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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0 2019.12. 약속

1.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5. 7. 1. ~ 지속

  ○ 사업대상 : 시 산하 공공시설 100개소 213실

 

계 장안권역 권선권역 팔달권역 영통권역

청사 시설 청사 시설 청사 시설 청사 시설 청사 시설

100 213 24 47 26 53 24 56 26 57

  ○ 사업내용

⦁ 시에서 보유한 업무용 시설‧물품 중 시민 수요가 높은 자원을 시민과 공유

⦁ 개방시간 : 평일 09:00 ~ 21:00, 휴일 09:00 ~ 18:00
⦁ 신청방법 : 온라인(공공시설 예약시스템, www.suwon.go.kr/yeyak)에서

실시간 검색 및 예약 또는 방문접수

⦁ 관련규정 :「수원시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및 시행규칙

  ○ 추진실적

      

구 분(누적) 2018.9월 2018.12월 2019.3월 2019.6월 2019.9월 2019.11월

개방횟수(계) 3,349 4,311 884 1,820 3,061 3,780

평    일 2,446 3,147 470 996 1,753 2,303

휴일·야간 903 1,164 414 824 1,308 1,477

2. 예산투자현황 및 투자계획
  (단위 : 백만 원)

구   분 합계 기투자
2018.7.~12. 2019년 2020년 2021년 2022.6월까지 2022.7월 이후

집행 집행 계획 계획 계획 계획

계 1,852 192 227 330 396 355 176 176

국    비 0

도    비 0

시    비 1,852 192 227 330 396 355 176 176

민간자본 0

※ 동 행정복지센터 공공시설 개방을 위한 야간·휴일 근무 자원봉사자 수당 지급에 대한 구(區)별 예산



3. 연도별 성과지표

구 분 성 과 지 표 단위
연도별 성과지표

2018 2019 2020 2021 2022

기존

예약시스템 관리운영 
실태 일제점검

회 2 2 2 2 2

공공시설 개방 
확대

- 운영 운영 운영 운영 운영

변경 -

누적이행(진도)율 100% 100% 100% 100% 100% 100%

4. 성과지표별 추진현황(2019. 12. 31. 기준)

성 과 지 표 추   진   현   황

예약시스템 관리운영 실태 

일제점검

○ 공공예약시스템 관리자, 시설정보 예약선점 현황 등 수시점검을 

통한 개방 정보 현행화

 ○ 공공청사 시민공유 운영실태 점검을 통한 개방실적 관리

    (상반기 : 2019. 5월, 하반기 : 2019. 10월) 

공공시설 개방 확대
 ○ 시민개방 공공시설 총 100개소 213실

 ○ 2019년 개방실적 총 3,780회(휴일․야간: 1,477회) 개방(2019. 11월 기준)

○ 2019 시민과의 약속 평가결과(2019. 5. 9.) 개선 및 제안사항 추진실적

개선 및 제안사항 추진실적(추진계획 포함)

○개선사항

 ⦁야간, 휴일 이용확대를 위한 

홍보를 강화하고, 보안, 직원의 

업무부담 등의 문제를 해결해야 함

○제안사항

 ⦁공개되는 공공시설을 특정인, 

특정단체가 과도하게 점유하는 

사례가 없는지 등에 대한 점검 

필요

 ⦁공공시설 공개 시에 필요에 

따라 선착순 방식과 함께, 

선호도가 높은 시설 등에 대해

  서는 공익성이 높은 행사, 모임 

등을 위해서 우선배정 하는 

것도 고려

○상반기 공공청사 시민공유 운영실태 점검(2019.4.9. ~ 5.17.)

  ⦁2018년도 평일 대비 야간·휴일 개방실적이 미흡한 시설 

등 18개소 

    - 시설별 특성에 따른 개방시설 관리․운영 방안 제시   

    - 실적 미흡 원인 파악 및 합리적 관리 방안 등 제시    

    - 청사개방이 담당자 개인만의 업무로 인식되어 소홀해지지 

않도록 관리자의 지속적 관심 및 직원 간 업무 협조를 

위한 교육 실시

○하반기 공공청사 시민공유 운영실태 점검(2019.10.14. ~ 10.25.) 

  ⦁ 2019년 상반기 실적 우수 부서 등 16개소

    - 운영 현황 등 을 통해 특정 단체 등의 과점 사용 여부 등 

점검 및 방지 안내



5. 자체 평가결과

【잘 된 점】

  ○ 시설 개방 월별 실적 집계 및 부진 시설 개방 독려

  ○ 공공시설 예약시스템 상시 점검을 통해 시설 정보 현행화   

  ○ 수시 현장 방문 및 전화 상담을 통해 전체 청사 개방 관련 애로사항 

청취 및 대안 제시

  ○ 2018년 대비 2019년 휴일·야간 개방 실적 증가

    ⦁ 1,164회(2018.12월) ⇒ 1,477회(2019.11월) 

○ 신규 개방 시설 확대 (2개소 7실)

    ⦁ 기업지원센터(대회의실, 세미나실 1·2)

    ⦁ 팔달노인복지관(강당, 강의실, 중강의실, 영화관)

    ⦁ 더함파크(대회의실, 2020.1월 등록 예정) 

【미흡한 점】

○ 주차 공간 및 대관 공간 협소

○ 대관원칙(이용 시간 준수, 이용 후 쓰레기 회수 등) 미 준수 사례 발생 

【대     책】

○ 이용가능 대중교통 및 인근 공영주차장 또는 주차 가능 공간 안내, 

공공시설 예약 홈페이지를 통해 주변 대관 시설 적극 안내

○ 대관 전 「수원시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표에 

명시된 사용자 준수사항을 사전 안내하고 이용자에게 이를 이해시켜 지킬 

수 있도록 함

6. 향후 추진계획 

  ○ 공공예약시스템 현황 상시 점검을 통한 정보 현행화 및 개방현황 확인

  ○ 공공청사 시민공유 운영실태 반기별 점검 지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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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담당관

법무담당관 한장수 2068

규제개혁팀장 박명희 2739

주무관 강여지 27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