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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업무계획
사람이 반갑습니다 휴먼시티 수원



신이성지 : 신뢰를 바탕으로 시정을 완성한다

出典 : 論語(논어) 

•원전의 뜻 : 믿음으로 이룬다

   ○  공자 말씀하시길, 군자는 옳음으로 본질을 삼고, 예의를 갖추어 행하며, 

       겸손하게 나가고, 믿음으로 이루니, 군자이다!

   ○ 원문 : 子曰, 君子義以爲質, 禮以行之, 孫以出之, 信以成之, 君子哉!

•행정적 의미 

   ○  지난 임기의 시정을 반성해보고 시민에게 약속한 사업을 완성하기 위해 

       재도약하는 해

•함의 : 믿음과 완성을 위한 일관된 시정

  ○ 믿음(信) :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신뢰의 시정 철학

  ○ 완성(成) : 기획하여 시작한 일을 계속하여 실행하고 완성함

2014년 갑오년 신년화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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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정 
기본현황   

  일반현황

•인      구 : 1,175,103명 (전국의 2.3% / 경기도의 9.6%) 

•면      적 : 121.08㎢ (전국의 0.14% / 경기도의 1.2%)

•행정구역 : 4구 40동 1,465통 6,787반

  행정조직

•기      구 : 1실 7국 5직속기관 10사업소 4구 5담당관 3단 5관 77과 40동

•공 무 원 : 2,653명 (시 1,397명, 구·동 1,256명)

  기반시설

•주      택 :    285,515호 (보급율 94.0%)

•상 수 도 : 1,160,938명 (보급율 99.9%)

•하 수 도 : 1,147,955명 (보급율 98.4%)

•도로개설 : 889㎞ (개설율 78.04%), 지하철 (42.5㎞)

•공원면적 : 16,352천㎡ (2011년 14,445천㎡)

  주요시설

•학      교 : 203개 (대학 6, 고등 41, 중 56, 초 97)

•복지시설 : 368개 (사회복지 20, 여성 8, 노인 236, 장애인 37, 아동 61)

•도 서 관 : 118개 (공공 9, 새마을문고 48, 작은도서관 61)

  예산규모

Administrative Plans for Suwon,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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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주요 
시정성과  

•더 좋은 일자리 창출 인프라 구축 및 지원

•취업지원 및 고용안정 강화

•사회적기업 발굴 육성

•비정규직 노동자 복지센터 설립 운영   전국최초

• 전통시장 자활기반 구축

•서민경제 안정을 위한 물가대책 추진

•도시환경에 맞는 다양한 농업정책 추진

•산·학협력과 지식재산 강화 지원

•중소·벤처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 노·사·민·정 협력사업 추진

•체납 징수활동으로 자주재원 확충

• 자발적 자원봉사 도시 조성

•Yes생활불편 민원처리 만족도 조사

•청렴으로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

•안전한 도시 구현  

•공직자 후생복지 지원사업 추진

•인구 100만 대도시 행정역량 확보

  

•생태교통 수원 2013   전국최초

• 지속가능한 도시, 환경수도 수원

• 기후변화대응 온실가스 감축 추진

• 범시민 에너지 줄이기 운동 

•"쓰레기와의 사랑과 전쟁" 사업 추진

•저탄소 녹색환경을 위한 자원 재활용 추진

•어린이 식생활안전 관리

•통합 물관리 및 수질오염총량제 시행

•자연이 공존하는 녹색공간 확충

•녹색건축물 지원사업   전국최초

•+α의 경쟁력, 주민과 행정의 역량강화

•<희망의 상호작용> 마을르네상스 거버넌스 

•수돗물 신뢰도 향상 전개

•지하수 도우미 기술지원단 운영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

• 아동의 건강한 성장 및 자립기반 도모

•저소득 아동을 위한 드림스타트사업 운영

• 사회안전망 체제 구축

• 휴먼서비스센터 운영

•복지마법사 서비스   전국최초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 지원

•아동·여성 보호 안전망 강화 

•우먼 하우스케어 방범서비스 운영

•다문화 친화사업 추진

•보건의료서비스 강화 

•건강증진사업 운영

• 「2030년 수원도시기본계획」 수립

•2013 수원시 교통종합계획 수립

•안전하고 편리한 친환경 도로건설

•광역철도(복선전철) 건설사업

•수원역 환승센터 건립추진

•교통약자 편의시설 강화

• 친환경 도시개발사업 추진

• 주거생활 안정 및 자족형 신도시 건설 

•조화롭고 품격 있는 도시경관 조성 

•미래지향적인 ‘공공기관 종전부지’ 활용

• 고은시인과 함께하는 세계 작가페스티벌 행사 

• 2013 수원화성국제연극제 지원

•2013 수원합창페스티벌 개최

•체류형 관광을 위한 기반조성

•우수한 사료수집, 유물구입과 DB 구축

•건강하고 행복한 교육복지 지원

• 쾌적한 학교시설 및 환경개선 지원

•평생학습 문화 확산과 네트워크 강화

•프로야구 10구단 유치

•제59회 경기도체육대회 9연패 달성

• 국제 및 전국규모 스포츠대회 개최

• 생활체육 활성화 추진  

실속있고 내실있는 
수원경제 육성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그린시티  

어려움을 함께하는 
따뜻한 복지실현

01
02

03 편리하고 살기 좋은 
도시공간 창조

•수원시정연구원 개원 및 운영   전국최초

•지방자치분권 추진 역량 강화

•시민창안대회 개최

•참여하고 소통하는 열린행정 추진

• 시민이 주체가 되는 광역행정 추진

•수원·화성·오산 상생협력 추진 

• 시민의 삶의 가치를 높이는 인문학 중심도시 

•인권조례 제정 및 인권 거버넌스 구축

소통과 참여의 
신뢰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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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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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품격 문화」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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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주요 

시정성과  

  더 좋은 일자리 창출 인프라 구축 및 지원

•전국 최초의 창업인프라 구축

1인 창조기업·
시니어 비즈플라자

창업지원센터 창업성장지원센터

예비창업자  창업 초기

27개 기업, 881명

창업 초기  창업 기반조성

20개 기업, 250명

지속가능한 성장기업 육성

 1,612㎡(지상 2 ~ 5층)

사무실 20, 비즈니스실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 추진 …………………………… 7개과정 268명 755백만원

•인재 인큐베이팅 사업 추진  ……………………………………………………………………70명

  공공근로·청년층 직장체험 연수제 운영 등 단기일자리 지원

•공공근로사업 등 3개 사업추진 …………………………………………………………… 2,120명

•마을기업 육성 ………………………………………………………………………………… 9개소

  취업지원 및 고용안정 강화

•「일자리 센터」 운영 기능 강화  ………………………………………………………취업 3,137명

•취업성공을 위한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29회 4,315명

•로컬 네트워크 일자리 박람회 개최 …………………………………………………………… 2회

•일사천리 일자리 사업단 운영  ……………… 구직신청 429명, 구인신청 153개 업체 834명

  지속 가능한 사회적기업 발굴 육성 및 성장 기반 조성

•사회적기업 육성기반 조성

구 분
업체수 (개) 종업원수 (명)

계 인증 예비 계 인증 예비

2012.12.31현재 43 13 30 474 171 303

2013.10.31현재 53 17 36 694 279 415

•사회적기업 발굴 육성 재정지원  ……………………………………………………… 64개 기업

•협동조합 도시 만들기 추진  

  협동조합 현황                                                                                                      (단위 : 개)

총 계 사회적 협동조합 일반협동조합

인가, 수리 조합원수 인 가 조합원수 수 리 조합원수

48 1,142 8 666 40 476

  협동조합 활성화 연구용역 및 아카데미, 협동조합 컨설팅 및 신고

  (양대노총 공동) 비정규직 노동자 복지센터 설립 운영  전국최초

•개    소 : 2013. 9. 23

•규    모 : 54.12㎡

•수원시 비정규직 정책조례 공포 …………………………………………………… 2013. 7. 31

•지역 공론화를 위한 관련단체 간담회 ………………………………………………………… 6회

•홈페이지 구축 ………………………………………………………2013. 11. 15 ~ 2014. 1. 15

  전통시장 자활기반 구축을 통한 서민경제 활성화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을 통한 자활기반 마련  …………………… 7개사업 5,655백만원

•전통시장 특화 및 특성화 육성사업

  팔달문 시장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 : 9개사업 333백만원

  1시장1대학 자매결연 특화시장 육성 : 1개시장 800백만원

•전통시장 토요 한마당(지동교)  …………………………………………………28회(매주 토요일)

  착한가격업소 육성 지원 

•현   황 

계 음식점 세탁업 이·미용 목욕업

133 94 10 25 4

• 지원내용

  쓰레기봉투(50ℓ) 40매, 표찰 및 옥외가격표지판, 상하수도요금 등 지원

  블로그 및 SNS(수원시물가알리미) 홍보

  「수원시 착한가게」 스토리북 제작 홍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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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환경에 맞는 다양한 농업정책 추진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공급 ……………………………… 151개교, 115,708명, 3,180백만원

•농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농가 지원사업 ………………………………… 14개사업, 683백만원

•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사업 추진 ………………………………… 79명, 254백만원

•당수동 시민농장(329,345㎡) 텃밭분양 및  체험농장 운영 ………………………… 1,143구좌

  산·학협력과 지식재산 강화 지원

•「창업보육센터운영지원」 6개 센터 250여개 입주기업 지원 ………………………… 100백만원

•「광역경제권연계협력사업」 스마트프로덕트 신산업육성 지원 ……………………… 100백만원

•「대학 선도 기술 전담조직 지원 사업」 중소기업 기술사업화지원 ………………… 100백만원

•「산업기술연구기반구축사업」 항노화산업 지원센터 지원 …………………………… 200백만원

  중소·벤처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제품(환경)·시각(포장) 등 산업디자인개발 및 컨설팅 지원 ………………………… 100백만원

•기술개발 지원 등 산업패밀리 클러스터 사업 지원 ………………………………… 100백만원

•국내외 제품 홍보 및 기업환경 개선사업 지원 등 …………………………………… 134백만원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활성화지원 …………………………인증지원 등 10개사업 215개업체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구    분 지원 업체수 융자·추천금액 비고

융자 지원 62 15,620

특례보증 추천 11  1,420

  기업투자 유치 및 고용창출

•삼성 모바일연구소(R5) 준공 ……………………………………8,000억원 투자, 10,000명 고용

•광교신도시 지원시설 용지 내 유치 …………………………………………… 34업체 295천㎡

•기업유치 ………………………………………………  30개 업체(개별 22개 업체, 산업단지 8)

  변화와 상생의 노·사·민·정 협력사업 추진 

•노사민정 인프라 강화를 위한 4개분야 ………………………………… 18개사업 261백만원

•노동조합 상생의 화합을 위한 노동절 기념행사 등 …………………………8개사업 66백만원

•근로자복지관의 재취업 교육 및 교양 등 ………………………………………37개과목 3,520명

•지역인력 정보 공유를 위한 직업소개소 홈페이지 구축

    ※ 노사민정 4년 연속 최우수 지자체 선정

  강력한 체납 징수활동으로 자주재원 확충

•고액의 고질·상습 체납자 집중 정리

  제로택스특별기동팀 체납액 징수 : 554건 1,858백만원

  3천만원이상 고액 체납자 명단공개 예고 : 129명

  금융거래 정보조회 : 4,632건

  공공기록 정보등록 : 308건 6,972백만원

•자동차세 체납차량 체납액 정리

  대포차량 추적 특별 기동팀 운영 : 554건 1,858백만원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 3,224대 2,618백만원

  5회이상 체납차량 전국 징수촉탁 : 584대 1,310백만원

  차량 인도 명령 후 공매처분 : 409대 122백만원

•세외수입 체납액 전자예금압류시스템 도입운영 ………………………………………10개부서

  세외수입 징 수 액 : 1,095백만원

  세외수입 예금압류 : 6,830백만원

  지방세 고지서(4종) 스마트폰 앱(App)전자고지 도입 

•서비스 개시 : 2013. 1. 18

•앱 전자고지 신청현황 ………………………………………………14,854건(2013. 8. 7일 현재)

•앱 전자고지 발송현황 ……………………………………………… 1,341건(2013. 8. 7일 현재)

2013년 

주요 

시정성과  

2

 (단위 :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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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보매체 활용을 통한 시정 홍보

•시정소식지 “와글와글” 발행 : 매월 1회, 20,000부 지면 및 전자책 발행 

•수원시 웹진 운영 : 25,450명(e-mail 수신동의자), 주1회(매주 금요일) 발송

•시민중심 인터넷 신문(e수원뉴스)·방송(iTV), 디지털게시판 등 운영

  Yes생활불편 민원처리 만족도 조사

구 분 평균점수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 매우불만 미응답

가사홈

서비스

계 96.5 350 26 10 6 1 0

신속도 96.8 349 26 12 4 0 2

친절도 97.5 361 17 7 3 2 3

공공

시설

민원

계 83.4 107 30 12 13 13 0

신속도 80 98 24 14 18 16 5

친절도 81.8 82 16 10 12 12 43

  청렴으로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  

•청백-e시스템 시나리오별 사용자 교육 ……………………………… 개별 129종, 통합 75종

•일상감사 및 현장감사로 예산절감과 시민안전 대책 확보

  계약심사업무 심사대상 사업 강화로 예산절감 : 3,950백만원

  전문기술자로 구성된 시민안전망 확보 : 연 27명

※ 청렴도 순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75위 65위 58위 27위 6위

  안전한 도시 구현  

•도시안전통합센터 CCTV 통합 ………………………………………………… 538개소 1,299대

•우먼하우스케어 방범 서비스 ………………………………………………………………… 160명

•통합방위 종합상황실(C4I) 네트워크 구축  최초

  전·평시 상황과 각종 재난사태 대비 영상 디지털 전송사업 및 화상회의시스템

  여성예비군 창설 : 48명

2013년 

주요 

시정성과  

2

02 시민이 감동하는 열린 스마트 행정   활기차고 신나는 직장분위기 조성  

•생태문화체험 ………………………………………………………………………………… 270명

•공직맘! 공직빠!와 함께하는 “아이! 즐거워! 체험” …………………………………… 3회 120명

•모범공무원 국내·외 문화탐방 …………………………………………국내 138명/ 국외 120명

•공직자 국내·외 배낭여행 ………………………………… 국내 3개팀 31명/ 국외 10팀 37명

•공직자 동호회 활동 지원 ………………………………………………………………19개동호회

•시청 구내식당 여유음식 나누기 ……………………………………………… 798명 2,573천원

  공직자 후생복지 지원사업 추진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직장 어린이집 운영 …………………………………………… 2개소

•공직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확대 및 강화

  직원별 복지 포인트 이용, 단체보장보험 가입, 종합건강검진 실시

  소음피해지역 근무자 포인트 지급(월 50천원) : 278명

  격무부서 포인트 지급(월 50천원) : 307명

  임신·출산 포인트 지급 : 107명 16,100천원

  맘쉼터 이용 : 474명(월평균 79명)

  행정수요 변화에 부응하는 기구신설 및 정원 증원

•1실 4과 1사업소 15개팀 신설, 72명 증원

•3급 직제 확보에 따른 기획조정실 신설

•시정 역점 분야 및 공약사업 기능 강화를 위해 조직 신설

  미래비전과, U-city통합센터, 문화유산시설과 신설

•행정수요 변화 및 시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조직 신설 

  장애인복지과, 안전총괄과 신설

  사회복지담당공무원 증원 : 20명

  인구 100만 대도시 행정역량 확보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자치분권 모델 연구용역 추진

  한국지방세연구원, 2013. 2 25∼8. 24(6개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방안 마련 연구용역 공청회 개최

  2013. 6. 27, 한국프레스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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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태교통 수원 2013  전국최초

•기간 : 2013. 9. 1 ~ 9. 30

•대상 : 팔달구 행궁동(신풍·장안 / 2,200세대 / 4,300명 / 등록차량 1,500대)

  생태교통 중심의 도로운영 - “차 없는 마을”

  시범지역 주민 이동수단 지원 및 생태교통 실천 

  보행과 사람중심의 마을만들기(개선), 수원형 도시재생 모델 제시

  생태교통 이동수단 전시, 환경관련 국제 컨퍼런스

  거리축제, 마을투어, 청소년 프로그램, 자원봉사

•이용객 현황 : 약 109만명

  시민과 함께하는 지속가능한 도시, 환경수도 수원

행 사 명 기 간 장  소 참석인원 주관

제15회 지속가능 

전국대회
2013. 9. 4 ~ 9. 6 파빌리온 1,500 수원의제21

생태교통 수원총회 2013. 9. 1 ~ 9. 4 파빌리온 외  600
이클레이

한국사무소

수원 환경영화제 2013. 9. 7 ~ 9. 9 파빌리온, 수원천변 1,500 환경재단

아·태청소년 환경포럼 2013. 8. 4 ~ 8. 9 경기대학교  191 환경시민의모임

동아시아 저탄소

도시 국제포럼
2013. 9. 3 파빌리온  150

이클레이

한국사무소

•환경성질환(아토피)치유센터 건립

  규  모 : 부지(7,995㎡), 건축연면적(2,548㎡)

•녹색자동차보험 추진 ……………………………………………………………가입인원 5,893명

  보험금 수혜 : 869명 52,110천원

03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그린시티 •자동차 저공해화 사업 추진 ……………………………………………… 2,773대 6,853백만원

  저감장치부착 1,040대, 엔진개조 53대, 조기폐차 1,680대

•슬레이트 지붕처리 지원 사업 추진 …………………………………………… 29개소 36백만원

•석면 해체·제거사업장관리  …………………………………………………………………25개소

  기후변화대응 인프라 조성 및 시민주도 온실가스 감축 추진 

•2013년 수원시 온실가스 감축 추진계획 수립 ……………………………………… 2013. 3월

•비산업부문 탄소배출 저감 시범사업 추진 ………………………………………………… 5개소

•기후변화대응 체험교육추진 ……………………………………… 3개프로그램 171회 5,294명

•그린리더 양성 및 CO2 클리닉 운영 ………………………………………………… 900회 100명

•기후변화체험교육관 건립추진 …………………………………………………… 2014. 2월 준공

•온실가스 감축실천‘탄소포인트제’운영 ………………………… 25,075세대, 6,210톤CO2 감축

  범시민 에너지 줄이기 운동 전개 및 건전한 유통체계 구축

•어린이 녹색에너지교실 운영 …………………………………………………………30회 6,368명

•에너지절약 홍보 및 사용제한 단속 실시

  홍보물 배포 31,500부, 자발적 실천 참여서명 468개소, 지도점검 1,900개소

•저소득층 등 미공급 지역 추가 공급 …………………………………………………… 1,400세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 9개소 756백만원

