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교창조경제밸리 오시는 길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대왕판교로 805 판교창조경제밸리(금토동 270)

※ 네비게이션 검색 시‘성남시 수정구 영원빌딩’ 검색하시면, 도착지 맞은 편이 현장사무소입니다.

www.pangyo-cev.or .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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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계를 주도할 1st.MOVER들의 세상이 온다!

2. 판교창조경제밸리 개요

3. 판교창조경제밸리 단계별 공간구상

4. 판교창조경제밸리 공간 소개

     창조공간

     성장공간

     벤처공간

     혁신기업공간

     글로벌공간

     소통·교류공간

     행복주택 및 창업지원주택

5. 판교창조경제밸리의 기대효과

6. 판교창조경제밸리 계획 내용

     토지이용계획

     유치업종배치계획

     용도지역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를 움직일 완벽한 생태계 - 

대한민국 스타트업 기업들이 세계로 향해 나가는 곳

다양한 산업이 모여 혁신적 융화를 통해 새로운 판도를 형성하는 곳

새로운 도전자들이 세계의 선두두자들과 경쟁하여 판세를 뒤집는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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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교류공간
(I-Square)

창조공간
(기업지원허브)

성장공간
(기업성장지원센터)

글로벌공간
(글로벌Biz센터)

벤처공간
(벤처캠퍼스)

혁신기업공간
(혁신타운)

행복주택

창업지원주택

2단계

1단계

1. 세계를 주도할 
    1st.MOVER들의 세상이 온다!

“세계인을 사로잡는 문화와 예술, 수 만가지 기술들, 매일매일 쏟아지는 데이터…

그 속에 당신이 생각하는 빅아이디어 하나가 대한민국을 이끄는 창업과 혁신의 원동력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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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창조경제밸리는 새로운 아이디어가 태어날 수 있도록 소통과 교류가 집약되고, 정부가 기업의 성장을 단계별로

지원하는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성장한 우리 기업이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해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1st.Mover 판교창조경제밸리가 당신의 성공을 지원합니다. 

Technology  
ICT 혁신기술의 사업화 공간

Entrepreneurship  
창업과 기업성장 공간

Network  
글로벌 교류, 

융합 교육·연구 공간

People  
창조인재가 모이는 

매력적인 도시공간

2. 판교창조경제밸리 개요

판교 창조경제밸리 4차 산업혁명
혁신 클러스터
랜드마크 조성

[판교창조경제밸리 공간 구상]

43만㎡ 

신규 조성부지

판교창조경제밸리 

66만㎡ 

現 

판교테크노밸리

민간 주도의  벤처ㆍ혁신 공간

공공 주도의 창업ㆍ성장 공간벤처공간 (벤처캠퍼스)
- 민간 중심의 벤처·스타트업 육성 공간

혁신공간 (혁신타운)
- 혁신형 기업의 미래기술 선도 공간 

창조공간 (기업지원허브)
- 공공이 선도 추진하는 창조경제 생태계 
   집적 공간

소통교류공간 (I-Square)
- 상업·문화가 융합된 소통 교류 공간

글로벌공간
(글로벌Biz센터+ 글로벌기업)

- 글로벌 네크워크, 산학연 협력 공간

성장공간 (기업성장지원센터)
- 공공의 창업기업 성장지원 공간
- 성장지원센터, 행복주택

1st.Mover

[기업 성장단계별 입주지원 방안]

공간
창조공간

(창업인큐베이터)
성장공간

(기업성장지원센터)
벤처공간

(벤처캠퍼스)
혁신기업공간
(혁신타운)

기업성장단계 창업 전 · 후~7년 이내 창업 3년 이후 다수 선도벤처기업 (스타트업 육성 조건) 개별 중견기업 (미래산업 투자 조건)

조성주체 공공 민간

입주방법(시기)
기업지원 허브 내 시설에 주변 시세 대비 

저렴한 가격으로 입주

공공이 조성하는 기업성장지원센터에

시세 대비 70~80%로 입주

벤처기업 컨소시엄이 용지를 분양받고,

고유공간과 스타트업 육성 공간 건축

공모방식으로 사업계획 평가 후

용지를 분양받고, 단독으로 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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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중심의 벤처·스타트업 
육성 공간(벤처캠퍼스)

