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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 10 영화동 한국은행뒷길 CCTV설치
영화동 441~440번지
한국은행 뒷길 CCTV설치 1대

정보통신과 15,450

시 15
(권선
26)

일월어린이공원 CCTV설치 구운동 일월지구 공원 내
CCTV 설치 2대 정보통신과 30,900

시 19 산남 어린이공원 CCTV설치
산남어린이공원 내
CCTV설치 1대

정보통신과 15,450

시 88 가정형 텃밭사업 운영 상자텃밭 보급:1,000개 농업기술센터 30,000

시 92 영통공원 CCTV설치 영통공원 내 CCTV설치 1대 정보통신과 15,450

시 108 영통초등학교 공원길 CCTV설치
영통초~영통중 공원길 및 솔찬공
원인근 CCTV설치 1대

정보통신과 15,450

시 109 방범용 CCTV 설치
영덕고~영동초 통학로
CCTV설치 1대

정보통신과 15,450

시 111 원룸 밀집지역 CCTV설치
청명로43번길 인근 원룸밀집지
역 CCTV설치 1대

정보통신과 15,450

시 114 영통1동 CCTV설치
영통1동 27~28통지역 CCTV설치
1대

정보통신과 15,450

시 117 수일로 CCTV설치
조원고~수일고 사거리 주요 통학
로 CCTV설치 1대

정보통신과 15,450

장안9 파장동 장우놀이터 CCTV설치
파장동 592-17,592-19앞 장우놀
이터 CCTV설치 1대

정보통신과 15,450 

장안11 정자2동 CCTV설치
정자동 송학아파트~가림아파트 
옆 슈퍼사거리 CCTV설치 1대

정보통신과 15,450 

장안12 영화동 420-13번지 CCTV설치
영화동 420-13번지 구도심지역 
CCTV설치 1대

정보통신과 15,450 

권선27 권선동 로얄빌라 앞길 CCTV 설치
권선동 로얄빌라 앞길 우범지역 
CCTV설치 1대

정보통신과 15,450 

권선54 권선1동 CCTV 설치
권선동 994-9번지 일대 구도심
지 CCTV설치 1대

정보통신과 15,450

권선65 호매실동 지능형 CCTV 설치  
호매실고~상촌중학교,호매실1초교 
앞 CCTV설치 2대

정보통신과      30,900 

팔달7 지동 270-4 CCTV설치  
지동 270-4번지 구도심지역 CCTV
설치 1대

정보통신과 15,450 

팔달8 인계동 754-1 CCTV설치  
재래시장 밀집된 구도심지역 CCTV
설치 1대

정보통신과      15,450 

팔달9 장다리로 233 CCTV설치  
단독주택 밀집 구도심지역 CCTV설
치 1대

정보통신과 15,450

팔달23 교동 방범용CCTV설치 교동 38-3지역 CCTV설치 1대 정보통신과 15,450

팔달32
고화로 108-5번길 우범지역 CCTV설
치

고화로 108번지 주변 CCTV설치
1대

정보통신과 15,450

팔달44 동말로 68번길 CCTV설치  동말로 68번길 CCTV설치 1대 정보통신과 15,450

영통4 방법취약지역 CCTV설치
동수원로 551번길, 수원정보과학고 
주변 CCTV설치 2대

정보통신과 30,900

영통15 교통 및 방범취약지역 CCTV 설치
동수원로 537번길 및 중부대로 
271번지 CCTV설치 1대

정보통신과 15,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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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통24 방범용 cctv 설치 마루터기 어린이공원 내 CCTV설치1대 정보통신과 15,450

영통39 방범취약지역 CCTV 설치
원천동 223번지 삼거리 및 253-5
번지 CCTV설치 2대

정보통신과 30,900

시 34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성인지 예산제도 
공무원교육

2013년 상시학습체제 운영예산포함
운영

여성정책과 13,200

시 33 건축물 중수사용 관내주틱 우수저류시설 설치(50) 물관리과 100,000

시 48 신동지구 원천천 주변 재정비 산책로 정비 L=1km
하수관리과
(영통건설과)

