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20 수원복합체육시설 조성(광교복합체육센터 건립)

완  료
(종  료)

완  료
지속추진

추진 중
(전체 사업진도 %) 목표연도 및 월 비 고

- - 35 2022. 8. 약속

1. 사업개요
  ○ 사업위치 : 수원시 영통구 하동 1026-1번지 일원(광교호수공원 내)
  ○ 사업기간 : 2015 ~ 2022년
  ○ 사업규모 : 건축면적 9,157㎡, 연면적 12,708㎡ (지하1층/지상2층)
  ○ 사업내용 : 
   ⦁아이스링크장(30m × 60m), 관람석 1,000석
   ⦁수영장(50m × 10레인), 관람석 300석
  ○ 소요예산 : 50,000백만원(기확보, 광교개발이익금)

2. 예산투자현황 및 투자계획 (단위 : 백만 원)

구   분
소요예산
(a~g합계)

기투자
(a)

2018.7.~12. 2019년 2020년 2021년 2022.6월까지2022.7월 이후

확보 집행(b) 확보 집행(c) 확보(d) 집행 계획(e) 계획(f) 계획(g)

계 50,000 78 1,948 1,948 6,008 6,008 6,240 4,897 15,000 13,472 7,254

국    비 0

도    비 0

시    비 50,000 78 1,948 1,948 6,008 6,008 6,240 4,897 15,000 13,472 7,254

민간자본 0

【변경 요구사유】

  ○ 2020년도(4회추경) 예산확보 반영에 따른 2022년도 예산계획 변경

3. 연도별 성과지표

구 분 성 과 지 표 단위
연도별 성과지표

2018 2019 2020 2021 2022

기존
공사착공 % 5
공사추진 % 10 20 30 30
공사준공 % 5

누적이행(진도)율 100% 5% 15% 35% 65% 100%

【변경 요구사유】
  ○ 공사추진 현황을 반영하여 연도별 성과지표 전체 변경

4. 성과지표별 추진현황(2020. 12. 31. 기준)

성 과 지 표 추   진   현   황

공사착공
 ○ 공사 착공 -------------------------------------- 2018.01.26.
 ○ 공사 및 건설사업관리용역 변경계약 -------------- 2019.03.27.
    ※ 2019.03.28. 재착공

공사추진
 ○ 공사(1차) 준공(수목이식, 지열공사, 가설공사 등) --- 2019.12.23.
 ○ 공사(2차) 준공(토공사 및 기초공사 등) ------------ 2020.04.30.
 ○ 공사(3차) 준공(지하층 골조공사 등) --------------- 2020.12.24.

공사준공  ○ 이행시기 미도래



  ○ 2020 상반기 시민과의 약속 평가결과의 개선 및 제안사항에 대한 추진실적

개선 및 제안사항 추진실적(추진계획 포함)

⦁개선사항

  - 잦은 설계변경으로 인한 사업기간 지연, 체육관 

건립 취소와 같은 결과에 대하여 지역주민들과 

지속적인 의견 수림 등 소통이 필요함 

⦁제안사항

  - 향후 공사시공 시 인근지역의 안전, 주차문제, 교통

혼잡 유발, 이에 따른 소음발생 등에 대한 부분 고려

  - 현재 나타나고 있는 민원, 주민 문의 등에 대한 

선제적 고려로, 사업의 긍정적 효과에 대한 적극

적인 주민 홍보 제안

  - 이미 사업시행이 많이 늦어진 만큼, 예산 등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기 계획안에 있던 체육관 취소부분에 대하여, 

지역 주민과의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대화, 소통이 

필요하며. 준공 후 체육센터의 활용에 대해서도 

의견 수렴이 필요함

⦁관련 부서 및 유관기관(단체)와 시설계획 관련  

협의 추진

⦁공사안내판 부착, 홍보동영상 제작 등을 통하여 

사업 내용에 대한 주민 홍보 실시

⦁안전분야(안전관리계획서, 설계안전성검토 등)에 

대하여 한국시설안전공단의 검토 완료(적정)

⦁현장 자체점검 및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민원불편 

사항이 최소화되도록 선제적 대응

⦁광교복합체육센터 건립합의서를 통한 광교개발  

이익금을 활용하여 추진중인 사업으로, 사업비 교부에 

대하여 경기도시공사 등과의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관리

⦁향후 운영 및 활용방안에 대하여는 관련 부서인 

체육진흥과와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

5. 추진성과
 ○ 「광교복합체육센터 건립공사」 계약 및 착공되어 공사 추진 중에 있음.

   ⦁ 수목이식, 지열공사, 가설공사, 토공사(터파기),기초공사, 지하층 골조

공사 완료

   ⦁ 지상층 골조공사, 설비공사 진행중으로 정상 추진중임.

6. 자체 점검결과

 【미완료 사유】
  ○ 절대공기로 인하여 이행시기 미도래 

7. 향후 추진계획
  ○ 2021. 01. 공사(4차) 착공

  ○ 2021. 12. 공사(4차) 준공

  ○ 2022. 08. 공사 준공

민선7기 시민과의 약속 정책실명제
담당부서 직(직급) 성  명 전화번호

도시개발과
도시개발과장 김용학 2370
개발사업팀장 용창석 3367

주무관 허정욱 297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