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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서울이
스마트 경제도시로
다시 태어납니다
서울 경제의 현황과 전망에 대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또한, 이를 위한 기반으로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한 8대 신성장동력산업을 육성하고

고령인구가 급속히 증가함에 따라 사회비용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성장 잠재

8대 신성장동력산업

력이 둔화되고 있습니다. 산업구조 측면에서는 제조업이 감소하고, 서비스업의 경우는
양적 증가에도 불구하고 질적 기반이 취약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권역별 산업 분포 또한

비즈니스 서비스

불균형 상태입니다.
금융

한편, 서울을 둘러싼 세계 경제는 사회 전반적으로 융합 트렌드가 확산되고, 지식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이 경쟁력의 핵심요소로 대두되며, 에너지와 환경의 중요성 증대로
친환경 녹색산업이 부상하고, 세계 대도시 간 경쟁이 심화되는 등 급변하고 있어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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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적극적인 대응전략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안정적 고용유지를 위한 4대 도시형제조업의 경쟁력을 강화합니다.
이러한 세계 경제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서울 경제의 비전을 제시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기반 마련을 위해, 「2020 스마트 경제도시 서울」을 수립하고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2020 스마트 경제도시 서울」은 ‘활력이 넘치는 스마트 경제도시 서울’ 조성을 통해 1인당
GRDP 4만 불 달성의 비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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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와 환경문제에 대응하여 지속 가능한 경제를,
지식과 융합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지식기반 경제를,

이와 같은 「2020 스마트 경제도시 서울」의 성공적 추진을 통해 서울 경제의 성장을

역사와 문화를 활용한 창조적 문화 소프트 경제를,

이루기 위해서는 서울시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하고, 서울 경제의 미래 비전과 정보 공유를

시민 모두가 풍요로운 균형 경제를 만들어가는 전략을 추진합니다.

통한 산업현장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비전의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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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

활력이 넘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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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 스마트 기술이란?
최근 세계 산업경제는 IT기술에 기반한 ‘정보화시대’를 지나 다양한 신기술과 산업 간의
창조적 결합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융합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IT를 기반으로 다양한 기술이 융합된 차세대 기술(DCT, BT, NT, GT 등)이 급속하게
발전하면서, 이들 기술을 둘러싸고 기술 및 산업의 융합 추세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 아이폰 융합 사례 : ‘제품 간 융합’ + ‘제품-서비스 융합’ + ‘서비스 간 융합’

이러한 추세에 따라 국가 간 · 기업 간 경쟁 심화, 소비자 니즈 다변화, 기술혁신 등에
따라 전 산업 영역에서 기술 융합화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왜 차세대 스마트 기술산업 육성이 필요한가?
CONTENTS
산업 간, 산업 · 기술 간, 기술 간 융합을 통해 새로운 시장의 출현과 쇠퇴 주기가 점점
짧아지고 있으며, 기후 변화와 에너지 부족으로 저탄소 녹색성장 기조가 강화되고 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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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IT융합산업 육성 정책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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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바이오메디컬산업 육성 정책

이러한 트렌드에 적극 대응하고자 우리 시는 IT 중심의 융합으로 고(高)부가가치를 창출

19

Ⅲ. 녹색산업 육성 정책

하고 저출산 · 고령화 문제의 해법인 바이오메디컬산업과 함께 지속가능한 성장동력인
녹색산업을 육성합니다.

IT 융합산업 육성

01
서울을
글로벌 정보보안산업의
메카로 육성합니다

I
IT 융합산업 육성 정책
스마트폰 등 융합제품의 급속한 보급으로 IT 융합 시장에 대한 기대심리가 폭발적으로
확산되고 있고 IT 기술 자체에 대한 기술력은 높으나, 융합부문 원천기술이나 상용기술

서울시만의 특화된 스마트 보안&비즈니스 클러스터를 구축하여 새로운 정보보안 블루
오션을 창출하고, 보안산업을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서울시 핵심 성장엔진으로 육성
하여 내수시장 활성화 및 해외진출 기반을 구축합니다.

