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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간구조 구상(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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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도시공간구조 구상(안)
1. 권역별 개발방향
• 기존 이원화된 도시구조를 다핵화하고 시가지 특성에 맞게 계획
• 여수행정타운을 중심으로 3개의 생활권을 형성

[성남시 도시공간 구조 구상(안)]

▮ 수정·중원 중심(본시가지 및 위례지구)
• 기반시설 확충 및 열악한 주거지역의 주거환경관리사업 추진
• 남한산성과 연계한 문화관광 기능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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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당 중심(신시가지)
• 아파트노후에 따른 리모델링 사업 추진
• 역세권 중심의 행정, 문화, 상업, 업무 중심의 복합개발 강화
▮ 판교 중심(신시가지)
• 주변 주거환경과 차별되는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 첨단산업 중심의 도시지원시설 확보를 통한 자족기능 강화
• 수변을 활용한 여가·휴양·체육활동 공간 조성

2. 성남시 도시축 설정
• 녹지 및 수변, 문화시설의 적극적 활용을 통한 네트워크화
▮ 1축 : 본시가지 활성화 축
• 산성대로를 중심으로 본시가지 활성화 축
• 모란시장~대왕저수지를 연계하는 여가레저 축
▮ 2축 : 판교 수변레저 축
• 판교중심을 가로지르는 수변활성화 및 주변공원, 탄천수변공원을 연계
▮ 3축 : 분당 상업업무중심 축
• 미금역~정자역~서현역을 중심으로 역세권 중심의 개발과 중앙공원 및 탄천
수변공원을 연계
▮ 4축 : 탄천 수변공원 축
• 탄천 수변공원 활성화를 통해 3대 생활권을 엮을 매개공간
▮ 5축 : 여수천 수변공원 축
• 탄천/공공기관에서 도촌택지지구와 연계되는 여수천 수변공간 활성화 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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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도시축 설정 구상(안)]

3. 경관관리를 통한 도시이미지 개선
▮ 성남시 고유의 진입경관 형성
• 시가지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지방도로 중심으로 진입경관 확보
• 주요 시계, 톨게이트, IC여유부지, 터널 , 방음벽 등을 중심으로 설치
▮ 탄천축 및 3대 생활권 주요축 특성화
• 차량과 보행자의 환경을 동시에 고려한 디자인
• 권역을 상징하는 중심가로임을 나타내는 조형물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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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관관리구역을 지정하여 건축물 색채 및 외관 개선
▮ 경관관리를 통한 권역별 경관특화 및 보전
• 도시축을 중심으로 우선 계획 실시하며, 세부 축과 계획은 경관관리계획의
계획내용을 반영함
• 녹지경관관리를 통한 산지로의 조망 보전
• 수변경관관리를 통한 수변공간 활성화
• 도로경관관리를 통한 성남시를 대표하는 축 형성
• 중점(역사문화)경관관리를 통한 도심 차별성 확보

[성남시 경관관리 구상(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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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성남시 공원녹지 네트워크
▮ 본시가지 능선 복원
• 본시가지 내 구릉지 녹지와 정비구역 개발을 연계하여 녹지 조성
• 산성대로의 중앙녹지대를 확대 연장하고 주거지역 담장 허물기 사업 및 가로수
식재 등의 사업을 통해 본시가지내 녹지대를 확충해 나감
▮ 신시가지 문화녹지네트워크 구축
• 탄천을 포함한 성남시 주요 하천과 공원녹지를 자전거도로 및 산책로 조성
사업과 연계함으로써 수변녹지와 도심 내 공원간의 네트워크를 구축함

[성남시 공원녹지 네트워크 구상(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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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안전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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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안전부문
• 고도경제 성장과 도시화에 따른 인구집중, 복잡한 구조물 증가, 교통량 증가,
위험물 시설 및 위험물 취급 증대, 환경문제 등 도시는 예측하기 어려운
위험성을 가지게 되었음
• 도시 안전에 관한 정책은 국가의 책무인 동시에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서
수행하는 사무로 인식되어 왔으며,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와 달리 주민에게
가까운 곳에서 일차적으로 범죄예방 등의 방범을 비롯한 생활안전, 재난안전,
환경침해로부터의 안전, 식품안전 등 주민의 안전에 관한 다양한 정책들을 수립·
집행하고 있음
• 과거 기술적 수준이 낮은 시대의 재해는 대부분 천재(天災)였으나 현대에는
천재에 대응할 수 있는 기술이 인재(人災)라는 새로운 형태의 재해를 가져
왔으며, 대도시로의 인구집중은 개인 간의 이질성, 익명성, 비인격성, 상대적
박탈감 등에 쉽게 빠져들게 하여 사람들은 범죄에 쉽게 익숙해지게 되고, 도시민은
더 많은 범죄에 노출될 위험이 있음
• 도시의 안전은 다방면으로 접근이 필요하므로 개인의 차원이 아닌 도시정책의
차원에서 감당해야 할 만큼 중요한 사안으로 안전한 도시 구현은 대·내외적인
도시경쟁력에 중요한 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도시 브랜드 가치평가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
• 선진국의 재난관리체계나 안전도시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안전역량은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의 노력만으로 실현되지 않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의식을
바탕으로 지역의 사회단체나 기업, 시민 등 지역공동체가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안전역량 강화에 우선적으로 노력해야 함
• 안전도시를 지향하는 과정에서 어떤 새로운 기구나 조직보다 지역의 특성과
상황에 맞는 안전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이에 대한 지역사회 구성원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 등이 수반될 때 안전 도시로서의 충분한 역량이 갖추어 질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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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시안전 및 관리를 위한 체계적 시스템 구축
1) 배경 및 목적
•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도시 만들기를 위하여 재난안전상황실 상시운영, 풍수해
및 폭염대응 종합대책수립, 안전점검 강화를 위한 재난위험 시설점검, 중점관리
대상시설 점검 등 재해로부터 시민의 인명과 재산 피해 최소화
• 사이버 보안 강화로 안전한 성남 구현

2) 주요사업내용
(1) 첨단 재난 예ㆍ경보시설 확충
▮ 방향
• 자연재난으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재해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첨단 재난 예․경보시설 확충 및 개선을 통하여 재난안전사고를 사전
예방하고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 등 선제적 재난예방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함
[재난예·경보시설 현황]
(단위 : 개소)
2015년
구

분

보유현황
계

신

설

교

체

계

47

8

8

0

재난영상감시시설

20

3

3

-

재난경보방송시설

23

3

3

-

자동기상관측시설

4

2

2

-

▮ 세부추진사항
• 신설공사
- 재난영상감시시설(CCTV)
· 대상지: 3개소(미금교, 백현교, 수질복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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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난경보방송시설
· 대상지: 3개소(금토동 제4경로당, 신흥주공아파트 인근 산불감시초소, 황송공원)
- 자동기상관측 시설
· 대상지: 2개소(하대원동 주민센터, 중앙도서관)

재난영상감시시설(CCTV)

재난경보방송시설(음성시스템)

자동기상관측장비(AWS)

(2) UN 「기후변화 및 재해에 강한 도시 만들기」사업 참여
▮ 방향
• 급속한 도시화로 인한 인구 과밀화, 도시 난개발, 생태계 파괴 등 사회적
요인에 의한 기후변화로 재해의 양상이 대형화, 다양화함에 따라 이에 적극적
으로 대처하고, 방재우수도시로 인증받아 성남을 대내․외적으로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도시로 부각시킴
• 자치단체장(시장) 및 지자체에 대한 시민의 신뢰 강화, 재해에 대한 지식기반
확충 및 시민의식 향상
• 재해예방에 지역사회 구성원 참여를 통한 사회적 협조망 구축, 인명, 재산
피해의 획기적 감소
▮ 개념 및 기관
• 개 념 : 도시 스스로 재해에 강하고 지속가능한 도시 만들기를 촉구 하는
UN 기구 추진사업
• 주관기관 : 국제연합 재해경감 기구(UN ISDR : UN International
Strategy for Disaster Reduction),세계적인 기후변화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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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재해의 빈발에 따라 UN차원의 국제협력 및 공동대응을
위해 UN 사무국내 1999년 설립, UN내 방재관련 기구간 협력
및 자문 등 국제방재분야 총괄 조정
• UN ISDR 주관 ‘국제 도시연합 방재회의’ 및 2011 Bonn 기후변화 세계
시장 회의에서 UN ISDR 캠페인 가입선언문 채택
▮ 사업 내용
• 재해경감을 위한 핵심사항(LG-SAT :

Local Governance Self-accessment

Tool, 지방자치단체 자체 점검 도구) 이행
• 한국형 지자체 자체점검 지표(12개 지표 72개 세부항목)
① 지역대책본부 운영, ②인명피해 예방대책, ③재난예․경보실태관리, ④재해
취약지역점검 관리, ⑤급경사지 점검 및 관리, ⑥수방자재,응급복구장비 확보,
⑦재해구호대책, ⑧재난관리시스템활용 ⑨민․관․군 협력기구체계구축, ⑩자연재
난예방홍보 ⑪폭염대비 추진실태, ⑫사전대비 추진실태이행
▮ 사업시행 효과
• UN ISDR(유엔 국제재해경감기구)가입시 회원 가입인증서 교부
• 매년 LG-SAT(자치단체 자체평가) 우수 지자체는 UN ISDR에서 심사, 롤
모델 지정
• 캠페인 가입회원 도시간 상호학습 및 교류 활성화 지원
• 국민안전처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29조(재난관리 체계 등 정비․평가)에
따른 지자체 재난관리 실태점검시 가산점 부여, 가입지자체에 대한 지역안전도
진단 서비스(3년간 제공)
• 재난관리실태 점검지표 이행 3년후 우수 지자체에 UN ISDR과 국민안전처
공동명의 우수기관인증서 교부 및 인센티브 예산지원
(3) 재난관리기금 운용
▮ 운용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재난관리기금의 적립), 제68조 (재난관리기금의
운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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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4조(재난관리기금의 용도)
• 성남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제5조(기금의 용도)
▮ 운영현황
• 기금적립 : 기금의 최저적립액은 최근 3년 동안의『지방세법』에 의한 보통
세의 수입결산액 평균연액의 1/100에 해당하는 금액
• 기금의 용도 :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예방활동, 자연재해

저감시설의 설치 및 보수․보강, 재난피해시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
시설)에 대한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 재난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안전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활동,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 대응 등
• 기금사용의 제한 : 예측 가능한 재난예방사업 기금사용 지양, 응급복구 및 긴급한
조치에만 사용, 사유시설은 별도의 구제수단(보험 등)을 활용
[재난관리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조성액

집 행 액

집행잔액

비 고

2004~2015년

69,484

23,271

46,213

2015.11.30현재

▮ 발전과제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재난관리기금의 적립)에 의하여 기금은 매년
적립되나(강제조항) 성남시와 같이 도시기반이 정비된 도시에서는 자연재난
발생 등 지출요인이 적어 기금 조성액이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음
• 재정규모나 인구수에 비례하여 기금조성의 상한선을 정하도록 법령 개정을
지속요구하고 재난발생시 그 내용이 사업용도에 적합할 경우 신속하게 집행
(4) 사이버 보안 강화로 안전한 성남 구현
▮ 현 황
• 사이버 공간에서의 보안위협 현황
- 유‧무선 인터넷의 통합, 스마트기기 확산 등 고도화된 ICT 환경에서의 사이버
위협 증가
- 시스템을 취약점 공격하는 해킹, 개인정보 유출, DDos 공격, 피싱 등 다양화 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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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폰 급증과 신규 취약점의 지속적 출현에 따른 신‧변종 악성코드의 대량
유포 및 분석 난이도 증가 추세
• 보안시스템 운영현황
- 운영장비 : 정보보호시스템 3종 62식
- 인터넷망 8, 행정망50, 도서관망 4
• 주요정보통신 기반시설 현황
- 대상시설 : U-City통합운영(정보정책과, 2014.1.23. 지정), 정수제어시스템
(복정정수장-정수과, 2012.12.11. 지정)
-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 : 수도, 전력, 가스, 통신 등 중앙에서 감시 및 제어하기
위한 정보시스템
- 취약점 분석·평가 수행 : 매년 1회
▮ 세부추진과제
• 신규 및 노후장비 교체로 대민서비스 안정적 제공
• 「사이버보안 진단의 날」실시로 웜·바이러스 등 사이버해킹 사전차단
• 주요 웹사이트 모의해킹 실시로 위협요소 사전 탐지
•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교육 실시
• 주요정보통신 기반시설 보안취약성 분석·평가 및 보호대책서 수립
- 2015년 12월 : 한국지역정보개발원과 위·수탁 협약 체결
• 보안장비, 서버, 네트워크 장비의 취약성 점검
• 보안장비 및 사이버침해 대응 확충으로 인터넷 이상 징후 모니터링, 홈페이지
악성코드 유포지 사전 차단 등 예방활동 강화
• SW 보안취약점 사전제거를 위한 시큐어 코딩 적용 확대 및 정보 시스템
보안등급 분류
• 보안 프레임워크를 마련하여 각종 보안위협에 대한 체계적 대응기반 마련
• 주요정보통신시설 신규지정 확대에 따른 주요 기반시설의 보호체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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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반의 공공서비스 확충에 따른 모바일 전자정부 공통
기반의 보안성 강화
•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 및 빅데이터 분석기술 도입 등 신기술 적용·확산에
대응한 보안대책 수립

3) 단계별 추진계획
• 첨단 재난예·경보시설 확충 : 2014년~2015년(2개년)
• UN기후변화 및 재해에 강한 도시만들기 사업 참여 : 2014년~2020년(7개년)
• 재난관리기금 운용 : 2014년~2020년(7개년)
• 사이버 보안강화로 안전한 성남 구현 : 2014년~2017년(4개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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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00만 시민 안전지킴이 성남시민순찰대 운영
1) 배경 및 목적
• 세월호 참사, 빈번한 강력사건으로 인해 안전에 대한 시민 욕구가 증가하는
가운데 안전 및 사건․사고 취약지역의 경우 지역사회의 접점에서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고, 유사 시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는 24시간 현장대응 시스템
구축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됨
• 성남시민 권리선언 최우선 과제인 범죄와 재해로부터 시민안전 확보와 시민
순찰대활동을 통하여 시민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토탈 행정서비스 제공하기 위함임

2) 주요사업내용
• 지역방범 순찰활동 및 아동․여성 안심귀가 서비스
- 콜센터 연계운영 또는 전용 앱 활용
- 대중교통수단 하차 시 부터 귀가 시 까지 동행, 하교에서 귀가까지 동행
• 화재 및 재해대비 지역밀착형 순찰․예방활동
- 화재 등 재난발생시 신속한 전파 및 구난활동 참여
- 상습 재해위험지역 순찰 및 위험경보, 자연재해 위험지역 순찰
• 공연장 외의 시설이나 장소에서 성남시가 주최․주관 또는 후원하는 행사와
주최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행사장 질서유지 지원
• 택배보관 및 전달, 공구대여 등 생활불편사항 접수 및 서비스 연계활동
• 불법 주․정차 및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 계도 활동
• 경찰 및 치안관련 단체 등과의 협업 활동
•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대형폐기물 맞춤형 방문수거 서비스

3) 단계별 추진계획
• 시범사업 추진 : 2015년~2016년(1개년)
• 확대운영 실시 : 2016년~2017년(1개년)
• 시 전지역으로 확대 실시 : 2017년(계속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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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건축물 안전관리 강화
1) 배경 및 목적
• 판교 환풍구 사고를 교훈 삼아 유사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한 건축물의 안전
관리에 대한 기본상식을 제공하고 다중이용건축물의 안전시설물 등의 설치를
통해 유사시 안전사고에 신속하게 대비할 수 있는 안전한 성남을 만들고자 함

2) 주요사업내용
• 건축물 유지관리에 대한 방법, 절차 등 안내
- 건축물에 대한 기능 등을 안내하여 위험요소를 스스로 파악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안전의식 고취(드라이에어리어, 환풍구, 쿨링타워 등)
- 건축물대장, 건축물 위반 사례 등 생활에 밀접한 건축법 안내
• 화재 및 범죄예방을 위한 지하주차장 안전시설 표식제 지속 시행
- 건축위원회 심의 및 건축허가 시 반영
- 건축물 사용승인 시 이행 여부 확인 및 유지관리 강화
• 건축물 안전 관리 콜센터 운영 등

3) 단계별 추진계획
• 시 홈페이지 안내 시행 : 2016년
• 안전관리 콜센터 운영 : 2017년(계속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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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회적 약자를 위한 안전행정 서비스 강화
1) 배경 및 목적
• 최근 노인 인구의 양적 증가와 더불어 노인 단독 세대와 독거노인 가구가
증가하는 등 인구 구성의 질적 변화가 나타나고 있으며, 독거노인은 대부분
심리적, 사회적, 신체적, 경제적으로 여러 어려운 문제에 노출되어 있어 국가와
지역 사회 차원의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 또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사회안전망 구축의 필요성이 있음

2) 주요사업내용
(1) 발달장애인 실종예방사업 추진
• 발달장애인의 실종예방과 응급상황시 신속히 대처하기 위하여 민간(장애인복
지관, 지역기업) 및 유관기관과 함께 장애인 실종 예방사업 추진
• 실종장애인에 대한 위치 확인을 위한 스마트폰 및 통신료 지원
- 단말기(스마트폰) 지원 확대
- 실종방지 앱 보급 및 설치 사업
- 사용법 교육 프로그램 운영
(2) 일대일 노인돌봄서비스 강화
•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과 독거노인에게 욕구에 따라 안전 확인, 생활
교육, 활동지원, 서비스연계 등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고독사를 예방하고
종합적 사회 안전망을 구축함
• 기본돌봄서비스
- 안전확인, 생활교육, 서비스연계 및 조정, 독거노인 현황조사, 복지서비스
현황조사
• 응급안전돌봄서비스
- 응급상황 모니터링, 댁내시스템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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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홀몸돌봄서비스
- 안부 및 안전확인, 기타서비스 연계
• 종합돌봄서비스
- 주간보호서비스(식사․세면․목욕보조). 가사활동서비스(취사․청소지원 등)
(3) 안전한 요양시설 만들기
• 노인요양시설 등 노인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안전관리, 보조금 집행 및 이용자
관리실태 등 운영전반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입소 어르신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시설이 되도록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자 함
• 민원발생시설 및 전년도 지적시설 중점 점검
- 화재안전관리, 재난대응 적적성, 안전관리 교육․훈련사항 등
- 후원금 관리 및 보조금 집행 적정여부
- 직원의 배치기준 적정여부, 장기요양보험 부당청구 등
- 건강위생, 급식위생관리 적정 여부
• 위법사항 예방대책 : 종사자 직무교육 및 시설 준수사항, 지적사례 전파

3) 단계별 추진계획
• 사업시행 : 2016년(계속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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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아동ㆍ여성을 위한 지역사회 안전망 확충
1) 배경 및 목적
• 아동·여성 보호를 위한 지역사회 안전망 확충과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예방강화와 피해자 지원을 위한 복지서비스 제공
• 학대피해아동의 보호․치료 및 재발방지를 위한 지속적인 사례관리를 강화하고,
더 나아가 다양한 아동학대예방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는 사회를 조성하기 위함

2) 주요사업내용
(1) 여성의 권익증진 및 피해자 보호
• 여성보호 및 사회복귀 지원으로 여성이 행복한 도시 조성과 아동들에게 노출된
위험 환경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만들기
•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예방 및 피해자 지원서비스 강화
- 성폭력·가정폭력 상담 및 피해자 지원강화
- 성매매 피해여성 상담 및 피해자 보호사업
- 여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 지원
- 위기여성 긴급보호시설 운영
• 아동·여성 보호를 위한 지역사회 안전망 확충
-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 아동·여성 안전을 위한 예방교육 실시
- 초등학교 아동안전지도 제작
- 아동․여성폭력방지 캠페인 전개

- 22 -

성남비전 2020 장기종합발전계획(2015 수정본)

(2) 아동학대 예방사업 강화
• 찾아가는 예방 사업으로 아동 스스로 지킬 수 있는 힘 배양하고 전문 인력을
통한 상담 및 치료 서비스제공으로 학대 휴유증을 최소화함
• 아동학대 예방사업
- 아동 권리 교육, 부모, 신고의무자 교육
- 가족캠프 및 치료프로그램
• 학대아동접수 조사 및 판정 사후 관리
- 학대아동 현장 조사 및 판정
- 아동심리검사 및 치료, 행위자 심리치료
• 보호 및 치료서비스 제공
- 학대아동 일시 및 장기보호 후 가정복귀, 타 그룹홈
- 상담, 놀이치료, 학습지원

3) 단계별 추진계획
• 사업시행 : 2016년(계속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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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취약계층 위기지원 시스템 강화
1) 배경 및 목적
• 인구·가족·환경의 변화 상황 속에서 향후 소득 양극화 및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차별이 사회문제로 심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저소득가정 등 취약
계층에 있는 시민들의 양극화와 차별 해소를 위한 정책적 대응이 요구됨
• 또한 휴일‧야간에 발생하는 위기대상자를 365일 One-Stop으로 지역 내에서
신속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각 부서별로 운영되고 있는 시설보호 운영체계를
기존의 지역복지자원을 연계·강화한 SOS 위기지원시스템으로 통합 운영함
으로써 긴급지원 체계를 한층 강화함
• 한편 위기청소년들을 위해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방과 후 아카데미, 복지관 등
다양한 돌봄 서비스가 제공됨에도 불구하고 이용대상이나 서비스 내용 등에서
중복되며, 전달체계의 분절로 서비스들이 산발적으로 제공되고 있어 위기청소년
지원서비스 제공기관 간 협력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서비스간 연계·조정을
강화함

