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약번호 
82 공공임대주택(신혼부부,청년,근로자) 확충

이행단계
이행 후
계속추진

임기구분 사업주체 신규여부 사업기간 고용창출 시민참여

임기내 성남시 지속 장기 6,700여명 30명

주관부서 주택과 주택과장 원건희, 주택시설팀장 김화진, 담당 김종변 ☎ 729-3402

협조부서 - -

협력체계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도시공사

시민참여 사업설명회 개최

□ 정책목표

우리시 무주택 서민과 청년계층 등의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을 통해 
주거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개    요

❍ 근거법령: 공공주택 특별법

  ❍ 사업기간: 2014년 ~ 2025년(지속)

  ❍ 사업내용: 주거 안정을 위한 임대주택 확충

  ❍ 이행 로드맵(연도별 추진계획)

추진연도 추진일정 추진계획 비고

2018년 하반기 ∘ 공공임대주택 확충 방침 결정
∘ 공공임대주택 확충 사업 추진

2019년 연  간 ∘ 공공임대주택 확충 사업 추진

2020년 연  간 ∘ 공공임대주택 확충 사업 추진

2021년 연  간 ∘ 공공임대주택 확충 사업 추진

2022년 연  간 ∘ 공공임대주택 확충 사업 추진

2023년이후 연  간 ∘ 공공임대주택 확충 사업 추진

  ❍ 임대주택 공급계획

구 분 총계 단대 삼평 고등
지구

하대원
모듈러

판교
테크노

위례
지구

대장
지구

하이테
크밸리

성남
중원

복정
지구

금토
지구

신촌
지구

세대수

6,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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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자 성남시 LH 및 경기도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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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복정2 주택용지계획 변경 승인(‘21.9.10)에 따른 주택 공급호 변경: 당초 2,156→ 변경 1,616(감 5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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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148 6,919 40,229 7,348 6,654 2,137 14,518 9,572

국비 5,417   368 5,049 461 460 1,267 1,788 1,073

시비 41,731 6,551 35,180 6,887 6,194 870 12,730 8,499

※ 중기지방재정계획 기준(2030세대 공유형주거시설의 사업비 및 사업기간은 중기지방재정계획 변경 후 반영 예정) 

□ 목표달성 확인지표: 공약 이행률 100%

연도 확인지표 비중
(100%) 목표(A) 실적(B) 달성률

(B/A)×100

2018년 방침 결정
공공임대주택 확충 100 방침 결정

공공임대주택 확충
7월 추진방침 결정

1,540세대 확충 100

2019년 공공임대주택 확충 계속 공공임대주택 확충 844세대 확충 100

2020년 공공임대주택 확충 계속 공공임대주택 확충 568세대 확충 100

2021년 공공임대주택 확충 계속 공공임대주택 확충 1,451 세대 착공 100

2022년
이후 공공임대주택 확충 계속 공공임대주택 확충 2,323세대 착공 예정 -

□ 공약 이행사항
❍ 사업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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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등지구 A-1 착공  준공

판교 제2테크노밸리 A1 착공 준공

판교 삼평동 700 착공 준공

하대원동 125-1  착공, 준공

위례지구 A2-15 착공 준공

단대동 130 착공 준공

판교 제2테크노밸리 G4 착공 22년 1월 준공

상대원동 252-1 착공 22년 준공 예정

대장지구 착공

복정지구 착공(복정1, 3월) 착공 예정(복정2)

성남중원 23년 착공 예정

판교 제2테크노밸리 G6 22년 착공 예정

금토지구 23년 착공 예정

삼평동 667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 23년 착공 예정

신촌지구 A1 지구계획승인 22년 착공 예정



    ∙ 사업추진상황

위        치 사업주체 임대종류 준공시기 세대수 비      고

총   합   계 6,726

단대동 130 성 남 시 행복주택 ‘21.03. 60
‘19.2. 착공
‘21.03. 준공
(입주)

삼평동 667 성 남 시 행복주택 ‘24년 이후 100
도시관리계획변경, 재해영향
평가, 환경영향평가 용역 추진
(위치도)

고등지구 A-1 L H 행복주택 ‘19.07. 1,040 ‘19.07. 준공
(입주)

판
교

TV
(삼평동 700) 경기도시공사 행복주택 ‘20.08. 300 ‘20.08. 준공

(입주)