수준은 선진국의 50~80% 수준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IT 융합은 미래 국가 및 도시 경쟁력의 핵심적인 비교 척도로 활용될 것이며 융합제품의

스마트폰, 융합보안 등 분야의 수요 시장을 창출합니다.

보편적 사용으로 관련 시장의 폭발적 증가가 예상됩니다.

✽ 디지털포렌식센터 활성화, 스마트폰/모바일 오피스 등 보안 시스템 도입

✽ 선진국의 경우 중요성을 인식하고 관련 투자를 활발하게 진행 중
※ 미국 NBIC(NT, BT, IT, Cognitivescience)에 연간 1,300억 달러 투자,
유럽은 관련 학제 연구에 116억 유로 투자(IT융합의 현황과 사례<지역정보화지, 2009.7>)
구분

2010년

2015년

2020년

스마트기기 보급률(인구)

15%

80%

110%

세계 IT 융합 시장

1조 2,000억 달러

2조 달러

3조 6,000억 달러

국내 IT 융합 시장

364억 달러

672억 달러

1,235억 달러

그래서, 서울시는 아래와 같은 IT융합산업 육성 정책을 추진합니다.

서울을 글로벌 정보보안 산업의 메카로 육성
서울 데이터마트 개설, 공공DB 민간 활용 촉진
국내외 앱 산실의 IT 클러스터 육성 지원
WeGO 국제 네트워크를 활용한 IT융합기술 수출 지원
신성장동력산업 융합 연구소 운영
IT와 교육 서비스의 융합, 스마트 러닝

문의

02-6321-3117 ㅣ 서울시청 평생교육과

글로벌 보안 시스템 테스트 베드를 구축하고 Security Business 해외수출지원
센터를 운영합니다.
✽ u-헬스, 클라우드 컴퓨팅 글로벌 보안 시스템 개발 및 테스트 베드 환경 구축

IT융합 육성 정책

서울시청 정보화기획담당관

인큐베이터센터를 구축하여 대부분이 벤처기업인 정보보안 업체의 프로그램
개발 · 기기 등을 지원합니다(매년 50개 기업).

02-2171-2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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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데이터마트를
개설하여 공공 DB의
민간 활용을 촉진합니다

국내외 앱 산실의
IT 클러스터를
육성합니다

사회적 · 경제적 부가가치가 높은 서울시 공공 DB를 공개하고, 민간에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결합하여 창의적이고 생산적인 신규 콘텐츠 산업을 활성화합니다.

이동성, 다양성, 개방성에 기초한 스마트폰 · 태블릿PC · 스마트TV용 앱 개발자를 양성
하고, 1인 창조기업을 지원하여 서울형 IT융합산업을 육성합니다.

데이터 품질관리 지침을 마련하여 공개 데이터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데이터
품질관리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정보개방을 위한 데이터 저장소 등 통합 플랫폼을 마련하는 등 공공정보 DB
제공을 위한 서울 데이터마트를 구축하여 2015년까지 서울시 전체DB(400여종)의
35%인 150종의 DB를 공개합니다(2011년 5월, 현재 5%공개).
※ 사례 : 미국(data.gov), 뉴욕시(DataMine), 영국(Data.gov.uk) 등

✽ 민간의 생산이 어려운 고부가가치 정보 제공을 통해 경제적 가치 창출 가능
< 성수IT종합센터 > 위치: 성동구 성수동2가 277-43 아크밸리

스마트폰, 스마트TV, 태블릿PC 및 n-스크린 관련 앱 개발자를 양성하고 창업과
연계해 나갑니다.
✽ 유관기관 공동 협력을 통해 민간 노하우를 활용, 센터 활성화
※ 서울 앱 개발센터 추진 목표 : 앱 개발자 720명/년, 창업 연계 120명/년
위치: 성수IT종합센터 2층

