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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교권역·위례비즈밸리> 
 미래신산업 및 스타트업 메카화

이행단계
이행 후
계속 추진

임기구분 사업주체 신규여부 사업기간 고용창출 시민참여

임기내 성남시 신규 장기 - 명 3,190명

주관부서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미래산업팀장 이원배, 담당 윤은희 ☎ 729-8532
                                               담당 한지혜 ☎ 729-8534

협조부서
주차지원과 주차지원과장 김연수, 주차행정팀장 문광호, 담당 조준환  ☎ 729-8936
토지정보과 토지정보과장 김영옥, 드론공간정보팀장 박광식,  담당 김기한 ☎729-2442

성남산업진흥원 ICT산업부 이재일 ☎782-3014

협력체계 KAIST, 네이버랩스, LH, 경기대학교

시민참여 전문가 그룹, 주민설명회 등

□ 정책목표

신기술 전문교육 플랫폼 구축을 통한 기술지원과, 
신산업 인프라 및 생태계 구축을 통해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판교 제1․2․3테크노밸리와 위례 비즈밸리를 
미래 신산업의 혁신 창업 집적지로 조성

-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산업거점특화 구상 -

□ 개    요
   ❍ 사업기간: 2018. ~ 2022.
  ❍ 사업범위: 판교1,2,3테크노밸리, 위례비즈밸리

판교 테크노밸리 판교 제2테크노밸리 판교 제3테크노밸리 위례 비즈밸리

 - 위치 : 분당구 삼평동 일원
 - 면적 : 661,925㎡
 - 내용 : 자족기능 강화를 
   위한 융합기술 중심의 
   첨단 혁신 클러스터
 - 기간 : 2005.8~ 2015.12 
 - 시행 : 경기도, 경기지방공사

 - 위치 : 시흥동, 금토동 일원
 - 면적 : 430,402㎡
 - 내용 : 창조, 성장, 벤처,
   혁신기업, 글로벌, 소통
   교류 공간 
 - 기간 : 2015.11 ~ 2021.12
 ∙ 시행 : 경기도, 성남시,
   LH공사, 경기도시공사

 - 위치 : 금토동 일원
 - 면적 : 583,581㎡
 - 내용 : 맞춤형 주택, 미래
   금융산업 혁신클러스터,
   ICT 첨산산업 융복합클러
   스터, 문화·근린생활 시설 
   근린 클러스터 
 - 시행 : LH공사  

 - 위치 : 위례택지개발지구
   (복정동 창곡천 일원)
 - 면적 : 144,612㎡
 - 내용 : ICT 및 비즈니스
   서비스 연계 거점
 - 시행 : 성남시, LH공사

  ❍ 사업내용 

추 진 사 업(과제) 담당부서

신기술전문교육 통합 플랫폼 구축(유망 기술대학 연구기능 유치 등)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자율주행 기술혁신 플랫폼 조성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드론 생태계 조성을 위한 실외 시험비행장 조성 토지정보과

스마트모빌리티 활성화 체제 구축 주차지원과



【신기술전문교육 통합 플랫폼 구축 :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 이행 로드맵(연도별 추진계획)

추진연도 추진일정 추진계획 비고

2018년 하반기
∘ 방침 결정 및 사업계획 수립
∘ KAIST 연계 차세대 ICT연구센터 개소
∘ 산학연계 프로그램 운영

2019년 연  간 ∘ 산학연계 프로그램 운영
∘ KAIST 연계 AI연구센터 유치

2020년 연  간 ∘ 산학연계 프로그램 운영

2021년 연  간 ∘ 산학연계 프로그램 운영

2022년 연  간 ∘ 산학연계 프로그램 확대 운영

2023년이후 연  간 ∘ 산학연계 프로그램 확대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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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비 6,150 500 3,050 50 700 700 800 800 2,600

□ 목표달성 확인지표: 공약 이행률 100%

연도 확인지표 비중
(100%) 목표(A) 실적(B) 달성률

(B/A)×100

2018년  KAIST 연계 ICT연구센터 개소
산학연계 프로그램 운영 30 ICT 연구센터 개소

산학연계 프로그램 운영
7월 센터 개소

8개 프로그램 운영 100

2019년 KAIST 연계 AI연구센터 유치
산학연계 프로그램 운영 30 AI 연구센터 유치

산학연계 프로그램 운영
12월 센터 설치

8개 프로그램 운영 100

2020년 산학연계 프로그램 학대 운영 30 산학연계 프로그램 운영 11개 프로그램 운영
(AI 연구센터 추가 설치) 100

2021년 산학연계 프로그램 확대 운영 10 산학연계 프로그램 운영 15개 프로그램 운영 100

2022년 산학연계 프로그램 확대 운영 계속 산학연계 프로그램 운영
12개 프로그램 운영
(차세대ICT연구센터와  
K-GLOBAL통합 운영)