80,000

팔달39
서호 익사 방지시설 및 위험 경고판 
설치

경고안내판 2개소 설치 물관리과 2,000

시 16
(권선29)

구운동 일월지구{일월 2호 어린이공
원}정비

펜스설치80경간
(H1.2*W2.0)

공원관리과      32,000 

시 37
교통사고 예방및 연료절약 다독임 방
송 캠페인

녹색교통이용 및 안전문화정착
방송캠페인 추진

교통행정과 50,000

시 53 광교산 전망대 설치 산림내 편의시설 설치 푸른녹지사업소 40,000

시 65 이동 자전거수리 센터 운영
공구 및 부품구입,이동수리센터
운영(90회)

도로과 98,700

시 100
매탄역사거리 화홍고쪽 임시버스정
류장설치

일반쉘터형 버스승강장 설치 대중교통과 20,000

장안6
근린공원 내 운동기구 추가 및 전담 트
레이너 배치

운동기구 지속설치 공원관리과 50,000

권선30
구운동 일월지구{일월3호 어린이공원 }
시설 정비

펜스설치 50경간
(H1.2*W2.0)

공원관리과      20,000 

영통5 하수구 역류방지 벨브 설치
인계로 291(매탄4동) 하수관 역
류방지 밸브 설치

재난안전과 12,000

2 영통29
공원 CCTV설치등을 통해 시민안전 제
고

아동안전영상정보 (CCTV) 구축(50대) 정보통신과 1,242,000

3 시 1
장애인 특별교통 수단 법정 대수 도
입

신규차량구입 및 운영비지원
(16대)

대중교통과 3,523,849

4 시 84
다문화가족을 위한 문화행사 및 지원
효율성 강화

다문화가족을 위한 지원 및 행사 
등 통합지원 강화

여성정책과 649,966

5 시 81
세곡어린이집 신축 및 이전, 확충 및 
정원확대

시립산업3단지 및 서호어린이집
건립

보육아동과
보육정책팀

4,139,286

6 시 7 팔색길 정비사업 녹색회랑조성 L=140.5km 푸른녹지사업소 170,000

7 시 83 자전거 횡단도로 설치 자전거 횡단도확충 도로과 1,022,300

8 시 62 율전지하차도 보행자통로 개선
L=37m,B=4~6m,
H=3.45~3.5m

도로과 (700,000)
2회추경

(명시이월)

9 시 76  산일정 정자설치
정자동 130번길 14 지역색을 살
린 정자설치

장안구행정지원과
마을만들기추진단

574,103 (구 예산)

10
시 40
(시70)

이목동 지하차로 및 우회로 신설
L=210m,B=10-20m,지하보도
개선box,L=60m,U-type L=50m

도로과 3,678,000

11 시 35 저감장치 부착  경비지원
경유차 저감장치 부착경비지원
2,500대

환경정책과 6,86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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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안1 장안3
천천동 568번지 주변  가로등 증
설 및 가로수 정리

가로등주 6본, 왕벚나무 수형
조정

장안구건설과     25,500

장안2 장안10 조원로 24번길 보도설치  건의
아스콘컷팅 후 경계석설치
(L=40m)
보도블럭 설치

장안구건설과 8,000  

장안4 장안7 중앙방지턱  및 반사경설치
화남아파트 뒤쪽 도로길 놀이
터 중앙방지턱과 반사경 1개소

장안구건설과 1,000  

장안5 시 11 영화동 과속방지턱  설치 재검토
영화동 429-4번지와 418번지사
이 과속방지턱 설치 1개소

장안구건설과 300

장안6
시121
-2

주민자치센터팩스복사서비스(노후fax교체
)

주민자치센터에서주민을 대상으로 한 
팩스, 복사서비스 시행
(노후fax 구입)

장안구
행정지원과 1,020

장안7 시 45-1 스마트폰활용교육실시 상.하반기 1회 장안구
행정지원과 500

권선1
권선54
-1

권선동994-5번지선 경계석보수공사 경계석 보수 L=500m 권선건설과      20,000

권선2 권선116
효사랑장수지팡이(청려장)만들기  
사업

가공시설 설치비, 농지임차료 권선구입북동      10,000 

권선3 권선8
완충녹지  인조화단 경계목 설치공
사

구운동 수성로, 수인로,서부로
L=1262m

권선구건설과     129,166

권선4
권선21
(시58)