각종 스마트 임베디드 S/W 인력을 양성하고 세계 앱 개발 전문가 포럼 유치 및
국제 앱 어워드를 추진합니다.
※ 스마트 임베디드 S/W 인력 양성 목표 : 1,000명/년(2016년 이후)

IT와 교육 서비스의
융합을 통한 스마트러닝
산업을 육성합니다
IT와 교육이 융합된 고부가가치 신성장동력인 e-러닝산업을 육성하여 산업 측면에서는
지식정보화와 고급인력 양성, 교육 측면에서는 공교육 보완과 평생교육 실현을 지원하여
지식정보 격차 해소와 창의적인 지식역량 강화에 기여합니다.

IT 융합산업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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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earning의 진화
ICT활용교육

E-Learning

U-Learning

Smart Learning

특징적
학습형태

컴퓨터 보조수업(CAI)
인터넷 활용교육(WBI)

학습관리
(LMS)

이동학습
(m-Learning)

지능형 맞춤학습
(Intelligent
adapted)

주요
서비스

에듀넷(문자통신)
EBS위성방송
사이버학습 교재

사이버 가정학습
EBS 수능 인터넷방송

Mobile 콘텐츠
증강현실 콘텐츠

지능형 진단평가
앱 서비스
SNS 활용

주요
기기

데스크탑 PC

인터넷 PC

Mobile 노트북
PDA, PMP

스마트폰

시기

1996년 이후

2003년 이후

2005년 이후

2010년 이후

산 · 학 · 관의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스마트폰, 미디어 태블릿, e-book 단말기
등 모바일 기기를 이용한 학습 콘텐츠와 솔루션을 구축합니다.
스마트 러닝

Smart Learning의 구축 시스템(사례 : EBS EDRB 서비스)

Software
Development Kit

•지상파 •위성

•EBS EDRD 및 지경부, 교과부의 스마트 러닝 정책 및 서비스 체계와 연계
•EBS 등 교육 자원과 연계하여 교육 서비스의 진입 시에도 양질의 풍부한 콘텐츠 확보

보수교육 등 기업 수요에 기반(8+4 산업 중심)
※ 평생교육 시스템의 직업교육과 연계, 실버형 신직종 직업 및 창업모델에 대한 교육 콘텐츠
개발 및 학습 보급

지하철에서

Digital Archiving
System

✽ 구축분야
•직무재교육, 신산업교육, 보수교육, 직무역량강화교육 등 산업 트렌드, 기술응용, 전략, 직원

•편집 어플리케이션
•저작 어플리케이션

•인터넷 •IPTV

공공DB
•KERIS EDUNET
•NIA 국가지식DB

Open Interface

✽ 구축방법

(정부, 정보화기획단 · 인재개발원 등

Resource DB

Content
•EBS 콘텐츠
•타 방송사 콘텐츠
•민간사업자 콘텐츠
•개인보유(참여)
콘텐츠

국내외 Provider

•공공(자격, 보수, 보건, 안전, 재난/재해 예방) 서비스 : 행정상 필수교육 등을 구축 지원

적시적 / 끊김없는 학습(B2C)

Application

•콘텐츠 공급자
•어플리케이션 공급자
•사용자 참여

Store / Service Platform

학습자들의 다양한 학습 형태와 능력을 고려하여 사람과 콘텐츠에 초점을 둔, 발전된 ICT 기반의 학습자
중심 지능형 맞춤 학습

수업 중에

도서관에서

집에서

Open API

연계)
•학교(초, 중, 고) : 사교육의 대체 콘텐츠를 다량 확보하여 서비스 지원(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Business 응용서비스(B2B)

전문기관과 협력)
전자책

표준화

개방화
디지털 기반의 방송 제작

전자
참고서

고도화

위치기반
서비스

융합화

타 기관 보유 콘텐츠 융합

전자사전

제도화
EDRB구축

글로벌화

개방형 서비스

II
바이오메디컬산업 육성 정책
전 세계적으로 바이오시밀러 등의 개발이 본격화되고 있고, 특히 줄기세포 치료제와

국가별로 바이오기술의 산업화를 위한 집중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서울은 세계적

