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약번호 
93  글로벌 스마트 창조도시 성남 기반 조성

이행단계
이행후
계속추진

임기구분 사업주체 신규여부 사업기간 고용창출 시민참여

임기내 성남시 신규 중기 - 명 1,968명

주관부서 스마트도시과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스마트도시기획팀장 김강영, 담당 윤강현 ☎ 729-2463

협조부서

정책기획과 정책기획과장 황규범, 빅데이터팀장 정진찬, 담당 서승용 ☎ 729-8802

정책기획과 정책기획과장 황규범, 빅데이터팀장 정진찬, 담당 김정현 ☎ 729-8803

정책기획과 정책기획과장 황규범, 빅데이터팀장 정진찬, 담당 박지명 ☎ 729-8804

수정구보건소 건강증진과장 박화자, 치매예방관리팀장 최정희, 담당 이경희 ☎ 729-8652

도서관지원과 도서관지원과장 박대철, 도서관정책팀장 류광현, 담당 안미아 ☎729-4672

중앙도서관 중앙도서관장 신종욱, 자료정보팀장 남현정, 담당 제갈윤 ☎729-4635

성남시청소년재단 데이터구축실장 변호용, 팀장 박현노 ☎ 729-9872

성남산업진흥원 ICT산업부장 이재일, 선임 서지현 ☎ 782-3069

협력체계 성남산업진흥원,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

시민참여 세미나, 리빙랩, 공청회, 설문조사, 아이디어 공모

□ 정책목표

 공공, 기업, 시민이 함께하는 스마트시티 환경을 조성하여 원도심과 분당, 
판교, 위례를 잇는 4차산업혁명의 중심지로 도약하고 양극화와 불평등 해소 
및 글로벌 혁신도시로 성장

□ 개    요
  ❍ 사업기간: 2018년 ~ 2022년
  ❍ 사업대상: 관내
  ❍ 사업내용: 스마트시티 마스터플랜 수립
    ∙ 성남 스마트시티 브랜드 전략 마련
    ∙ 스마트도시 인증 및 스마트도시 서비스 시범 도입
 ❍ 이행 로드맵(연도별 추진계획)

추진연도 추진일정 추진계획 비고

2018년 하반기 ∘협력체계 구축(워킹그룹 구성, 운영)

2019년 연  간 ∘워킹그룹 구성, 운영 및 공개세미나 실시, 토론회 운영
∘협의회 구성 · 운영 및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한 정책연구

2020년 연  간 ∘스마트도시계획 수립 용역 발주
∘성남 스마트시티 브랜드 전략 마련 및 스마트시티 실증지원

2021년 연  간 ∘스마트도시계획 수립 및 인증(국토부)
∘스마트도시 서비스 시범 도입 및 실증지원

2022년 연  간 ∘스마트도시 서비스 시범 도입

2023년이후 지  속 ∘스마트도시 서비스 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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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827 - 6,357 35 385 735 4,049 1,153 3,470

국비 3,495 - 1,875 - - - 1,875 - 1,620

도비 281 - 281 - - - 281 - -

시비 5,044 - 3,194 - 185 485 1,594 930 1,850

진흥원 1,007 - 1,007 35 200 250 299 223 -

※ 변경사유: 공모사업 선정(2건)에 따른 재정계획 수정

□ 목표달성 확인지표: 공약 이행률 100%

연도 확인지표 비중
(100%) 목표(A) 실적(B) 달성률

(B/A)×100

2018년

스마트도시 구축
스마트도시 기반 조성
스마트 서비스 도입 

협력체계 구축

25

방침 결정
기반조성 리빙랩

실증 지원
협력체계 구축

11월 계획수립 방침 결정
기반조성 리빙랩 6회
4개 사업 실증지원

10월 스마트위킹그룹 구성･운영

100

2019년

스마트도시 구축
스마트도시 기반 조성
스마트 서비스 도입 

협력체계 구축

25

특화 및 연계 전략 수립
기반조성 리빙랩

공모사업 및 실증 지원
협력체계 구축

1월 산업 공간 특화 전략 수립
기반조성 리빙랩 6회

1개 사업 선정, 4개 사업 지원
8월 사업협의회구성･운영

100

2020년
스마트도시 구축

스마트 서비스 도입 
협력체계 구축

25

스마트도시계획 수립
기반조성 리빙랩

공모사업 및 실증 지원
협력체계 구축

1월 용역 추진계획 수립
수요발굴 리빙랩 4회

1개 사업 선정, 5개 사업 지원 
10월 사업협의회 개최

100

2021년

스마트도시 구축
스마트도시 기반 조성

스마트시티 브랜드전략 마련
스마트 서비스 도입 

협력체계 구축

25

스마트도시계획 수립
스마트도시 인증

스마트도시 BI개발
공모사업 및 실증 지원

협력체계 구축

9월 스마트도시계획 승인
6월 스마트도시 인증 공모(미선정)