웃거리  상행선 버스정류장 아스
콘 포장공사

아스콘재포장 L=160m,B=25m 권선구건설과      50,000

권선5

권선20
(시57)

웃거리보차도경계석교체공사
구운로 260번지선
경계석 정비 L=170m

권선구건설과      20,000

권선99
보행자도로&자전거도로파손구간
정비

일월천로16~314경유 자전거도
로 정비 L=300m

권선구건설과      50,000

권선6

권선10 호매실동  하수구 정비공사
호매실동 자목마을 내 하수구 
정비공사 100m

권선구건설과      20,000

권선12
골목길아스팔트재정비및방치턱설
치 

세류동 아스콘재포장
L=1000m,B=5m

권선구건설과     50,000

시 94 보도블럭  교체요청
권선동 989번지선 보도블럭교체 
L=1km, B=2m

권선구건설과     150,000

권선7

권선15
세류2동  1148번지 ~ 1152번지선 도
로 경계석 교체공사

이면도로 경계석 보수 L=800m 권선구건설과      50,000 

권선55
권선동999-1번지선 하수도 정비
공사

하수도정비(D450):130m
보도블럭교체 260㎡

권선구건설과      40,000

권선8

권선11 호매실천  하천 정비 석축쌓기 L=250m,H=2m,BOX=1개소 권선구건설과     -
2013년 
1회추경

시 112 권선동  산책로 보도 보수공사
권선3지구 내 
보도보수 L=600m,B=5m

권선구건설과      30,000 

권선9

권선14 탑동초등학교  후문 바닥교체
험프식포장철거 및 아스콘
포장 A=300㎡

권선구건설과      50,000 

권선46
구운동 주택가  담장 밑 경계석 
교체

경계석 보수 L=200m 권선구건설과      5,000

권선10 권선76
호매실동삼익2차아파트앞보도블
럭 교체건

보도정비 L=600m 권선구건설과     100,000 

권선11 권선58
경관  조명등(가로등, 보안등, 공원
등) 교체

권선구 관내 경관조명등(LED)교체 권선구건설과   2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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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12 시 45-2 스마트폰  활용교육 시민정보화교육(110명/월) 권선구
행정지원과 40,700

권선13 권선9
호매실동 취락지역내  소방도로 
개설

호매실동 821-3번지선 일원
도로개설(L=501m, B=9m)

권선구건설과 300,000

권선14 시 50 서호 경로당  환경개선
서호경로당 외벽보수 및 도
색

권선구
사회복지과 18,000

권선16

권선1
권선60

가는골경로당 신축/ 매입,여기산 
경로당 신축 등

가는골경로당(세권로 28-11) 
임대기간 만료로 노인정 신축

권선구
사회복지과 58,000

권선59 경로당 미근기 설치
어르신 건강관리를 위한 미
근기(안마기)설치

권선구
사회복지과 5,000

권선61
웃음치료사 및 수지침 치료사 
정기적 파견

경로당에 정기적으로 웃음치
료사 지원

권선구
사회복지과 7,540

팔달1 팔달15 인계동 골목  막힌도로 연결
인계동 743번지 주변 수원공고 
담옆 도로 골목확장

팔달구건설과    322,000

팔달3 팔달22
화서1동주민센터앞  보도블럭설치 
및 차량통행방법 개선

보도설치 L=250m, B=2m 팔달구건설과 50,000

팔달5 팔달31
걷기좋고 아름다운언덕 만들기 
사업

고등로 85-1~고등로 95번길 보
도정비 L=280m,B=3m

팔달구건설과 25,000

팔달6 팔달43
고등로 이면도로 정비
(고등로73번길8~고등로39번길34)