2) 주요사업내용
(1) 취약계층 무한돌봄 확대 운영
• 위기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에게 지역복지자원을 연계하여
맞춤형 서비스와 사례관리를 통해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무한돌봄
서비스를 확대 운영함
•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 긴급지원사업, 우선돌봄 차상위가구 등을 우선 지원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전문적 맞춤형 사례관리를 실시함. 수단적으로 공공자원과
민간자원 네트워크를 연계하여 지역복지자원을 적극적으로 발굴함
(2) SOS 위기지원 통합시스템 강화
• 성남시는 전국최초로 SOS 위기지원 통합시스템을 가동하여 휴일․야간에 발생하는
위기대상자 One-stop 보호체계를 구축함
- 민선5기 3년간 노숙인, 장애인, 노인, 여성, 청소년, 정신질환자 등 249명을 보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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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유기, 학대, 가정폭력 등 위기상황으로 시설보호가 필요한 시민을 대상으로
기존의 인적‧물적 자원 통합시스템을 활용하되, 이용자의 접근성 제고와 지역적
균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통합시스템 참여 전문기관을 확대함
• 지역자원을 활용한 위기지원 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해 위기전문기관 기능보강
및 지역자원 네트워크 운영을 활성화하며 각 관련부서별 사업별 위기대응
시스템을 운영함
• 현재 위기개입 전문기관 및 추진부서는 6개영역으로 나뉘어져 있음
[위기개입 전문기관 및 추진부서]
구 분

위기개입 전문기관

쉼터

보호체계

사업부서

아 동

경기성남아동보호전문기관

1

24시간

아동보육과

노 인

경기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

1

“

노인복지과

여 성

굿패밀리상담센터

1

“

가족여성과

청소년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3 (일시,단기)

“

교육청소년과

노숙인

성남시노숙인상담센터

2

“

사회복지과

정신질환자

성남시정신건강센터

-

“

보건소

• 추진내용
- 관내 위기개입 전문기관 기능강화 및 공공, 유관기관 네트워크 구축
- 야간․휴일 등 근무시간외 발생한 위기지원 대상 365일 One-stop 보호
- SOS 위기지원 매뉴얼 배부로 민‧관 위기개입 대처능력 향상 및 홍보
(3) 위기청소년 네트워크 확대 구축
• 건강한 청소년 성장환경 조성을 위해 청소년과 청소년재단 등 관련기관이
협력체계를 확대 구축하여 지역 유해환경개선 등의 활동에 적극 참여함
• 추진내용
- 청소년 폭력, 비행, 흡연, 음주 예방 교육․상담
- 지역사회 환경 개선을 위한 청소년 자치기구 캠페인 활동 지원
- 청소년 인권과제 선정 및 사업 추진을 통한 지역사회 청소년 인식개선 등

- 25 -

성남비전 2020 장기종합발전계획(2015 수정본)

(4)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센터 설치
• 성남시에서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의 수는 한해 평균 2,717명으로(2008년
기준) 경기도 관내에서 가장 많으며, 특히 중학교 중퇴율은 경기도 타 지역에
비해 3배가량 높음
- 학습연령기에 배움의 기회에서 소외된 학교 밖 청소년들은 건강한 성장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정책적 대책이 부재한 상황임
• 청소년시설 및 지역자원과 연계하여 사회적 학습체계를 구축하고 복지서비스
를 제공하기 위해 학교 밖 청소년교육지원센터 설치를 지원할 필요가 있는데,
이는 민관협력(관련부서 및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청소년재단)을 통하여 민간
기관에 업무위탁 방식으로 추진 가능함
• 센터에서는 정서적 위기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을 실행할 필요가 있는데 부모
이혼 및 폭력피해, 부부갈등 등으로 학교생활이 곤란하거나 자립에 어려움을
겪는 가출․위기 청소년의 경우 타인에게 위협 혹은 불안을 야기하고, 자해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들에 대한 장기적이고 전문적인 돌봄서비스와 심리․정서적
문제를 치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확대지원 함
• (국내사례) 서울시 학교밖청소년교육지원센터 : 학교 밖 청소년 종합지원,
배움터 컨설팅, 교사교육, 대안교육활동, 사회지원연계 등
광주광역시 학교밖청소년교육지원센터 : 대안학교, 대안교육,
징검다리배움터,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공간 지원 등

3) 단계별 추진계획
• 취약계층 무한돌봄 확대 운영 : 2014년~2017년(4개년)
• SOS위기지원 네트워크 구축 : 2014년~2015년(2개년)
• 위기청소년 네트워크 확대 구축 : 2014년~2015년(2개년)
•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센터 설치 : 2016년~2017년(2개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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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식품안전 체계 구축
1) 배경 및 목적
• 성남시는 도시형 주거지로서 다른 지자체에 비하여 식품위생업소나 공중위생
업소가 더 많이 존재하고 있으며, 이러한 시설에 대한 이용객 또는 다른
지자체에 비하여 많은 것으로 예상됨
• 이러한 상황에서 성남시민의 일상적 건강을 위협하는 식품안전에 관한 문제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이슈라고 할 수 있음
• 따라서 성남시는 시민의 일상적 건강생활을 위해 식품 및 공중위생에 특별한
정책을 펼쳐야 할 것임

2) 주요사업내용
(1) 찾아가는 현장교육으로 안전한 식품 구현
• 위생교육을 받을 기회가 부족한 식품제조가공업소 및 식품판매업소 등 종사자를
대상으로 현장 순회방문 위생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식품 제조․판매 과정에서의
식품위해요소를 사전 차단하여 안전한 식품을 구현
- 식품원재료의 보존․보관 등 위생적 취급 요령
- 식품제조과정의 이물제어 및 예방관리방법
- 위해요소 방지를 위한 종사자 개인위생관리 요령
- HACCP 적용기준 등 식품안전 관리방법 및 기타 식품위생법령 설명 및 이해 등
(2) 동네 슈퍼 위해식품 차단시스템 구축
• 식품안전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동네 중소형 유통매장을 대상으로 위해식품
차단시스템을 설치, 부적합식품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및 차단하여 안전한
식품공급으로 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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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안전한 어린이식품환경 조성
•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내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한 위해요소를 사전에 차단
하고 어린이 식생활 개선을 통하여 어린이 영양․건강증진 도모
-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전수조사 및 지도점검
-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표지판 설치․관리
- 어린이 기호식품 수거검사 및 점검 : 유해첨가물 등 검사
- 어린이 식품안전관리 교육 홍보물 제작․배부

3) 단계별 추진계획
• 찾아가는 현장교육 : 2016년
• 위해식품 차단시스템 구축 : 2016년
• 어린이 식품안전관리 : 20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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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교육부문
• 교육은 개인의 시장가치를 높이며 자아실현을 이룬다는 측면에서 민간재의 특성을
지니지만, 동시에 근대적 국민의 양성, 산업사회의 인력 배출 등 사회의 유지
및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외부효과를 발생시키는 공적 특성도 강하게 지니고 있음
• 이런 특징으로 인해 교육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책임이 상대
적으로 높게 요구되었으며 공교육 체계를 중심으로 한 정부의 직접 제공이
선호되어왔음
• 따라서 오늘날 교육은 국가 차원에서 제도화된 대표적인 공공서비스로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적으로 정한 규범과 틀에 따라 교육의 내용이 만들어지고
수요자에게 전달되며, 교육이 추구하는 다양한 가치들 중 형평성의 가치가 강조되는
사회일수록 교육서비스 전달에서 지방자치단의 역할은 더욱 커질 수 있음
• 또한 평생교육체제는 지식정보화사회의 도래로 인적자원개발의 중요성 증대,
급속한 고령화, 사회경제적 격차심화, 도·농간의 격차와 농촌 해체 및 도시
비대화 등 총체적인 사회변동 차원의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지역사회의
통합이라는 당면과제로서의 교육문제가 단순히 학교에서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가정, 학교 및 지역사회 전체의 공동의 관심과 노력을 통하여
지역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해결 될 수 있는 복합적인 것이라는 것에도 기인함
• 따라서 평생학습체제는 개인의 자아실현, 사회통합 증진, 경제적 경쟁력을 제고
하여 궁극적으로 개인의 삶의 질과 지역사회 전체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학습공동체 건설을 도모하는 총체적인 지역사회 재구조화 운동임과
동시에 지역사회의 모든 교육자원을 기관간, 지역사회간, 지자체간 연계를
형성시킴으로서 네트워킹 학습공동체를 형성하려는 지역 시민에 의한 지역
시민을 위한 시민의 지역사회교육운동으로 정의할 수 있음
• 이러한 사회적 인식은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에서 지식을 무기로 한 지역경쟁력의
강화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통합 혹은 지역정체성의 제고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을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전략적 중요성을
인식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평생학습도시, 교육복지에 대한
정책설정을 모색하고 실천해 나가야할 시점에 놓여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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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전하고 평등한 교육환경 조성
1) 배경 및 목적
• 일반적으로 복지는 교육과 서로 다른 개념으로 인식되어 왔으나, 최근 복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되면서 교육의 영역에서도 복지의 개념이 중요시되어
교육복지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음
- 교육복지란 복지가 삶의 질을 지향하는 것처럼 교육도 삶의 질을 지향한다고
할 수 있으며, 동시에 복지가 질 높은 삶 자체를 가리키는 개념이기보다
취약한 이들을 위한 어떠한 활동(지원)을 통하여 모든 이들의 질 높은 삶을
지향하는 개념인 것처럼, 교육복지 역시 질 높은 교육 그 자체를 지칭하는
개념이기보다는 보다 취약한 이들에 초점을 맞춘 활동(지원)을 통하여 모든
이들에 대한 질 높은 교육을 지향하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음
- 즉, 교육복지는 질 높은 교육을 지향하되 모든 이들에게 고르게 제공되어야
한다는 형평성을 강조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음
• 더욱이 오늘날 복지의 영역에서는 선택적 복지냐 보편적 복지냐를 두고 뜨거운
논쟁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교육에서는 선택적 교육이냐 보편적 교육이냐에
대한 논쟁이 없을 만큼 교육에 대한 보편성이 강조되고 있음
- 이러한 차원에서 교육복지란 최소한 사회에서 설정하고 있는 교육에서의 최소
기준에 모든 국민이 도달할 수 있고, 나아가 모든 국민이 처한 위치에도
불구하고 각자 필요한 교육을 차별 없이 받아 그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상태, 혹은 이를 보장하기 위한 공적 서비스로 정의할 수 있음
• 정책적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정규교육은 양적 성장을 지향하였으나 1995년을
기점으로 질적 성장으로 전환되었으며, 이 시기 정부의 교육목표인 신교육
체제도 ‘교육복지국가 건설’이었음
- 교육복지 종합대책(1997-2001)에 따라 국민의 정부는 교육복지와 관련하여
‘중산층 육성 및 서민 생활 향상 정책’의 교육 부문 대책을 실시하였는데,
중학교 무상의무교육의 전국적 확대, 중․고등학생의 수업료 지원, 저소득층
5세 아동에 대한 무상 교육비 지원,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컴퓨터 무상 보급
및 중식 지원 등을 주요한 정책으로 실행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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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참여정부는 2004년 교육복지종합계획을 다시 수립하여 교육격차의
해소 및 평등의 보장을 추구하며 교육복지정책으로 국민기초교육수준 보장,
교육부적응 및 불평등 해소, 복지친화적 교육환경개선 등의 3개 영역을
추진하였음
- 이후 제17대 정부는 교육복지정책을 학력수준향상과 교육격차 완화, 가난
걱정 없이 다닐 수 있는 학교, 교육복지 지원체제 구축, 건강한 학생 안전한
학교, 선진화된 유아교육과 특수교육 보장, 평생 공부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이라는 6가지 국정과제 하에 세부 정책과제들을 진행하였음
- 상기 6개 국정과제 중 건강한 학생 안전한 학교의 경우 최근 사회문제로까지
확대되고 있는 학교폭력 문제의 해결과 안심하고 학교에 다닐 수 있는 교육
환경 개선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 한편 경기도교육청은 학습기회, 학습과정, 학교생활 등의 차이를 없애기 위한
공적 지원을 규정한 경기도교육청 교육복지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를 공포
하였음(2014년 1월)
- 이 조례는 경기도교육청이 각종 교육복지 사업을 통합적·체계적으로 지원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도교육감은 학생의 교육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재정을 확보해 지원하도록 하는 등 도교육감의 교육
복지에 대한 책무성을 강화하였음
- 또한, 경기도교육청은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친환경 무상급식
등 6개 과제와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학교 부적응 및 소외계층 학생
지원 등 6개 과제의 사업을 추진하였음
- 한편 이 조례에서 교육복지란 학생 개개인의 가정적, 지역적, 사회·경제·
문화적 요인에서 비롯된 학습기회, 학습과정, 학업성취, 학교생활 등의 차
이를 없애기 위해 모든 학생에게 균등하게 지원하는 공적 지원이라고 규정
하고 있음
• 이에 성남시의 경우에도 교육복지 실현의 일환으로 관내 청소년들이 안전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국가적 교육복지정책과 경기도교육청의 교육복지
조례에 맞추어 지역적 교육복지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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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사업내용
(1) 중학교 신입생 교복지원을 통한 교육의 공공성 강화
• 중학교에 진학하는 신입생을 대상으로 무상교복을 지급함으로써 학부모의
가계부담 경감 및 교육복지도시를 구현하고 교복이용권(바우처) 제도를 통해
지역 내 사회적 기업 및 협동조합 등의 참여를 이끌어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다문화가족 자녀 정서함양과 인재육성
• 성남시의 관내 다문화가족 자녀는 2,965명이며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다문화가족 자녀들의 교육이나 정서지원 사업이 필요함
• 다문화 가족 자녀들의 정서적,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고 꿈과 희망을 심어주며,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면서 편견이 아닌 동등한 입장에서 따뜻한 시선으로
함께 살아가는 인재육성을 위함임
(3) 먹거리 개선을 통한 건강한 학교생활 지원
• 먹거리 개선을 통한 건강한 학교생활 지원은 질 높은 친환경 농산물을 활용한
학교무상 급식사업으로서 성남지역 초중고 학생을 정책대상으로 하고 있음
• 성남시는 지난 2007년부터 초등학교 일부학년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전면
확대 하고 2010년부터 전국 최초로 중학교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전액 시비로
무상급식을 추진하였으며, 향후 고등학교 학생까지 대상을 확대할 예정임
- 성남시는 무상급식 관련 규정을 2011년 ‘성남시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로 제정하였음
• 한편, 학생의 식생활은 건강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성장기
청소년의 올바른 건강한 학교생활을 위해 학교무상 급식 사업에 사용되는
재료 및 식자재를 친환경으로 제공하고 있음
- 특히, 2013년 12월 11일 ‘성남시 학교급식지원센터’를 개설하여 안전한
우리농산물을 학교급식에 제공함으로서 건강한 학교, 행복한 교실 문화를
형성하도록 준비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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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교육환경 개선으로 안전한 배움터 만들기 지원
• 그 동안 교육환경 개선사업의 주요한 목적은 기존 학교시설을 대상으로 미래의
교육 환경에 적합한 다양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하여 지역 간 학교시설의
교육환경 격차를 해소하는 것이었음
- 특히, 교육청을 중심으로 한 학교의 교육환경개선 사업은 냉･난방 개선,
창호교체, 외벽보수, 방수공사, 바닥보수, 화장실 보수 등 11개 항목으로
정해져 있었음
• 그러나 최근 대부분의 학교에서 수십 년 간 교육환경개선 사업을 진행하여
학교 내부에서 개선사항을 찾기 어려워졌기 때문에, 학교 외부에서 개선사항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 즉, 교육환경 입장에서 학교라는 배움터를 안전하게 만드는 것은 지역사회의
역할이라는 측면에서 새로운 교육환경 개선사업이 필요함
• 이러한 안전한 배움터를 만들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청소년 유해업소 사전 검토제도
-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홍보강화
- 학생등하교길 안전개선
- 학교폭력 예찰활동 강화
(5) 사회적 약자를 위한 교육기회 균등사업
• 교육기회의 균등은 누구나 성별․인종․신앙․정치성․경제적 조건 등에 의해 차별받지
않고 능력에 따라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를 의미하며 헌법 제31조 제1항,
교육기본법 제4조, 세계인권선언 등에 명문화되어 있음
• 이러한 교육기회 균등은 접근의 기회균등, 교육과정의 균등, 결과의 균등으로
구분할 수 있음
- 접근의 기회균등은 교육을 받기 위한 기회를 균등하게 주어야 한다는 것으로서
교육의 물리적, 정신적 내지 심리적 불평등까지 고려하여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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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과정에서의 균등은 교육을 위해 투입 요소 내지 요건을 균등하게 하는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학교 간 격차를 줄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함
- 결과의 균등은 교육으로 인한 학업성취나 사회적 지위획득에서 교육의 시작이나
출발점이 불공정하였다면, 결과에서 이를 고려한 균등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함
• 이러한 교육기회 균등을 위해 다음과 같은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저소득층 학생 무상 교육지도 사업
- 다문화 가정 학생 교육지도 사업
- 다자녀 가정 교육비 지원사업
(6) 민주적 학교경영체계 구축
• 그 동안 학교교육 현장은 시대적 흐름에 따라 정보화, 선진화 등 다양한 변화가
있었으나, 대부분이 학교의 물리적 시설 확충이나 교원 및 교사 중심의 변화에
그쳤음
• 그러나 오늘날 스마트 지식사회와 융․복합 시대의 등장으로, 학교교육 관련
지식 및 정보가 급증하였고, 학교교육 관련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등장으로
참여와 자치가 확산되고 있음
• 이러한 상황에서 학교운영에 대한 효율성과 성과는 더욱 중시되었고, 나아가
학교를 하나의 경영체로 인식하는 사회적 현상이 확산되고 있음
• 따라서 학교운영 방식이 교장 및 교사를 중심으로 한 교원중심에서 학부모가
참여하는 운영위원회 중심으로 변하였고, 향후에는 지방정부도 참여하는 지역
학교교육 공동체로 확산될 것으로 전망됨
• 더욱이 경기도 교육청은 2013부터 민주시민과를 신설하여, 다문화 교육,
민주시민 교육, 평화교육을 통해 민주적 학교문화 정착, 나아가 세계인과
더불어 살아가는 민주시민 육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이에 성남시는 지역 학교의 민주적 학교운영을 위한 적극적 참여와 재정적
지원이 필요함
- 성남지역 학교에 대한 성남시의 지원은 성남교육지원청과 협력하여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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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의 민주적 방식도입을 확산시키고, 학생들이 민주적 기본소양을 지닐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
- 특히, 학교장 및 교사의 민주적 능력개발을 위한 성남시 차원의 지원사업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

3) 단계별 추진계획
• 중학교 신입생 교복지원 : 2016년(계속)
• 먹거리 개선을 통한 건강한 학교생활 지원 : 2014년~2017년(4개년)
• 다문화가족 자녀 정서함양과 인재육성 지원 : 2016년(계속)
• 교육환경 개선으로 안전한 배움터 만들기 지원 : 2014년~2017년(4개년)
• 사회적 약자를 위한 교육기회 균등사업 : 2014년~2020년(7개년)
• 민주적 학교경영체계 구축 : 2016년~2020년(5개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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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남형교육 지원사업
1) 배경 및 목적
• 새로운 성남형 교육 모델 창출과 창의지성 교육으로 공교육 정상화와 행복한
미래교육도시 비전을 구현하고 꿈을 여는 평등교육으로 아이 기르기 좋은 성남
실현과 교육복지 브랜드 창출

2) 주요사업내용
• 경기도 교육청 및 성남교육지원청은 성남지역 각 급 학교의 창의교육을 위해
특성화된 교육과정 설계 컨설팅, 배움 중심 수업 컨설팅 내실화 및 수업개선
연구 활동 지원, 창의력 신장을 위한 학력평가 방법 혁신 지원 등을 정책적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음
• 이러한 사업들은 성남지역의 미래사회를 선도할 창의적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정책이므로, 일반 종합 행정기관인 성남시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여야 함
• 따라서 성남시는 창의적 인재육성을 위한 “성남형 교육”모델 창출로 지역
교육인프라와 연계하여 학교현장에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 성남형 학교에 대한 지원은 학교별 특성화 프로그램 지원, 학교교육 프로그램
운영지원, 교원 및 학부모 연수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전문기관 교육행정
컨설팅 지원, 교육보조인력 인건비 지원 등이 있을 수 있음
• 성남형 교육은 ‘Book극성’ 독서프로그램을 통하여 책 읽기를 활성화 시켜
성남형 교육의 브랜드화 추진
• ‘혁신과제’와 ‘빛깔 있는 우리학교 공모사업’ 학교 여건에 맞는 프로그램
지원을 통해 학교문화 개설에 기여
• 지역의 교육인프라를 교육과정에 접목하여 학생들의 진로개발 지원 및 삶과
앎을 연결하는 창의적 교육 지원
• 성남형교육지원단의 차량, 강사 일괄지원방식과 성남형교육 도우미(학습․업무․
도서를 통해 학교의 행정부담 완화

3) 단계별 추진계획
• 성남형교육 지원 사업 : 2016년(계속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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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아동·청소년 역량개발 지원체계 구축
1) 배경 및 목적
• 민·관·학 통합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창의적인 아동․청소년의 성장을 돕고,
동아리 및 소규모 지역모임지원을 통해 공동체 활동의 중요성을 배우고 자발적
활동과 상호 교류를 통해 건강한 대인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함
• 또한 청소년들의 취업, 진학, 고민 등의 문제를 완화해 줄 수 있는 청소년
상담실 운영도 확대해 나가야함

