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약번호 
91 성남벤처펀드 3,000억원 확대 조성

이행단계
이행완료

임기구분 사업주체 신규여부 사업기간 고용창출 시민참여
임기내 성남시 계속 단기 1,380명 - 명

주관부서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담당관 주광호, 게임콘텐츠팀장 강미정, 담당 황기석 ☎ 729-8892
협조부서 성남산업진흥원 외부자원유치단장  김대식, 담당 장승일 ☎ 782-3019
협력체계
시민참여

□ 정책목표

 공공 투자를 통한 민간 투자 촉진으로 관내 혁신창업 생태계 활성화 
및 창업기업의 지속성장을 지원하고자 함

□ 개    요
❍ 내    용: 벤처기업 및 창업기업 투자목적의 펀드 조성(시비 출자)
❍ 조성조건: 시 투자금액의 2배 이상 성남 소재 기업 투자
❍ 사업목표: 총 3,000억원으로 확대(기조성 1,027억원 포함)

  ❍ 추진근거: 성남산업진흥원 설립･운영 조례 제5조의2
 ❍ 이행 로드맵(연도별 추진계획)

추진연도 추진일정 추진계획 비고

2018년 연   간 ∘방침결정, 3호~6호 운영(총795억원), 7호 펀드 신규 결성(261억원)

2019년 연   간 ∘8호 신규 결성(491억원)

2020년 연   간 ∘9호 신규 결성(525억원)

2021년 연   간 ∘10호 신규 결성(395억원)

2022년 연   간 ∘11호 신규 결성(385억원)

2023년이후 연   간 ∘12호 신규 결성(220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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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0,000 79,500 198,500 26,100 41,900 52,500 39,500 38,500 22,000

시비 26,100 8,500 15,600 700 2,800 4,100 4,500 3,500 2,000

기타 273,900 65,600 182,900 25,400 39,100 48,400 35,000 35,000 20,000

※ 기타재원 현황 : 정부 모태펀드 

구    분 명    칭 운용(유치)내용 금액(천원) 비고

국비/민간 모태펀드 및 민간 투자금 펀드 출자 자금 273,900,000 펀드 총액의 91.3%



□ 목표달성 확인지표: 공약 이행률 100%

연도 확인지표 비중
(100%) 목표(A) 실적(B) 달성률

(B/A)×100

2018년
하반기 성남펀드 3,000억원으로 확대 20 펀드 조성

3,000억원
펀드 조성
2,387억원 79.6

2019년 성남펀드 3,000억원으로 확대 20 펀드 조성
3,000억원

펀드 조성
2,723억원 91.1

2020년 성남펀드 3,000억원으로 확대 20 펀드 조성
3,000억원

펀드 조성
3,637억원 121.2

2021년 성남펀드 3,000억원으로 확대 20 펀드 조성
3,000억원

펀드 조성
3,977억원 132.6

2022년 성남펀드 3,000억원으로 확대 20 펀드 조성
3,000억원 -

※ 2020. 9월 기준 ‘기투자 포함 누적 3,637억원 결성’으로 ‘목표 조기 초과 달성’

□ 공약 이행사항 
❍ 사업성과

    ∙ 본 사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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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      계 2,950억원 1,360억원 336억원 914억원 340억원

펀드 신규 조성 1,360억원 1,360억원 시비 30억 출자

펀드 신규 조성 336억원 336억원 시비 20억 출자

펀드 신규 조성 1,254억원 914억원 340억원 시비 65억 출자

    ∙ 연계사업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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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타트업 창업경연대회 53팀 신청 182팀 신청 116팀 신청 134팀 신청 추진중

창업보육센터 7개소
131개 기업

6개소
121개 기업

5개소
81개 기업

4개소
106개 기업 추진중

창업도약지원 패키지 1개 사업 2개 사업 2개 사업 추진중

스타트업 지식재산 플랫폼 5개 사업 5개 사업 5개 사업 5개 사업 4개 사업
추진중

창업지원시설 설치 3개소 1개소 -

소호형 주거클러스터 670호 입주
344호 착공 -

창업경연대회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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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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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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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 총 134팀
 ･예비창업자: 90팀
 ･창업초기기업: 32팀 
- 선정: 8팀



❍ 공약사업 이행상황
연도 구       분 주    요    내    용 시민참여

2018년 7호 펀드 신규 조성 ○ 11월: 7호 펀드 결성(총1,360억원)
 - 시비 30억원, 정부 모태펀드 280억원, 민간 1050억원 -

2019년 8호 및 9호 펀드 신규 조성

○ 11월: 8호 펀드 결성(총150억원)
 - 시비 10억원, 정부 모태펀드 84억원, 민간 56억원
○ 11월: 9호 펀드 결성(총186억원)
 - 시비 10억원, 정부 모태펀드 100억원, 민간 76억원