-

□ 공약 이행사항 
❍ 사업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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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획 수립 계획 수립

ICT 연구센터 개소 센터 개소

AI 연구센터 유치 센터 설치 추가 설치

산학연계 프로그램 운영 연간 운영 연간 운영 연간 운영 연간 운영 연간운영



∙ 사업추진상황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비고

K-Global
프로그램 운영

◦ 기술이전 (9건)
◦ 기술종합자문 (35건)
◦ 기술이전설명회 (4회)
◦ 기술이전후속지원 (11건)
◦ 역량강화세미나(5회)

◦ 기술이전 (6건)
◦ 기술종합자문 (25건)
◦ 기술이전설명회 (4회)
◦ 기술이전후속지원 (7건) 
◦ 역량강화세미나(5회)

◦ 기술이전 (4건)
◦ 기술종합자문 (36건)
◦ 기술이전설명회 (4회)
◦ 기술이전후속지원 (2건)

◦ 기술이전 (3건)
◦ 기술종합자문 (34건)
◦ 기술이전설명회 (2회)
◦ 기술이전후속지원 
   (11건 / 6개사) 

차세대 ICT
연구센터 운영

◦ 인공지능집중교육 (13회)
◦ 리더십포럼 (10회)
◦ EE Co-op+ (4개사),
   EE Co-op  (2개사)
   프로그램   

◦ 인공지능집중교육 (10회)
◦ 리더십포럼 (11회)
◦ EE Co-op+(8개사),
   EE Co-op (1개사) 
   프로그램 

◦ 인공지능집중교육 (16회)
◦ 리더십포럼 (5회)
◦ EE Co-op+ (6개사), 
   EE Co-op  (1개사)
   프로그램 

◦ 머신러닝과 빅데이터 교
육 (8회)

◦ 리더십포럼 (6회)
◦ EE Co-op+ (9개사) 
   프로그램
◦ 기술종합자문 (14건)
◦ 과제 유치 컨설팅 (3건)

KAIST AI대학원 
성남연구센터 운영 

◦ 인공지능 인재양성 (58명)
◦ 관내기업 산학협력 (9개사)
◦ 기술자문 (47건)
◦ 인공지능기술설명회(1회)

◦ 인공지능 인재양성(57명)
◦ 관내기업 산학협력(10개사)
◦ 인터십 프로그램(10개사)
◦ 기술자문(24건)
◦ 인공지능기술설명회(3회)
◦ 인공지능기술세미나(8회)

※ EE Co-op/EE Co-op+프로그램(Electrical Engineering cooperation Program)

  : 전기 및 전자공학부 협력 프로그램으로 기업-KAIST 공동연구 지원사업임

K-Global 프로그램 
(기술이전설명회)

차세대 ICT 연구센터 
운영(인공지능집중교육)

KAIST AI대학원 
성남연구센터 운영

❍ 공약사업 이행상황

연도 구       분 주    요    내    용 시민참여

2018년

사업계획 수립 ◦ 11. 15.: 사업계획 수립
◦ 프로그램 참여
   :459명KAIST 연계 차세대

ICT연구센터 개소
◦ 7월: 차세대 ICT연구센터/기술가치창출원 Branch office 개소(킨스타워 12층)
◦ 산학연계 프로그램 운영: 8개 프로그램

2019년
KAIST 연계 

성남 AI연구센터
개소 

◦ 1월: 진흥원–KAIST 인공지능(AI) 대학원 유치단 업무협약 체결
  - [과기부] 인공지능(AI) 대학원 지원사업 공모 신청
◦ 2월: 차세대 ICT연구센터/K-GLOBAL 사업 공동운영 협약 
◦ 3월: [과기부] 인공지능(AI) 대학원 지원사업 선정
◦ 10월: 성남시-KAIST 인공지능(AI) 인재양성 및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
◦ 12월: KAIST 인공지능(AI) 대학원 성남연구센터 설치(킨스타워 18층), 
  - 진흥원-KAIST AI대학원 성남연구센터 운영사업 업무 협약 체결
◦ 산학연계 프로그램 운영: 8개