2) 주요사업내용
(1) 창의적인 아동․청소년 성장지원을 위한 민ㆍ관ㆍ학 통합 네트워크 구축
• 성남시만의 특화된 재단·교육지원청·학교·민간단체와의 연계협력 시스템
구축을 통한 창의적인 아동․청소년 성장지원의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개발능력 강화가 필수임
- 성남시 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 운영협의회를 통해 운영하며 교육
지원청·학교·교사협의회·지역아동센터·사회복지협의회 등 지역의 유관
단체 등이 참여하는 창의적인 체험활동 인프라 및 지원체계를 구축함
- 네트워크에서는 지역 유관기관 연계지원 간담회, 지역 재능나눔 참가자 교육,
위기청소년 지원기관 공모사업 등을 운영하며, 학교연계 체육실기 교육,
미디어 교육, 학생회․축제․동아리 등을 운영지원 함
• 네트워크 사업 중 특히 청소년의 공동체 활동 강화를 위한 소규모 동아리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청소년 동아리 활동은 여가시간의 개인화, 공동체 의식의 저하 등 문제를
해결해줄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제공하므로 청소년의 조화로운 성장발달을
위해서는 다양한 인간관계 속에서 상호 교류할 수 있는 모임(동아리) 활동이
요구됨
- 청소년 동아리 및 소규모 지역모임지원을 통해 공동체 활동의 중요성을
배우고 자발적 활동과 상호 교류를 통해 건강한 대인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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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프로그램을 더욱 확대 발굴하여 지원함
▮ 그간 추진현황
• 현재 여성가족부, 경기도, 성남시가 주최하고 성남시청소년재단 분당정자청소년
수련관이 주관하는 청소년 동아리 활동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 지원대상은 성남시에 거주하고 있는 9세~24세까지의 청소년이 최소 5명 이상
으로 구성된 동아리가 지원대상임
• 지원 내용은 1개 동아리 당 1,000,000원을 지급하며 담당 지도자가 반드시
있어야 함
- 분야별 특성화 동아리 활동을 유도하고, 청소년들의 자발적인 동아리활동
기회를 지원·육성하여 다양한 청소년 욕구에 부응하고 자율적이며 창의적인
청소년 동아리 문화를 창출하고 있음
(2) 청소년상담실 운영강화
• 2012년 1월 기준으로 성남시의 청소년인구(9-24세)는 204,058명으로 전체
인구의 20.8%에 해당함
- 분당구 53.6%, 중원구 25.2%, 수정구 21.2%가 거주하고 있음
• 한국인텔리서치의 조사(2013)에 의하면 성남시 청소년복지를 위해 필요한
서비스에 대해 주민들은 '취업, 진학, 고민 등 청소년상담실 운영'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25.5%로 가장 높게 나타남

[청소년복지를 위해 필요한 서비스(한국인텔리서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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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의 경우 청소년 도서관 및 독서실이 26.6%로 가장 높았으나 2013년
에는 취업·진학·고민 등 청소년상담실 운영이 25.5%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임으로써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돕는 청소년 상담실의 요구도가
크게 상승하였음
• 청소년 상담실은 현재 시에서 설치하여 청소년재단에 위탁운영하고 있음
- 그동안 상담사들의 신분 불안정과 열악한 처우로 이직률이 높아 상담효과의
지속이 어려워 시에서 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음
• 향후 상담사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역량강화 교육의 확대, 청소년재단과 수련관의
인적 교류 등의 방안마련과 함께 상담수요에 부응하는 양적 기반확대가 필요함

3) 단계별 추진계획
• 창의적인 아동·청소년 성장지원을 위한 통합네트워크 구축 : 2014년~2017년(4개년)
• 청소년상담실 운영 강화 : 2014년~2020년(7개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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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맞춤형 평생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추진
1) 배경 및 목적
• 평생에 걸쳐서 행하여지는 평생교육은 특정한 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활동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활동임. 따라서 천편일률적인 교육프로
그램보다 지역특색을 고려하고 학습자의 입장을 생각한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만족도를 높여나갈 필요가 있음
• 성남시의 특징 중 하나는 지역별, 인구집단별 소득수준 차이의 발생과 이에
따른 평생교육의 수요가 차별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임
- 경제적 수준이나 교육수준이 높은 분당지역의 경우 인문교양에 대한 교육
수요가 많은 반면, 소득과 교육수준의 비교적 낮은 수정구나 중원구의 경우
상대적으로 기초문해 교육이나 학력보완교육 등에 대한 수요가 많음

2) 주요사업내용
• 현재 성남시의 인구적 특성 중에서 4050세대의 조기퇴직자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 반면에, 이들에 대한 평생학습 차원의 교육프로그램은 부족한 실정임
- 특히, 기존의 분당구 지역이나 판교 신도시 지역에 입주한 기업들에는 고학력의
4050세대들이 다수 거주하고 있으며, 이들이 은퇴 후 설계, 인생 2막 설계
등에 관한 교육프로그램이 필요함
- 반면에, 수정구나 중원구의 구도심 지역에는 저학력의 4050세대들이 다수
거주하고 있으며, 이들에 대한 직업교육, 인생설계 등에 관한 교육프로그램이
필요함
• 성남지역에는 지식산업을 중심으로 한 다수의 기업이 입주하고 있는 반면에,
성남시민 중에는 다수의 청년실업자나 미취업자도 존재하고 있음
- 따라서 성남시는 지역기업과 지역 청년실업자를 연계시킬 수 있는 직업관련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지역기업의 재능기부나
지속가능경영 등의 제도를 활용할 필요가 있음
• 한편, 성남지역에는 평생교육 차원에서 다수의 평생교육기관에서 시민교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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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좌가 운용되고 있음
- 그러나 대부분의 시민교양강좌가 천편일률적이며 기초적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일회성 행사에 그치고 있으며, 이것을 보다 질 높은 평생교육프로그램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교육프로그램 간의 연계를 통한 수준별 차별화가 필요하며
교육결과도 통합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

3) 단계별 추진계획
• 직업교육 강화 및 시민교육 보완 : 2016년~2020년(5개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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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평생학습 추진체계 구축
1) 배경 및 목적
• 최근 우리나라의 많은 도시들이 지역발전의 요체로서 공동체와 교육에 주목하고
있으며 학습을 통한 공동체 형성을 지역혁신을 핵심적 발전전략으로 채택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정부도 2001년부터 미래 지식기반사회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2015년 11월 현재 136개(60.2%)의 평생학습도시 지정을 통해서 지역
단위의 교육공동체를 조성하려고 하고 있음

[연도별 평생학습도시 지정수]

• 2013년 교육부로부터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받은 성남시도 평생학습 추진체계의
정비 및 구축이 필요함
• 특히, 2013년 12월 성남시는 평생학습도시 비전 선포식을 개최하여 '인생
100세 시대 100만 시민의 평생학습 공유도시 성남 건설로 1,000개의 학습형
일자리 창출'을 비전으로 제시하였음
• 아울러 구체적인 사업계획으로 평생학습조례 개정, 평생학습센터 설치, 평생
학습망 정비, 2018년도까지 행복학습센터 100개소 확대 설치, 지역별 특성을
살린 학습 프로그램 개발, 제3세대 성남지역 사회기반 학습형 일자리 창출
등을 수립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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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생학습 관련 행정 조직 개편
• 성남시 평생교육의 행정조직으로 현재의 평생학습팀을 평생학습과로 조직과
기능을 강화하여 평생교육사업을 총괄․조정할 수 있도록 함
• 평생학습과에는 조사분석 및 기획, 사업총괄 및 조정, 인프라구축 및 모니터링,
평생학습원 관리 및 행복학습센터 관리 등 크게 4가지 기능을 수행하는 조직으로
구성함
- 조사․분석 및 기획 : 성남시의 평생학습도시에 관한 기획기능을 수행하며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정책 및 시책 개발, 조사연구 및 분석의 기능을 수행함
- 사업총괄 및 조정 : 성남시 내부 조직의 부서 간 평생교육사업 조정 및 관리
업무를 수행하면서 각종 위원회관리, 외부 기관과의 협력추진, 지역 평생교육
기관 네트워크 구축 등의 업무 수행
- 인프라구축 및 모니터링 : 성남시의 평생학습도시 구축을 위한 거점별 정보화
시스템 구축과 평생교육사업의 모니터링 업무 수행
- 평생학습관 관리 및 행복학습센터 관리 : 성남시 평생교육사업 운영 및 학습
프로그램 공급과 평생학습관 운영, 권역별 평생학습 추진사업 업무 수행
• 한편, 2008년 제정한 성남시 평생교육 조례에 대하여 평생학습 행정조직 개편,
평생교육협의회 역할 강화, 시민평생학습원 설립 등에 맞추어 개정할 필요가
있음
(2) 평생교육협의회의 확대 강화
• 현행 성남시 평생교육 조례 제3조에 의하면, 성남시는 평생학습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성남시평생교육협의회를 둘 수 있으며, 이 협의회의 주요 기능은
평생학습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평생학습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기타
시장이 평생학습과 관련하여 부의하는 사항 등에 대한 심의로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협의회의 인적 구성이나 활동이 형식적 구성에 그치고 있으며, 위상도
평생학습도시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
• 이에 따라 현재의 협의회 조직을 위원회 조직으로 확대하고 인적 구성도 성남
지역 평생학습과 관련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이해관계자를 참여시키는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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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개편되는 위원회 조직에서는 성남시 평생학습도시 관련 모든 의제 및
사업에 관한 실질적인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함
(3) 성남평생학습원 운영
• 성남평생학습원은 성남지역 기업과 시민단체를 포함하는 종합적인 평생학습관련
기관으로서 성남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창의교육과 학습형 일자리를 창출함
• 성남시 평생학습원을 4대 기능에 따라 5대 조직으로 구성
4대 기능

역할

4개 조직
평생교육 기획팀

교육

평생학습 콘텐츠 개발 및
제작을 통한 온·오프라인
학습서비스 제공 및 평생
교육 관계자 연수 제공

평생학습 연계팀

평생학습 운영팀

사업 내용
-평생교육기관 관계자 연수
-평생교육 관련 공무원 연수
-평생교육사 연수
-시민평생교육 전문가 양성
-평생학습관 프로그램 운영
-평생교육 정보 제공

정보

-시민학습 상담콜센터 운영

시민의 기대 및 수요에 부
응하는 공유형 평생교육프
로그램 발굴 및 확산, 다
양한 학습 정보와 상담 제
공, 성남시민 평생학습 이
력관리 지원

-강사은행제, 학습계좌제
-평생교육 DB 구축
-사이버 학습강좌 운영
평생교육 기획팀

-이러닝콘텐츠 기획 및 제작
-평생교육종합관리시스템 운영
-평생교육 시민 여론조사

연구

시민의 욕구와 필요성을
반영한 정책연구와 조사
등 성남시 평생교육정책의
싱크탱크 기능

-평생교육기관 실태조사
-국내외 평생학습 동향 분석
-신규사업 발굴
-각종 자료집 및 통계 발행

지원

성남시 뿐만 아니라 경기
도, 나아가 대한민국을 대
표하는 평생교육 중심기관
으로서 국내외 다양한 평
생교육 네트워크 및 지원
센터 기능, 성남시 행정조
직, 협의회조직, 시민조직
등을 연계하는 파트너십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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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평생교육기관 네트워킹
-학습동아리 사업 운영
평생학습 연계팀

-행복학습센터 연계 지원
-각종 협의체 및 기관 네트워크
-기업체 연계 평생학습 지원

관리운영팀

-행정업무 지원
-재무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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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단계별 추진계획
• 평생학습 관련 행정 조직개편 : 2014년~2017년(4개년)
• 평생교육협의회 확대 강화 : 2014년~2020년(7개년)
• 성남평생학습원 설립 운영 : 2014년~2020년(7개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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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평생학습 도시공유 플랫폼 구축
1) 배경 및 목적
• 성남시의 100만명 시민을 대상으로 공공과 민간의 300여개의 평생학습기관을
통합하여 교육프로그램을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플랫폼을 구성함
• 시청사는 이미 성남시민의 평생학습센터가 되었으며, 분당·중원·수정 3개 구
회의실과 학습공간도 평생학습센터로 연계되고, 한국방송통신대학 성남지역
학습관도 공강 시간에는 시민에게 개방되고 있듯이 향후 관내에 있는 모든
공공 공간을 학습공간화하고, 온라인 플랫폼을 비롯하여 시민 강사 자원의 공
유, 평생학습 실무자와 전문가들의 담론 형성 등을 이루도록 함

2) 주요사업내용
(1) 창업특성화 도서관 운영
• 지역 내 도서관을 특화하여 창업 준비 시민 등을 대상으로 적절한 정보제공
및 체계적인 정보자료를 지원하고 창업관련기관에 창업도서를 장기간 제공하여
창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여건을 확보해 나감
• 이를 통해 지역주민들에게 창업트랜드에 맞는 관련 자료를 신속하게 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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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업정보 제공
• 문헌정보실내 창업코너 운영 : 창업 게시판, 신문기사 스크랩북 비치
• 홈페이지를 통한 자료 제공 : 디지털북, 관련기관 정보, 창업자료 제공
▮ 창업도서 및 연속간행물 확보
• 창업도서 1,035권, 연속간행물 3종
▮ 장기도서 대출
• 성남 소상공인지원센터에 상·하반기 2회 각 200여권 지원
(2) S-C Pool & Plaza 구축
• S-C Pool & Plaza는 학습문화와 사회적 자본을 통합한 광장을 의미하며,
성남지역의 풍부한 문화예술자원과 창조인력을 통합하여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임
• 이를 위해 누구나 가르치고 누구나 배우는 Free University로 문화자립형
도시를 완성함
- Free University는 교육프로그램과 창조인력 풀을 구축하고 거점기관을
조성하여 시민을 대상으로 학습하고 공유하기 때문에,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시민의 대학이라고 할 수 있음
- 따라서 Free University를 위해 성남지역 문화예술자원, 창조인력 자원,
시설자원 등을 DB화하여 공유하는 것이 필요함
(3) 평생학습 공유 정보시스템 구축
• 성남시가 지역의 평생학습기관을 통합 내지 공유하기 위해서는 종합적인 관리
시스템이 필요하며, 이를 학습포털 형태로 연계하는 것이 필요함
• 성남시의 학습포털인 평생학습종합관리시스템을 교육․학습기능, 행정관리기능,
자원연계기능, 상호작용기능 등 크게 4가지 기능으로 구성됨
- 교육․학습기능은 학습지원, 교수지원, 운영지원, 모니터링지원 등의 학습관리
시스템과 문제은행 시스템, 역량진단시스템 등을 의미함
- 행정관리기능 : 구성원인 수강생의 학사일정에 대한 제반업무와 성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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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정책과 연계하여 총괄 관리하는 것을 의미함
- 자원연계기능 : 프로그램 패키지관리, 학습추적, 동영상 관리 등 학습 콘텐츠
관리시스템과 통합검색시스템, 로그인시스템, 메일링 시스템 등을 의미함
- 상호작용기능 : 시민들이 서로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는 상담, 커뮤니티,
블로그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의미함
(4) 실무자운영협의회/전문가협의체 구성
• 성남시 평생학습 정책을 논의하고, 담론을 형성하며, 시민들에게 전파할 평생
교육 실무자운영협의회와 각 분야별 전문가협의체를 구성
• 평생교육협의회의 참여 범위 확대와 기능 강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실무자운영
협의회가 명실상부 성남시 평생교육의 정책담론장이 됨
• 평생교육기관 위주의 협의회를 넘어 기업, 시민단체, 협동조합 등의 각 분야별
전문가협의체가 연계되어야 함(성남시 기업평생학습의 예)

3) 단계별 추진계획
• S-C Pool & Plaza 구축 : 2014년~2020년(7개년)
• 평생학습 공유 정보시스템 구축 : 2014년~2020년(7개년)
• 실무자운영협의회/전문가협의체 구성 : 2016년~2018년(3개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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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평생학습도시 전용 네트워크 구성
1) 배경 및 목적
• 성남시의 형식, 비형식, 무형식 학습자원이 건강성, 다양성, 균형성을 가지고
서로 공유되는 성남시 학습생테계의 미래상을 건설하는 사업임
- 3개 zone의 권역화 : 아날로그와 디지털이 혼재하는 성남시 지역생태계학적
특징에 기반하여 지역 학습생태계를 권역화하여 각 지역의 학습요구 만족도와
학습자원을 극대화
- 성남시청은 학습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하는 생태계 중심 허브로서 각 zone과
학습관의 균형적인 성장과 유지를 가능하게 함
- 학습생태계의 유지와 성장의 핵심은 건강한 순환에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시민의 학습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유지될 수 있도록 건강한 순환이 핵심
전략으로 이를 위해‘경계 넘기’및‘통합’과‘연대’를 추구하는 네트워크
전략을 모색함

2) 주요사업내용
(1) 3대 권역별 생태계 조성
• 1구역 아날로그 학습생태계: 본도심(중원구, 수정구)지역은 전통적인 시장
상권이 발달, 중고등학교와 대학이 밀집해 있어 청년 계층이 밀집해 있는 지역
특성을 가져 전통적인 아날로그 감성 학습자원을 토대로 기초문해, 시민참여,
청소년 및 청년 중심의 학습생태계 zone으로 특화시킴
• 2구역 디지로그 학습생태계: 분당지역은 문화예술과 인문교양교육에 대한 학습
자원이 풍부함. 디지털과 아날로그적인 접근을 통한 주거지 밀착형 학습자원
발굴이 요구됨. 따라서 인문교양, 문화예술 중심의 학습생태계 zone으로 특화시킴
• 3구역 디지로그 학습생태계: 판교지역은 풍부한 디지털 인적자원을 가진
산업군이 밀접해 있어 관련 기업과의 전략적 제휴를 통한 무안한 학습자원
발굴과 창조적 일자리 창출의 직접적 자원 제공이 가능함. 따라서 지식산업
인력개발 중심의 학습생태계 zone으로 특화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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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평생학습도시 연계 모델 구현
• 기관 대 기관의 물리적인 하드웨어 차원의 연계 중심이 아닌 평생교육 6대
영역(학력보완/기초문해/직업능력/인문교양/문화예술/시민참여)

중심으로

하드웨어와 휴먼웨어가 연계될 수 있도록 함
• 성남시청을 중심으로 성남시 평생학습관과 성남시 평생교육협의회를 두 축으로
하여 민간부문(가정, 기업, 사내대학, 문화센터, 언론매체, 종교단체)과 공공
부문(주민센터, 시교육청, 도서관, 박물관, 학교, 정부출연기관)의 형식·비형식·
무형식 학습자원을 공유하며 상호 연계함
• 성남시 지역에 기반하여 점차 공간적 확대를 통한 형식, 무형식, 비형식 학습
생태계를 확대해 감. 이는 생태계의 건강한 성장과 순환을 통해 중앙단위,
경기도 단위, 기타 지자체 단위로의 연계를 확장해 나감
(3) 100개 평생학습센터 네트워크
• 시민 곁에 가장 가까이 있는 100개의 평생학습기관을 행복학습센터로 개소하고,
성남시 평생학습과와 성남시 평생학습관을 중심으로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운영함
• 수정구와 중원구의 22개 각 동에 설치되어 있고, 조례에 근거하고 있는 다목
적복지회관을 행복학습센터로 지정한 것에 추가하여 본 중장기 발전계획이
완료되는 2018년까지 모두 100개의 행복학습센터를 개설하여 촘촘한 그물망
처럼 학습망을 구축함

3) 단계별 추진계획
• 3대 권역별 생태계 조성 : 2014년~2017년(4개년)
• 100개 평생학습센터 네트워크 : 2014년~2018년(5개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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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건강부문
• 세계보건기구(WHO)는 “건강이란 질병이나 단지 허약한 상태가 아닐 뿐만
아니라 육체적․정신적 및 사회적으로 완전히 안녕한 상태를 말한다.”고 정의
하고 있음
• 즉 건강이라는 것은 보건적 측면에서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사회전반에서 함께
다루어야할 문제로 유럽과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삶의 질 제고를 위해 도시민의
건강과 고령친화를 도시정책의 중심에서 다루고 있음
• 전통적으로 보건분야는 치료중심의 사후관리서비스에 집중해 왔으나 고령사회
에서 치료중심의 건강관리는 많은 의료비용부담을 초래하고 사회경제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음
• 따라서 의료비 부담을 높이는 만성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건강의 잠재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건강증진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며, 건강증진을 위해서는 지
역주민이 자발적으로 건강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인식개선이 있어야 하고
물리적․사회적 환경여건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 인구집단의 건강결정 요인은 사회경제적인 요인에 따라 다른 노출수준을 가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저소득층,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더 유해한 환경에 노출
가능성이 높고, 교육수준이 높고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유해한 환경을 피할 수
있는 여지가 많기 때문임
• 이와 같은 ‘건강 불평등’ 해소를 위해 지자체의 시민건강 증진정책이 날로
중요해지고 있으며 건강지표 설정에 있어 형평성 지표를 설정하여 소득수준과
연령, 서비스 대상의 특성에 따른 건강격차를 줄이기 위해 취약계층을 고려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할 것임
• 또한 건강증진을 위해서는 안전하고 건강한 식생활 개선이 필요하며, 신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적 노력이
시민이 건강한 도시,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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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남시의료원 공공의료사업 추진
1) 배경 및 목적
• 최근에는 사후적인 치료의 개념보다는 사전적인 예방에 초점을 두고 민관을
중심으로 각종 보건예방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의료서비스의 사각지대로
분류되는 저소득 빈곤계층의 무료진료와 같은 의료활동이 각 시도에서 활발
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 성남시 또한 (구)성남시청사에 개원 예정인 성남의료원 설립을 활용하여 의료
서비스 소외 계층을 최소화하고 취약지역에 대한 필수적 공공의료서비스의
능동적 제공이 가능토록 하여 시 전역에 대한 균형감 있는 의료 서비스 환경
조성할 필요가 있음

2) 주요사업내용
(1) 성남시의 공공의료가치 구현
• 의료급여대상자, 차상위, 저소득층 등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하고

수정구, 중원구 지역 주민의 의료 형평성 제고 및 시민의 건강

매니저 역할을 담당함
• 의료 취약계층(난민, 불법체류노동자, 외국인 성매매피해여성 등)의 진료가
거부되지 않는 최종 안식처(last resort)역할 수행 및 필수진료과목 설치․운영
- 소아과, 산부인과(분만), 응급의료 등
• 재난 발생 시 거점 치료병원 역할 수행
- 신종플루 발생, 지진 등 국가적 재난 발생 시 주도적 대응
• 의료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포괄수가제(DRG) 실시
- 의료비 부담 완화, 진료비 예측 가능성 제고와 함께 전체 의료 시장에서
의료비 가격의 조정자 역할 수행
• 보건소 및 병·의원과 상급종합병원을 잇는 종합병원으로써 이에 맞은 적정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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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포괄적 의료서비스 제공
• 의료서비스로서는 일반진료, 수술 및 중환자진료, 응급진료, 감염 격리 진료,
한방진료 등을 제공하며, 특히 응급진료의 경우 성남시 구시가지 과밀주거지역
내 시민들에게 양질의 응급 진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체계를
구축하고 그 중심 역할을 수행함
• 재활 및 만성질환 관리로는 요양 및 치매관리 서비스, 정신질환 치료서비스,
장애재활, 호스피스 및 사회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
• 예방사업팀을 구성하여 만성질환예방․관리, 건강관리서비스 등 의료권 주민에게
다양한 건강사업 실시하여 예방중심의 건강증진병원 역할 수행
(3) 지역사회 건강 중심공간화
• 환자뿐만 아니라 지역민이 즐겨 찾는 건강 중심공간을 구축, 건강증진실(체력
단련실 등), 근린생활시설, 문화시설, 공원 및 산책로 등을 설치
• 어린이 및 노인, 장애인 및 외국인을 배려한 이용이 자유롭고 친근한 공간을
구축
(4) 공립 보건의료기관의 기능별 역할 담당
• 공익적 교육 및 연구기능을 강화하여 지역사회의 보건교육훈련 시설 설치 등을
제공함
• 의료 인력 교육과 표준 진료를 선도하고 보건기관과 의료원, 국립대 병원 연계를
통한 예방사업 및 연구 실시
(5) 공공의료 경쟁력 확보를 위한 인력 확보시스템 구축
• 종합(대학)병원과 의료원간 교류활성화 및 협약 검토
• 의사, 간호사를 대상으로 하는 정기적 임상교육, 훈련실시

3) 단계별 추진계획
• 성남의료원 개원 및 서비스 시행 : 2017년~(계속사업)

- 57 -

성남비전 2020 장기종합발전계획(2015 수정본)

2. 시민 건강주치의 사업
1) 배경 및 목적
• 우리나라는 지난 40여년에 걸친 고도의 사회경제적 발전과 출산율 감소로 향
후 65세 이상 노령인구는 세계 인구역사상 유래가 없는 빠른 속도로 증가할
것이고, 현재 65세 이상 노령인구의 86%가 만성질병을 가지고 있어 최근 노인
의료비는 연차적으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
• 선진국과 달리 건강보험을 포함한 사회보장제도의 초기단계에서 보험재정난에
봉착해 있으며, 이와 같은 현상은 인구의 노령화와 더불어 더욱 심화될 전망임
• 따라서 정부는 장기적으로 국민의 건강증진과 의료비 절감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정책방향을 치료중심에서 질병예방중심으로 전환하고 국민건강증진법을
제정하여 건강증진사업을 전개하고 있음. 시 자체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건강증진, 질병예방으로의 의료서비스 전환이 필요함

2) 주요사업내용
(1) 질병예방 및 건강증진 사업
• 건강위험 소견이 있는 시민에게 운동프로그램 및 건강생활 습관 교육 등을
통하여 스스로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경증환자가 중증병환으로
발전하지 않도록 건강생활 실천할 수 있게 돕는 사업
(2) 질병 조기발견 및 지속적 관리 사업
• 주치의와 환자간의 신뢰감을 바탕으로 환자의 건강상태에 관하여 주치의가
지속적인 관찰이 가능하기 때문에 질환의 조기발견이 가능함. 만성질환을 가진
환자에게 주치의의 지속적인 진료와 건강 상담이 가능하여 중증질환 및 합병증
예방에 도움.