  신·재생 에너지 확대보급을 통한 에너지 자립도 제고 

•공공청사(주민센터) 태양광 보급 ……………………………………… 2개소, 32㎾, 100백만원

•사회복지시설(경로당) 태양광 보급 …………………………………… 4개소, 12㎾, 101백만원

•수원형 그린 홈 보급사업 …………………………………………………… 70가구 105백만원

  “쓰레기와의 사랑과 전쟁” 사업 추진 

•쓰레기 무단투기 제로화 사업 추진

  종량제 봉투 미사용 및 무단투기 쓰레기 미 수거

  자원회수시설 반입규정 위반 시 반입정지

  재활용 분리배출 정착을 위한 재활용 전용봉투 제작·배포 

  생활쓰레기 반입량 전년대비 690톤 감소, 종량제 봉투 판매량 19%증가

•무단투기 감시원(752명), 도로환경감시단(1,879명) 위촉 및 발대식 개최

•도로 입양사업(123단체, 81.2km지정), 클린 누리사업(512회 10,000명)

2013년 

주요 

시정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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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끗하고 편리한 환경 친화적 화장실 조성

•개방화장실 안내표지판 제작 설치 ………………………………………………38개소 2백만원

•생태교통시범지역 화장실 개선사업 추진 …………………………………………………22개소

•화장실문화전시관 방문객현황(11월말) …………………………… 136,215명(일평균 536명)

  저탄소 녹색환경을 위한 자원 재활용 추진

•자원순환 나눔축제 및 나눔장터 운영 ………………………………………1회 2,000명 55개소

•종이팩 자원순환 수거체계 구축 …………………………………………………… 40개동 47톤

•순환자원거래소 홍보 및 체계구축(회원가입 등) ………………………………… 1회 2,300명

•과대포장 줄이기 대형업체 지도점검 …………………………………………………4회 30개소

•폐자원의 재활용

  폐휴대폰 19,098대, 폐건전지 53톤, 폐형광등 103톤, 스치로폼 420톤 395백만원

•재활용 분리수거함 제작 설치 ………………………………………………………………40개소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스템 구축

•공동주택 RFID음식물종량기기 설치 ………………………………………… 346개단지 3,587대

  1단계(영통구) : 91개단지 1,176대

  2단계(장안,권선,팔달,영통 일부) : 255단지 2,411대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수수료 단가 확정 ………………………………………… ㎏당 72원

  어린이 식생활안전 관리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  ……………………………………… 197개교 726개소

•학교주변 어린이 위해식품 특별관리 ……………………………………………  6회 5,290개소

•어린이 보호구역 전담관리원 지정 운영  ………………………………………………………20명

•어린이 그린푸드 체험교육 ………………………………………………………보육시설 105개소

  통합 물관리 및 수질오염총량제 시행

•통합 물관리 기본계획 수립(2013 ~ 2020) 및 기본조례 개정

•수질오염 총량제 시행 : 2013. 6. 4 

•수원천 등 4대 하천 현장투어 추진

  (2013년) 73건 해결, (2014년) 22건 추진, (2015년) 2건 추진

•수원청소년 물포럼 개최(2013. 7.23 ~ 24) 및 수원물포럼(2013. 10월)

  빗물이용시설 설치

•옥상 물탱크 빗물항아리 설치 (발명 특허)  최초

  빗물저금통 설치 : 23개소 지원

•영통고가차도 하부 빗물이용시설 설치

  빗물이용시설 : 2개소(V=20㎥×2개소=40㎥), 초기우수배제시설 등

•광교신도시 빗물이용 노면살수 및 융설 시스템 설치

•국제빗물수집연맹(IRHA) 명예회원 선정 ……………………………… 염태영시장(한국인 최초)

•2013 SBS 물환경대상(정책·경영부문) 수상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녹색공간 확충

•자연 친화형 테마공원 조성 …………………………………………………2개소 10,298백만원

  화장실 문화공원 조성, 밤밭 청개구리공원 조성

•공원 내 편입토지 보상 ………………………………………… 10필지 7,843㎡, 4,537백만원

•그린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학교 숲 조성 ………………………………A = 9,303㎡, 499백만원

•쌈지공원 조성 …………………………………………………………A =18,333㎡, 2,458백만원

•도시녹화 사업 ……………………………………………………… A = 23,594㎡, 1,855백만원

•광교마룻길 조성 ………………………………………………… L =1,496m, B = 2.7m/조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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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색건축물 지원사업  전국최초

•대   상 : 사용승인 후 15년 이상 된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상가주택

•녹색건축물 지원사업(실적) …………………………………………………26가구 / 259,105천원

•지원내용

계 단열공사 창호교체 실내마감 지붕녹화 LED교체 보일러교체 화장실교체

78 20 23 13 1 10 10 1

  시민이 주인되는 마을르네상스 공모사업 활성화 추진

•연도별 공모사업 추진현황                                                                       
 (단위 : 건)

구   분 계 2011년 2012년 2013년 증감건수 증가율

총  계 332  54 131 147 △93 △172%

공 동 체 207  30 85  92 △62 △206%

시설조성  39  13 17   9 ▽ 4 △ 30% 

공간조성  54  11 21  22 △11 △100%

기획공모  22  -  8  14 △14 -

씨앗공모  10  -  -  10 △10 -

※ 소요예산 : 2,725백만원(2013년도 1,030백만원)

•공모사업 현장지원을 위한 공직자 서포터즈 운영 ……………………………… 40개동 129명

•주민추진주체 지원시스템 운영 평가 및 경연대회 개최 …………………………… 1회 300명

•마을만들기 우수주체 및 관계자 표창 ……………………………………………………5회 56명

  +α의 경쟁력, 주민과 행정의 역량강화

•마을르네상스 순회특강 ……………………………………………………………… 3회 350여명 

•찾아가는 마을르네상스 현장 강좌 운영 등 ………………………………………… 6회 600여명

  도시정원 전문가, 맞춤형 주민교육

•국내외 선진도시 연수 …………………………………………………………………… 4회 100명

  캐나다 및 쿠바(3. 12), 일본(4. 22/ 10. 21), 제주도(5. 8)

•2013 수원 마을계획단 운영  전국최초   …………………………………… 37개마을 537명

  마을별 현안 파악 및 미래비전 제시 : 3,800건 

  <희망의 상호작용> 마을르네상스 거버넌스

•「수원시 좋은마을만들기 위원회」 운영 ………………………………………………………… 4회

•대학 - 마을간 연계 프로그램 운영 ……………………………………………………… 3개 대학

•중앙 및 전국지자체 수원시 마을만들기 사례 벤치마킹 ………………………… 20회 300명

•마을 주체별 역량활동 지원 ………………………………………………………… 10회 120명

•마을 만들기 담당자 및 추진주체와의 간담회 개최 ………………………………… 8회 160명

  한국사교육 : 28회, 연인원 816명

  관학연계 교육 : 46개 초등학교 110개반, 연인원 3,101명

  상설 어린이 체험실 운영 : 연인원 30,000여명

  수돗물 유수율 제고 및 시설관리 최적화

•노후관 정비사업 …………………………………………… 758개소(건), 17.3㎞, 10,275백만원

•내구연한 경과 계량기 교체 …………………………………………………5,460개, 396백만원

•누수탐사 실시 …………………………………………………………………… 493㎞, 39개복구

•구축물 등 시설물 정비 ……………………………………………………… 28건 453,667천원

•정수장 배수지 현대화 사업 ………………………………………………… 배수지 무인화 구축

•원수 및 에너지 절감운영 …………………………………………………1,497천톤 / 30,249㎾

  상수도사업소 통합청사 준공 : 하광교동, 연면적 2,803㎡(지하1, 지상4)

  수돗물 신뢰도 향상 전개

•수질검사 방문 서비스 추진 …………………………………상가 및 대량수용가 등 6,000개소

• 옥내급수관 개량 지원 ……………………………………………………… 269세대,  87백만원

•출수불량 및 관말해소 공사 …………………………………………………123개소, 550백만원

•수질 급수 전 과정 공개 ……………………………… 수질 자동측정기(11), 탁도 등 4종 측정

•정수 수질검사 강화 ……………………………………… 2012년 135항목  2013년 140항목

  원수 수질검사 : 월1회 5항목  주간 21항목 / 분기 25항목  월간 63항목

  지하수 도우미 기술지원단 운영

•지하수 시공 및 사후관리 공내 촬영 실시 …………………………………………………  20건

•지하수 펌프 및 제어장치 등 시설물 설치공법 설명 ………………………………………  10건

•수질검사 안내 및 채수작업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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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시설 확충 및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

•어린이시설 및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서호 어린이집 건립 : 2013. 6. 25 준공

  산업3단지 어린이집 건립 : 2013. 12. 11 준공

•맞춤형 보육서비스 제공

  어린이집 행정업무간소화 책자 제작 및 배부 : 1,500부

  평가인증 어린이집 지원 : 780개소 운영(전체어린이집의 60.1%)

  시간연장형 및 장애아통합 등 취약보육어린이집 : 160개소 운영

  만0~5세 무상보육·가정양육수당 전면 지원 실시 : 167,023백만원

  아동의 건강한 성장 및 자립기반 도모

•보호필요 아동의 건강한 양육 및 자립지원 강화

  가정보호 아동 지원 : 340명 1,173백만원

  아동시설 지원 : 4개소 5,045백만원

•저소득 및 돌봄 필요 아동 지원 강화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 51개소 3,244백만원

  결식아동 급식지원 : 4,032명 3,076백만원

  디딤씨앗통장(CDA) 지원 : 700명 154백만원

  저소득층 자녀 해외봉사활동 지원 : 25명 42백만원

  저소득 아동을 위한 드림스타트사업 운영

•만0~12세 이하 취약계층아동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

  저소득아동 DB 구축, 아동 및 가구 현황조사 ……………………………… 742명

  대상자 위기도에 따른 서비스 계획 및 사례회의 운영 …………………… 104회

•아동의 신체·건강, 인지·언어, 정서·행동 발달증진프로그램 운영

  위·드림 축구교실 등 신체 / 건강 프로그램 ……………………………… 13개 / 1,609명

  영유아 가정 / 기관 방문 교육 등 인지/언어 프로그램 …………………… 11개 / 880명

  아동 여름방학교실‘예그리나’ 등 정서/행동 프로그램 …………………… 14개 / 1,991명

•부모난타교실 및 맘스쿨 등 부모 아카데미 운영 ………………………………… 7개 / 844명

•통합서비스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연계기관 및 후원기관 네트워크 구축

04 어려움을 함께하는 따뜻한 복지실현   저소득 취약계층 해소를 통한 사회안전망 체계 구축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  8,944가구 42,056백만원

•의료급여 지원 ………………………………………………………… 10,128가구 66,842백만원

•위기가정에 대한 맞춤형 사례관리와 민·관 자원연계 …………………… 1,333건 807백만원

•저소득층 생활안정을 위한 자활사업 추진 ……………………………  26개사업 6,824백만원

•노숙인 자활·자립 지원 ……………………………………………………… 9개소 2,028백만원

•기부·나눔 사업 전개

  명절 이웃사랑운동 전개 : 2회 25,664명 969백만원

  공직자와 저소득층 자매결연 : 2회 1,378명 53백만원 

  공동 모금회 연계 어려운 이웃돕기 : 90회 90명 84백만원

  눔 천사와 함께하는 희망 한마당 : 1회 5개단체 1,489백만원

  휴먼서비스센터 운영을 통한 지역사회 통합서비스 지원시스템 구축

•민관협력 통합사례회의 ……………………………………………………………… 90회 730명

•통합사례관리자 연계 지원 …………………………………………………… 2,816건 1,541가구

•자원 발굴 및 연계 …………………………………………………………… 7,234명 313백만원

•긴급지원 ………………………………………………………………………… 80명 140백만원

•민·관 사례관리 및 의료기관 업무협약 …………………………………………………… 155건

•지역자원 네트워킹을 통한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강화

  저소득 주민 서비스 지원을 위한 MOU 체결 추진 : 137개소

  저소득 주민 서비스 연계 지원 : 2,424건 211,193천원

•지역사회 전문사례관리운영 강화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지원 : 54건 47,407천원

•지역사회 복지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사업

  사례관리자 역량강화 교육과정 운영 : 9회 518명

•동 주민복지협의체 연대사업 추진

  찾아가는 휴먼서비스 운영 참여 : 140명

  복지마법사 서비스  전국최초

•생애주기별, 보장유형별 소득수준 대한 복지서비스 시스템 구축 

•복지서비스(150종), 영유아 건강스케줄(2종), 서비스모의계산기(3종), 400개 기관정보

•복지마법사 이용현황 ……………………………………………………………………  30,48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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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복지시설 확충 

•소규모 노인복지관 건립공사 …………………………………………………시설비 3,080백만원

•팔달구 노인복지관 건립 …………………………………………………토지매입비 3,374백만원

•경로당 환경개선 ………………………………………………………………… 18개소 98백만원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 지원 

•노인장기요양 서비스 제공 ……………………………………………………… 243개소 5,005명

•노인 생활안정 지원 사업 추진

  기초노령연금 51,281명, 효사랑지원금 1,046명, 효도수당 1,942명

•저소득 독거노인 안전관리 강화

  노인 돌봄 기본서비스 : 1,961명

  생활밀착형 홀몸노인 돌봄사업 : 1,400명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 운영 : 1,800명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 지원 및 여성의 인적자원 개발 

•여성 새로일하기센터 개소 ………………………… 영통새일(2013.2.7), 팔달새일(2013.2.26)

•여성전문인력 양성(미디어중독예방 강사) ……………………………………… 20명 10백만원

•전업주부 재취업 교육 …………………………………………………… 4개과정 88명 60백만원

  폭력방지 및 아동·여성 보호 안전망 강화

•여성폭력관련 보호시설 운영 지원 …………………………………………… 4개소 248백만원

•여성폭력피해자 치료, 가해자 교정 및 의료지원 …………………………… 4개소 469백만원

•성폭력·성매매예방 교육  ………………………………………………………  182회 82,058명

•초등학교 아동안전지도제작 …………………………………………………30개 초교 18백만원

  우먼 하우스케어 방범서비스 운영

•수원시 저가주택에 거주하는 여성가구의 안전망 구축 

•출입문·창문 등에 감지센서 설치로 주거침입 방지(경보음 발생 등)

•우먼하우스 케어 방범서비스 신청자 현황 ……………………………………………… 163가구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저소득 한부모 가족 지원

•저소득 한부모 가족 지원 …………………………………… 2,895가구 7,707명 2,409백만원

•한부모 가족 지원대상 및 자립가정 발굴  …………………………………… 512가구 1,292명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운영비 지원 ……………………………………… 2개소 64명 688백만원

•희망 두배 「두드림 통장」 매칭액 지급 ………………………………………… 189명 55백만원

  가족 친화적 출산 분위기 조성 및 건강한 가정 육성

•출산장려금 확대 지급 ………………………… 셋째자녀 1,000천원, 넷째이후 자녀 2,000천원 

•건강가정지원센터 상담·프로그램 운영 …………………………………… 36개분야 13,244명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추진 ………………………………………………… 1,626가정 21,211건

•둘째아 이상 자녀 출산산모 산후조리 한약할인 MOU ………………………………387명 지원

  외국인과 하나 되는 다문화 친화사업 추진

•외국인 통·번역 콜센터 운영 …………………………………… 10개국어 17개분야 1,560명

•제6회 다문화 한가족 축제 ………………………………………………………………… 6,130명

•다(多) 어울림 한마당 행사 ………………………………………………………………… 1,000명

•외국인 주민 조기 정착 프로그램 ……………………………………… 33개 프로그램 4,556명

•다문화가족의 한국사회 적응 지원 …………………………………… 24개 프로그램 2,796명

•다문화가족 방문 교육 ……………………………………………………………………… 184가정

•찾아가는 다문화 인식개선 교육 ………………………………………………………… 3,39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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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이 희망이 되는 정신보건사업 추진 

•우리아이 희망스토리 프로젝트

  사례관리 및 프로그램 참여자 : 5,319건 2,416명

•생명사랑 자살예방사업

  청소년 자살예방교육 틴틴교실 운영 : 50회 2,718명

•치매 걱정없는 편안한 노후

  치매 조기검진(선별, 진단, 감별검사) : 10,885건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 800명 140,782천원

•술잔은 내리고 행복은 올리세요 「지역사회 알코올 관리사업」

  알코올 의존자 재활프로그램 운영 : 137회 738명

  지역사회 음주 예방교육 : 222회 8,893명

  건강생활실천 능력향상을 위한 건강증진사업 운영  

•건강생활 실천통합서비스 제공

  캠페인 및 건강부스 운영 : 25회 27,696명

  건강검진 결과상담 및 연계 : 4,743명

•맞춤형 금연클리닉 사업

  금연클리닉 6,224명 등록, 흡연예방교육 62회 36,135명

•구강건강수명연장을 위한 구강보건사업

  구강보건교육 등 건강교실 43,562명, 구강질환 예방·증진 사업  70,918명 참여

•아토피질환 예방관리사업

  아토피질환 2,011명 상담 및 12,658명 예방관리 교육 

  「행복한 가정의 첫 걸음!」 모자보건사업 운영

•행복한 임신·출산·육아를 위한 임산부교실 운영 ………………………………71회 1,674명

•고마운 마미천사!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 662명 268백만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 154명 422백만원

•난임(불임) 부부지원 …………………………………………………………… 944명 1,289백만원

  「건강 안전벨트 구축!」 을 위한 감염병 예방·관리

•감염병 안전망 구축사업(질병정보 모니터망) …………………………………………263개 기관

•감염병 발생예방을 위한 방역소독 ……………………………………………………… 4,200회

•국가필수 예방접종 및 비용 상환 ……………………………………… 21,562건 2,743백만원

  시민참여형 도시계획 「2030년 수원도시기본계획」 수립

•도시의 20년 뒤 미래 모습을 제시하는 장기종합발전계획 수립 

•전국 최초로 일반 시민(시민계획단)과 함께한 거버넌스형 도시계획 수립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녹지ㆍ교통ㆍ개발축 설정

  2013 수원시 교통종합계획 수립 

•5개분야 14대 전략사업 수립 …………………………………………………………… 2013. 4. 1 

  친환경 교통수단(수원 도시철도 1호선:노면전차) 도입사업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 ………………………………………… 2013. 1. 2

•MBC다큐프라임‘ 나는 착한도시에 산다’제작 / 방송 ……………………………… 2013. 6. 20

•시민과 함께 풀어가는 수원교통포럼 개최 ………………………………………… 2013. 7. 12

•「생태교통 수원 2013」 기간 노면전차 실물 전시 ……………………………………… 2013. 9.

