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약번호 
96  금곡공원 국민체육센터 신축

이행단계
이행후
계속추진

임기구분 사업주체 신규여부 사업기간 고용창출 시민참여

임기외 성남시 신규 중기 - 명 - 명

주관부서 체육진흥과 담당관 김준효 729-2450, 시설조성팀장 이승진 729-3051, 담당 김태동 ☎729-3052

협조부서 -

협력체계 성남도시개발공사, 성남시체육회, 장애인체육회, 직장운동부

시민참여 시민설문조사 및 의견수렴

□ 정책목표

  분당구 남부지역의 부족한 공공체육시설을 확충하여 시민들에게 체육활동 
참여기회의 폭을 넓히고 생활체육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 개    요

  ❍ 근거법령  

    ∙ 「국민체육진흥법」 제13조(체육시설의 설치 등)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의무) 

  ❍ 사업대상: 금곡공원 국민체육센터

  ❍ 사업기간: 2018. 10. ~ 2023.  2.

  ❍ 사업장소: 분당구 정자동 183-1번지(금곡공원 내)

  ❍ 공원면적: 18,148.5㎡(부지면적 11,858㎡)

  ❍ 사업규모: 지하1층/지상3층(연면적 8,609.7㎡)

    ∙ 수영장, 다목적체육관(배드민턴, 탁구 등), 헬스장 등 

  ❍ 총사업비: 27,349백만원(건축비: 23,966, 건설사업관리비: 2,263백만원, 설계비 1,120백만원)

❍ 이행 로드맵

추진연도 추진일정 추진계획 비고

2017년 하반기 ∘추진 방침 결정

2018년 하반기 ∘생활체육시설 공모사업 선정(기금 27억)

2019년 상반기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근린공원→체육공원)

2019년 하반기 ∘기본 및 실시설계 착수

2021년 상반기 ∘기본 및 실시설계 준공 등 행정절차 이행완료 및 공사착공

2023년 상반기 ∘공사준공 및 시설개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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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349 - 17,845 250 2,127 4,023 6,495 4,950 9,504

국비 2,700 - 2,700 200 1,500 1,000

시비 24,649 - 15,145 50 627 3,023 6,495 4,950 9,504

□ 목표달성 확인지표: 공약 이행률 100%

연도 확인지표 비중
(100%) 목표(A) 실적(B) 달성률

(B/A)×100

2018년 방침 결정 10 건립 방침 결정 9월 방침 결정 100

2019년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 
설계공모 및 용역 착수 40 도시관리계획 결정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6월 도시관리계획 결정

1월 용역 착수 100

2021년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공사 발주 및 착공 50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공사 착공
6월 실시설계 등 완료

6월 공사 착공 100

2023년 공사 준공 계속 공사 추진
공사 준공

공사 추진
02월 준공 예정 -

□ 공약 이행사항
❍ 사업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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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비확보 2억 15억 10억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 착수 준공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착수 준공

설계의 경제성(VE)평가 착수 준공

경기도 및 성남시 

계약심사위원회
상정 및 원안가결

성남시 계약심의위원회 상정 및 원안가결 회계과

공사착공 착공 6월 1차수 준공

∙ 사업추진상황
설계 및 중간보고회 설계준공 사업착공(현장개설) 사업추진



❍ 공약사업 이행상황

연도 구       분 주    요    내    용 시민참여

2018년
건립 관련

행정절차 이행

◦07월: 지방재정 중앙 투자사업 심사
◦09월: 건립방침 결정 
◦10월: 금곡공원 국민체육센터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 용역 착수
◦10월: 생활체육시설 건립 지원 교부결정 및 자금교부(2억원)

2019년 도시관리계획 결정
◦06월: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근린공원⇒체육공원)
◦08월: 생활체육시설 건립 지원 교부결정 및 자금교부(15억원)
◦2019. 10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착수

2020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기본 및 실시설계 등 행정절차 추진

2021년 건립공사 착공
◦05월: 기본 및 실시설계 등 행정절차 이행 완료
◦06월: 공사 착공

❍ 향후계획
연도 구       분 주    요    내    용 시민참여

2023년 준공 ◦ 02월: 공사 준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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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5,624 - 32% 5,624 50 1,600 1,553 2,421

국비 100% 2,700 - 100% 2,700 1,500 500 700

시비 19% 2,924 - 19% 2,924 50 100 1,053 1,721

 ※ 연도별 예산집행 부진사유

  1) 2019년 : 도시관리계획 및 공원조성계획 변경 등 관계기관 협의 이행으로 예산 미집행

  2) 2020년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건축 인허가 등 행정절차 이행으로 예산 미집행

  3) 2021년 : 공사착공(2021.6.28.) 이후 철도보호지구 내 지하구조물 협의로 공사 지난

  ∙ 공모사업 추진

응모일시 공모기관 공모사업명 응모금액
(천원)

추진상황

응모결과 확정일시

2018. 4. 문화체육관광부 2018년 생활체육시설 설치 
지원 공모사업 2,700,000 확정 2018.10.4.

※ 공약사업 향후(민선8기) 예산 집행 전망                          
(단위: 백만원, %)



구분 총
사업예산 기투자 민선7기

(확보예산)

  민선8기 연도별 재정집행 전망

소계 2022
하반기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상반기

계 27,349 - 17,845 9,504 9,504

국비 2,700 - 2,700

시비 24,649 - 15,145 9,504 9,504

□ 공약사업 연속성 확보 방안
❍ 시민들에게 다양한 스포츠 체험기회 제공

❍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공유하는 스포츠(수영장 등)시설 운영

□ 기대효과

❍ 100세 시대에 건강한 삶에 대한 관심 증가로 인한 생활체육 수요

에 부합하고 시설 접근성 개선을 위한 생활밀착형 체육시설 확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