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과 도시, 공간과 문화, 참여와 소통이 공존하는
더 나은 서울을 만듭니다

미래발전방안을 소개합니다

사회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공기업,
시민이 살기 좋은 도시, 번영하는 도시 서울을
어린이날, ‘어흥’ 하고

만들기 위해 서울시설공단이 앞장서겠습니다.

호랑이가 포효 한번 하면
아이들이 좋아할텐데!

청계천이 시민들에게

시민들이 지하도상가에서

휴식을 주는 생태하천

쾌적하게 쇼핑하려면?

으로 다시 태어나려면
어떻게 하지?

월드컵 4강 진출했던

시민들의 편안한 출근을

그때처럼 시민들이

위해 밤새 내린 눈을

환호하는 것은

신속히 치우자!

무엇일까?

공기업이 잘해야

보다 위로가 되면서도

세금도 아끼고 시민도

저렴하게 장례를

행복해 지니까!

치루려면?

공단 직원들은 24시간 시민들의 편안한 도시생활을 위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2013년 창립 30주년을 기점으로 공간 자원을 나누고, 시민의 지혜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결합하고, 시민참여가 보장되는 열린 경영으로 확대되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미래발전 방안을
고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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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중심의 도시기반서비스를 창출하는 혁신 공기업

경영효율성 증대
안전관리 철저

사람중심경영

자율책임경영

시민참여 확대
입체적 서비스 제공
일자리 나눔
의례비용 절감

문화공감경영

지속가능경영

시민께 드리는 약속

경영효율성 증대

시민중심의 도시인프라 서비스를 창출합니다
아시아 스포츠문화 성지로 도약하는
서울월드컵경기장

시민들이 채워가는 어린이 천국
어린이대공원

지속가능한 선진 장사 문화를 조성하는
서울시립승화원, 서울추모공원

시민과 상인이 함께 꿈꾸는 공간
지하도상가

시민과 함께 누리는 도심 속 생태하천
청계천

기본에 충실한 최고의 안전관리
도심지공사감독, 공동구 등 도시기반시설,
자동차전용도로

시민편익을 위한 교통시설관리
공영주차장, 공영차고지, 혼잡통행료징수 등

시민과 함께 하는 공유경영

예산은 덜 쓰고, 수익은 더 창출하겠습니다.

안전관리 + 소프트 파워
안전관리는 기본으로 하고 대시민 인프라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창출하겠습니다.

시민참여 확대
시민! 더 이상 수혜자가 아니라 주인입니다.
시민참여의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입체적 서비스 제공
개별적인 시설관리를 넘어 공간을 활용한 융복합 서비스를
창출하겠습니다.

일자리 나눔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과 협업하고 어르신들께 일자리를
제공하겠습니다.

의례비용 대폭절감
반값 장례비, 간소 혼례 등 공공서비스를 확충해서 보다 실속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서울월드컵경기장

장애인콜택시

02-2128-2002

1588-4388

www.seoulworldcupst.or.kr

calltaxi.sisul.or.kr

경기장 대관, 문화행사 장소 대관

중증장애인의 이동편의 서비스

어린이대공원

공영주차장 정기권 예약

02-450-9311

02-2290-6316

www.childrenpark.or.kr

parking.sisul.or.kr

동물원, 놀이동산, 체험프로그램 등

지하철 환승 주차장 및 노외·노상 주차장

청계천

도시고속도로 교통관리센터

02-2290-7111

1577-2332

www.cheonggyecheon.or.kr

smartway.seoul.go.kr

생태교실, 수상패션쇼, 자전거대여,

교통정보안내, 속도 통계자료 제공

청혼의 벽 등

서울시립승화원

도로종합상황실

031-960-0236~7

02-2290-6112~3

www.memorial-zone.or.kr

24시간 도로이용불편신고

화장 예약, 묘역 탐방 프로그램

서울추모공원

#6114

1577-2082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휴대전화 문자로 보내주세요.

www.memorial-park.or.kr
장사관련 정보제공, 화장 예약, 아름다운여행
(학생 및 어르신 대상 체험프로그램) 등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
서울시 성동구 청계천로 540 (133-739)
T. 02-2290-6114
www.sisul.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