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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실명제

등록번호

2014 - 51

(2013 - 49)

담당부서

작성자

(맑은물관리사업소/수질복원과)

(전형민/4182/yah1023@korea.kr)

정 책 명  성남수질복원센터 총인처리시설 설치공사

사업개요 

○ 추진배경

  - 2012년 1월1일부터 시행된 법정방류수 수질기준강화(T-P 0.5㎎/ℓ이하)에 따른 

    기존 처리시설에 총인처리시설을 설치하여 방류 하천인 탄천의 수질환경을 

    개선하고자 추진

○ 추진기간 : 2011.08.05 ～ 2014.10.04(준공)

○ 총사업비 : 31,162백만원

   (총인 26,962백만원, 소독설비 2,200백만원, 슬러지처리시설 2,000백만원)

○ 주요내용

  - 총인처리시설 460,000㎥/일 설치 1식

○ 추진경과

  - 2011.08.05 : 기본 및 실시설계 착수

  - 2012.04.24 : 기본 및 실시설계 준공

  - 2012.09.17 : 공사 착공

  - 2013.11.05 : 2차분 공사 착공

  - 2013.12.27 : 1차분 공사 준공

  - 2014.10.04 : 공사준공

정책수행자

(관련자 및

업무분담 내용)

구분 성명 직급 수행기간
담당업무

(업무분담 내용)

맑은물관리
사업소장 곽정근 시설4급

2011.01.28

2012.05.01

맑은물관리
사업소장 유규영 시설4급

2012.05.02

2013.05.01

맑은물관리
사업소장 진광용 시설4급

2013.05.02

2014.06.30

맑은물관리
사업소장 유규영 시설4급

2014.07.01

현재

수질복원
과장 권준상 시설5급

2010.11.02

2012.11.01

○ 최초 입안자 및 최종 결재자

  - 최초 입안자 : 시설 7급(주무관) 배정선

  - 최종 결재자 : 성남시장

○ 사업 관련자 

■ 성남시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 [별지 제3호서식]

정책실명제 사업관리이력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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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복원
과장 이정우 시설5급

2012.11.02
2013.05.01

수질복원
과장 김경묵 시설5급

2013.05.02
현재

하수시설
팀장 최순구 시설6급

2011.05.02
2012.05.01

공사, 용역 총괄

하수시설
팀장 김용민 시설6급

2012.05.02
2012.11.01

공사, 용역 총괄

하수시설
팀장 김태형 시설6급

2012.11.02
2013.05.01

공사, 용역 총괄

하수시설
팀장 진명래 시설6급

2013.05.02
현재

공사, 용역 총괄

주무관 배정선 시설7급
2010.07.19
2011.10.31

용역, 토목, 
건축분야

주무관 이현정 시설7급
2011.11.01
2012.11.01

용역, 토목, 
건축분야

주무관 여동수 기계7급
2012.05.02
2013.01.31

기계, 전기
분야

주무관 장기출 공업8급
2011.05.02
2012.11.01

기계, 전기
분야

주무관 김유영 시설7급
2012.11.02
2013.05.01

토목, 건축분야

주무관 김대현 공업8급
2012.11.02
2014.04.20

전기분야

주무관 김영섭 공업6급
2014.04.21

현재
전기분야

주무관 한봉 공업7급
2013.02.01
2013.05.01

기계분야

주무관 박성일 시설8급
2013.05.02
2013.11.03

토목, 건축, 
기계분야

주무관 전형민 시설7급
2013.11.04

현재
토목, 건축, 
기계분야

  
(※ 사업추진 기간 동안 담당자 및 책임자가 변경된 경우 기간별 이력도 기재)

다른기관 또는

민간인 관련자

추진경과

및 실적

○ 2011.08.05 : 기본 및 실시설계 착공

○ 2012.04.24 : 기본 및 실시설계 준공

○ 2012.09.17 : 공사 착공

○ 2013.11.05 : 2차분 공사 착공

○ 2013.12.27 : 1차분 공사 준공

○ 2014.10.04 : 공사준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