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약번호 
1 시민청원제 도입 운영

이행단계
이행완료

임기구분 사업주체 신규여부 사업기간 고용창출 시민참여
임기내 성남시 신규 단기 - 명 74,162명

주관부서 정책기획과 정책기획과장 황규범, 정책개발협력팀장 김용복, 담당 정헌준 ☎ 729-2154

협조부서 - -

협력체계 -

시민참여 온라인(홈페이지) 참여

□ 정책목표

다양한 사회문제 및 지역현안에 대하여 시민이 자유롭게 의견을 표출하고 시정에 참여
할 수 있는 온라인 시민청원제인 「행복소통청원」도입․운영

□ 개    요
❍ 참여방법: 시민 누구나 홈페이지에 청원글 작성 및 청원글 지지 참여

  ❍ 참여요건: 시 홈페이지 등록회원 또는 실명인증(청원지지 1인 1회) 

  ❍ 성립요건: 30일 동안 2,000명 이상 지지시 청원성립

  ❍ 청원답변: 시장 또는 실·국·소·단장이 영상 등을 통해 답변

  ❍ 흐 름 도

  ❍ 이행 로드맵(연도별 추진계획)

추진연도 추진일정 추진계획 비고

2018년 하반기 ∘시민청원제 도입 및 운영 계획 수립

2019년 연  간 ∘시민청원제 운영

2020년 연  간 ∘시민청원제 운영

2021년 연  간 ∘시민청원제 운영

2022년 연  간 ∘시민청원제 운영

2023년이후 지  속 ∘시민청원제 운영



□ 재정투입계획                                              (단위: 백만원)

구분 총사업비(A)
(B+C+D)

기투자
(B)

  민선7기 연도별 재정투입계획 향후(D)
(2022년

하반기 이후)소계(C) 2018
하반기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상반기

시비 22 - 22 22 - - - - -

※ 기타재원 현황 

구    분 명    칭 운용(유치)내용 금액(천원) 비고

해당없음

□ 목표달성 확인지표: 공약 이행률 100%

연도 확인지표 비중
(100%) 목표(A) 실적(B) 달성률

(B/A)×100

2018년 시민청원제 도입 100
기본방침 수립
시스템 구축

시민청원제 운영

10월 계획 수립
12월 시스템 구축

청원 248건, 성립 1건
100

2019년 시민청원제 운영 계속 시민청원제 운영 청원 244건, 성립 3건 100

2020년 시민청원제 운영 계속 시민청원제 운영 청원 530건, 성립 3건 100

2021년 시민청원제 운영 계속 시민청원제 운영 청원 274건, 성립 2건 100

2022년 시민청원제 운영 계속 시민청원제 운영 청원 12건, 성립 0건 100

□ 공약 이행사항
❍ 사업성과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비 고

시민청원제 도입
및 운영계획 수립 기본방침

시민청원제 운영 청원성립 1건
8,960명참여

청원성립 3건
23,380명참여

청원성립 3건
26,866명참여

청원성립 2건
13,935명참여

청원성립 0건
1,021명참여

홈페이지 청원신청 청원성립

∙ 공약사업 이행상황 (2018. 10. 30. ∼ 2022. 3 31. 누계)

계 성  립 미성립 진행중

1,308 9 1,296 3



연도 구       분 주    요    내    용 시민참여

2018년
시민청원제 도입계획 수립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

행복소통청원 운영

◦ 08월: 시민청원제 도입계획 수립
◦ 10월: 행복소통청원 운영 계획 수립
◦ 12월: 행복소통청원 홈페이지 구축
◦ 청원 건수 248건, 성립 1건

청원동의 8,960명

2019년 행복소통청원 운영 ◦ 청원 건수 244건, 성립 3건. 청원동의 23,380명

2020년 행복소통청원 운영 ◦ 청원 건수 530건, 성립 3건 청원동의 26,866명

2021년 행복소통청원 운영 ◦ 청원 건수 274건, 성립 2건 청원동의 13,935명

2022년 행복소통청원 운영 ◦ 청원 건수 14건, 성립 0건 청원동의 1,021명

    - 성립 청원: 9건

연번 제  목 지지수(명) 분류 비고

1 8호선 판교 연장 신속 추진 5,196 교통
중‧장기추진
(예비타당성조사
용역중)

2 서현동 110번지 공공주택지구 지정 철회 5,088 도시건설 불수용

3 성남도시철도 2호선 용역 대장지구 포함 5,064 교통
수용의견이나
B/C가 0.55~
0.66으로 부족

4 3호선 ‘고등~판교~대장지구’ 연장 5,376 교통 중‧장기추진
(사전타당성용역중)

5 8호선 ‘판교~오포’ 추가 연장 5,198 교통 중‧장기추진
(사전타당성용역중)

6 구미동 하나로마트 부지 SRT 역사 신설 6,109 교통 중‧장기추진
(타당성조사용역중)

7 복정2지구 공공주택지구 지정 취소 5,097 도시건설 불수용

8 성남 환경기초시설 통합 현대화사업 중단 5,076 환경 불수용

9 서울도시철도 3호선 본도심 연장 5,218 교통 불수용

  ❍ 민선7기 공약사업 예산 집행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집행률(E)
F/(B+C)×

100

집행액(F)
(G+I)

기투자
집행액(G)

민선7기
집행률(H)
(I/C)×100

  민선7기 연도별 재정 집행 현황

소계(I) 2018
하반기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상반기
시비 86 19 - 86 19 19

□ 문제점 및 해결방안

현       황 문제점 및 원인 해결방안 및 정책대안

해당 없음

□ 기대효과 
❍ 시민과의 소통 강화 및 시정 운영의 투명성 제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