3) 단계별 추진계획
• 성남시의사회 참여 협의진행(양방. 한방) : 2016
•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사항 준비 : 2016
• 시범사업 추진 : 2016년~2017년(2개년)
• 시범사업 문제점 보완 후 단계별 확대 : 2018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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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성남지역 공공 및 보건의료 협력 체계 구축
1) 배경 및 목적
• 현재 성남시의 보건의료 정책은 보건소를 중심으로 지역적 내지 기능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정책의 집행과정에서 다소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음
- 즉, 성남시의 보건의료 정책이 지역주민의 수요에 기반하여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보건의료 사각지대가 확실하게 사라지지 않고
있음
• 성남시는 지역주민의 소득수준이 비교적 높고 우수한 민간 보건의료 자원을
보유하고 있지만, 반대로 소득수준이 매우 낮아 민간 보건의료 자원을 이용할
수 없는 취약계층도 다수 존재하고 있어 민간 보건의료 자원과 차별된 보건
의료 정책을 펼칠 필요성이 있음
• 또한 성남시 의료원이 2017년 501병상의 종합병원으로 개원할 예정이어 신규
건립되는 성남시 의료원과 지역 내 각종 보건의료기관(보건소, 의원, 중·소
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이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시민에게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선진형 의료 환경을 조성할 필요성이 있음

2) 주요사업내용
(1) 지역 의료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 성남시 의료원에서 지역 내 환자의뢰 이외에 다양한 협력센터를 운영하여 지역
의료기관과 상생전략을 구축함
- 시의료원은 2차 진료를 중심으로 제공하고 1차 진료 환자는 의원들에 후송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으로 의사회-의료원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
• 동네 의원, 대학병원들과 진료협력관계를 구축하여 적정 진료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며, 우선 본시가지에 거주하는 취약계층, 영유아, 노인을 대상으로 1차
의료기관 종사 의사들과 협력하여 주치의 제도를 시행함
• 공공-민간 파트너십 구축
- 공공 의료 기능을 비영리 민간 의료기관에 계약 위탁 수행, 해당 업무 및 재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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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병원-의료원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
• 민간병원의 전문화, 특성화 지원
- 병원들과의 협의를 통해 진료과목의 차별화를 도모하여 경쟁을 피하고, 상생
및 협력관계를 형성
- 필요할 경우 병원들의 전문화, 특성화를 지원
• 분당서울대병원을 거점센터로 하는, 분당차병원, 제생병원과의 응급의료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재난대응시스템을 구축하여 시 의료원에서 민관모의훈련
(DMAT)을 맡아 대학병원, 119와 협력
(2) 보건소와의 협력체계 구축
• 보건사업과 의료사업의 기획 평가, 연구 등을 담당할 ‘공공의료사업단’(가칭)을
설치하고 사업을 연계․조정함
• 보건소와 건강증진센터(건강관리코디네이터) 중심의 1차보건, 의원과 주치의
중심의 1차 진료, 시의료원 중심의 2차진료, 대학병원 중심의 3차진료 연계
체계를 구축함
- 1차보건과 건강증진 연계, 상담·교육 - 시민 담당 건강관리코디네이터를
배치하고, 상담, 환자퇴원관리(사회복귀위한 연계, 환자 및 가족 상담, 교육 등)를
수행하도록 함
- 1차진료를 담당하는 의사로 본시가지 주민을 위한 주치의를 지정(일반의,
가정의학과, 예방의학과, 내과, 외과, 소아과, 산부인과 의사)하고, 상담과
진료를 제공하도록 함
- 2차진료는 시의료원 또는 관내 병원에 의뢰하도록 함
- 3차진료는 시내 대학병원에 의뢰하고, 자원봉사자, 보건의료인력, 복지관 등
건강증진사업 교육을 지원함

3) 단계별 추진계획
• 성남지역 공공 및 보건의료과의 협력 체계 구축 및 시행 : 2017년~(계속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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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역 간 공공보건의료 격차 해소
1) 배경 및 목적
• 성남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하여 우수한 민간 보건의료기관을 보유하고 있으며,
보건의료기관 이용에 대한 지역주민의 만족도 높은 편이지만, 지역 간 격차가
심한 것은 보건의료 정책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임
- 성남시는 본시가지와 신시가지 주민간의 소득격차는 물론 거주민들의 보건
의료기관 이용행태에서도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음
- 또한 성남시는 지구단위개발, 도시재개발, 대단위 아파트단지조성 등 주거지에
대한 급속한 변화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보건의료시설의 변화는 그리 크지
않아 지역주민의 거주공간과 보건의료시설 간의 불일치가 상존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성남시는 지역사회의 보건의료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를 공공부문에서
충족시켜할 할 것이며, 이것을 지역간 보건의료 격차 해소라는 측면에서 접근
할 필요가 있음
- 즉, 기존 시가지에서의 공공보건의료는 취약계층에 대한 집중 지원으로
부족한 보건의료 수요를 충족시키고, 새로운 주거단지는 부족한 민간의료기
관에 대신하여 보건의료 수요를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 특히, 향후 성남시는 도심지에 대한 지속적인 재개발 행위가 이루어질 것이고,
이로 인해 근린생활권에 있는 중소형 민간보건의료기관의 축소가 불가피할
것이며 이 결과 이 시기에 보건의료의 수요와 공급에 많은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따라서 성남시의 지역 보건의료의 수요와 공급을 일치시킨다는 측면에서
공공보건의료 서비스를 강화해야할 것임

2) 주요사업내용
(1) 취약계층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강화
• 현재 성남지역의 보건의료 측면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문은 지역에 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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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자원은 많이 존재하고 있으나, 이러한 자원을 이용할 수 없는 취약계층도
많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임
• 특히, 지리적 측면에서 우수한 민간 보건의료기관이 특정 지역에만 있는 것은
지역주민에 대한 공공의료 서비스 측면에서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함
- 즉, 우수한 민간보건의료기관 소재 지역의 주민들은 편리한 보건의료서비스를
누릴 수 있지만 같은 지역에 거주하면서도 소득수준이 낮거나 취약계층의
주민은 경제적 이유로 인해 우수한 보건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이용하게 됨
- 따라서 지역의 보건의료기관은 주민의 경제적 수준을 고려하여 다양하게 존
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지역에 대한 민간의료 서비스의 부족 부분을 공공
의료 기관이 담당해야 할 것임
• 이에 성남시는 보건의료 수요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하여 주민의 경제적 수준을
고려한 공공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할 것임
- 특히, 보건의료 측면에서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이 상호연계를 통해 역할을
분담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 민간 보건의료기관은 경제적으로 중산층 이상의 주민에 대한
보건의료서비스를 강화하도록 하고, 공적 보건의료기관은 취약계층을 대상
으로 한 보건의료서비스를 강화하도록 하여야 함
•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공공보건의료서비스 강화는 다음과 같은 사업이 있을 수
있음
- 취약계층 다수 거주지역의 공공의료원 설립
- 민간 보건의료시설 부족지역의 보건지소 설립
- 공공보건의료 수요가 많은 지역에 대한 보건지소 기능 및 역할 강화
(2) 주거환경 급변지역의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강화
• 현재 성남시는 재개발 및 재건축, 구도심지 개발, 신도시 건설 등으로 인하여
도시의 생활환경이 급변하고 있으며, 이러한 지역의 보건의료기관도 많은
변화가 예상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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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재개발로 인해 상가건물이 철거되어 주거지역의 기초 보건의료기관인
병의원이 사라지고 있으며, 새로운 주거단지에는 주민입주가 늦어지면서
병의원의 입주도 함께 늦어지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음
• 이러한 상황에서 경제적으로 취약한 주거환경 급변지역의 주민은 보건의료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보건의료 서비스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주거환경 급변지역의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강화는 다음과 같은 사업이 있을
수 있음
- 기간을 정하여 취약 지역 인근에 출장보건지소 설치
- 재개발 지역이나 새로운 주거지역의 공공시설(주민센터 등)을 활용한 이동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3) 단계별 추진계획
• 취약계층의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강화 : 2016년~2017년(2개년)
• 주거환경 급변지역의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강화 : 2016년~2020년(5개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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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역통합 건강증진사업
1) 배경 및 목적
• 통합건강증진은 지자체(보건소)가 지역사회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건강
생활실천 및 만성질환 예방, 취약계층 건강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통합
하여 지역특성 및 주민 수요에 맞게 기획/추진하는 사업이며, 시행 흐름은
다음과 같음

[통합건강증진사업 시행 흐름도]
출처 : 한국건강증진재단(www.khealth.or.kr)

• 통합건강증진사업의 주요 활동은 다음과 같음
-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사업 총괄 안내서 개발
-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사업 도입목적 달성 및 성공적인 사업 수행을 위한
‘계획수립-추진-평가’전과정에 대한 시도 중심의 성과관리 시행
-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사업 성과관리체계 구축
-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사업 지원단 운영
-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사업 계획수립 설명회 및 작성 기술 지원
-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사업 현장 모니터링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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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사업내용
•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사업의 범위는 금연, 절주, 신체활동, 영양, 비만,
구강보건,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 한의약건강증진, 아토피천식예방관리, 여성
어린이 특화, 치매관리, 지역사회중심재활, 방문건강관리 등임
• 한편, 성남시는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2011~2014)으로서 다음과 같은
비전과 과제를 선정하였음
- 성남 보건정책 비전 : 『건강한 시민 희망찬 성남』
- 성남시 보건정책 중점과제 : 정신보건사업의 활성화, 운동·비만관리를 통한
건강생활 실천분위기 조성
- 성남시 보건정책 개별과제 : 저출산 고령화 사회 대응, 시민 건강형평성 제고,
예방중심 감염병관리, 공공보건의료시설 확충

3) 단계별 추진계획
• 통합건강증진사업 지속추진 : 2014년~2020년(7개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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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산업부문
• 고용 없는 성장 시대를 맞아 각국이 일자리창출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일자리창출이 우리 경제의 최우선 과제로 떠오르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 또한 공공부문의 고용확대, 기업유치, 기업하기 좋은 지역 만들기
등의 일자리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역의 핵심과제로 추진하고 있음
• 일자리창출정책은 산업․경제정책, 노동정책, 복지정책, 교육정책 등과 어우러져
추진되기 때문에 중앙정부 주도로 정책이 개발･수립되어 지방자치단체주도의
일자리창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데 한계가 있는 실정임
• 하지만 지방정부 주도의 지역 경제활성화 등의 세계적 추세와 지역의 현실은
중앙보다 지방이 더 잘 파악할 수 있다는 현실, 지방분권화의 추세에 따른
지방의 역할 강화 등의 측면에서 일자리창출에 대해 지방자치단체는 적극적
으로 역할을 수행해 나가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가 일자리창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역특성을 고려
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며, 지역개발 정책추진체계를 기존의 생산기반확충
및 정주환경 개선 중심의 정책체계에 일자리 창출을 연계할 수 있는 장치를
추가하여야 할 것임
•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기업 지원을 다양한 방법으로 강화하여 맞춤형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기여하도록 하여야 허며, 지역의 기업이 성장하고 건전해야 맞춤형
교육을 통해 고용창출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임
• 최근 선진국에서 관심이 집중되는 Buy Local이나 커뮤니티 비즈니스에도 지
방자치단체에서 관심을 가져 지역주도로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임
•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일자리창출을 주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일자리창출
기구 설치, 민․관협력망 구축, 일자리창출 관련 구축 및 각종 정보망을 구축
할 필요가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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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하이테크밸리의 경쟁력 강화사업 추진
1) 배경 및 목적
• 성남시 하이테크밸리는 1975년 공단조성사업이 완료된 노후 산업단지로 최근
아파트형 공장 등의 건립으로 환경적인 측면에서의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하이테크밸리로의 접근성 취약, 주변지역 근로환경 열악 등의 제약요인은 아직
남아있는 상태임
• 한편 2015년 노후산단 경쟁력강화사업 정부공모에 성남하이테크밸리가 선정
되어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추진의 기반이 마련됨
• 이에 하이테크밸리의 지역여건 및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산업단지 재정비를
통한 경쟁력강화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창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2) 주요사업내용
(1) 하이테크밸리 경쟁력제고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
• 하이테크밸리의 경우 지역내 전통제조업의 최대 집적지로 향후 판교, 야탑 등의
첨단지식산업 집적지와의 융복합을 통한 신규산업의 창출과 고용확대(일자리
창출)를 위한 기능 및 역할강화가 필요한 시점임
• 최근 아파트형공장의 건립 등으로 인해 환경개선측면에서의 성과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하이테크밸리내 대부분의 지역은 근로환경측면에서 개선해야할 요소가
매우 많은 것이 현실임
• 이에 공간재편 및 기반시설 개선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이 필요함
(2) 하이테크밸리 교통대책 수립
• 특히, 하이테크밸리의 경우 지하철 8호선 모란역에서 4㎞, 단대오거리역에서
2.5㎞의 지근거리에 위치해 있으나 연계 교통수단의 미흡으로 실질적인 체감
접근성은 매우 열악한 상황임
- 경기도 철도기본계획상에 의하면 성남경전철 1호선에 모란역사거리에서
하이테크밸리로 이어지는 구간이 포함되어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접근성 향상이
기대되고 있으나, 단기적인 측면에서의 접근성 향상을 위한 대안마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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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시점임
• 이에 모란역에서 하이테크밸리로의 접근성 향상 및 하이테크밸리내 이동편의성
증진을 위한 교통대책 마련을 위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할 것임
(3) 지원시설의 확충
• 하이테크밸리내 근로자 종합복지관(상대원1동 197-6번지)이 위치해 있으나
입지상 우측 끝자락에 위치해 있어 접근성이 매우 떨어지고 기업 활동을 위한
각종 지원시설이 부족한 현실임
• 이에 하이테크밸리내 입주한 기업의 기업활동과 근로자들을 위한 각종 지원
시설이 시급한 실정임
- 디자인플레닛, 혁신지원센터, 비즈니스지원시설, 근로자 주거지원시설 복합
문화시설 건립 추진
3) 단계별 추진계획
• 하이테크밸리 경쟁력강화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 : 2016년
• 시행계획 수립 : 2017년~2018년(2개년)
• 사업시행 : 2018년~2020년(3개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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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남시 전략산업 집중 육성
1) 배경 및 목적
• 성남시는 2008년 SoC·모바일·메디바이오산업을 전략산업으로, 게임을
포함한 콘텐츠산업, 고령친화산업, 신재생에너지산업을 중점육성산업으로 하여
3+3 산업육성정책을 추진하였으나 2013년 IT융합, 콘텐츠, 첨단헬스케어,
지역기반제조 산업을 중심으로 한 성남융합클러스터 육성 정책으로 변경하였음
• 따라서 변화된 성남시 전략산업 육성 정책에 따라 대외산업환경변화에 능동적
으로 대처하고 향후 성남시의 먹거리 창출을 위한 육성정책이 필요함

2) 주요사업내용
(1) 성남시 전략산업 재조정
• 성남시 전략산업에 대한 재조정 방안으로 IT융합, 콘텐츠, 첨단헬스케어,
지역기반제조 산업으로 분류하고 육성전략으로 협력적 산업생태계 조성, 첨단과
지역기반 제조업의 공진화, 융합과 전략적 협력을 통한 기업경쟁력 제고로 설정함
[성남시 전략산업 육성 정책변화]
구

분

1단계 : 3+3 전략 및 중점산업 육성 정책

2단계 : 성남융합클러스터 육성 정책

(2009년 ~ 2012년)

(2013년 ~ 2017년)

▸ 전략산업 : 시스템반도체, 모바일,

▸ IT융합 : 시스템반도체, 모바일, 보안 S/W

메디바이오

▸ 콘텐츠 : 디지털콘텐츠(게임)

전략산업

▸ 첨단헬스케어 : 고령친화, 정밀의료기기,
▸ 중점산업 : 디지털콘텐츠, 고령친화,

바이오, 화장품

신재생에너지

육성전략

▸ 지역기반제조 : 식품, 섬유, 공예

▸ 첨단산업 중심 육성

▸ 협력적 산업생태계 조성

▸ 산학연 협력기반 조성

▸ 첨단과 지역기반 제조업의 공진화

▸ 개별기업 중심의 기능형 사업 지원

▸ 융합과 전략적 협력을 통한 기업경쟁력 제고

(2)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거버넌스 체계구축
• 시의 산업육성을 위한 시, 산업진흥재단, 관계자가 참여하는 성남산업경제
활성화 추진 기획단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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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단은 시 산업경제정책 분야 활성화 및 주요 추진과제 자문・홍보와
추진과제 종합 검토 및 협력 지원 체계 구축 및 추진과제별 정책연구 자문・
의견 제시 등의 역할을 수행
(3) 산업군별 육성 지원
▮ IT융합 분야(시스템반도체, 모바일, 보안 S/W )
• 성남형 IT융합 특화분야 발굴 및 종합지원
• IT융합 인프라 거점 구축
• IT융합 수요 창출형 공공서비스 개발
▮ 콘텐츠 분야(디지털콘텐츠(게임))
• 콘텐츠 산업 육성을 위한 거점 구축
• 콘텐츠 분야 리드 산업 발굴 육성
• 산학연 네트워크 구축
▮ 첨단헬스케어(고령친화, 정밀의료기기, 바이오, 화장품)
• 산학연관 네트워크 구축
• 첨단기술융합 및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한 혁신기관의 설립·유치
• 특화센터 설립
▮ 지역기반제조(식품, 섬유, 공예)
• 고부가가치화 추진 및 첨단산업과 균형발전
• 클러스터형 지원사업 체계 안착을 통해 산업 체질 개선

3) 단계별 추진계획
• 거버넌스 체계구축 : 2016년
• 성남시 전략산업 관련 육성 지원 : 2014년 ~ 20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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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판교 창조경제밸리 조성
1) 배경 및 목적
• 현재 판교테크노밸리는 대표적인 IT클러스터로 성장하고 유망 IT 기업들이
집중되었으나 확장공간과 기업지원시설이 부족하여 판교테크노밸리 인근의 제
2테크노밸리 조성하여 첨단산업과 문화․여가생활이 공존하는 창조실현의 복합
공간으로 조성

2) 주요사업내용
(1) 판교 창조경제밸리 조성사업 지원
• 2015년 국토부는 판교창조경제밸리 구상(안)을 발표하였으며, 도로공사 이전
부지와 그린벨트지역 428,750㎡규모로 도시첨단산업단지(339,165㎡), 도시
개발사업(89,585㎡) 추진
• 판교창조경제밸리는 정부주도의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으나 관내 산업 및 지역
발전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감안하여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한 각종 인허가의
지원 및 사업진행에서 성남시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
• TF팀을 구성하여 적극적인 지원 및 의견 제시
(2) (가칭)성남글로벌 ICT융합플래닛 건설
• 산업육성 정책 목표 실현 및 성남시 위상 제고를 위하여 판교 창조경제밸리
내 (가칭)성남글로벌 ICT융합 플래닛(제2킨스타워)을 건립하여 기업지원 거점
으로 활용
• 성남시 산업육성 정책실현 및 위상 제고를 위한 상징적 랜드마크 조성
• 중소기업 성장 및 글로벌 진출 교두보 마련을 위한 비즈니스센터 확대 운영