선도 벤처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직접 스타트업을 육성하는 협업 공간 조성

*본 책자는 ’17년도 3월 제작되었으며, 책자 내 조감도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로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혁신형 기업의 미래기술 
선도공간(혁신타운)

미래 신산업 선도기술을 보유한 혁신형 

기업·연구소를 선별하여 유치

창조공간성장공간

상업·문화가 융합된 
소통·교류 공간 (I-Square)

민간공모를 통해 다양한 지원시설

(전시·업무·상업·문화시설)이 

복합된 ‘I-Square’조성

글로벌 네트워크, 산학연 
협력 공간 (글로벌 Biz 센터)

ICT 관련 글로벌 진출을 위한 기업 지원 공간
글로벌 Biz센터를 건축·운영

공공의 창업기업 성장지원 공간
(기업성장지원센터)

창업 후(3년 이후) 성장단계에 있는 

기업의 성장지원공간
공공지식산업센터 건축·운영

공공이 선도 추진하는 창업생태계 
집적 공간 (기업지원허브)

창업 인큐베이팅을 위해 범정부적 

창조경제 지원기관 집적 선도 프로젝트로 

기업지원허브 조성

혁신기업
공간

글로벌
공간

소통·교류
공간

벤처공간

2단계 1단계

3. 판교창조경제밸리
    단계별 공간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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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판교창조경제밸리 
    공간 소개

창조공간

성장공간

벤처공간

혁신기업공간

글로벌공간

소통·교류공간

행복주택 및 창업지원주택



CREATION ZONE
기업에 용지를 분양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ICT혁신기술, 문화융합을 통해 새로운 아이디어가 창출되고, 

누구나 창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창조인재와 판교창조경제밸리의 출발점이 되는 

창조 공간

CREATION ZONE GROWTH ZONE VENTURE ZONE INNOVATION ZONE GLOBAL ZONE I-SQUARE

1. 글로벌 스타창업기업을 육성하는 창업 zone

2. ICT 新기술의 테스트베드 혁신기술 zone

3. ICT와 문화 융합 허브를 조성하는 ICT-문화 융합 zone 

1) 보육공간 제공(최대 18인실)부터, 글로벌시장 진출 지원, 시제품 제작지원, 

   해외통신 테스트 환경 구현, 투자유치(연계)지원까지 One-Stop 창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최대 200개 내외의 창업 7년 미만의 유망 기술창업기업 입주

2) 통합 공고일 기준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7년 이내 유망 창업기업

   (창업지원법상 제외업종 제외)에게 분야별 멘토링, 창업교육 등 

   다양한 보육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3) 사용면적에 따라 월 평당 3˜6만 원의 저렴한 임대료 · 관리비를 책정하여 

   창업기업의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1) 글로벌 테스트베드 

    국내외 기업들이 각종 데이터를 가공, 표준화,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실증공간을 조성하고 정보보호클러스터 및  드론안전실용화지원센터에 

    각각 약 20여 개의 업체에게 입주공간을 지원합니다.

2) 체험·전시공간 

    미래 新기술을 활용한 제품·서비스·직업 등을 일반 국민들에게 체험·소개하는 공간 및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1) 신기술 기반 게임, 융복합 콘텐츠 및 스마트미디어 개발 등 융합을 통한 

   新산업 창출 공간입니다.

2) ICT와 문화예술을 접목한 사업을 추진하려는 약 50여 개 내외의 예비창업자와  

   중소벤처기업이 입주합니다.