보도정비 L=100m, B=6m 팔달구건설과 12,000

팔달7 시 97
팔달구  장안동(행궁동) 가로등 
설치

취약지역 2개소 보안등 설치 팔달구건설과          720 

팔달8 팔달33
고등동 수로(132-1)  아스팔트 
포장

도로유지관리비로 정비 팔달구건설과 1,000

팔달10 팔달28 묘수사  주변 골목길 정비
북수동 72~65번지 보도정비 
L=140m, B=3.5m

팔달구건설과 15,000

팔달11 팔달2
매향동153-1도로  및 주택가 
골목길 정비

보도정비 L=897m, B=2.5~3.0m 팔달구건설과     80,000 

팔달13 팔달21
서광감리교회  주변 이면도로 
아스콘 등 정비

도로정비 L=405m, B=7~8m 팔달구건설과 70,000

팔달16 팔달30
화단경계석보수  및 도로정비
우만동110-4번지

도로정비(경계석,측구)
L=15m, 빗물받이 1개소

팔달구건설과 5,000

팔달17 시 78 인계동도로포장
인계동 1000번지선 도로(아스콘) 
L=105m,B=6m

팔달구건설과     12,000 

영통1 영통11
영통구  게이트볼장 방송시설 
설치

게이트볼장 2면
방송시설 설치

영통구
행정지원과 7,000

영통2 영통31 방범순찰대  차량 지원
매탄 136지대 방범차량
보조금 지원 1대

영통구
행정지원과 12,000

영통3 시 103 망포동  우문경로당 리모델링
계단리모델링 및 도배,장판교
체

영통구
사회복지과 10,000

영통4 시 44 주택가  교차로 반사경 설치
산남마트앞. 동남빌라 등 지
역 반사경 설치 4개소

영통구건설과 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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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영통5
시121
-6 주민자치센터  팩스 복사 서비스 팩스구입비 8대

영통구
행정지원과      4,000 

영통6 시 116
청명마을삼성래미안 과석방지턱
설치

청명마을 삼성래미안 도
로 과속방지턱 2개소 설
치

영통구건설과 2,000

영통7 시 115 인도  보수작업 요청
영통동 1046-2번지선 
L=130m,B=1.5m

영통구건설과 100,000

영통8 영통8 무단투기용  cctv 설치
산남로 34번길 무단투기
방지용 CCTV설치2개소

영통구
환경위생과 20,000

영통9 영통35 *부모와아이를위한특강강좌실시
황골주공 1단지 등 아파
트 내 계절별로 특강실시

영통구
행정지원과 5,000

영통10 시 96 영통  완충녹지 정비
봉영로일대  완충녹지 정비
자연석놓기,맥문동 식재

영통구건설과 600,000

영통11 영통6 생태산책로  조성
영통2동 보행자 
도로(신영초교~박지성도
로) 생태산책로 조성

영통구건설과 621,300

영통12 영통20 노면파쇄  및 덧씌우기 공사
원천동 329-1~274-1번지선 
L=250m,B=8m

영통구건설과 100,000

영통13 영통33 쾌적한  산책길 조성
봉영로 완충녹지 일원
자연석100m,판석포장150㎡

영통구건설과 50,000

영통14 시 21
대동빌라  에서 산남중 인근 휀
스 꽃길 조성

난간걸이 화분설치(100m) 영통구건설과 30,000

영통17 영통27 에코스테이션  조성
영통1동, 비가림시설 및 
분리수거함 등

영통구
환경위생과 15,000

청소년1 청소년1
학교주변 가로등 설치 및 고효율
조명등 교체 

학교주변 학생 안전을 위
한 보안등 설치 및 고효
율 조명기기 교체

도로과,
장안, 영통구

건설과
509,000

청소년2 청소년2
생활체육활성화, 주민체육시설 
보수

스포츠클럽 매칭확대,
낙후체육시설 보수 등

체육진흥과 350,000

청소년3 청소년3 문제집 구입비 지원
문제집 구입비용 부담으
로 구입하지 못하는 청소
년 지원

여성정책과 548,000

청소년4 청소년4 나의 비전스케치 홍보확대
나의 비전스케치 프로그
램 교내홍보 확대

교육청소년과 2,000

청소년5 청소년5 청소년 인성교육, 캠프프로그램
관내 초.중.고 학생대상 
인성교육 프로그램 운영

교육청소년과 10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