용↑: 6명

6개사
매출↑: 1,200백만원

고용↑: 27명

5개사
매출↓: -31백만원

고용↑: 33명

바이오헬스
C&D 플랫폼 운영

회원: 12개사
교류회,연구회: 4회

회원: 132개사
세미나, 회의: 6회

회원: 202개사
과제발굴: 1건(중기부)

협력사업 : 2건
C&D기관협력: 27개사 

간담회: 1회

경기도 지역협력
연구센터 사업

기술이전: 6건
자문: 15개사,

협력네트워킹: 2회

기술이전: 4건
자문: 10개사,

협력네트워킹: 1회

기술이전: 6건
기술지도: 9개사,

협력네트워킹: 4회

    ∙ 사업추진상황 

바이오헬스 벨트 및 허브 조성 추진

협약식(성남시-광운대) 협약식(성남시-KTL) 마스터플랜 보고회 개발계획 보고회

성남가천 메이커시티 운영

협약식(성남시-가천대) 개소식 구축현황(금속 3D 가공실) 시제품제작, 교육 운영

바이오헬스 지원 사업

C&D 혁신기업 간담회 임상시험 지원 선정 심사 바이오헬스 IR 교육
혁신 의료기기 인증 지원

 킥오프 미팅



❍ 공약사업 이행상황

연도 구       분 주    요    내    용 시민참여

2018년 산업 육성 분야 선정
◦ 11월: 바이오웰에이징산업 벨트화 추진계획 보고
  - 주택전시관 부지 유치업종 변경
    (ICT첨단지식산업→바이오헬스산업)

2019년 바이오헬스 벨트 추진 
방향 설정

◦ 5월 ~ 6월: 바이오웰에이징산업 벨트화 사업계획(안) 보고
  - 바이오헬스 벨트 용역 과업 지침 마련
◦ 12월: 용역 집행계획(변경) 보고
  - 2회 유찰에 따른 용역 집행계획 변경
    (연구용역 우선 발주)

◦ 워킹그룹 운영
   바이오헬스분야 
   전문가 13명
◦ 메이커스 시민교육 410명

2020년 바이오헬스 벨트 추진 
기본계획 수립

◦ 2월 ~  5월: 국가 공모사업 선정(스마트 홈케어 시스템 외 2개 과제)
◦ 2월 ~ 11월: 바이오헬스 벨트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
◦ 7월: 성남가천 메이커스페이스 개소 및 운영
◦ 7월: C&D 플랫폼 회원 모집
◦ 10월 ~ 11월: 광운학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업무협약 
◦ 12월: 바이오헬스 허브 조성 개발계획 수립 용역 착수

◦ 워킹그룹 운영
   바이오헬스분야 
   전문가 13명
◦ 메이커스 시민교육 1,153명

2021년 바이오헬스 벨트화 
사업 추진

◦ 바이오헬스 허브 조성 개발계획 수립 용역 추진
 - 2월: 착수보고회, 3~8월: 워킹그룹 회의, 중간보고회
 - 9월: 기본구상(안) 및 사업방식 수립, 10월: 관련부서 협의 

및 주민의견 청취, 12월: 재해·경관·도시계획 위원회 심의
◦ C&D 플랫폼 운영 등 지원사업 추진
  - 9월말 현재: 기관 13개, 기업 145개사/ 기관협력사업 33개사
◦시민연계 건강관리 기반조성
  - 6월: 공모사업 선정(광융합 휴먼케어 기술개발사업)
◦K-바이오헬스 지역센터 유치
  - 12월: 분당서울대학교병원

◦ 워킹그룹 운영
   바이오헬스분야 
   전문가 13명
◦ 도시계획 전문가 5명
◦ 주민의견 청취
◦ 바이오헬스 산업 
   운영위원회 위원 13명
◦ 메이커스 프로그램 2,930명

2022년 바이오헬스 벨트화 
사업 추진

◦ 바이오헬스 허브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고시
◦ 바이오헬스 허브 사업시행자 지정 / 타당성조사 및 투자심사
∘C&D 플랫폼 운영 등 지원사업 추진
∘성남 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 3월: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컨소시엄, 네이버클라우드 등

◦ C&D 플랫폼 회원 지원
◦ 메이커스 프로그램 278명

❍ 향후계획

연도 구       분 주    요    내    용 시민참여

2023년 바이오헬스 벨트화 
사업 추진

◦ 바이오헬스 허브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수립
◦ 바이오헬스 허브 도시개발사업 추진(2024~2027)
◦ 허브 운영조직 및 도입시설 구축 방안 마련

