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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현MICE클러스터>조성으로 
글로벌 경쟁력 갖춘 경제도시 도약 발판 마련

이행단계
정상추진

임기구분 사업주체 신규여부 사업기간 고용창출 시민참여

임기외 성남시 지속 장기 30,377명 22명

주관부서 관광과 관광과장 최대범, 관광정책팀장 최숙정, 담당 김은정, 김철, 최원영 ☎ 729-2995(6,7)

협조부서 도시균형발전과 도시균형발전과장 김성남, 전략개발팀장 이금연, 담당 연도혜 ☎ 729-4494

협력체계 성남도시개발공사

시민참여 MICE워킹그룹 민간 전문가, MICE산업육성협의회 민간 전문가

□ 정책목표

·성남형MICE산업 클러스터 조성으로 “4차 산업혁명의 메카”구현
·지역특화산업 육성을 위한 아시아실리콘밸리 지원 구심 역할
·유니콘 기업 육성·지원, 지역혁신클러스터 조성으로 4차 산업의 메카로 자리매김

□ 개    요

  ❍ 사업기간: 2018. ~ 2027. 12.

  ❍ 사업대상: 분당구 정자동 1번지 일원

  ❍ 사업내용: 전시컨벤션 산업단지 조성(206,350.2㎡)

  ❍ 사 업 비: 2,721,834백만원

 ❍ 이행 로드맵(연도별 추진계획)

추진연도 추진일정 추진계획 비고

2018년
워킹그룹 구성
수요조사 용역

∘ MICE워킹그룹 구성·운영
∘ MICE산업 예비 수요조사 용역 추진

2019년 개발계획수립 용역
∘ 백현지구 도시개발사업 기본구상 및 도시
  개발구역 지정 전차 보완 용역 추진

2020년
입법절차, 

행정절차 진행

∘ 성남 MICE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정
∘ 2035 성남도시기본계획 경기도 승인
∘ 백현지구 도시개발사업 기본구상(안) 수립
∘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시의회 의결
∘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수립 고시

2021년
다른법인 출자 관련 

행정절차 진행
∘ 다른 법인 출자 및 추진계획안 시의회 의결

2022년
민간사업자 공모 

및 사업시행자 지정 

∘ 민간사업자 공모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SPC설립 및 사업시행자 지정

2023년이후
실시계획인가
착공, 준공

∘ 실시계획인가 및 MICE산업 조성 사업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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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21,834 840 319 214 - 105 - - 2,720,675

시비 1,159 840 319 214 - 105 - -

기타 2,720,675 - - - - - - 2,720,675

※ 다른법인 출자타당성 검토 결과 반영
※ 기타재원 현황 

구    분 명    칭 운용(유치)내용 금액(천원) 비고

민간자본 백현마이스 도시개발사업 타인자본 재원 조달 2,720,675,000

□ 목표달성 확인지표: 공약 이행률 60%

연도 확인지표 비중
(100%) 목표(A) 실적(B) 달성률

(B/A)×100

2018년 MICE워킹그룹 운영
MICE산업 예비 수요조사 10 워킹그룹 구성･운영

수요조사 용역
전문가 11명 구성

11월 수요조사 착수 100

2019년 MICE산업 예비 수요조사
MICE워킹그룹 운영 10 수요조사 용역

워킹그룹 운영
2월 수요조사 용역 완료

4회 워킹그룹 운영 100

2020년
도시기본계획 승인
기본구상(안) 수립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30

도시기본계획 승인
기본구상(안) 수립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고시

6월 경기도 승인
9월 기본구상(안) 수립
12월 개발계획 고시

100

2021년 MICE산업육성협의회 구성
민간사업자 공모 20 협의회 구성

민간사업자 공모 2월 협의회 구성･운영 50

2022년 SPC설립 및 사업자 지정
실시계획 작성 30 SPC설립 및 사업자 지정

실시계획 작성 - -

2023년 
이후

실시계획인가
공사 착공･준공 계속 실시계획 인가

공사 착공･준공 - -

□ 공약 이행사항
❍ 사업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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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획 수립 방침 결정 기본구상(안)
수립

특화방안 정책연구 특화방안
정책연구

MICE워킹그룹 등 운영 구성･운영 운영
(전문가 11명)

MICE 산업
육성협의회 구성

MICE산업 예비 수요조사 수요조사
완료

기본구상(안) 수립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개발계획
수립고시

다른법인 출자 및 추진계획안 
시의회 의결 시의회 의결

민간사업자 공모 공모 예정
(상반기)

SPC설립 및
사업시행자 지정

SPC설립  
(하반기)



백현지구 도시개발사업 기본구상(안) 수립

◦ 사 업 명: 백현마이스 도시개발사업

◦ 위    치: 분당구 정자동 1번지 일원

◦ 면    적: 206,350.2㎡

◦ 사업기간: 2020. ~ 2027. 12.