  주민과 함께하는 안전하고 편리한 친환경 도로건설

•박지성도로 ~ 지방도315호선 도로개설공사(2구간) 준공

  L=780m, B=20m, 방음림 및 산책로 조성(L=70m, B=7m), 1,585백만원

•율전동 삼성아파트 뒤편 도로개설공사 준공 ……… L = 693m, B = 20~35m, 2,487백만원

•삼성로 확장공사 개통 ………………………………L = 3,120m, B = 20~35m, 27,935백만원

•과선교 연장공사 추진 ………………………………… 기존 과선교 725m 철거 및 우회로 개통

•수원외곽순환(북부)도로 민간투자사업 추진

  시민단체 간담회, 주민설명회, 민자도로 검증운영 추진

  친환경 녹색교통체계 구축을 위한 생활형 자전거 인프라 구축

•수원시민 자전거 보험 가입 ………………………………………… 2013. 5. 1 ~ 2014. 4. 30

  보험금 수혜 : 241명 202,023천원

05 편리하고 살기 좋은 도시공간 창조 
2013년 

주요 

시정성과  

2

24 •  2014년 시정 업무계획  2. 2013년 주요 시정성과  • 25



•화성따라 자전거 타기 …………………………………………………………………… 2,800여명

•자전거 안전교실 운영 …………………………………………………………………… 2,500여명

•자전거도로 정비 및 편의시설 설치 …………………………………… 5,377m, 횡단도 44개소

  광역철도(복선전철) 건설사업

•오리 ~ 수원 복선전철 전 구간 개통 ………………………………………………2013. 11. 30

•수인선 지하화사업 협약 체결(한국철도시설공단) ………………………………… 2013. 3. 11

•수인선 고색역사내 도서관 건립사업 협약체결(한국철도시설공단) ……………2013. 12. 19  

•수인선 상부공간 조성 기본계획 수립 용역 추진 …………………………………2013. 12. 11

•인덕원 ~ 수원 복선전철 조기추진 공동건의문 제출(2회) ……………… 2013. 1. 31 / 7. 25

•신분당선 구운역 추가설치 타당성평가 및 정부 건의 ……………………2013. 12.(지속추진)

  수원역 환승센터 건립추진

•위 치 : 권선구 서둔동 296-3번지(수원역세권)

•규 모 : 부지 A = 23,377㎡, 건축연면적 A = 20,600㎡(지하1층, 지상2층)

•국가교통위원회 광역교통시행계획(변경) 심의 완료 …………………………………2013. 6.24

•광역교통시행계획(변경) 고시(수원역 반영) ……………………………………………2013. 7.10

•기획재정부 쟁점사업 심의(국비 150억원 지원 확정) …………………………… 2013.10.13

  이동권 보장을 위한 교통약자 편의성 강화

•저상버스 도입 ……………………………………………………………… 57대 5,654,000천원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추가 도입(법적 기준 충족) ………………………… 16대 38,960천원

•택시안심귀가 및 동시통역 서비스 실시 ………………………………… 4,709대 60,000천원

•택시 쉼터 조성 ………………………………………………………………………………… 3개소

•거주자우선주차제 확대 시행 ……………  5,330면(2012년 12,405면  2013년 23,065면)

•곡반정동 제1공영 주차장 등 조성 ………………………………………………………… 175면

  이용자 중심의 대중교통 활성화 추진

•시내버스 노선 개편 ……………………………………………………………… 14개노선 132대

•서울 방향 광역버스 노선 신설 및 증차 ……………………………………………7개노선 37대

•오산·화성 구간 노선 신설(증차·경로변경) ………………………………………4개노선 24대

•버스승강장 교체 및 신설 …………………………………………………… 40개소 600백만원

•버스승강장 자동접이식 의자 설치 …………………………………………… 10개소 10백만원

  친환경 녹색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도시개발사업 추진

•수원산업3단지 조성사업

  조성공사 80%, 보상 100%, 지원시설용지 분양

•도시개발사업

  권선지구 : 공동주택 3,360세대 입주, 개발계획(변경)수립

  신동지구 : 조성공사 착공, 보상100%, 상업용지 체비지 매각(623억원)

  권선행정타운 배후단지 : 실시설계 및 환지계획 완료, 개발계획 변경

•서수원 그린에너지 R&D 단지 조성 : 약351,000㎡

  2030 수원도시기본계획 반영

  입지시설 : 신재생에너지 R/D·연구교육, 지원시설 등 

  주거생활 안정 및 자족형 신도시 건설 추진

•광교신도시 택지개발사업 추진

  기반조성공사 : 부지조성공사 95% 등 주요기반시설 11개 공사

•호매실지구 보금자리주택사업 추진

  기반조성공사 : 부지조성공사 75% 등 주요기반시설 6개 공사

  조화롭고 품격 있는 도시경관 조성

•시 진출입부 주요도로 경관개선 특성화사업 ……………………………………………… 2개소

•아름다운 간판 정비사업 추진

  수원역 주변 : 79개동 412개 점포, 도로시설물 개선 1식

  팔달문주변 : 85개동 306개 점포

  화서문로, 신풍동 일원 : 84개동 193개 점포

  화성주변 경관사업 : 81개동 270개 점포

•교회첨탑 정비 …………………………………………………………………………………35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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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도심권 재개발·재건축·주거환경개선 사업 

•사업시행 인가 ……………………………… 2개소(세류동 113-6, 지동 115-11 재개발구역)

•조합설립인가 취소 …………………………………………… 1개소(세류동 113-5 재개발구역) 

•안전진단 완료 ………………………………………… 1개소(우만동 금성아파트 재건축 구역)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 1개소(지동 115-12 재건축 구역)

•세류주거환경개선사업 …………………………………………보상 및 이주, 지장물 철거 완료 

•고등주거환경개선사업 ………………… 보상 및 이주, 공가 관리(보상율 95%, 이주율 93%)

•평동주거환경개선사업 …………………………… 3단계 도로공사 토지보상 및 시공사 선정

  미래지향적인 ‘공공기관 종전부지’ 활용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활용방안 수립

  농촌진흥청 등 10개 기관 2,223,000㎡

  활용계획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

•농어업 역사·문화·전시체험관 유치 MOU 체결 및 부지확보

  면   적 : 대지면적 102,000㎡, 연면적 45,000㎡

  사업비 : 총 4,100억원 (건축비 2,100억원, 토지비 2,000억원)

•건강생활 실천통합서비스 제공

  위치(면적) : 농촌진흥청 내 농업과학관 일원 (62,240㎡)

  교육 인원 : 연 15,000명

  시민과 함께하는 생활민방위 확대 추진

•민방위 임무 숙지 실전 체험 위주 교육 ……………………………………… 101회 31,487명

•위기탈출 넘버원 등 DVD제작 보급 등 ………………………………………… 창용초 등 47개교

•기술지원대 행동요령 숙달훈련 …………………………………… 2013. 8. 20(5개분대 399명)

•비상급수시설 관리 / 화생방 방독면 보급 ………………………………… 132개소 / 2,097개

  고은시인과 함께하는 세계 작가페스티벌 행사

•고은시인과 함께하는 세계작가페스티벌 ………………………………… 2013. 10. 1 ~ 10. 4

  해외 노벨문학상 후보작가 프랑스 미셸드기, 국내작가 등 31명 참여

  지역작가와 문화교류의 밤, 제14회 시와 음악이 있는 밤 시낭송

•고은시인 수원 이주 ………………………………………………………… 전입신고 2013. 8. 29

  2013 수원화성국제연극제 지원

•제17회 수원화성국제연극제 ……………………………………………… 2013. 5. 24 ~ 5. 28

  화성행궁광장 등 4개소, 관람객 연인원 70,000명

  시민희곡낭독, 시민프린지, 공공예술 프로젝트

  2013 수원합창페스티벌 개최

•기간 : 2013. 8. 30(금) ~ 9. 14(토) (16일간)

•장소 : 제1야외음악당, 문화의 전당, 파빌리온 등 수원전역

•내용 : 합창공연 및 축하공연(개막공연, 아카펠라, 한국합창 빅5, 폐막공연)

•총관람객 수 : 12,01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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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광객 유치를 위한 다양한 홍보활동 전개 

•다양한 홍보매체 활용 홍보 추진 ………………………………………………………… 9개매체

•국내·외 관광박람회 및 팸투어 추진  …………………………………………………………10회

•관광홍보물 제작 및 배포 ………………………………………………………… 6종 130,000부

  체류형 관광을 위한 기반조성 

•수원시티투어 운영(3/4분기)  ……………………………………………………………… 6,778명

•관광안내소 운영 ………………………………………………… 10개소 83명(358,359명 안내)

•관광숙박시설 ……………………………………………………………………17개소 1,383객실

  우수한 사료수집, 유물구입과 DB 구축

•2013년 유물수집

  영조어필, 김우형 서첩(지정문화재급) 등 구입 : 995점

  수원 및 서예 관련 유물 중 기증예정유물 정리 : 415점

•소장유물 정리 및 DB 구축

  오버헤드 스캐너 활용 관습조사보고서 스캔 : 8,782건

  유물기본정보 입력 및 사진촬영, 유물포장

   - 신규 기증유물 및 구입유물 등 자료조사목록 입력 : 2,664점

   - 소강 민관식 유물 사진촬영 및 목록확인 : 5,900점

   - 근당 양택동 기증서화 포갑 보관 : 1,536점

  건강하고 행복한 교육복지 지원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 337개소 34,110백만원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교실 지원 …………………………………………… 26개교 407백만원

•미래비전 창의인재 육성 ……………………………………………………… 4개사업 141백만원

•학교 도서관 지역개방사업 …………………………………………………… 10개교 330백만원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교육 과정 운영 지원 

•특목고 육성 지원 ………………………………………………………………… 3개교 500백만원

•학교특성화 프로그램 운영지원 …………………………………………… 136개교 1,534백만원

•학교 도서구입비 지원 ………………………………………………………… 198개교 530백만원

•공·사립 유치원 복지사업 지원 ………………………………………… 5개사업 2,372백만원

•혁신학교 9개교 지정(학급수에 따라 차등지원) ……………………………………… 620백만원

•학교사회복지사 배치 지원 : 기존 10개교   35개교 추가 지정

  쾌적한 학교시설 및 환경개선 지원 

•교육청 대응지원 사업 …………………………………………………………24개교 5,410백만원

•소규모 교육환경 개선사업 ……………………………………………………53개교 1,800백만원

  2013년 수원사랑장학재단 운영 

•수원사랑장학재단 기금 출연 ……………………………………… 1,000백만원(기금액 233억)

•2013년 장학생 선발 ……………………………………………… 9개 분야, 698명, 663백만원

  평생학습 문화 확산과 네트워크 강화 

•수원시민 인문·교양 아카데미 운영 …………………………………………… 30회 75백만원

•평생학습관 프로그램 운영 ……………………………………………………… 6개분야 850강좌

•평생학습 마을 만들기 사업 추진 ……………………………………………… 14개동 40백만원

•평생학습 우수동아리 지원 ………………………………………………… 50개동아리 25백만원

•평생학습 동아리 리더 워크숍 ………………………………………………… 100명 10백만원

•평생학습관 홈페이지 운영 

  평생학습을 통한 시민능력 배양 및 지원체계 구축 

•성인문학교육 지원사업 ……………………… 12개기관, 국비 26,820천원, 시비 80백만천원

•평생학습 우수프로그램 공모사업 ……………………………………………17개기관, 60백만원

•테마가 있는 인문학강좌 운영 ………………………………………………10개기관, 15백만원

•행복동행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 노숙인 쉼터 등 4개소, 30백만원

•수원시민 명륜대학 운영 ……………………………………………………… 수원향교, 29백만원

•수원평생교육대학 운영 ……………………………………수원여자대학교 등 2개교, 96백만원

•지역과 함께 하는 학교 평생교육 운영 …………………………………………10개교, 30백만원

•성인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사업 운영 ………………………………………4개기관, 110백만원

•골든트라이앵글 프로젝트 …………………………………………………… 6개마을, 72백만원

•찾아가는 평생학습 맞춤강좌 운영 ………………………………………16개동아리, 29백만원

2011년도 2012년도 2013년

4개교 10개교 35개교

사회복지사  4명
사업비 180백만원

사회복지사 10명
사업비 410백만원

 사회복지사 35명
사업비 1,502백만원

2013년 

주요 

시정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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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야구 10구단 유치

•수원야구장 증축 및 리모델링 기공식 ………………………………………………… 2013. 1. 4

•KT 프로야구단 KBO 신규회원 가입 신청 및 프리젠테이션 ………………………… 2013. 1. 7

•수원·KT 신규회원가입(KBO 이사회 승인) …………………………………………2013. 1.17

  제59회 경기도체육대회 9연패 달성 

•기간 : 2013. 5. 14.(화) ∼ 5. 16.(목) / 3일간  

•장소 : 경기도 연천군

•참가규모 : 20개 종목 - 31개 시·군 10,461명

  제10회 한국스페셜올림픽 전국하계대회 개최 

•기간 : 2013. 8. 21 ~ 8. 23 (3일간)

•경기종목 : 10개 종목

  육상, 축구, 배구, 농구, 수영, 배드민턴, 탁구, 골프, 역도

•참가규모 : 2,850명

  선수 1,439, 임원등 427, 자원봉사자등 984

  국제 및 전국규모 스포츠대회 개최 

•스포츠산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각종대회 개최수 : 20개 (국제5, 전국대회12, 기타3)

  누구나 즐기는 생활 속 생활체육 활성화 추진 

•생활체육지도자 지원을 통한 소외계층 체육활동 활성화 ……………………………… 7,534명

•체육활동 소외계층 지원(스포츠 바우처) ……………………………………… 80개소 202여명

•유·청소년 체육활동 지원(야구, 뉴스포츠) 및 보급 …………………………………… 2,296명

  수원시 좋은시정위원회(2기) 운영

•시민약속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점검 및 평가 : 2회

•정책개발과제 : 10개 과제(도입과제 8, 검토과제 2)

•전문위원회별 회의개최 : 26회

  수원시정연구원 개원 및 운영  전국최초

•개원 : 2013. 3. 28

•위치 : 영통구 광교로145(이의동) 차세대융합기술원 A동 11층

•인력 : 연구원 26명 등

•과제수행 : 수탁과제 13건, 정책연구과제 4건, 기본연구과제 12건 

  사람과 마을 중심의 자발적 자원봉사 도시 조성

•전국 리더센터 이미지구축

  자원봉사 관련 네트워크 강화 : 기관협약 11건, 자원봉사자연계 345건

  제2회 휴먼틴볼런티어 캠프 운영 : 수혜국 10개팀, 참가팀 20개팀, 300명

  사랑의 밥차 운영 : 14회, 20개 단체, 수혜자 3,410명 

  청소년 해외봉사캠프 : 2회(몽골, 캄보디아), 55명

  수원시종합자원봉사센터 리모델링 준공 및 이전 : 2013. 4. 24

  제10회 전국자원봉사센터대회 개최 : 2013. 9. 24 ~ 9. 26

•마을 중심의 자원봉사 기반 조성

  온시민 마을봉사센터 발굴 운영 : 18개소

  마을 터전 조사 및 발굴 : 68건

  마을봉사센터 봉사활동 및 프로그램 운영 : 855건 16,031명

  상담 및 연계 : 466건 551명

  지동벽화 프로젝트 참여 인원 : 14회 557명

  시민과 함께하는 거버넌스 행정

•500인 원탁토론 「함께하는 수원 교육을 말하다」

•e-시민 정책 자문단 및 온라인 대화 운영

•‘나도 할 수 있다’ 운영

07 소통과 참여의 신뢰행정 
2013년 

주요 

시정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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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주요 

시정성과  

  박근혜 정부에 대한 지역의 소리 전달

•자치와 분권 공감대 형성을 위한 정책 토론회 개최 ………………………………………… 3회

•전국 분권단체와의 정보공유 및 각종 토론회 참석 ………………………………………… 5회

  지방자치분권 추진 역량 강화

•수원시 자치분권 촉진·지원조례 제정 …………………………………………… 2013. 1. 10

•수원시 자치분권협의회 구성(2013. 1. 10.)  …………………………………………………20명

  수원시 자치분권협의회 정책토론회 개최 : 2013. 3. 14

  수원시 자치분권협의회 실무협의회 개최 : 2회

  주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광역행정 동별 주민간담회 개최

•광역행정과 상생협력을 위한 시민 역할 및 향후계획 등 논의(1월)

