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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주차장(주차타워, 주차전용 건축물)
대폭 확충으로 주차난 해소

이행단계
이행후
계속추진

임기구분 사업주체 신규여부 사업기간 고용창출 시민참여

임기내 성남시 지속 중기 1,749명 36명

주관부서 주차지원과 과장 김연수 729-2170, 주차시설팀장 유상철 729-8591, 담당 노지훈 ☎729-8594

협조부서 - -

협력체계 -

시민참여 -

□ 정책목표

심각한 주차난 해소를 위해 공영주차장을 대폭 확충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 기여

□ 개    요

  ❍ 근거법령: 「주차장법」제12조(노외주차장의 설치 등)

  ❍ 사업대상: 주차난 지역 주차장 건립

  ❍ 사업기간: 지속추진

  ❍ 주요내용

    ∙ 택지개발지구내 주차장 부지 공영주차장 건립

    ∙ 도심지내 주차난 심각 지역 공영주차장 건립

    ∙ 단독주택 매입지 주차장 조성사업 지속 추진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주차장) 사업 지속 추진

 ❍ 이행 로드맵(연도별 추진계획) 

추진연도 추진일정 추진계획 비고

2018년 하반기 ∘ 추진 방침 결정 및 주차장 확충

2019년 연  간 ∘ 주차난 지역 주차장 확충

2020년 연  간 ∘ 주차난 지역 주차장 확충

2021년 연  간 ∘ 주차난 지역 주차장 확충

2022년 연  간 ∘ 주차난 지역 주차장 확충

2023년이후 지  속 ∘ 주차난 지역 주차장 확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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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9,484 32,838 219,646 142,140 27,254 13,640 21,158 15,454 17,000

국비 4,000 4,000 1,167 2,083 750

도비 2,614 2,614 1,834 480 300 　

시비 260,373 32,838 210,535 141,443 23,620 11,993 18,775    14,704 17,000

기타 2,497 2,497 697 1,800

※ 기타재원 현황 

구    분 명    칭 운용(유치)내용 금액(천원) 비고

특별교부세 백현동563번지 공영주차장 건립 지역현안수요 697,118

특별교부세
수진동 587번지 (수정커뮤니티센터) 지역현안수요

1,500,000

조정교부금 300,000

□ 목표달성 확인지표: 공약 이행률 100%

연도 확인지표 비중
(100%) 목표(A) 실적(B) 달성률

(B/A)×100

2018년 공영주차장 확충계획 수리
공영주차장 확충 100 확충계획 수리

공영주차장 확충
7월 계획 확충계획 수립

4개소 착공 100

2019년 공영주차장 확충 계속 공영주차장 확충 2개소 용역 준공
1개소 공사준공 100

2020년 공영주차장 확충 계속 공영주차장 확충 1개소 용역착수, 1개소 용역준공
2개소 공사준공 100

2021년 공영주차장 확충 계속 공영주차장 확충 1개소 용역착수, 2개소 용역준공
1개소 공사착공, 1개소 공사준공 100

2022년 공영주차장 확충 계속 공영주차장 확충 1개소 용역착수
2개소 공사착공, 2개소 공사준공 -

□ 공약 이행사항

❍ 사업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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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획 수립 계획 수립

설계 용역 2개소 준공 1개소 준공 1개소 착수
1개소 준공 1개소 착수예정 1개소 준공예정

공사 착공 4개소 착공 1개소 착공 2개소 착공예정 1개소 착공예정

공사 준공 1개소 준공 2개소 준공 1개소 준공 2개소 준공예정 1개소 준공예정



❍ 사업추진상황

성남중앙공설시장(2018 ~ 2019) 복정도서관(2017 ~ 2019.) 

- 위치: 수정구 복정동 647-11
- 규모: 지하1 / 지상7 공설시장
- 주차면수: 464면
- 총사업비: 15,707백만원

- 위치: 수정구 복정동 647-11
- 규모: 지하2 / 지상4 도서관
- 주차면수: 130면
- 총사업비: 23,500백만원

수진동 587 (2018 ~ 2020) 백현동 563(2018 ~ 2021) 

- 위치: 수정구 수진동 587
- 규모: 지하1 / 지상7
- 주차면수: 635면
- 총사업비:47,070백만원

- 위치: 분당구 백현동 563번지
- 규모: 지하2 / 지상4
- 주차면수: 205면
- 총사업비: 17,098백만원

정자동 72 (2019 ~ 2022) 운중동 934 (2019 ~ 2022) 

- 위치: 분당구 정자동 72
- 규모: 지하2 / 지상 공원
- 주차면수: 100면
- 총사업비: 9,600백만원

- 위치: 분당구 운중동 934
- 규모: 지하2 / 지상 4
- 주차면수: 229면
- 총사업비: 16,500백만원

분당동 102 (2020 ~ 2023) 신흥동 2525 (2020 ~ 2021.) 