같은 바이오 신약의 개발 촉진으로 헬스케어 등 관련 서비스업의 동반 성장이 예상되며,

경쟁력 확보에 충분한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IT · BT · NT 등의 기술을 융합한 첨단 의료기기 생산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바이오의약산업 발전의 필수 요건인 임상시험 경쟁력은 아시아 국가 중 서울이 1위임(홍콩대
의약품시장 중 바이오 의약품 비중
2006년

16.7%

임상시험센터 CTC, 임상시험현황보고, 2008).
2012년

✽ 국내에서도 바이오시장 점유율은 25.5%로 높음(2008년, 바이오통계).

24.3%

✽ OECD 국가 평균보다 더 높은 의료 자원과 우수 인력을 확보하고 있음.

국내 바이오메디컬산업은 연평균 26%의 성장세를 나타내며 이에 따른 고용창출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국가과학기술원, 2009년).
u-헬스 시장
2009년

3,111억
달러

2011년

3,955억
달러

2013년

국내 의료기기 생산 규모

4,402억

2006년

달러

1조 원

2013년

5조 원

(日 미쓰비시연구소)

※ 국내 의료기기 생산 규모는 연평균 10.3%(2001~2006)의 견실한 성장 추세를 보임.

디지털 의료영상진단
2008년

172억
달러

2013년

256억
달러
(Espicom전망)

이에, 서울시는 아래와 같은 바이오메디컬산업 육성 정책을 추진합니다.
바이오메디컬산업 육성 정책
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 조성을 통한 핵심 인프라 구축
기술융합산업과 보건의료 분야를 연계한 스마트 건강관리 시스템 개발
임상시험과 중개연구 강화를 위한 중개연구센터 기능 확보 및 지원
해외 환자 유치와 사후 관리를 위한 국내외 거점 체계 마련

문의
서울시청 보건정책과

02-6321-4307

02

바이오메디컬산업 육성

01
바이오 메디컬
집적단지를
조성합니다

서울형
u-Health 산업을
육성합니다

미래 신성장동력 창출의 핵심 산업으로 바이오메디컬산업 거점과 육성 기반을 구축
합니다.

융합기술을 최대한 활용하여 u-Health 산업에 대한 종합적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u-Health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등 서울시 특성과 여건에 부합하는 서울형 u-Health
산업을 육성합니다.

서울형 u-Health 산업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종합계획을 수립합니다.
✽ 서울형 u-Health 종합계획 수립 용역 실시

서울형 u-Health 지원센터를 설립하여 관련된 기업 활동을 지원하고 u-Health
분야 인력 양성을 위한 산학연 네트워크를 구축합니다.
마곡바이오메디컬클러스터를 조성합니다.
✽ 위치 및 면적 : 강서구 마곡동, 가양동 일원
✽ 추진전략 : R&D 중심의 바이오 · 제약 및 융 · 복합 클러스터 구축
✽ 추진내용
•국내외 유수 기업/연구소 유치를 위한 서울 바이오 메디컬 투자 펀드 조성
•중소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R&D센터 건립
•미 메사추세츠 주, 메릴랜드 주 등 바이오산업 발달 지역과 전략적 협력 네트워크 구축

동대문 약령시 서울형 한방특화산업지구를 운영합니다.
✽ 위치 및 면적 : 동대문구 제기동 1082번지 일원
✽ 추진전략 : 한약재 유통단지, 한방진료단지, 전통 한방음식단지, 한의학 문화관광
단지 등 세계적 한방 바이오산업의 메카로 육성 운영
✽ 추진내용 : 한의학박물관 건립, 한약재 선진화 및 브랜드 개발, 서울 약령시 한방
문화축제
※ 한방산업 개발진흥지구 지정 예정 : 도시계획위원회(2011. 8)

의료 취약계층 및 만성질환자에 대해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결과에 따라 사업
영역을 확대합니다.
※ u-Health 서비스 시범운영 사업은 서울형 헬스케어 서비스 모델을 찾기 위한 시도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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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스마트 메디컬 네트워크를
구축합니다

제대혈은행을 활용하여
바이오 벤처기업을
육성합니다

첨단 IT기술과 바이오 메디컬 기술을 결합한 원격 서비스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선진
의료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바이오메디컬산업의 수요 창출을 지원합니다.

