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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책 명 산성 등 5개 구역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용역

사업개요 

○ 추진배경

  - “2020 성남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상 단계별 계획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에 의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 추진

○ 추진기간 : 2012.06.27 ~ 2014.01.24

○ 총사업비 : 1,626백만원

○ 주요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라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 추진경과 : 사업완료

  - 2012. 06. 27 : 착수

  - 2012. 07. 16 ～10. 11 : 미도아파트 안전진단 실시

  - 2012. 08. 27 ～ 8. 31 : 착수 주민설명회

  - 2012. 10. 16 : 주민 참여협의체 모집 공고(10.16～11.15)

  - 2013. 09. 27 : 금광3구역 구역지정 고시

  - 2014.  1. 24 : 산성등 5개구역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용역 준공

  - 2014. 02. 24 : 상대원2구역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

  - 2014. 04. 11 : 산성구역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

 ※ 미도아파트 안전진단결과 부적합(C등급)판정으로 사업제외

 ※ 상대원3구역 주민반대 등으로 정비구역지정 보류(사업제외)

정책수행자

(관련자 및

업무분담 내용)

구분 성명 직급 수행기간
담당업무

(업무분담 내용)

단장 진광용 시설4 12.6.27~13.5.1 용역 총괄 책임

단장 곽현성 시설4 13.5.2~14.4.11 용역 총괄 책임

과장 김형석 시설5 12.6.27~13.10.31 용역 총괄 책임

도시개발
과장

최창규 시설5 13.11.1~14.4.11 용역 총괄 책임

과장 최창규 시설5 12.6.27~13.5.1 재건축 부분 용역 책임

주거환경
과장

제인호 시설5 13.5.2~14.1.25 재건축 부분 용역 책임

○ 최초 입안자 및 최종 결재자

  - 최초 입안자 : 시설 7급  이금연

  - 최종 결재자 : 성남시장  이재명

○ 사업 관련자 

■ 성남시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 [별지 제3호서식]

정책실명제 사업관리이력서



팀장 박상섭 시설6 12.6.27~14.2.27 상대원2 정비계획 수립

팀장 정용주 시설6 12.6.27~14.1.25 상대원3 정비계획 수립

팀장 박채운 시설6 12.6.27~14.4.11 산성 정비계획 수립

팀장 민경두 시설6 12.6.27~12.11.4 금광3,미도 정비계획 수립

팀장 이도원 시설6 12.11.5~13.5.1 금광3,미도 정비계획 수립

팀장 장춘호 시설6 13.5.2~14.1.25 금광3,미도 정비계획 수립

담당 이금연 시설7 12.6.27~14.1.25 용역 총괄 담당

담당 손주용 시설7 12.6.27~14.2.27 상대원2 정비계획 수립

담당 이영호 시설6 12.6.27~14.1.25 상대원3 정비계획 수립

담당 전영재 시설7 12.6.27~14.4.11 산성 정비계획 수립

담당 김시왕 시설8 12.6.27~13.5.1 금광3 정비계획 수립

담당 최윤실 시설9 13.5.2~13.11.3 금광3 정비계획 수립

담당 이명희 시설6 13.11.4~14.1.25 금광3 정비계획 수립

담당 노병완 시설8 12.6.27~12.11.4 미도 정비계획 수립

담당 김형준 시설7 12.11.5~14.1.25 미도 정비계획 수립

  

다른기관 또는

민간인 관련자

- ㈜동호, ㈜유신, ㈜도화엔지니어링, ㈜희림건축사사무소, 

㈜우리구조기술사사무소

추진경과

및 실적

  - 2012. 06. 27 : 착수

  - 2012. 07. 16 ～10. 11 : 미도아파트 안전진단 실시

  - 2012. 08. 27 ～ 8. 31 : 착수 주민설명회

  - 2012. 10. 16 : 주민 참여협의체 모집 공고(10.16～11.15)

  - 2013. 09. 27 : 금광3구역 구역지정 고시

  - 2014.  1. 24 : 산성등 5개구역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용역 준공

  - 2014. 02. 24 : 상대원2구역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

  - 2014. 04. 11 : 산성구역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

  - 2014. 06. 13 : 상대원2구역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

  - 2014. 07. 25 : 금광3구역 조합설립 인가

  - 2014. 11. 03 : 산성구역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

 ※ 미도아파트 안전진단결과 부적합(C등급)판정으로 사업제외

 ※ 상대원3구역 주민반대 등으로 정비구역지정 보류(사업제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