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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책 명 중앙동 주민센터 신축공사

사업개요

및

추진경과

○ 추진배경

중앙동 주민센터가 중동3구역주택재개발사업과 연계된 희망로

확장구간에 일부(30%) 편입되어 철거가 예정됨에 따라, 중3구역

주택재개발사업지구내 공공청사 부지로 이전

○ 추진기간 : 2011. 3. ～ 2014. 5.

○ 총사업비 : 9,988백만원

○ 주요내용

- 대지면적 : 990㎡(건축면적 : 480.92㎡, 연면적 : 2,807.14㎡)

- 층 수 : 지하2층, 지상5층

- 주요시설 : 민원행정지원센터, 주민자치센터 등

○ 추진경과

- 2011. 3. 7 : 중동 주민센터 이전, 건립계획 보고

- 2011. 4. 22 : 중기지방재정 및 투융자심의 반영

- 2011. 7. 18 : 공유재산관리계획 시의회 의결(원안가결)

- 2011. 9. 20 : 설계용역 착수

- 2012. 12. 18 : 설계용역 준공

- 2013. 1. 31 : 공사착공

- 2014. 5. 29 : 공사준공

정책수행자

(관련자 및

업무분담 내용)

○ 최초 입안자 및 최종 결재자

- 최초 입안자 : 시설 7급 박재석

- 최종 결재자 : 성남시장

○ 사업 관련자

 [별지 제3호서식]

정책실명제 사업관리이력서



구분 성명 직급 수행기간
담당업무

(업무분담 내용)

국장 유규영 시설4급 11.11. 1∼12. 3.11 도시주택국업무총괄

단장 진광용 시설4급 12. 3.12∼13. 5. 1
도시개발사업단

업무총괄

단장 곽현성 시설4급 13. 5. 2～14. 5.29 〃

과장 김응구 시설5급 13. 1.31∼13. 5. 1 시설공사과업무총괄

과장 우이섭 시설5급 13. 5. 2∼14. 5.29 〃

시설1팀장 윤여경 시설6급 12. 3.12～12. 5.29 시설1팀업무총괄

시설1팀장 권오민 시설6급 12.11. 5∼14. 5.29 “

기전팀장 이재옥 공업6급 12.11. 5∼13. 5. 1 기전팀 업무총괄

기전팀장 손한기 공업6급 13. 5. 2∼14. 5.29 “

담당 주재성 시설8급 13. 1.31∼13. 3.10
용역총괄

(주감독),토목

담당 최은수 시설9급 13. 3.11∼13. 5.22
용역총괄

(주감독),건축

담당 오신화 시설9급 13. 5.23∼14. 5.29
용역총괄

(주감독),건축

담당 이명희 시설6급 13. 1.31∼13. 3.10 건축

담당 주재성 시설8급 13. 1.31∼14. 5.29 토목

담당 신기복 녹지8급 13. 1.31∼13. 5. 1 조경

담당 이지은 녹지9급 13. 5. 2∼14. 5.29 조경

담당 김종국 공업6급 13. 1.31∼13. 5. 1 전기

담당 최형식 공업7급 13. 5. 2∼14. 5.29 소방(전기)

담당 김승재 공업8급 13. 1.31∼14. 5.29 기계소방(기계)

담당 장재철 공업8급 13.1.31∼14. 5.29 통신

다른기관 또는

민간인 관련자

○ 설계용역 수행자 : 삼풍엔니니어링건축사사무소

지케이기술단

○ 시공사 : (주)연우

○ 감 리 : (주)아키빌건축사사무소

추진실적 ○ 2014. 5. 29 공사준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