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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조부서

협력체계

시민참여 주민설명회 개최(일시:2019. 5. / 참여인원:150명)

□ 정책목표

분당구청이 건립된지 26년이 경과하면서 인구, 행정 수요의 증가와 
중앙공원, 잔디광장을 이용하는 시민의 휴식공간이 위치하고 있어 차량 
증가에 따른 주차공간 부족으로 주차빌딩을 건립하여 시민 편의 제공 및 
주변의 주차난 해소에 기여

□ 개    요

❍ 사업대상: 분당구청사 내 주차장

  ❍ 사업기간: 2018. 9. ∼ 2021. 10.

  ❍ 사업장소: 분당구청사 내

  ❍ 사업내용: 지하1층, 지상4층 주차빌딩 1개동(315면) 건립

 ❍ 이행 로드맵(연도별 추진계획) 

추진연도 추진일정 추진계획 비고

2018년 하반기 ∘건립계획 수립
∘행정절차(투자심사, 공유재산 및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 등) 이행

2019년 연  중

∘주차빌딩 건립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추진
∘주차빌딩 기본설계 주민설명회 개최
∘교통영향평가 및 경관심의, 디자인심의, 건축심의, 기술자문심의  
  등 행정절차 이행

2020년 연  중 ∘시 건축과 건축협의 
∘주차빌딩 건립공사 착공 및 기초 철근배근, 콘크리트 타설

2021년 연  중 ∘주차빌딩 건립공사 추진 및 준공(10.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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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비 12,133 - 12,133 - 416 5,702 6,015 - -



□ 목표달성 확인지표: 공약 이행률: 100%
연도 확인지표 비중

(100%) 목표(A) 실적(B) 달성률
(B/A)×100

2018년 주차빌딩 건립계획 수립 10 건립계획 수립 9월 건립계획 수립 100

2019년 주차빌딩 건립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30 기본 및 실시설계 12월 실시설계 완료 100

2020년 주차빌딩 건립공사 착공 30 계약 및 착공 8월 공사 착공 100

2021년 주차빌딩 건립공사
공사 및 준공 30 주차장 준공 10월 29일 준공 100

□ 공약 이행사항
❍ 사업성과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비 고

분당구청 주차빌딩 건립공사 기본방침 기본 및 
실시설계

시설공사 계약 
및 착공 주차빌딩 준공 2021.10.29. 

준공

    ∙ 사업추진상황

흙막이공사 기초 철근배근 지하 콘크리트 타설 데크슬라브 타설

지상층 콘크리트 타설 건물 외장시공 주민설명회 주차빌딩 준공

❍ 공약사업 이행상황

연도 구       분 주    요    내    용 시민참여

2018년 분당구청 주차빌딩 
건립계획 수립

◦ 09월: 주차빌딩 건립계획 방침결정
◦ 11월: 투자심사, 공유재산 및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

2019년
분당구청 주차빌딩 
건립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발주

◦ 03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착수
◦ 10월: 경관 및 디자인심의 완료
◦ 11월: 교통영향평가 용역 및 건축심의 완료
◦ 12월: 기술자문심의 및 주차빌딩 실시설계용역 완료

◦주민설명회 개최 
  - 일시: 2019. 5
  - 참여인원: 150명

2020년 분당구청 주차빌딩 
건립공사 착공

◦ 02월: 성남시 건축과 건축협의 완료
◦ 06월: 주차빌딩 건립공사 계약심사 및 계약 심의 완료
◦ 08월: 주차빌딩 건립공사(건축, 전기, 통신, 소방) 착공
◦ 09월: 기존 관용주차장 철거 및 임시주차장 조성

2021년 분당구청 주차빌딩 
건립공사 준공

◦ 01월: 주차빌딩 외부 디자인 변경심의 완료
◦ 01월: 주차빌딩 신재생에너지(태양광 지원 사업 신청)
◦ 10월: 주차빌딩 건립공사 준공

◦준공식 개최 
  - 일시: 2021.11.1.
  - 참여인원: 80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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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비 91.78 11,136 - 91.78 11,136 - 402 1,881 8,853 -

□ 문제점 및 해결방안

현       황 문제점 및 원인 해결방안 및 정책대안

주차빌딩 건립공사 추진 중 
주차면 감소

◦ 주차난 가중으로 청사 이용 민원인      
   불편 초래

◦ 부족한 주차면을 본관 앞 및 다목적구장을 
   활용한 임시주차장 조성
◦ 버스 등 대형차와 사용 빈도가 적은 차량은  
   야적장 등에 분산 주차

주차빌딩 건립공사에 따른 
분진, 소음 등 환경문제 
발생

◦ 토공사 및 공사차량 진출입으로 인한    
   분진 발생
◦ 용접, 자재 성형 등으로 인한 소음 발생

◦ 공사장 방진막 설치 및 소음 수시 측정 
   기준 초과 여부 확인
◦ 시공사 공사 전 비산먼지, 소음 저감대책 
   강구 및 관리감독 철저

□ 기대효과 

❍ 분당구청 주차장 확충으로 구청 이용 민원인 및 주변 공원, 잔디광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주차난 해소 

  ❍ 구청 회의실 대관, 헬스장 운영, 전산 교육 등 청사 개방시 충분한  

     주차편의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