3) 단계별 추진계획
• 판교 창조경제밸리 조성사업 : 2015년~2019년(5개년)
• (가칭)성남글로벌 ICT융합플래닛 건립 : 2016년~2019년(4개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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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게임산업 육성을 통한 게임 메카 조성
1) 배경 및 목적
• 미래 성장동력인 게임 및 콘텐츠 산업 육성을 통해 성남을 게임의 메카로
글로벌 브랜드화 시켜 “행복도시 및 삶의 질 100대 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
• 게임산업 육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 시민 참여아이템 발굴하고 시민과 기업이
모두가 즐기며, 창조하는 게임콘텐츠 도시로 조성

2) 주요사업내용
(1) (가칭)게임거리 조성
• 게임메카 이미지 강화와 시민의 게임에 대한 인식 전환을 위해 게임 거리를
조성하여 친화적인 게임도시 구축
• 게임 거리 상징물, 가로수, 벤치 등 게임도시 디자인 기획
• 게임업체별 거리상시전시장, 게임 시연장, 문화 공연장 등 조성
• 과몰입 예방센터, 게임카페, On/Off-line 게임장 등 시설 유치
(2) 게임아트 전시회 개최
• 관내 게임회사의 게임아트 작품 콘텐츠를 주축으로 한 전시회를 개최하여 시민
누구나 쉽게 즐기고 느낄 수 있도록 게임문화 대중화에 기여하고 게임메카의
도시 브랜드 구축
• 관내 및 세계적 게임회사 게임 작품과 영상을 주요 콘텐츠로 구성
• 게임유저뿐 아니라 일반 시민 누구나 쉽게 관람할 수 있도록 전시
• 1회성 행사가 아니라 재전시 및 외부 투어가 가능하도록 기획

3) 단계별 추진계획
• 게임아트 전시회 개최 : 2016년(계속사업)
• (가칭)게임 거리 조성 : 2017년~2019년(3개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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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MICE산업 육성을 통한 국제도시 도약
1) 배경 및 목적
• 성남시를 포함한 수도권 남부지역은 전시기능을 갖춘 시설이 전무하여, 관내
기업의 기업활동이 어려움이 있어 이를 지원을 위한 전시컨벤션 시설이 필요함
- 수도권 남부지역은 고양시의 킨텍스, 서울의 코엑스 등을 대체할 만한 전시
기능을 갖춘 시설이 전무하여, 성남시를 포함한 수도권 남주지역의 전시
수요를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국제회의, 전시회, 호텔, 쇼핑 등 MICE산업을 우리시 전략산업인 IT융합,
콘텐츠, 의료관광, 첨단헬스케어와 연계 추진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국제도시로 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사업내용
• 국제회의산업은 관광, 레저, 숙박, 식음료, 문화오락, 광고 등에 막대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미치는 종합산업임과 동시에 지식과 정보의 생산과 유통을 촉진
시키는 기반산업으로 성남의 지역경제활성화와 지역기업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업임
• MICE 산업 육성 방향 기초 연구 시행 및 MICE산업과 연계한 분당벤처밸리
SW-ICT Complex 연구용역 추진
- 성남시에 맞는 맞춤형 MICE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 지역전략 사업과 연계한 MICE 산업 기반조성사업 시행
- 국제회의, 전시회, 호텔, 쇼핑 등 MICE산업을 우리시 전략산업인 IT융합,
콘텐츠, 의료관광, 첨단헬스케어와 연계 추진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인 백현유원지(정자동 1번지)개발과 연계 조성

3) 단계별 추진계획
• MICE산업 종합계획 수립 : 2015년~2016년(2개년)
• MICE 산업 기반조성 : 2017년~2019년(3개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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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헬스케어 클러스터 조성
1) 배경 및 목적
• 의료산업의 경우에는 인천송도, 강원도 원주, 충청북도 오송에 특화되어 있으나
성남시는 전후방산업을 연계할 수 있는 의료서비스 부문의 강점 활용한 헬스
케어 클러스터 구축이 가능 할 것임
• 안티에이징, 병원협력형 R&D 지원체계 등 첨단헬스케어 클러스터를 조성하여
관련 산업의 시너지 효과 제고 및 시민에게 양질의 헬스케어 서비스 제공
하고자 함

2) 주요사업내용
• 융합 헬스케어 산업 클러스터 조성
- 첨단 헬스케어 클러스터 조성 기본 계획 구상
- 의료기기산업 및 제약바이오 산업의과 의료서비스 산업을 연계한 클러스터
조성
• 안티 에이징 산업 중점 육성
- 방사선 및 비전리진단, 진단치료장치 특화 R&D 플랫폼 개발
- 연구, 서비스, 및 관련기관과 네트워크 강화
• 병원 협력형 R&D 지원체계 운영
- 병원협력형 바이오 사업화 지원과 병원협력형 의료용품 개발 지원
• 의료기기 및 바이오 특화센터구축 및 운영(정자동 구 LH사옥)
• 산업단지내 대학 의료기기학과 캠퍼스 유치

3) 단계별 추진계획
• 첨단 헬스케어 클러스터 조성 기본 계획 수립 : 2016년(1개년)
• 의료기기 및 바이오 특화센터구축(정자동 구 LH사옥): 2017년~2019년(5개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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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위한 주택전시관 부지의 활용
1) 배경 및 목적
• 가용토지가 부족한 성남시의 경우 산업화와 도시화가 급속하게 진행됨에 따라
효율적인 토지이용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음
• 주택전시관 부지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서는 기 존재하는 주택전시관시설을
최대한 활용하여 시설의 철거 및 재개발 등에 소요되는 시간적․물질적 낭비를
최소화하고, 장기적 개발구상에 따른 토지 및 시설의 방치를 지양해야 할
필요가 있음

2) 주요사업내용
• 주택전시관 부지의 활용은 우선적으로, 현재의 주택전시관 시설 활용이 전제되는
단기적인 활용방안을 통해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일정기간 이후
주택전시관 부지전체(봉우재공원포함)를 대상으로 마스터플랜을 구상 실행하는
장기적인 활용방안으로 구분하여 추진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할 수 있음
• 따라서 주택전시관 부지의 활용방안을 1단계 단기전략과 2단계 장기전략으로
구분하여 사업을 추진함
• 1단계 단기전략은 단기간 동안 시설의 철거 없이 증․개축, 대수선 등을 통해
활용하는 것으로 공공시설이 입주하는 것임
- 도입시설로 글로벌창의센터, 디자인플래닛과 기타 공공행정 및 복지시설 등이
있음
• 2단계 장기전략은 도시 생애주기 관점에서 성남시 현황에 가장 부합하고
장기적인 필요가 요구되는 기능으로 분당구 지역 기존도심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측면에서 복합 업무시설로 조성하여 활용함

3) 단계별 추진계획
• 1단계 단기전략(공공시설) : 2016년 ~ 2020년(5개년)
• 2단계 장기전략(복합업무시설) : 2020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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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상권활성화 관련 조직 강화 및 집객 체험프로그램 개발
1) 배경 및 목적
• 성남시 관내 주요 전통시장과 역사관광자원을 연계하는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외부인구의 지역내 유입을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이끌어낼
수 있는 유인요소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성남시 관내 하대원시장, 성호시장, 중앙시장, 모란시장 등의 시설현대화에
따른 효율적 운영과 지역내 소상공인 및 상권별 특화발전을 위한 지원기능의
전문화를 위한 성남상권활성화재단의 기능 및 역할 강화가 필요함

2) 주요사업내용
(1) 상권활성화재단 역할 강화 및 조직 확대
• 성남시는 2012년 성남상권활성화재단을 설립하고 수정로 상권활성화 사업을
기 추진 중에 있으며, 2014년 산성로 상권을 신규 상권활성화 구역으로 지정
하는 등 지역내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적 의지를 가지고
있음
• 한편 성남시의 경우 하대원시장, 모란시장, 성호시장, 중앙시장, 중앙지하상가
등의 본시가지 상권에 대한 재정비 및 이전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향후
이들 전통시장은 공설시장으로 전환이 계획되어 있어 이에 대한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조직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 이에 공설시장에 대한 본격적인 관리 및 운영이 이루어지는 2015년을 기점으로
기존 상권활성화재단의 역할과 기능 및 조직을 확대해 나감으로써 효율성과
전문성을 두루 갖춘 전문기관으로 거듭날 필요가 있음
- 주요역할 : 성남 공설시장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 지역내 소상공인 및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사업지원 및 컨설팅 수행
- 조직운영 : 공설시장 운영 + 상권활성화 프로모션 등 Two Track형 조직
으로 재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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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권활성화구역으로의 집객을 위한 체험프로그램 운영
• 성남시의 대표적인 역사관광자원이라 할 수 있는 남한산성의 관광객을 지역내
대표적 상권인 수정로, 산성로, 모란시장으로 유인할 수 있는 체험형 연계
프로그램을 개발함
• 해당지역의 경우 서민문화, 전통문화 및 다문화가 공존하는 지역으로 각 개별
문화의 특성을 살린 체험형 관광상품의 개발이 가능한 지역임

[상권활성화구역으로의 집객 프로그램 개발 방향]

- 서민문화
·모란민속5일장 및 재래시장 상권이 집적화된 서민문화의 집결지
·1960~70년대 서민들의 대표 주거지 : 청계천 철거민들의 강제적 이주
정책에 의해 형성된 마을로 그 당시의 집과 골목길, 계단길 등 서민들의
숨결을 간직하고 있는 마을
- 전통문화
·성남시는 성남시민속공예전시관 운영을 바탕으로 많은 전문가들을 보유
하고 있으며, 이러한 자원성을 활용한 민속공예문화의 중심지로서의
이미지 구축
·남한산성의 역사 ․ 문화와 민속공예를 연계한 전통문화의 이미지 강화

- 80 -

성남비전 2020 장기종합발전계획(2015 수정본)

·전통문화 이미지 강화를 통해‘성남시 남한산성’의 인식 구축 필요
- 다문화
·한국이 본격적인 다문화 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그 동안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았던 나라와 문화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으며, 멀티컬쳐 관광소비
확산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따라서 수정구가 지닌 자원성(다문화가정)을 바탕으로 다문화 체험의 장
마련을 통한 멀티컬쳐 이미지 확립
• 이에 기존 상권활성화구역과 남한산성 및 다문화를 특성화할 수 있는 각각의
체험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들이 하나로 연결될 수 있는 교통수단의 도입이 필요함
- 전통문화 : 남한산성내 민속공예전시관을 활용한 전통문화체험
- 서민문화 : 1960~70년대 서민들의 대표 주거지를 중심으로 한 서민문화체험
(골목길 투어 등)
- 다 문 화 : 수정로상권활성화 사업의 일환인 세계음식거리와의 연계를 통한
다문화 음식문화 및 해당국가의 전통문화체험
(3) 연계교통수단 운영
• 주말 및 공휴일에 운행할 수 있도록 남한산성에서 수정로 및 산성로, 모란시
장까지 연결할 수 있는 교통수단을 도입함
• (관련사례) 수원 화성의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수원시는 화성의 주요 명소를
관광할 수 있는 이동수단인 화성열차를 운행하고 있음
- 운행코스 : 순환형(팔달산 ↔ 연무대) 코스로 운행
- 운행시간 : 매일 오전 10시 ~ 오후 5시(눈 ․ 비, 영하의 날씨 제외)
(4) 차 없는 거리 운영을 통한 문화광장 조성
• 을지대학교~남한산성유원지 입구까지 도로를 주말 및 공휴일에 차없는 거리로
조성하여 물물교환 장터, 전시회, 공연 등 다양한 문화행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남한산성 방문객이 좀 더 체류하면서 성남을 느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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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권활성화구역~남한산성 연계 투어상품 개발(안)]

3) 단계별 추진계획
• 성남시 상권활성화재단 역할 강화 및 조직확대 : 2016년~2020년(5개년)
• 체험프로그램 운영 : 2018년~2020년(3개년)
• 차없는 거리(문화광장) 조성 : 2017년~2020년(4개년)
• 연계 교통수단 운영 : 2018년~2020년(3개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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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지역기반형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1) 배경 및 목적
• 우리나라의 사회적기업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지역단위에서 신규고용을
창출할 수 있다는 대안과 국가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한 복지제도의 개혁 즉,
사회서비스의 민간이양 추세와 맞물려 발전해 오고 있으며, 2011년 12월
협동조합기본법이 제정되면서 협동조합의 설립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등 사회적
경제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 또한 최근에는 노동시장에서의 경쟁심화로 늘어나고 있는 취약계층의 고용
창출과 사회적 통합 차원에서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음
• 하지만 성남시를 포함한 우리나라 사회적기업은 주체적 역량이 매우 미약하여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루어내기에는 많은 어려움을 내포하고 있음
• 이에 지역별 특수성을 고려한 지역중심의 사회적경제 기업발굴과 이에 대한
육성이 필요한 시점임

2) 주요사업내용
(1) 전용업무공간 추가확보 및 육성기금 확대
• 성남시의 경우 이러한 사회적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신흥동에 사회적경제 융합
센터를 설치하여 지역내 사회적경제 클러스터 역할(인큐베이팅, 네트워크 공간
등)을 담당할 계획이며, 2020년까지 총 50억원의 사회적경제기업 육성기금을
조성하여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지원이 가능하도록 계획하고 있음
• 하지만 성남시 사회적경제 기업들의 증가추세를 감안하였을 때 기존의 전용
업무공간 및 육성기금을 통한 지원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전용업무공간(인큐베이팅)의 추가 확보 및 육성기금의 목표치를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음
• 한편 육성기금 조성의 경우 이탈리아 또는 영국의 기금 조성 방식을 벤치마킹
하여 성남시에 적합한 기금조성 방식의 도입이 필요함

- 83 -

성남비전 2020 장기종합발전계획(2015 수정본)

(2) 통합브랜드 개발 및 종합쇼핑몰 구축
• 방송광고, 라디오광고, 지역노선버스광고 등 다양한 홍보채널을 활용하여
성남시 사회적경제 관련 기업에 대한 홍보를 강화함으로써 지역내 관련 기업에
대한 신뢰를 우선 구축하여야 함
• 즉, 사회적경제의 성장 동력에는 지역사회 요소가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성남시 사회적경제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다각적인 방법을
통하여 지역사회로의 접근을 시도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성남시 사회적경제에 대해 개별적으로 홍보할 경우 비용대비 홍보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으므로, 관련 기업의 동종업종별 브랜드 통합전략을 수립하여
홍보효과의 극대화를 유도하고 나아가 지역주민의 신뢰를 구축할 수 있는
여건을 확보가 선행되어야 함
- (서울시 공동브랜드 사례) “더착한 서울기업”은 서울에 있는 우수 사회적
기업을 총칭하는 브랜드로 서울시는 시민들이 알기 쉽고 기억하기 쉬운
네이밍을 통해 경쟁력 있는 사회적기업으로 집중 육성을 추진하고 있음
- 또한 “더착한 서울기업”에 선정되는 우수 사회적기업에게 BI 등 공동
브랜드 사용권, 온라인쇼핑몰 및 전시회 등 판로개척, 전문 기업과의 연계를
통한 기술개발 등을 지원하고 있음
• 또한 향후 성남시 사회적경제의 사업영역이 다양화되고 관련 기업수가 증가되는
시점에서는 이러한 사회적경제 관련 기업의 온라인 홍보 및 판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남시가 운영하는 종합쇼핑몰을 구축할 필요가 있으며, 연계사업
으로 매출액의 일정금액을 사회적경제 육성기금으로 적립하는 방법에 대한
연구도 필요함
(3) 사회적경제 협의체 역할 강화 및 지원확대
• 성남시 사회적경제 관련 기업의 지속적인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해당 기업의
애로 및 건의사항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사회적경제 협의체의 역할
강화 및 지원확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3) 단계별 추진계획
• 사회적경제융합센터 설치 및 육성기금 확대 : 2015년~2020년(6개년)
• 통합브랜드 개발 및 종합쇼핑몰 구축 : 2015년~2020년(6개년)
• 사회적경제 협의체 지원 확대 : 2014년~2020년(7개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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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글로벌 도시 성남구현을 위한 정책제언
• 본 장에서는 성남시가 수도권 또는 국내 타지방자치단체와의 비교우위 확보
차원에서 나아가 세계속의 성남·글로벌도시로서의 성남으로 거듭나기 위해
장기적 측면에서 접근이 필요한 의제를 중심으로 활용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 즉, 메디·바이오밸리(위례) 조성, 본시가지에 대한 신교통수단 도입, 공군
기지 이전 및 활용 등 성남시의 지속적인 관심과 전문가 및 주민을 대상으로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 최적의 대안 마련이 필요한 사업을 중심으로 정책적
활용대안을 제시하고자 함
• 메디·바이오밸리의 성남시는 인천~오송~원주의 중심지역에 위치하여 광역
클러스터의 중심지 역할이 가능하며 아울러 지역내 대형 종합병원·국제줄기
세포 클러스터·고령친화체험관 및 관련 기업체 등을 활용한 의료관광 핵심
거점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음
• 한편 본시가지에 대한 신교통수단 도입은 하이테크밸리로의 접근성 향상과
남한산성~상권활성화 구역의 활성화를 고려한 설치와 노선확정이 필요할 것임
• 공군기지와 관련해서는 단기적보다는 장기적 측면에서의 접근할 필요가 있으며,
지역주민 및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한 개발 및 활용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문화광장 조성의 경우에는 본시가지 경제활성화와 문화도시로서의 이미지 확보
차원에서 접근하며, 대장동은 판교테크노밸리와 동원동 일반산업단지의 배후
부지로 직주환경 개선 측면을 강조한 고품격 주거복합단지로의 개발이 필요
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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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광역클러스터의 핵심거점, 위례 메디·바이오밸리 조성
1) 배경 및 목적
• 위례신도시는 강남지역의 주택부족, 특히 중대형주택 부족으로 인한 주택시장의
수급불균형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고자 계획된 신도시로서 뛰어난 경관과 대중
교통 여건 및 접근성이 우수한 지역임
• 이에 위례신도시를 자족기능을 갖춘 지속가능한 명품도시로 조성하기 위해
단기적인 개발수익보다는 장기적인 비전전략과 전략산업의 육성 계획을 통해
전후방 연관산업의 동반성장의 여건조성, 지역경제 활성화, 고용유발, 세수증대
효과 등 장기적인 차원에서의 접근이 필요함
• 한편 성남시 관내에는 의료서비스 전문기관, 한국식품연구원 및 한국전자부품
연구원, 판교테크노밸리 및 야탑밸리의 BT, IT 관련 업체 등 메디·바이오와
관련하여 우수한 인적․물적 자원을 갖추고 있어 각 혁신주체별 연계 협력을
통한 시너지 효과 창출 가능성이 매우 높으나, 연구기관 및 업체의 집적이익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여건이 미흡한 형편임
• 따라서 수도권 광역 클러스터의 발전을 위해 거점 역할을 하는 의료바이오관련
집적지 개발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으며, 이를 통해 동북아경제중심의 지역기술
혁신클러스터의 핵심주체로 육성하고 국내는 물론 선진국의 지식산업집적지에
필적하는 경쟁력 있는 세계적인 메디·바이오 클러스터로 육성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개발방안의 마련이 필요함

2) 위례 메디·바이오밸리 개발구상(안)
(1) 목표 : 융복합 실현을 위한 R&D중심의 광역연계거점 구축
• 판교테크노밸리, 야탑밸리 등 IT융복합 산업 중심지와 연계, 의료서비스․의약품
중심의 복합의료 R&D중심지로 육성
• BT기반 융복합기술 연구․개발 및 신기술 및 정보의 교류지
• 의약품 중심 R&D 구축을 통한 의료서비스, 의료기기 전후방산업 연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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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발방향
▮ 국내 메디바이오 클러스터의 핵심거점화 : T자형 광역클러스터 구축
• 국토의 동서축에 위치한 민간 바이오산업부분(송도, 원주)과 남북측의 공공
바이오산업(충북 오송)의 결절점에 입지한 특성을 고려
• 국내 바이오산업의 지리적 중심지뿐만 아니라 연구개발에서 생산까지의 모든
기능을 연결하는 기능적 중심지의 역할 수행
▮ 성남시 바이오산업의 지역거점 역할 수행
• 지역 내 바이오관련 연구개발(R&D) 기능과의 연계·활성화를 통해 기능을
강화하고 연구결과의 구체화 제고
- 지역(하이테크밸리) 바이오 생산기업을 지역 내 연구개발의 결과를 구체화
하기 위한 Test Bed로의 육성기능을 부여하고 이를 연계하여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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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외사례
(1) 일본 고베 의료클러스터
▮형성배경
• 1995년 고베대지진으로 인해 포트 아일랜드의 넓은 유휴지는 집을 잃은 시민
들의 임시주택 단지로 쓰였고, 지진복구사업이 진행되고 있던 1998년 고베시는
침체된 지역경제를 복구하고 고령화에 대응하며 의료복지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첨단 의료산업단지 구축을 추진하게 됨
▮클러스터 현황
• 포트아일랜드는 고베 앞바다에 건설한 인공섬으로 1단계 규모는 436㏊이고,
2단계 규모는 390㏊로써, 고베의료산업도시는 포트아일랜드 2단계 개발지역
390㏊에 입지하고 있음

[고베 의료클러스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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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기관 현황
• 고베 의료클러스터 내 주요기관과 기관별 기능은 아래와 같음
[고베 의료클러스터 주요기관 및 기능]
기 관
(재)첨단의료진흥재단

이화학연구소
(독립행정법인)

고베도시진흥서비스
중소기업기반정비기구
고베대학

센 터

기 능

∘ 첨단의료센터(IBRI)

60병상 규모의 연구병원

∘ 임상연구정보센터(TRI)

임상시험 정보 지원 교육 훈련

∘ 클러스터추진센터(PCK)

사업화 지원, 기업유치 등 지원

∘ 발생‧재생과학종합연구센터(CDB)

줄기세포 등 세포생물학 기초연구기관

∘ 분자이미지연구센터

분자이미지 관련 연구

∘ 차세대슈퍼컴퓨터 시설
바이오메디칼창조센터(BMA)

- 동물실험시설, 세포배양시설 등 설비보유
- 바이오벤처 등에게 저렴하게 임대
- 펀드‧인재 제공

고베의료기기개발센터(MEDDEC)