◦ 프로그램 참여
   :834명

2020년 산학연계 
프로그램 운영

◦ 4월: 차세대 ICT연구센터/K-GLOBAL 사업 공동운영 협약 
◦ 5월: KAIST 인공지능(AI) 대학원 성남연구센터 추가설치(킨스타워 9층)
◦ 7월: KAIST 인공지능(AI) 대학원-진흥원-에프앤에스홀딩스 공동
       기술 연구를 위한 3자간 업무 양해각서 체결
◦ 산학연계 프로그램 운영: 11개 프로그램

◦ 프로그램 참여
   :1,072명

2021년 산학연계
프로그램 운영

◦ 3월: 차세대 ICT연구센터/K-GLOBAL 사업 공동운영 협약 
◦ 6월: 진흥원-KAIST AI대학원 성남연구센터 공동운영
        업무협약 
◦ 산학연계 프로그램 운영: 15개 프로그램

◦ 프로그램 참여
    :505명



  ❍ 협력체계 구축(협약 기관 및 협약 내용)

단체(기관)명 주요내용 추진상황 비고

KAIST
차세대 ICT연구센터 운영,

KAIST 인공지능(AI) 대학원 성남연구센터 운영

기술이전, ICT기술교육,
AI분야 인재양성, 산학협력 

추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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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7.5 3,108 500 85.5 2,608 50 808 600 650 500

  ∙ 공모사업 추진

응모일시 공모기관 공모사업명 응모금액
(천원)

추진상황

응모결과 확정일시

2019. 0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AI) 대학원 지원사업
9,000,000

※ KAIST AI 대학원 
본원 집행

확정 2019. 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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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비 6,150 500 2,758 2,600 - 650 650 650 650



【드론 생태계 조성을 위한 실외 시험비행장 조성 : 토지정보과】
 ❍ 이행 로드맵(연도별 추진계획)

추진연도 추진일정 추진계획 비고

2018년 하반기 ∘추진계획 수립, 관계기관 실무협의 및 시험비행 실시

2019년 연  간
∘드론 생태계 조성을 위한 실외 시험비행장 업무협약 
  및 시험비행장 조성 운영

2020년 연  간 ∘드론과 ICT기술이 융합된 비즈니스 생태계 조성

2021년 연  간 ∘실증, 공모를 통한 기업의 기술이 시민의 생활로 확산

2022년 연  간 ∘자율항행 드론 정착화, 드론과 연계된 산업과 융합발전

2023년이후 지  속 ∘드론 생태계 지속 발전 및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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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90 3,240 400 2,360 480 150

국비 2,020 1,870 200 1,520 150 150

도비 240 240 240

시비 1,130 1,130 200 600 330

기타

□ 목표달성 확인지표: 공약 이행률 100%

연도 확인지표 비중
(100%) 목표(A) 실적(B) 달성률

(B/A)×100

2018년 사업계획 수립
시험비행 실시 10 계획 수립

시험비행
11월 계획 수립

24회 시험비행 실시 100

2019년 시험비행장 조성
상용화 환경 구축 30 비행장 조성

안전관리･기술개발 생태계 조성
3개소 조성(3기관 협약)
협약 체결(1기관 1개사) 100

2020년 5G상공망 클러스터 구축
상용화 환경 구축 30 클러스터 구축

다중관제 시스템 구축 협약
1월 상공망 구축
8개 기관 협약 100

2021년 상용화 환경 구축 30
기반조성 지원 조례 제정

기후변화 대응 서비스 협약
드론 실증 도시

2월 조례 제정
3월 협약 체결(수도권기상청)
5월 협약 체결(국토부 등)

100

2022년 상용화 환경 구축 계속 상용화 환경 구축 드론 실증도시 구축사업 공모 
선정 30



□ 공약 이행사항
❍ 사업성과

    ∙ 본 사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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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론생태계 조성 계획 수립 공간구축 고도화 사업확장 지속성확보

드론시험비행장 조성 및 운영(2019. ~) 5G상공망 클러스터 구축(2020. ~) 

