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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자판교권역> 게임 및 문화콘텐츠 
산업 거점 특화

이행단계
이행후
계속 추진

임기구분 사업주체 신규여부 사업기간 고용창출 시민참여

임기외 성남시 계속 장기 793명 33명

주관부서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담당관 주광호, 게임콘텐츠팀장 강미정, 담당 황기석, 권선우, 이은지 ☎ 729-8892

협조부서 성남산업진흥원 콘텐츠산업부장 이양구, 담당 한광희, 서해석, 양현민 ☎ 782-3096

협력체계 경기도(미래산업과), 경기콘텐츠진흥원, 한국e스포츠협회

시민참여 성남시 특구위원회(11), 성남시e스포츠진흥위원회(8), 판교콘텐츠거리 워킹그룹(14) 등

□ 정책목표

 국내 최대 게임산업 메카인 판교의 산업자원을 지역 문화자산으로 발전
시킴으로써 시민 삶의 질 향상 및 관련 산업⸱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개    요
❍ 대 상 지: 판교1⸱2테크노밸리, 정자동 킨스타워 등
❍ 기    간: 2018 ~ 2024
❍ 예    산: 총 58,480백만원
❍ 내    용: 제도･인프라･앵커시설 구축 등 다각적 특화사업 추진

구분 사업명 내용 비고

제도 기반
마련

판교권역 게임‧콘텐츠
특구 추진

• 위치: 제1⸱2판교, 정자동 킨스타워
• 내용: 관련 산업⸱문화 활성화를 위한 규제특례 적용 
       (특허법, 도로법, 옥외광고물법 등 7개)
• 기간: 2019 ~ 계속        • 예산: 90백만원

기초 
인프라 
조성

민관협력 
‘판교콘텐츠거리’ 조성

• 위치: 판교테크노밸리 중앙통로 (게임사 밀집 지역)
• 내용: 게임 중심의 다양한 콘텐츠 문화 거리 조성
• 기간: 2019 ~ 2022       • 예산: 3,689백만원

앵커시설 
구축

경기 e스포츠전용경기장 
건립

• 위치: 삼평동 626번지(판교테크노밸리內)
• 내용: 경기도 최초의 중대형 e스포츠 전용 경기장 건립
• 기간: 2019 ~ 2024       • 예산: 39,300백만원

중소기업
활성화

글로벌 인디게임 대외 
개최

• 위치: 판교 및 성남시內
• 내용: 중소⸱인디게임 공모전 개최로 중소⸱인디개발자 지원
• 기간: 연1회              • 예산: 290백만원/년

게임콘텐츠 지원 허브 
운영

• 위치: 정자동 킨스타워
• 내용: 성남콘텐츠캠퍼스 운영(게임창업 지원 공간)
• 기간: 연중              • 예산: 335백만원/년

성남창업센터로 
통합

(공간 및 기능 
유지)

산업-
시민사회 
교류 촉진

성남e스포츠(SeN)
페스티벌 추진

• 위치: 판교 및 성남시內
• 내용: 게임⸱e스포츠 테마의 시민 참여 문화 행사
• 기간: 연1회              • 예산: 850백만원/년



 ❍ 이행 로드맵(연도별 추진계획)

추진연도 추진일정 추진계획 비고

2018년 연   간

∘판교권역 문화산업진흥지구 추진
∘글로벌 인디게임 대회 개최
∘게임콘텐츠 지원 허브 운영
∘성남e스포츠(SeN)페스티벌 개최

2019년 연   간

∘판교권역 게임‧콘텐츠 특구 기본방침 결정
∘민관협력 ‘판교콘텐츠거리’ 조성 추진방침 결정
∘경기 e스포츠전용경기장 건립(경기도 공모사업 추진)
∘글로벌 인디게임 대회 개최
∘게임콘텐츠 지원 허브 운영
∘성남e스포츠(SeN)페스티벌 개최

2020년 연   간

∘판교권역 게임‧콘텐츠 특구 사업계획 수립 및 지정 신청
∘민관협력 ‘판교콘텐츠거리’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
∘경기 e스포츠전용경기장 중앙투자심사 및 설계공모
∘글로벌 인디게임 대회 개최
∘게임콘텐츠 지원 허브 운영
∘성남e스포츠(SeN)페스티벌 개최

