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약번호 
129 시민건강을 책임지는 성남시의료원 건립 및 개원

이행단계
이행완료

임기구분 사업주체 신규여부 사업기간 고용창출 시민참여

임기내 성남시 지속 단기 758명 - 명

주관부서 공공의료정책과 공공의료정책과장 서남용, 의료원운영팀장 박세엽, 담당 조경수 ☎ 729-3113
                                               담당 김숙희 ☎ 729-3115

협조부서 - -

협력체계 -

시민참여 -

□ 정책목표

  우수한 진료(진단, 검사, 치료 등) 기능을 갖춘 의료원 건립 및 성공적인

 개원 추진으로 양질의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제공

□ 개    요

  ❍ 근거법령: 성남시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명    칭: 성남시의료원(비영리 특수법인, 2016. 5. 12. 설립)

  ❍ 위    치: 수정구 수정로171번길 10(구시청)

  ❍ 연 면 적: 85,684.16㎡ (지하4층/지상10층)

  ❍ 병원규모: 종합병원(509병상)

  ❍ 공사기간: 2013. 11. 14. ~ 2019. 2. 11.(준공)

  ※ 성남시의료원 현황 (2021. 12. 10일 기준)

법 인 명 대표(원장) 병원규모 정원(명) 현원(명) 비고

성남시의료원 이 중 의 25개 진료과
(509병상) 1,229 781

 ❍ 이행 로드맵(연도별 추진계획)

추진연도 추진일정 추진계획 비고

2018년
 2018. 1월부터

 2018.  4.
 2018.  9.

∘ 개원 준비 업무추진
∘ 골조 공사 완료
∘ 외부마감 공사 완료

2019년
 2019.  1.
 2019.  2.
 2019. 12.

∘ 수장공사 및 인테리어공사 완료
∘ 공사 준공
∘ 부분 진료 개시(11개 진료과)

2020년 2020.  3.
2020.  7.

∘ 개원 1단계(22개 진료과)
∘ 온라인 개원식

2021년 2021. 11월 이후 ∘ 개원 2단계(전 진료과), 운영의 안정화

 ※ 환자 진료량에 따라 병상 확장 등 진료계획 변경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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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3,690 245,328 133,660 27,082 23,790 31,988 36,087 14,713 44,702

국비 5,000 - 5,000 5,000 - - - - -

시비 418,690 245,328 128,660 22,082 23,790 31,988 36,087 14,713 44,702

□ 목표달성 확인지표: 공약이행률 100%

연도 확인지표 비중
(100%) 목표(A) 실적(B) 달성률

(B/A)×100

2018년 개원 준비
공사 추진 30 개원 준비

공사 추진
개원 준비 개시(1월)

외부마감 공사 완료(9월) 100

2019년 공사 준공
진료 개시 40 공사 준공

진료 개시
공사 준공(2월)

11개과 부분 진료(12월) 100

2020년 진료
의료원 개원 30 진료

의료원 개원
1단계 22개과 진료(3월)
온라인 개원식 개최(7월) 100

□ 공약 이행사항

❍ 사업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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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원 건립공사 공사 추진 준공

의료원 개원준비 개원 준비

의료원 정상개원 진료 개시 개원식 안정화

    ∙ 사업추진상황 

성남시의료원 기공식 성남시의료원 건립중 성남시의료원 준공 진료개시

코로나19 감염병 
전담병원 지정 온라인 개원식 운영 정상화



❍ 공약사업 이행상황

연도 구       분 주    요    내    용 시민참여

2018년 의료원 건립공사 및
개원준비 업무 추진

◦ 01월 ~ : 개원준비 업무 추진
◦ 04월: 골조 공사 완료
◦ 09월: 외부마감 공사 완료

2019년 의료원 건립공사 준공 및 
부분 진료개시

◦ 01월: 수장공사 및 인테리어 공사 완료
◦ 02월: 공사 준공
◦ 12월: 부분 진료 개시(11개 진료과)

2020년 진료체계 운영 정상화 및 
온라인 개원식

◦ 03월: 개원 1단계(22개 진료과)
◦ 07월: 온라인 개원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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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0.1 417,152 245,328 129 171,824 70,718 44,470 22,678 33,958 -

국비 100 5,000 - 100 5,000 5,000 - - - -

시비 110.2 412,152 245,328 130 166,824 65,718 44,470 22,678 33,958 -

  ∙ 공모사업 추진

응모일시 공모기관 공모사업명 응모금액
(천원)

추진상황

응모결과 확정일시

2020. 04. 보건복지부
2021. 지역거점공공병원

기능보강사업
1,950,000

(국 975,000 / 시 975,000)
확정 2021.3.24.

2020. 11. 보건복지부
2021. 지역거점공공병원

기능보강사업
1,040,000

(국 520,000 / 시 520,000
확정 2021.5.26.

2021. 09. 보건복지부
2021. 지역거점공공병원

기능보강사업
54,000

(국 27,000 / 시 27,000
확정 2021.10.18.

□ 공약사업 연속성 확보 방안

❍ 언론사 인터뷰 및 시정브리핑 활용 정확하고 시의성 있는 홍보

❍ 감염병 확산 등 위기 상황에서 민간병원과 차별화되는 공공의료기관

으로서 성남시의료원 역할 부각

❍ 코로나 이후 코로나19 전담병상을 일반병상으로 전환하여 다양한 진료

과목과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 기대효과 

❍ 시민 누구나 안심하고 찾을 수 있고 감동 주는 의료서비스 제공

❍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지역 보건의료 발전 및 주민의 건강 증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