제대혈은행의 줄기세포치료센터 활성화를 통해 제대혈을
활용한 조혈모세포 이식 및 세포치료제 개발을 위한 연구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바이오 벤처기업을 육성합니다.

바이오메디컬산업 육성

03

시립병원-구 보건소(25개)-주민자치센터(424개)에 스마트 메디컬 서비스망을
연계하는 서울형 스마트 메디컬 네트워크 인프라를 구축합니다.

주민센터에 스마트홈 기반, 헬스머신 연동, 헬스케어 구축 등(공공 서비스 이용과
건강 지킴이 역할 동시 수행)을 단계적으로 실시합니다.
1단계

2012

{

권역별로 1개 주민센터에 서울형 스마트 메디컬 구축(5개)

}

노후제대혈 자연 폐기분을 고려하여 지속적인 기증 독려 및 이식 수 확대를
유도함으로써 보라매 병원에 설치된 제대혈은행의 제대혈을 일정 수준 유지토록
지원합니다.

2단계

2013~2014

{

권역별로 2개 주민센터에 서울형 스마트 메디컬 구축(10개)

}

3단계

2015~2016

{

구별로 2개 주민센터에 서울형 스마트 메디컬 구축(35개)

}

병원, 대학연구소, 바이오기업 등에 연구용 제대혈을 무료로 제공하여 의료 ·
바이오 산업 분야 기초 연구활동을 지원합니다.

2017~2020

{

서울시 스마트 메디컬 네트워크 확대 구축(200개)

}

✽ 줄기세포치료센터내 GMP 시설설치 및 임상연구센터 활성화

4단계

✽ 공공 및 민간 연구자에게 연구실 및 장비 임대
✽ 제대혈 이식 기술(치료 기술) 개발 및 보급 지원
✽ 바이오 벤처기업 우선 투자 및 확대(서울바이오펀드를 통한 투자)

✽ 연계 운영 : 각 구청 보건소가 거점 연계 센터가 되며 시립병원 등과 연계하여 의료
측정정보를 통한 상담 · 관리 제공

※ 서울시 산학연 협력사업(2005~2011) ‘난치병 치료를 위한 제대혈 줄기세포 실용화 연구’
1상 임상시험 진행 중

✽ 서비스 운영 : 저소득층, 노인층 등 소외계층에 우선적 서비스 제공 후 확대

국내외 바이오메디컬산업 관련 유기적인 관계를 통해 국내외 임상시험 유치를
활성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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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해외 환자를
적극 유치합니다

녹색산업 육성 정책

선진의료도시 서울의 인프라를 통해 협력의료기관과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서울의료
관광 특화상품 개발 등으로 해외환자를 적극 유치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서울의 브랜드 가치를 제고합니다.

녹색산업은 에너지와 친환경 기술을 이용하여 자원 위기 대처, 환경 개선, 경제성장을
동시에 이룰 수 있는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전 세계적으로 급속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녹색산업은 매출액 5억 원 이하 기업 73%, 5인 이하 사업장 68% 등 대부분의
녹색기업이 중소기업으로, 경영 능력이 취약하고 기술 수준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대규모

고부가가치 환자유치시스템을 구축하여 서울의 우수의료기술 분야에
해외환자를 유치하겠습니다.