2021년 연   간

∘판교권역 게임‧콘텐츠 특구 지정 운영(추진계획 수립 및 위원회 구성)
∘민관협력 ‘판교콘텐츠거리’ 공간 리모델링 실시설계
∘경기 e스포츠전용경기장 설계(e스포츠진흥위원회 구성)
∘글로벌 인디게임 대회 개최
∘게임콘텐츠 지원 허브 운영: 연간 운영
∘성남e스포츠(SeN)페스티벌 개최

2022년 연   간

∘판교권역 게임‧콘텐츠 특구 운영
∘민관협력 ‘판교콘텐츠거리’ 리모델링 공사 및 운영계획 수립
∘경기 e스포츠전용경기장 건립 공사 착공
∘글로벌 인디게임 대회 개최
∘게임콘텐츠 지원 허브 운영
∘성남e스포츠(SeN)페스티벌 개최

2023년이후 지   속

∘판교권역 게임‧콘텐츠 특구 운영
∘민관협력 ‘판교콘텐츠거리’ 프로그램 운영
∘경기 e스포츠전용경기장 건립 준공 및 경기장 운영(2024~)
∘글로벌 인디게임 대회 개최
∘게임콘텐츠 지원 허브 운영
∘성남e스포츠(SeN)페스티벌 개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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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480 2,657 27,444 425 10,942 1,907 4,094 10,076 28,380 

도비 10,000 3,000 　 　 　 　 3,000 7,000

시비 48,480 2,657 24,444 425 10,942 1,907 4,094 7,076 21,380

※ 기타재원 현황 

구    분 명    칭 운용(유치)내용 금액(천원) 비고

도비 e스포츠경기장 조성 
사업비

2019.7월
경기도 공모사업 선정 10,000,000 경기도

미래산업과 소관



□ 목표달성 확인지표: 공약 이행률 100%

연도 확인지표 비중
(100%) 목표(A) 실적(B) 달성률

(B/A)×100

2018년
게임･콘텐츠 지원체계 구축

게임･콘텐츠 문화 확산
10

지원 허브 운영
게임대회 개최

성남콘텐츠캠퍼스 운영
9월 인디게임 공모전･페스티벌 개최

100

2019년

게임･콘텐츠 특구 지정
판교콘텐츠 거리 조성

e스포츠 전용경기장 건립
게임･콘텐츠 지원체계 구축

게임･콘텐츠 문화 확산

30

특구 지정 계획 수립
조성계획 수립
지원 허브 운영
게임대회 개최

9월 방침 결재
9월 방침 결재

7월 경기도 공모 선정
성남콘텐츠캠퍼스 운영

9월 인디크래프트 및 페스티벌 개최

100

2020년

게임･콘텐츠 특구 지정
판교콘텐츠 거리 조성

e스포츠 전용경기장 건립
게임･콘텐츠 지원체계 구축

게임･콘텐츠 문화 확산

30

특구 지정
기본계획 수립

설계 공모
지원 허브 운영
게임대회 개최

12월 특구 신청(주민공청회 완료)
12월 기본계획 수립

12월 설계 공모
성남콘텐츠캠퍼스 운영

5월 인디크래프트 가상게임쇼 개최

100

2021년

게임･콘텐츠 특구 지정
판교콘텐츠 거리 조성

e스포츠 전용경기장 건립
게임･콘텐츠 지원체계 구축

게임･콘텐츠 문화 확산

30

특구 지정
실시설계
실시설계

지원 허브 운영
게임대회 개최

4월 특구지정(6월 특구계획 수립)
5월 실시설계 착수
4월 실시설계 착수

성남콘텐츠캠퍼스 운영
5월 인디크래프트 가상게임쇼 개최

100

2022년

게임･콘텐츠 특구  지정
판교콘텐츠 거리 조성

e스포츠 전용경기장 건립
게임･콘텐츠 지원체계 구축

게임･콘텐츠 문화 확산

계속

특구 운영
공사 착공
공사 착공

지원 허브 운영
게임대회 개최

특구사업 추진 및 모니터링
-
-

콘텐츠 기업 지원사업 추진
계획수립 중

-

□ 공약 이행사항
❍ 사업성과

    ∙ 본 사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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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교권역 게임‧콘텐츠
 특구 추진 자료 조사 추진방침

결정
지정 신청

(시→중기부) 특구 지정 운영 3월: 2021
운영성과 보고

민관협력 
‘판교콘텐츠거리’ 조성

추진방침
결정

마스터플랜 
수립 실시설계 추진

2월: 
주민설명회 

개최

경기 e스포츠
전용경기장 건립

공모 선정
(도비100억)