의료기기 개발 시설, 장비 지원

∘ 비즈니스인큐베이션 센터
∘ 고베국제비즈니스센터
∘ 고베건강산업개발센터

벤처기업 입주

▮발전요인
• 고베 의료클러스터의 주요 발전요인으로 지역 내 자체적인 우수 연구기관의 존재,
핵심기업의 입주, 선진화된 교통인프라의 확충과 중앙정부 차원의 정책적 뒷
받침 등을 들 수 있음
[고베 의료클러스터 발전요인]
발 전 요 인

내

용

∘ 고베대학, 교토대학 등 간사이 지역의 수준 높은 대학 존재
연구 역량

세계화 전략
사업화 지원

∘ 국립순환기병센터, 오사카바이오사이언스연구소 등 연구기관 입지
∘ 교토후립의대 등 다수의 역사적인 사립 의과대학 존재
=> 바이오분야 기초연구를 행하는 대학・연구소 밀집으로 기초연구가 뛰어남
∘ 해외 연구기관과 기술교류 및 사업화 모색
∘ 활발한 외국기업 유치 전략 수립, 추진
(재)첨단의료진흥재단을 통해 사업화 및 기업유치 지원

핵심기업의 존재

외국 기업(20개) 포함 127개(2008년 기준) 관련 기업 입주

SOC

항만, 열차, 고속도로, 국제공항 등 선진화된 교통 인프라 구축

지역내 자금조달
정책 서비스
문화・환경

은행, 원자재기업 등 여러 협력업체 및 기관들의 참여
문과성 주도로 세계 톱수준의 국제 연구거점 형성촉진 프로그램 추진
∘ 통신망 구축
∘ 국제문화공원 프로젝트와 연계하여 문화시설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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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메릴랜드 바이오클러스터
▮형성배경
• 메릴랜드는 40여년 전부터 바이오산업 관련 기관‧연구소・대학・병원 및 19개
국가 보건 의료기관 및 인허가 기관이 집적화되어 있으며 바이오신약․의료기술․
치료법․의료기기 개발에 적합한 기반시설이 조성되면서 형성됨
▮주요기관 현황
• 메릴랜드 바이오클러스터 내 입지한 주요기관은 아래와 같음
[메릴랜드 바이오클러스터 주요기관]
구 분

기 관
∘ 게놈연구소(The Institute of Genomic Research, TIGR)

비영리
기구

∘ MdBio, Inc.
∘ 메릴랜드 바이오연합(메릴랜드 과학기술위원회 소속)(Maryland BioAliance)
∘ 메릴랜드기술개발공사

학문적
연구기관

연방기관

관련기관

∘
∘
∘
∘
∘

존스홉킨스대학(The Johns Hopkins University)
메릴랜드대학 11개 캠퍼스
메릴랜드대학 생물공학 연구소
해양생물공학 연구소(Institute for Marine Biotechnology)
의생물공학센터(Medical Biotechnology Center)

∘
∘
∘
∘
∘
∘
∘
∘
∘

국립보건원(The National Institutes of Health, NIH)
표준기술연구소(The 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
연방식약청(Food and Drug Administration, FDA)
동력자원성(Department of Energy)
벨츠빌 농업연구센터(Beltsville Agricultural Research Center
국립해양대기청(National Oceanic and Atmospheric Adm.)
원자력규제위원회(Nuclear Regulatory Commission)
소비자보호원(Consumer Product Safety Commission)
월터리드 해양의료연구센터(Walter Reed Army Institute of Research and Naval)
Medical Research Center)
∘ 데이비드테일러 연구센터(David Taylor Research Center)
∘ 환경보호국(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EPA)
메릴랜드 바이오기술 센터(Maryland Bio-technology Center, MBC)

▮발전요인
• 메릴랜드 바이오클러스터 발전의 주요한 요인으로는 세계적 수준의 연구역량을
보유한 우수 대학기관 및 미 연방 연구기관들의 집적과 정부의 연구기금 지원,
핵심 바이오기업의 존재 등을 들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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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릴랜드 바이오클러스터 발전요인]
발전요인

과학기반 역량

벤처기업 활성
산학연
협력네트워크
인력공급
핵심기업의 존재
지리적 인접성
SOC
지역내 자금조달

내
∘
∘
∘
∘
∘
∘

용

존스홉킨스대학, 조지워싱턴대학 등 세계적 수준의 우수대학(11개) 집적
NIH, FDA 등 19개의 연방 인・허가 및 연구기관 집적
NIH연구기금으로 매년 1.7억$를 메릴랜드 소재 대학들에 지원
연방정부로부터 연간 12.2억$ 지원금 수령(미국에서 2번째 규모)
바이오과학 연구기금으로 연간 8억$ 조성
몽고메리시 자체펀드, 주정부 투자자금, 메릴랜드 기술개발공사 등 정부로부터
연구개발자금 조달, 지원

NIH, 존스홉킨스대학 등 연구기관 및 대학으로부터 스핀오프 창업 활성화
메릴랜드주 산업경제개발부를 통해 연구기관과 대학간 네트워크 강화
∘ 메릴랜드주 주민의 29%가 석박사 학위 소지, 57%이상 학사학위 소지(교육
중심지역)
∘ 워싱턴-볼티모어에 근접하여 고학력의 숙련된 노동력 확보 용이
바이오기업이 집적되어 산업기반 구축(핵심 바이오기업 400여개)
바이오기업들과 전략적 협력기관이 1시간 이내 거리에 위치
∘ 인구와 기업 등 사업기반의 1/3가량이 1일 교통권 내 위치
∘ 항구시설, 세계 주요 공항, 고속도로 등 교통인프라 탁월
Challenge Investment Program, The Enterprise Investment
Capital Limited Partnership 등 신규 기술기업 및 벤처 기업에 투자금
지원

[메릴랜드주 바이오산업 자금지원 Source]

▮경제적 성과
• 지난 20년간 메릴랜드는 연구단지, 바이오관련 연구소 및 메릴랜드 벤처자금
조성, 바이오테크 세제지원과 나노기술개발에 70억$을 투자하였고, 소재
바이오기업으로부터 2조$ 이상의 수익을 창출하였음
• 바이오 관련 산업 분야에서 약 27,000명의 숙련노동자와 20,000여명의
비숙련 노동자가 바이오관련 기관・연구소・대학 등에 종사하고 있으며 숙련
노동자의 평균연봉은 약 8만$에 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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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매사추세츠 바이오클러스터
▮형성배경
• 보스턴시를 중심으로 한 매사추세츠州는 30여년 이전부터 바이오기술 개발에
주요한 원천적 기반을 갖추고 자생적 형태의 단지조성이 이루어졌음
▮클러스터 현황
• 보스턴시를 중심으로 매사추세츠 전 지역에 자생적으로 조성된 6개의 바이
오클러스터가 있음
[메사추세츠 바이오클러스터별 구성현황]
클 러 스 터

구성 현황

우스터 클러스터

∘ 60여개 바이오테크 기업
∘ 우스터폴리테크닉대학, 메사추세츠대학(우스터캠퍼스) 등 16개 대학

북동부 클러스터

∘ 100개 이상의 바이오테크 기업체
∘ 메사추세츠대학(로웰캠퍼스) 및 16개 대학

보스턴-케임브리지
핵심클러스터
서부 클러스터

∘ 180여개의 바이오테크 기업체
∘ 미국 최상위 5개의 NIH지원 종합병원, 48개 대학교
∘ 매사추세츠 지식기반지역, 메사추세츠대학(암허스트캠퍼스) 및 21개 대학

보스턴교외 클러스터

∘ 70개의 바이오테크 기업, 15개 대학, 3백만㎡의 연구공간

남부 해안 및 케이프
클러스터

∘ 의료기기(장비)와 바이오제약 제조기반
∘ BIOReady사, 10개 대학

[메사추세츠 바이오클러스터 현황]

▮관련 기관
• 메사추세츠 바이오클러스터 내 입지한 주요기관 및 기능은 아래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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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사추세츠 바이오클러스터 관련기관 및 기능 ]
기

관

메사추세츠
생명과학센터

MLSC 자문기구
메사추세츠
바이오협회
의료혁신기술통합센터

기
-

능

생명과학 연구, 민간기관‧공기업에 대한 금융투자
연구개발 결과의 상업화
바이오업체‧연구기관‧대학‧벤처캐피탈 간 협력체계 수립 및 활동 지원
5대 추진전략(기금마련 및 투자, 바이오산업 진흥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연구진흥,개발지원, 산업화 지원) 수행

- 생명과학센터의 5대 추진전략 수립을 위한 자문 및 의사결정 합의체 기능 수행
- 바이오기술 개발 및 발전을 위한 의견수렴 및 네트워킹, 센터 평가‧감사 등
- 혁신적 아이디어 창출, 바이오관련 공공정책 선도, 교육활동과 인재육성
- 바이오기업 수익창출을 위한 아이디어 개발, 상품화 지원
- 치료기술 개발 및 의약품 개발, 개발 초기단계의 의료 개발품 위주 취급 및 지원

▮클러스터 발전요인
• 메사추세츠 바이오클러스터의 주요 발전요인으로 세계 유수의 대학기관과
종합병원 등 우수한 과학기반 역량 보유, 산학연간 긴밀한 협력네트워크 구축,
세계 굴지의 바이오기업 입지 등을 들 수 있음
[메사추세츠 바이오클러스터 발전요인]
발전요인
과학기반 역량
산학연 협력네트워크
인력공급
핵심기업의 존재
지리적 인접성
지역내 자금조달
정책 서비스

내

용

∘ MIT, 보스턴 대학, 매사추세츠 암허스트 대학 등 세계 유수의 대학 소재
∘ NIH기금을 지원받는 세계 TOP 수준의 5개 임상・종합병원 존재
메사추세츠 생명과학센터를 통한 바이오업체・연구기관・대학・벤처캐피탈 등
협력체계 수립 및 활동 지원
바이오신약 개발, 제품개발 등 고도의 전문인력과 기술인력 거주
화이자, 노바티스, 아스트라제네카 등 세계 굴지의 바이오기업 입지
종합병원, 임상연구소 및 제약회사 등이 근접한 거리 내 입지하여 네트워크 구축
다수의 벤처캐피탈 존재(투자금액: 미국 전체의 22.8% 차지)
∘ 혁신적 사고와 개발을 추구하는 시 의회
∘ 연구를 충분히 지원하는 국회의 제도 정비 및 인센티브, 지원책 시행

▮경제적 성과
• 메사추세츠주의 바이오 관련 종사가 46,000여명이 바이오제약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2001~2008년간에 고용 인원이 42.6% 증가함
• 30만 리터에 이르는 세포배양 제조능력으로 메사추세츠는 세계 2위의 바이오
제약 생산능력을 확보함
• 메사추세츠주의 바이오 벤처캐피탈 투자는 8억 7천만$로 미국 전체의 22.8%를
차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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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시가지의 원활한 교통체계 구축을 위한 신교통수단 도입
1) 배경 및 목적
• 성남시 본시가지는 성남시 역사와 함께 남한산성, 모란시장 등 수도권의 역사와
문화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으며, 하이테크밸리의 생산기술단지가 어우러져
있는 복합지역이나 접근성 취약이 가장 큰 문제임
• 특히, 모란시장의 민속 5일장은 전국에서 가장 큰 규모의 전통 민속재래시장
이며, 3개시(성남,광주,하남)에 걸쳐 있는 남한산성은 수도권의 휴식공간으로
많은 시민이 찾는 관광지임
• 하이테크밸리는 1974년 경공업 육성으로 산업단지가 조성된 이래 현재 30년
이상 경과됨에 따라 공장시설과 기반시설의 노후화로 기반시설 재정비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 이러한 성남시의 주요 관광요소인 남한산성과 모란시장을 연결하고 성남시의
관광자원 활성화를 위한 신교통수단 도입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하이
테크밸리 활성화와 근로자의 교통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주요 교통결절지
연계방안으로 지속가능하고 친환경적인 신교통수단 도입이 요구되고 있음

2) 개발방향
▮ 경기도 철도기본계획과 연계한 성남시 신교통수단 도입(안)
• 경기도 철도기본계획상에서는 성남하이테크밸리(사기막)~모란역사거리~야탑역~
탄천종합운동장을 경유하여 서현역 인근으로 연결되는 성남 1호선과, 판교IC
및 서판교IC에서 분당중앙공원~정자역을 경유하는 성남2호선을 계획 중에
있음
• 이에 경기도 철도기본계획과의 정합성을 유지하고 중원구를 포함한 성남시 본
시가지의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신교통수단의 도입방향을 "ㄷ"자 형태로 설
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 구간 : 산성역~모란역~사기막골 / 연장 : L=11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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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철도기본계획]

[성남시 신교통수단 도입(안)]

3) 프랑스 스트라스부르 사례
(1) 신교통수단 도입배경
▮ 도시성장의 전환점 필요
• 중세에는 양조와 제분, 산업혁명기에는 철강·화학·기계공업의 발달로 사회적·
경제적 측면에서 활발한 도시였으나, 1980년대 관련 산업의 쇠퇴로 도시발전의
한계에 봉착함
• 분지형 지형 때문에 1980대까지 프랑스에서 대기오염이 가장 심한 지역
- 제조업 중심의 산업을 의학, 연구개발, 금융업 등 3차 산업으로 전환시키기
위해 시 외곽지역의 낡은 공장을 친환경적이고 에너지 효율이 높은 비즈니스․
주거․레저 공간으로 바꾸기 위한 도시재생 추진 필요
▮ 복잡하고 열악한 도시교통
• 구도심의 중심도로에 1일 약 5만대의 차량이 통행(40%가 통과교통)
• 대기오염, 소음, 주차공간 부족으로 도심 상권 쇠퇴 직면
(2) 신교통수단 도입 목표
• 매력적이고, 효율적인 대중교통 네트워크 구축 : 시의 상징, 얼굴로 도시미관과의 조화
• 기존 교통수단과 통합이 가능한 계획으로 자가용의 이용을 감소하게 할 수
있는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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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램은 버스, 자가용, 자전거, 보행 등 타 교통수단과의 연계성이 높아
대중교통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교통수단
- 자동차의 도심통행 감소(20%)로 교통체증 완화와 대기질 향상
• 도시재생과 연계성이 높은 교통수단 : 도시 재개발과 거리 활성화
• 도심에서 시민을 위한 공공 공간 증대 및 도심활성화
- 자가용 이용억제 정책에 유리 : 도심 차없는 거리, 도심주차장 폐쇄 및 요금인상
- 보행자 우선정책 : 도심에 충분한 공공공간을 확보하고, 안전하고, 활력있는 거리 조성
- 환경친화적 가로 조성 : 보행자에게 최대한 보행성 보장

[스타라스부르의 20011년 현재 트램 6개 노선현황]

(3) 주요시설
▮ 트램 우선신호체계
• 노면전차 전용신호기 설치, 우선신호체계를 통해 대중교통으로의 정시성 확보

[1.전용신호기 2.트램전용도로 표지 3.횡단보도 4.경고표지판 5.차량 진입방지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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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승체계
• 도심에서 트램↔트램, 트램↔버스간 환승은 수평 환승체계
• 도시 외곽 8개소에 대규모 Park &Ride 주차장을 확보

[트램↔트램]

[트램↔버스]

[Park &Ride]

▮ 정보시스템
• 정보시스템 : 승객을 위한 도착안내 정보기와 각종 지원시설

[이용에 편리한 정보시스템 구축 사례]

[신교통수단 도입전]

[신교통수단 도입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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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비즈니스공항으로의 공군기지 활용
1) 배경 및 목적
• 최근 수도권내 신도시개발과 첨단산업 유치 등 지역개발 수요에 따른 부지확보와
인접한 지역주민들의 재산권 보호 요구 등으로 성남공군기지 이전과 비행장
부지 개발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성남공군기지의 부지면적은 약 70만평으로 개발제한구역과 군사보호구역으로
설정되어 개발이 엄격하게 제한되고 있으며, 수정구 16개동과 중원구 11개동
중 10개동이 비행안전구역 제5,6구역에 해당되어 45m 이상의 건물을 건립할
수 없고, 분당구를 제외한 모든 지역이 주택재개발 및 상가개발에 제약요인
으로 작용하고 있음1)
• 성남공군기지는 성남시의 도시공간계획을 통한 도시 전체의 균형적 발전과
지역사회 통합 및 도시정체성 확보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제조업
및 서비스업의 전략적 육성을 위한 개발 계획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음
• 이에 장기적으로는 성남공군기지 이전을 추진하는 것이 성남시 차원에서는
바람직하겠으나 현 사안이 단기적으로 추진되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도시의
균형적 발전과 지역사회 통합, 도시 정체성 확보를 위한 도시계획 차원의
활용방안 마련이 필요한 시점임

2) 대응방안
❚ 공군기지 이전문제의 공론화를 위한 민관 거버넌스체계 구축
• 성남공군기지 이전시 부지 활용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들이 존재하므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일방적인 활용계획이 수립될 경우 기지이전·유지 이슈
와는 또 다른 형태의 논란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음
• 이에 공군기지 이전문제를 공론화할 수 있는 민관거버넌스체계를 구축하여
공군기지로 인한 장단점을 면밀히 분석하고 공군기지 이전 문제를 공론화하여
지역발전을 목표로 한 장기적인 이전계획을 마련해야 할 것임

1) 성남시 전체면적 141.8㎢(도시계획면적)중 83.1㎢(58.6%, 여의도 면적의 28배)이 비행안전구역으로 지정되어 고
도제한 적용을 받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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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도제한 추가완화와 지역발전사업 지원
• 성남시민들은 단기간내에 기지 이전이 어려울 경우 고도제한 완화(42.2%)와
지역발전사업 지원(30.5%)가 가장 많이 나타나 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법적·
제도적 건의를 위한 주민활동 및 행정적 조치와 함께 공군기지 인근지역에
대한 지역발전사업계획 수립이 당장 필요한 것으로 보임2)
❚ 단기적 차원의 활용방안(案)
• 소형항공기 중심공항으로 활용
• 비즈니스항공3) 활용을 통한 김포·인천공항의 혼잡 완화

3) 민·군 겸용공항 사례4)
❚ 국내사례
• 국내 15개 공항 가운데 김해(부산)공항을 포함하여 군 공항을 민간항공에
개방하여 민간항공이 취항하고 있는 민·군 겸용공항은 모두 8개 공항임
[일본 민·군 겸용 군기지]
공 항 명
국제선

국내선

운영기관
대구

공군

청주

공군

김해

공군

광주

공군

원주

공군

사천

공군

포항

해군

군산

주한 미공군

비 고

국제공항

• 현재 민간항공기가 취항하는 공군 6개 기지의 민간항공 교통량은 주간 평균
국내선 663편과 국제선 265편을 포함하여 총 928편이며, 2010년 10월 현재
공군기지 취항 민간 항공사는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JAL(일본), 노스웨스트
(미국), 남방(중국) 등 총 21개임

2) 성남공군기지 이전의 지역발전효과 정책연구보고서(성남시, 2013)
3) 기업, 단체 또는 개인이 비즈니스 및 여가를 위한 교통수단으로 중소형 항공기를 이용함에 따라 국제적으로 새롭게 부
각되는 항공시장을 의미함(경기개발연구원)
4) 본 내용은 경기개발연구원(서울(성남)공항의 민간항공활용을 위한 타당성분석, 2010년)의 내용을 재편집하여 기술하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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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사례
• 우리나라와 국방 등의 공항 운영여건이 비슷한 대만, 이스라엘 그리고 일본과
중국 등도 민·군 겸용의 공항을 운영하고 있음
• 먼저 대만은 좁은 국토로 인해 초기부터 군용비행장을 민·군 겸용으로 활용
하고 있음
- 화연, 대중, 대남, 대동, 타이페이, 선란, 가의, 병동 및 고웅 등의 대도시
공군비행장을 민·군 겸용 공항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공군사령부와 교통부
민용항공국 간 민항기 관제관련 MOU(민용항공의 공군기지 사용에 관현
협정서)를 체결하여 운영하고 있음
• 이스라엘은 에일랏 공군기지 및 스데도브 공군기지를 민·군이 겸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Ben-Gurion 공항은 민간정부에서 관할하는 민간공항임
• 한편, 중국은 저명한 국제공항은 초기부터 민간 전용 공항으로 건설되어 사용
하고 있으며, 지방성에 있는 공항들의 대부분은 군에서 관할하면서 공익차원
에서 민간항공이 군 비행장을 사용토록 민·군 겸용공항으로 사용하고 있음
[일본 민·군 겸용 군기지]
민·군 겸용 군 기지

관제권 소유기관

치토세·신치토세 비행장

항공자위대(치토세 : VIP 전용기)

사포로 비행장

육상자위대

미자와 비행장

항공자위대

미호 비행장

항공자위대

코마끼 비행장

항공자위대

도쿠지마 비행장

해상자위대

고마츠 비행장

항공자위대

뉴따바루 비행장

항공자위대

요코다 비행장

주일 美공군 단독 운영(동경 인근 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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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경제 활성화를 위한 문화의 거리 조성
1) 남한산성로 문화거리 조성(남한산성 유원지-을지대학교 구간)
(1) 배경 및 목적
• 남한산성 관광객의 성남지역 내 소비 유도를 목적으로 진출입로 주변의 매력적
분위기를 창출하여, 남한산성 관광 후 자연스럽게 거닐 수 있고 문화행사를
접할 수 있도록 조성함
• 남한산성 유원지 입구 앞 고가도로가 지나고 있어 미관을 저해하고 있음
• 왕복 8차선 도로 양측으로는 음식점, 등산복 전문 의류매장 등의 상가가
입점하고 있으며, 주요시설로는 을지대학교와 은행시장이 위치
• 남한산성유원지 입구 이미지 : 삭막함, 혼잡스러움

[남한산성유원지 입구]

[남한산성유원지 진입도로]

