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약번호 
79 수내도서관 건립

이행단계
정상추진

임기구분 사업주체 신규여부 사업기간 고용창출 시민참여

임기외 성남시 신규 장기 - 명 - 명

주관부서 도서관지원과 과장 박대철 729-3460, 도서관정책팀장 류광현 729-4671, 담당 오수민 ☎729-8516

협조부서 시설공사과 과장 권규영 729-2740, 시설공사1팀장 이춘헌 729-3461, 담당 임서영 ☎729-3465

협력체계 -

시민참여     주민 의견수렴을 위한 수내도서관 건립 시민TF 구성 및 주민설명회 개최

□ 정책목표

 분당동, 수내1동, 수내2동, 수내3동 지역 주민들의 공공도서관 접근성을 높이고 

독서문화 기회 확대를 위한 공공도서관을 건립

□ 개    요

  ❍ 근거법령 : 도서관법 제27조(설치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립 공공도서관을

      설립·육성하여야 한다.

  ❍ 사업기간 : 2016. 11. ∼ 2024. 12.

  ❍ 사업장소 : 분당구 수내동 155-4번지 등(수내근린공원 내)

  ❍ 사업내용 : 지하2층/지상3층(연면적 7,016㎡)

  ❍ 이행 로드맵(연도별 추진계획) 

추진연도 추진일정 추진계획 비고

2018년 연 간 ∘ 주민설명회 개최 및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2019년 연 간 ∘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및 설계용역 착수

2020년 연 간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2021년 하 반 기 ∘ 건설공사 감리용역 계약 공고

2022년 연 간 ∘ 공사계약 및 착공

2023년 연 간 ∘ 공사진행

2024년 하 반 기 ∘ 공사준공

2024년이후 지 속 ∘ 수내도서관 개관 및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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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981  8,840 706 1,118 2,016 5,000 19,141

국비  4,000  3,000 1,000 2,000  -  1,000

시비 23,981  5,840 706   118   16 5,000 18,141

□ 목표달성 확인지표: 공약 이행률 87%

연도 확인지표 비중
(100%) 목표(A) 실적(B) 달성률

(B/A)×100

2018년 방침 결정
계획 수립 15 방침 결정

공원조성계획 변경
8월 방침 결정

12월 공원조성계획 고시 100

2019년 기본･실시설계 15 기본 및 실시설계 9월 설계공모 선정
11월 설계용역 착수 100

2020년 기본･실시설계 30 공원조성계획 변경
기본 및 실시설계

9월 시설면적 증설 변경
실시설계용역 설계변경 100

2021년 기본･실시설계
공사 및 감리용역 계약 30 기본 및 실시설계 완료

공사 및 감리용역 계약 체결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중 90

2022년 공사 착공 10 공사 착공 공사 계약의뢰

□ 공약 이행사항

❍ 사업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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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침결정 
계획수립

방침결정
공원조성계획 결정

공원조성계획
변경 결정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착수 설계변경
(어린이실 인테리어)

행정절차 추진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 의결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중앙투자심사
(조건부)



    ∙ 사업추진상황

주민설명회(Ⅰ) 주민설명회(Ⅱ) 시민TF 구성 및 운영 수내도서관 조감도

❍ 일시: :2018.2.22.(목)10:30~12:00
❍ 장소 : 복정동주민센터(2층)
❍ 참여인원: 70여명(수내1~3동,
   분당동 주민)
❍ 내용: 수내도서관 건립 타당성  
   조사용역 설명 및 질의

❍ 일시:: 2019.12.23.(월)18:00~19:00
❍ 장소 : 분당도서관 시청각실
❍ 참여인원: 30여명(수내1~3동,
   분당동, 정자동 주민)
❍ 내용: 수내도서관 건립 기본 및
   실시설계(안) 설명 및 질의

❍ 인원: 11명(시의원3명,도서관운영위원  
         4명, 지역주민 4명) 
❍ 활동내용
· 회의개최: 2019.11.29.(금) 10:00~12:00
· 벤치마킹: 2020.1.9.(목),(국립세종도서관)

  ❍ 공약사업 이행상황

연도 구       분 주    요    내    용 시민참여

2018년 계획 수립
◦ 8월: 공약사업 이행 방침 결정 
◦ 12. 27.: 공원조성 계획 결정(변경) 고시

◦ 시민TF구성
   : 지역주민 등 11명

2019년

도서관 건립 
행정절차 추진

기본 및 실시설계

◦  4. 15.: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 의결
◦  4. 22.: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 용역 발주(시설공사과)
◦  6. 11.: 건축 설계공모 공고
◦  7. 23.: 수내도서관 건립 국비 요청
◦  9. 17.: 국고보조금 예산안 임시 통보
◦  9. 25.: 건축 설계공모 당선작 선정(강남종합건축사)
◦ 10. 25.: 경기도 지방재정 투자사업 투자 심사(조건부 추진)
◦ 11.  8.: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착수
◦ 11. 29.: 수내도서관 시민TF 1차 회의 개최
◦ 12. 23.: 기본 및 실시설계 주민설명회 개최  

2020년

◦  1.  9.: 수내도서관 시민TF 국립세종도서관 등 벤치마킹
◦  9. 28.: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고시(시설면적1,000㎡⇒3,050㎡)
◦ 11. 11.: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 12. 10.: 실시설계용역 설계변경(어린이실 인테리어 설계 반영)

2021년

◦  1. 20.: 공원조성계획 변경신청(연면적 6,429㎡⇒7,016㎡)
◦  3.  3.: 시설공사비 증액 보고(10,447백만원 증액)
◦  6.  7.: 중앙투자심사 결과(재검토)
◦ 10. 22.: 중앙투자심사 승인(조건부)

2022년
◦  1. 17.: 건설사업관리 용역 계약
◦  2.  3.: 건립공사 계약 의뢰

  ❍ 향후계획

연도 구       분 주    요    내    용 시민참여

2022년 공사발주 및 착수 ◦ 5월: 공사 계약 및 착공 

2023년
이후 공사진행 ◦ 2024.  9월: 공사 준공

◦ 2024. 12월: 수내도서관 개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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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670 8 670 193 436 35 6

국비 20 606 20 606 168 403 35

시비 1 64 1 64 25 33 6

※ 민선7기 집행률이 낮은 이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라 공사비 등 예산을 사전 확보하였으며, 건립공사 

   추진 시 집중 집행 예정임. (2019~2021년도에는 행정절차 및 설계 진행 단계로 집행률 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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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981 670 27,311 8,189 4,097 15,025

국비 4,000 606 3,394 1,018 509 1,867

시비 23,981 64 23,917 7,171 3,588 13,158

□ 문제점 및 해결방안

현       황 문제점 및 원인 해결방안 및 정책대안

행정절차 지연에 따른 
사업일정 지연

◦ 사업비 증가에 따른 중앙투자심사 결과 
재검토 통보로 인하여 사업 일시정지(보류)

◦ 2022년 물가 변동으로 인한 내역 전면수정
◦ 공사비 100억 이상 사업으로, 조달청 

사전원가검토 절차 기간 약 2개월 소요

◦ 조달청 긴급 입찰 의뢰하였으며, 조달청 보완 
요구사항 및 협의 요청에 조속히 대응하겠음.

□ 공약사업 연속성 확보 방안

❍ 시민소통관 SNS을 통하여 수내도서관 건립 진행 사항 등을 게시

  ❍ 공공도서관 건립사업 추진상황 홍보 인터뷰(현장방문 및 촬영)

□ 기대효과 

  ❍ 수내동 및 인근지역 주민들의 도서관 이용 및 독서 생활화에 기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