7월 스마트도시 BI개발 완료
1개 사업 선정(솔루션 확산)
3월, 9월 사업협의회 개최

100

2022년 스마트 서비스 도입 계속 공모사업 추진 2개 사업 선정 -

□ 공약 이행사항
❍ 사업성과

    ∙ 본 사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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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시티 
마스터플랜 수립 워킹그룹구성

IT토론회 6회
공개세미나 1회
사업협의회 2회

IT토론회 1회
용역 발주

스마트도시계획
국토부 승인

스마트시티 브랜드
전략 마련

BI 개발완료
상표권등록 완료

스마트도시 인증 인증 신청

스마트도시 서비스
시범 도입

공모사업추진
[과기부]

공모사업추진
[과기부]

공모사업추진
[국토부]

공모사업추진
[과기부, 행안부]

스마트도시 실증지원
(성남산업진흥원)

리빙랩 6
실증지원 4

리빙랩 3
실증지원 4 실증지원 2 아이디어 공모

실증지원 5
리빙랩 참여자 

모집



    ∙ 연계사업 성과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비 고

행정데이터
공유활용 시스템 기반 구축 시스템 준공 교육 및 시스템

 개선 시스템 고도화

성남시공공데이터넷
데이터제공평가:우수

신규 개방 27건
다운로드 4,136

데이터제공평가:우수
신규 개방 24건
다운로드 35,198

신규 개방 24건
다운로드 45,459

교통빅데이터센터 센터 개소
데이터 2TB

자율주행차
 데이터 취득 시연회

데이터 4TB

핵심 데이터
연계 보고회
데이터 4TB

온라인시정모니터링 시스템 도입

소상공인
상권분석시스템 계획 수립 서비스 개시 리뉴얼 재적용 리뉴얼 재적용

로봇활용 사회적약자 
편익지원사업

9개소, 108회,
 185명

9개소, 729회
405명

9개소,73회
38명

치매예방, 인지
기능 교육훈련

스마트 도서관 3개소
 (6,840권)

4개소
 (15,223권)

6개소
 (18,333권)

6개소
 (29,608권)

6개소
(5,329권) 도서대출

자율주행
스마트도서관

시연회개최
시범 서비스 추진

시스템 보완
시범 운영

학생청소년
역량분석 AI개발

공모사업 선정
데이터 12만건

인공지능
학습데이터

    ∙ 사업추진상황 
[행정데이터 공유활용 시스템]

2019 추진사항 2020 추진사항 2021 추진사항

◦ 빅데이터 시스템 구축에 앞서 직원 및
   관계자 의견수렴
  - 사업설명 및 구축안
  - 빅데이터 및 공공데이터 교육 병행

◦ 행정데이터 공유활용 시스템 구축완료
◦ 성남시 빅데이터 교육 추진
  - 행정데이터 공유활용 시스템
    소개 및 활용 비전제시
  - 온라인 시정 모니터링 활용 교육

◦노인복지(장애인)분야 테마 분석 추진
  - 복지시설의 비형평 및 수요 공급격차 

분석
  - 노인인구 및 장애인구 추계현황 분석

빅데이터시스템 의견수렴 구축완료 보고회 테마분석 지속추진

[교통빅데이터센터(공모사업)]

공모사업 총괄 2019 추진사항 2020 추진사항 2021 추진사항 

◦ 참여기관: 성남시 등 13개기관
◦ 사업예산: 18.52억원
  - 국 8.7억원, 시 8.7억원
  - 민간투자금 1.12억원
◦ 성과: 교통데이터 거래소 오픈
    (기관별 데이터 제공)

◦ 클라우드 컴퓨팅 지원 교통
   빅데이터 센터 기반 구축
  - 데이터 생성 수집을 위한  
    센서 환경구축
  - 데이터 개방 및 공유체계   
    구축을 위한 DB환경 구축

◦ Open Dataset/Business
   Dataset처리 시스템 구축
  - 도로 주행 원천데이터 취득/  
    데이터 처리 시스템 구축
  - 주행영상, 차량거동 데이터  
    융합 자율주행 데이터구축

◦ 데이터 가공 및 지능화 
   서비스 모델 제시
  - 기관 연계 데이터 확보 및  
    지능화 서비스 모델 개발
  - 국토교통 데이터 생태계 조성  
    협의체 참여