소비시장을 기반으로 한 최종 단계 제품의 조립 생산, 설치 및 시공, 유지 관리, 컨설팅,
판매업 등으로 제조업 비중은 낮은 상태입니다.
서울 녹색산업 SWOT 분석

✽ 해외 환자 유치
2010년

6만 명

2020년

30만 명

S

•교육기관 밀집으로 우수 인력 확보 용이
•우수한 IT 인프라 활용 IT · GT 융합 용이

W

•대부분 영세 소규모 업체로 경영 능력 취약
•녹색기술 수준이 선진국의 70% 내외

✽ 서울의료관광지원센터를 통한 의료관광 원스톱서비스
✽ 다국어 홈페이지 운영으로 종합의료관광정보 제공

O

✽ 공항-병원 픽업서비스 및 코디네이터 언어 통역 지원

T

서울의료관광 홍보 활성화로 선진의료도시 ‘서울’의 인지도를 높이겠습
니다.
✽ 서울형 의료관광 특화상품 개발
✽ 서울형 의료관광 상품 국내외 홍보마케팅

•세계적 녹색 투자 강화 및 녹색시장 확대
•대규모 소비시장 보유

•선진국 녹색기술의 빠른 발전 속도
•저가 외국 제품으로 인한 가격 경쟁력 약화

녹색산업은 향후 10년 간 세계시장의 경우 연평균 10.2%, 국내시장은 13.2% 성장할 것
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아래와 같은 녹색산업 육성 정책을 추진합니다.
녹색산업 육성 정책
서울형 4대 녹색산업 성장기반 구축(녹색건축, LED조명, 그린카, 신재생에너지)
GT 육성을 위한 R&D 지원 및 우수 중소 · 벤처기업 육성
녹색시장 견인하는 녹색 수요 기반 구축
GT 전문인력 체계적 양성

문의
서울시청 환경정책과

02-2115-7715

서울형
4대 녹색산업 성장 기반을
구축합니다
녹색건축, LED조명, 그린카, 신재생에너지를 서울형 4대 녹색산업으로 선정하고, 산업
성장에 필요한 제도적 · 물리적 인프라를 구축하며 기술개발 촉진을 위한 실증연구
기반을 강화하여 녹색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합니다.

대중교통 그린카 전환을 추진하고, 그린카 운행을 위한 인프라를 조성하는 등
그린카산업을 집중 육성합니다.
✽ 대중교통의 그린카 보급 : 2020년까지 버스 및 택시의 50%를 전기차로 교체
✽ 2020년까지 소형 전기화물차 9,000대, 전기이륜차 2만 3,000대 보급

신축건물의 녹색건축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 기존 건물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정책 지원을 강화하는 등 녹색건축산업을 육성합니다.
✽ 에너지 저소비 · 고효율 건축물에 대하여는 추가 용적율 · 층고 등 인센티브 부여
✽ 녹색건축 실적 공인제도 도입으로 녹색건설업체의 해외진출 지원

녹색산업 육성

01
LED 업체가 밀집해 있는 구로, 금천 지역을 LED 클러스터로 조성하고
LED 산업을 조명산업 및 건축디자인 산업과 연계하여 육성합니다.
✽ ‘LED 산업지원센터’ 설치(서남권 R&D 콤플렉스 내 입주 추진)
•연구개발, 생산, 마케팅 등 공동 협력 네트워크 형성
•공동 실험실 운영 및 재직자 보수교육 실시

✽ LED를 조명디자인 및 컨설팅 산업과 연계하여 시장 창출 및 고부가가치화

02
녹색시장을 견인하는
녹색 수요 기반을
구축합니다
고비용, 낮은 인지도의 녹색산업 제품을 공공 부문에서 선도적으로 구입 · 사용함으로써
수요 확충 및 제품 신뢰도를 제고하고, 녹색제품 사용 제도화와 구매 비용 지원을 통해
기업, 시민의 녹색제품 수요를 확대함으로써 녹색산업을 육성합니다.