(2) 조성방향
• 남한산성유원지에서 남한산성 입구역까지 구간을 2단계로 구분하여 1단계(남
한산성유원지~을지대)의 경우에는 지하주차장 및 문화광장 조성사업을 기획
하고 2단계(을지대~남한산성 입구역)의 경우에는 전통문화 컨셉의 디자인을
적용하여 거리 미관을 개선하고자 함
- 남한산성유원지 ~ 남한산성입구역 1.6km(왕복8차선)
❚ 지하주차장 및 문화광장 조성(1단계)
• 총사업구간 : 남한산성유원지~을지대학교 구간(550m)
• 지하주차장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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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지대학교에서 남한산성유원지 550m 구간의 차로 양 옆에 있는 지상주차
장을 지하화하여 지하 1층, 450면 규모로 건립하며, 기존 도로는 주말 또는
휴일을 활용하여 문화의 광장으로 조성함
- 을지대학교에서 남한산성 유원지로 향하는 도로(중앙차로 우측)의 경우
복개천이 있어 좌측방향을 중심으로 지하 주차장 건립
• 문화광장 조성
- 상기 지하주차장 건립에 따라 도로 양측에 있는 공영지상주차장(노외)이
없어 진 공간을 활용하여 주말 또는 휴일에 왕복 8차로 도로를 차 없는
거리로 조성하여 남한산성을 찾는 외부관광객 및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문화행사를 개최하도록 함
(3) 지하주차장 건립 및 문화광장 운영 사례
❚ 양천구 으뜸공원 주차장
• 양천구 신원동 가로공원길 지하 공간을 활용하여 200m(지하 2층)구간을
주차장으로 건립하였으며 상단의 공간을 이용하여 만남의 광장, 잔디마당(공연장),
녹지 및 휴식공간을 조성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음

[양천구 으뜸공원 주차장 개발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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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대 프리마켓
• 2002년 6월 창작자들과 시민들이 만나 소통/교류하는 자생예술시장 시작
- 장소 : 홍대앞 놀이터 안(홍익어린이 공원 안)
- 일시 : 3월 ~ 11월까지 매주 토요일 13:00 ~ 18:00
- 주최 : 일상예술창작센터
- 후원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마포구청
• 일상예술창작센터에서 작가신청 및 등록을 통해 운영되고 있으며, 매주 참가
작가 수는 약 100명 정도임
• 액세서리, 옷, 가방, 다이어리, 수첩 등 작가들의 창작 작품을 전시 및 판매
하고 있으며, 프리마켓과 함께 창작공연이 이루어지고 있어 홍대만의 이색
문화를 형성하여 명소로 거듭남

[홍대 프리마켓 운영 현황]

2) 신해철 거리 조성
(1) 배경 및 목적
• 성남시 순수예술의 인프라는 잘 갖추어져 있으나, 문화예술의 또 다른 축인
대중예술 인프라는 부족함. 따라서 성남 지역문화 발전 및 활동을 위한 공간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신해철의 생각(철학)을 담은 대중문화거리를 중심으로 인프라를 조성하여
상업 활성화 및 지역재생을 유도하고 많은 사람들이 찾는 새로운 랜드마크화
및 음악인들에게 추억과 향수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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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성방안
• “故 신해철”의 생각을 담은 상징적 디자인 추진협의체 구성을 통해 컨셉을
통일화하고, 주민참여 방안을 마련하여 지속가능한 거리를 조성하고자 함. 또한
단계별 사업제안으로 사업범위 확대를 통해 지역 문화 관광 거점으로 육성
- 거리조성구간 : 신해철 연습실 ~ 수내어린이공원(160m)

[단계별 사업계획]

(3) 대중문화거리 및 축제 사례
❚ 이중섭 문화거리
• 불같은 예술혼을 사르다 40세의 젊은 나이에 요절한 천재화가 이중섭
(1916~1956)을 기리기 위해 피난당시 거주했던 초가를 중심으로 조성된 거리
• ‘96년 이중섭거리 지정을 시작으로 이중섭 미술관 개관, 주민자치특성화
사업으로 도심공간 야외갤러리가 조성되었으며 이중섭 미술관 창작스튜디오가
차례로 개관되어 상설 전시공간이 있음. 이중섭 예술제, 거리 공연 개최,
서귀포문화예술시장 개최 등 정기 비정기적 문화행사 위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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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섭 문화거리 현황]

❚ 글래스톤베리 락 페스티벌
• 영국 서버싯카운티 글래스톤베리는 인구 9천여명의 작은 마을이지만 매년 6월
개최된 락 페스티벌로 전세계적인 지명도를 갖게 되었음
• 1970년 이곳 농장 주인이 우연히 자기 농장을 개방하여 공연장으로 빌려준
것이 계기가 되어 시작한 축제인 글래스톤베리 페스티벌은 현대 음악 및 가요
축제로 널리 알려져 있지만, 서커스, 연극, 코미디, 춤, 카바레 등 다양한 예술
축제도 다양하게 열리고 있음
• 한해 축제 참가자는 대략 15만 ~ 17만 명이며 수많은 스타들도 함께 참석함

[글래스톤 락 페스티벌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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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역기업의 대외경쟁력 확보를 위한 국가간 FTA 대응
1) 배경 및 목적
• FTA는 주로 국가수준에서 다루어지는 정책이나 민감성 높은 산업분야와
관련된 이슈로 인식되고 있음
• 그러나 FTA협정 내용과 수준에 따라 그 효과는 단순히 경제적 차원에 머무르지
않고 체약국의 자율성에 영향을 미치게 됨
- 특히, 한미 FTA는 다른 어떤 협정보다 포괄적인 협정으로 경제적 파급효과
보다 정책수준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됨
• 국가간 FTA가 지방정부까지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으나
협정문을 통해 상호간 특정분야에 대해 유보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분야는
협정의 효력범위가 지방정부까지 포괄하고 있음
• 이에 FTA가 성남시에 미치게 될 경제적·정책적 파급효과의 면밀한 분석을
통한 향후 대안방안 모색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한미 FTA와 지방행정에 관한 연구(성남시, 2012)에 따르면 한미 FTA 발효
후 성남시 조례와의 비합치성이 예상되는 사례는 총 23건으로 보조금 12건,
내국민대우 3건, 서비스무역 3건, 투자사례 8건 등임
- 이중 보조금, 내국민대우의 경우 비합치내용은 한미 FTA협정에 부합되게
해석·적용하거나 유보 및 예외조항을 적절히 활용함으로써 분쟁을 피할
소지가 있으나 서비스무역과 투자조항은 재정 또는 합리적 운용을 통해
통상마찰을 예방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하고 있음

2) 대응방향
❚ FTA 선제적 대응을 위한 성남시의 통상거버넌스 구축
• FTA에 대한 지방정부의 공론화 수준은 현저히 낮은 것은 물론 중앙정부의
유권해석에 전적으로 의존해 온 지방행정의 관행에서도 탈피해야함
• 이른바 FTA리스크에 대해 여전히 그 민감도가 낮은 수준임을 감안할 때 그
정확하고 객관적인 실태를 제대로 분석하여 선제적인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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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
• 특히 외국인투자 유치와 관리를 위한 체계적인 매뉴얼 작업은 지자체수준에서의
새로운 통상거버넌스의 좋은 출발점이 될 것으로 판단됨
❚ 새로운 조례신설 및 개정
• 투자 및 서비스 관련 조례(투자사업심의위원회, 민간투자사업 심사 및 용역과제
사전심의 등)가 있으나 한미 FTA이전에 제공된 것이므로 FTA 협정을 반영한
개정 및 신설이 요구됨
• 기존의 조례는 투자심사 주관국장이 위원장을 맡고 있으나 투자 및 기업유치가
미치는 효과를 감안해 볼 때 시장이 위원장을 맡고, 위원 구성도 재정, 토목,
건축, 환경 등 기존의 건설관련 분야외에 지역경제, 일자리, 기업지원 부서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함
❚ 가칭 지역투자전략위원회 설치
• 개방경제 체제에서 무역의 효과는 산업의 생산성은 물론 교역구조에 따라 많은
영향을 받고 있음
• 따라서 대외무역 및 투자관련 사안에 적극적으로 지자체가 대응할 수 있는
(가칭)지역투자전략위원회를 신설하여 기존의 체결된 주요 FTA협정의 민감한
사항을 법률적으로 해석하고 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법률적 조언과
행정체계를 정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 이 기구는 한편으로 성남시에 투자하는 해외 기업이 지역의 고용안정을 해치지
않도록 조례를 보완·신설하게 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역내 기업이 수출관련
애로사항에 직면할 경우 그에 대한 각종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를
주요 과제로 함

- 109 -

성남비전 2020 장기종합발전계획(2015 수정본)

6. 의료관광 거점도시로서의 육성
1) 배경 및 목적
• 성남시는 개발지역의 한계 등으로 내부적인 요인에 의한 발전 가능성에 한계를
보이고 있어, 지역내 강점을 활용하여 외부인의 유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나갈 필요가 있음
• 특히 성남시는 관내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기관과 R&D 및 안티에이징 관련
기업이 다수 분포해 있고, 최근에는 국제줄기세포 클러스터 조성을 추진 중에
있어 의료산업 분야와 관련된 충분한 강점요인을 내포하고 있어 이를 활용한
도시발전전략의 마련이 필요한 시점임
• 이와 관련하여 의료관광 산업은 2015년까지 US$3.8조 규모의 시장으로 연평균
8.3%씩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중앙정부에서도 우수한 국내 의료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의료관광을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선정하여 정부에서 인프라
구축 및 제도적 지원 등의 지원을 추진하고 있음
• 이에 성남시는 국내 의료관광의 핵심지역으로 자리매김함으로써 대외적으로
독보적인 경쟁우위를 확보해 나갈 필요가 있음

2) 활용방안
❚ 단기전략
• 대상 국가를 선정하고 환자 유치를 위한 역량 집중
• 역량 있는 코디네이터의 확보 및 지원
• 국내·외의 역량 있는 해외환자 유치기관 육성
• 성남시 의료관광을 주도할 기관 설립(산·학·관 연계)
• 정부의 지원사업 유치
• 주변 관광, 문화, 쇼핑 자원과 연계한 매력적인 상품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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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장기전략
• 지역선도 우수 의료기술 육성 지원사업 등 정부지원 사업 유치
• 코디네이터 양성 및 지원
• 다국어 성남 의료 홈페이지 및 가상성형 시스템 구축
• 해외 유명 의료기관, 지역, 기업 및 의료보험회사 등과 협력 관계 구축
• 특급호텔 유치
• 글로벌클리닉 콤플렉스 설립
• 국내 및 JCI, 호주 ACHS 인증 등 의료기관 단체 인증 추진

3) 해외사례
(1) 싱가포르 바이오메디컬 사이언스 파크
• 싱가포르는 대표적인 정부의 강한 추진력을 통해 빠르게 성장하는 의료도시중의 하나임
- 의료와 생명공학을 연계시키고 의료시설의 과감한 기업화 전략을 통하여
싱가포르 의료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노력하고 있음
• 싱가포르의 바이오산업 육성정책은 1988년 싱가포르 경제개발청(EDB)이 국
가 BT계획을 수립하면서 시작되었음
- 1999년 지식기반경제개발전략 산업21(Industry 21)에서 보건·의료분야가
전자기술, 화학, 공학기술에 이은 네 번째로 선정되고 이에 따라 2000년
바이오메디컬 이니셔티브가 발족되면서 본격화되었음
• 2001년 경제검토위원회(ERC)를 구성하고 아시아의 Premier Healthcare
Service Hub 추진전략을 제시하였음
• 또한 파크웨이 병원그룹, 래플즈병원, 존스홉킨스 국제의료센터 등 주요 병원
들은 사업화전략으로 최고급 의료서비스 체제를 구축하고 있으며, 연구개발
성과의 임상실험을 실시하는 등 바이오메디컬 사이언스파크와 유기적인 연계
체계를 형성하고 있음
- 그 결과 많은 해외 의료관광객이 싱가포르를 방문하고 있으며, 창의공항에
따르면 2006년 41만여명, 2007년에는 35만명이 의료관광을 목적으로 싱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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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르를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고, 싱가포르 정부는 의료관광객 유치를 위해
공격적인 마케팅을 전개하고 있음
❚ 바이오폴리스(Biopolis)
• 바이오폴리스는 북위 1도에 위치하고 있다고 하여 이름붙인 원-논스개발구역의
핵심임

[바이오폴리스 현황]

• 7개의 건물(5개의 국립연구소와 2개의 민간연구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건물간
구름다리가 연결되어 있어 다른 건물로 이동이 가능함
• 이곳에는 싱가포르 바이오 연구개발을 책임지는 과학기술청과 바이오연구위원회가
위치하고 있으며 게놈연구소, 생물공정기술연구소, 세포분자생물학연구소 등
정부연구소도 입지해 있음
❚ 사이언스 파크(Science Parks)
• 사이언스파크는 1980년에 설립된 R&D 및 첨단기술의 허브로 이곳에는 싱가
포르 게놈연구소, 존스홉킨스, 노바티스, 셰링플로 등의 바이오회사가 자리잡고
있음
❚ 투어스 바이오메디컬파크(Tuas Biomedical Park)
• 바다를 메워 만든 투어스 바이오메디컬 파크는 한마디로 생산을 위한 곳이라
할 수 있음
• 이곳은 바이오 및 제약 생산시설에 적합한 부지와 최소한의 시간 투자로도
가동이 가능토록 구축되어 있는 뛰어난 인프라를 갖추고 있으며, 안정적인
물·전기·통신의 공급과 뛰어난 하수처리시설, 편리한 교통, 유동적인 지가
임대료 시스템, 자연재해로부터의 자유로움 등을 경쟁력으로 꼽을 수 있음

- 112 -

성남비전 2020 장기종합발전계획(2015 수정본)

(2) 미국 텍사스 메디컬센터(TMC : Texas Medical Center)
• 텍사스 메디컬센터는 세계에서 가장 큰 의료집적단지로서 M.D. 앤더스 암센터와
텍사스 심장연구센터를 중심으로 암 및 심혈관 질환에 특화된 의료서비스
제공과 관련 연구개발에 경쟁력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져 있음
• 1945년 기본적인 수준의 의료시설만을 갖춘 병원에 불과했던 텍사스 메디컬
센터는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인 약 4백만㎡에 달하는 메머드급 의료
집적단지로 성장하였음
• 2004년 기준으로 텍사스 메디컬센터내 병원에는 6,300개 이상의 병상이 있고
4,000명 이상의 의사와 1만명 이상의 간호사들이 배치되어 있음
• 연간 540만명의 환자가 본 센터를 방문하고 이중 국제환자는 2만명에 이르고
있음
• 또한 의료클러스터로 파생되는 취업인력이 7만명에 육박하고 의학을 공부하는
학생이 11만명 이상 되는 것으로 집계되었음
[텍사스 메디컬센터 규모]

구 분

2004년 방문환자수

규

모

540만명(이중 약 2만명이 국제환자로 추정)

TMC내 병상수

6,344개

2004년 직원수

의사(4,000여명), 간호사(11,000여명), 자원봉사(1,650여명)

투자비용

연구비 : 35억달러(2000~2004년)
시설투자비 : 21억달러(2002~2004년)

일반시설

건물(100동), 대지면적(90만평), 주차대수(42,000대)

자료 : 한국보건산업진흥원(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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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사스 메디컬 센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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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교 창조경제밸리 조성사업 계획
1) 사업목표
• 정보․통신 등 첨단산업과 지식․문화산업이 융복합된 혁신클러스터를 형성함으로서
창조경제 생태계가 구현되는 세계적인 창조경제 랜드마크 조성
• 산업패러다임 변화에 부응하기 위해 지식․문화, 정보․통신 등 첨단산업 육성을
통하여 국가 신성장동력 창출
• ICT 혁신기술, ICT-문화 융합 및 활발한 소통․교류를 통해 새로운 아이디어가
창출 되고, 누구나 창업에 도전할 수 있는 창조적 공간 조성
• 창의와 혁신이 발현되는 공간환경 및 이미지 형성을 위한 자연친화형 경관특화
단지 조성

2) 사업개요
• 위

치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시흥동, 금토동 일원

• 면

적 : 428,750㎡(130천평)

- 1단계 : 도로공사부지 223,943㎡ / 2단계 : GB용지 204,807㎡
• 개발유형
- 도시첨단산업단지 339,165㎡ (1단계 223,943㎡/2단계 115,222㎡)
- 도시개발사업지구 89,585㎡ (2단계 89,858㎡)
• 사업기간 : 2015. 11월 ~ 2019. 6월
- 1단계 : 2015.11 ~2018.12, 2단계 : 2016.8 ~ 2019.6
• 용도지역 : 자연녹지(97.5%), 제1종일반주거(1.2%), 보전녹지(1.3%)
• 유치업종 : 첨단제조업, 지식산업, 문화산업, 정보통신산업
• 사업시행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도시공사, 경기도, 성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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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추진방안
• 조기 사업추진을 위해 도공부지와 GB용지로 나누어 단계적 개발
- 1단계 : 도공부지 우선 개발
(2015.11 산업단지계획 승인, 2016.3 공사착공, 2017.12 공사준공)
- 2단계 : GB용지는 공업물량 확보와 연계, 2단계 사업으로 추진
(2016. 하반기 공사착공)
• 공공주도의 창조공간 조성 및 사업선도를 위해 사업시행자가 직접 공공건물
건축 및 운영
- 기업지원허브, 공공지식산업센터 등

4) 주요사업내용
(1) 추진체계

(2) 공간구상
• 창조경제 생태계가 구현되고, 공간별 기능이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계획
- 창업․성장․벤처․혁신기업으로 이어지는 생태공간 구성 및 혁신기술 인프라 구축
• 소통․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공간 구성 및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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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quare를 중심으로 전체 구성원의 소통․교류가 이루어지는 열린 공간
• 창조인재가 모이는 매력적인 미래형 도시공간으로 조성
- 문화와 산업, 상업과 어메니티가 자연스럽게 어우러진 공간
• 자연친화형 계획 수립 및 도시와 건축의 상호 연계 도모
- 경사지(고저차 최대 79m) 원형공급, 입체적 건축물 배치(안) 수립

▮ 소통ㆍ교류가 활발한 매력적인 도시 조성(I-Square, 민간공모)
• 공간구성
- 광장을 중심으로 컨퍼런스․전시시설, 업무․상업시설, 주거․문화․여가공간을
배치하여 소통․교류의 중심공간으로 조성
- 단지 전체를 캠퍼스와 같이 자연스럽게 소통․교류가 이루어지는 보행중심
공간으로 계획
- 광장과 보행축을 중심으로 문화거리를 조성, 창조인재가 모이는 매력적인
공간 연출
• 교류행사
- 판교 입주기업․스타트업과 글로벌 기업이 참여하는 기술교류, 투자유치 등을
위한 교류 및 전시행사를 연중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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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주도의‘창조공간’조성(기업지원허브)
• 공간구성
- 창업 Zone, 혁신기술 Zone, ICT-문화 융합 Zone 3개 테마별 건물과
교류․지원 Zone으로 구성, 유기적 연결(‘3+1’ 공간구성)
- 3개 테마별로 창조경제 생태계 지원기관․시설 입주
- 창업 Zone : 창업보육공간, 창업지원․기술지원 기관 입주(중기청)
- 혁신기술 Zone : 정보보호 클러스터, 고성능컴퓨팅 등 혁신기술 실증공간,
신기술 체험․전시 공간 등 입주(미래부)
- ICT-문화 융합 Zone : 융복합 콘텐츠 및 스마트미디어 개발 등을 위한 기관
입주, 도서관, 미술관 등 공간 조성(미래부, 문체부)

▮ 맞춤형 성장공간 조성(공공지식산업센터)
• 공간구성
- 창업 인큐베이터에서 배출된 성장기업 또는 유망 강소기업을 위한 업무공간
제공

- 120 -

성남비전 2020 장기종합발전계획(2015 수정본)

▮ 2단계(GB용지) 개발사업 공간구상(안)
• 벤처공간
- 선도 벤처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직접 스타트업을 육성하는 협업 공간
으로 계획
- 우수 컨소시엄에 용지를 공급하고, 컨소시엄이 벤처 캠퍼스(복합건물) 건축․
운영
• 혁신기업공간
- 미래 신산업 선도기술을 보유한 혁신형 기업ㆍ연구소 등을 위한 공간계획
- 중․엔젤투자, 공동 연구․프로젝트 수행 등 창업․벤처기업과의 시너지 창출 도모
(공모방식으로 혁신형기업 개별 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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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남글로벌 ICT융합 플래닛 조성
1) 조성방안
• 글로벌화에 초첨을 맞춘 스타트업 인큐베이팅 시설과 지원기관이 집적된 성남
글로벌 ICT융합 플래닛을 조성(2019.5, 경기 성남시)하여, 다수의 ICT 기업
집중 육성
- 글로벌 공간에 부지 6천㎡, 연면적 36천㎡ 규모로 건설(사업비 745억원)
• 창업 초기부터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스타트업 센터’를 개소하
여, 도전과 기회, 혁신의 場 마련
- 주요기능 : 스타트업(Start-UP)의 생존(Survival)과 성공(Sucess) 지원
• 공공과 선도 벤처기업, 상장 중견기업이 스타트업 기업을 공동 육성하는 ‘스
타트업(엔젤) 협력투자 펀드’ 조성
- VC카페 도입으로 자유로운 비즈니스 네트워킹 공간을 마련하여 기업투자
활성화 및 입주기업 멘토링 역할 수행

2) 주요사업내용
• 창조(200개 社), 성장(300개 社) 공간을 경유한 유망 강소기업을 선별 입주
(30개 社) 시켜, 글로벌 기업으로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맞춤형 공간 제공과
지역산업진흥기관의 기업지원 멘토 서비스 시행으로 글로벌 기업 집중 육성
• 기업지원허브, 기업성장지원센터와 연계하여 강소기업에게 사업화 공간을 제
공함으로써 글로벌 진출 “Gate” 역할 도모
[성남글로벌 ICT 융합플래닛 공간 구성(안)]
구 분

기 능

주요 입주시설

1층

공용,편의시설

▪근린생활시설, 구내식당 등 편의시설
▪오픈스페이스형 공용공간(전시, 소공연)