글로벌 융합 
클러스터

정보보호 
클러스터

고성능 컴퓨팅
기반 이노베이션 허브

드론 안전 ·활성화 
지원센터

AI Network 
LAB

사물인터넷 
국제공인인증 및 
개발 지원 
서비스를 통해  IoT 
제품·서비스의 
글로벌 시장 경쟁력 
강화 지원

정보보호산업과 
관련된 산·학·연·관의 
집적공간을 마련하여 
기술적·인적 교류 
확대, 전문인력 양성 
교육 실시, 기업 간 
협업 지원

대량 정보를 초고속 
처리하는 HPC 
서비스를 통해 기술, 
서비스 개발 지원

* 반도체 설계(속도 10배),
  유전체 분석(속도8배) 등

창업공간과 테스트장비 
제공 및 기업역량강화, 
드론 관련 행사 참여 
지원 등으로 
드론 관련 창업자의 
경쟁력 강화 지원

초연결 지능망 및 
선도시험망 구축으로 
미래 네트워크의 
핵심기술 확보 및 
융합산업부문의 성장 
지원

ICT-문화융합공간 콘텐츠 멀티유즈 랩

ICT 전문가와 문화예술인의 공통 창작 작업공간, 전시공연장, 
장비 등 인프라 제공

국내외 실무 전문가의 전담교육 및 멘토링 프로젝트 운영

만화, 캐릭터 등 원천 콘텐츠 활용 
융·복합 콘텐츠 개발을 촉진하는 랩(lab) 구축하여 
웹툰, 스토리 1인 창작자들을 위한 작업공간 제공

창업인큐베이터

아이디어 사업화 창업

창업정보 제공/ 창업교육/ 법인설립 지원 개발장비/ 개발비 지원/ 시제품 제작

우수 아이디어 
발굴

대기업 연계를
통한 멘토링

3년간 입주
(연장가능)

혁신기술
test-bed

연구개발
서비스

유망 창업기업 발굴

글로벌 융합
클러스터

(lab)

정보보호
클러스터

고성능 컴퓨팅
기반 이노베이션 허브

드론 안전 ·실용화 
지원센터

초연결지능망 및 
선도시험망

혁신기술 ZONE
ICT 新기술 테스트베드 구축

(lab)

ICT-문화
융합공간

콘텐츠
멀티유즈 랩

ICT-문화 융합 ZONE
ICT-문화 융합 허브 조성

ICT-문화 융합 zone

콘텐츠 멀티유즈 lab

ICT-문화융합센터

교류·지원 zone

법률, 회계, 경영, 금융, 보증기관 등 기업지원

상업시설, 직장어린이집

혁신기술 zone

글로벌 융합 클러스터

정보보호 클러스터

고성능컴퓨터 기반 이노베이션 허브

드론 안전 · 활성화 지원 센터

AI Network LAB

창업 zone

창업보육센터

글로벌스마트 창작터

R&D 서비스파크

HAPPY HOUSE

창업 zone, 혁신기술 zone, ICT-문화 융합 zone의 3개 테마 별 건물과 
교류 · 지원 zone으로 구성해 창업지원기관과 300여 개 스타트업 기업이
입주하는 창조공간입니다.

기업지원허브

창업혁신 지원기관이 선도하는 프로젝트가 집적된 창조공간을 조성하여 2017년 8월 개소합니다.



GROWTH ZONE
공공 주도로 창업 후 성장단계에 진입한 기업지원을 강화하고, 

민간 역량을 활용하여 벤처를 육성하는 공간과 기술 혁신타운이 있는 

성장공간 창업 후(3년 이후) 성장단계에 있는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성장공간입니다.

I-SQUARECREATION ZONE GROWTH ZONE GLOBAL ZONEINNOVATION ZONEVENTURE ZONE

기업성장지원센터

1) 창업인큐베이터에서 배출된 성장기업 또는 유망 강소기업 약 300개 社에 저렴한 업무공간을 제공합니다.

2) 기술혁신 지원을 위해 벤처 인증, 신기술·신제품 인증기관 등의 분소를 설치하고, 주기적인 모니터링 및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3)기업성장지원센터 등 주요 시설에 어린이집을 설치하여 종사자들의 육아부담을 최소화합니다.

4) 청년 창업인에게 맞춤형 창업지원주택(200호)을 제공합니다. 

