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8-73 주민자치회 전면 확대

사업구분 완료종료 완료지속추진 추진중 (추진율(%)) 목표연월 담당부서 비고

약속 - 70% 2022.06. 자치분권과

1.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9. 8월 ~ 지속추진

 ○ 사업대상 : 8개동(2022년 수원시 전동으로 확대 예정)

 ○ 추진방법 : 주민자치위원회 ⇒ 주민자치회로 운영

 ○ 사업내용

  ⦁주민자치회 시범동(8개동) 사업추진

  ⦁주민자치회 전면 시행 조례 제정 및 주민자치회 전면 확대  

  ⦁전담인력 지원, 역량강화교육, 주민자치센터 수입금 활용 등 행‧재정 지원

2. 예산투자현황 및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소요예산
(a~g합계)

기투자
(a)

2018.7월~12월 2019년 2020년 2021년 2022.6월까지 2022.7월이후

확보 집행(b) 확보 집행(c) 확보 집행(d) 확보(e) 집행 계획(f) 계획(g)

계 1,877 45 22 22 476 476 303 287 47 10 500 500

국   비 0

도   비 0

시   비 1,877 45 22 22 476 476 303 287 47 10 500 500

민간자본 0

3. 연도별 성과지표  

성 과 지 표 단위 2018 2019 2020
2021년 2022.

~6월
2022.
7월~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다양한 의견수렴, 
조례 개‧제정 

추진
-

의견수렴 
조례안 
마련

조례개정
조례제정
(전면)

주민자치회 
시범동 사업추진 - 시범사업 

추진 지속 지속 지속 지속 지속

주민자치회 
전면전환 준비 - 전면시행

준비 지속 지속 지속

주민자치회 
전면확대 - 주민자치회 

전면시행 지속

누적 

추진율

목표 % 60 60 80 100

현재 % 20 50 60 60 60 70 - - -



4. 성과지표별 추진사항 (2018. 7. ~ 2021. 9. 30.)  

성 과 지 표 추   진   현   황

다양한 의견수렴, 

조례 개‧제정 추진

○ 주민자치회 추진 관련 의견 수렴 및 벤치마킹 추진(2018. 8. ~ 10.)

○ 토론회 개최(참시민토론회 2018. 12. 21, 주민자치회 토론회 2019. 1. 25.)

○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 추진(1차)

 ∙ 시범동 8개동 확대, 위원 선정, 주민총회, 마을자치계획 등 일부 개정 

 ∙ 조례규칙 심의회(2019. 3. 20.), 수원시의회 임시회 심의(2019. 4. 25)

 ∙ 개정 조례 공포(2019. 5. 17)

○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 추진(2차)

 ∙ 시범동의 주민자치센터 심의‧의결, 운영 및 운영경비 범위 신설  

 ∙ 조례규칙 심의회(2020. 5. 12 / 6. 27.), 시의회 정례회 심의(2020. 6. 17)

   개정 조례 및 시행규칙 공포(2020. 7. 10.)

○ 주민자치회 전면시행 조례안 시의회 사전설명회(3회 / 2021. 3월, 4월, 6월) 

및 주민의견 수렴(2회 / 2021. 1월, 3월)

○ 주민자회 전면시행 조례 제정안 방침결재, 입법예고, 조례규칙심의회 

의결(2021. 8. ~ 9.)

주민자치회 

시범동 사업추진

○ 주민자치회 시범동 추진계획 수립 및 시범동 8개동 선정(2018. 9. ~ 10.)

○ 시범동 추진 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사전설명회 개최(2018. 10. 8.)

○ 주민자치회 시범동 선정증서 수여식(2018. 11. 7.)

○ 주민자치회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2018. 12. 10 ~ 현재)

○ 주민세‘스마일 사업’추진(2019. 2. ~ 2020. 12.)

○ 주민자치회 시범동 위원 구성 계획 수립(2019. 5. 1)

○ 주민자치 역량강화를 위한 기본교육 계획 수립(2019. 5. 15)

○ 주민세‘스마일 사업’추진과정 발표 및 사례 공유회(2019. 5. 16)

○ 주민자치회 홍보자료 제작 및 위원 공개모집 추진 등 대민홍보 (2019. 5. ~ 6.)