교통데이터 거래소 빅데이터센터 개소식 자율주행차 시연회 데이터 연계 보고회



[로봇활용 사회적약자 편익지원사업]

수정구보건소 수정노인종합복지관 분당구보건소 중원노인종합복지관

[스마트 도서관]

탄천종합운동장 성남시청 수정구청 중앙지하상가 성남시의료원 황새울체육센터

운영상황 운영상황 운영상황 운영상황 운영상황 운영상황

◦설치시기: 2017.12
◦이용시간: 24시간
◦대출권수: 1인6권
◦보유책수: 500권
◦홍보: DID모니터 

등을 통한 추천도서 
정보제공, 이용법 안내

◦설치시기: 2018.1
◦이용시간: 7~22시
  (시청사 개방시간내)
◦대출권수: 1인6권
◦보유책수: 330권

◦설치시기: 2018.11
◦이용시간: 9~21시
  (평일 월-금)
◦대출권수: 1인6권
◦보유책수: 400권
◦홍보: DID모니터 

등을 통한 추천도서 
정보제공, 이용법 안내

◦설치시기: 2019.11
◦이용시간: 24시간
◦대출권수: 1인6권
◦보유책수: 500권
◦홍보: DID모니터 

등을 통한 추천도서 
정보제공, 이용법 안내

◦설치시기: 2020.12
◦이용시간: 24시간
◦대출권수: 1인6권
◦보유책수: 500권
◦홍보: DID모니터 

등을 통한 추천도서 
정보제공, 이용법 안내

◦설치시기: 2020.12
◦이용시간: 9~21시
   (토 9~18시)
◦대출권수: 1인6권
◦보유책수: 500권
◦홍보: DID모니터 

등을 통한 추천도서 
정보제공, 이용법 안내

[자율주행 스마트도서관]

사업개요 실증 및 서비스

◦ 사 업 비: 3.29억원(국비 2.29억원)
◦ 사업내용: 자율주행 도서관 로봇이 탄천일대를

운행하며 시민을 대상으로 비대면 도서
대출/반납 실증 및 시범운영

◦ 추진내용: 자율주행 도서관 로봇 제작 및 테스트,
시연회 개최(2021. 11. 19.), 
시범서비스(2021. 12. 9. ~ 2022. 1. 27.)

◦ 향후계획: 스마트도서관 로봇 운영(2022.4.1.~)

[학생·청소년 역량분석 AI개발]

시장님 간담회 AI 개발 경과 보고회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 공모사업 발표회

성남시 역량분석 AI 개발 
협약 체결

착수보고회 성남교육지원청 설명회 보조교사 데이터수집 교육 현장 데이터 수집·구축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대상 사업 착수보고회 진행

◦ 성남시 내 학교 연계를 위한 
성남교육지원청 대상 설명회

◦ 데이터 수집 수행 보조교사 
대상 데이터수집 교육 진행

◦ 최종 수집 데이터 153,672건
◦ 성남형교육 및 청소년재단 프로그램 

현장 방문 및 데이터 수집 진행
◦ 외부기관 연계 데이터수집 진행



❍ 공약사업 이행상황
연도 구       분 주    요    내    용 시민참여

2018년 워킹그룹 구성, 운영 ◦ 10월: 워킹그룹 정책회의

2019년

워킹그룹 구성, 운영 ◦ 3월: 워킹그룹 정책회의

공개세미나 실시 ◦ 10월: 공개세미나 개최 ◦ 참석인원: 300명

토론회 운영 ◦ 6월 ~ 12월: IT공부방 6회 운영

협의회 구성 · 운영
◦ 8월: 협의회 구성, 간담회 개최
◦ 12월: 협의회 회의개최
        (위례지구 시설물 인수)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한 
정책연구

◦ 11~12월: 스마트도시계획 수립
            가이드라인 연구용역

2020년
스마트도시계획 수립

◦ 1월: 가이드라인 연구용역 완료
◦ 2월~4월: 용역 발주, 계약, 착수보고
◦ 8월~12월: 전문가 자문회의, 중간보고,
            사업협의회, 직원워크숍
◦ 9월: 시민 설문조사
◦ 10~12월: 리빙랩 4회 진행