◦ 관제권 내 시험비행장 조성(3곳) 
   및 규제개혁을 통한 지원
◦ 가이드라인 구축, 안전 및 보안
    통제관, 중앙기관 네트워크 형성

◦ 5G 상공망 클러스터 구축(코이카)
◦ 전국최초 5G테스트 지원
◦ 5G 품질 측정, 비행환경 컨설팅

    ∙ 사업추진상황 

2019.2.18.협약식 2019.4.25.협약식 2019.11.25.협약식 2020.11.5.협약식

2021.3.24.협약식 2021.5. 드론실증도시 세계스마트시티기구 금상 시험비행장 운영상황

    ∙ 연계사업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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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론생태계 조성 3개 사업 5개 사업 1개 사업

❍ 공약사업 이행상황

연도 구       분 주    요    내    용 시민참여

2018년 공약사업 추진계획 
수립 ◦ 10월 ~: 시험비행장 조성을 위한 업무협의 추진

2019년 시험비행장 조성
 (3개소) 및 운영

◦ 2월: 업무협약 체결(성남시, 공군제15특수임무비행단,
                      한국국제협력단, 항공안전기술원)
◦ 4월: 드론을 활용한 관군 통합방위 운영 협약식(55사단)
◦ 11월: 드론을 활용한 안전관리 및 기술개발 생태계 조성 
        업무협약식(SK텔레콤, 한국지역난방공사)

2020년 ICT기술 융합 비즈니스
생태계 조성

◦ 1월: 전국최초 드론 상공망 5G클러스터 조성 완료
◦ 1월 ~ 5월: 자율비행 드론 실증(탄천 왕복 4km구간 100소티)
◦ 10월: 세계스마트시티기구 어워즈 신기술분야 금상 수상
         (드론으로 만드는 기회의 도시 성남)
◦ 11월: 드론기반 다중관제시스템 구축 업무협약 체결(8개 기관)

◦ 시민 설문조사
   : 300명 진행

2021년 실증, 공모 통한 
시민 생활로 확산

◦ 2월: 성남시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 3월: 기후변화 공동대응 및 서비스 구축을 위한 업무
       협약식(수도권기상청)
◦ 5월: 드론 실증도시 구축 관련 업무협약 체결(국토부 등)

2022년 상용화 환경 구축 ◦ 3월: 2022년 드론실증도시 구축사업 



  ❍ 협력체계 구축(협약 기관 및 협약 내용)

단체(기관)명 주요내용 추진상황 비고

공군15비, 
항공안전기술원, 
한국국제협력단

관제권 내 드론시험비행장 3곳 
조성

180회 시험비행
(지속 추진 중)

55사단 관군 통합방위 드론운영 28회 작전 협력

한국지역난방공사
SK텔레콤

드론을 활용한 안전관리, 기업 
활성화

열수송관 안전 점검 120km, 기업 
협력 공모사업 추진 3회

성남소방서, 분당소방서, 
분당경찰서, 수정경찰서, 

중원경찰서, 55사단 
3대대, SK텔레콤

드론기반 다중관제시스템 구축 1차, 2차 사업 완료

수도권기상청 드론을 활용한 기상기후 협력사업
드론윈드길, 열섬지도 구축 2차 

사업 진행 중

국토교통부
2021년 드론실증도시 구축 사업 추진 완료

2022년 드론 실증도시 구축 사업 추진 중(10%)

  ❍ 민선7기 공약사업 예산 집행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총

집행률(E)
F/(B+C)

총
집행액(F)

(G+I)

기투자
집행액(G)

민선7기
집행율(H)

(I/C) 

  민선7기 연도별 재정 집행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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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반기

계 18.5 600 18.5 600 170 430

국비 30.4 570 30.4 570 170 400

도비 12.5 30 12.5 30 30

시비

기타

  ∙ 공모사업 추진

응모일시 공모기관 공모사업명 응모금액
(천원)

추진상황

응모결과 확정일시

2020.4월 행정안전부 자치단체협업지원사업
(드론기반 다중관제) 400,000 확정 2020.8월

2020.6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년 드론 AI학습용
데이터 구축사업 3,600,000 확정 2020.10월