-

2020년 10호~12호 펀드 신규 조성

○ 7월: 10호 펀드 결성(총334억원)
 - 시비 15억원, 정부 모태펀드 165억원, 민간 154억원
○ 9월: 12호 펀드 결성(총200억원)
 - 시비 10억원, 정부 모태펀드 110억원, 민간 80억원
○ 10월: 11호 펀드 결성(총380억원)
 - 시비 25억원, 정부 모태펀드 150억원, 민간 205억원

-

2021년 13호 펀드 신규 조성 ○ 12월: 12호 펀드 결성(총340억원)
 - 시비 15억원, 정부 모태펀드 200억원, 민간 125억원

※ 성남벤처펀드 운영 현황(2021.3월 기준)                                     (단위: 억원)

구    분 계
3 호 4 호 5 호 6 호 7 호 8 호 9 호 10호 11호 12호 13호

청 산 운 용 중

운용기간 -
2011∼
2018

2013∼
2021 

2016∼
2024

2018∼
2026

2018∼
2026

2019∼
2027

2019∼
2027

2020∼
2028

2020∼
2028

2020
∼
2028

2021
~

2027

출 자
규 모

전  체 3,977 217 200 320 290 1,360 150 186 334 380 200 340

성남시 216 26  15  40  20   30  10  10 15 25 10 15

기  타 3,761 191 185 280 270 1,330 140 176 319 355 190 325

관내 투자조건 675 80  50  80  60    60  40  20 60 125 40 60

투

자

현

황

전

체

기업수 220개사 14개사 17개사 22개사 23개사 64개사 8개사 23개사 15개사 17개사 17개사 추진중

투자액 3225 203 174 302 263 1,497 67 144 190 255 130 추진중

관

내

기업수 49개사 7개사 6개사 8개사 7개사 5개사 4개사 5개사 2개사 3개사 2개사 추진중

투자액 566 87  65 112 80 72 40 25 30 40 15 추진중

  ❍ 협력체계 구축

단체(기관)명 주요내용 추진상황 비고

성남산업진흥원 펀드 운영사 선정 및 운용 지원 관내 투자대상 발굴⸱추천,
펀드 운용점검, 결과 보고 등

펀드 운용사 펀드 조성 및 운용 투자자 모집, 투자조합 결성, 
투자심사⸱결정, 투자 운용 등

※  협력체계 현황

구     분 업   무   범   위 비 고

성남시 - 기본계획 수립, 투자자금 예산 확보 및 교부
- 펀드 결성 및 운용 총괄 관리 -

성남산업진흥원

- 세부 실행계획 수립, 펀드운용사 선정
- 펀드 결성 및 운용 지원 
- 관내 투자대상 발굴⸱추천, 투자기업 대상 관련 지원사업 연계 
- 펀드 운용점검, 청산 및 결과 보고 

-

민간 운용사
(정부 모태펀드 조합)

- 펀드 조성(투자자 모집, 투자조합 결성·등록 등)
- 펀드 운용(투자 심사⸱결정, 조합재산 관리·운용)
※ 정부 모태펀드 조합으로 선정된 민간 운용사는 3개월 이내에
  정부 출자금 외 자금을 자체 모집하여 펀드를 조성하여야 함

벤처투자촉진법 
제70조에 해당

되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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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7 230,060 79,500 75.8 150,560 35,720 103,280 5,060 6,500 -

시비 66.5 16,750 8,500 56.1  8,250 1,060 3,940 2,000 1,750 -

기타 83.5 207,410 65,600 77.5 141,810 34,660 99,340 3,060 4,75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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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3,700 74,100 149,060 140,540 28,108 28,108 28,108 28,108 28,108

시비 20,100 8,500  7,250 4,350 870 870 870 870 870

기타 343,600 65,600 141,810 136,190 27,238 27,238 27,238 27,238 27,238

□ 공약사업 연속성 확보 방안
❍ 청산 펀드 회수금 신규 펀드 조성 예산으로 적극 활용

❍ 펀드명(성남벤처펀드) 유지, 기존 호수와 연속되도록 호수 부여

□ 기대효과 
❍ (민간 벤처투자 촉진) 선제적 공공 투자로 심각한 코로나 상황에서 

벤처투자에 대한 불확실성 완화로 민간투자 활성화 견인

❍ (일자리 창출) 창업초기 벤처기업들은 투자금을 인력 채용에 우선적

으로 사용하고 있어 일반 중소기업 대비 고용창출 효과가 높음

    

< ’15 ∼ ‘19년 벤처투자 피투자기업의 업력별 일자리 창출 효과(중소벤처기업부) >

업력 투자기업수 투자금액 고용증감 10억원당 신규 일자리

초기 (3년 이내) 1,743개 47,982억원 24,039명 5.0개
중기 (3~7년) 813개 31,264억원 12,599명 4.0개
후기 (7년 초과) 783개 34,709억원 11,387명 3.3개

❍ (미래 먹거리 육성) 창업 초기 기업은 신생 분야에 진출해 혁신을 

이루어냄으로써 지역 및 국가 미래 신산업 육성에 기여 

❍ (아시아실리콘밸리 구현) 글로벌 혁신창업 생태계로 도시 브랜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