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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형 벤처(바이오, 에너지, 환경 등) 발굴 유치ᆞ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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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형 벤처(바이오, 에너지, 환경 등)발굴과 유치․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청년 창업의지를 고취하고 소자본 창업자의 자립을 지원

사업주체

하남시

예산구분
예산

완료

○

이행단계

추진중 일부 추진

보류

추진율
(%) 완료연도

100

2020

□ 사업개요
m 도시의 확장(제2기, 제3기 신도시 개발)에 따른 신규 창업수요에 대응하고,
4차 미래 新산업 발굴 및 육성
m 아이디어 → 창업 → 자립까지 창업기업의 전문 컨설팅 지원 및 입주ㆍ
보육지원으로 하남에 특화된 창업생태계 구축
m 하남형 벤처(바이오, 에너지, 환경 등) 관련 산업의 육성ㆍ유치를 위한
전문컨설팅 지원 및 시제품제작 지원
m 전문 3D 메이커(3D 프린터, 스캐너 등) 공간구축 및 전문교육지원으로
관내기업인의 연구개발능력 향상을 통한 하남기반산업 강화

□ 그간 추진사항
m 2018. 11. 21. : 실내조성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발주

- 하남벤처센터 B1, F2, F3층의 리모델링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m 2019. 01. 31. : 하남시 전략기업 유치 및 창업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m 2019. 03. 05. : 실내조성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준공
m 2019. 03. 28. : 하남메이커스페이스 사업예산확보 (추경1회)
m 2019. 07.

: 하남메이커스페이스 실내인테리어 공사 발주

m 2019. 08.

: 장비구축예산 확보(3.5억, 추경 2회)
스타트업 육성 공간 구축 사업 예산 확보(추경 2회・4회)

m 2019. 10.

: 하남메이커스페이스 실내인테리어 공사 준공

m 2019. 12.

: 전문장비 구축 설계용역 발주
스타트업 육성 실내인테리어 공사 착수

m 2020. 02.

: 스타트업 육성 실내인테리어 준공

m 2020. 04.

: 하남디지털캠프 입주기업 모집

m 2020. 05. 26. : 하남디지털캠프 개소

□ 향후 추진계획
m 디지털 분야 4차 新산업 육성 및 지원을 통한 하남미래 신 성장 동력
지속 발굴육성

□ 기대효과
m ARㆍVR 등 미디어관련 디지털창업인프라 구축하여 창업저변 확대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m 창업생태계 구축하여 하남형 벤처기업 전문 육성 및 교육지원으로 기업의
기술개발능력 제고를 통한 하남시 기반산업 강화

□ 공약실행 목표

최종목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청년 창업의지를
고취하고 소자본
창업자의 자립을 지원

연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연차별 달성 목표
내 용
실시설계 용역
인프라 조성
하남창업지원센터 운영
4차 산업관련 창업기업 육성
하남형 벤처기업 중심의 허브도시로 도약

□ 소요예산 현황
m 집행예산 : 2,421백만원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 18,400천원(2018.12. 집행)
- 메이커스페이스(3층) 구축 : 862,160천원(제1회, 제4회 추경)
- 스타트업 공간(2층) 구축 : 562,199천원(제2회, 제4회 추경)
- 2019년도 연간운영비

: 102,764천원(제2회 추경)

- 2020년도 예산액

: 892,038,000원

- 2020년도 집행액

: 875,697,294원

- 2020년도 집행잔액

: 16,340,706원

m 연도별 집행계획

구분
계
국비
도비
시비
기타

(단위 : 백만원)

계 기투자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년
이후
6,105
0
19 1,527 892 1,200 1,000 1,100
500
0
500
5,605
0
19 1,527 892 700 1,000 1,100

m 연도별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구분
계
국비
도비
시비
기타

계 기투자 2018 2019 2020 2021
2,421
0
19 1,527 875
2,421

0

19

1,527

875

2022 2023년
이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