2020.5월 기상청 기상기후 융합서비스 450,000 확정 2020.12월

2020.10월 국토교통부 공간정보 모범선도사업 140,000 확정 2021.2월

2021.1월 국토교통부 스마트시티솔루션확산사업 1,400,000 확정 2021.3월

2021.4월 국토교통부 드론실증도시 구축사업 900,000 확정 2021.5월

2022.2월 국토교통부 2022년 드론실증도시 
구축사업 1,900,000 확정 2022.3월



【자율주행 기술혁신 플랫폼 조성 :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 이행 로드맵(연도별 추진계획)

추진연도 추진일정 추진계획 비고

2020년 4~5월 ∘ 변경계획 수립
∘ 기술사업화(R&BD) 지원 공고 및 참여기업 모집

2020년 6월 ∘ 자율주행 기본시험장 대상지 선정 및 임차

2020년 7월  ∘ 기술사업화(R&BD) 지원 협약체결 및 사업비 지급
∘ 규제특례지원 대상기업 모집

2020년 8월 ∘ 시뮬레이션 플랫폼 구축 사업자 선정
∘ 자율주행 기본시험장 구축

2020년 11월 ∘ 자율주행 시뮬레이션 플랫폼 구축

2020년 12월 ∘ 기술사업화(R&BD) 지원 결과 보고 및 정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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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비 500 0 500 0 0 500 0 0

□ 목표달성 확인지표: 공약 이행률 100%

연도 확인지표 비중
(100%) 목표(A) 실적(B) 달성률

(B/A)×100

2020년

자율주행 기본시험장 구축 30 기본시험장 구축 기본시험장 조성
(2021. 1월 개소) 100

자율주행 시뮬레이션 플랫폼 구축 30 시뮬레이션 플랫폼 구축 11월 구축 완료 100

기술사업화(R&BD) 지원 10 기술사업화 지원 5월 모집 실시 100

규제특례기업 실증지원(상시) 30 실증지원 7월 모집 실시 100

□ 공약 이행사항 
❍ 사업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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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획 수립 계획 수립 계획 변경

시험장 조성 기본 시험장
선정 및 조성

자율주행 시뮬레이션 
플랫폼 구축 플랫폼 구축

자율주행 기술사업화
(R&BD) 지원

2개 기업
1.7억원 지원

자율주행 규제특례
기업 실증지원  

1개 기업
1천만원 지원



    ∙ 사업추진상황

자율주행 기본시험장 조성

◦ 위    치: 성남수질복원센터(복정동) 

◦ 개 소 일: 2021. 2. 9.

◦ 조성내역

  - 나대지 평탄화를 통한 자율테스트 공간 조성(1,872㎡)

  - 부지 내 자율주행 도로구간 조성(1km / 최대 직선구간 450m)

◦ 특   징

  - 기본 테스트를 수행할 수 있는 넓은 공간 제공(자율주행차, 로봇 등)

  - 수질복원센터 내 도로 등 기존시설을 최대한 활용해 구축비용 절감

  - 자율주행 기업 집적지인 판교와 서울에서 가장 가까운 시험장

  - 시설 사용료가 없어 기업의 비용부담을 덜어줌

자율주행 시뮬레이션 플랫폼(샤크: SHARK) 구축

실제도로 시뮬레이션
◦ 자율주행 기술검증을 위한 가상 테스트베드(전국 최초, 2020. 11. 구축)

◦ 실도로 주행 전 실제상황과 같은 정밀 테스트 수행(판교, K-City 등)

◦ 네이버랩스와 협업으로 구축예산 절감(네이버랩스 판교지역 지도 제공)

  ※ SHARK(Seongnam Hightech Autonomous Road frameworK)

자율주행 스마트도서관 실증사업 추진

◦ 로봇이 탄천을 운행하며 도서관 서비스 제공(전국 최초)

◦ 뉴노멀 시대에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비대면 공공서비스 개발

◦ 공모사업을 통한 국비 230백만원 획득(한국로봇산업진흥원)

◦ 탄천을 자율주행 실증 테스트베드로 명소화

◦ 시민 독서율 증진 및 지역 간 도서대출 격차 해소

◦ 자율주행 스마트도서관 로봇 명칭 공모(카북이)



❍ 공약사업 이행상황

연도 구       분 주    요    내    용 시민참여

2018년 추진계획 수립 ◦ 11월: 사업계획 수립

2019년 사업화 추진 ◦ 글로벌 자율주행 챌린지 개최 사업화 방안 추진

2020년

사업계획 변경
◦ 4월: 사업계획 변경(※ 경기도와 공동개최 무산)
  - 당초: 글로벌 자율주행 챌린지 개최 
    ⇒ 변경: 자율주행 활성화 사업 추진

