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약번호 
39  성호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이행단계
정상추진

임기구분 사업주체 신규여부 사업기간 고용창출 시민참여

임기외 성남시/LH 계속 장기 - 명 - 명

주관부서 도시균형발전과 도시균형발전과장 김성남, 전략개발팀장   이금연, 담당 이현석 ☎ 729-4495

협조부서 상권지원과 상권지원과장     임철,   상권활성화팀장 김선주, 담당 김태철 ☎ 729-8972

협력체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시민참여 설명회, 웹소통(SNS 등)

□ 정책목표

기존의 노후된 성호시장을 공설시장과 공공주택(행복주택)이 혼합된 복합
시설로 건립하여 젊은 세대의 주거안정과 원도심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

□ 개    요

  ❍ 위    치: 중원구 성남동 2020번지 등 61필지

  ❍ 대지면적: 4,992.5㎡(연면적 50,363㎡)

  ❍ 규    모: 지하 6층, 지상 23층

  ❍ 주요시설: 공공주택 460호, 점포 245개, 주차장 455대, 커뮤니티센터 등

  ❍ 사업기간: 2014. 6. 9. ~ 2024. 12. 31.

  ❍ 사 업 비: 157,300백만원(시 48,800백만원, LH 108,500백만원)

  ❍ 시 행 자: 성남시, LH

  ❍ 이행근거: 공공주택 특별법 제35조(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등)

 ❍ 이행 로드맵(연도별 추진계획)

추진연도 추진일정 추진계획 비고

2018년 9월 ∘「성호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추진계획 보고

2019년 12월 ∘「성호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추진계획(변경) 보고

2020년 연간 ∘기본업무협약 체결(성남시↔LH), 기본구상 용역 수행(LH)

2021년 연간 ∘현상설계 공모

2022년 연간 ∘사업계획 신청, 보상 및 사업계획 승인 완료, 착공

2023년 이후 지속 ∘준공 2024.12.



□ 재정투입계획                                              (단위: 백만원)

구분 총사업비(A)
(B+C+D)

기투자
(B)

  민선7기 연도별 재정투입계획 향후(D)
(202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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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반기

계 157,300 - - 157,300

시비 48,800 - - 48,800
(38,600)

기타 108,500 - - 108,500

※ ’22년 市소요 예산액을 시유지 토지 보상비용으로 상계처리

 ☞ (  )는 市유지 토지 보상비용(102억 추정) 상계처리 후 실 정산 금액(실 집행예정액)

※ 기타재원 현황

구    분 명    칭 운용(유치)내용 금액(천원) 비고

공기업 자본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주택 및 부대시설 토지매입 및 건립 108,500,000

□ 목표달성 확인지표: 공약 이행률: 60%

연도 확인지표 비중
(100%) 목표(A) 실적(B) 달성률

(B/A)×100

2018년 성호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추진계획 수립 5 계획 수립 9월 수립 보고 100

2019년 성호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추진계획(변경) 보고 10 변경계획 수립 12월 수립 보고 100

2020년 기본구상(안) 수립 용역 수행 (LH) 15 용역 준공 5월 착수
2021. 1월 준공 100

2021년 현상설계 공모 40
MD계획 수립

설계 공모
사업계획 신청

5월 MD계획수립
9월 설계 공모

11월 설계사 선정
80

2022년 사업계획 신청, 사업승인 완료 30 실시계획인가
사업승인 - -



□ 공약 이행사항

❍ 사업성과

    ∙ 본 사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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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침 및 계획 수립 수립 변경 변경(예정)

협약체결 기본협약 실시협약
(예정)

기본구상(안) 수립 착수 완료

현상설계 MD수립
공모

사업승인 신청(예정)
착공(예정) 2024년 준공

    ∙ 연계사업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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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호시장지구 도시개발사업
(민간)

개발계획(3차)
인가(1차)변경 수용재결 개발계획(4차)

인가(2차)변경 착공(예정) 2024년 준공

산성대로 도시재생사업
(지속가능도시과)

전략계획
변경

계획수립
용역착수

공모신청(미선정)

공모 재신청
(예정) -

    ∙ 사업추진상황 

본사업
(성호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사업내용

⦁위치: 중원구 성남동 2070번지 일원
⦁규모: 사업면적 4,992.5㎡, 지하 6층/지상 23층
⦁주요시설: 행복주택 460호, 시장 245점포 등
⦁사업기간: 2014. 6. 9. ~ 2024. 12. 31.
⦁사업시행자: 성남시, LH
※ 2022. 상반기 사업계획 승인 신청, 2022. 하반기 착공