◦ 설문조사 시민참여: 1,141명
◦ 리빙랩 시민참여: 100명

스마트시티 실증지원 ◦ 1월~: 지역문제 해결형 실증지원 2건
◦ 8월~: 언택트 솔루션 실증지원 3건

2021년

스마트도시계획 수립

◦ 2월: 중간보고회(2차)
◦ 3월: 온라인 시민공청회
◦ 3월: 스마트도시 사업협의회 협의
◦ 4월: 승인 신청(국토교통부) 
◦ 5월: 사전검토회의(국토교통부)
◦ 6월: 보고서 보완 제출(국토교통부)
◦ 9월: 스마트도시계획 승인(국토교통부)
◦ 10월: 용역 준공

◦ 공청회 시민참여: 11명

스마트시티 브랜드 전략

◦ 3월: 협의회 보고
◦ 5월: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심의
◦ 6월: 시민 선호도 조사(온라인)
◦ 7월: 개발완료
◦ 8월: 상표 출원 신청
◦ 11월: 상표(업무표장) 등록

◦ 설문조사 시민참여: 357명

스마트도시 인증(국토부)
◦ 5월: 공모 공고
◦ 5월~6월: 지표작성(63개 지표)
◦ 6월: 공모 신청(미선정)

스마트도시서비스 시범도입

◦ 3월: 솔루션 확산사업 공모 선정
◦ 5월~: 실시설계 용역, 착수보고, 중간보고
◦ 9월: 사업 발주
◦ 10월: 계약 및 착수

스마트시티 실증지원

◦ 3월~: 지역문제 해결혈 실증지원
         (지원과제 5건)
◦ 6월~: ICT기반 언택트 지원사업
         (실증 4건, 실증후속 1건)

◦ 아이디어 공모: 59명

2022년
스마트도시서비스 시범도입 ◦ 1월: 지역밀착형 생활SOC 스마트화 사업

◦ 2월: 디지털기반 노후·위험시설 안전관리

스마트시티 실증지원 ◦ 3월~: 시민참여 리빙랩 참여시민 모집

  ❍ 협력체계 구축
단체(기관)명 주요내용 추진상황 비고

성남산업진흥원 스마트도시 실증지원 사업 ◦ 지역문제 해결형 실증지원
◦ ICT기반 언택트 지원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 스마트도시 전반 ◦ 스마트도시계획
◦ 시설물 인수인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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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7.7 4,306 - 67.7 4,306 35 385 654 3,232 -

국비 78.5 1,471 - 78.5 1,471 - - - 1,471 -

도비 78.6 221 - 78.6 221 - - - 221 -

시비 57.6 1,839 - 57.6 1,839 - 185 404 1,250 -

진흥원 77.0 775 -　 77.0 775 35 200 250 290 -

※ 집행률 낮은 이유: 21년 솔루션확산 공모사업 596백만원 예산 이월
                   (22년 5월 초까지 이월예산 집행 후, 집행률 77.1% 달성 예정)

    ∙ 공모사업 추진

응모일시 공모기관 공모사업명 응모금액
(천원)

추진상황

응모결과 확정일시

2019. 1월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ICT기반 공공서비스 촉진사업
(정류장 미세먼지 빅데이터 

기반 대응시스템 구축)
1,650,000 확정 2019. 3월

2020. 8월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MEC기반 5G 공공부문 
선도적용 공모사업

(5G 비대면 방역서비스)
4,620,000 확정 2020. 8월

2021. 3월 국토교통부
2021년 스마트시티 솔루션 

확산사업
3,750,000 확정 2021. 3월

2021. 6월 국토교통부 스마트도시 인증 비예산 미선정 2021. 8월

2022. 1월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지역밀착형 생활SOC
스마트화 사업

1,220,000 확정 2022. 1월

행정안전부
디지털기반 노후·위험시설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1,400,000 확정 2022. 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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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737 - 6,267 3,470 3,470 - - - -

국비 3,495 - 1,875 1,720 1,620 - - - -

도비 281 - 281 - - - - - -

시비 4,963 - 3,113 1,850 1,850 - - - -

진흥원 998 - 998 - - - - - -



□ 문제점 및 해결방안

현       황 문제점 및 원인 해결방안 및 정책대안

 2021~2025 성남시
스마트도시계획

스마트도시 서비스 관련부서에서 
신규사업 추진에 따른 업무가중

스마트도시 서비스 추진을 위한 
전담조직 필요

□ 공약사업 연속성 확보 방안

❍ 2022년 스마트도시 실행계획 수립

□ 기대효과 

  ❍ 도시화 문제 해결, 지역 간 격차 해소, 4차산업 중심도시로의 발전을   

     위한 스마트시티 조성을 위한 기반 마련

  ❍ 원도심과 분당, 판교, 위례를 잇는 격차 없는 글로벌 스마트 창조도시 

     성남 기반 조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