자율주행 기본시험장 조성
◦ 8월: 기본시험장 대상지 선정 및 임차(판교동 493번지)
◦ 10월: 기본시험장 대상지 변경(성남수질복원센터)
◦ 12월: 기본시험장 조성(차선 도색, 평탄화 작업)

자율주행 시뮬레이션
플랫폼 구축

◦ 7월: 네이버랩스 업무협약 체결
       (시뮬레이션 플랫폼 지도제공) 
◦ 10월: 시뮬레이션 플랫폼 구축 사업자 선정 및 계약
◦ 10월 ~ 11월: 시뮬레이션 플랫폼 구축

자율주행 기술사업화
(R&BD) 지원

◦ 5월: 자율주행 기술사업화(R&BD) 지원 참여기업 모집
◦ 7월: 자율주행 기술사업화(R&BD) 협약체결 및 사업비 지급
   - 2개 기업, 1억 7천만원
◦ 7월 ~ 11월: 실증과제 수행 및 중간점검
◦ 11월 ~ 12월: 결과보고 및 정산

자율주행 규제특례
기업 실증지원  

◦ 7월: 규제특례지원 실증지원 대상기업 모집(상시)
◦ 12월: 규제특례지원 실증지원 대상기업 지원
  - 1개 기업, 1천만원

2021년

자율주행 기본시험장 조성 ◦ 2월: 기본시험장 조성 완료 및 개소(미디어데이 개최)
◦ 3월: 자율주행 모빌리티 시연회 개최

자율주행 시뮬레이션
플랫폼 구축 ◦ 1월: 기업 대상 서비스 개시

자율주행 스마트도서관
실증사업 추진

◦ 3월: 공모사업 신청(한국로봇산업진흥원)
◦ 5월.: 공모사업 선정 및 협약체결
◦ 6월: 실증사업 킥오프 회의 개최
       스마트도서관 로봇 제작 착수
◦ 8월: 규제샌드박스 신청(산업통상자원부)
◦ 9월: ｢성남시 첨단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개정 - 실증사업 지원근거 마련
◦ 10월: 정밀도로지도 작성, 도서 반납함 설치, 
         실증구간 표시 
◦ 11월: 규제샌드박스 승인 / 로봇 시연회 개최

  ❍ 협력체계 구축(협약 기관 및 협약 내용)

단체(기관)명 주요내용 추진상황 비고

네이버랩스 성남 AI·자율주행 산업발전 협력

- 자율주행 시뮬레이션 플랫폼  

(SHARK) 구축 협력

- 자율주행 정밀지도 규제개선 협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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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7.6 488 97.6 488 48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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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비 500 488



【스마트모빌리티 활성화 체제 구축 : 주차지원과】
  ❍ 이행 로드맵(연도별 추진계획)

추진연도 추진일정 추진계획 비고

2020년 1월 ~ 12월 ∘ 사업계획 수립 및 활성화 추진

2021년 1월 ~ 12월 ∘ PM 시범사업 추진, 성남시 개인형이동장치 활성화 방안 정책연구 완료

2022년 1월 ~ 12월 ∘ PM 활성화 추진

2023년이후 1월 ~ 12월 ∘ PM 활성화 추진

□ 재정투입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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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0 0 440 0 0 0 440 0 70

도비 220 0 220 220 0

시비 290 0 220 220 70

※ 변경사유: PM 시민보험 갱신 일정 변경

□ 목표달성 확인지표: 공약 이행률 100%

연도 확인지표 비중
(100%) 목표(A) 실적(B) 달성률

(B/A)×100

2020년 사업계획 수립
활성화 조례 제정 50 계획 수립

조례 제정
12월 계획 수립
11월 조례 제정 100

2021년 PM 시범사업 추진 50 위례지구 시범사업
활성화 정책연구

개인형 이동장치(PM) 시범사업자 선정 추진
활성화 방안 연구 완료 100

2022년 PM 활성화 추진 계속 활성화 사업 추진
경기도 PM 시범지구 공모사업 추진

(PM 시민보험 가입, 자전거도로 정비 및 
신설, PM 주차장 설치)

-

□ 공약 이행사항
❍ 사업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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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M 시범사업 추진
(정책연구 포함)

사업방침
결정

실증사업 추진
(대중교통 연계)

