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약번호 
115 생활거점별 시민순찰대 운영
이행단계
이행 후
계속추진

임기구분 사업주체 신규여부 사업기간 고용창출 시민참여

임기내 성남시 계속 장기 629명 3,873명

주관부서 재난안전관 재난안전관 이연형, 안전협력팀장 김해자, 담당 김병선 ☎ 729-4202

협조부서 동 행정복지센터 

협력체계

시민참여 설문조사 등

□ 정책목표

재난·재해 및 사건·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여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각종 
시민불편사항 해소를 통하여 언제 어디서나 안전한 성남 만들기에 이바지

□ 개    요

   ❍ 근거법령: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

  ❍ 사업대상: 관내 44개동(수정구 16, 중원구 10, 분당구 18)

  ❍ 사업기간: 2022. 3. 2. ∼ 11. 30.(9개월)

  ❍ 근로인원: 226명/일

  ❍ 운영시간: 월∼금요일(공휴일 제외) 08:00∼익일 01:00 사이 

               동별·세부사업별 2∼4시간씩 운영

  ❍ 거점공간: 동 행정복지센터

  ❍ 사업유형: 순찰사업(키즈존, 유스존, 실버존, 빌리지존, 파크존 등), 

안심귀가사업, 교통안전지킴이 등 65개 세부사업

  ❍ 추진근거

 ❍ 이행 로드맵(연도별 추진계획)

추진연도 추진일정 추진계획 비고

2018년 3~12월 ∘ 성남시민순찰대 공공근로사업(3개 동)

2019년 3~11월 ∘ 생활거점별 성남시민순찰대 운영

2020년 3~11월 ∘ 생활거점별 성남시민순찰대 운영

2021년 3~11월 ∘ 생활거점별 성남시민순찰대 운영

2022년 3~11월 ∘ 생활거점별 성남시민순찰대 운영

2023년이후 3~11월 ∘ 생활거점별 성남시민순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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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026 2,190 5,788 224 1,456 1,496 1,712 900 20,048

□ 목표달성 확인지표: 공약 이행률 100%

연도 확인지표 비중
(100%) 목표(A) 실적(B) 달성률

(B/A)×100

2018년 사업계획 수립
시민순찰대 운영 25 계획 수립

시민순찰대 운영
7월 재도입 계획 수립

3개 동 운영 100

2019년 사업계획 수립
시민순찰대 운영 25 시민순찰대 운영 11개 동 운영 100

2020년 시민순찰대 운영 25 시민순찰대 운영 20개 동 운영 100

2021년 시민순찰대 운영 25 시민순찰대 운영 39개 동 운영 100

2022년 시민순찰대 운영 계속 시민순찰대 운영 44개 동 운영 100

□ 공약 이행사항
❍ 사업성과                                     (단위: 건, 2022. 2.28.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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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      계 61,731 12,528 11,315 19,775 18,113

방역활동(코로나19) 3,975 915 3,060

돌봄서비스(독거노인) 3,313 301 2,318 694

안심귀가 7,185 75 2,243 2,387 2,480

무단투기 쓰레기 등 환경정비 26,459 10,283 2,758 8,010 5,408

시민돌봄 6,157 2,063 2,543 1,551

시민계도 3,481 1,209 899 1,373

공공시설물 파손확인 3,342 1,183 1,139 1,020

횡단보도 교통지도 3,328 758 981 1,589

기타 4,491 1,869 1,101 583 938

    ∙ 사업추진상황 

2018년 사전교육 2019년 발대식 2020년 운영상황 2021년 운영상황



❍ 공약사업 이행상황

연도 구       분 주    요    내    용 시민참여

2018년 시민순찰대 운영

◦ 1~2월: 2018년 성남시민순찰대 공공근로 모집 및 선발
◦ 3~12월: 2018년 성남시민순찰대 공공근로사업 운영
◦ 7. 19일: 생활거점별 시민순찰대 재도입 추진계획 수립
◦ 8~10월: 2019년 시민순찰대 동별 수요조사
◦ 11. 20일: 2019년 세부추진계획 수립
◦ 12. 28일: 2019년 성남시민순찰대 모집계획 수립
◦ 12. 31일: 2018년 성남시민순찰대 공공근로 운영결과 보고