•39개동 39회 개최, 1,700명 참여

  시민창안대회 개최

•2013 시민창안대회(제4회) ……………………………………………………… 2013. 5 ~ 10월

  참여하고 소통하는 열린행정 추진

•좋은시장 열린대화 ………………………………………………………  4개구 40개동 5,480명

•찾아가는 현장 시장실 운영 ……………………………………………………………3개동 71명

•시장과 함께하는 로드체킹 …………………………………………………………… 4개구 460명

  시민이 주체가 되는 민간주도형 상향식 광역행정 추진

•광역행정 시민협의회 운영조례 공포 ………………………………………………… 2013. 2. 9

•광역행정 시민협의회 출범(4.17) …………………………………………………………  50여명

•역량강화를 위한 조찬강연회 6회 개최 ……………………………………… 2013. 5 ~ 10월

•광역행정 시민협의회 워크숍 추진 …………………………………………  2013. 7. 8 ~ 7. 9

  수원·화성·오산 상생협력 추진

•도올 특강 “수원의 꿈과 정조” 개최(2013. 5. 3) ………………………………………… 800명

•지방행정체제개편 공동연구용역 주민설명회 개최(2013. 4. 7) ………………………… 500명

2

  시민의 삶의 가치를 높이는 인문학 중심도시 추진 

•인문학 중심도시 추진성과 보고회 개최 …………………………………………… 2013. 4. 18

•수원시 인문학 도시 조성 조례 제정 및 공포 ……………………………………… 2013. 7. 31

•제2회 나혜석 학회 학술대회 개최 …………………………………………………… 2013. 6. 1

  시민과 소통하는 인문학 프로그램 운영 

•‘21세기 실학, 시민인문학 발원지로서의 수원’ 강의 운영(경기대)

•미래 꿈나무를 위한 생생학당 운영(2013. 9. 2 ~ 9. 30)  ……………………………… 630명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버스정류장 인문학 글판 사업 추진 …………………… 20점 100개소

  수원시 인권조례 제정 및 인권 거버넌스 구축 

•수원시 인권 기본 조례 제정 및 공포 ……………………………………………… 2013. 7. 31

•수원시 인권위원회 구성 및 운영

  인문학적 소양함양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성인대상 

  수원박물관대학 : 9주(총 9회), 연인원 540명

  월요야간 인문강좌 : 6주(총 6회), 연인원 240명

  민화그리기 기본·심화·작품강좌 : 16주(3개 반, 총 96회), 연인원 1,920명

- 서예·문인화 강좌 : 20주(7개 반, 총 280회) 운영, 연인원 5,059명

•어린이대상 

  주말 어린이교육 : 46회, 연인원 920명

  저소득층 시설기관 나눔 교육 : 6회, 연인원 22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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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주요 

시정성과  

2

  2013 수상실적 

연번 평 가 명 주 관 우리시 성과

1 지방자치단체기금운용성과 종합분석 안전행정부 우수기관

2
2013년도 문화관광축제평가
(수원화성문화제)

문화체육관광부 우수축제

3
2013년도 상설문화관광프로그램 평가
(화성행궁 상설한마당)

문화체육관광부 우수프로그램

4 2012 시군일자리센터 운영실태평가 경기도 최우수

5
정신보건유공표창 아동청소년정신
건강사업 자살예방사업

경기도 우수기관

6 2013 대한민국녹색기후상 국회기후변화포럼 우수기관

7 2012 지역일자리 목표공시제 고용노동부 대 상

8 드림스타트 사업평가 보건복지부 국무총리상

9 2012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평가
인천경기

지방병무청
최우수

10 2013 지방벤처활성화 사업
사)대덕이노

폴리스벤처협회
장려

11 2012 교통대책 종합평가 경기도 우 수

12 가족친화 경영대상 
여성가족부 

KBS
KBS사장상

13 제59회 경기도 체육대회 경기도 종합우승

14 지방세정운영 종합평가 경기도 최우수

15
제18회 지역경제 활성화 우수사례 발표대회 
‘마을만들기 분야’

안전행정부
경기도

국무총리상

16 교통대책종합평가(인구50만이상도시) 경기도 우수

17 2013 인재개발 우수사례 발표대회 경기도 장려상

18 2013년도 경기도 민원행정 우수사례경진대회 경기도 (언제나민원실) 우수사례선정

19 2013년 지방재정균형집행 우수기관 평가 안전행정부 우수기관

20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우수

21 2013 제3회 대한민국 SNS대상
한국소셜콘텐츠진흥협회,

헤럴드경제
공공부문

기초지자체 대상

22 순환자원거래소 활성화 추진 환경부 우수기관

23
2013년 대한민국 친환경대상
(공공부분-서호천생태복원사업)

대한민국친환경대상위원회,
환경미디어

대상

24
2013. 전국지방자치단체 일자리 경진대회
사회적기업부문

고용노동부 우수기관

25 정신보건유공기관 표창 보건복지부 우수

26 2013 도시대상
건설교통부,

대한국토도시 계획학회
대통령표창

27 제3회 지방자치단체 생산성 대상 안전행정부 최우수상

28 제3회 지방자치단체 생산성 대상 안전행정부 으뜸행정상

연번 평 가 명 주 관 우리시 성과

29 2013 을지연습 및 비상대비업무 평가 안전행정부 우수기관

30 제3회 녹색화장실 문화대상 한국화장실협회 장려

31 2013 시군구 우수 자원봉사센터 선정 안전행정부 우수

32
제5회 지방자치단체 보건사업 통합성과대회 
치매관리사업

보건복지부 우수

33
2012년도 지역사회복지계획 
시행결과 평가

보건복지부 대상

34 2013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경기도 최우수기관

35 2013 복지행정상 민관협력분야 보건복지부 우수기관

36 2013 복지행정상 보건복지연계협력 보건복지부 우수기관

37 음식문화개선사업 경기도 우수

38
제15회 아름다운 화장실 대상
(안전행정부장관상)

문화시민운동 중앙협의회 동상

39 2013 SBS물환경 대상(정책경영부문) 환경부, SBS환경운동연합 대상

40
제4회 그린스타트 경연대회 
기초자치단체부문

환경부 우수

41
제5회 방과후 학교 대상
(자치단체분야)

교육부 장 려

42
2013 경인 히트상품
자치단체부문 교통·안전분야

경인일보사 대상

43 2013년도 지방 예산 효율화 우수사례 발표대회 국무총리 국무총리

44 2013 판로지원 유공기관 신기술 실용화 표창 국무총리 국무총리

45
2013년 행정제도개선 우수사례경진대회
(전국최초 버스정류장 자동접이식 의자설치)

안전행정부 우수

46 민원서비스 우수기관인증 안전행정부 우수기관

47 2013 물가안정관리 추진실적평가 경기도 최우수

48 2013 아토피천식 예방관리사업 유공기관 보건복지부 유공기관

49 2013 우수민원행정 경진대회 경기도 대상

50 제3회 대한민국 경관대상 국토교통부 우수

51 2013 개별공시지가 업무 유공 경기도 우수기관

52 2013년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평가 경기도 장려

53 경기도 독거노인 방문건강관리사업 경기도
기관우수

우수공무원

54 2013년도 대중교통 시책평가 우수기관
국토교통부

교통안전공단
우수기관

55 2013년 학교용지부담금 관리 우수 시군 평가 경기도 우수

56 2013년도 지역 노사민정 협력 평가 고용노동부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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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주요 
업무계획   

1. 꿈과 희망을 주는 일자리 창출

2. 기업하기 좋은 수원

3. 공존하는 전통시장 활성화

4. 사회적 기업도시 육성

5. 고부가가치의 도시농업 활성화

함께 잘사는 

경제복지 

01Part.
1.  참여나눔의 사회복지기반 조성

2.  행복한 여성·가족친화도시조성

3.  활기찬 노후를 위한 복지행정

4.  장애인을 위한 나눔과 소통

5.  아동보육의 질적 향상

6. 세대를 잇는 건강 으뜸도시 구현

1.  창조적 건축공간 지원

2.  품격있는 도시경관 조성 

3. 사람중심의 창조적 도시재생

4. 수원형 마을 르네상스 구축

5. 시민이 행복한 안전도시 구현

평생 살고싶은 

주거복지

03Part.

함께나누는

사회복지

02Part.

1. 지속가능한 생태교통도시 조성

2. 친환경 미래지향적 대중교통체계 구축

3. 안전과 나눔이 있는 아름다운 교통

4. 안전하고 편리한 친환경 도로개설

1.  사람중심의 환경수도 건설

2.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

3. 건강한 물의 도시 수원 구현

4.  깨끗하고 청결한 청소체계 구축

5.  고품격 공원·녹지 조성

1. 품격있는 문화관광도시 조성

2.  수원화성과 어우러지는 역사문화 관

광도시

3. 세계속의 스포츠 메카도시 수원

4.  맞춤형 생활체육 활성화 및 체육 

      인프라 확충

1. 스마트한 정보화 도시 구현

2.  참여하고 소통하는 자치행정 

3.  120만 행정서비스에 걸맞는 광역행정

4. 투명하고 신뢰받는 깨끗한 행정

1.  함께하는 행복교육 수원

2.  학습수요를 반영하는 평생학습 도시

3. 책 읽는 독서문화 조성

4. 인문학 중심도시 기반 구축

사람이 우선하는 

교통복지

04Part. 자연이 어우러진 

환경복지

05Part.

07
08품격있는 아름다운 

문화복지 시민과 함께하는 
광역행정

Part.

Part.

미래를 여는 

교육복지

06Part.

Administrative Plans for Suwon, 2014

38 •  2014년 시정 업무계획 3. 2014년 주요 업무계획  • 39



1.  시민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일자리 창출

2. 기업하기 좋은 수원

3. 공존하는 전통시장 활성화

4. 사회적 기업 도시 육성

5. 고부가가치의 도시농업 활성화

함께 잘사는 

경제복지 

01Part.

2014년 

주요 

업무계획

3

  전국최초 「수원형 창업성공시스템」 정착

• 창업 성공메카로 발전하는 창업클러스터링 완성

비즈플라자


창업지원센터


창업성장지원센터

지방산업단지
APT형 공장(창업준비)  (투 자) (성 장)

  시민이 체감하는 일자리 지원 사업 추진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  ……………………………  2010년 ~ 2014년 : 5년간 120,000개

•취업률 제고를 위한 일자리센터 운영 ………………………………………  취업목표 4,500명

  민·관 일자리네트워크 강화 : 운영협의회 19개 기관 (단체)  24개

  취업유지율 제고를 위한 사후관리 : 취업 3개월, 6개월 후 취업상태

  계층별 맞춤형 취업지원교육 프로그램 운영 (청년뉴딜, 재취업지원) 

  찾아가는 일자리 상담실 확대 운영 : 12개소

•대규모 채용 기업 연계 및 다양한 맞춤식 채용행사 운영

  롯데몰 수원역, 신동지구 이마트 연계 취업박람회 개최

  상생도시(서울, 화성) 로컬 네트워크 취업박람회 개최 : 연 2회

  내실있는 일자리 채용행사 운영 : 구인구직의 날, 열린 채용마당, 상설면접장

•취약계층 및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일자리사업 

  공공근로(1,218명),청년직장체험(360명),지역공동체일자리(105명),마을기업 육성사업(11개소)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사업 추진 ………………………………………… 5개사업, 1,000백만원

•시니어 및 영리더 양성을 위한 맞춤형 인재 인큐베이팅 사업 ……………………… 110백만원

  지역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 협동조합 도시 만들기             단위 : 개소 (조합원수/명)

계
협동조합기본법 개별법에 의한 협동조합

소  계 일반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소  계 생 협 신 협 농·축협 등

93

(124,760)

38

(549)

32

(427)

6

(122)

55 

(124,211)

7 

(18,761)

13 

(97,542)

35 

(7,908)

•협동조합 대학운영을 통한 맞춤형 교육과 컨설팅 지원

•“협동조합으로 취업하라” 민·관·학 연계한 교육인프라 확충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경제 조직의 네트워크 구축 강화

1. 시민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일자리 창출

Part. 01 함께 잘사는 경제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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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지원관 건립

•위     치 : 수원산업3단지 27BL 3LT   •사 업 량 : 부지 2,000㎡, 건축 연면적 약4,700㎡

•사업기간 : 2014. 3. ~ 2016. 12        •사 업 비 : 9,900백만원

  산·학 협력과 R&D 지원 육성

•산·학·연·관 연계 협력 및 지역 R&D사업 지원 ……………………………  50,581백만원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운영 지원 ……………………………………… 6개 기관, 115백만원

•기능성 천연물산업 육성 지원  ……………………………………………………… 186,240천원

  지원대상 : (재)경기과학기술진흥원 천연물신약연구소 (사업기간 : 2013. 3 ~ 2016. 2(3년))

•스마트 프로덕트 신산업 육성 ……………………………………………………… 300,000천원

  지원대상 : 성균관대학교 산학협력단(스마디) (사업기간 : 2011. 7 ~ 2014. 4(34개월))

•산학협력선도대학(LINC) 육성사업 ………………………………………………… 200,000천원

  지원대상 : 성균관대학교 산학협력단(LINC) (사업기간 : 2012. 3 ~ 2017. 2(5년)) 

•항노화 산업지원센터 경기지원 …………………………………………………… 3,600,000천원

  지원대상 : (재)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사업기간 : 2012. 12 ~ 2015. 11(36개월))

  「벤처기업 육성촉진지구」활성화

•위     치 : 수원산업 1·2단지, 서울대농생대 및 성균관대 일부 지역

•기 업 체 : 481개 업체(일반 3683, 벤처98)

•벤처기업 육성 지원 …………………………………………………………………… 80,000천원

  경영안정화를 위한 중소기업자금 지원 

•지원대상 : 제조업체, 벤처·이노비즈 인증기업, 지식서비스업

•지원사항 : 이자 2% 금융지원                 •융자지원액 : 최대 8억원

  중소기업 해외마케팅 기반조성 지원

•수출 초기 인프라 구축 ………………………………………………………4개 사업 130백만원

•수출활성화 사업 지원 …………………………………………………………4개 사업 657백만원

2014년 

주요 

업무계획

3

2. 기업하기 좋은 수원

Part. 01 함께 잘사는 경제복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추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국고보조사업 …………………………………… 3개 사업 / 2,790백만원

구 분 사 업 내 용 사업기간 사업비(백만원)

파장시장 주차장 조성

2014. 1 ~ 12

2,184

권선시장 아케이드 설치 576

남문로데오시장 방송시설 설치 30

•소규모 숙원사업지원 ………………………………………………………22개시장 / 850백만원

  상인교육장(1개소), CCTV 설치, 홍보간판 정비 등

  전통시장 활력 창출

•전통시장 문화행사 및 공동마케팅 사업 …………………………………………………22개시장

•전통시장 자문·점포지도 …………………………………………………………… 4~5개 시장

•전통시장 통합홈페이지 시스템 구축 ……………………………………………………22개시장

•전통시장 릴레이 마케팅 …………………………………………………………………… 8개시장

•전통시장 문화교실 운영 …………………………………………………………………… 6개시장

•전통시장 흥정학교 운영(가족단위체험 프로그램) …………………………………………… 6회

  청년혁신점포사업 확대

•창의적 사고와 참신한 아이템을 가진 청년들에게 점포 임대료 창업지원

  2014년 : 10개소, 500백만원 / 2012년(2개소), 2011년(4개소)

3. 공존하는 전통시장 활성화

Part. 01 함께 잘사는 경제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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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최고의 사회적기업 메카 조성

•사회적기업 발굴ㆍ육성 …………………………………………………… 100개이상 기업 설립

  사회적기업에 취약계층 등 안정된 일자리 제공 : 1,000여명

•자생력 제고를 위한 재정지원 사업 추진 …………………………………………… 2,683백만원

  일자리 지원사업 1,942백만원,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741백만원

•매출증대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판로개척 지원

  대형 유통매장 내 사회적 기업 숍인숍 매장 운영 확대

  공공기관 생산제품 및 서비스 우선구매 추진 강화(부서별 목표설정)

  우수 사회적기업 현장탐방(월 1회), 연구 및 포럼개최(수시)

•창업지원 인프라 구축으로 사회적기업 하기 좋은 도시육성 

  아카데미 위탁운영 :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사회적기업 전문기관 

  프로보노 적극지원 : 경영, 회계, 법률, 노무 전문가 지식기부 활성화

  2014 사회적 기업가 역량강화 프로젝트 추진

•사회적기업가 역량 강화 교육 ……………………………………………… 2014. 5. 1 ~ 6. 30

•사회적기업 창업준비 중급과정 …………………………………………………연2회(상·하반기)

•사회적기업 창업준비 초급과정 …………………………………………………연2회(상·하반기)

  사회적기업 창업지원센터(BI) 조성

•위  치 : 팔달구 교동

•규  모 : 500여평(사무실 : 20개, 전시관, 홍보관)

•주요내용

  산재되어 있는 사회적기업의 지속 가능한 컨설팅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 확대

  사회적기업 창업프로젝트 경진대회

•사업홍보 및 사업설명회 ……………………………………………………… 2014. 5. 1 ~ 5. 30

•모집공고 및 심사 ……………………………………………………………  2014. 6. 1 ~ 6. 30

•창업 인큐베이팅 운영 …………………………………………………………  2014. 7월 ~ 9월

•최종 경진대회 및 우승팀 시상 ……………………………………………………… 2014. 9월말

2014년 

주요 

업무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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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회적 기업도시 육성