○ 주민자치회 추진위원회 벤치마킹 (2019. 5. 31)

○ 주민자치 기본교육 추진 (2019. 6. 13 ~ 7. 5)

○ 주민자치회 시범동 관계자 주민자치 정책박람회 참관(2019. 7. 24)

○ 주민자치회 위원 위촉식(2019. 7. 31)

○ 주민자치회 마을자치계획 수립 등 계획 시행(2019. 9. 11)

○ 시범동 주민총회 일정 대민홍보 추진(2019. 11. ~ 12.)

○ 시범동 마을자치계획 수립 및 주민총회 실시(2019.12월, 2020.7~11월)

 - 마을헌장 선포식, 마을비전 선정 

 - 마을자치계획 수립, 2020년 주민세 스마일사업 선정 주민투표(27건 240백만원)

 - 주민총회 사례발표 및 간담회 개최(2019.12.31.)

 - 2021년 동단위 주민참여예산사업 우선순위 결정(26건, 612백만원)

○ 2020년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추진계획 수립(2020. 2. 27.)

○ 주민자치회 전면 시행 계획 수립(2020. 7. 8.)

○ 주민자치센터 수강료수입 활용 확대계획 수립(2020. 7. 31.)

○ 주민자치 온라인교육 영상제작 계획 수립(2020. 9. 1.)

○ 주민자치회 신규위원 위촉 130명 

   (2020.3.4./8.21./9.28./10.30./11.13./12.29, 2021.1.26./7.30.) 

○ 주민자치회 기존위원 연임 208명(2021. 5. 17./7.30.)



5. 추진성과

 ○ 주민자치회 시범동 8개동 운영

    (송죽동, 행궁동, 광교1동, 율천동, 서둔동, 호매실동, 인계동, 매탄2동) 

  ⦁위원 선정 방법의 변화, 주민참여 기회 확대

  ⦁위원 구성 인원의 60%(공개모집을 통한 공개추첨), 40%(동장 추천)으로 선정

  ⦁기존 주민자치위원회 정수 25명 ⇒ 주민자치회 30명 ~ 50명

  ⦁주민자치회 위원 위촉식(2019.7.30.), 임원 구성 및 주민자치회 운영

  ⦁주민자치회 신규위원 추가모집 및 위촉(8회/130명)

 ○ 수원형 주민자치회 토론회 및 주민자치 교육과정 등 운영

  ⦁첫 번째 토론회 ‘수원은 주민자치회를 어떻게 꽃 피울 것인가’(2019.1.25.)

  ⦁두 번째 토론회 ‘우리동네 주민자치를 논하다’(2019.6.27.)

  ⦁주민자치 기본교육 및 실무교육 추진(2019.6.~10. 354명 참여)

  ⦁주민자치 오픈 컨퍼런스(2019.10.31.)

  ⦁경기도지역 읍면동 주민자치 담당자 교육(2020.1.6.~1.7.)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위한 시군구 담당공무원 간담회 참석(2020.1.17.)

  ⦁주민자치회 시범동 담당자 간담회 개최(2020.2.21.)

  ⦁주민자치 온라인 상설교육 「수원시 주민자치 온(ON)」제작·운영(2020.10.29.)

    - 13강, 수원시유튜브 및 수원iTV 업로드. 주민자치회 기본교육으로 활용

  ⦁주민자치 기본교육(비대면) 추진(2021.9.28.)

성 과 지 표 추   진   현   황

주민자치회 전면전환 

준비

○ 첫번째 토론회 ‘수원은 주민자치회를 어떻게 꽃 피울 것인가’(2019. 1. 25.)

○ 주민자치회 시범동 공직자 워크숍(2019. 3. 4 ~ 3. 5.)

○ 두 번째 토론회 ‘우리동네 주민자치를 논하다’(2019. 6. 27.)

○ 주민자치 기본교육 추진 (2019. 6. 13 ~ 7. 5)

○ 주민자치 실무교육 과정 운영 (2019. 8. 20 ~ 10. 31)

○ 주민자치 시범동 오픈 컨퍼런스(2019.10.31.)

○ 주민자치회 관계자 역량강화 교육(2019. 11. 12)

○ 경기도지역 읍면동 주민자치 담당자 교육(2020.1.6.~1.7.)

○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위한 시군구 담당공무원 간담회 참석(2020.1.17.)

○ 주민자치회 시범동 담당자 간담회 개최(2020.2.21.)

