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약번호 
125 IOT 기반 공유주차 시스템 구축

이행단계
이행완료

임기구분 사업주체 신규여부 사업기간 고용창출 시민참여

임기내 성남시 신규 장기 - 명 - 명

주관부서 주차지원과 과장 김연수 729-2170, 주차나눔팀장 문광호 729-8935, 담당 김시용 ☎729-8937
협조부서 - -
협력체계 -
시민참여 -

□ 정책목표

공영주차장의 실시간 주차정보를 공유플랫폼 업체에 제공하여 시민이 
실시간 주차정보를 확인하고 주차함으로서 주차난 해소 및 주차 질서 
확립에 기여

□ 개    요
  ❍ 사업대상 : 성남시 공영(노외)주차장 

  ❍ 사업기간 : 2019. 2. ~

  ❍ 사업내용 : 스마트폰 앱을 통한 공영주차장의 주차정보(위치, 실시간

                 주차공간 확인 등) 제공으로 주차 공간 공유 추진

  ❍ 이행 로드맵(연도별 추진계획) 

추진연도 추진일정 추진계획 비고

2018년 하반기 ∘ 공약 이행계획 방침 결정

2019년 연  간 ∘ 조례 개정 및 공영주차장 IoT 기반 주차 관제 서비스 도입

2020년 연  간 ∘ 공영주차장 IoT연동형 주차설비 교체 및 주차공유 플랫폼에 정보 제공

2021년 연  간 ∘ 공영주차장 IoT연동형 주차설비 설치

2022년 연  간 ∘ 공영주차장 IoT연동형 주차설비 설치

□ 재정투입계획                                 (단위: 백만원)

구분 총사업비(A)
(B+C+D)

기투자
(B)

  민선7기 연도별 재정투입계획 향후(D)
(202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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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반기

시비 900 900 900



□ 목표달성 확인지표: 공약 이행률 100%

연도 확인지표 비중
(100%) 목표(A) 실적(B) 달성률

(B/A)×100

2018년 방침 결정 20 방침 결정 방침 결정(8월) 100

2019년
계획 수립 및 조례 개정

정보 공유 업무 협약
주차정보 공유시스템 구축

80
계획수립 및 조례 개정

업무 협약
공유시스템 구축

계획 수립(2월) 조례 개정(7월)
업무협약(8월, 카카오T)
주차장 32개소 구축

100

2020년 IoT 연동형 주차장 조성 계속 공유시스템 구축 주차장 30개소 구축 100

2021년 IoT 연동형 주차장 조성 계속 공유시스템 구축 주차장 2개소 구축 100

2022년 IoT 연동형 주차장 조성 계속 공유시스템 구축 - -

□ 공약 이행사항
❍ 사업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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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카오T를 이용한 주차정보 공유 업무협약 (카카오T)
공영주차장 32개소

공영주차장 
30개소

공영주차장 
2개소

    ∙ 사업추진상황

성남중앙공설시장(2019) 복정도서관( 2019) 등32개소

 수정구 복정동 647-11번지
 IoT 연동형 주차장 조성

수정구 복정동 647-11
IoT 연동형 주차장 조성

수진동 587 (2020) 등 30개소 백현동 563(2021) 등2개소

수정구 수진동 587
IoT 연동형 주차장 조성

분당구 백현동 563번지
IoT 연동형 주차장 조성

❍공약사업 이행상황

연도 구       분 주    요    내    용 시민참여

2018년 추진방침 결정 ◦ 8월: 공약 이행 방침 결정

2019년
조례 개정 및 주차정보

공유시스템 연동

◦ 7월: 성남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개정
◦ 3. 14.: ㈜카카오모빌리티와 업무협약 체결
◦ 11월: 주차장 32개소 IoT기반 주차공유시스템 연동 완료
  - 스마트폰앱 카카오T를 이용한 주차정보 공유

2020년 IoT 연동형
주차 시설 구축

◦ 2월: 주차장 30개소 IoT기반 주차정보 연동 관제 설비 교체 
◦ 3월: 스마트폰앱 카카오T를 이용한 주차정보 공유

2021년 IoT 연동형
주차 시설 구축

◦ 2월: 주차장 2개소 IoT기반 주차정보 연동 관제 설비 설치 
◦ 6월: 스마트폰앱 카카오T를 이용한 주차정보 공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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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31.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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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반기

시비 73.3 660 - 73.3 660 660

□ 문제점 및 해결방안

현       황 문제점 및 원인 해결방안 및 정책대안

IoT 연동형 주차설비
 ◦ IoT 연동형 주차설비의 주차자 정보
    정확성 부족

◦ IoT 연동형 주차설비의 주차정보 정확성 향상
◦ 정보의 정확성 향상을 통하여 정보의 질 향상

□ 공약사업 연속성 확보 방안

  ❍ 지속적인 주차정보 정확성 향상 및 정보공유 다양화 추진

□ 기대효과 

  ❍ 물리적 주차장 공급 한계(공간적, 재정적)극복

  ❍ 주차장 이용 편의 개선 및 주차면 활용성 증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