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7-69 공공청사 시민공유 활성화 추진

완  료
(종  료)

완  료
지속추진

추진 중
(전체 사업진도 %) 목표연도 및 월 비 고

○ 100 2019. 3. 약속

1.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5. 7. 1. ~ 지속

  ○ 사업대상 : 101개소 222실(회의실 121, 중회의실 13, 대회의실 17, 강당 71)

                                                     (2020.12.31. 현재, 개소, 실)

 

합  계 장안권역 권선권역 팔달권역 영통권역

청사 시설 청사 시설 청사 시설 청사 시설 청사 시설

101 222 24 51 27 54 24 60 26 57

  ○ 사업내용
⦁공유시설 : 업무용 시설 중 시민 수요가 높은 자원을 시민과 공유

   ⦁공유시간 : 평일 09:00 ~ 21:00 휴일 09:00 ~ 18:00 
               * 시설별 특성에 따른 운영시간 변동 가능
   ⦁신청방법 : 온라인, 전화, 방문 예약
               * 수원시 홈페이지(정보공개개방 ⇨ 공공시설물 예약하기)

   ⦁관련규정 : 수원시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 공유실적                                               
                                                                (단위 : 회)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합    계 4,311 879 1,206 1,264 962 4,097 884 936 1,241 1,036 465 306 29 28 102

평    일 3,147 658 903 885 701 2,526 470 526 757 773 324 211 22 19 72

휴일·야간 1,164 221 303 379 261 1,571 414 410 484 263 141 95 7 9 30

※ 2020년 실적 : 코로나19 상황 감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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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52 192 227 227 355 330 396 190 355 176 176

국    비 0

도    비 0

시    비 1,852 192 227 227 355 330 396 190 355 176 176

민간자본 0



3. 연도별 성과지표

성 과 지 표 단위
연도별 성과지표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예약시스템 관리운영 실태 일제점검 회 2 2 2 2 2

공공시설 개방 확대 - 운영 운영 운영 운영 운영
누적이행(진도)율 100% 100% 100% 100% % %

4. 성과지표별 추진현황(2020. 12. 31. 기준)

성 과 지 표 추   진   현   황

예약시스템 

관리운영 

실태 

일제점검

 ○ 2018년 하반기 운영실태 일제 점검(2018. 9.10. ~ 9.30. 97개소 202실) 

  * 개방시간, 실적, 누락 확대 시설 확인, 문제점 개선방안 

    2개소, 3실(영통종합사회복지관 1실, 송죽동행정복지센터 1실) 확대 등록 

 ○ 2018년 청사개방 실적 부진시설 점검(2018.12. 5. ~ 12.26. 25개소)  

 ○ 공공시설물 이용자 설문조사(2018.11.20.~12.31. 응답자 161명)

  * 편리성 72.8%, 친절도 83.9%, 중점 고려 접근성 43.8% 교통편리 22.3%  

 ○ 2019년 상반기 운영실태 일제 점검(2019. 4.29. ~ 5.17. 18개소) 

    2개소, 7실(팔달노인복지관 4실, 기업지원센터 3실) 확대 등록

 ○ 2019년 하반기 운영실태 일제 점검(2019.10.14. ~ 10.25. 16개소)

 ○ 2020년 상반기 운영실태 일제 점검(2020. 4. 1. ~ 4.22. 101개소)  

  * 휴일·야간개방 실적 증가, 신규등록 신청시설 확인 1개소 1실

 ○ 공공시설물 예약시스템 정보 현행화 수시 점검(20회, 20개소)

    11개소, 15실(행정복지센터, 수련관, 도서관, 더함파크 등등) 확대 등록

 ○ 2020년 상반기 공공청사 시민공유 실적보고(2020. 7.17. 335회)

 ○ 공공청사 시민공유 담당자 현행화(2020. 7.20.)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공공청사 시민공유 유의사항 알림(2020. 8.18.)

 ○ 공공청사 시민공유 운영 유의사항 알림(2020. 9.11.)

  * 친절한 안내, 특정단체 독점 지양, 공공시설 개방관련 규정 확인 등

 ○ 2020년 하반기 운영실태 일제 점검(2020.11.23. ~ 12.16. 101개소)  

  * 특정단체 독점 지양, 주차공간 안내, 2개소 5실(영화동, 매교동) 확대 등록

 ○ 공공청사 시민공유 주차시설 정보 정비 협조(2020.12. 7.)

공공시설

개방 확대

 ○ 공공시설 개방 확대 등록 : 16개소 29실

 ○ 공공시설 시민공유 실적 : 8,771회(주간 5,925회, 휴일·야간 2,846회)  

  * 2018년 4,311회(주간 3,147회, 휴일·야간 1,164회) 

  * 2019년 4,097회(주간 2,526회, 휴일·야간 1,571회) 

  * 2020년  363회(주간   252회, 휴일·야간   111회)  

 ○ 2018년 공공청사 시민공유 합리적 관리방안보고(2018.11. 9.)

