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약번호 
86 취락지구 정비사업 추진

이행단계
정상추진

임기구분 사업주체 신규여부 사업기간 고용창출 시민참여

임기외 성남시 계속 장기 12,500명 291명

주관부서 수정구 건설과 건설과장 최정수,  건설행정취락정비팀장 박정숙,
담당(공사) 김동규, 손승규 729-5335(5336), 담당(보상) 김응서 729-5332

협조부서 도시계획과 도시계획과장 박경우, 시설계획팀장 김유민, 담당 서영욱 ☎ 729-3333

협력체계 -

시민참여 홈페이지(사업 및 보상 공고) 등

□ 정책목표

민선 7기 공약사업인 취락지구 정비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주민 불편 해소,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및 지역 간 균형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 개    요

❍ 추진근거 : 「도로법」제31조, 제39조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88조

❍ 사업기간: 2006년 ~ 2023년

❍ 사업내용: 도로정비 122개 노선, L=19,075m(상·하수도 포함)

❍ 사업대상: 오야지구 등 11개 지구

동 지  구  명 동 지  구  명

신촌동 신촌,오야,심곡 고등동 등자,고등,옛골,적푸리,상적

시흥동 샘골, 금현 수진동 수진2

 ❍ 이행 로드맵(연도별 추진계획)

추진연도 추진일정 추진계획 비고

2018년 지속추진 ◦ 편입 용지 보상 및 수용재결

2019년 지속추진
◦ 사업추진 계획 수립
◦ 실시계획 인가 및 공사 추진

2020년 지속추진 ◦ 실시계획 인가 및 공사 추진

2021년 지속추진 ◦ 실시계획 인가 및 공사 추진

2022년 이후 지속추진 ◦ 실시계획 인가 및 공사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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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비 184,204 102,806 57,990 6,935 10,401 16,157 18,362 6,135 23,408

□ 목표달성 확인지표: 공약 이행률 80%

연도 확인지표 비중
(100%) 목표(A) 실적(B) 달성률

(B/A)×100

2018년 취락지구 사업 추진 20 편입용지 보상 고등 등 18개 노선 
편입용지 보상 및 수용재결 100

2019년 취락지구 사업 추진 20
편입용지 보상
실시계획 인가

노선 공사

고등 등 18개 노선 보상 완료
적푸리 등 28개 노선 인가 완료

2개 노선 공사 착공
100

2020년 취락지구 사업 추진 20 실시계획 인가
노선 공사

신촌 등 70개 노선 인가 완료
2개 노선 착공, 3개 노선 준공 100

2021년 취락지구 사업 추진 20
편입용지 보상
실시계획 인가

노선 공사

오야 등 45개 노선 인가 완료
11개노선 착공, 3개 노선 준공 

적푸리 등 26개 노선 보상
100

2022년 취락지구 사업 추진 20
편입용지 보상
실시계획 인가

노선 공사

신촌 등 9개 취락지구 32개 노선 보상 
및 공사 추진 -

□ 공약 이행사항
❍ 사업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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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획 수립 세부계획 수립 사업계획 수립
세부계획 수립

변경계획 수립
세부계획 수립 세부계획 수립 세부계획수립

실시계획인가
(변경) 추진

28개 노선
인가 완료

70개 노선
인가 완료

45개 노선
인가 완료

28개 노선
인가 추진중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

18개노선
편입용지 보상

25개노선
편입용지보상

32개노선
편입용지보상

26개노선
편입용지보상

32개 노선
편입용지 및 
지장물 보상

노선 공사 2개 노선 착공 2개 노선 착공
3개 노선 준공

11개 노선 착공
3개 노선 준공 14개 노선 착공

    ∙ 사업추진상황

지구명
전   체 완  료 추진중

비 고
노선수 연장(m) 노선수 연장(m) 노선수 연장(m)

11개 122 19,075 69 13,049 53 6,026

2021년 상적 취락지구 공사완료 노선 2021년 오야 취락지구 공사완료 노선

- 2021. 6. 상적 취락지구

  (소로3-622) 준공

- L=50m, B=6m

- 2021. 6. 오야 취락지구

  (소로3-529) 준공

- L=70, B=4~6m



❍ 공약사업 이행상황

연도 구       분 주    요    내    용 시민참여

2018년 취락지구 노선보상 ◦ 고등 등 7개 취락지구 18개노선 편입용지 보상, 수용재결
◦ 사업설명 및
   보상협의: 36명

2019년
취락지구 노선

보상 및 공사 추진

◦ 8월: 고등 등 7개 취락지구 18개노선 편입용지 보상, 수용재결
◦ 9월.: 사업계획 보고
◦ 10월: 상적, 수진2 취락지구 2개 노선 공사 착공
◦ 12월: 적푸리 등 28개 노선 실시(변경)계획인가 완료

◦ 사업설명 및
   보상협의: 89명

2020년
취락지구 노선

보상 및 공사 추진

◦ 3월: 신촌, 적푸리 취락지구 2개 노선 공사 착공
◦ 8월: 상적, 수진2 취락지구 2개 노선 공사 준공
◦ 9월: 사업계획 재수립(사업비 상승 등)
◦ 12월: 신촌 취락지구 1개 노선 공사 준공
◦ 12월: 신촌 등 70개 노선 실시(변경)계획인가 완료

◦ 사업설명 및
   보상협의: 80명

2021년
취락지구 노선

보상 및 공사 추진

◦ 4월: 심곡, 상적, 수진2 취락지구 4개 노선 착공
◦ 6월: 오야, 상적, 적푸리 취락지구 3개 노선 준공
◦ 8월: 고등 취락지구 4개 노선 착공
◦ 9월: 샘골 취락지구 1개 노선 착공
◦ 12월: 적푸리, 심곡 취락지구 2개 노선 착공

◦ 사업설명 및
   보상협의: 86명

2022년
취락지구 노선

보상 및 공사 추진
◦ 1월: 옛골 취락지구 3개 노선 착공 ◦ 보상협의: 21명

❍ 향후계획

연도 구       분 주    요    내    용 시민참여

2022년
하반기

취락지구 노선
보상 및 공사 추진 ◦ 9개 취락지구 32개 노선 추진(21년 추진노선 포함)

2023년
이후

취락지구 노선
보상 및 공사 추진 ◦ 10개 취락지구 21개 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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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비 96.1% 154,624 102,806 89.3% 51,818 6,935 12,945 13,023 11,212 7,703

 ※ 사업구간내 보상 협의의 어려움 등으로 계획대비 집행률 약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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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비 184,204 102,806 51,818 29,580 16,532 13,048 - - -



□ 문제점 및 해결방안

현       황 문제점 및 원인 해결방안 및 정책대안

취락지구 정비사업 ◦ 도시계획시설 편입에 따른 장기간 재산권 제한으로 
많은 민원 발생 ◦ 재산권 제한 등 개발 압력 민원 고려한 노선 반영

취락지구 정비사업 ◦ 편입토지, 지장물 보상 협의 지연 및 수용재결 
행정절차에 따라 많은 기간 소요로 사업 지연

◦ 토지 소유자 및 관계자와 원만한 협의 취득이 이루어
지도록 지속 노력 및 수용재결 시 신속 처리 

□ 공약사업 연속성 확보 방안

❍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실시계획인가 기간 연장 등 행정절차 철저

❍ 계획노선에 대한 보상 및 공사를 연계 추진할 수 있도록 충분한 예산확보

□ 기대효과 

❍ 취락지구 정비사업을 통하여 주민불편 해소,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및 지역간 균형발전 도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