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약사업-88

시민청원제 도입 ‧운영

임기구분 사업주체 신규여부 예산구분 추진상황
임기내 임기외 국가 국가/자체 자체 신규 지속 예산 비예산 완료 추진중

● ● ● ● ●

◦ 주요 시책이나 사회적 이슈, 집단민원 등에 시민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직접민주주의 실현

◦ 우리시 민원․제안 시스템은 국민신문고를 통한 개별시민의 단순 제안이나 민원 접수

기능만 가능하여, 집단민원 및 지역적 쟁점에 효과적인 다수의견 반영이 어려움

 운영개요

◦ 자    격 : 만14세 이상 포항시 홈페이지 일반회원 (1인 1계정)

- SNS 간편로그인(카카오톡,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네이버) 기능 추가

- 최초 접속시 개인정보(생년월일, 성별, 주소, 연락처) 입력

◦ 청원대상 : 시정 관련 쟁점 및 정책 건의사항 등

- 청원내용 적정성 검토 후 7일 이내 청원사이트 표출

※ 적정성 검토(포항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준용)

① 욕설 및 비속어를 사용한 청원

② 폭력적이고 선정적인 내용을 담은 청원

③ 청소년에게 유해한 내용을 담은 청원

④ 허위 사실이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 포함된 청원

⑤ 동일 이용자에 의해 동일한 내용으로 중복 게시된 청원

(최초 1개의 청원만 남기고 직권‘숨김’ 또는 ‘삭제’)

⑥ 행정기관에 특정 처분을 요구하는 단순 민원, 제안, 상담(국민신문고로 민원 직권 이첩)

◦ 처    리 : 30일 이내 1,000명 이상 동의 시 관련부서 검토 후 답변

- 국장급 이상 간부공무원이 공식 답변(영상 또는 텍스트)

- 기준수 이하 청원에 대해서는 공식답변 불필요

(단, 운영부서에서 중요사안으로 판단시 검토 및 답변 가능)

※ 기준수 1,000명 : 포항시민의 0.2% (국민청원 20만명, 서울시 1천명)

- 10일 이내 답변(단, 청원투표 실시할 경우 20일 연장)



※청원투표 : 사회적 이슈, 찬반양론 예상 청원에 대해 P-voting 개설 후 투표 실시

- 간부회의 테마보고 주제로 선정하여 시책반영 여부 결정

 청원절차

  

회원가입 ․  청원신청
∙홈페이지 등록회원(열린시장실 / 스마트포항)

⇩
적정성 검토

∙운영부서
 - 선정적, 비속어, 명예훼손, 단순민원 등 미표출

⇩ ⤏ ※� 부적정� :� 별도� 관리(사유기재)

청원 등록
∙30일간 1,000명 이상지지

⇩
청원 검토

∙관련부서
 - 간부회의(검토) 자료 준비

⇩
청원투표

∙사회적 이슈 ․ 찬반양론 : 20일간 찬반투표
∙P-Voting ‘정책투표’ 활용

⇩
간부회의

∙테마보고
∙시책반영 여부 결정

⇩
답변공개

∙10이내 홈페이지에 답변 게시

 추진상황 및 세부추진계획 (2019.1.15 기준)
◦ 청원건수 : 123건(진행중 18건, 종료 105건)

◦ 청원답변 : 1건 예정(2019. 2. 1)

- 우현동 중해마루힐 건축 관련 청원(공감수 1,017 / 조회 17,688)

 향후계획

◦ 분기별 청원결과 분석 및 문제점 및 개선사항 발굴

◦ 시민참여 이벤트 개최를 통한 대시민 홍보강화

추진
부서

자치
행정과

부서장
김복조
(2060)

담당
손석민
(2072)

담당자
김종호
(2073)

협업
부서

정보통신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