○ 주민자치 온라인 영상제작 계획 수립(2020.9.1.)

○ 주민자치 온라인 상설교육 「수원시 주민자치 온(ON)」제작·운영(2020.10.29.)

  - 13강, 수원시유튜브 및 수원iTV 업로드. 주민자치회 기본교육으로 활용

○ 주민자치 기본교육(비대면) 추진(2021.9.28.)



 ○ 전국주민자치박람회 우수사례 선정 및 수상

  ⦁2019년 [주민자치분야]행궁동(우수상), 송죽동(장려상)

            [지역활성화 분야] 광교1동(우수상)

  ⦁2020년 [제도정책분야]수원시(우수상) / [주민자치분야]송죽동(자치분권상)

 ○ 주민자치회 시범동 8개동 주민총회 개최(2019.12. / 2020.7~11. / 2021. 7.)

  ⦁마을헌장 선포식, 마을비전 선정 

  ⦁마을자치계획 수립, 2020년 주민세 스마일사업 선정 주민투표(27건 240백만원)

  ⦁주민총회 사례발표 및 간담회 개최(2019.12.31.)

  ⦁2021년 동단위 주민참여예산사업 우선순위 결정(26건, 612백만원)

  ⦁2022년 동단위 주민참여예산사업 우선순위 결정(40건, 960백만원)

6.「2021 상반기 좋은시정위원회 평가결과 개선 및 제안사항」추진 실적

개선 및 제안사항 추진실적(추진계획 포함)

⦁주민자치회 시범운영을 8개동까지 

확대적용하여 주민자치회 전면전환 

실현에 기여했으며, 코로나19에도 

비대면을 활용하여 교육을 추진한 

점이 잘되었다고 평가됨.

⦁사업추진율(60%) 높지 않음.

⦁주민자치회 전면시행을 원하는 주민

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핵심절차(조례

제정, 행안부 승인)를 조속히 추진 

바람.

⦁주민자치회 시범동 지속 운영

  - 주민총회 개최를 통한 마을자치계획 수립, 동 단위  

  주민참여예산사업 결정

⦁전면시행을 위한 조례 제정 추진(2021. 10월 의회 심의)

  - 시의회 사전설명회(3차), 주민의견수렴(2차) 추진

  - 주민자치회 전면시행을 위한 조례제정 추진 

(방침결재·입법예고·조례규칙심의회 의결 완료)

⦁주민자치회 시행 행안부 승인을 위한 수요동 조사 실시(매월)

  - 2개동(금곡동, 화서2동) 행안부 승인신청 완료

7. 추진중 사업 분석

 【문제점】 

 ○ 코로나19로 장기화에 따른 주민자치회 전환에 대한 공감대 형성 부족 및 

주민자치회 전면시행 추진동력 저하

 【대응방안】

 ○ 「수원시 주민자치 ON(온)」비대면 교육 상시 운영 및 주민자치 기본

교육(비대면) 추진으로 주민자치 의식 강화

 ○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추진

(2021.10월 의회 상정)

 ○ 주민자치회 시범동 행안부 승인신청 지속 추진



8. 향후계획 

○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추진 및 전면전환 준비 ------------- 2021. 연중

 ∙ 자치역량 강화 교육, 토론회, 관계자 간담회, 주민자치 담당자 교육 등 추진

 ∙ 주민자치센터 비대면 프로그램 지원 및 수강료수입 사용범위 확대로  

주민자치회 운영‧사업 지원

 ∙ 주민자치회 전면시행 조례 제정안 의회 상정(2021. 10월) 

 ∙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행정안전부 신청 및 승인

 ∙ 주민자치회 시행 매뉴얼 제작 및 배포

○ 주민자치회 전면시행(조례 가결 시) ---------- 2021. 10월 이후 ~ 지속

 ∙ 주민자치회(36개동) 위원모집 홍보 및 접수·선정 ------- 2021.11.~12.

 ∙ 주민자치회 위원 위촉 및 주민자치회 구성(임원진, 분과위원회 등) - 2022. 1. ~ 2.

 ∙ 2022년 동별 마을자치계획 수립 및 동 단위 주민참여예산사업 결정,    

   주민총회 추진 등 -------------------------------------- 2022 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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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치분권과

자치분권과장 강신구 2610

마을자치팀장 공순정 2929

주무관 이미숙 385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