2층

교류,협업기능

▪회의실, 세미나 및 컨퍼런스 룸

3～7층

글로벌 Gate

▪유망 강소기업 전용공간

8～10층

스타트업 센터

▪코워킹 스페이스, VC카페, 기업지원센터
▪스마트, 스타트 오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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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헬스케어 혁신 파크 조성사업 계획
1) 사업배경
• 의료 산업은 성장, 고용, 부가가치 창출에 기여도가 높고, 바이오, 헬스케어 등
연관 산업의 폭발적 성장 유인으로서 경쟁력 확보가 매우 중요
• 또한, 의료산업이 진료 중심으로 부가가치 창출 및 성장을 담보하던 시대에서
융·복합 연구가 성장을 견인하는 시대로 패러다임 변화가 일어나 선제적 대응 필요
• I따라서, 아시아 대표 “헬스케어 혁신 파크”를 구축하여 글로벌 헬스케어
융·복합 연구를 선도하고 헬스케어 산업을 국가 성장 동력으로 육성 필요

2) 사업개요
• 위

치 : 경기도 성남시 정자동 217(구 LH본사)

• 면

적 : 부지 45,728㎡, 연면적 79,827㎡

• 사업기간 : 2015년 9월 ~ 2016년 5월
• 활용방안 : 진료 현장과 직접 연계 및 임상, 교육, 연구, 사업화 공간의 집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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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사업내용
(1) HIP 리모델링(구 LH본사)
• 국내최초 병원주도 산·학·연·병, 정부·지자체가 연계되어 시너지 효과
창출을 위하여 기존 업무시설을 융·복합 연구시설로 용도변경하고 전력, 공조,
폐수조 등 기간시설을 구축하는 리모델링 진행
- 공공연구기관, 벤처인큐베이팅, 전문대학원, 바이오 및 의료기기 관련 국내
외 기업 유치
(2) HIP 전임상실험센터 건립(테니스장 부지)
• 병원 B부지에서 운영중인 전임상실험실의 노후 및 공간 부족 해결을 위해
글로벌 수준의 전임상실험을 할 수 있는 생물안전도 기준 ABL3 또는 4실험실
수준 구축

배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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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하이테크밸리 경쟁력 강화 사업
1) 사업배경
• 의료 산업은 성장, 고용, 부가가치 창출에 기여도가 높고, 바이오, 헬스케어 등 연관

2) 주요사업내용
(1) 재생사업내용과 재원조달 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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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도사업 운영 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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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존 성남산단 경쟁력 강화 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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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성남산업단지 경쟁력강화 사업 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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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성남산단의 경쟁력 강화 사업 강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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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재원조달 종합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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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성남산업단지 구조고도화
1) 사업배경
• 성남산업단지는 노후화 및 기반시설 부족으로 기업경쟁력 약화를 초래하고
영세화로 인해 성장이 정체됨. 또한 인력 이탈로 인한 질적 경쟁력 약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함에 따라 성남산업단지의 경쟁력 강화에 필요성이 제기됨
• 따라서 중장기 발전계획에 따른 구조고도화 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통해
산업환경 변화에 따른 경쟁력을 진단하고 발전전략 및 성장유망업종 도출,
구조고도화 추진계획 및 재원조달 방안을 수립하여 국가 및 지역경제의 성장
거점으로서 역할을 지속적으로 유지해야함. 또한, 기업과 근로자에게 매력적인
창의·혁신공간으로 자리매김 해야함

2) 사업개요
• 사업명 : 성남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사업계획 수립
• 사업기간 : 2015년 4월 22일 ~ 2015년 10월 21일(6개월)
• 공간적 범위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성남산업단지
• 시간적 범위 : 기준년도 2015년, 목표연도 2025년(10년간)

[성남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사업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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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사업내용
• 사업 추진여부는 사업별 현안과 공공성, 수익성, 기습성 및 적합성 등 사업성
분석을 통해 향후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함
• 채택된 사업에 대해서 단위사업 추진을 기본으로 하되, 복합상업시설에 기업
혁신센터와 지식산업센터의 역할을 포함하는 All-in-one형태의 건축물에 대한
제고가 필요
• 공공 주도형 단위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부지확보가 전제 되어야 하며, 이를
추진할 역할에 대해 정립하여 혁신사업과 연계 추진이 필요함
(1) 기업혁신센터
• 입주기업의 95% 이상이 50인 미만 소기업으로 영세화 수준이 심각하며 개별
기업의 투입 가능 노동량 및 자원의 한계가 발생함. 이를 해결하기 위한 홍보,
판로개척, R&D 및 기업 간 협업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전담센터가 필요함
• 혁신지원센터 설치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가 추진하는 혁신지원센터 공모사업
지원을 고려하고, 입주기업의 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 및 공간을
조성
- 부지면적 : 2,800㎡ / 건축연면적 : 5,600㎡
- 층수 : 지하 2층 ~ 지상 5층
- 총 사업비 : 17,716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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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원조달계획]
(단위 : 백만원)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합계

국비

2,000

1,000

1,000

4,000

지방비

6,858

5,486

1,372

13,716

8,858

6,486

2,372

17,716

민간
합계

•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혁신지원센터 공모사업’을 통해 3년간 국비 40억 조달
• 혁신지원센터 공모사업 선정 시, 정부와 지자체간 매칭을 통해 국비 40억 외
추가 사업비는 경기도와 성남시에서 재원조달
(2) 지식산업센터
• 경기도 내 위치한 구조고도화 대상 산업 및 신규 입주허용 유관업종 기업체
총 31,061개이며, 성남산업단지 내 지식산업센터의 분양률이 100%로 임대
가능한 공간이 제한적임
• 산업단지 내 유망산업 집적화를 위해 신규 지식산업센터 건립을 고려하고,
복합구역 도입을 통해 지식산업센터 내 지원시설 면적을 확보하여 고도화 업종
기업의 적극적으로 유치
- 부지면적 : 7,000㎡ / 건축연면적 : 22,400㎡
- 층수 : 지하 2층 ~ 지상 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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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원조달계획]
(단위 : 백만원)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6,000

3,600

2,400

12,000

민간

24,090

14,454

9,636

48,181

합계

30,090

18,054

12,036

60,181

국비

2020년

합계

지방비

• 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은 산업통상부 주관 ‘산단환경개선펀드 사업’공모를
통해 추진
• 2016년도 산단환경개선펀드 사업에 대한 정부 예산은 약 600억원으로 5개
사업 추진 예정함에 따라 120억원 지원가정
• 국비를 제외한 나머지 사업비는 민간 투자금으로 재원 조달
(3) 근로자 복지회관
• 입주기업들의 복지시설 확대와 경영지원센터 설립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였으며,
성남산업단지관리공단 설문조사를 통해 복지시설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약 93%였음
• 현재 산업단지 내 조성되어 있는 근로자 복지시설의 이전 또는 리모델링
여부의 명확성을 검토하여 근로자 생산성 향상과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근로자
복지회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부지면적 : 8,600㎡ / 건축연면적 : 6,880㎡
- 층수 : 지하 1층 ~ 지상 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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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원조달계획]
(단위 : 백만원)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합계

17,498

10,499

6,999

34,995

17,498

10,499

6,999

34,995

국비

지방비

민간

합계

• 근로자복지회관 이전 사업은 민선 6기 공약사항으로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비는 시 예산으로 추진
• 현 근로자복지회관 부지 매각을 통한 사업비 활용 여부 제고 필요
(4) 근로자 행복주택
• 성남산업단지 내 행복주택 마련은 성남시청의 산업단지 인근 행복주택 건립과
중복사업 발생이 우려됨. 또한 과도한 조성원가 발생이 우려되며 행복주택 조
성으로 인한 지가 하락으로 배후지역 주민의 반발 가능성이 있음
• 따라서 근로자 행복주택의 경우 추진을 보류하되 지식산업센터에 기숙사 건립을 추진
(5) 산학융합지구
• 성남시 내 다수의 대학교와 혁신기관이 위치하고 있지만 입주기업들과의 협력은
미흡한 실정임. 입주기업의 역량 강화 및 인력수급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
산학융합지구 조성이 필요함
• 산학융합지구 선정 신청 시 대학, 산업단지 관리기관, 지방자치단체로 비영리법인
또는 산학연 컨소시엄 구성이 필요함. 산학연 컨소시엄은 부지를 사전적으로
확보해야 하며 지구 조성 사업지의 50% 이상을 민간부담으로 매칭 조달해야 함
- 부지면적 : 7,420㎡ / 건축연면적 : 22,260㎡
- 건물 : 산업단지캠퍼스, 기업연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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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원조달계획]
(단위 : 백만원)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합계

국비

3,000

3,000

2,000

2,000

2,000

12,000

지방비

8,102

6,076

4,051

2,025

20,254

민간

9,272

6,954

4,636

2,318

23,179

합계

20,373

16,030

10,687

6,343

2,000

55,433

• 산업통상자원부의 ‘산학융합지구조성 지원사업’공모를 통해 국비 120억원 조달
• 성남시는 산학융합지구 조성을 위한 부지를 제공하고, 대학은 건설비 재원
(국비 외)을 조달하는 것으로 가정함
(6) 어린이집
• 성남산업단지관리공단 내 설문조사 결과 약 85%의 근로자가 육아시설 확대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공단 내 수용 영·유아 자녀는 1,710명이나 수용
가능한 어린이집 인원은 104명임. 이러한 육아인프라 취약으로 젊은 근로자의
산업단지 기피현상이 우려됨
• 산업단지는 현행 영·유아 보육법상 어린이집 설치인가 시 지켜야 할 환경기준
및 실내외 놀이터 설치기준을 충족시키기에 부적합한 면이 있으며, 산업단지
내 어린이집을 설치하기 위한 추가적인 부지마련 및 확보에 대한 어려움이
있음. 따라서 근로자 복지회관에 어린이집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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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복합상업시설
• 산업단지 내·외부에 젊은 층을 유입시키기 위한 문화 및 레저공간이 부족하며
인근에 전문 유통시설이 전무함. 또한, 산업단지의 내부는 대형 상권이
미발달하여 젊은층 등 신규 외부인력을 유인화 할 수 있는 매력적인 거점 조성
측면에서 산업단지 내 복합상업시설 건립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성남산업단지 내부의 대상지는 젊은 계층을 포함한 풍부한 배후수요와 우수한
광역교통망으로 인한 지리적 이점을 지니고 있으므로 대형상업시설 건립 시
성공요인을 지니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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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원조달계획]
(단위 : 백만원)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합계

민간

20,207

60,621

101,035

20,207

202,069

합계

20,207

60,621

101,035

20,207

202,069

국비
지방비

• 산업단지 내 토지소유자를 중심으로 민간 투자사업으로 복합상업시설 건립사업을 추진
• 대상 부지의 복합용지 도입을 통해 일반공업지역에서 준공업지역 또는 준주거
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 검토 필요
(8) 비즈니스 호텔/컨벤션 센터
• 산업단지 내 도는 인근에 비즈니스 미팅 장소가 전무하며 입주기업의 80%
이상이 외부에서 미팅을 가지고 있음. 산업단지 내 업무지원활동을 위해 호텔과
컨벤션센터 건립이 필요한 상황임
• 비즈니스 호텔과 컨벤션 센터를 건립하기 위한 부지마련 및 확충에 대한
어려움이 예상되며, 인근 판교의 메리어트 호텔의 개관으로 경쟁 심화 및 수요
부족의 우려가 있음
• 따라서 복합 상업시설에 컨벤션 센터의 역할을 포함하는 All-in-one형태의
건축물에 대한 제고가 필요함
(9) 주차장
• 산업단지 내 주차시설 부족으로 인한 이면 도로의 불법주차가 빈번하여 교통
흐름이 막히는 등 교통체증이 가중되고 있음
• 주차장 건립을 위한 별도 부지 활보에 대한 어려움이 예상되며, 주차타워
형태의 건립을 통해 부지 어려움 해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임
- 연면적 : 6,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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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층수 : 지상 3층(다단식 기계주차 설비)
- 주자면수 : 300대

[재원조달계획]
(단위 : 백만원)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합계

900

600

1,500

900

600

1,500

국비

지방비

민간

합계

(10) 산단 구역 확대
• 성남일반산업단지는 단지고밀도화로 인한 공급용지 부족현상이 심각한 상태임.
개발가용부지 부족 및 지가상승으로 인한 토지이용 효율화가 어려우며, 지식
산업센터 및 기업지원시설 등 기업의 운용을 위한 시설물을 추가적으로 설치
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함
• 과밀화억제권역으로 각종 규제가 유지·강화되고 있으며 이를 해체하기 위한
지자체 대상 협의 난관과 제척부지의 판교 테크노벨리로의 이동으로 인해
추가적인 단지 확장사업은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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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2016년 성남형교육 지원사업 추진 계획
1) 비전 및 목표

2) 추진방향
• 공평한 교육기회 제공으로 꿈을 여는 평등교육 실현
• 학교 공동체의 자발적인 협력과 소통으로 학교문화 개선
• 학교와 지역이 함께하는 마을교육공동체 구축
• 다양하고 질 높은 프로그램 운영으로 학력 향상 및 사교육비 경감
• 학교현장에 적합한 창의적 교육과정 운영 지원
• 원클릭 시스템 구축․운영으로 학교 행정업무 간소화
• 자율공모사업을 통한 학교별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
• 경기도교육청 혁신학교, 혁신공감학교와 연계 추진
• 다양하고 질 높은 프로그램 운영으로 학력 향상 및 사교육비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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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원계획
• 사업기간 : 2016. 3 ~ 2017. 2
• 추진대상 : 158개교 4,071학급(초등 72, 중등 47, 고등 36, 특수 2, 각종 1)
- 위례지구 신설학교 7개교 포함(초 4, 중 2, 고 1)
• 소요예산 : 20,036,954천원
- 교육경비 : 14,749,303천원
- 민간위탁 : 5,254,871천원
- 사무관리비등 : 32,780천원(사무관리비 26,680, 국내여비 3,600, 시책업무추진 2,500)
구 분

프로그램

계

교육경비

민간위탁

사무관리

계

20,036,954

14,749,303

5,254,871

32,780

교육청소년과 합계

13,207,942

13,175,162

32,780

사업비 소계

10,302,942

10,270,162

32,780

총

1. 혁신과제

2,035,500

2,035,500

2. 빛깔있는 우리학교

1,482,000

1,482,000

3. 자율공모 사업

2,174,662

2,174,662

4. 나눔학교 지원사업

560,000

560,000

4,050,780

4,018,000

초등 영어 독서프로그램

737,000

737,000

중등 영어 독서프로그램

480,000

480,000

학습준비물센터 운영비

350,000

350,000

학교도서관 개방사업

600,000

600,000

소

교
육

사업비

청
5. 기타
교육과정
지원사업

소
년
과

진학 주치의제

330,000

330,000

학교복지 상담사업

1,321,000

1,321,000

성남외고 외국어지원

200,000

200,000

사무관리비 등

32,780

소
인건비

계

6. 성남형교육
도우미

계

2,905,000

학습도우미

1,855,000

1,855,000

업무도우미

790,000

790,000

도서도우미

260,000

260,000

6,829,012

1,574,141

5,254,871

사업비 소계

6,006,012

1,574,141

4,431,871

7. 지역특성화 사업

2,886,174

306,141

2,580,033

8. 성남형 Book극성 지원사업

2,180,000

1,268,000

912,000

9. 성남형교육 자체사업

939,838

939,838

인건비

9. 성남형교육지원단(인건비)

677,050

677,050

운영비

9. 성남형교육지원단(운영비)

145,950

145,950

지
원

32,780

2,905,000

지원단 합계

32,780

사업비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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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프로그램별 세부계획
(1) 혁심과제
• 학부모와 함께하는 학교
- 참여와 협육을 위한 학부모회 활성화
- 자녀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학부모 프로그램 지원
• 학생자치 활동 활성화
- 학생회가 기획하는 자치활동
- 자율과 선택의 학생동아리 운영 등
(2) 빛깔있는 우리학교(학교특성화)
• 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정상화․다양화․특성화를 실현하기 위한 운영
• 배움 중심 수업 실천을 위한 지원
• 지역사회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한 지역과 함께하는 교육과정 운영
• 수업방법의 다양화 및 학생의 선택이 있는 교육과정 운영
(3) 자율공모사업
영역

세부 프로그램(예시)

계

5개영역

주 요

내

용

• 진로탐색

• 다양한 진로탐색으로 주체적인 성장 지원

진로

• 1멘토 1진로 동아리

• 직업세계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으로 자기

문화

• 진로‧직업 체험
• 연극(뮤지컬) 동아리

주도적 진로설계 능력 강화
• 학교 문화예술교육을 통한 감성교육 지원

예술

• 스포츠클럽 활성화

•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내실화를 위한 지원

체육

• 토요 문‧예‧체 프로그램
• 어린이 경제교육 프로그램(초등)

• 학교 문화예술교육 다양화․특성화

창의

• R&E 동아리(중등)

교육

• 휴먼북을 활용한 도서관 활용수업

민주

• 기초학력 지원 프로그램
• 회복적 생활교육

시민

• 학생 인권교육
• 학교 주변 생태 탐방

환경

• 학교 텃밭 가꾸기

• 학생들의 특성과 눈높이에 맞춘 교육 지원
• STEAM교육 등 창의적 교육과정 운영지원
• 기초학력 향상 지원
• 폭력없는 평화로운 학교 운영 지원
• 모범적인 민주시민 육성 지원
• 생명존중 등 지속가능한 사회에 대한 삶의
자세와 더불어 사는 가치 정립 지원

• 학교 생태 환경 가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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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나눔학교

프로그램

시기 또는
횟수

나눔학교 직급별(교장, 교감) 협의회

월 1회

지구별 「성남형교육」담당교사 협의회

연 4회

나눔학교 담당교사 워크숍

연 2회

「성남형교육」교사 직무연수 지원

연중

「성남형교육」관련 워크숍 운영 지원

연 2회

권역별 학부모 프로그램 운영 지원

연 1회

“소통과 나눔의 날”지원

11월

각종 자료 개발 및 성남형도우미 연수지원

연중

세부영역

「성남형교육」
네트워크 구축

「성남형교육」
역량 강화

「성남형교육」
지원

비

고

(5) 교육과정지원사업 등
예산액(천원)
구

분

프로그램

산출내역
계

합

계

사무관리비

4,050,780 4,018,000 32,780
소

교육과정

교육경비

계

4,018,000 4,018,000

초등 영어 독서프로그램

737,000

737,000

중등 영어 독서프로그램

480,000

480,000

학습준비물센터 운영비

350,000

350,000

학교도서관 개방사업

600,000

600,000

진학 주치의제

330,000

330,000

초 65개교
(학교별 약 11,300천원)
-

중 42개교
(학교별 약 11,400천원)
5,000천원×70명

지원사업

학교복지 상담사업

사무관리비

1,321,000 1,321,000

성남외고 외국어지원

200,000

200,000

위원회 수당 등

32,7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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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000천원×10개소
고교 진학프로그램

-

상담프로그램지원
(33기관)
외국어 프로그램 지원

32,780

위원회 수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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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성남형교육 도우미
예산액(천원)
프로그램

대상

산출내역
계

합

계

학습도우미

교육경비

민간위탁

2,905,000 2,905,000

-

※ 일자리 창출(581명)

초1, 특수교 1,855,000 1,855,000

-

5,000천원×1명×371학급

업무도우미

공통

790,000

790,000

-

5,000천원×1명×158교

도서도우미

26교

260,000

260,000

-

5,000천원×2명×26교

• 학습도우미 : 학교생활 적응 지원 및 기초학력 지원 등
• 업무도우미 : 성남형교육 업무지원, 각종 연수지원 등
• 도서도우미 :「성남형 Book극성」지원, 독서 프로그램 운영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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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지역특성화 사업
대 상
구 분

합

프로그램

학년

운영
단가
학급수
(학급당)

계

슛돌이
성 남

교육
경비

민간위탁
(버스)
2,580,033
(757,988)

찾아가는 축구교실

초2

319

480

153,120

-

153,120

성남 FC 탐
방

초5

312

299

93,288

14,352

78,936
(78,936)

목공수업

초5

312

864

269,568

47,112

222,456
(78,936)

360,120

15,180

344,940
(83,490)

소계
학교문화 예술교육

응급처치
(심폐소생술)

초6

330

599

197,670

15,180

182,490
(83,490)

중3

361

450

162,450

-

162,450

초6
중2
고1
계

330
318
400
1,048

100

104,800

104,800

-

소계

민주시민
교육

수영(생존)
교실

801,240

환경교육
(교육 및
시설탐방)

행정기관·
문화시설 탐방

801,240

초4

284

660

187,440

-

187,440

중2

318

1,100

349,800

-

349,800

고1
(인문)

320

660

211,200

-

211,200

고2
(특성)

80

660

52,800

-

52,800

초3

293

2,395

701,735

67,390

634,345
(370,645)

272,356

13,064

259,292
(71,852)

환경
교육
590

167,560

-

167,560

시설
탐방
369

104,796

13,064

91,732
(71,852)

443.5

129,947

44,243

85,704
(74,129)

소계

내고장
성 남

계

2,886,174 306,141

꿈찾는
성 남

안전한
성 남

예산액(천원)

초4

초3

284

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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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성남형 Book극성」지원 사업
예산액(천원)
프로그램

대상

산출내역
계

합

계

교육경비

2,180,000 1,268,000

민간위탁
912,000

수업연계 도서지원

자율

200,000

200,000

-

4,000천원×50교

교과 교사 연수

자율

60,000

60,000

-

200천원×2명×10회×15팀

사서(교사) 연수

자율

60,000

60,000

-

200천원×2명×10회×15팀

독서 동아리

공통

948,000

948,000

-

1,500천원×4팀×158교

-

912,000

-

912,000

Book극성 활성화
(지원단)

인문학 기행
협의체 운영 등

• 성남형교육 지원단에서 추후 세부추진계획 수립
• 학교도서관 개방사업은 교육지원팀 별도 추진하되, 본 사업과 연계
(9) 성남형교육지원단 자체사업
예산액(천원)
구 분

합

프로그램

산출내역

계

교육경비

민간위탁

1,762,838

-

1,762,838

939,838

-

939,838

계속사업

439,838

-

439,838

학부모 지원사업 등

방과후학교

300,000

-

300,000

300,000천원×1식

공모사업

200,000

-

200,000

200,000천원×1식

행정운영경비

823,000

-

823,000

인건비, 운영비 등

계
소

계

자체사업

운영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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