사업계획 
수립

조례 제정

위례지구 추진
PM 활성화 방안 정책연구 완료

PM 시민보험 가입 완료 



   ∙ 사업추진상황 
PM 이용 활성화

◦ PM 이용자의 주차 질서 확립 및 이용 활성화
  - 2021. 10.: 개인형 이동장치(PM) 시범지구 사업 실시 계획 수립 
  - 2021. 11.: 시설 개·보수를 위한 기본 및 실시 설계 
  - 2021. 12.~: 개인형 이동장치(PM) 시범사업 추진
    (PM 시민보험가입, 자전거도로 신설, PM 주차장 설치, PM 안전 이용 시민홍보)

❍ 공약사업 이행상황
연도 구       분 주    요    내    용 시민참여

2018년 사업계획 수립 ◦ 11.  5.: 추진 방침 결정
◦ 11. 15.: 스마트시티 워킹그룹 정책회의

2019년 실증사업 추진 ◦  4. 15.: ‘대중교통 연계형 스마트모빌리티 공유시스템’ 실증지원

2020년

개인형 
이동장치(PM)
시범사업 추진

및
활성화 조례 제정 

◦ 12.  3.: 사업계획 수립
◦ 4.  21.: 공유서비스 전동킥보드업체 사전업무 협의–6개 업체 
◦ 7월 ~ 9월: 전동킥보드업체 업무 협의(빔, 씽씽, 킥고잉, 윈드, 라임)
◦ 10. 16.: 위례지구 PM 시범사업 실무협의(송파구, 성남시, 하남시, LH)
◦ 11. 02.: 「성남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활성 및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
◦ 11. 12.: 위례지구 PM 시범사업 주민설명회 개최(LH)
◦ 12. 10.: 위례지구 PM 시범사업 업무협약체결(송파구, 성남시, 하남시, LH)

◦ 주민설명회
       20명

2021년

개인형 
이동장치(PM)
시범사업 추진

◦  2월: 위례지구 PM 시범사업 사업자 선정(피유엠피)
◦ 11월: 성남시 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 활성화 방안 정책연구 완료

개인형 이동장치(PM) 
시범지구 공모사업 추진

◦ 12월: 판교테크노밸리 PM 시범지구 경기도 공모사업 추진
  - PM 시민보험 가입 완료
  - PM 도로(자전거도로) 신설 추진 중
  - PM 주차장 설치 추진 중(17개소)

2022년
상반기

개인형 
이동장치(PM)
시범사업 추진

◦ 3월: 위례지구 PM 시범사업 협약종료 및 모니터링 결과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PM) 
시범지구 공모사업 추진 

◦ 3월 ~ 6월: 자전거도로 신설 완료
◦ 3월 ~ 6월: 판교테크노밸리 PM 주차장 설치 완료(17개소)

❍ 향후계획
연도 구       분 주    요    내    용 시민참여

2022년
하반기

개인형 이동장치(PM) 
활성화 사업 추진 

◦ PM 주차장(주차존) 추가 설치
◦ 12월: PM 시민보험 갱신

  



  ❍ 협력체계 구축(협약 기관 및 협약 내용)

단체(기관)명 주요내용 추진상황 비고

한국토지주택공사
공유 퍼스널모빌리티(PM) 

위례지구 시범사업 시행

2021.3.30.~2022.3.31.:위례지구 시범사업 

2022.3.31.: 위례지구 시범사업 추진성과 공유

(성남시, 송파구, 하남시, LH, PUMP 협약)

경기대학교
성남시 개인형 이동장치(PM)의 이용 

활성화 방안 정책연구 완료

- 2021.  5월: 정책연구 착수

- 2021.  9월: 정책연구 중간보고

- 2021. 11월: 정책연구 준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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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69.2 0 16% 69.2 0 0 0 61.4 7.8

도비 16% 34.6 0 16% 34.6 - - - 30.7 3.9

시비 16% 34.6 0 16% 34.6 - - - 30.7 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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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0 440 290 70 70 75 75 0

도비 220 220

시비 510 220 290 70 70 75 75

□ 기대효과

  ❍ 개인형 이동장치(PM), 자율주행, 드론 등 4차산업의 기반 생태계를 

조성하고 산학연계를 통해 기업을 지원하여 성남을 미래 신산업 및  

스타트업의 메카로 자리매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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