✽ 시장 창출, 정책자금 확대, 전문 ESCO(Energy Saving Company) 지정제 도입 등을
통한 ESCO 산업 육성

공공기관의 선도적 구매와 대형 유통업체 녹색경영 참여 등으로 초기 시장 창출을
지원합니다.
도시형 신재생에너지산업을 육성합니다.
✽ 법정 기준보다 강화된 녹색건축 기준 적용(신재생에너지 이용률 등)
✽ 건물일체형 태양광(BIPV; Building Integrated Photovoltaic) 실증을 위한 테스트
베드 제공

✽ 공공청사 건물 에너지합리화사업(BRP) 추진
•공공청사 2015년까지 153개소 완료

✽ 물재생센터 방류수 미활용 하수열 활용 지역 냉난방 공급 : 탄천 시범설치 후
4개 센터로 확산
✽ 바이오가스 활용 증대 : 자치구별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 설치 및 하수처리시설
소화가스 증산 · 활용

✽ 공공기관 LED 조명(22만 8,000등) 100% 교체
✽ 대형 유통업체 녹색경영 참여 및 민간기업 그린 오피스 조성 유도
•BIPV 및 건물용 연료전지 설치 권장,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시설 설치 지원

✽ 민간 건물 에너지합리화사업 융자 지원(매년 300억 원, 2020년까지 4,910개소 목표)
•융자 심사 시 LED 조명 및 도심형 신재생에너지 설치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

04

녹색산업 육성

03
GT 육성을 위한 R&D
지원 및 우수 중소·벤처
기업을 육성합니다

GT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합니다

서울 녹색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서울의 산업 환경에 적합한 GT R&D 연구 역량을
강화하고 선도적인 벤처기업들에 사업자금을 지원합니다.

녹색산업 분야 연구 개발 및 설비 투자 급증에 따른 녹색기업 수요에 맞는 맞춤형 전문
인력을 2020년까지 2만 5,000명을 양성합니다.

2020년까지 총 1,100억 원의 GT 분야 R&D를 지원하고 R&D 지원 대상 기술을
‘서울형 4대 녹색산업’ 분야에 특화하여 지원합니다.

서울형 녹색기술 전문인력과 기능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프라운호퍼 등
해외 유수 연구소 및 기업과 연구인력 교류를 활성화 합니다.

✽ 과제별 4억 원 이내 연구비 지원

✽ 대학의 GT 커리큘럼 확대 및 고급 전문인력 양성 지원

✽ 국가 원천기술 R&D와 연계, 응용 및 실증 분야 집중 지원

✽ 서울 소재 녹색기업 재직자 대상 교육과정 운영

✽ KIST, 에너지기술연구원, 건설기술연구원, 에너지관리공단 등 참여

✽ 산업 수요에 맞는 교육과정 개발 · 운영 및 취업 연계 방안 시행
✽ 시립직업학교(4) 및 공업고등학교(23)에 녹색기술과정 설치
✽ 해외 우수 연구인력 유치 및 국내 연구인력 해외 인턴십 추진

녹색산업 창업 펀드를 조성 · 운용하여 유망 녹색 중소기업을 육성합니다.
✽ 조성기간 : 2011~2014(4년 간)
✽ 조성규모 : 400억 원(시 출자 80억 원, 펀드 모집 320억 원)
✽ 운용기간 : 7년 이상 장기투자
✽ 투자대상 : 창업 초기 및 도약 단계에 있는 유망 녹색 중소기업

녹색 중소기업 경영 및 해외 마케팅 지원으로 녹색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
합니다.
✽ 중소기업 성장 단계별 재무, 노무, 회계 등 경영 컨설팅 지원
•기업당 1,000만 원 이내, 총 컨설팅 비용의 80% 내외 지원

✽ 해외 박람회 및 해외시장개척단 참여 매년 40개 사 지원
•해외시장 정보 제공 및 유망지역 시장개척단 파견

✽ 녹색인증 취득 기업에 인증비용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