중앙투자 통과, 
설계공모 실시 설계추진

3월:
설계경제성 

검토

글로벌 인디게임
대외 개최

12개 기업
지원

20개 기업
지원

54개 기업
지원

68개 기업
지원

3월:
참여기업 모집

게임콘텐츠 
지원 허브 운영

13개 운영
(397명 참여)

9개 운영
(450명 참여)

7개 운영
(543명 참여)

7개 운영
(800명 참여)

운영중
(입주팀 5개사)

성남창업센터로 
통합 (공간 및 

기능 유지)

성남e스포츠(SeN)
페스티벌 추진

23,500명
방문

27,500명
방문

미실시
(코로나19)

2,410,000명
온라인뷰어 검토중



    ∙ 사업추진상황 
e스포츠경기장 공모선정

(2019)
인디게임공모전

(2019.5.)
SeN페스티벌

(2019.9.)
게임콘텐츠지원허브 

세미나(2019.9.)

판교콘텐츠거리 보고회
(2020.6)

게임⸱콘텐츠특구 공청회
(2020.8.)

인디게임공모전
(2021.5.)

SeN페스티벌
(2021.10.)

    ∙ 연계사업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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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 콘텐츠코리아랩 운영
  - 콘텐츠 창작 지원 공간

창업 46건
일자리 68건

제작지원 113건

창업 39건
일자리 95건

제작지원 558건

창업 22건
일자리 123건

제작지원 885건

창업 17건
일자리 69건

제작지원 167건
사업 추진중

◦ 판교 문화창조허브 운영
  - 콘텐츠 창업 지원 공간

창업 122건
일자리 284건

창업 154건
일자리 315건

창업 147건
일자리 361건

창업 96건
일자리 366건 사업 추진중

◦ 게임힐링센터 운영
  - 게임과몰입 상당/교육 공간

게임문화재단
협약체결

상담 500건, 
검사 250건 등 사업 추진중

◦ 찾아가는 프렌즈랜드 운영
  - 게임소외계층 지원 프로그램

카카오게임즈
협약체결

미실시
(코로나19) 6회 운영 수요처 모집중

❍ 공약사업 이행상황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게임‧콘텐츠
특구 추진 -

◦ 9월: 방침결재
  - 특구지정 추진

◦ 6월: 특구계획 착수보고
◦ 8월: 주민공청회
◦ 12월: 특구지정 신청

◦ 4월: 특구지정 고시
◦ 6~9월: 특구계획 수립 및 

위원회 운영
◦ 12월: 특구조례 제정

◦ 3월: 2021 운영성과 보고

판교콘텐츠
거리 조성 -

◦ 9월: 방침결재
  - 마스터플랜 수립 후
    추진

◦ 6월: 마스터플랜 착수
◦ 11월: 최종보고
◦ 12월: 기본계획 수립

◦ 2월: 옥외광고물 
실행방안연구 착수

◦ 5월: 실시설계 착수
◦ 8월: 설계보고회

◦ 2월: 주민설명회 개최

경기 e스포츠
전용 경기장

건립
-

◦ 6월: 경기도공모 신청
◦ 7월: 공모 선정

◦ 4월: 도시계획변경 완료
◦ 7월: 중앙투자심사 완료
       공공건축심의 완료
◦ 12월: 설계공모 실시

◦ 3월: 설계공모당선자 선정
◦ 4월: 설계 및 e스포츠 

진흥연구 착수
◦ 7월: e스포츠진흥위원회  

구성 및 개최

◦ 3월: 설계경제성 검토

글로벌
인디게임
대외 개최

◦ 6월: 행사 개최
  - 3개 기업 후원 참여
  - 12개 기업 지원

◦ 5월: 행사 개최
  - 22개 기업 후원 참여
  - 20개 기업 지원

◦ 5월: 행사 개최
  - 12개 기업 후원 참여
  - 54개 기업 지원

◦ 5월: 행사 개최
  - 16개 기업 후원 참여
  - 68개 기업 지원

◦ 3월: 출품작 모집 개시

게임콘텐츠
지원허브 운영

◦ 성남콘텐츠캠퍼스 운영
  - 교육 및 사업화 지원
  - 입주팀:  4개팀

◦ 성남콘텐츠캠퍼스 운영
  - 교육 및 사업화 지원
  - 입주팀  4개팀

◦ 성남콘텐츠캠퍼스 운영
  - 교육 및 사업화 지원
  - 입주팀:  9개사

◦ 성남콘텐츠캠퍼스 운영
  - 교육 및 사업화 지원
  - 입주팀:  9개팀

◦ 성남콘텐츠캠퍼스 운영
  - 교육 및 사업화 지원
  - 입주팀:  5개팀

성남e스포츠
(SeN)