- 위치: 분당구 분당동 102
- 규모: 지하2 / 지상 공원, 경로당 등
- 주차면수: 107면
- 총사업비: 12,400백만원

- 위치: 수정구 신흥동 2525
- 규모: 지하1 / 지상 10
- 주차면수: 74면
- 총사업비: 1,996백만원

하대원동 18 (2021 ~ 2023) 위례어린이공원3 (2021 ~ 2024) 

- 위치: 하대원동 18
- 규모: 지하 2 / 지상 4
- 주차면수: 400면
- 총사업비: 32,600백만원

- 위치: 창곡동 541
- 규모: 지하 3 / 지상 공원
- 주차면수: 132면
- 총사업비: 비예산사업

금토동 293-1 (2022 ~ 2024) 

- 위치: 금토동 293-1
- 규모: 지하2 / 지상4
- 주차면수: 195면
- 총사업비: 16,054백만원

❍ 공약사업 이행상황 

연도 구       분 주    요    내    용 시민참여

2018년 공약사업 이행계획 수립
◦ 07.24.: 공영주차장계획 보고
◦ 07.30.: 백현동 563 공사 착공
◦ 08.01.: 수진동 587 공사 착공  

2019년 설계용역 및 공사 시행

◦ 06. 5.: 복정도서관 공사 준공
◦ 12.15.: 성남중앙공설시장 공사준공
◦ 12.24.: 정자동 72  용역 준공
◦ 12.24.: 운중동 934 용역 준공

2020년 설계용역 및 공사 시행

◦ 04.03. 정자동 72  공사 착공
◦ 04.03. 운중동 934 공사 착공
◦ 04.20. 분당동 102 용역 착수
◦ 12.07. 신흥동 2525 용역준공

2021년 설계용역 및 공사 시행

◦ 04.15.: 신흥동 2525 공사착공
◦ 04.12.: 하대원동 18 용역착수
◦ 05.31.: 백현동 563 공사 준공
◦ 12.28.: 분당동 102 용역 준공



❍ 향후계획

연도 구       분 주    요    내    용 시민참여

2022년 설계용역 및 공사 시행

◦ 02월: 분당동 102 공사착공
◦ 05월: 금토동 293-1 용역착수
◦ 06월: 위례어린이공원 공사착공
◦ 09월: 하대원동 18 용역준공
◦ 10월: 하대원동 18 공사착공
◦ 12월: 금토동 293-1 용역준공

2023년 설계용역 및 공사 시행
◦ 03월: 금토동 293-1 공사착공
◦ 12월: 하대원동 18  공사준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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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5.94 191,743 32,838 72.4 158,905 68,580 38,025 26,046 17,057 9,197

국비 53.75 2,150 - 53.8 2,150 0 0 1,167 983

도비 94.41 2,468 - 94.4 2,468 0 0 2,168 300

시비 75.86 184,628 32,838 72.1 151,790 67,883 38,025 20,911 15,774 9,197

기타 100.00 2,497 - 100.0 2,497 697 0 1,800 　

※ 민선7기 집행률이 낮은 이유: 공영주차장 건립 총사업기간이 개소당 약 4년 정도 소요되며 현재 

정상 추진중이나 22년 상반기 이후 준공예정인 사업이 4개소임.

 ∙ 공모사업 추진

응모일시 공모기관 공모사업명 응모금액
(천원)

추진상황

응모결과 확정일시

2019. 4월 국토교통부 주차환경개선지원
(운중동934) 2,000,000 확정 2020. 9월

2019. 7월 국토교통부 주차환경개선지원
(분당동 102) 2,000,000 확정 2020. 9월

2022. 3월 경기도 주차환경개선지원
(하대원동 18) 1,000,000 확정 2022. 4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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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9,484 32,838 158,905 77,741 26,991 50,750

국비 4,000 2,150 1,850 1,100 750

도비 2,614 2,468 146 146

시비 260,373 32,838 151,790 75,745 25,745 50,000

기타 2,497 2,497

□ 공약사업 연속성 확보 방안

  ❍ 삼평동 641번지 매각대금 활용하여 판교지구 주차장 조성 및 원도심 

주거지 공영주차장 확보 추진

□ 기대효과 

  ❍ 주택가, 도로변 주차난 해소로 주거환경 개선

  ❍ 불법 주정차 해소로 간선 및 이면도로 차량 소통 원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