연계사업
(성호시장지구 도시개발사업) 사업내용

⦁위치: 중원구 성남동 2070번지 일원
⦁규모: 사업면적 10,388.5㎡, 지하 6층/지상 20층
⦁주요시설: 업무시설(오피스텔 569실), 판매시설 등
⦁사업기간: 2014. 6. 23. ~ 2022. 12. 31.
⦁사업시행자: ㈜금성, ㈜에덴
※ 2022. 상반기 임시시장 조성/착공

연계사업
(산성대로 도시재생사업) 사업내용

⦁위치: 수정구 신흥3동 4124번지 일원
⦁규모: 사업면적 170,219㎡
⦁사업내용: 상권활력재생, 성장기업 활성화, 지역특화 

문화 활성화 사업 추진
⦁사업기간: 2022. 1. ~ 2026. 12.
⦁사업시행자: 성남시(지속가능도시과)
※ 2021. 9. 30. 공모신청(미선정), 2022. 공모 재신청



❍ 공약사업 이행상황

연도 구       분 주    요    내    용 시민참여

2018년 공약사업 이행계획 수립

◦ 2018.  9. 17.: 계획 수립
  - 공설시장 건립
◦ 2018. 11.  6.: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 추진근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2019년
사업방식 변경

- LH 사업참여(공동사업)
- 공설시장 + 공공주택

◦ 2019. 5. ~ 12.: LH 사업참여 협의
◦ 2019. 12.  9.: 계획 변경 수립
  - 공설시장 + 공공주택 건립
※ 추진근거: 공공주택 특별법 제35조

2020년 복합개발 행정절차 진행
◦ 2020.  6. 17.: 기본업무협약 체결
◦ 2020. 9. ~ 12.: 행복주택 후보지 선정
◦ 2020. 12. 30.: 경투심(후보지) 심의

2021년 복합개발 행정절차 진행

◦ 2021.  1. 15.: 지방재정투자심사 면제
◦ 2021.  1. 29.: 기본구상(안) 수립
◦ 2021.  5. 31.: MD계획 수립
◦ 2021.  9. 28.: 현상설계 공모
◦ 2021. 11. 23.: 설계사 선정(가람건축)

2022년
상반기 사업승인 신청 ◦ 2022. 상반기: 사업계획 승인 신청

◦ 2022. 하반기: 사업 승인, 보상착수, 착공
시장상인 설명회 및 

의견수렴

2022년
하반기 
이후

공사추진 ◦ 2022. 하반기: 사업 승인, 보상착수, 착공
◦ 2024. 12.: 준공

기존 성호시장 상인 입점
(약 200점포)

  ❍ 협력체계 구축

단체(기관)명 주요내용 추진상황 비고

LH 협약체결 및 사업추진 현상설계 공모 완료(설계사 선정) 공동사업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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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하반기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상반기

계 - - - - -

시비 - - - - -

기타 - - - - -

  ∙ 공모사업 추진

응모일시 공모기관 공모사업명 설계용역비
(백만원)

공모결과

당선작 확정일시

2021. 9. 29.
~ 10. 06. LH 성남성호시장 행복주택 

현상설계공모 1,806 ㈜종합건축사사무소
가람건축 2021. 1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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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총
사업예산 기투자 민선7기

집행액

  민선8기 연도별 재정집행 전망

소계 2022년
하반기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상반기

계 157,300 - - 157,300 31,460 62,920 62,920

시비 48,800
(38,600) - - 48,800

(38,600)
9,760
(0)

19,520
(19,080)

19,520
(19,520)

기타 108,500 - - 108,500 21,700 43,400 43,400

※ ’22년 市소요 예산액을 시유지 토지 보상비용으로 상계처리

 ☞ (  )는 市유지 토지 보상비용(102억 추정) 상계처리 후 실 정산 금액(실 집행예정액)

□ 문제점 및 해결방안

현       황 문제점 및 원인 해결방안 및 정책대안

행정절차 이행
◦ 현상설계, 사업승인 협의 등 행정
   절차로 인한 사업기간 지연 우려

◦ 사업기간 지연 최소화를 위하여 LH 및 관계
기관에 적극 협조

◦ 장기·계속사업의 특성상 행정절차 및 계획
   변동 등의 변수를 고려한 현실성 있는 
   민선7기 지표 조정을 통하여 민선8기 
   공약 연속성 확보

토지보상
◦ 보상절차 진행 시 토지소유자 등 
   이해 관계인들의 민원 제기 우려

◦ 적정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LH에 
   협조 요청, 이해관계인들에 대한 이해 설득

□ 공약사업 연속성 확보 방안

 ❍ 사업계획 승인 신청(2022년 상반기)

 ❍ 사업계획 승인 후 보상착수 및 공사착공 추진(2022년 하반기)

□ 기대효과 

  ❍ 주거공급을 통해 주거안정에 기여(행복주택 460호)

  ❍ 공설시장 건립으로 성호시장 내 영세상인 보호 및 원도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