Part. 01 함께 잘사는 경제복지

  신 소득 웰빙작물 재배로 수원특화품목 육성

•기능성 과수 블루베리 품질 및 생산성 향상 시범사업 …………………………………… 2개소

  매뉴얼화된 재배기술 지도 및 관수시설, 방조망 시설 지원

•소규모 원예·특작물 재배기술 지원으로 고품질 농산물 생산 ………………………… 1개소

  대상작목 : 곰취, 곤드레, 삼채, 흰민들레, 엉겅퀴 

  홍보물, 포장재, 친환경자재, 농산물저장고, 건조기 지원

  자연과 교감하는 도시생태농업 활성화 추진

•자연과 공감하는 친환경적 시민농장 운영  ………………………………………3개소 90,000㎡

•경로당 자투리 공간 활용 어르신 행복텃밭 지원 …………………………………………40개소

•생활 속 텃밭 가꾸기를 위한 상자텃밭 보급 …………………………………………… 1,000개

•시민과 함께하는 제2회 도란도란텃밭이야기 ……………………………………… 1회 1,000명

•도시생태농업 통합 네트워크 및 거버넌스 추진 ……………………………………………6회/년

  행복한 미래농업의 인재 양성

•농업인 단체 역량강화 및 조직 활성화 ……………………………………………11개회 1,558명

•제24회 수원시 그린농업 페스티벌 개최 …………………………………………… 1회 3,000명

•제3회 전국 규방공예 공모전 …………………………………………………………  1회 3,000명

•창조적 미래세대 4-Ｈ회 육성 ………………………………………………… 11개학교 417명

  과학영농 실천을 위한 기술보급사업 추진

•현장 공감형 농업 신기술 발굴 및 신속보급  ……………………………………… 3개소 20ha

  친환경 채소 꾸러미사업 등 친환경농업 기술지원 : 3개소 11ha

  채소, 화훼 등 에너지 절약형 시설원예 환경개선 사업 : 9개소 3ha

  정부보급종공급가격 차액지원 사업 및 우량종자 보급 …………………………………… 30종 

•작지만 강한 농업경영체 「강소농(强小農)」육성 ………………………………………… 110농가

  수농업경영체 성공모델 사업 등 : 3개소 

  강소농 역량강화 교육 : 10회 300명

  농산물 소득조사 및 분석 활용으로 농가소득 증대 : 4작목 17농가 

5. 고부가가치의 도시농업 활성화

Part. 01 함께 잘사는 경제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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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관이 함께하는 참여나눔의 사회복지기반 조성

2. 안전하고 행복한 여성·가족친화도시조성

3. 건강한 삶, 활기찬 노후를 위한 복지행정

4. 장애인을 위한 나눔과 소통의 따뜻한 복지행정

5. 아동보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

6. 세대를 잇는 건강 으뜸도시 구현

함께 나누는

사회복지 

02P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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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관이 함께하는 참여나눔의 사회복지기반 조성

Part. 02 함께 나누는 사회복지

  수원 지역사회복지공동체 형성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지역 특성과 여건에 맞는 중장기 복지계획 수립 : 2014. 9월

•수원시휴먼서비스센터 운영

  현장 중심형 찾아가는 휴먼서비스 추진

   - 맞춤형 이동상담센터 운영 : 월 1회 / 권역별

   -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찾아가는 휴먼서비스 강화

  지역사회 나눔문화 조성을 위한 「희망그루터기」사업 추진 

   - 민간복지자원 발굴 및 업무 협약을 통한 지원체계 강화

   - 의료지원, 재능기부 등 전문분야별 자원 발굴 확대

  「희망지키미 현판 부착」사업 확대 추진 : 연중

   - 보건·복지·고용·교육기관의 후원 서비스 지원을 체계화

  민·관협력 통합사례관리시스템 강화

   - 권역별 민·관 통합사례관리회의 운영 : 월 1회 / 권역별

   - 「신 개념 학습의 장」공개 사례회의 개최 : 월 1회

   - 지역사회 사례관리기관 컨설팅 추진 : 분기별 1회

  민·관 사례관리 종사자 맞춤형 교육 및 합동 워크숍  개최

•동 주민복지협의체 ………………………………………………………………… 40개동 577명

•보건복지 통합서비스 체계 구축

•고독사 지역공동체 장례 추진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 종교기관, 장례관련기관 등 참여

•사회복지관 운영 및 추가 건립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 4개소 551개 프로그램

  지역 나눔복지 활성화 및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만남과 화합의 장 마련 

  프로그램 내실 운영을 위한 복지관 이용시민 만족도 조사· ……………………………  연 2회

  서수원종합복지관 추가건립

   - 위      치 : 호매실보금자리주택지구 내(문화복지시설용지)

   - 사업기간 : 2014년 ~ 2016년

•기부 나눔 자원 확충

  기업체, 후원기관, 단체 네트워크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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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꼼꼼이 그늘진 곳까지 챙기는 복지서비스 지원

• 국민기초수급자

  생계, 주거, 교육, 해산, 장제비 지원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건강생활유지비, 임신ㆍ출산전 진료비 지원

• 지역사회 서비스

  생애주기별 사회서비스 제공(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 등 11개 사업)

• 위기가정

  최저생계비 150% 이하는 긴급복지지원 

  170% 이하는 무한돌봄 지원 

  200% 이하는 휴먼서비스센터 긴급지원    

  틈새복지대상자는 민간복지자원 연계

• 자활사업

  27개 근로자활사업, 희망리본사업

  취업성공패키지사업, 희망키움통장

• 노숙인 보호 종합지원체계 운영

  종합지원센터 1개소, 일시보호소 1개소, 자활시설 6개소 운영

  주거지원(매입임대주택) 사업 추진 ……………………………………………… 2개소 31가구 

2014년 

주요 

업무계획

3

  건강한 가정ㆍ행복한 가족 만들기! 

•아이돌보미사업 …………………………… 양육자의 야근ㆍ출장ㆍ질병 시 서비스 연계 등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가족 교육·가족상담·가족문화·가족돌봄 서비스 제공 등

•가족기능 강화 프로그램 운영 

  가족 수련회, 가족사랑 자연캠프, 사랑의 부부수련회

•한부모가족 지원

  저소득한부모가족자녀교육비, 청소년한부모가족교육비, 양육비 지원 

  복지자금대여, 두드림통장 매칭액 지원, 사랑의 한부모가족 학교 운영 

  아름다운 어울림! 행복한 동행을 위한 다문화가정 지원

•다문화현장 상담지원센터, 찾아가는 다문화인식개선 사업 

•한국어 및 직업개발교육, 가족통합교육, 상담, 자녀교실, 문화체험

•다문화 한가족 축제, 다 어울림 한마당 행사

  여성정책 내실화로 양성평등사회 실현

•양성평등 실현

  성별영향분석평가 교육 및 심사, 각종 위원회 여성위원비율 확대 등

•여성친화도시 기반 구축

   전문가 토론회, 여성친화도시 조성과제 추진, 여성친화 시민모니터단, 여성친화도시조성

협의체 운영, 동아리활동, 홍보물 제작

  여성의 사회참여 GO! 여성의 행복지수 UP! 

• 여성건강을 위한 여성문화공간-休 운영 

• 여성인력커리어개발 및 취업지원

  새일센터, 가족여성회관, 여성인력개발센터, 여성근로자복지센터 운영

•여성인권보호 지원체계구축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 운영

  찾아가는 성희롱·성매매·성폭력 예방 교육 확대

  초등학교 안전지도제작, 청소년 성문화센터 운영 등 

2. 안전하고 행복한 여성·가족친화도시 조성

Part. 02 함께 나누는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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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든든한 장기요양보험, 사랑을 나누는 요양서비스

•노인장기요양 보험제도 추진 

  장기요양등급 판정 어르신의 시설 입소 및 재가서비스의 제공

•수원시 장기요양지원센터 운영 

  요양시설 71개소, 주간보호 12개소, 방문요양 운영 등

  요양시설 종사자 직무 교육 및 직무만족도 조사 

  행복한 노후, 함께하는 노년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 사업 

  위급상황 발생시 소방방재청 U—119시스템 및 노인돌보미 연계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 주기적 가정방문 및 유선을 통한 안전 확인 

•생활밀착형 홀몸노인 돌봄사업

  새마을단체와 독거노인의 결연을 통한 안부확인

•무료경로식당 및 식사배달 

•기초노령연금, 효 사랑지원금, 효도수당 지급

  노인 소득지원 및 효 문화 확산

•어르신 “행복일터” 지원 및 어르신 환경지킴이 사업

  노인일자리 2,018명 3,643백만원 지원 

  그린수원 환경지킴이 148명, 300백만원 지원

  나눌수록 커지는 행복! 소통의 공간 확충 

• 소규모노인복지관 개관

  위     치 : 장안구 율전동 40-1외 6필지

  사 업 량 : 부지 3,939㎡, 건축연면적 3,304㎡(지하2층 ~ 지상3층)

  사 업 비 : 8,055백만원

•팔달구노인복지관 건립

  위     치 : 팔달구 북수동 274-7외 7필지

  사 업 량 : 대지 2,409㎡, 연면적 3,500㎡(지하2층/지상3층)

  사 업 비 : 13,700백만원

•경로당 활성화

  교양, 취미프로그램 제공, 모범경로당 지정운영

2014년 

주요 

업무계획

3

3. 건강한 삶, 활기찬 노후를 위한 복지행정

Part. 02 함께 나누는 사회복지

  장애인의 재활·자립기반 확충을 통한 사회참여기회 확대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재활, 여가, 문화, 정보화, 취업교육 등 61개 프로그램

•장애인에게 일자리 제공 

  장애인 행정도우미 등 2개 사업 추진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9개소 지원

•장애인 복지시설 확충

  장애인복지관, 주간보호시설, 직업재활시설, 직업재활 카페 설치 

  장애인에 대한 다양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중증장애인 활동 지원 

  신체활동지원, 가사활동지원, 사회활동지원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서비스 지원

  최신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365일 24시간 돌봄서비스 제공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월동난방비, 출산지원, 이사비지원 등

•장애인복지단체 지원

  사회단체보조금, 장애인 문화·체육활동지원 등

  장애인 가족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삶 지원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가족문제상담, 가족역량강화, 장애가족 휴식지원사업 등

•18세 미만의 장애아동 재활치료 지원 

•언어발달 지원 

  부모가 시각, 청각, 언어 등 장애인인 만18세미만 비장애 아동의 언어 발달서비스 제공

•장애아동양육 지원 

   만18세미만의 자폐성, 지적, 뇌병변 장애아 등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정에 양육자의 질병, 사

회활동 등 일시적 돌봄 서비스 양육지원

4. 장애인을 위한 나눔과 소통의 따뜻한 복지행정

Part. 02 함께 나누는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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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와 아이가 행복한 보육환경 인프라 확충

•아이사랑 시립어린이집 확충 ………………………………………………………………… 2개소

  호매실 어린이집 신축 : 2014. 9월

  광교 신설동 주민센터 내 어린이집 신축 : 2014. 10월

•영통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 2013. 1. ~ 2015. 1.

  규      모 : 부지면적 625㎡, 건축연면적 1,320㎡(지하1층, 지상3층)

  주요시설 : 육아나눔터, 장난감도서관, 일시보육실 등

•아이러브맘 카페 확대 ……………………………………………………………… 4개소  7개소

  SK아트리움, 파장주민센터 내, 여성문화공간-休 

•장난감 도서관 확대 ………………………………………………………………… 2개소  6개소

  호매실 도서관, 창룡 도서관 신축 건축물내  : 2개소

  여성문화공간-休, 보훈회관 건축물내 : 2개소

  현재 운영중인 시설(2개소) : 매교동, 수원시보육정보센터 내

  양질의 보육지원 프로그램 운영

•복한 아이돌봄 「좋은 품성학교」 운영

  대      상 : 만3 ~ 5세 누리과정 담임교사(903명)

  인성교육 실시 우수 교육기관과 MOU 체결, 인성교육 연수 프로그램 추진

•영유아 육아지원 아이맘 멘토링

  대      상 : 예비부모 ~ 만5세 이하 부모

•삼성 수원 꿈쟁이 학교 운영

  참여대상 : 삼성전자, 수원지역아동센터연합회,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대      상 : 지역아동센터 51개소 1,383여명

  예능교실, 오케스트라단, 체육교실 등 운영

2014년 

주요 

업무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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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아동보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

Part. 02 함께 나누는 사회복지

  미래 건강사회 구현을 위한 여성과 어린이 건강서비스 확대

•건강검진 지원

  영 유아 건강검진 : 국가필수 예방접종, B형간염 수직감염 등 

  아이낳고 싶은 수원 모자보건사업 : 임신 확인부터 산전 산후까지 관리

  신생아 청각선별검사·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건강서비스 제공

  체계적인 산후관리와 산모신생아 도우미 및 고위험 임산부 지원

  저출산 극복 및 여성과 어린이에게 질 높은 건강서비스를 제공

  예방 중심 및 취약계층대상 공공 보건의료 서비스 강화 

•주민의 전염성 질환 예방 ……………………………………………………………… 697백만원

  영유아 및 취학아동, 노인과 의료취약계층에 예방접종을 실시

  주요 감염병의 조기발견 및 확산방지를 위한 신속한 예방활동

•방문 건강관리 사업

  독거노인 등 소외계층에 대한 체계적인 건강관리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및 건강권 보호

  시민의 건강생활실천 능력 향상을 위한 노력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맞춤형 상담 및 치료프로그램 제공

  아동·청소년, 성인, 노인 등 대상자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상담 

  알코올중독자 및 그 가족에 대해 위기중재 및 치료·재활체계 강화

•정신보건서비스제공 : 자살 위험에 처해있는 시민을 위한 온라인상담

  민·관·학을 연계하는 공동체적 보건의료체계 구축

•상생협력 보건의료체계 구축

   방문보건센터, 노인정신건강I·Ⅱ센터, 정신보건센터, 아동·청소년정신건강센터, 자살예방

센터, 알코올상담센터, 근골격 건강센터, 아토피상담센터 등 위탁사업 추진

  고위험군 조기발견을 통해 아토피 질환 악화를 방지

  아토피 질환자 적정치료와 지속관리를 통해 재발을 방지

6. 세대를 잇는 건강 으뜸도시 구현

Part. 02 함께 나누는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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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창조적 건축공간을 통한 삶의 질 향상

2.  조화롭고 품격있는 도시경관 조성 및 신도시 건설

3.  사람중심의 창조적 도시재생

4.  수원형 마을 르네상스 구축

5.  시민이 행복한 안전도시 구현

평생 살고싶은 

주거복지

03Part.

2014년 

주요 

업무계획

3

1. 창조적 건축공간을 통한 삶의 질 향상

Part. 03 평생 살고싶은 주거복지

  사람이 중심 되는 공동주택 활성화 사업 추진 !

•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녹색아파트 만들기, 담장, 벽면 녹화, 어린이놀이터, 노인정 시설보수 등

•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총사업비
(시비)

기투자액 2013년
2014년 이후 계획

계 2014년 2015년 2016년

12,862 4,362 2,500 6,000 2,000 2,000 2,000

  

• 찾아가는 입주자대표회의 아카데미 교육 및 모범단지 견학 실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사업으로 건축물 에너지 성능 개선 !!

•기존 건축물에 대한 에너지 절감 추진 : 창호시스템 및 단열재 설치

•신재생에너지 사용 등 녹색건축물 확대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총사업비
(시비)

기투자액 2014년
2014년 이후 계획

계 2015년 2016년 2017년

4,800 300 500 4,000 1,000 1,500 1,500

 

  사람이 반가운! 수원형 매입 임대주택 시범사업 추진 

•주거지원사업의 상대적 소외계층에 대한 주거안정화 사업실시

   정부와 연계하여 LH가 시행하는 매입임대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상대적 소외계층에 대한 맞

춤형 기존주택 매입임대 사업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총사업비
(시비)

기투자액 2014년
2014년 이후 계획

계 2015년 2016년 2017년

7,600 1,600 3,000 3,000 3,000 - -

•시범사업

   장안구 송정로 24번길 50(정자동)/ 282.2㎡(연 479.09㎡)/ 지상4층

   세대수 : 10세대/ 임대기간 2년(1회 연장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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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화롭고 품격있는 도시경관 조성 및 신도시 건설

Part. 03 평생 살고싶은 주거복지

  경관사업의 체계적 추진으로 품격 있는 디자인 도시 형성

•중점경관관리구역 지정 및 구도심 지역 경관개선 실행계획 수립

•장안문 주변 등 6개 구역에 대한 주변 경관개선

  건축물 입면 개선(190동), 간판정비(607개소), 보도정비(980㎡)

•행궁동 벽화마을 경관(간판) 개선사업

  벽화마을 정비(300백만원), 마을주변 도로정비(650백만원), 디자인(100백만원)

•경관 개선사업

  수원역 관문 및 구도심 경관사업                   밤밭 문화의 거리 경관 협정

  교회 노후첨탑 정비

•장안구 영화동 거북시장길 경관 협정사업 및 도시활력 증진 사업

  특화거리 조성 및 건물 입면 개선

  공영주차장 확충을 통해 침체된 재래시장 활성화 도모 

  공공디자인의 실행으로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경관위원회」등 디자인 전문가의 참여 확대

  주민경관협정사업 공모

  공공시설물 진단 및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디자인 환경 구현

•장안구 율전동 성대 주변 경관협정사업 추진

  공동체 문화를 형성하고, 지역문화가 융합된 예술적 공간 조성

  미래지향적 첨단산업 인프라 강화

•도시개발사업의 다각화 방안 마련

  난개발 방지 및 도시기반시설 확보

  도시개발사업 발굴 타당성 연구용역 (150백만원) : 2014. 3월

•수원산업 3단지(2단계) 조성사업 추진 

•R&D단지 조성사업 타당성 검토

2014년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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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환경 녹색도시 개발로 생태적 도시환경 개선 

•고색지구 도시개발사업 …………………… 권선구 고색동 887-51번지 일원(동보연와 주변)

  면    적 : 248,310㎡                          계획인구 : 5,719인

  주거용지 확보 및 낙후지역 도시개발

•한림도서관 건립 ……………………………………………………권선구 권선지구 문화공원 내

  면    적 : 7,156㎡                             지역주민의 문화복지 증진과 독서문화 인프라 조성

  권선지구 내 한림도서관 건립

•곳집말 지구 도시개발사업 착공

  산업단지 배후 주거단지 조성

  단지조성공사 착공(2014.3), 공동주택 분양(2014.5), 단지조성공사 준공(2016.6)

•신동지구 도시개발 사업 …………………………………… 영통구 신동 및 화성시 반정동 일원

  사 업 량 : 295,522㎡(수원시 : 251,140㎡  화성시 : 44,382㎡)

  계획세대 : 1,960세대

•권선행정타운 배후단지 도시개발사업 ……………………… 권선구 고색동 893-20번지 일원

  사 업 량 : 61,400㎡ 

•수원컨벤션시티 건립 ……………………………………영통구 이의동(광교 택지개발 지구 내)