❍ 협력체계 구축

단체(기관)명 주요내용 추진상황

가천대학교 산학협력단 「성남가천 메이커시티」 구축·운영 ◦ 기반 구축 완료 및 개소
◦ 시제품 제작, 교육 프로그램 등 운영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TL) C&D 플랫폼 회원 참여 ◦ GMP 시스템 구축 지원 프로그램 운영

광운학원 보건 의료 고도화 ◦ 글로벌 협업 연구센터 운영 등 공모사업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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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비 54.1 408 54.1 408 315 93

    ∙ 공모사업 추진

응모일시 공모기관 공모사업명 응모금액
(천원)

추진상황

응모결과 확정일시

2019. 3. 중소벤처기업부 메이커스페이스 구축·운영
3,147,000

(시비 450,000)
확정 2019. 6.

2020. 2. 산업통상자원부
스마트 홈 케어 유니버셜 

디자인 및 제품 개발

3,619,157
(시비: 개발성과에 
따라 추후 확정)

확정 2020. 5.

2020. 2. 산업통상자원부
AI 기술 적용 대사증후군 
케어 비즈니스 모델 개발

6,015,800
(시비: 개발성과에 
따라 추후 확정)

확정 2020. 5.

2020. 2. 산업통상자원부
현장진단기기 개발 및 

글로벌협업연구센터 구축
3,065,383

(시: 공간 지원)
확정 2020. 5.

2021. 6. 산업통상자원부 광융합 휴먼케어 기술개발 사업
2,250,000

(5년, 전액 국비)
확정 2021. 6.

2021.11. 한국보건산업진흥원 K-바이오헬스 지역센터 지원사업
750,000

(시비 65,000)
확정 2021. 12.

2022. 3. 산업통상자원부 로봇활용 사회적약자 편익지원사업
770,000

(시비 154,000)
심사중 2021. 5.

※ 공약사업 향후(민선8기) 예산 집행 전망
(단위: 백만원, %)

구분 총
사업예산 기투자 민선7기

집행액

  민선8기 연도별 재정집행 전망 향후
(2026년
하반기 
이후)소계 2022

하반기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상반기

총액 850,682 408 585,907 190 192,477 32,225 126,945 234,070 264,775

시비 162,475 408 162,067 190 161,877
(토지출자)

기타 688,207 423,840 30,600 32,225 126,945 234,070 264,775



□ 문제점 및 해결방안

현       황 문제점 및 원인 해결방안 및 정책대안

자생적으로
각 밸리별

 바이오헬스 산업 
생태계 조성

◦ 안전성 평가 및 인허가 전문지원기관의 
   부재로 생태계 불안정

◦바이오헬스 벨트 내 전문기관 입주를 통한 선순환
  산업 생태계 구축

◦ 他 바이오클러스터 생태계 내 기업의
   인큐베이팅 전문기관 부재

◦ 코디네이터 기능 강화로 사업화 단계별 기업의 
   시장진출을 전문적 지원할 수 있는 체계 확립

◦ 기업의 애로사항별 필요한 서비스와 
   지원기관 연계 지원 체계 부족

◦ 특허출원, 투자사 등 생태계 진입 지원 민간기관 입주
◦ 공공 의료/헬스케어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을 통한
   양질의 데이터 활용 및 의료산업 협업 기반 마련 

◦ 바이오헬스 허브 조성 전까지 네트워크, 
   C&D 플랫폼 지원, 국가 공모사업 추진 
   등 공유공간 부족

◦ 가스공사 부지 기부채납 업무시설 활용 및 임대형
   업무시설에 공유공간 확보하여 사업 추진

◦ 바이오헬스 허브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 재심의 결정

◦ 심의의견을 검토·보완하여 재심의 후 개발계획 수립

□ 공약사업 연속성 확보 방안

❍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개발계획 수립․고시 완료 후 사업자 선정 및 

실시계획 수립․고시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개발사업 추진

□ 기대효과 

❍ 공공 의료데이터 서비스 제공을 통한 의료산업 육성 및 기업유치 경쟁력 확보

❍ 시민 건강관리 플랫폼을 기반으로 시민 참여형 바이오헬스 산업 성장

❍ 체계적인 사업화 지원 시스템을 확립하여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및 

도시경쟁력 강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