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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별 재원별 기간별 진행률
신규 계속 예산 비예산 임기 내 임기 후

100%○ ○ ○  

진 행 단 계

미착수 완료 이행 후 
계속추진 정상추진 일부추진

(부진) 보류 폐기

 사업개요

❍ 위    치: 의왕시 삼동 263번지 일원

❍ 규    모: 건축면적 1,140㎡, 연면적 3,409㎡ 8개 학급, 급식실, 체육관

❍ 사업기간: 2016. 9월 ~ 2020. 3월

❍ 사 업 비: 9,200백만원(시비 1,250 민자 7,950)

❍ 연차별 투자소요액

(단위: 백만원)

구분 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계 9,200 2,900 6,300

시   비 1,250 1,250

민자 등 7,950 2,900 5,050

※ 재원조달 방안

- 보상비(2,900백만원): 민간 2,900백만원

- 공사비(6,300백만원)

· 시설 증축(8학급, 급식실 등): 민간 4,000백만원

· 시설개선(체육관): 시비 1,250백만원(교육지원과), 민간 1,050백만원



 연도별 성과지표 

최종목표  학교시설 증축 완료(2020년 3월)

연도별 추진계획 비중(%)

2018년
○ 증축부지 GB관리계획 변경 승인(道)(11월)

○ 편입토지 보상협의(사업시행자)(2018. 11월~2019. 6월)
30

2019년
○ 도시관리계획시설 결정(市, 군포의왕교육청)(6월)

○ 시설 증축공사(사업시행자)(2019. 2월~ )
60

2020년
○ 시설 증축공사 완공(~3월)

○ 시설물 인수인계(사업시행자 → 군포의왕교육청)(5월)
10

 추진실적

❍ 학교 증축을 위한 GB관리계획 신청서 제출: 2016. 11. 16.

❍ 증축계획 변경(안)에 대한 학부모 설명회 개최

: 2017. 6. 28./2017. 11. 14./2017. 12. 27.

❍ 증축방안에 대한 관계자 협의: 2018. 5. 29.(교육지원청, 학교,

학부모, 사업시행자)

❍ 경기도 GB관리계획 변경에 대한 사전협의: 2018. 7. 12./2018. 7. 27.

❍ 증축부지 중 사유지 토지보상 협의 완료: 2018. 11. 15.

❍ 학교 증축에 대한 경기도 GB관리계획 승인 고시: 2018. 11. 30.

❍ 증축부지 중 사유지 토지보상 협의 완료: 2018. 12. 28.

❍ 증축부지 소유권 이전(토지소유자→사업시행자): 2019. 1. 14.

❍ 학교시설 설치 변경 협약 체결(사업시행자↔교육지원청): 2019. 2. 1.

❍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승인: 2019. 5. 27.(교육지원청)

❍ 의왕덕성초 학교시설사업(증축) 공사착공: 2019. 6. 7.

❍ 의왕덕성초 학교시설사업(증축) 공사준공: 2020. 2. 20.

❍ 준공 및 시설물 인수인계 완료: 2020. 3월



 예산확보액 및 집행액 
  (단위: 백만원)

구분
확보액 집행액

계 국비 도비 시비 기타 계 국비 도비 시비 기타

계 9,915 1,250 8,665 9,915 1,250 8,665

2018년 2,900 2,900 2,900 2,900

2019년 5,021 1,250 3,771 4,014 1,250 2,764

2020년 1,994 1,994 3,001 3,001

[도시개발과]

직 과장 팀장 담당자

성명 황은상 박경범 김권수
연락처 345-2800 345-2816 345-28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