  면    적 : 36,365㎡

  주민 편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신도시 건설 마무리 추진

•편리한 주거환경 조성

  교육, 행정, 교통, 공원녹지, 문화, 의료 등 자족기능 확충

  상업, 업무, 산업을 갖춘 살기 좋고 아름다운 광교신도시 건설

•택지개발사업 마무리

  개발이익금 최대 확보로 지역 내 재투자 활용방안 마련

  주민요구사항·현안사항 등 조속처리로 지구 내 주민 편익을 최대화

•호매실 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사업 추진

  서부생활권의 공공·상업·자족시설을 확충

  도시 균형발전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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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람중심의 창조적 도시재생

Part. 03 평생 살고싶은 주거복지

  시민참여형 도시계획의 구현을 통한 지속발전 가능한 도시 조성 

•도시계획 수립시 시민참여 방안 제도화 추진 : 시민계획단 구성·운영

•시민과 함께 도시기본계획의 구현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추진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관내 학교 25개소 도시계획 변경

  성균관대 역사 부지 등 도시기본계획상 개발대상지 용도지역 변경

  기존 계획의 타당성 검토를 통한 용도지역·지구·도시계획시설 정비 등

  지구단위계획 정비 및 시행을 통한 토지이용 효율 극대화

•택지개발사업지구 법령개정 등을 반영한 지구단위계획 재수립 추진

  대상지 : 정자지구, 정자2지구, 천천2지구, 원천2지구, 조원지구, 매탄2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역 개발사업 추진

  선계획 후개발을 통한 주거·상업 용지 확보 등 토지이용 효율 극대화 

  대상지 : 망포3지구 :  A=216,956㎡, 2,347세대

              오목천동지구 :  A= 91,954㎡, 844세대

              역세권2지구 :  A=720,741㎡, 수원역 인근 상업지역 조성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고등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 2006년 ~ 2016년

  구 역 면 적 : 362,655.2㎡ / 건립규모 : 아파트 71동 4,906세대

  1블록 철거 : 2014. 6. 30

•세류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 2006년 ~ 2015년

  구역면적 : 230,232.8㎡ / 건립규모 : 아파트 40동 2,682세대

  일반분양 : 1,430세대 2014년 상반기 분양

  ※ 특별분양 667세대 분양계약 완료(2013. 9월)

  공공기관 종전부동산 활용계획 수립

•농어업 역사·문화·전시체험관 건립 추진

  규   모 : 대지면적 102,000㎡, 연면적 45,000㎡

  사업비 : 총 4,100억원 (건축비 2,100억원, 토지비 2,000억원)

  예비타당성조사시 대상과제 선정을 위해 관련부서 등 협의 

2014년 

주요 

업무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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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형 도시르네상스 사업 추진

•수원형 도시르네상스 시범사업 ………………………………………… 장안동 110-7번지 일원

  사업면적 : 약 38,200㎡

  주민공동이용시설 신축, 골목길 정비, CCTV 설치, 경관개선, 주택개량 등

  시범지역 확대(신풍동, 장안동 포함) : 38,000㎡ → 120,000㎡(상업지역 제외)

•매산동 수원형 도시르네상스 ……………………………………… 매산로3가 109-2번지 일원

  사업면적 : 약 94,896㎡

  사업기간 : 2013. 8월 ~ 2015. 12월

  정비기반시설 및 주민공동이용시설 확충·정비·개선

   - 담장허물기(그린파킹), 주택개량, 순환용임대주택, CCTV·보안등 설치 등 

  사람중심의 친환경 도시정책 개발

•도시정책개발 연구

  도시환경개선을 위한 경부선 입체화연구 ……………………………………………… 2014. 1월 ~ 

  개발제한구역 여건변화 대비 대응전략연구 ……………………………………… 2014. 1월 ~ 7월

  지속가능한 도시발전 장기비전 수립 및 도시문제 대안 발굴

•관학협력 수원도시환경정책 연구 

  수원 도시연구 프로그램 운영 ………………………………………………… 2014. 1월 ~ 12월

  수원시와 대학 및 연구기관 등이 공동으로 도시연구아카데미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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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활용 부지 활용계획 수립

•시청주차장 부지 활용방안 

  면  적 : 12,649㎡                      위탁 또는 공영개발, 광역 행정의 공공업무 융복합 타운

•망포역 공영주차장 부지 활용방안

  위  치 : 영통구 영통동 980-2번지 일원                  면  적 : 8,911㎡

  역중심의 토탈 생활문화 공간 조성, 대중교통 편의를 위한 역세권 환승기능

•화서역 환승주차장 부지 활용방안 

  위  치 : 팔달구 화서동 643번지 일원                     면  적 : 7,895㎡

  KT&G부지 민간개발과 연계한 화서역 역세권 통합연계개발

  시민 참여 선진 광고문화 정착

•시민이 참여하는 간판개선 사업 ……………………………………………… 2014. 2월 ~ 8월

  노후·불량간판으로 수원시 가이드라인 기준에 맞게 교체

  거주지 및 점포소재지가 수원인 소상공인

  1업소당 사업비 80% 내 지원 : 최대 200만원

•불법광고물 근절로 아름다운 거리 조성

  공간정보를 기반으로 생활정보 제공

•생활 공감 지도 웹서비스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 스마트 안전귀가 서비스, 길 따라 떠나는 여행

  팔색길 코스, 자전거 코스 등 지역문화 안내

•3차원 공간정보 활용 토지이용 분석

  도시계획, 도시재생, 도시경관 시뮬레이션, 침수지역 등 재난예측 예방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기부 등 18종을 종합공부 구축으로 민원 편리

  쉽고, 편리한 도로명 주소 생활 속 정착

•사용자 중심의 맞춤형 도로명 주소 홍보

•도로명 주소 시설물의 주변상가 등에 관리자 지정 운영

•국가기초구역 514개 본격시행, 우편번호는 2015. 7월부터 시행

  수원지리지 활용 소통교실 운영

•수원바로알기 청소년 교실  …………………………………………  초등학교 22개교 96학급

  세계문화유산 수원화성의 유래와 역사

•찾아가는 부동산교실 ………………………………………………………………32개소 1,500명

  부동산 거래사고 사례 및 거래의 안전을 위한 유의사항

  부동산 중개수수료 및 취득·보유·매매 관련 세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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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원형 마을르네상스 구축

Part. 03 평생 살고싶은 주거복지

  가시적인 성과를 위한 마을 특성 및 정체성 확립

•마을르네상스 우수 사례지 “마실투어” 운영  ……………………………… 2014. 3월 ~ 12월

  장    소 : 우리시 마을르네상스 우수사례지 현장 

  매월 구별 우수사례지 마을을 선정하여 주체별「마실 투어」실시

  우수사례지 마을활동가 사례 소개 및 현장체험 토론  

  마을르네상스 역량강화를 위한 거버넌스 행정추진

•수원마을르네상스 공모사업  ……………………………………………… 2014년 1월 ~ 11월

•청소년 마을봉사 아름다운 동행 ……………………………… 연중(2014. 3월중 발대식 개최)

  마을가꾸기: 꽃가꾸기, 환경정비, 벽화사업, 태극기 달기 등

  공동체 활동: 재능기부, 어르신 도우미, 아동 벼룩시장 운영 등

  이웃과 소통하기: 마을조사하기, 문화교육, 자원봉사자 갤러리 

•“마을꽃이 피다” 제3회 수원마을축제 ……………………………………………… 2014. 9월중

  학술행사, 문화행사, 체험 및 참여행사 

•참여와 협력을 통한 마을르네상스 역량강화

  마을만들기 전문가 양성을 통한 현장지원 강화 : 50명

  마을만들기 성공적 기반 구축 : 교육, 워크숍 개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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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시민이 행복한 안전도시 구현

Part. 03 평생 살고싶은 주거복지

  선제적, 예방적, 근원적 안전관리체계 구축

•통합적 안전관리체계 구축으로 시민안전 기반 조성 ……………………… 3대유형 22개 분야

  분야별 추진상황보고회 : 상·하반기

  분야별 관리지표에 따른 감축목표 달성도 평가 : 분기별 

•안전문화운동 활성화를 통한 민관 안전문화 네트워크 구축

•어린이 안전학교 운영 

  자녀가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안전학교 운영

  - 국제안전학교 재공인 추진(정자초등학교) : 10월 

  - 수원안전학교 지정 운영(구별 1개) : 3월

•안전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안전관리

  어린이 놀이시설 관리주체 교육 : 1회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실태 점검 : 상·하반기

  재난 취약가구(기초수급자 등 325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 지원

•재난·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서비스 제공

  자연적, 사회적, 인적 재난으로부터의 선제적 안전대책 추진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기본설계 : 3월 ~ 9월

  - 침수방지시설 설치공사 : 158개소 239백만원

  시기별·계절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전 안전점검 강화  

  - 재난종합상황실 운영 : 연 중

  - 다중이용시설물 안전컨설팅 : 6회    

  안심마을(장안구 송죽동) 사업 추진

•대   상 : 장안구 송죽동 16통 지역(0.31㎢)

  가구수 및 인구수 : 1,206세대 2,993명

•주요내용

  어린이보호구역 CCTV(2대) 및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횡단보도 안전보행시스템 설치 : 150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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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먼 하우스케어 방범서비스 확대 운영

•수혜대상 : 수원시 저가주택에 거주하는 여성가구 

•주요내용

  출입문·창문 등에 감지센서 설치로 주거침입 방지(경보음 발생 등)

  스마트폰, 인터넷, 리모콘을 통한 자가 보안서비스 원격 제어

•소요예산 : 22,000천원(여성발전기금)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셉티드 시범사업」 추진

•사업범위 : 파장초등학교 인근

•사업내용

  통학로 보도패턴 사인적용, 점멸신호등 설치, 과속방지턱 보완

  경계석 높이보완, 학교담장벽화그리기, 골목길 CCTV 설치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학교울타리 수목 정비

  학교인근 시장, 상가 등(상업지역)의 안전의식 교육

  도시안전의 최첨단 미래형 융합정보 서비스 체계 구축 

•도시공간에 첨단IT 인프라 확산

  정보들을 빠르고 편리하게 제공받는 스마트 안전도시 구축

  U-City기반 스마트 융합도시 구축

•무선교통정보 수집설비와 무선통신을 통합 교통정보체계 고도화 

•교통신호제어시스템 보안강화

  교통혼잡 및 인명피해 등 사회적 혼란 발생 방지

•생활안전 및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 감시용 CCTV설치

  방법 CCTV 설치 : 50대

  방범 CCTV 통합관제 : 137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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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속가능한 생태교통도시 조성

2.  친환경 미래지향적 대중교통체계 구축

3. 안전과 나눔이 있는 아름다운 교통

4. 안전하고 편리한 친환경 도로개설

사람이 우선하는 

교통복지

04P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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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속가능한 생태교통 도시 조성

Part. 04 사람이 우선하는 교통복지

  생태교통 수원 종합계획 수립

•전담 조직 존치 및 시민추진단 운영

•생태교통 종합계획 수립 용역  ……………………………………………………… 100,000천원

•생태교통사업 확산 추진  …………………………………………………………… 200,000천원

  수원형 「차 없는 거리」 시범지역 선정 및 운영 : 3개소

  생태교통 희망지도 제작 : 생태마을·보행·자전거도로·나누미카 홍보

  행궁동 생태교통마을 지속 운영

•매년 9월 1일 생태교통축제 추진

•매월 카프리데이 운영 : 문화ㆍ체험행사 

•기반시설 조성 ………………………………………… 문화공간, 공영주차장, 어린이집 등 설치

•도로 운영체계 개선 추진  ……………………………………………………… 화서문로, 신풍로

  친환경 자전거 이용 활성화

•자전거 이용 기반시설 구축

  통행목적별 자전거 도로 조성 : 4개소

   - 직장 출·퇴근용 : 수원산업단지 수인선, 삼성전자 주변

   - 학교 통학용 : 율현 중학교 주변

   - 대형쇼핑센터 이용 : 수원이마트 ~ 권선도시개발사업 지구 주변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

   - 자전거 보관대 : 역, 터미널, 다중이용시설 주변 버스정류장 등 50개소

   - 자전거 횡단도 : 권선사거리, 수성사거리, 팽나무고개삼거리 등 50개소

•공공자전거 운영

  유인 : 행궁동, 신풍동, 남창동, 남수동, 북수동, 매향동 일원

  무인 : 영통, 광교, 행궁동 일원

•자전거 이용 붐 조성

  시민 자전거보험 가입 및 자전거 안전교실 운영

  자전거 마일리지제 및 자전거 이동수리 센터 운영

  화성따라 자전거 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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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환경 도시철도사업 추진

•격자형 철도 네트워크 구축  ………………………………………………………… L = 33.75㎞

노선명 수인선 신분당선 (1단계) 인덕원 ~ 수원 신분당선 (2단계)

위 치 수원 ~ 화성 ~ 인천 성남 정자 ~ 광교 인덕원 ~ 영통 ~ 서동탄 광교 ~ 호매실동

사 업 량 5.01㎞ 3.1㎞ 14.5㎞ 11.14㎞

사업기간 1995 ~ 2016 2005 ~ 2016 2012 ~ 2019 2014 ~ 2019

공 정 율
2공구 지하화구간

공사착공
2016. 2월 개통을 
목표로 지속추진

기본 및 실시설계 착수
민간투자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친환경 교통수단(도시철도 1호선) 도입  …………… 2014년 10월 기본 및 실시설계 착수

  내 용 : 무가선 트램(노면전차) 도입 (L=6.049㎞, 정거장 9개소)

  노 선 : 수원역 ~ 화성행궁 ~ 장안문 ~ 수원야구장 ~ 장안구청

  대중교통 연계 환승시스템 구축

•수원역 환승센터 건립 ……………………………………………………………… 2014. 1월 착공

  연면적 : 20,579㎡(지하 1층/ 지상 2층)

  환승거리 및 이동시간 단축

   - 환승거리 : 평균 378m  211m (167m 감소)

   - 환승시간 : 평균 6.3분  3.5분 감소

•성균관대 역사 개발  ……………………………………………………………… 2014. 3월 착공

  사업기간 : 2012 ~ 2015 / 건축면적 : 6,330㎡(민간개발사업)

 •정자 ∼ 광교 복선전철 경기도청역 환승센터 건립 ………………………… 2014년 지속추진

  기      간 : 2012 ~ 2016(신분당선 사업과 병행 추진)

  환승용량 : 총 16면(광역버스 8면, 일반버스 8면)

2014년 

주요 

업무계획

3

2. 친환경 미래지향적 대중교통체계 구축

Part. 04 사람이 우선하는 교통복지

  교통약자를 위한 안전도시 조성

•「수원시 보행 지킴이」 구성ㆍ운영 …………………………………………………………… 100명

•생애주기별 (어린이ㆍ청소년ㆍ노인) 교통안전 교육 실시 …………………………………수시

•교통약자 보호구역 관리 …………………………신설 5개소, 유지관리 130개소 (CCTV187대)

•횡단보도 안전보행 시스템 도입  …………………………………………………………… 5개소

•22! 게릴라 녹색교통안전 캠페인 실시 ……………………………… 5개소 (교통사고 잦은 곳)

  시민과 함께 미래를 여는 교통 솔루션

•우리 마을을 고쳐주세요! 시민제안 신설 운영 ……………………………………………… 4회

•전문가와 함께 방문하는 찾아가는 교통포럼 추진 ……………………………………………수시

•시민과 전문가가 함께하는 마케팅전략 ‘신교통문화 정책 포럼’ 추진……………………… 1회

3. 안전과 나눔이 있는 아름다운 교통

Part. 04 사람이 우선하는 교통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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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안전하고 편리한 친환경 도로개설

Part. 04 사람이 우선하는 교통복지

구분 세부사업명 사업량 총사업비
2014년
사업비

2014년 
추진계획

민간

사업

수원외곽순환(북부)도로
L = 7,700m

B = 20m

385,900 

(경상가)
43,100

•광교지구외 보상(3월~)

•광교지구내 공사착공(5월)

과선교 연장

L = 1,230m

B = 18.25m

(L = 780m연장)

61,000 44,000
•상부개통(10월)

•공사준공(12월)

자체

사업

수원역 서측 환승센터

연결도로개설

L = 1,380m

B = 5.75~14m
19,287 2,792

•보상추진(1~6월)

•공사착공(6월)

이목지하보도 주변

도로확장

L = 210m

B = 10 → 20m
4,818 - •공사준공(6월)

구 국도1호선 도로확장

L = 410m
     (교량1개)

B = 10 → 25m

15,840

(화성시 
사업 비제외)

- •화성시 협약체결(3월)

고향의봄길~국도43호선

(대1-15호선) 도로개설

L = 700m

B = 35m
20,000 3,730

•보상추진(1~3월)

•공사착공(3월)

고색동 대3-39호선

도로확장

L = 700m

B = 12 → 25m
6,590 1,000 •보상추진(1~7월)

오목천동 대3-18호선

도로개설

L = 750m

B = 12.5 → 25m
7,614 1,000 •보상추진(1~7월)

세류동 중로1-35, 
1-149 호선 도로개설

L=573m

B=15~23m
4,220 400

•보상추진(1~7월)

•공사착공(7월)

수원역 우회도로 3공구
L=800m

B=25→40m
28,110 2,520 •보상추진(1~7월)

2014년 

주요 

업무계획

3

  대중교통 종사자와 함께하는 녹색교통 구현

•택시 선진화 쉼터 운영 

구 분 쌍우물 남수동 원 천 탑 동

소 재 지 팔달구 고등동 팔달구 남수동 광교택지개발지구 권선구 탑동

부지면적
(연면적)

170㎡(111㎡) 517㎡(261㎡) 1,188㎡(198㎡) 1,200㎡(240㎡)

•녹색교통 복지회관 건립 ………………………………………………… 2013. 5월 ~ 2015. 2월

•팔달구 정자천로 14번길 49 / 부지(1,196㎡), 연면적(면적 2,200㎡)

  함께 나누는 생활교통 서비스 제공

•교통약자 특별 교통수단 ………………………………………………………………………  44대

•저상버스 추가 도입ㆍ운행  …………………………………………………………………  21대

•수원형 버스승강장 설치 ……………………………………………………………………  40개소 

•도시미관에 어울리는 택시 승강장 설치 ………………………………………………… 121개소 

•자동접이식 의자 확대 설치 ………………………………………………………………  50개소

•「수원 택시 디자인 가이드 라인」 개발

•정류장 책방 설치 ………………………………………………  버스ㆍ택시 쉘터형 정류소 234개소

•공영주차장 (7개소 664면) 및 거주자 우선주차제 (2,000면) 조성

  고가차도 주변 환경개선 소음저감 사업

•고가차도 주변 소음저감대책 순위에 따른 연차적 단계별 사업

  1단계 사업 : 구간단속카메라 설치 및 저소음포장

  2단계 사업 : 방음벽 증고

•사업내용

  수원역 고가 : 저소음포장(A=13,500㎡), 782백만원

  우 만  고 가 : 저소음포장(A=25,500㎡), 873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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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람중심의 환경수도 건설

2.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

3. 생태적으로 건강한 물의 도시 수원 구현

4. 신뢰받는 깨끗하고 청결한 청소체계 구축

5. 시민이 함께하는 고품격 공원·녹지 조성

자연이 어우러진 

환경복지

05Part.

