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약번호 
85 순환재개발 추진을 위한 이주단지 확보

이행단계
이행 후
계속추진

임기구분 사업주체 신규여부 사업기간 고용창출 시민참여

임기내 성남시 신규 중기 - 명 - 명

주관부서 도시정비과 도시정비과장 박상섭, 재개발1팀장 류제성, 담당 이성제 ☎ 729-4422

협조부서 도시균형발전과 
도시균형발전과장 김성남, 택지개발팀장 김학성, 전략개발팀장 이금연, 
담당 이선정 ☎ 729-4502, 임장수 ☎ 729-4505, 박정은 ☎ 729-4506, 
조선진 ☎ 729-4492

협력체계 한국토지주택공사

시민참여

□ 정책목표

대량 이주가구 발생으로 인한 주택시장의 불균형 및 혼란을 예방하고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순환정비방식 도입 및 이주단지를 확보하여 원활한 정비사업 추진

□ 개    요

❍ 2030 성남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상 필요 순환용주택 수 추정

정비계획 수립시기 합 계 2020 2022 비고
정비예정구역 5개 구역 소  계 수진1 신흥1 소  계 태평3 상대원3 신흥3

전체세대수 30,436 11,843 6,360 5,483 18,593 3,586 11,000 4,007

순환용
주택

필요세대수 8,003 3,114 1,672 1,442 4,889 943 2,893 1,053

사용시기 2023 2025 ~ 2028 이후

※ 정비예정구역별 필요 순환용주택 수요 산정결과 약 8,003세대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실제 순환용주택의 필요시기는 2023년~2028년 이후로 예상됨

 ❍ 이행 로드맵(연도별 추진계획)

추진연도 추진일정 추진계획 비고

2018년 ∘공약방침결재
∘협약체결

∘공약방침 결재
∘순환정비방식 재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성남시 및 LH 간 협약 체결

2019년
∘실무협의회구성
∘기본계획고시
∘용역 착수

∘성남시 및 LH 간 실무협의회 구성
  - 기본협약 구체화 및 효율적 추진
∘2030 성남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고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용역 착수(수진1, 신흥1)

2020년 ∘정비구역 지정 고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고시(수진1, 신흥1)

2021년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 ∘LH를 순환정비방식의 정비사업 사업시행자로 지정 고시(수진1, 신흥1)

2022년 ∘사업시행계획 인가 및
  관리처분계획 인가 ∘사업시행계획인가 및 관리처분계획인가(수진1, 신흥1)

2023년이후 ∘순환용주택 확보
  및 이주 ∘순환용주택 확보 및 주민 이주(수진1, 신흥1)



□ 재정투입계획: 비예산

□ 목표달성 확인지표: 공약 이행률 100%

연도 확인지표 비중
(100%) 목표(A) 실적(B) 달성률

(B/A)×100

2018년 순환정비방식 재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성남시 및 LH 간 협약 체결 20 계획 수립

협약 체결
9월 계획 수립
12월 협약 체결 100

2019년 2030 성남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고시 20 기본계획 고시 5월 

기본계획 고시 100

2020년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고시
(수진1, 신흥1) 40 정비구역 지정

순환용주택 확보
정비구역지정 고시
확보계획제출(LH) 100

2021년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
(수진1, 신흥1) 20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
1월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 100

2022년 
이후

사업시행계획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
순환용주택 확보 및 주민 이주(수진1, 신흥1) 계속 사업시행계획인가 - -

□ 공약 이행사항
❍ 사업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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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 및 LH 간
협약 체결 기본업무 협약 사업시행 협약

성남시 및 LH 간
실무협의회 구축 실무협의회 구성

2030 성남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기본계획 고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
구역지정(수진1, 신흥1) 용역 착수 정비구역 지정 

고시

사업시행자 지정
(수진1, 신흥1)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LH)

순환용주택 확보
위례·여수지구 내 

순환용주택 
재활용 등

    ∙ 사업추진상황

사업시행 협약식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수진1구역 신흥1구역



❍ 공약사업 이행상황

연도 구       분 주    요    내    용 시민참여

2018년 성남시 및 LH 간 
기본업무 협약 체결

◦ 09. 7.: 이주단지 확보계획 수립
◦ 12. 27.: 협약 체결
  - 재개발사업 시행 및 순환이주주택 확보를 
    상호 협력하여 추진
  - 공공주택지구 및 기타 가능한 지역에 순환
    이주주택을 확보

2019년

성남시 및 LH 간
실무협의회 구성

◦ 05. 03.: 구성 및 운영계획 보고
◦ 순환용주택 확보 및 추진방안 등 논의

◦ 실무협의회
   : 9명 (변동 가능)

2030 성남시 도시·주거
환경정비기본계획

◦ 05. 27.: 기본계획 고시
  - 수진1, 신흥1, 신흥3, 태평3, 상대원3 재개발 
    정비예정구역 지정

2020년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 05. 22. ~ 07. 03.: 주민 설문조사
◦ 08. 20. ~ 09. 21.: 주민공람 및 주민설명회
◦ 12. 30.: 순환용주택 확보계획 제출(LH→성남시)
  - 위례·여수지구 내 순환용주택 재활용 등
◦ 12. 31.: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고시
           (수진1구역, 신흥1구역)

◦ 주민 설문조사 : 7,765세대
◦ 주민설명회
   :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로 비대면(방송)
     개최

2021년 사업시행자 지정 ◦ 01. 11.: 2030-1단계(수진1, 신흥1)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LH)

❍ 이주단지 확보상황
    ∙ 2단계 재개발사업(신흥2·중1·금광1구역)에서 위례 및 여수지구 내 

4,455세대를 이주단지로 사용 중으로 이를 재활용하고, 공공택지 등 
신규 임대주택 물량을 활용하여 이주단지 확보

  ❍ 협력체계 구축

단체(기관)명 주요내용 추진상황 비고

한국토지주택공사 순환정비방식 재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협의

◦ 성남시 및 LH 간 기본업무 협약 체결(’18.12.27)
◦ 성남시 및 LH 간 실무협의회 구성(‘19.5.3)
  - 실무협의회 회의 지속 추진
◦ 성남시 및 LH 간 사업시행 협약 체결(’20.12.4)

  ❍ 민선7기 공약사업 예산 집행현황: 비예산

□ 문제점 및 해결방안

현       황 문제점 및 원인 해결방안 및 정책대안

순환이주단지 확보
◦ 재개발사업 추진 시기 및 이주 대상 
   등을 고려한 순환용주택 확보 필요

◦ 신규 임대주택 추가확보 및 매입임대 등으로 순환용주택 확보
◦ LH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순환용주택 물량 확보

□ 기대효과 
❍ 주택시장 및 이주민의 주거 안정 도모와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의 질 향상
❍ 순환정비방식 도입으로 원활한 정비사업 추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