성장

창조공간

아이디어 사업화 창업

창업정보 제공

창업교육

법인설립 지원

개발장비

개발비 지원

시제품 제작

지적재산권

판로개척

기술, 신용 보증

특허신청

법률,회계 자문

혁신기술
test-bed

연구개발
서비스

성장공간유망 창업기업 발굴

우수 아이디어 
발굴

(lab)

대기업 연계를
통한 멘토링

3년간 입주
(입주가능)

HAPPY HOUSE



VENTURE ZONE
민간 역량을 활용하여 

벤처기업을 육성하는 공간 ‘벤처 캠퍼스’  

벤처공간

‘벤처 캠퍼스’ 다수 벤처기업 컨소시엄 형태로 입주 

1) 선도 벤처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직접 스타트업을 육성하는 협업 공간을 조성합니다. 

2) 사업계획(스타트업 연계사업계획, 사내 벤처 운영현황, 기술력 등)을 심사하여 우수 컨소시엄에 용지를

   공급하고, 컨소시엄이 벤처 캠퍼스(복합건물)를 조성합니다.

3) 건물의 70%는 선도 벤처 업무공간(新사업부, 기술연구소 등)으로, 30%는 스타트업 육성 공간

   (공동lab, 인큐베이팅 시설 등)으로 운영합니다. 

GLOBAL ZONE I-SQUAREINNOVATION ZONEVENTURE ZONECREATION ZONE GROWTH ZONE HAPPY HOUSE

선도 벤처기업이 직접 스타트업의 성장에 
도움을 주는 벤처공간입니다.

선도 기술을 보유한 혁신기업들이 모여
아이디어를 주고받는 혁신공간입니다.

‘혁신타운’ 혁신형 기업 개별 입주

1) 미래 新산업 선도기술을 보유한 혁신형 기업 · 연구소를 선별하여 유치합니다.

2) 엔젤투자, 공동 연구 · 프로젝트 수행, M&A, 동반 해외진출 등 창업 · 벤처기업과의 시너지 창출을 도모합니다.

3) 입주기업 근로자에게 행복주택(300호)를 우선 공급합니다.

GROWTH ZONE
선도기술을 보유한 혁신기업이 모인 

 ‘혁신타운’이 있는 

혁신기업공간



GLOBAL ZONE
글로벌 네트워크, 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교류 · 융합을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해내는  

글로벌공간

VENTURE ZONECREATION ZONE GROWTH ZONE GLOBAL ZONEINNOVATION ZONE I-SQUARE

1. 글로벌BIZ센터 

1) 해외 엑셀러레이터 등 글로벌 진출 지원기관을 집적하고, 공동 IR. 제품 전시 등을 지원합니다.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의 글로벌 진출 허브 기능을 확대

2) 다국적 스타트업 입주공간 및 지원시설(비자·노무 컨설팅 등)을 집적합니다.

3) 해외 클러스터와 연계하여 국내 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합니다.

2. 글로벌 ICT 융합 플래닛

1) 창조경제밸리 내 성남시 산업 거점을 연계할 수 있는 네트워크 공간을 마련하여 ICT 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육성·지원합니다.

2) 중소기업 성장 및 글로벌 진출 교두보 마련을 위한 공공 지식산업센터를 건립하여 공공 성격의 사업화 공간을 확대 운영합니다. 

HAPPY HOUSE

교류와 융합을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글로벌공간입니다.



I-SQUARE

I-Square

 

다양한 지원시설이 복합된 교류와 소통의 중심지 

소통 · 교류공간

1) 광장을 중심으로 컨퍼런스, 전시시설, 업무·상업시설, 주거·문화·여가공간을 배치하여

   판교창조경제밸리의 소통·교류의 중심공간이 됩니다.

   수준 높은 품질의 오피스텔과 레지던스, 업무시설을 공급하여 숙박기능과 

   컨벤션의 일원화가 이루어집니다.  

2) 판교 입주기업·스타트업과 글로벌 기업이 참여하는 기술교류, 투자유치 등을 위한 

   교류·전시행사를 연중 개최합니다.

   소규모 신생 기업들의 독립 업무공간과 풍부한 공용 편의 지원시설 및 협업공간을 제공합니다. 

