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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명

(신규/자체사업)
 노후 주거지 인근에 공영주차장 건립

관리번호 6-4

우선순위 임기내

주관부서
(담당자, 전화) 

교통행정과, 주차장관리담당

 (박현욱 ☎4512)

협조부서
(담당자, 전화)

 市 공공교통정책과
(정경은 ☎888-3934)

추진상황(률) 추진 중(5%)

사업기간 2018년 ～ 2021년 소요예산 5,300백만원

【사업추진계획】

 사업추진목표

  ○ 2017년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용역 결과 주차환경개선 지구(당리동2블록, 

     괴정동6블록)로 지정된 지역으로 심각한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개요

  ○ 사업대상 : 당리동 샛별 지하공영주차장, 괴정3동 노외 공영주차장

대상 당리동 샛별 지하공영주차장 괴정3동 노외 공영주차장

위치 당리동 348-6번지 (샛별공원) 괴정동 1238-281 외 15필지

규모 지하주차장 45면, 연면적 1,412.9㎡ 2층 3단 철골조 주차장 60면, 부지면적 1,055㎡ 

사업비
2,500백만원 

▷ 공사비 2,400 용역비 100
2,800백만원  

▷  공사비 1,140, 용역비 60, 보상비 1,600

 세부추진계획 

 [당리동 샛별 지하공영주차장]

  ○ 2018. 07. : 시비 보조금(교통사업 특별회계) 예산 요구

  ○ 2018. 12. : 도시계획시설결정 용역 착수 

  ○ 2019. 01.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신청 (구 → 시) 

  ○ 2020. 05. : 실시설계용역 발주

  ○ 2021. 1. ~ 2021. 12. : 공사 시행 



 [괴정3동 노외 공영주차장]

  ○ 2018. 01. :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고시(괴정동 6블록)

  ○ 2018. 06. :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 ․ 의결

  ○ 2018. 08. : 지방재정투자심사 심의 ․ 의결

  ○ 2019. 07. : 도시계획시설결정 용역 완료

  ○ 2019. 11. : 실시설계용역 발주

  ○ 2021. 1. ~ 2021. 12. : 공사 시행 

 연차별 추진계획

세부추진내용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 5% 40% 100%

당리동 샛별지하
공영주차장 건설

추진계획 수립
’18. 제2회 추경 예산반영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 착수

도시계획시설
결정

실시설계
용역발주

공사 발주
및 준공 

주차장 운영

괴정3동 노외 
공영주차장 건설

추진계획 수립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 착수

실시설계용역 
발주

보상
공사발주 
및 준공 

주차장 운영

【재원조달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계
민선7기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계 5,300 5,300 50 840 3,570 840

국  비 2,650 2,650 2,050 600
시  비 1,060 1,060 80 740 240
구  비 1,590 1,590 50 760 780

【추진실적】

  ○ 2017. 10. : 주차환경개선지구 선정 및 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 실시

  ○ 2018. 01. :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고시 (당리동 2블록, 괴정동 6블록)

  ○ 2018. 06. : 공유재산심의회 심의(괴정3동 노외 공영주차장)

  ○ 2018. 08. : 지방재정투자심사(자체) 심의

  ○ 2018. 11. :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당리동 샛별 지하공영주차장)

  ○ 2019. 01.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신청 (구 → 시)

  ○ 2019. 05. : 도시계획시설결정 관련 주민설명회 개최(당리동 샛별 지하공영주차장)

  ○ 2019. 07. : 도시계획시설결정 용역 완료 (지형도면 고시)

  ○ 2019. 11. : 실시설계 용역 착수(괴정3동 노외 공영주차장)



【금후계획】

  ○ 2020. 05. : 실시설계 용역 발주(샛별 지하공영주차장)

  ○ 2020. 11. : 샛별 지하공영주차장 공사 발주                    

  ○ 2021. 12. : 샛별 지하공영주차장 공사 준공  

  ○ 2020. 03. : 괴정3동 노외 공영주차장 실시설계 준공

  ○ 2020. 03. ~ 2021.12. : 괴정3동 노외 공영주차장 보상 및 공사   

※ 2020년 연간추진계획

사업내용 사업비
(백만원)

분기별 계획
1/4 2/4 3/4 4/4

당리동 샛별 지하공영주차장 1,670 실시설계
용역 발주

괴정3동 노외 공영주차장 1,900 실시설계 보상

【구민소통 실적】

설명회, 보고회 등 만족도, 설문조사 민간전문가 자문 언론․방송 보도 기  타

1회

【기대효과】

 ○ 통학로 주변 불법주차 방지 및 노후 주택밀집지역의 주차난 해소

 ○ 괴정4동과 경계지점으로 인근 주민들의 주차수요까지 흡수가능 

당리동 샛별 지하공영주차장 위치도

괴정3동 노외 공영주차장 위치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