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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집행 공원부지 매입을 통해 도시공원 조성
 (공원일몰제 대비)

이행단계
이행후
계속추진

임기구분 사업주체 신규여부 사업기간 고용창출 시민참여

임기내 성남시 신규 장기 - 명 - 명

주관부서 공원과 공원과장 허교 ☎729-3210, 공원조성팀장 이영관 ☎729-4261, 담당 강호섭 ☎729-4262

협조부서

협력체계

시민참여

□ 정책목표

공원일몰제 대상 공원에 대해 2020.7.1. 공원 실효 전 토지매입 우선 추진

□ 개    요
(2022.기준)

구  분
총 계 도시자연공원 근린공원 주제공원 어린이공원, 

소공원

개소 면 적
(미조성)

개소 면 적
(미조성)

개소 면 적
(미조성)

개소 면 적
(미조성)

개소 면 적

결정현황 280 12,737,967 2 575,848 68 997,931 17 1,658,900 193 532,286

미조성공원 74 2,148,657 2 575,848 10 946,270.7 8 523,618 54 102,919
2020. 일몰제 

대상공원 7 2,592,838.3 - - 6 2,244,031.8 1 348,806.5 - -

  ❍ 사 업 량: 공원일몰제 대상공원 7개소 중 사유지 1,075,228㎡
  ❍ 사업기간: 2019. ~ 2022.
 ❍ 이행 로드맵(연도별 추진계획) 

추진연도 추진일정 추진계획 비고

2018년 하반기 ∘ 장기미집행 해소 추진방침 수립 및 
   장기미집행공원 일몰제 대비 관리방안 수립 

2019년 연  간 ∘ 도시관리계획변경(구역조정) 결정 및 1단계
   (양지, 영장, 대원, 여수) 토지보상 추진

2020년 연  간 ∘ 실시계획인가 및 2단계(율동, 이매, 서현) 토지보상 추진

2021년 연  간 ∘ 2단계 토지보상 단계별 계속 추진

2022년 연  간 ∘ 토지 보상 완료

2023년이후 지  속 ∘ 공원조성계획 수립 및 사업 추진



□ 재정투입계획                                            (단위: 백만원)

구분 총사업비(A)
(B+C+D)

기투자
(B)

  민선7기 연도별 재정투입계획 향후(D)
(2022년

하반기 이후)소계(C) 2018
하반기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상반기

계 425,800 318,000 - 9,289 118,875 154,097 35,739 107,800

시비 185,800 148,000 - 9,289 38,875 74,097 25,739 37,800

기타 240,000 170,000 - 80,000 80,000 10,000 70,000

※ 변경사유: 이월 등 변경상황 반영

※ 기타재원 현황 
구    분 명    칭 운용(유치)내용 금액(천원) 비고

지방채
공원일몰제 대비

미집행 공원부지 매입
3년간 매년 800억원씩 발행 240,000,000

□ 목표달성 확인지표: 공약 이행률 100%

연도 확인지표 비중
(100%) 목표(A) 실적(B) 달성률

(B/A)×100

2018년 장기미집행 해소
추진방침 수립 10 방침 수립

용역비 확보
8월 방침 수립

예산확보(3회추경) 100

2019년 도시관리계획변경(구역조정) 결정
및 1단계 토지보상 추진 45 관리계획변경,

토지 보상
9월 도시관리계획 결정

토지 보상 2개소 100

2020년 실시계획인가 및 2단계
(율동, 이매, 서현) 토지보상 추진 45 공원조성계획 결정

토지 보상
3월 공원조성계획 결정

토지보상 6개소 100

2021년 2단계 토지보상
단계별 계속 추진 계속 토지보상 토지보상 2개소 100

2022년 토지보상 단계별 계속 추진
및 보상완료 계속 토지보상 완료 토지보상 4개소 70

□ 공약 이행사항

❍ 사업성과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비 고

장기미집행 해소 추진방침 수립 기본방침
수립

도시관리계획변경(구역조정)
결정 및 토지 보상 추진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토지보상

실시계획인가 및
2단계 토지보상 추진

각종영향평가 
완료 및 

실시계획인가

토지보상
단계별 추진

토지보상
단계별 추진

2단계 토지보상
단계별 계속 추진

토지보상
단계별 추진

토지보상
단계별 추진

토지보상 단계별 계속 추진 
및 완료

토지보상
단계별 추진

보상완료



    ∙ 토지매입현황(총괄)

공원명 내용 보상대상(㎡) 보상면적(㎡) 보상율(%) 지출액(백만원) 비고

계    1,075,228.4 796,425.7  74.07 288,005 수수료 
포함

이매근린 토지 31,021.4 32,093.0 100.0 34,895 수수료 
미포함

율동근린 소계 523,802.6 293,470.2 30.3 149,896 수수료 
미포함　

대원근린 소계 312,781.0 312,602.4 51.5 63,303 수수료 
미포함　

서현근린 소계 37,155.4 - 0.0 -

여수근린 소계 2,313.0 2,313.0 100.0 367 수수료 
미포함　

양지체육 소계 82,498.0 67,456.1 81.7 14,256 수수료 
미포함　

영장근린 소계 85,657.0 75,721.0 88.4 17,206 수수료 
미포함　

미불용지 소계 　 12,770.0 4,706 수수료 
미포함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경기환경포럼 사례발표
(2018. 9.20., 성남시의회 세미나실)

