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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맞춤형 도시재생으로 활기찬 마을조성
 (태평2, 4, 수진2)

이행단계
이행완료

임기구분 사업주체 신규여부 사업기간 고용창출 시민참여

임기내 성남시 계속 중기 - 명 45 명

주관부서 지속가능도시과 지속가능도시과장 강해구, 사업1팀장 이대원, 담당 신동호 ☎ 729-4452

협조부서 - -

협력체계 수진2동주민협의체 태평2동주민협의체, 태평4동주민협의체 

시민참여
정비계획 - 주민설명회, 주민공람, 시의회 의견청취 실시로 정비사업의 기본방향 수립
실시설계 - 주민협의체 회의를 통해 가용토지에 대하여 주민들이 희망하는 사업을 설계
공 사 중 - 가로화분 가꾸기로 골목길 환경개선을 위한 희망자 모집

□ 정책목표

주거환경이 열악한 구도심 지역에 주민들이 희망하는 사업 중심으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여 지역 고유의 생활문화 창출과 다양한 커뮤니티 활동을 통해 주거환경 개선과
공동체 활성화 도모

□ 개    요

구    분 태평2 맞춤형 태평4 맞춤형 수진2 맞춤형

위    치
수정구 남문로

 69번길 11 일원
수정구 남문로

 135번길 11 일원
수정구 수정로 
88번길 18 일원

면    적 46,787㎡ 48,852㎡ 35,214㎡

사업기간 2014.9. ~ 2021.12 2014.9. ~ 2021.12 2015.3. ~ 2021.12.

사 업 비 6,000백만원 6,000백만원 6,000백만원

사업내용
 ∙ 주민공동이용시설(커뮤니티공간), 소규모 공원(Pocket Park) 조성 
 ∙ 공용주차장 확보 및 정비, 가로경관 등 보행환경 개선
 ∙ 방범용 CCTV 및 범죄예방 환경디자인(CPTED)도입 등

  ❍ 추진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 

 ❍ 이행 로드맵(연도별 추진계획)

추진연도 추진일정 추진계획 비고

2018년 하반기 ∘ 실시설계 착수

2019년 연간 ∘ 실시설계 준공, 사업시행계획 고시, 토목공사 착공

2020년 연간 ∘ 토목공사 준공, 건축공사 착공

2021년 연간 ∘ 건축공사 준공, 사업 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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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000 - 18,000 2,400 7,406 8,194 - -

국비 1,859 - 1,859 1,000 859 - - -
도비 900 - 900 300 258 342 - -
시비 15,241 - 15,241 1,100 6,289 7,852 - -

