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교 비상취수원 문제 공론화, 상생협약
Ⅰ. 추진배경
□

광교상수원보호구역 해제 VS 존치 대립 심화에 따라 광교지역 주민불편 해소 및 수질보전을 위한
상생방안 마련 필요

○ 광교주민 입장 : 광교상수원보호구역 해제 & 개발제한구역 존치
○ 시민사회 입장 : 광교상수원보호구역 해제 반대
•
•
•
•

‘14년~ 15년 지역주민 ‘광교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요구 본격화
‘16년 시민사회 ’광교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사회적 합의 요구
‘16년~ 17년 좋은시정위원회를 위한 합의 노력
‘17년 사회적 협의기구 「광교산상생협의회」 출범

Ⅱ. 사업개요
□ 사회적 협의기구 광교산상생협의회 출범 및 운영
○ 추진원칙
∙ 주민들을 위한 규제완화 및 지원방안 모색
∙ 광교저수지 비상취수원 기능유지
∙ 자연생태환경 및 경관의 보전․관리
○ 운영기간 : 2017. 7. 28. ~ 2018. 2. 21. (7개월간)
○ 구성인원 : 20명(행정-5, 의회-2, 전문가-5, 광교주민 대표-3,

시민환경단체 대표-3, 거버넌스 기구 대표-2)
○ 운영실적 : 총25회 회의, 방문설문조사, 현장조사, 공론화(4회)

☞ 광교산상생협의회 위원 협약 체결

Ⅲ. 추진내용
□ (다같이 의논) 전체 및 분과회의 활동

: 총 30회 회의

○ 전체회의를 통한 상생협의회 논의 과제 선정 및 의결
○ 분과활동를 통한 자료분석, 의견교환 등 과제에 대한 협의
○ 209일 동안 30번의 회의를 통한 상생협력 협약 체결
○ 광교산상생협의회 실무TF팀과 함께 환경부 미팅 등 실무협의

□ (주민들과 만남) 현장방문 및 설문조사

: 130가구 설문조사

○ 광교상수원보호구역 내 생업에 따른 불법행위 현장 조사
○ 130가구 일대일 면접설문조사 실시

□ (시민과 소통) 상생토론회

: 시민패널 50인 선정

○ 광교상수원보호구역 문제 공론화를 통한 공감대 형성
○ 광교상수원보호구역 문제에 대한 사전설명회(2회) 및 토론회(2회)
○ 광교산상생협의회 대안 제시 배경 및 내용 검증

Ⅳ. 추진성과 및 향후계획
□ 환경보전과 규제완화를 온전히 시민의 힘으로 풀어낸 모범적 사례
○ 가뭄, 폭우 등에 대비해 광교저수지 비상취수원 기능 유지
○ 시민들의 참여와 수원시 행정적 지원을 통한 거버넌스 성과
○ 광교상수원 문제에 대한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전국적 모범사례
• 언론보도 : 153건 ( ‘16년-25건, ‘17년-80건, ‘18년-48건)

□ 광교상수원지역 상생발전을 위한 지원 체계 제도화
○ 수원시 광교상수원지역 친환경관리 및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공포 -- 2019. 7월
○ 광교상수원보호구역 변경 지적고시 ---------------- 2019. 7월
○ 광교산상생협의회 시즌2 ‘광교상생위원회’ 구성 ------ 2019. 8월
○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수질오염행위 단속 ---------- 지

속

Ⅴ. 보도자료 및 관련사진

2017.7.28. 출범식

2018. 2. 21. 협약식

2016. 2. 21. 경인일보 기사

2018. 2. 21. 한겨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