◦설문조사: 28명

2019년 시민순찰대 운영

◦ 1~2월: 2019년 성남시민순찰대 모집 및 선발
◦ 3~11월: 2019년 생활거점별 성남시민순찰대 운영
◦ 8. 22일: 2020년 성남시민순찰대 추진계획 수립
◦ 9월: 2020년 성남시민순찰대 동별 수요조사
◦ 10월: 2019년 성남시민순찰대 설문조사
◦ 10. 25일: 2020년 성남시민순찰대 운영계획 수립
◦ 12. 26일: 2020년 성남시민순찰대 모집계획 수립
◦ 12. 28일: 2019년 성남시민순찰대 운영결과 보고

◦설문조사: 717명

2020년 시민순찰대 운영

◦ 1~2월: 2020년 성남시민순찰대 모집 및 선발
◦ 3~11월: 2020년 생활거점별 성남시민순찰대 운영
◦ 7~8월: 2021년 성남시민순찰대 동별 수요조사
◦ 10. 22일: 2021년 성남시민순찰대 추진계획 수립
◦ 10월: 2020년 성남시민순찰대 설문조사
◦ 12. 22일: 2021년 성남시민순찰대 운영결과 보고
◦ 12. 29일: 2021년 성남시민순찰대 세부추진계획 수립

◦설문조사: 1,178명

2021년 시민순찰대 운영

◦ 1~2월: 2021년 성남시민순찰대 모집 및 선발
◦ 3~11월: 2021년 생활거점별 성남시민순찰대 운영
◦ 7~8월: 2021년 성남시민순찰대 동별 수요조사
◦ 10월: 2020년 성남시민순찰대 설문조사
◦ 12. 14일: 2021년 성남시민순찰대 운영결과 보고
◦ 12. 27일: 2022년 성남시민순찰대 추진계획 수립

◦설문조사: 1,950명

❍ 향후계획

연도 구       분 주    요    내    용 시민참여

2022년 시민순찰대 운영

◦ 1~2월: 2022년 성남시민순찰대 모집 및 선발
◦ 3~11월: 2022년 생활거점별 성남시민순찰대 운영
◦ 8월: 2023년 성남시민순찰대 동별 수요조사
◦ 10월: 2022년 성남시민순찰대 설문조사
◦ 12월: 2022년 성남시민순찰대 운영결과 보고 및 2023년 추진계획 수립

2023년 시민순찰대 운영

◦ 1~2월: 2023년 성남시민순찰대 모집 및 선발
◦ 3~11월: 2023년 생활거점별 성남시민순찰대 운영
◦ 8월: 2024년 성남시민순찰대 동별 수요조사
◦ 10월: 2023년 성남시민순찰대 설문조사
◦ 12월: 2023년 성남시민순찰대 운영결과 보고 및 2024년 추진계획 수립

  ❍ 협력체계 구축

단체(기관)명 주요내용 추진상황 비고

경찰서
(수정, 중원, 분당)

성남시민순찰대 참여자 
범죄경력 조회 ◦ 2월: 범죄경력 조회(완료)

운영동 인근 
파출소 및 지구대

성남시민순찰대 야간 근로자 
화장실 이용 등 ◦ 3~11월: 화장실 이용 등 협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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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3..31.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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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반기

시비 85.7% 6,839 2,190 80% 4,649 224 1,358 1,402 1,625 40

※ 공약사업 향후(민선8기) 예산 집행 전망                          
(단위: 백만원, %)

구분 총
사업예산 기투자 민선7기

집행액

  민선8기 연도별 재정집행 전망

소계 2022
하반기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상반기

시비 27,730 2,190 5,213 13,180 1,980 3,000 3,200 3,400 1,600

  ※ 2026년 하반기 ~ 2027년 재정집행 전망: 7,727백만원

□ 공약사업 연속성 확보 방안
❍ 민선7기 이후에도 매년 동별 수요조사를 통해 안심귀가, 재개발구역 순찰, 

코로나19 방역활동 등과 같이 시민들의 니즈를 만족시킬 수 있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사업의 연속성 확보

□ 기대효과

❍ 안전에 대한 시민 불안감 해소로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도시 조성에 기여

❍ 범죄, 화재, 교통사고 등 각종 재난 및 재해 예방을 통해 안전에 대한 

시민의 불안감을 해소하여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도시 조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