   기업의 홍보 및 판매 전시공간인 ‘스타트업 쇼룸’ 및 다목적 활용이 가능한 전시장과 회의장이   

   들어섭니다.

3) 단지 전체를 캠퍼스와 같이 자연스럽게 소통·교류가 이루어지는 보행중심공간*으로

   설계합니다.

    *보행중심공간: 보행로-차도 분리, 차도 위 공중가로, 건물간 브릿지 연결 등 보행공간을 조성하고 주요 동선에 

     소광장·공원, 카페·식당·회의실 등 만남의 공간을 조성합니다.

4) 폭넓은 문화생활, 휴식이 가능한 복합문화시설이 들어섭니다.

   I-Square 건물 간 유기적으로 연계된 플랫폼과 공개광장에서 다양한 예술전시, 페스티벌, 공연이    

   펼쳐집니다. 디지털 도서관, 미술관, 다양한 문화 행사 및 이벤트·기업 홍보의 장으로 활용 가능한 

   다목적 공연장에서 다양한 장르의 문화 행사가 개최됩니다.

VENTURE ZONECREATION ZONE GROWTH ZONE I-SQUAREINNOVATION ZONE GLOBAL ZONE HAPPY HOUSE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소통하며 아이디어를 키워가는 
소통 · 교류공간입니다.



HAPPY HOUSE
 

종사자 주거안정 기여를 위한 

창업지원주택 및 행복주택

VENTURE ZONECREATION ZONE GROWTH ZONE I-SQUAREINNOVATION ZONE GLOBAL ZONE HAPPY HOUSE

청년 창업인 및 입주기업 종사자들의 안정적 주거보장을 위한 
주택지원공간입니다.

1. 창업지원주택 

1) 다양한 지원시설을 통해 청년 창업인들의 삶의 질을 높이며, 새로운 아이디어가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주거안정을 지원합니다.

2) 청년 창업인에게 맞춤형 창업지원주택을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함으로써, 창업 중 경제적 부담감을 덜어줍니다. (창업지원주택 200호)

2. 행복주택 

안정적인 주거 보장을 위해 입주기업 종사자에게 행복주택을 우선 공급합니다. (행복주택 300호) 

행복주택 300호

지원시설

저렴한 임대료
주거안정



4. 세계적인 혁신 클러스터
    창업 생태계가 구현된 세계적인 혁신클러스터로 성장합니다.

R&D, 
기업지원 등 
혁신 인프라 
부족

(lab)

창업 활동 
저조 

기업 간 협력 
미흡

국내기업 
위주 

교육·연구기능 
부족

업무공간 
위주 
소통·교류 
부족

As-Is: 現판교

ICT 미래 新기술, 
아이디어를 
실증·사업화하는 
창조경제 

테스트베드로 육성

활발한 창업과 
기업 성장, 

기술혁신이 이루어지는 
스타트업·벤처기업 
공간 구현

글로벌 교류 기능을 
확대하고

산·학·연 네트워크 
구축

I-Square를 중심으로 
소통·교류가
활발한 

매력적인 도시 조성

To-Be: 창조경제밸리

5. 미래형 도시 인프라 조성
    사물 인터넷 인프라 조성과 도시 통합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다양한 

    생활정보(주차, 주거, 보육 및 일자리 등)를 제공합니다.

일자리

보육

주차
주거

성장기업
300

창업기업
300

혁신기업
150

750개
기업

10만 명
근무

2,000여개
첨단기업 집적

3. 저렴한 임대공간 제공
    공공의 창업인큐베이터, 민간의 벤처캠퍼스 등을 통해 창업기업에게

    저렴한 임대공간을 지속적으로 제공합니다.

    300개 창업지원 공간(공공 200개, 민간 100개)을 통해 향후 10년간 

    1,000개 이상의 창업기업 창출 예상

2. 약 750개 기업 입주
    창업기업(300개), 성장기업(300개), 혁신기업(150개) 등 약 750개 기업이

    신규로 입주합니다.