제2 TV G4 경기도시공사 행복주택 ‘22년 상반기 300 ‘22.01. 준공
(3~5월: 입주)

제2 TV A1 L H 행복주택 ‘20.05. 200 ‘20.05. 준공
(입주)

제2 TV G6 L H 행복주택 24년 하반기 195 ‘22.하반기 착공예정
(조감도)

위례지구 A2-15 L H 행복주택 ‘21.01. 470 ‘21.01. 준공
(입주)

복정공공주택지구 L H 행복주택 ‘24년 이후 1,616
⁃ 복정1(1,256호) ‘21.3. 착공
⁃ 복정2(900→360호) ’22하반기 

착공 예정       (위치도)

금토공공주택지구 L H 행복주택 ‘25년 이후 911 ‘23.착공 예정
(위치도)

신촌지구 A1 L H 행복주택 ‘25년 이후 512
‘21.07. 지구
계획 승인
(위치도)

대장지구 A10 L H 행복주택 ‘24년 이후 374
‘20.12 공사 착공
(현 공정율: 27%)
(조감도)

상대원동 252-1 L H 행복주택 ‘23년 상반기 194
‘20.11 공사 착공
(현 공정율 : 47%)
(조감도)

성남중원
공공주택지구 L H 행복주택 ‘25년 상반기 440

‘20.11. 공공주택건설사업
       계획 승인
(현장도)

하대원동 121-5 경기도시공사 행복주택 ‘19.06 14 ‘19.06. 준공
(입주)



  ∙ 우리 시 자체 추진사업

사업명 연    월 추   진   일   정(추진단계) 비고

단대동 행복주택

건립사업

2018.하반기 건축설계용역 준공
사업완료

(2021. 1. 준공

2021. 3. 입주)

2019.상반기 공사착공

2021.상반기 공사준공 및 입주

2021.하반기 시설개선공사(복도 창호 등) 준공

2030세대

공유형주거시설

조성사업

2018.하반기 추진계획수립 및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2035 성남도시기본계획 

2020. 6. 29. 경기도 승인

※ 도시관리계획 변경 후 

공급물량 확대 예정

으로 사업일정 변경 

가능성 있음

2019.하반기 기본계획수립용역 준공

2020.하반기 도시관리계획 변경(용역) 계약심사

2021.상반기 도시관리계획 변경(용역) 추진

2021.하반기 지방재정타당성, 설계발주

2022.하반기 설계용역 완료

2023.하반기 공사 및 감리용역, 토목공사 완료

2024.하반기 준공 및 입주

  ❍ 민선7기 공약사업 예산 집행현황
                                                       (단위 :백만원, 토지비 포함 %)

구분
집행률

(D)/B)*100

연도별 예산 집행액(2022. 3. 31. 기준)
비고

소계(D) 2018년
이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계 51 20,364 10,818 3,662 5,072 812

국비 26 1,289 829 460

시비 54 19,075 10,818 2,833 4,612 812

※ 민선7기 집행률이 낮은 이유: 「2030세대 공유형주거시설 조성사업」은 사업초기단계로 
현재 도시관리계획변경 용역 등 추진중에 있으며, 실시설계 및 공사 착공 전이므로 
실제 예산 집행률이 낮음 

  ∙ 공모사업 추진

응모일시 공모기관 공모사업명 응모금액
(천원)

추진상황

응모결과 확정일시

2015.12 국토교통부 단대동 행복주택 건립사업 1,841,340 확정 2016.2.



□ 문제점 및 해결방안

현       황 문제점 및 원인 해결방안 및 정책대안

◦공공임대주택 확충

◦ 유휴부지 부족으로 신규사업 부지
확보 어려움

◦관련부서 및 기관들과의 협의를 통해 지속적인 
신규사업부지 발굴 및 공급 추진

◦수요자 중심 공급지표 불명확 ◦청년 및 취약계층별 임대주택 수요 대비 공급률 
활용

□ 공약사업 연속성 확보 방안

  ❍ 보도자료를 통한 주민 홍보 실시

    - 사업단계별 주요 추진사항은 보도자료를 통해 주민홍보

  ❍ 주민설명회 개최(시 자체 사업)

    - 개발계획 수립단계(공사착수 전)에서 필요시 사업대상지 인근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적극적인 주민홍보와 의견수렴 후 

사업추진

□ 기대효과 

❍ 공공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로 우리 시 무주택 젊은 계층 및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에 기여하고, 인구 유입을 유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