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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중앙시장 현대화시설 완공

이행단계
이행완료

임기구분 사업주체 신규여부 사업기간 고용창출 시민참여

임기내 성남시 계속 중기 명 8명

주관부서 상권지원과 상권지원과장 임  철, 전통시장개발팀장 김유영, 담당 문정환 ☎ 729-8962

협조부서 시설공사과 담당 조은선 ☎ 729-3473

협력체계 중앙시장 상인회

시민참여 사업설명회

□ 정책목표

  화재피해로 철거되고 노후된 중앙시장을 공설시장 및 주차장으로 재건축하여 
영세상인 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개    요
❍ 사 업 량: 중앙시장 현대화시설(공설시장 및 주차장)

  ❍ 위    치: 수정구 태평동 3681번지

  ❍ 사업내용

    ∙ 대지면적: 3,411.41㎡(건축면적 : 2,871.78㎡, 연면적 : 21,490.86㎡)
    ∙ 층    수: 지하 1층, 지상 7층
      - 지하 1층: 공동창고, 냉장․냉동창고, 하역장, 자전거주차장

      - 지상 1층: 판매시설

      - 지상 2층: 판매시설, 운영사무실

      - 지상 3층: 판매시설, 상인회사무실, 다목적강당, 주차장

      - 지상 4층 ~ 지상 6층: 주차장

      - 지상 7층: 주차장, 옥상정원, 야외공연장

    ∙ 주요시설: 점포(177개), 주차장(460면), 다목적강당, 사무실, 창고 등

  ❍ 이행근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 이행 로드맵(연도별 추진계획)

추진연도 추진일정 추진계획 비고

2018년 상반기 ∘중앙공설시장 건립공사 착공

2020년 하반기 ∘중앙공설시장 건립공사 준공

2020년 하반기 ∘중앙공설시장 점포 입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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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799 27,513 9,286 8,286 1,000

국비 20,271 15,305 4,966 4,966

도비 5,985 4,166 1,819 819 1,000

시비 10,543 8,042 2,501 2,501

□ 목표달성 확인지표: 공약 이행률 100%

연도 확인지표 비중
(100%) 목표(A) 실적(B) 달성률

(B/A)×100

2018년 중앙공설시장 건립공사 착공 50 착공 4월 착공 100

2020년 중앙공설시장 건립공사 준공
중앙공설시장 점포 입점 50 준공

입점
7월 준공
11월 입점 100

□ 공약 이행사항

❍ 사업성과

    ∙ 본 사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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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침 및 계획수립 추진계획

중앙공설시장 건립 공사착공 공사준공

중앙공설시장 운영 시범운영 정식운영

    ∙ 사업추진상황 

사업설명회 건립중 건립후 공설시장 운영상황

❍ 공약사업 이행상황

연도 구       분 주    요    내    용 시민참여

2018년 공약사업 이행계획 수립 중앙시장 현대화시설 완공 추진계획

2020년 중앙공설시장 건립 준공 공영주차장 및 공설시장 운영



  ❍ 협력체계 구축

단체(기관)명 주요내용 추진상황 비고

중앙시장 상인회
공설시장 건립에 따른

상인회 의견 반영
상인회와 주기적인 실무협의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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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3.4 34,352 3,143 336 31,209 2,542 12,794 15,873

국비 94.7 19,194 744 372 18,450 1,955 7,654 8,841

도비 86.1 5,154 1,468 203 3,686 80 1,430 2,176

시비 94.9 10,004 931 363 9,073 507 3,710 4,856

  ∙ 공모사업 추진

응모일시 공모기관 공모사업명 응모금액
(천원)

추진상황

응모결과 확정일시

2015 중소기업청 2016년~2018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1,447,074 확정 2016

2016 중소기업청 2017년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18,824,400 확정 2017

□ 기대효과 

❍ 영세상인 보호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전통시장 시설현대화로 이용고객 편의 증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