1. 세계적인 첨단 클러스터 
    창조경제밸리  조성 완료 시, 판교는 2,000여 개 첨단기업이 집적 10만 명이  

    근무하는 세계적인 첨단 클러스터로 성장할 것입니다.    

    신규 부지조성 및 건축으로 약 1.5조 원의 신규 투자 효과 예상

기업성장단계 입주공간 입주기업 수

창업 (예비창업~창업1,2년차) 창업인큐베이터(공공)/ 벤처캠퍼스(민간) 약 300개

성장 (창업 3~7년) 기업성장지원센터(공공) 약 300개

혁신 (선도벤처, 중견벤처, 기술혁신형, 글로벌) 벤처캠퍼스, 혁신공간, 글로벌공간 등(민간) 약 150개

300개 

창업지원 공간 30
0

10
00

1,000개 이상의 

창업기업 창출 

10
ye
ars

5. 판교창조경제밸리의
    기대효과



28

27
—

6. 판교창조경제밸리 
    계획내용

토지이용계획 • 유치업종 배치계획 • 용도지역



판교창조경제밸리
토지이용계획

구  분 면  적(㎡) 1구역 2구역 구성비(%) 비고

합 계 430,402 223,008 207,394 100.0

산업시설 용지 (산업용지) 154,627 79,676 74,951 35.9
기숙사형 행복주택 
(300호) 포함

복합용지 (복합용지) 48,615 - 48,615 11.3

상업시설 용지 (주상복합) 6,393 6,393 - 1.5

지원시설

용지

합계 70,883 70,883 - 16.4

지원시설 35,411 35,411 - 8.2

공공지원시설 35,472 35,472 - 8.2

공공시설

소계 149,884 66,056 83,828 34.9

도로 81,814 37,648 44,166 19.0
유수지(1,966㎡)
중복 결정 미포함

보행자 도로 8,930 5,003 3,927 2.1

주차장 5,429 1,837 3,592 1.3

소공원 1,265 - 1,265 0.3

녹지

합계 35,541 18,980 16,561 8.3

완충녹지 23,313 9,732 13,581 5.4

경관녹지 12,228 9,248 2,980 2.8

공공공지 9,903 - 9,903 2.3

유수지 7,002 2,588 4,414 1.6
도로(1,966㎡)
중복결정 포함

토지이용계획 용도지역유치업종 계획

행복주택
(300호)

혁신타운

벤처캠퍼스

기업성장지원센터

창업지원주택
(200호)

Global Biz

I-square

I-square

기업지원
허브



유치업종 배치계획
「미래성장동력-산업엔진 종합실천계획(미래부, 산업부)」 상의 미래성장동력산업과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방안(국토부)」 상의 첨단업종 가이드라인 반영

구  분
면  적(㎡)

비 고
산업용지 복합용지

합   계  154,627  (48,615)

A 첨단제조업(첨단업종), 지식산업, 문화산업, 정보통신산업, 미래성장동력산업 86,543  (40,615)

B 첨단제조업(첨단업종 C20,21제외), 지식산업, 문화산업, 정보통신산업, 미래성장동력산업 22,913  (8,000)

C 첨단제조업(C26~C28), 지식산업, 문화산업, 정보통신산업, 미래성장동력산업 45,171 -

※ (  )는 복합용지 부지 전체면적임

첨단제조업(첨단업종), 
지식산업, 문화산업, 정보통신산업,
미래성장동력산업

공공지식산업센터 : 첨단제조업
(A 첨단업종 중 C20~21제외),  
지식, 문화, 정보통신산업, 
미래성장동력산업

지식.문화.정보통신산업,
첨단제조업 (첨단제조업 중 
C26~C28), 미래성장동력사업

용도지역

구 분 면 적 (㎡) 1구역 2구역 구성비(%)

합 계 430,402 223,008 207,394 100

준주거 지역 49,108 49,108 - 11.5

일반 상업 지역 47,777 47,777 - 11.2

준공업 지역 318,610 118,967 199,643 74.1

자연 녹지 지역 14,907 7,156 7,751 3.2

지구계(지구단위계획구역)

준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

준공업지역

자연녹지지역

토지이용계획 유치업종 계획 용도지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