◦ 사업시행자: 성남도시개발공사(예정)

❍ 공약사업 이행상황

연도 구       분 주    요    내    용 시민참여

2018년
워킹그룹 구성 ◦ 09월 ~ 2019. 7월: MICE워킹그룹 구성･운영 ◦ 민간 전문가 11명

예비 수요조사 용역 ◦ 11월: MICE산업 예비 수요조사 용역 착수

2019년

예비 수요조사 용역 ◦ 02월: MICE산업 예비 수요조사 용역 완료

개발계획수립 용역
◦ 02월: 백현지구 도시개발사업 기본구상 및 도시개발구역 
        지정 전차 보완 용역
◦ 09월: 2035 성남도시기본계획 경기도 승인 신청(시→도)

2020년 개발계획 수립

◦ 06월: 성남 MICE산업 특화 방향 정책연구 완료
◦ 06월: 2035 성남도시기본계획 경기도 승인 완료(도→시)
◦ 09월: 백현지구 도시개발사업 기본구상(안) 수립
◦ 11월: 성남 MICE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
◦ 11월: 공유재산관리계획 시의회 의결
◦ 12월: 경관위원회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조건부 의결)
◦ 12월: 업무협약 체결(시↔성남도시개발공사)
◦ 12월: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수립 고시

2021년 다른 법인 출자 관련 
행정절차 진행

◦ 02월: 성남MICE산업육성협의회 구성･운영
◦ 03월: 다른법인 출자타당성 검토 용역 착수(公社)
◦ 04월: 민간사업자 공모지침서 작성 용역 착수(公社)
◦ 10월: 다른 법인 출자 및 추진계획안 시의회 의결

◦ 민간 전문가 11명

2022년 민간사업자공모 및 
사업시행자 지정

◦ 02월: 성남MICE산업육성협의회 구성･운영
◦ 04월: 민간사업자 공모
◦ 10월: 사업시행자 지정

◦ 민간 전문가 11명

❍ 향후계획

연도 구       분 주    요    내    용 시민참여

2022년 민간사업자 공모
 및 사업시행자 지정 

◦ 상반기: 민간사업자 공모
◦ 하반기: SPC설립 및 사업시행자 지정

2023년 실시계획인가
착공, 준공

◦ 실시계획인가
◦ MICE산업 조성 사업 추진

  ❍ 협력체계 구축

단체(기관)명 주요내용 추진상황 비고

성남도시개발공사 백현마이스 도시개발사업 시행
◦ 출자타당성 검토 용역
◦ 민간사업자 공모지침서 작성 용역
◦ 문화재지표조사 용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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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4 1,048 840 65.2 208 - 103 105 - -

시비 90.4 1,048 840 65.2 208 - 103 105 - -

기타 - - - - - - - - -

※ 공약사업 향후(민선8기) 예산 집행 전망                          
(단위: 백만원, %)

구분 총
사업예산 기투자 민선7기

집행액

  민선8기 연도별 재정집행 전망 민선9기

소계 2022
하반기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상반기
2026

하반기이후
계 2,721,723 840 208 2,720,675 35,072 531,671 314,517 760,728 815,522 263,165

시비 1,048 840 208 - - - - - -

기타 2,720,675 - - 2,720,675 35,072 531,671 314,517 760,728 815,522 263,165

□ 문제점 및 해결방안

현       황 문제점 및 원인 해결방안 및 정책대안

백현마이스 주변 교통 문제
◦ 상습 교통체증 발생, 부지 접근성 취약 
   및 개발에 따른 교통량 증가

◦ 민간사업자 공모 시 가이드라인 제시와 실시
   계획 수립 시 교통영향평가 등을 거쳐 원활한
   교통 진·출입 동선체계 구축, 자율주행셔틀,
   퍼스널모빌리티 등 실질적 교통 대책 모색

□ 공약사업 연속성 확보 방안
❍ 백현마이스 도시개발사업 관련부서(기관) 간 추진사항 공유 및 지속 협의

□ 기대효과
  ❍ 아시아실리콘밸리 허브로서 첨단기업들의 비즈니스 활동을 지원하며 

지역산업의 혁신 성장 및 사회·문화적 교류 활성화에 기여

  ❍ MICE산업 육성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경제도시 도약

  ❍ 관광산업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