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약 5-75-75-75-75-75-75-75-7         주차난 주차난 주차난 주차난 주차난 주차난 주차난 주차난 해소를 해소를 해소를 해소를 해소를 해소를 해소를 해소를 위한 위한 위한 위한 위한 위한 위한 위한 공영주차장 공영주차장 공영주차장 공영주차장 공영주차장 공영주차장 공영주차장 공영주차장 확충확충확충확충확충확충확충확충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영주차장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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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 ○ ○  

진 행 단 계

미착수 완료 이행 후 
계속추진 정상추진 일부추진

(부진) 보류 폐기

 사업개요

❍ 위    치: 관내

- 의왕역 환승주차장, 갈미어린이공원, 포일2지구 학교용지, 산빛근린공원

❍ 규    모: 공영주차장 4개소

❍ 사업기간: 2017. 11. ~ 2022. 6.

❍ 사 업 비: 242억원(국 20, 도 18, 시 167, 특교 13, 특조 24)

❍ 연차별 투자소요액
(단위: 백만원)

구분 계
민선7기 

이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계 24,156 300 6,900 5,300 4,418 4,219 3,019

국비 2,000 666 667 667

도비 1,793 1,000 793

시비 16,718 300 4,900 1,862 3,752 3,552 2,352

특교 1,300 1,300

특조 2,345 1,000 1,345



《 변경내역 》

기  존 변  경

❍ 위    치: 관내
- 의왕역 환승주차장, 갈미어린이공원,
포일2지구 학교용지, 산빛근린공원

❍ 규    모: 공영주차장 4개소
❍ 사업기간: 2017.11. ~ 2022. 6.
❍ 사 업 비: 240억원

(국 20, 도 18, 시 165, 특교 13, 특조 24)
❍ 연차별 투자소요액        (단위: 백만원)

구분 계 민선7기
이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계 23,956 300 6,900 5,300 4,418 4,019 3,019

국비 2,000 666 667 667

도비 1,793 1,000 793

시비 16,518 300 4,900 1,862 3,752 3,352 2,352

특교 1,300 1,300

특조 2,345 1,000 1,345

❍ 위    치: <좌동>
- 의왕역 환승주차장, 갈미어린이공원,
포일2지구 학교용지, 산빛근린공원

❍ 규    모: <좌동>
❍ 사업기간: <좌동>
❍ 사 업 비: 242억원

(국 20, 도 18, 시 167, 특교 13, 특조 24)
❍ 연차별 투자소요액        (단위: 백만원)

구분 계 민선7기
이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계 24,156 300 6,900 5,300 4,418 4,219 3,019

국비 2,000 666 667 667

도비 1,793 1,000 793

시비 16,718 300 4,900 1,862 3,752 3,552 2,352

특교 1,300 1,300

특조 2,345 1,000 1,345

〔절차〕 공약 1차 변경 검토보고(2020.7.13.) → 시민정책단 변경 승인(2020.8.28.)
           공약 2차 변경 검토보고(2021.12.1.) → 시민정책단 변경 승인(2021.12.10.)

〔1차 변경 사유〕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결과 등을 반영하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대상지 4개소를 확정하고, 당초 개략 사업비 및 추진일정을  
        실행 가능한 수준으로 변경

〔2차 변경 사유〕 사업추진 과정에서 변경 된 사업비 내역을 반영하고, 철근 등 관급  

          자재의 수급차질로 갈미어린이공원 공영주차장의 공사기간을 연장

 연도별 성과지표 

기

존

최종목표  공영주차장 확충 4개소(2022년 6월)

연도별 추진계획 비중(%)

2018년
○ 의왕역 환승주차장 주차빌딩 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 
○ 의왕역 환승주차장 주차빌딩 조성 공사 착공

20

2019년

○ 의왕역 환승주차장 주차빌딩 조성 공사 준공
○ 갈미어린이 공원 지하주차장 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
○ 갈미어린이 공원 지하주자장 조성 공사 착공
○ 기타지역 선정을 위한 타당성 용역 

20

2020년 ○ 갈미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 조성 공사 준공 20

2021년 ○ 공영주차장 추가 확충(1개소) 20

2022년 ○ 공영주차장 추가 확충(1개소) 20



1
차

변
경

최종목표  공영주차장 확충 4개소(2022년 6월)

연도별 추진계획 비중(%)

2018년 ○ 의왕역 환승주차장 주차빌딩 설계 착수 10

2019년

○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 용역
○ 의왕역 환승주차장 주차빌딩 착공 및 준공
○ 갈미어린이공원 공영주차장 설계 착수
○ 포일2지구 공영주차장 공사 착공 및 준공

40

2020년
○ 갈미어린이공원 공영주차장 착공
○ 산빛근린공원 공영주차장 설계 착수

20

2021년
○ 갈미어린이공원 공영주차장 준공
○ 산빛근린공원 공영주차장 설계 완료 및 착공

20

2022년 ○ 산빛근린공원 공영주차장 준공 10

2

차

변

경

최종목표  공영주차장 확충 4개소(2022년 6월)

연도별 추진계획 비중(%)

2018년 ○ 의왕역 환승주차장 주차빌딩 설계 착수 10

2019년

○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 용역
○ 의왕역 환승주차장 주차빌딩 착공 및 준공
○ 갈미어린이공원 공영주차장 설계 착수
○ 포일2지구 공영주차장 공사 착공 및 준공

40

2020년
○ 갈미어린이공원 공영주차장 착공
○ 산빛근린공원 공영주차장 설계 착수

20

2021년 ○ 산빛근린공원 공영주차장 설계 완료 및 착공 20

2022년
○ 갈미어린이공원 공영주차장 준공
○ 산빛근린공원 공영주차장 준공

10

 추진실적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 

❍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2019. 2. 14. ~ 11. 10.

【의왕역 환승주차장 주차빌딩(237면)】 

❍ 설계용역: 2018. 1월 ~ 2019. 1월

❍ 공사 착공 및 준공: 2019. 2. 11. ~ 12. 27.

❍ 공영주차장 운영 개시: 2020. 2. 1.



【포일2지구 공영주차장(136면)】 

❍ 포일2지구 학교용지 사용 협약(의왕시↔LH): 2019. 11. 6.

❍ 공사 착공 및 준공: 2019. 11. 8. ~ 2020. 1. 30.

❍ 공영주차장 운영 개시: 2020. 3. 16.

【갈미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68면)】 

❍ 설계용역: 2018. 12. 17. ~ 2020. 6. 10.

❍ 공사 착공: 2020. 6. 29.

【산빛근린공원 공영주차장(154면)】 

❍ 설계용역: 2020. 5. 15. ~ 2021. 3. 10.
❍ 공사 착공: 2021. 6. 14.

 예산확보액 및 집행액 
(단위: 백만원)

구분
확보액 집행액

계 국비 도비 시비 기타 계 국비 도비 시비 기타

계 21,237 2,633 4,138 14,466 12,620 2,033 2,218 8,369

2018년 7,500 2,000 5,500 114 114

2019년 5,500 1,300 2,138 2,062 7,350 700 2,000 4,650

2020년 3,018 666 2,352 150 150

2021년 5,219 667 4,552 3,147 1,183 218 3,605

 향후계획

【갈미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68면)】 

❍ 공사 준공: 2022. 6월

【산빛근린공원 공영주차장(154면)】 

❍ 공사 준공: 2022. 6월

[교통행정과]
직 과장 팀장 담당자

성명 박명선 우승일 조승희
연락처 345-3300 345-3311 345-33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