□ 목표달성 확인지표 : 공약 이행률 100%

연도 확인지표 비중
(100%) 목표(A) 실적(B) 달성률

(B/A)×100

2018년 실시설계 추진 20 주민협의체 회의
실시설계 추진

주민협의체 회의
실시설계추진 100

2019년 실시설계 완료 20 주민설명회
실시설계 완료

주민설명회 개최
실시설계 완료 100

2020년 토목 및 건축공사 40 토목 및 건축
공사 추진 수진2동 토목공사 완료 100

2021년 토목 및 건축공사 20
토목 및 건축

공사 추진
사업완료 고시

태평2･4동 토목공사 완료
수진2동 건축공사 완료

태평2동 건축공사 및 임시주차장  완료
사업완료 고시

100

□ 공약 이행사항
❍ 사업성과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비고

정 비 계 획 주민의견 수렴
계획 수립 - - - -

실 시 설 계 - 설계 착수
주민의견 수렴

주민의견 반영
설계 완료 - -

전기･통신공사 - - 수진2, 태평2･4동
착공/준공 - -

토 목 공 사 - - 수진2동 착공 수진2동 준공 태평2･4동 준공

건 축 공 사 - - - 수진2동 착공 수진2동 준공
태평2･4동 착공/준공

    ∙ 사업추진상황 

정비계획수립 실시설계 토목공사 건축공사

추진내용 추진내용 추진내용 추진내용
∘주민들이 희망하는 사업을  
  수렴하여 정비사업의 기본  
  방향 수립

∘그간 확보한 토지에 주민
  들이 희망하는 공원, 주차장,
  공동이용시설 등을 설계

∘빈집철거 21동
∘도로포장 343a 
∘주차장 19개소
∘cctv 46개소
∘보안등 266개소 등 정비

∘공동이용시설 3동 조성
  - 신축 2동
  - 리모델링 1동



❍ 공약사업 이행상황

연도 구       분 주    요    내    용 시민참여

2018년 실시설계 착수

◦ 맞춤형 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

  - 노후 기반시설 정비와 안전한 보행로 확보를  

    위한 도로포장, 상⋅하수도, 쉼터, 주차장,    

    CCTV, 보안등 정비

◦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주민협의체 회의 및 

   설계(안) 설명회(21회)

  - 노후 기반시설 정비와 안전한 

    보행로 확보를 위한 토목 설계

◦ 3개동 주민협의체 운영

2019년 실시설계 완료

◦ 4월 ~ 12월: 전기⋅통신공사 

  - CCTV  46개소 정비

    (수진2동 15, 태평2동 10, 태평4동 21) 

  - 보안등 266개소 정비

    (수진2동 75, 태평2동 106, 태평4동 85)

◦12월: 실시설계용역 완료

◦12월: 토목공사 착공(수진2동)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주민협의체 회의 및 설계

  (안) 설명회 개최(10회)

-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커뮤니티 

  활동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공동

  이용시설 건축 설계 

◦ 3개동 주민협의체 운영

2020년
토목 및 건축공사(수진2)

토목공사(태평2, 태평4)

◦ 3월: 토목공사 착공(태평2동, 태평4동)

◦ 4월: 건축공사 착공(수진2동)

◦10월: 건축공사 착공(태평2동, 태평4동)

◦12월: 토목공사 준공(수진2동)

  - 도로포장 110a, 노후 상⋅하수도 1,137m, 

    빗물받이 168m 정비, 가로화분 102개 등

◦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가로화분

   가꾸기 사업에 참여하여 주택가

   골목길 환경개선에 이바지함

◦ 3개동 주민협의체 운영

2021년 건축공사(태평2, 태평4)

◦ 3월: 토목공사 준공(태평2동)

  - 도로포장 110a, 주차장 12개소, 포켓파크 

    3개소, 빈집철거 12동, 가로화분 140개 등

◦ 3월: 토목공사 준공(태평4동)

  - 도로포장 123a, 주차장 6개소, 포켓파크 

    7개소, 빈집철거 5동, 가로화분 148개 등

◦ 4월: 건축공사 준공(수진2동)

   - 공동이용시설 신축 2동, 주차장 1개소

◦ 8월: 건축공사 및 임시주차장 준공(태평2동, 4동)

   - 공동이용시설 리모델링 1동

   - 주차장 5개소

◦12월: 사업완료 고시

◦ 공사 시 주인의식을 갖고 수시로

   감독하여 민원 및 안전사고 없이

   공사 추진

◦ 3개동 주민협의체 운영

  ❍ 협력체계 구축

단체(기관)명 주요내용 추진상황 비고

태평2동 주민협의체 주민의견 수렴 2016년부터 협의체 운영중

태평4동 주민협의체 주민의견 수렴 2016년부터 협의체 운영중

수진2동 주민협의체 주민의견 수렵 2016년부터 협의체 운영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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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 9,737 - 54% 9,737 134 2,419 5,970 1,214

국비 95% 1,760 - 95% 1,760 16 632 998 114

도비 68% 610 - 68% 610 5 194 358 53

시비 48% 7,367 - 48% 7,367 113 1,593 4,614 1,047

※ 민선7기 집행률이 낮은 이유:
   2021. 2. 4일「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 방안」등 국토부의  

   주택공급 발표에 따라 단기간 내 정비사업 추진 시 예산낭비 논란이 예상되는 공동  

   이용시설 신축 및 주택입면 개량(도색)사업 중단

□ 기대효과 

❍ 맞춤형 정비사업을 통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 주민 주도적 지역개발로 시민의식 향상 및 지역 공동체 활성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