 ○ 공공시설 시민공유 서비스 안내(2019. 1월, 492개소)

  * 초·중·고등학교, 기업체  

 ○ 공공시설 시민공유 서비스 안내문 자체 제작 홍보(2020. 1월, 694개소) 

  * 모든 부서,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기업체  

 ○ 공공청사 시민공유 서비스 시민만족도 조사(2020.12. 9. ~ 12.18.)



 ○ 2020 상반기 시민과의 약속 평가결과의 개선 및 제안사항에 대한 추진실적

개선 및 제안사항 추진실적(추진계획 포함)

⦁개선사항 

  주차 공간 부족 등의 문제가 

남아있음. 이용자 등에 대한 

주차 공간 등에 대한 안내를 

철저하게 실시

⦁공공청사 시민공유 활성화 추진 개선방안 반영(2020. 3.31.)

  주차공간 정보를 예약시스템에 입력하고 이용자에게 사전 설명 
주차면수, 인근 주차장 정보(거리, 유·무료) 제공, 주차공간 
협소로 가급적 대중교통이용 협조 안내

⦁공공청사 시민공유 주차시설 정보 정비 협조(2020.12. 7.)
⦁제안사항

  제도가 비교적 잘 안착되었음 

  단, 주기적으로 제도시행 

실태에 대한 점검이 필요함

  특히, 특정단체의 시설 독점 

이용 여부 등 확인해야함 

  이용가능 공간 추가적으로 

없는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2020 상반기 공공청사 시민공유 운영실태 점검 계획(2020. 3.30.)

  기간 2020. 4. 1. ~ 4.30. 대상 101개소 214개실

⦁공공청사 시민공유 활성화 추진 개선방안 반영(2020. 3.31.)

  특정단체에서 독점 이용하지 않도록 시설 관리 철저

  누락, 신규 등록 가능 시설 신규등록 확대 협조

⦁신규 등록 가능시설 소통 현장 독려(2020년 5회, 5개소)

  더함파크, 수원유스호스텔, 지동 창룡마을창작센터 등

⦁2020 하반기 공공청사 시민공유 운영실태 점검 계획(2020.11.17.)

  기간 2020.11.23. ~ 12.16. 대상 101개소 219개실

5. 추진성과

○ 시민공유 활성화를 위한 관리실태 점검 : 26회(정기, 수시)

○ 누구나 행복하고 편리한 이용을 위한 공공시설 확대 : 18개소, 35실

   (회의실 21실, 중회의실 4실, 대회의실 6실, 강당 4실)

연번 공공청사명 확대수 확대내역 비고
계 18개소 35실
1 우만1동행정복지센터 2 회의실, 대회의실 2018.08.08.
2 영통종합사회복지관 1 회의실 2018.09.19.
3 송죽동 행정복지센터 2 회의실 2실 2018.09.20.
4 장안청소년문화의집 1 회의실 2018.11.14.
5 광교청소년수련관 1 강당 2018.12.01.
6 수원시육아종합지원센터 1 대회의실 2018.12.06.
7 장안구보건소 1 강당 2018.12.07.
8 광교종합사회복지관 2 중회의실 2실 2018.12.27.
9 우만 종합사회복지관 2 회의실 2실 2019.01.04.
10 천천청소년 문화의집 2 회의실, 중회의실 2019.03.08.
11 팔달노인복지관 4 회의실 2실, 중회의실, 강당 2019.04.16.
12 기업지원센터 3 회의실 2실, 대회의실 2019.04.30.
13 망포1동 행정복지센터 1 대회의실 2019.05.27.
14 망포 글빛도서관 1 강당 2019.06.08.
15 더함파크 1 대회의실 2020.02.11.

16 지동 창룡마을창작센터 5 회의실 5실

17 영화동 행정복지센터 4 회의실 4실 2020.12.23.

18 매교동 행정복지센터 1 대회의실 1실 2020.12.23.

※ 공공청사 시민공유 유치원, 학교, 기업체 안내 : 2회(1,186개소) 



6. 자체 점검결과

 【잘된 점】

  ○ 예약시스템 현행화 및 코로나19 방역 지침에 따라 시설 관리‧운영

  ○ 편리한 이용을 위한 공공청사 시민공유 서비스 만족도 설문조사

     (이용 만족도 89%, 주차 공간 부족 의견 다수)

 【문제점】 

  ○ 공공청사 시민공유 이용자 주차 공간 부족 의견이 많음

 【대  책】

  ○ 공공시설물 예약시스템에 주차장 협소로 가급적 대중교통이용과 주차

면수, 인근 주차장 정보(거리, 유·무료)를 제공하고 이용신청자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사전에 충분히 설명 안내

 

7. 향후 추진계획

  ○ 공공청사 시민공유 활성화를 위한 운영실태 지속 점검(정기, 수시) 

  ○ 공공청사 시민공유 시설 효율적인 관리 및 신규 등록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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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담당관

법무담당관 한장수 2068

규제개혁팀장 박명희 2739

주무관 모지혜 2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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