페스티벌 추진

◦ 9월: 행사 개최
  - 11개 기업 후원 참여
  - 23,500명 방문

◦ 9월: 행사 개최
  - 32개 기업 후원 참여
  - 27,500명 방문

미실시
(코로나19)

◦ 10월: 행사 개최
  - 35개 기업 후원 참여
  - 2,410,000명 온라인뷰어

◦ 2월:  개최장소 검토



❍ 향후계획

연도 구       분 주    요    내    용 시민참여

2022년

게임‧콘텐츠 특구 추진 ◦ 게임‧콘텐츠 특구 운영 및 관련 사업 모니터링

민관협력 판교콘텐츠 거리 조성 ◦ 6월: 리모델링 공사 착공

경기 e스포츠 전용 경기장 건립 ◦ 8월: 공사 착공

글로벌 인디게임 대외 개최 ◦ 5월: 인디크래프트 게임대회 개최

게임콘텐츠 지원허브 운영 ◦ 콘텐츠기업 지원사업 추진

성남e스포츠 (SeN) 페스티벌 추진 ◦ 계획 수립 후 페스티벌 개최

  ❍ 협력체계 구축

단체(기관)명 주요내용 추진상황 비고

경기도(미래산업과) e스포츠경기장 건립 지원 (’19.7.)공모 선정 (’20.9.)협약 체결

성남산업진흥원 SeN, 인디공모전, 지원허브 등 주관 ※ 공약사항 이행현황 참고

경기콘텐츠진흥원 콘텐츠코리아랩, 문화창조허브 운영 (’13) 랩 협약체결, (’14) 허브 협약체결

게임문화재단 게임힐링센터 운영 (’21) 건전 게임문화 진흥 협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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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1 16,599 2,657 50.8 13,942 425 10,506 780 2,231 -

도비 0 0 -

시비 61.3 16,599 2,657 57.0 13,942 425 10,506 780 2,231 -

※ 민선7기 집행률이 낮은 이유: e스포츠경기장 추진일정 지연(미착공)

  ① 사전행정절차(도시계획변경, 중앙투자심사, 공유재산심의 공공건축심의) 기간 상당 소요(2019.7.~2020.7)

  ② 공공건축심의 결과에 따른 설계지침고도화용역 별도 집행(2020.8.~2020.10.)

  ③ 설계 관련 각종 인증(녹색⸱BF) 및 심의(건축협의⸱기술심의) 처리기간 소요(2021.10.~현재)

※ 2019년 집행액: e스포츠경기장 부지 현물출자금(92억원) 포함

 

  ∙ 공모사업 추진

응모일시 공모기관 공모사업명 응모금액
(천원)

추진상황
응모결과 확정일시

2019.6.26. 경기도 경기e스포츠전용경기장 조성 
지원 공모사업 10,000,000 선정 2019.7.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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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137 2,657 27,094 26,386 - 22,348 1,346 1,346 1,346

도비 10,000 3,000 7,000 - 7,000 0 0 0

시비 45,137 2,657 23,094 19,386 - 15,348 1,346 1,346 1,346

□ 문제점 및 해결방안

현       황 문제점 및 원인 해결방안 및 정책대안

해당사항 없음

□ 공약사업 연속성 확보 방안

❍ 중소벤처기업부에 의해 고시된 ｢성남시 판교 게임⸱콘텐츠 특구 사업

계획(2021~2025)｣에 따른 지속적인 사업관리 추진

❍ ｢성남시 이스포츠진흥에 관한 조례(2019.11.25. 제정)｣ 및 ｢성남시  

게임산업육성에 관한 조례(2021.5.10. 제정)｣ 적극 활용

    ∙ 이스포츠 진흥 조례

      - 제5조에 따른 이스포츠진흥 중장기 계획 수립(2021년 하반기 예정)

      - 제11조에 따른 성남시 이스포츠진흥위원회 구성(2021.7.29.)

    ∙ 게임산업 육성 조례

      - 제4조에 따른 게임산업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

        (2022년 상반기 예정)

□ 기대효과 

❍ 지역 특화산업(게임⸱콘텐츠) 관련 문화저변 확대 및 산업 활성화

❍ 시민 삶의 질 향상 및 지역경제(상권) 활성화

❍ 국내 대표 게임도시로서의 브랜드 강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