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약번호 
103  대왕저수지 수변공원 조성사업

이행단계
정상추진

임기구분 사업주체 신규여부 사업기간 고용창출 시민참여

임기외 성남시 지속 장기 175명 41명

주관부서 공원과 공원과장 허  교, 공원조성팀장 이영관, 담당 이승효 ☎ 729-4265

협조부서 - -

협력체계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주택도시공사(GH)

시민참여 주민설명회, 공람

□ 정책목표

대왕저수지의 풍부한 수변자원을 활용하여 시민들이 편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휴게공간을 제공하고 신구대식물원과 연계하여 수변생태체험 교육의 
장소로 조성하고자 함

□ 개    요
❍ 사업대상: 224,258㎡
❍ 사업기간: 2018. 1. ~ 2023. 12.
❍ 사업장소: 수정구 상적동 39번지 일원
❍ 사업내용: 수변산책로, 수변데크로드, 발물놀이시설, 방문자센터 등

  ❍ 추진근거: 국토계획법 및 공원녹지법
 ❍ 이행 로드맵(연도별 추진계획)

추진연도 추진일정 추진계획 비고

2018년 설계용역 착수 ∘ 실시설계용역 착수

2019년
공원조성계획

수립 등
∘ 공원조성계획 수립 및 토지보상 추진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등 용역 3건 착수

2020년 용역 준공
∘ 공원조성계획(변경) 결정
∘ 실시설계용역 등 4건 준공

2021년
GB훼손지복구사업 

협약 체결
∘ GB 훼손지 복구사업 협약 체결(성남복정1, 성남금토지구)

2022년
실시계획 고시 및 

공사 착수
∘ 실시계획 고시 및 잔여토지 보상
∘ 대왕저수지 수변공원 조성공사 착수

2023년 공사 준공 ∘ 대왕저수지 수변공원 조성공사 준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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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2,175 73,527 85 5,602 2,822 887 64,131 78,648

시비 85,643 12,044 85 5,602 2,822 0 3,535 73,599

기타 66,532 61,483 887 60,596 5,049



※ 기타재원 현황

구    분 명    칭 운용(유치)내용 금액(천원) 비고

훼손지
복구사업비

성남복정1, 성남금토 
공공주택지구 훼손지 

복구사업비

GB 훼손지 복구사업 협약 
체결 66,532,334 복정1: LH와 협약

금토: GH와 협약

□ 목표달성 확인지표: 공약 이행률 90%

연도 확인지표 비중
(100%) 목표(A) 실적(B) 달성률

(B/A)×100

2018년 실시설계용역
주민설명회 25 설계용역착수

주민설명회개최
설계용역착수

주민설명회개최 100

2019년 실시설계용역,
공원조성계획 결정 고시 25 중간보고회개최

조성계획수립
중간보고회개최
조성계획수립 100

2020년 공원조성계획 (변경)결정 고시,
실시설계용역 등 4건 준공 25 조성계획변경

용역 준공
조성계획변경

용역 준공 100

2022년~
2023년

실시계획 고시 및
공원 조성사업 착공 25 실시계획 고시

사업 착공
실시계획 고시

2022. 6월 착공 예정 60

공원 조성사업 준공 계속 사업 준공 2023.12월 준공 예정 -

□ 공약 이행사항
❍ 사업성과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실시설계용역 착수 실시설계용역
착수

착수, 주민설명회, 중간보고회
착수보고, 

주민설명회, 
중간보고회1,2차

중간보고회 
3차

공원조성계획 결정 공원조성계획 
결정 고시

실시설계 등 용역 준공 실시설계 등 
용역 4건 준공

GB 훼손지 복구사업 협약 체결 협약 체결

실시계획 작성 및 고시 실시계획
고시

공원 조성사업 착공 및 준공 6월
착공 예정

12월
준공 예정

    ∙ 사업추진상황 

보고회 주민설명회 대상지 현황 조감도



❍ 공약사업 이행상황
연도 구       분 주    요    내    용 시민참여

2018년 실시설계용역 착수

◦ 05.10.: 실시설계용역 착수
◦ 05.30.: 착수보고회 개최
◦ 08.31.: 중간보고회 개최
◦ 09.20.: 주민설명회 개최
◦ 12.14.: 중간보고회(2차) 개최

◦대왕저수지 수변공원 실시설계
  용역 주민설명회 개최
  - 일시: 2018. 9. 20.
  - 위치: 대왕저수지 인근 대왕회관
  - 내용: 주민의견 청취

2019년

공원조성계획 수립 및 
토지보상 추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등 
용역 3건 착수

◦ 03.19.: 중간보고회(3차) 개최
◦ 06.10.: 편입토지 보상계획 열람공고
◦ 09.16.: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 착수
◦ 10.21.: 공원조성계획 수립
◦ 10.23.: 재해영향평가 용역 착수
◦ 12.20.: 설계의 경제성 검토용역 착수

◦ 편입토지 등 보상계획 열람공고
  - 기간: 2019.6.10. ~ 2019.6.25.
◦ 공원조성계획 결정을 위한 사전 
   주민 공람공고
  - 기간: 2019.8.12. ~ 2019.8.27.

2020년
공원조성계획(변경) 결정

실시설계용역 등 4건
준공

◦ 03.19.: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심의
◦ 09.28.: 공원조성계획(변경) 결정
◦ 11.30.: 수질오염총량 협의
◦ 12.16.: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용역 준공
◦ 12.18.: 설계의 경제성 검토용역 준공
◦ 12.21.: 실시설계용역 준공

◦ 공원조성계획(변경) 결정을 위한 
   사전 주민 공람공고
  - 기간: 2020.7.27. ~ 2020.8.10.

2021년 GB 훼손지 복구사업 
협약 체결

◦ 04.26.: GB훼손지 복구사업 협약 체결
         (성남복정1공공주택지구)
◦ 05.26.: GB훼손지 복구사업 협약 체결
         (성남금토공공주택지구)

2022년 실시계획 작성 및 고시 ◦ 03.28.: 실시계획 고시

❍ 향후계획

연도 구       분 주    요    내    용 시민참여

2022년 잔여토지 보상 및
공사 착공

◦ 2022. 4.~5. : 잔여토지 보상
◦ 2022. 6월~ : 공사 착공

2023년 공원 조성공사 ◦ 2023. 12월  : 공사 준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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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9.5 58,496 79.5 58,496 85 5,602 2,822 886 49,100

시비 70.6 8,509 70.6 8,509 85 5,602 2,822 0 0

기타 81.3 49,987 81.3 49,987 0 0 0 887 49,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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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2,175 73,527 78,648 14,889 1,500 1,500 60,759

시비 85,643 12,044 73,599 9,840 1,500 1,500 60,759

기타 66,532 61,483 5,049 5,049



□ 문제점 및 해결방안

문제점 및 원인 해결방안 및 정책대안

편입토지에 대한 감정평가결과 보상액이 과다 
증액되어 시 재정적 부담 가중

◦ 사업비 확보(GB훼손지 복구사업비 확보)
◦ 저수지 내 수면부 토지 장기분할매입

□ 공약사업 연속성 확보 방안

❍ 공원 조성 시 주변에 인접한 신구대식물원 및 청계산, 옛골맛집거리와의 

연계방안을 강구하여 특성화된 수변공원 조성

□ 기대효과 

  ❍ 대왕저수지 주변지역을 친환경적 수변공원으로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휴게공간 및 수변 생태체험 교육의 장소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