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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상황 정상추진 이행률(%) 80%
완료시기
(완료연도)

임기내
(2021)

총사업비 13,685백만원 사업유형 신규/협력/기타 추진부서 지역경제과

□ 정책목표

○ 중소벤처기업과 유관기관을 집적하여 창업 성장 퇴출(M&A) 모든 단계를

원스톱 지원하는 혁신성장밸리를 구축하고자 함

□ 현황 및 필요성

<G밸리 외형적 성장 정체기 돌입> <주요기업 이전>

○ G밸리는 산업지원 인프라 부족에 따른 외형적 성장 정체기에 접어

들었으며, 이로 인한 주요기업 이전 사례 발생

○ 특히 침체된 G밸리 3단지 지역의 재생을 통해 청년창업과 혁신성장

기반이 되는 혁신성장밸리가 요구됨

○ 지자체 공공 민간(연구소) 등 G밸리 입주기관의 핵심역량 및 자원을

활용한 협업체계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창업부터 재도전까지

원스톱지원체계로 중소 벤처기업의 일자리 창출 및 혁신성장 견인 필요

□ 사업개요

○ 목 적 : 다양한 지원기능 집약 및 도심재생과 연계한 혁신 성장

○ 구축지역 : G밸리 내 추진 검토

○ 사업내용 : 중소벤처기업과 유관기관을 집적하여 창업 성장 퇴출(M&A)

모든 단계를 원스톱 지원하는 혁신성장밸리 조성

○ 입주기관 및 업무(안)
일관
지원

창 업 금 융 판로
해외진출

인증
컨설팅

디자인 기술지원 경영
지원

중진공
지역혁신 
창업활성화
지원 시설

한국벤처 
투자, VC, 
은행, 증권, 
신‧기보

유통센터, 
공영홈쇼핑, 
해외직판, 
수출지원센터

컨설팅사
‧KTL‧KTR 
등 인증
기관

DKWorks
KAIST, 해외
원 천 기 술
센터

회계‧세무
‧법무‧특허

○ 소요예산 : 약 136억원

□ 연차별 추진계획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혁신성장
밸리 구축

관계기관 사전 
협의

계획 수립 및 
구축 추진

창업지원시설 
운영 및 

지원시설 유치

기업‧기관모집
및 활성화

□ 연차별 투자수요 및 집행액 

(단위 : 백만원)

구 분 재원별

합 계
연차별 투자수요 및 집행액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확보액

및
투자수요

집행액확보액 집행액확보액집행액확보액집행액확보액집행액 투자
수요 집행액

계 13,685 10,586 3,300 3,300 1,250 1,250 4,786 4,786 2,955 1,250 1,394 0

혁신성장밸리 
구축

국비 9,199 7,150 2,300 2,300 800 800 3,250 3,250 2,049 800 800

시비 1,260 990 540 540 150 150 150 150 270 150 150

구비 2,486 1,866 360 360 140 140 1,226 1,226 476 140 284

산단공 340 280 100 100 60 60 60 60 60 60 60

SBA 400 3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 추진실적

○ 2018. 8. : 중진공 서울지역본부 G밸리(3단지) 이전으로 해외 판로

개척 등 해외진출 사업의 체계적인 지원

○ 2019. 2. : 혁신성장밸리 기반 조성 및 기업지원 정책 협력 위한

업무 협약 체결(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서울지역본부)

○ 2019. 6. : 원스톱 창업지원을 위한 메이커스페이스 G-CAMP 및

디자인주도 제품개발지원센터 개소(DKWorks)

○ 2020. 7. : 지역혁신 창업활성화 지원시설 조성계획 수립

○ 2020. 11. : 금천영상미디어 창업센터 개소 및 운영

○ 2021. 1. : 휴머노이드 창업센터, 지뷰티 컬처센터 개관 및 운영

□ 문제점 및 해결방안

○ G밸리는 서울시에 위치하고 있어 교통 접근성 및 풍부한 인력풀을

가지고 있으나 반면 부동산 가격의 급격한 상승으로 혁신성장밸리를

위한 부지 매입 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됨

-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는 혁신성장밸리 조성을 통한 중소벤처기업 혁신

지원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으며, 2019년 2월 혁신성장밸리 유치와

관련한 MOU를 체결함.

○ 혁신성장밸리 조성기반 마련을 위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연구용역

예산 10억원 요청했으나 미반영(2019. 9.)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연계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외 전시회 협업)

추진 예정

- 서울시 서남권 기술특화 캠퍼스 유치 및 지역혁신 창업활성화 지원시설 조성

□ 향후계획

○ 2021. : 기술지원 시설 등의 유치를 위한 중진공과의 협업 지속 추진

○ 2021. 5. : 산업혁신기반 구축 사업(스마트혁신 제품 제조기업 기술지원) 확정

○ 2021. 8. : 휴머노이드 기술창업 지원센터 공간 확보 및 착공

○ 2021. 9. : 스마트혁신제품 제조기업 지원사업 예산 추경 편성 및 교부

○ 2021. 9. : 휴머노이드 기술창업 지원센터 개관

○ 2021. 11. : 스마트혁신제품 기술지원센터(가칭) 운영

○ 2022. : 혁신성장밸리 조성 완료

□ 협업(협치) 사항

○ 중소벤처기업부 : 혁신성장밸리 구축을 위한 예산 지원 협조

○ 서울시 전략산업기반과 : 예산 분담 및 행정지원 협조

작 성 자 지역경제과장 : 엄창식(1300)   팀장 : 이정언(1307) 담당 : 윤소리(1308)

협업부서 전부서 협업내용  G밸리 관련 사업 협의

중앙정부 산업통상자원부(한국산업단지공단) 서 울 시 전략산업기반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