2014년 

주요 

업무계획

3

  지속적인 도시환경 관리

•환경보전 기본계획 수립

  수원시 환경보전 기본계획 수립 : 2015 ~ 2024 (10년간)

   대기, 수질, 소음진동, 자연환경, 폐기물, 토양·지하수, 상·하수도 에너지, 유해화학물질, 

환경정책 등 10개 분야

  모니터링, 장래 발전방향 예측분석 및 환경조성 방안제시

•수원시 빛거리 조성  …………………………………………………………………… 445백만원

  노후 조명시설 밀집지역 가로조명 LED조명 교체

  시민들의 환경의식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생태환경체험교육관 건립 운영

  위    치 : 수원 호매실 보금자리주택지구 제3호 문화공원 내

  규    모 : 연면적 342㎡(지상2층)

•환경인형극 제작 운영

  대  상 : 유아 및 아동, 일반 시민

  내  용 : 에너지 절약, 자원재활용 등 2개 분야 인형극 제작공연(74회)

•우리 동네 환경수도 만들기 

  우리 동네 환경교실 운영 : 20,000천원 

  친환경 녹색학교 지정 운영 : 32,000천원

•카세어링(나누미카) 사업 활성화

  전용주차장 확대 : 10개소

•슬레이트지붕 개량사업 지원 …………………………………………… 가구당 200만원 / 6가구

•친환경 차량보급 운행으로 도심 대기질 개선

  CNG버스 보급 : 201대 3,885백만원

  CNG하이브리드 버스 시범보급 : 10대, 400백만원

  특정경유자동차 저공해사업 추진 : 2,000대, 5,434백만원

    - 7년이상 노후 경유차량 :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엔진개조, 조기폐차 

1. 사람중심의 환경수도 건설

Part. 05 자연이 어우러진 환경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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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

Part. 05 자연이 어우러진 환경복지

  기후변화체험교육관 ‘두드림’ 운영

• 기후변화 체험교육관 운영 활성화

  학생, 가족, 노인 등 대상자에 따른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페스티발, 연수, 캠프 등 주말 및 방학 특별 주간 프로그램 운영

  정기적 워크숍, 정책 심포지엄 개최 등 기후변화 대응 거점역할 수행    

• 운영활성화를 위한 지원 시스템 구축

  안전한 이동수단, 정보교류 및 학습장, 카페테리아 등 휴계공간 제공

  교육 네트워크와 자원봉사 시스템 구축 및 홈페이지 운영

  온실가스(에너지) 감축사업 전개

• 수원시민 나눔 햇빛발전소 건립 운영 ………………………………………………… 120백만원

  주    체 : 수원시민 햇빛발전 사회적 협동조합, 수원시 

  대    상 : 공공건물, 학교시설 등 

  지원규모 : 시 지원금 30%, 자부담 70% 

• 연도별 온실가스 감축목표(예상)량                                                   (단위 : 만톤CO2eq)

구 분 2012 2013 2014 2015

계 29.19 44.62 59.06 73.85

당해연도
사 업

소 계 29.19 27.45 27.7 29.19

반복사업 12.02 13.26 14.4 15.86

누적사업 17.17 14.19 13.3 13.33

과년도 누적사업량 - 17.17 31.36 44.66

2014년 

주요 

업무계획

3

3. 생태적으로 건강한 물의 도시 수원 구현

Part. 05 자연이 어우러진 환경복지

  쾌적하고 안전한 물관리 시스템 구축

• 통합 물 관리 Digital Water Book 구축

  하천, 수질, 수생태, 상·하수 등 현황 및 비전 공유 등    

• 1사 1하천 관리사업

  원천리천 : 삼성전자 (물의날 행사 외), 삼성전기 (원천교 안전진단 외)

  서호천 : SKC (민·기업 하천행사 외)

  평동천 : AK플라자 (수질개선 및 정화활동 외)    

• 한·일 청소년 물포럼 개최 : 2014. 7월중

  물 순환을 통한 물 재이용 사업

• 빗물 인공함양 시범사업  …………………………………………………………………90백만원

  빗물 인공함양 실험 및 시설 설치 : 1개소 / 10공  

• 지하수·토양 정보화시스템 구축 …………………………………지하수ㆍ토양 Module 개발

• 소규모 빗물이용시설 설치 지원

  1~2톤 규모 빗물이용시설 설치 : 20개소

• 비점오염저감「그린빗물 인프라」 조성

  장안구청 옥상 및 광장 빗물관리시설 설치

• 중수도 설치사업(공공업무시설 10개소) …………………………………………… 1,980백만원

  선진 하수처리를 위한 기반 구축 

• 수질오염총량관리제 대비 오염 부하량 저감 추진

• 황구지천 하수처리장 설치 ………………………………………………………113,836 백만원

  위      치 : 권선구 탑동 415번지 일원

  사업내용 : 시설용량: 47,000톤/일, 시설부지: 56,300㎡(17,000평)

• 수원천 초기우수 처리시설 사업 추진 ………………………………………………… 100백만원

• 차집관거, 환기구, 맨홀 정비 …………………………………………………………… 100백만원

  서호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추진

•서호저수지 수질정화시설 설치 ……………………………………………………… 2,700백만원

 수질정화시설 1식(용량 10,00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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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바른 생활폐기물 배출·처리 및 자원재활용 활성화 추진

• 올바른 쓰레기 배출문화 정착을 위한 클린시티 클린맨 운영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전담반 구성 : 20명  

  고질적인 상습취약지역 상주 계도 및 단속

• 자원순환시스템 구축 활성화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확대 설치  

  폐휴대폰, 폐건전지, 종이팩 등 재활용 활성화 범시민운동 추진

•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1·2단계 운영

  공동주택 : 210,594세대, 개별계량장비 : 3,587대

  신규 입주단지 RFID시스템 설치 : 11,304세대 188대

  종량제 운영성과에 따라 감량우수 공동주택 인센티브 지원

• 합리적인 폐기물처리시설 운영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확대 설치  

  폐휴대폰, 폐건전지, 종이팩 등 재활용 활성화 범시민운동 추진

  재활용 선별장 시스템 기술진단 실시

  폐기물 감량계획                                                                                   (단위 : 톤/년)

년도별 2013년

2014년

발생량
반입 감량

소각량
소계 대형폐기물 재활용잔재물 폐비닐류 사업장폐기물

반입량 172,000 175,090 17,417 12,848 555 964 3,050 157,673

※ 2013년 대비 17,417톤(10.12%) 감량(예정)

  청결하고 아름다운 화장실 문화 조성

• WTA 국제 화장실 문화사업 지원 …………………………………………………… 200백만원

  화장실 문화 국제활동 지원 : 100백만원  

  저개발국 화장실 개선 지원 : 100백만원

• 친환경 녹색화장실 조성

  시민 보건과 위생 향상을 위한 재래식 화장실 개선 : 5개소/ 25백만원  

  개방 화장실 확대 운영 및 시설개선(도비보조) : 72개소 / 140백만원

  아름다운 화장실 문화 교육 홍보 : 2종 1,000부/ 20백만원

        • 해우재 문화센터 건립 운영 

  위    치 : 장안구 이목동 184-9 일원  

  규    모 : 부지 2,585㎡ 연면적 993㎡

2014년 

주요 

업무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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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뢰받는 깨끗하고 청결한 청소체계 구축

Part. 05 자연이 어우러진 환경복지

  시민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녹색공간 확대

 • 나라꽃 무궁화, 수원꽃 진달래 식재

  무궁화 동산조성 : 청소년 문화공원 등 5개소 무궁화 2,000주

  무궁화 수원축제 개최 : 2014. 8월/ 효원공원

  진달래 동산조성 : 숙지공원 등 5개소, 진달래 50,000주 

• 장기 미집행공원 해소를 위한 민간공원 추진

  민간공원추진 가능한 공원(10만㎡이상) : 9개소 

  장기미집행공원 보상추진 : 만석공원 등 7개소, 413,646㎡ 

  시민과 함께 만드는 녹지공간 확충

• 공원관리 민·관 파트너십 체계 구축

  공원관리 시민참여 활성화 : 공원사랑 시민단, 조경가드너

  시민참여 녹지조성 : 영통고가차도 하부 입면녹화 A=1,930㎡

  도시공원 민간 위탁관리 : 근린공원 2개소, 어린이공원 8개소 

• 시민이 만족하는 고품격 공원·녹지 조성

  수원의 역사와 유래가 있는 수원팔색길 조성

  황구지천과 연계한 수원백년 숲 조성 : 벚나무 식재 2,030주  

  효행공원 재정비 및 소담어린이공원·노송공원·장고개어린이공원 조성 

• 휴양을 위한 녹음형 수목관리

  자연 친화적인 공원 종합관리 : 근린공원 58개소, 어린이공원 182개소

  도시공원 물놀이시설 운영 : 매여울 공원 등 8개소

  오감만족 자연 치유도시

• 자연과 하나 되는 도심 속 공간 마련

  등산로정비(L=12.87㎞), 산림생태 복원사업(32,952㎡)

  가족단위 오토캠핑장과 야영장 운영 : 광교호수공원

  녹음형 수목식재(5개년 계획) : 27개소 A=26,755㎡ 

  에코 힐링(ECO-healing) 공간조성 : 숲속 도서관 설치 운영 8개소

• 생태계가 살아있는 공원·녹지 조성

  친환경적인 생태정원(Organic garden) 조성

  산림생태 보전 : 숲가꾸기 50필지 105㏊, 산림병해충 방제 419㏊, 조림 4㏊ 

  누구나 찾을 수 있는 주제공원 확충 : 8개소 

5. 시민이 함께하는 고품격 공원·녹지 조성

Part. 05 자연이 어우러진 환경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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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통과 참여로 함께하는 행복교육 수원

2.  시민의 학습수요를 반영하는 평생학습 도시

3.  책 읽는 독서문화 조성

4.  인문학 중심도시 기반 구축

미래를 여는 

교육복지

06Part.

2014년 

주요 

업무계획

3

  교육복지 기반구축 및 행복한 교육도시 만들기 

• 쾌적한 교육시설 환경개선

  대  상 : 초·중·고등학교 198개교

   내  용 : 화장실 개보수, 급식환경개선, 기타 교육시설 환경개선)

• 배움충만 행복한 학교 지원

   공교육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지원 : 12개 사업 / 5,166백만원

   행복한 학교 교육복지 지원 : 9개 사업 / 4,224백만원

• 진로·진학 프로그램 운영

   대  상 : 중학교 및 고등학교 1학년 5,000명

   내  용 : 진로진학 아카데미 및 진로진학 박람회 운영

• 친환경 아토피 특성화학교 운영 : 남창초등학교

• 혁신학교 만들기 지원

   창의·지성교육 컨설팅지원단 운영 : 62개팀 614명

   창의·인성적 인재육성 혁신학교 지원 : 16개교 630백만원

• 학교 숲 조성·관리 : 조성 8개교(신청), 조성지 사후관리 120개교(시설보수등)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지원대상
지원인원 지 원 액(백만원)

학교수 학생수 계 시 비 교육청

유치원, 초·중교 345 134,517 71,788 34,999 36,789

  창의적인 청소년 육성을 위한 꿈과 비젼 제시

• 청소년의 꿈과 비전 실현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다양한 청소년 체험활동 운영 : 185개 사업 6,175백만원

   글로벌 인재육성을 위한 외국어 능력배양 : 7개 사업 1,500백만원

   저소득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 운영 : 14개 사업 2,209백원 

   청소년 고충처리 및 탈선방지 프로그램 운영 : 5개 사업 229백만원

   건강하고 친화적인 청소년 환경 조성 : 4개 사업 123백만원

• 호매실 청소년문화의집(가칭) 건립 …………………………… 호매실택지개발지구 / 3,300㎡ 

1. 소통과 참여로 함께하는 행복교육 수원

Part. 06 미래를 여는 교육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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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움 나누기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평생학습 분위기 조성

• 맞춤형 평생학습 기반 조성

  평생학습관 운영 : 6개 분야, 900강좌

  수원시민 인문·교양 아카데미 운영 : 30회

• 세상과의 소통, 시민들의 꿈과 가치실현을 위한 인문학 프로그램 운영

  인문학 맞춤강좌 운영 : 25개 기관, 동아리

  수원평생교육대학 운영 : 3개교

  우수 프로그램 운영 : 16개 기관

• 세대가 함께 참여하여 소통 & 공감 & 성장하는 평생학습도시 조성

  제8회 수원시 평생학습축제 개최 : 130개 기관, 동아리

  지역공동체 조성을 위한 마을 만들기 추진 : 12개동

  평생학습 동아리의 육성, 지원 : 50개동아리

  평생학습기관·시설 관계자, 동아리리더 워크숍 추진 : 년1회

• 교육적 소외계층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수원시민 인문평생학습 동아리 육성, 평생학습 축제 개최

2014년 

주요 

업무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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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민의 학습수요를 반영하는 평생학습 도시

Part. 06 미래를 여는 교육복지

  참여와 나눔의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 맞춤형 인문학 프로그램 운영

  평생교육대학 운영, 찾아가는 맞춤강좌 운영 

• 소외계층을 위한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성인 문해교육교육 사업 : 14개 기관

  성인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사업 : 5개 기관 

• 평생학생 Golden Triangle 프로젝트 사업

  대 상 : 아파트도서관, 주민센터 등을 활용한 평생학습 마을조성 희망지역

  내 용  

   - 학습 코디네이터를 마을별 1명 배치하여 마을리더 및 주민강사 양성

   - 학습영역별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마을별 시범 운영

 • LIFE프로젝트 행복 동행

  노숙인, 환경미화원 등 교육소외계획 / 맞춤형 평생프로그램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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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서문화 기반시설 확충

• 공공도서관 건립  ……………………………………………………………………………11개소

  대추골, 창룡, 버드내, 홍재, 한림, 호매실 도서관 : 2014년 준공(6개소)

  일월도서관 : 2013년 ~ 2015년 준공

  화서도서관 : 2014년 ~ 2015년 준공

  매탄, 광교 푸른 숲, 고색도서관 : 2014년 ~ 2016년 준공

• 작은 도서관 활성화

  책나루 도서관 설치 현황

구 분 계 장안구 권선구 팔달구 영통구

도서관수 109 37 30 23 19

비고
작은도서관 61

새마을문고 48

작은도서관 20

새마을문고 17

작은도서관 19

새마을문고 11

작은도서관 12

새마을문고 11

작은도서관 10

새마을문고 9

  책과 함께하는 프로그램 운영

• 책과의 소통을 통한 독서 함양 정착화

  청소년 독서 토론 대회 개최

  도서관 책수레 서비스 확대 운영

구 분 수원역 영통역 시청역

설치시기 2012.11 2012.11 2013.12

서비스개시 2013. 1 2013. 1 2014. 1 예정

장비내역
예약대출기 1,

무인반납기 1

예약대출기 1,

무인반납기 1

예약대출기 1,

무인반납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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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책 읽는 독서문화 조성

Part. 06 미래를 여는 교육복지

  시민이 중심이 되는 정책 개발 및 인문학 도시 조성 

• 시민과 소통하는 인문학 도시 조성

  버스정류장 인문학 창작 詩운영 : 연 2회

  시민힐링 인문학 글판 운영 : 수시

  희망 글판 운영 : 분기별 1회, 4개소

  명사 초청특강 운영

   – 도올 등 인문학 전문가 초청 강좌 운영 : 2회

   – 찾아가는 순회 특강을 통한 수혜계층 다변화 : 2회

  함께 즐기는 인문학 물고을 학당 운영: 2014. 7월 ~ 9월

   – 우리동네 체험형 인문학 「가을서당」 운영 : 2014. 10월

  수원의 불꽃여성 나혜석 바로알기 : 2회

  시민인문학 프로그램 운영 : 62개 프로그램

  인문학 주간행사운영

• 수원의 불꽃 나혜석 바로알기

  나혜석의 재조명을 통한 인문학 콘텐츠 확충

  시민중심의 인문학 활성화

• 수원학 활성화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수원학 협의체 구성 및 수원학 DB 구축

• 수원 독서문화 축제 및 시와 음악이 흐르는 인문학 나들이 운영

• 감성을 키우는 인문학 프로그램 운영

  십인십색 다감 인문학 프로그램 : 10회 강연

  청소년 또래 톡톡 독서캠프 운영 

  꿈꾸는 도서관 다락방 운영

  커뮤니티 강화를 위한 디지털 인문학 공간 마련

• 무선 인터넷(WiFi) 서비스 구축

  16개관 (2013년 : 10개관, 2014년 : 6개관 추가)

• 「수원시도서관」 앱 활성화  ……………………………………… 앱 회원증, 전자책, 도서검색    

• 책 속의 핵심과 구성을 요약 기술한 One Page Book 서비스 구축

• 개인정보 보안 및 이중화 솔루션 구축  …………………… 3개관(기존:17개관, 신축:6개관)

4. 인문학 중심도시 기반 구축

Part. 06 미래를 여는 교육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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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품격있는 문화관광도시 조성

2. 수원화성과 어우러지는 역사문화 관광도시

3. 세계속의 스포츠 메카도시 수원

4. 맞춤형 생활체육 활성화 및 체육 인프라 확충

품격있는 아름다운 

문화복지

07Part.

