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사업내역서

① 정책사업명 수내도서관 건립

② 추진배경 수내근린공원 내 공공도서관 건립으로 쾌적한 환경에서 문화 
생활을 누릴 수 있는 공간을 조성

③ 사업개요

○ 위    치: 분당구 수내동 155-4번지
○ 사 업 량: 지하2층∼지상3층(부지 3,050㎡, 연면적 7,016㎡)
○ 사업기간: 2016. 11. ~ 2024. 12.
○ 소요예산: 29,529백만원(국비 3,000/ 도비 1,000/ 시비 25,529)

④ 사업부서 도서관사업소
도서관지원과 ⑤ 담당자 담  당: 행정7급      오수민

부서장: 도서관지원과장  이종빈

⑥ 선정기준 대규모예산 ⑦ 사업기간 2016.11. ~2024.12.

 <그간 주요 추진내용>

○ 수내도서관 건립 계획 ‘16.11.10.

이재명 시장
김진흥 부시장
임승민 평생학습원장
김위성 도서관지원과장
박대철 도서관정책팀장
이창숙 주무관

○ 수내도서관 주민설명회 개최 ‘18.02.22.
이정도 평생학습원장
고숙자 도서관지원과장
박대철 도서관정책팀장
윤부연 주무관

○ 수내도서관 조기 건립 계획 ‘18.07.25.

은수미 시장
이재철 부시장 
이균택 평생학습원장
고숙자 도서관지원과장
박대철 도서관정책팀장
이미정 주무관

○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고시 ‘18.12.17.
강봉수 공원과장
황희택 공원조성팀장
황준원 주무관



○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 가결 ‘19.04.09.
류진열 회계과장
한영길 재산관리팀장
김동하 주무관

○ 수내도서관 건립공사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 발주의뢰

   (시설공사과)
‘19.04.22.

김기영 평생학습원장
장석령 도서관지원과장
박대철 도서관정책팀장
유재필 주무관

○ 수내도서관 건립공사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 계약 의뢰(회계과) ‘19.10.02.

민병태 시설공사과장
백북일 시설1팀장
강성규 주무관

○ 수내도서관 건립공사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 착수 ‘19.11.08.

엄갑용 도서관지원과장
문광호 도서관정책팀장
서은혜 주무관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19.10.18.
오재곤 예산재정과장
김두용 재정성과팀장
신현아 주무관

○ 수내도서관 건립공사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 주민설명회 개최 ‘19.12.23.

최중욱 도서관사업소장
엄갑용 도서관지원과장
남현정 도서관정책팀장
최희영 주무관

○ 수내도서관 건립공사 기본 및 
실시 설계용역 일시중지 요청 ‘20.03.27.

민병태 시설공사과장
백북일 시설1팀장
강성규 주무관

○ 공원조성계획변경 변경 고시 ‘20.09.28.
조명환 공원과장
오재성 공원조성팀장
초해진 주무관

○ 수내도서관 건립공사 사업비 
검토 결과 알림 ‘21.02.23. 김명남 시설1팀장

임서영 주무관

○ 시설공사비 증액보고 ‘21.03.03.

은수미 시장
장영근 부시장 
오규홍 도서관사업소장
박재철 도서관지원과장
류광현 도서관정책팀장
김혜정 주무관

○ 중앙투자사업 심사결과(재심사) ‘21.06.08.
임명순 예산재정과장
장상원 재정성과 경영투자팀장
신현아 주무관



○ 수내도서관 
투자심사“재검토”결정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보고

‘21.06.17.

은수미 시장
장영근 부시장 
오규홍 도서관사업소장
박대철 도서관지원과장
류광현 도서관정책팀장

○ 2021.제4차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 의뢰 ‘21.08.03.

박대철 도서관지원과장
류광현 도서관정책팀장
김혜정 주무관

○ 2021.제4차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 의뢰

   (수정 제출)
‘21.09.07.

박대철 도서관지원과장
류광현 도서관정책팀장
김혜정 주무관

○ 중앙투자사업 심사결과(조건부) ‘21.10.27.
유태일 예산담당관
고영미 경제투자예산팀장
최서영 주무관

○ 건설사업관리용역 계약체결 ‘22.01.19.
신성모 회계과장
박계현 물품용역계약팀장
김은영 주무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