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실명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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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작성자

(교통도로국/도로과)

(이성규/3602/lee9303@korea.kr)

정 책 명  지방도 338호선(이배재) 확장공사

사업개요 

○ 추진배경

   광주와 성남을 연결하는 지방도 확장 사업으로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성남 산업단지의 물류 수송로를 확보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 추진기간 : 2006.4 ~ 2017.12

○ 총사업비 : 193,500백만원(성남시 52,826백만원)

○ 주요내용

 - 위  치 : 광주시 탄벌동 ~ 성남시 상대원동

 - 사업량 : 도로확장  L=6.32km, B=19m(4차로)【성남 1.43km, 광주 4.89km】 

○ 추진현황

 - 2002. 11. 15 : 도로 확․포장 사업건의(광주시 → 성남시)

 - 2006.  4.  6 : 실시설계용역 착수(광주시)

 - 2006.  7. 24 : 사업시행협약 체결(성남시 ↔ 광주시)

 - 2012.  5. 23 : 사전환경성검토 협의 완료(노선확정)

 - 2012.  6. 13 : 공사착공에 따른 사업비 확보 요청(광주시 → 성남시)

 - 2013.  6. 21 : 최종 실시설계안 검토 협의(광주시 → 성남시)

 - 2013.  7.  4 : 환경영향평가 협의 완료(한강유역환경청)

 - 2013. 08. 29 : 공사발주 의뢰

 - 2013. 09. 09 : 책임감리 발주 의뢰

 - 2013. 11. 05 : 책임감리 계약

 - 2013. 12. 27 : 공사 계약

 - 2013. 12. 30 : 공사 착공

 - 2014.  1. 15 : 공사 기공식

정책수행자

(관련자 및

업무분담 내용)
구분 성명 직급 수행기간

담당업무

(업무분담 내용)

과장 전재성 5급 ‘06.7.～10.7. 업무총괄

과장 곽현정 4급 ‘10.7.～13.5. 업무총괄

과장 전재성 5급 ‘13.5.～14.6. 업무총괄

○ 최초 입안자 및 최종 결재자

  - 최초 입안자 : 시설 6급 이성규

  - 최종 결재자 : 시설 5급 전재성

○ 사업 관련자 

■ 성남시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 [별지 제3호서식]

정책실명제 사업관리이력서



과장 이선교 5급 ‘14.7.～현재 업무총괄

팀장 김경각 6급 ‘06.1.～07.4. 지원업무 수행

팀장 정광명 6급 ‘07.4.～10.7. 지원업무 수행

팀장 권오민 6급 ‘10.7.～11.1. 지원업무 수행

팀장 이원대 6급 ‘11.1.～14.6. 지원업무 수행

팀장 김진국 6급 ‘14.7.～현재 지원업무 수행

담당 박성만 7급 ‘08.10.～09.10. 지원업무 수행

담당 한주아 7급 ‘09.10.～10.7. 지원업무 수행

담당 김연수 8급 ‘10.8.～13.10. 지원업무 수행

담당 초해진 8급 ‘13.11.～14.2. 지원업무 수행

담당 이성규 6급 ‘14.2.～현재 지원업무 수행

  

다른기관 또는

민간인 관련자
- 광주시청 도로사업소 박관수 031-760-2937

추진경과

및 실적

 ○ 2014.  1. 15 : 공사 기공식

 ○ 공정율 : 3%(2014.8. 현재)

  
* 추진실적은 추진경과의 모든 내용을 날짜 순서대로 PDF파일 또는 한글파일로 

  첨부하여 공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