2014년 

주요 

업무계획

3

1. 품격있는 문화관광 도시 조성

Part. 07 품격있는 아름다운 문화복지

  지속가능한 문화환경 조성

• SK아트리움 개관 및 운영

  위    치 : 장안구 정자동 600-11번지 일원

  규    모 : 지하2층, 지상3층(연면적 14,885㎡)

               – 대공연장 954석, 소공연장 300석

  운영주체 : 수원문화재단

• 수원아이파크 미술관 건립 

  위    치 : 팔달구 신풍지구 

  규    모 : 연면적 9,652㎡(지하1, 지상2층)

  사업기간 : 2013. 12 ~ 2015. 3

• 문학관 건립 준비  

  부지선정, 재원확보, 전문가 자문 및 토론회 등 준비

  고은시인 주최 인문학 강좌, 문학인 세미나, 문화축제 등  추진

• 광교박물관 건립

  위  치 : 광교신도시 1호 역사공원 내(이의동 430-2 일원)

  규  모 : 부지면적 8,492㎡, 연면적 4,096㎡(지하 1층, 지상 2층)

  개관기념 학술대회 개최

   - 사운 이종학·소강민관식 사료기증의 의미와 기증의 사회화 

• 문화예술 창작공간 설치 운영

  위  치 : 팔달구 장안동 314번지

  규  모 : 부지면적 416㎡, 연면적 497.55416㎡ (지상 3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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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수원화성 방문의 해」 사업 추진

• 수원관광의 새로운 변화와 구심적 역할

  TF팀 구성·운영 

  수원화성 방문의 해 홍보상징물 선정

• 수원화성 축성 220주년 기념 행사(수원화성 방문의 해)

  화성성역 기념 특별기획전, 학술대회, 발간도서 간행

  ‘화성성역의궤’ 함께읽기 낭독회, 어린이 화성그림그리기대회

  문화예술 세계화를 위한 대규모 국제행사 지원

• 제1회 수원국제음악제

  시    기 : 2014. 6. 14 ~ 6. 21(8일간, 장소 : SK아트리움)

  프로그램 : 국내외 유명연주자 콘서트, 마스터클래스, 프린지페스티벌

• 제18회 수원화성 국제연극제

  시    기 : 2014. 5. 1 ~ 5. 6(6일간, 장소 : 화성행궁광장, 화성일원)

  구    성 : 해외 5~8개국, 국내 10개 작품 공모

• 2014 국제미술평론가협회 대회(2014 AICA Congress)

  시    기 : 2014. 10월중(장소 : 수원화성 일원)

  주요내용 : 학술포럼 및 세미나, 정기총회, 사후행사 등

  시민과 함께하는 시립예술단 운영

• 품격있는 예술공연 추진

  정기연주회, 기획연주회, 맞춤형 공연 등

• 시민과 함께하는 예술단 운영

  찾아가는 음악회, 수원지역 학생대상 협연자 선정

  재능기부를 통한 청소년 오케스트라, 청소년합창단 지원 및 지도

• 세계무대로 뻗어나가는 글로벌 오케스트라(시립교향악단)

   “유럽투어” 연주 : 2014. 2. 6. ~ 2.15(독일 등 4개국)

  “이탈리아 메라노 페스티벌” 초청공연 참가 : 2014. 9. 19 ~ 9. 24

  민간 예술단체 육성지원

• 문화예술단체 사업지원  ……………………………………………………… 56건 957백만원

   미술, 음악, 문인, 무용, 연극, 사진, 국악, 연예예술 등

• 찾아가는 문화활동 추진  ……………………………………………………… 50회 130백만원

• 아마추어 연습실(2)·풍물단 지원  ……………………………………………………………20개

2014년 

주요 

업무계획

3

  수원화성의 복원 및 원형보전을 통한 문화재 가치 상승

• 화성일원 문화재구역 정비 ………………………………………………………… 8,192백만원 

• 화성행궁 2단계 복원사업 …………………………………………………………… 4,285백만원

  신풍초교 부지 2018년까지 토지매입 절차 진행

• 성곽주변 문화재 보호구역 추가 지정 및 정비

• 수원화성 방재시스템 유지관리 및 보물문화재 방재 CCTV 고도화 추진

  수원화성 르네상스 전략사업을 위한 기반 마련

• 특별건축구역 지정

  한옥조성시 건축규제(건폐율, 대지안의 공지, 조경, 높이) 완화

• 한옥지원조례 개정

  한옥촉진지역 지정 근거 및 보조금 지급 확대     한옥건축·수선 비용 보조금 지급 : 10가구

• 장안문주변 문화시설 조성, 장안동 일원 문화시설 및 쉼터 조성 

• 한옥 한스테이 사업 발굴 추진, 수원화성 경관 온라인 라이브캠 추진

• 화성주변 관광기반시설 조성 : 화홍문 앞 경관광장 및 관광안내소

  역사문화의 복원과 미래가치 지향의 복합 문화공간

• 창성사지(시 향토유적 제4호) 문화재 발굴 …………………………………………… 100백만원

  장안구 상광교동 산41, 사업량 45,818㎡

• 수원의 기록, 마을조사 및 구술채록 ……………………………………………………71백만원

  마을별 원로들의 구술채록 20명, 마을조사 2개동씩 전문조사 실시

• 특별기획전

  근현대 수원사진전, 수원8경 기획전, 갑신정변 130주년 기념전

2. 수원화성과 어우러지는 역사문화 관광도시 

Part. 07 품격있는 아름다운 문화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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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별화된 국제ㆍ전국 스포츠대회 개최

• 국제행사 : 3종 (신규 2 - 세계펜싱 선수권대회, 국가대표팀 축구대회 / 연례 1)

• 전국대회 : 12종 (신규 1 - 교보생명컵 꿈나무 체육대회 / 연례 11)

  함께하는 뉴 스포츠, 재미있는 학교체육 운영

• 대    상 : 초등학교 40개소(상·하반기 각 20개소)

• 장    소 : 학교 운동장 또는 교실

• 사업내용

  뉴 스포츠 종목보급 : 티볼, 플로어볼, 츄크볼, 스포츠스태킹, 핸들러

  전문지도자 배치, 운동용품 지원

  지역연고 엘리트 스포츠단 지원

• 웅비하는 프로축구단 수원FC 운영

  선수단 운영 및 각종 대회참가, 유소년 축구클럽 운영

  지역과 밀착형 마케팅 및 각종 지역연계 사업 실시

•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직장운동부 운영 

  육성종목 : 22개 종목 216명 (지도자 32명, 선수 184명)

  직장운동경기부 성과관리 시스템(출전·입상실적) 구축 운영

  2014 인천아시아경기 대회를 대비한 국가대표 선수 집중 관리

• 미래 스포츠꿈나무 육성을 위한 학교운동부 지원

  학교운동부 창단 지원 : 5개교

  일반코치 보상금 지원 : 14명

  유공지도자 보상금 지원 : 80여명 (전년도 실적 기준) 

  꿈나무 우수선수 및 불우선수 장학금 지원 : 30명 

  프로야구 10구단(KT Wiz)의 안정적 지원

• 기반시설 확충 (수원야구장 증축 및 리모델링) …………………………………  29,000백만원

  연면적 20,012㎡, 좌석 20,000석, 지상4층, 수용규모 25,000명

• 지원 시책사업  …………………………………… 다양한 홍보 사업 추진, 홈구장 장기 임대

2014년 

주요 

업무계획

3

3. 세계속의 스포츠 메카도시 수원

Part. 07 품격있는 아름다운 문화복지

  시민의 눈높이 맞춤형 생활체육 활성화

• 생활체육 동호인 현황 : 50종목 1,107개 클럽, 53,848명

  2013년 45종목 954개 클럽 50,298명

• 각종 생활체육 대회 개최·출전 지원을 통한 생활체육 동호인 저변 확대

• 학교운동 동아리, 직장인 동호회 간 비등록 클럽매칭 대회지원 활성화

• 지도자 은행제를 통한 찾아가는 맞춤형 체육지도자 파견

• 유·청소년 및 어르신 체육 활동을 위한 사업 확대

  체육 인프라 확충으로 시민건강 증진

• 서수원권의 대규모 행사 및 각종 체육대회를 위한 체육관 건립

  제2체육관 건립

   – 위  치 : 수원시 권선구 금곡동 일원 (호매실 체육공원내)

   – 사업량 : 건축면적 4,997.59㎡, 연면적 13,664.89㎡ (지하1층, 지상3층)

   – 관람석 : 5,012석

• 종합운동장 국민체육센터 건립 및 씨름전용체육관 건립

  종합운동장 국민체육센터 건립

   – 위  치 : 장안구 경수대로 893

   – 사업량 : 지상4층, 건축연면적 5,432㎡

  수원 종합운동장 시설정비

   - 주경기장 한지형 잔디교체(8,059㎡), 노후시설물 정비

  씨름전용 체육관 건립

   – 위  치 : 영통구 이의동 산94-6(경기대학교 부지내)

   – 사업량 : 지상 2층, 건축연면적 2,201.55㎡

4. 맞춤형 생활체육 활성화 및 체육인프라 확충

Part. 07 품격있는 아름다운 문화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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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스마트한 정보화 도시 구현

2. 참여하고 소통하는 사람중심의 자치행정

3. 120만 행정서비스에 걸맞은 광역행정

4. 투명하고 신뢰받는 깨끗한 행정

시민과 함께하는 

광역행정

08P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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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스마트한 정보화 도시 구현

Part. 08 시민과 함께하는 광역행정

  시민과 소통·공감·협력하는 시정홍보 강화

• SNS 홍보 운영 활성화

  SNS 파워 서포터즈 구성(제2기) 및 홍보활동 강화 : 60명

  공직자 서포터즈(제2기) 운영을 통한 시정홍보 강화 : 30명

  공직자 참여확대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 300여명

   - 소셜미디어 환경 및 SNS활용 시정홍보 기법 교육

  민·관 서포터즈 협력시스템 구축 : 기업체 SNS동아리와 공직자 SNS서포터즈

• 방송매체 홍보영상 : TV영상 홍보TF팀 구성 맞춤형 영상 보도자료 제공

• 다양한 홍보 네트워크 개발 및 활용

  유관기관 및 기업과의 홍보 네트워크 구축

  상생홍보 : 시정 주요시책 홍보 ⇔ 유관기관 주요사업

  다양한 정보통신 인프라 조성

• 중장기 정보화 마스터 플랜 수립

• 수원시 정보시스템 위기관리(BCP) 국제표준 인증(ISO 22301) 추진

  대  상 : 지방표준행정 12개 시스템 및 온-나라 시스템

• 각종 행정정보 모바일 서비스 제공을 위한 IT융합 행정서비스 추진

  스마트폰, 웹패드, 스마트 - TV 등을 활용한 시정 정보서비스 제공

  업무시스템 간, 부서 및 산하기관 간 업무처리 연계 서비스

  종합적인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한 행정지원 서비스 구축  

• 소통강화를 위한 공공데이터 개방

  공공데이터 개방을 위한 공공 DB 조사, 포털사이트 구축 및 민간 활용 지원

• 국가정보망 관리시스템 구축

• 정보화 역량 강화를 위한 공무원 정보지식인 대회 개최

• 웹을 통한 중소기업 상품체험·종합행사축제 창구 운영

  체험창구 운영, 시민 상품체험 신청 및 체험후기 달기

• 2014 수원 정보과학축제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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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이 더 반가운 소통과 공유의 맞춤형 민원행정서비스 실현

• 민원행정서비스 실천

  민원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 민원행정서비스 개선 및 민원 편의시책

  민원담당공무원 맞춤형 STUDY

  - 민원접수·주민등록·인감증명·본인서명 사실 확인제 업무별 토의

  - 직무관련 규정해석, 질의회신 사례 연구

• 휴먼 콜센터 운영 활성화

  차량등록사업소 콜센터 통합, 상담원 힐링캠프 운영

• Yes 생활민원처리반 

  가사홈서비스 가정방문순회점검, Yes생활민원처리 연간 성과보고회 개최

• O! Y.E.S. 실천 고객감동 행정서비스 구현 

  신규직원 친절교육 이수제 및 시민과 소통하는 열린시장실 운영

  • 행정서비스 시민평가제 운영 

  평가대상 : 행정서비스 6개분야

                 (교통, 청소, 도서관, 공원, 보건소, 상수도) 

  주요내용 : 접근성, 편리성, 안전성 등 시민의 시각으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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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정발전을 위한 거버넌스 정책 지향

• 좋은시정위원회  ………………………………………………………………………… 2기, 70명

  시민약속사업 이행실태 평가 및 점검 : 연 2회

• 휴먼시티, e시민 정책자문단  ……………………………………………………… 126명, 상시 

• 500인 원탁토론  ………………………………………………………………………  1회(상반기)

• 시민배심법정  ………………………………………………………………………………… 연2회

• 시민창안대회  ……………………………………………………………………………1회(하반기)

• 주민참여예산제 : 주민 숙원사업, 정책사업 등

  주민의견 수렴 → 위원회 심의 → 예산안 반영 → 제안 사후관리

  참여하고 소통하는 사람중심의 열린 자치행정 추진

• 참여하고 소통하는 참 시정 구현

  2014년 열린대화(연두순시) 실시 : 2014. 1월 ~ 3월

  살아있는 현장토론회 : 수시

• 창의적인 공직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실시

  공직자 한마음 연수 : 상·하반기

  자기계발(대학·대학원), 국외장기교육훈련 : 연중

  공직자 상설교육 운영(외국어 등) : 연중

  조직학습 및 개인학습 관리 : 연중

• 「시민 갈등민원 해소 및 조정단」 운영

•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성공모델 추진

  추진모델 : 송죽동 → 지역복지형, 행궁동 → 안전마을형

   

  시민의 인권향상을 위한 인권정책·보장시스템 구축

• 인권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인권증진 기본계획 수립 

• 인권도시 구현을 위한 인권센터 개소

  기 능 : 인권증진을 위한 정책 및 제도 연구, 인권교육

• 인권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인권증진 기본계획 수립 

• 인권존중문화 확산을 통한 인권친화 도시 조성

  소통과 참여를 통한 인권네트워크 구축 사업

  세계인권선언의 날 기념 인권 페스티벌 개최   

2. 참여하고 소통하는 사람중심의 자치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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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 법제화 조기 추진

•「인구 100만이상 특례시」 도입, 지방자치법 개정 조속추진 공조 대응

  안전행정부, 국회안전행정위원회 당위성 설명

  「인구100만 이상 특례시」 후속조치 관계법령(사무이양)개정 연구용역

• 현 정부國定課題 「인구 100만이상 대도시 특례방안 마련」 가시화

  시 당면과제인 1국 3과, 3급직제 추가확보 및 총액인건비 증액추진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광역행정 구현

• 先 상생협력, 後 행정구역 복원 추진

  광역행정 미래비전 수립 연구용역 : 2014년 8월 수원미래비전 발표

  인접 지역 현안사항 해소를 위한 공동협약 체결 

  3개시 공동연구용역 상생협력 제안사업 추진

• 시민이 주체가 되는 민간주도형 상향식 통합 추진

  광역행정 시민협의회 운영 활성화

  통합여론 공론화 추진 : 언론 홍보, 공청회, 토론회, 여론조사 등

• 참여와 소통 시민이 열어가는 新 자치시대

  수원시 자치분권협의회 역량강화

  – 시민참여 자치분권 시책개발 토론회 개최 : 8회

  – 워크숍(1회) 및 자치분권 우수사례 벤치마킹 추진 : 2회

  마을에서 시민과 어울리는 “자치분권 이야기 방” 추진

  – 각 구(4회) 및 동(40회) 주민대상 자치분권 시민 토크쇼 운영

  – 자치분권에 대한 알기 쉬운 교육책자 및 홍보물 제작(5,000부)

  자치분권 전국 이슈화를 위한 네트워크 기획사업 추진

  – 전국 자치분권 이슈화를 위한 전국 네트워크 기획행사 개최 : 2회

  – 수원시 자치분권의 날 기념행사 : 1회

• 경기고등법원 수원설치 지속 추진

  도시위상에 걸맞는 국제교류사업 추진

• 선진도시와 자매(우호) 결연 확대 …………………2개시(산호세시-미국, 사이타마시-일본)

• 자매결연 25주년 기념사업  ……………………………………………………  아사히카와(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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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20만 행정서비스에 걸맞은 광역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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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 운영

• 청백-e 시스템 운영

  시스템별 사용자교육 및 실무부서 처리사항 적정성 검토 

• 자기진단(Self-Check) 제도 추진

  각 부서의 업무조정 지원(교육·컨설팅) 및 평가 환류

• 공직윤리관리시스템

  개인별·부서별 청렴활동 마일리지 운영

• 자율적 내부통제위원회 구성과 평가

  청렴하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사회 구현

• 부패취약 분야 및 간부공무원 청렴도 향상 교육 …………………………………………… 4월

• 예산집행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계약심사

  원가 절감 및 시공·품질 향상을 위한 현장확인 중심의 심사

  심사의 전문성 제고와 공정성 확보를 위한「시민감사관」적극 활용

• 예산절감 및 부실시공 예방을 위한 현장감사  …………………………………………………… 

  공사비 과다산정 및 예산낭비요인 감사

  투명하고 신뢰받는 회계행정

• 시민이 참여하는 예산결산

  시민대표를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하여 예산결산 전 과정에 참여

• 수의계약 내역 공개

  다음달 10일 이내 홈페이지(입찰정보)공개 : 월 12회

• 하도급 노무비 지급 확인 시스템 사용 의무화

• 대금지급 문자알림(SNS)서비스로 지출결과 실시간 통보

  공사·용역·물품구매 대금 지출후 입금사항을 문자서비스(SMS)로 알림  

4. 투명하고 신뢰받는 깨끗한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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