도시공원일몰제 대응방안 국회 토론회 참석 및 발표
(2019. 3.26., 국회도서관)

공원일몰제 대상지 현장 방문
(2019.11.7., 대원근린공원) 

오마이뉴스, OBS, ABN, 경인일보, 성남데일리 등 
다수매체 보도



❍ 공약사업 이행상황

연도 구       분 주    요    내    용 시민참여

2018년
장기미집행 해소 추진방침 
수립 및 장기미집행공원 

일몰제 대비 관리방안 수립 
◦ 2020 성남시 공원녹지기본계획 승인(경기도)

2019년
도시관리계획변경(구역조정) 결정
및 1단계(양지, 영장, 대원, 여수)

토지 보상 추진

◦ 1월: 공원일몰제 대비 관리방안 수립용역 착수 
◦ 7월: 성남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9월: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 및 1단계
        토지보상 추진 3개소

2020년 실시계획인가 및 2단계
(율동, 이매, 서현) 토지 보상 추진

◦ 3월: 공원조성계획(변경) 결정 고시 
◦ 토지보상 추진 6개소

2021년 2단계 토지 보상
단계별 계속 추진 ◦ 토지보상 추진 2개소

2022년 토지보상 단계별 계속 추진
및 보상완료 ◦ 토지보상 추진 4개소

❍ 향후계획

연도 구       분 주    요    내    용 시민참여
2022년
이후 토지 보상 완료 밑 공원 조성 ◦ 토지보상 완료 및 공원 조성

  ※ 일몰제 대상 공원현황(2020. 7. 1. 실효대상)

연번 시설명 대표주소 최초결정일 결정면적 비고

1 태평도시자연공원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 산71-22 1972.11.3 96,328.0 2019.9.9. 해제

2 이매도시
자연공원

율동공원 성남시 분당구 율동 395-1 1972.11.3 889,863.7

이매공원 성남시 이매동 52-15 1972.11.3 31,021.4

3 성남도시자연공원 성남시 분당구 운중동 산70-2 1972.11.3 2,147,890.0 2020.7.1.
자동실효

4 낙생도시자연공원 성남시 분당구 동원동 산67-8 1985.12.4 344,000.0 2020.7.1.
자동실효

5 대원근린공원 성남시 중원구 하대원동 187-2 1972.11.3 791,668.6

6 삼평근린공원 성남시 수정구 시흥동 산22 1972.11.3 562,726.0 2020.7.1.
자동실효

7 서현근린공원 성남시 분당구 이매동 산57 1972.11.3 119,424.0

8 여수근린공원 성남시 중원구 여수동 414-2 1972.11.3  38,841.0

9 양지근린공원 성남시 수정구 양지동 959 1972.11.3 348,806.5 

10 영장근린공원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 1-3 1972.11.3  394,759.3

11 판교근린공원 성남시 분당구 판교동 산15-1 1972.11.3   65,608.0 2019.9.9. 해제

12 남서울묘지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산72 1974.8.24 913,791.0 민간운영



 
 ❍ 민선7기 공약사업 예산 집행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집행률(E)
F/(B+C)×

100

집행액(F)
(G+I)

기투자
집행액(G)

민선7기
집행률(H)
(I/C)×100

  민선7기 연도별 재정 집행 현황

소계(I) 2018
하반기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상반기

계 90.6 288,005 - 90.6 288,004 - 9,289 118,875 154,097 5,743

시비 82.6 122,262 - 82.6 122,262 - 9,289 38,875 74,097 -

기타 97.5 165,743 - 97.5 165,743 - - 80,000 80,000 5,743

 

※ 공약사업 향후(민선8기) 예산 집행 전망                          (단위: 백만원, %)

구분 총
사업예산 기투자 민선7기

집행액

  민선8기 연도별 재정집행 전망

소계 2022
하반기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상반기

계 425,800 425,800 137,795 137,795 - - - -

시비 185,800 185,800 63,538 63,538 - - - -

기타 240,000 240,000 74,257 74,257 - - - -

□ 문제점 및 해결방안

현       황 문제점 및 원인 해결방안 및 정책대안

2020.7.1. 일몰제 대상
공원 토지매입비 과다

◦ 대규모 조성을 위한 입지 및 예산 부족 ◦ 지속적인 국비지원 요청
◦ 부족한 토지매입비에 대해서는 지방채 발행
◦ 공원녹지기금 추가확보 및 개발사업에 따른 
   이익금, 시유지 매각대금 등을 활용

□ 공약사업 연속성 확보 방안

❍ 매입 토지에 대하여 공원조성계획 수립 및 조성공사 추진

  ❍ 미세먼지, 폭염, 열섬현상 등에 대한 대비를 위해서 공원녹지 확보 

중요함 홍보

□ 기대효과 

  ❍ 2020.6.30.까지 공원사업을 시행하지 않을 경우 자동 실효되는 공원

일몰제를 대비하여 해제되는 공원에 대한 관리방안 마련하고 공원 조성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토지매입 추진으로 공원실효 부작용 최소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