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현년도(2018년) 주민참여예산 반영사업 추진현황(2018. 12월 기준)
   (2018년 접수된 사업 중 소관부서의 ‘즉시처리’로 회신된 사업, 2018년 예산 추진사업)

▶ 시 사업 현년도 반영사업 : 21건

연번
관리
번호

사  업  명
사 업 비

(천원)
담당부서
(담당팀)

추     진     현     황

 추 진 실 적
(사 업 량)

사업기간
집행액
(천원)

진도율
(%)

비    고
(추진계획)

1 시283
버스도착알림이 설치

(천록아파트 앞)
15,000

도시안전통합센터
(교통정보팀)

버스도착알림이 설치 
1개소

2018.5 ~ 2018.7 15,000 완료

2 시195
광교호수공원을 이용한 버스킹 

활동의 정착화
528

공원관리과
(호수공원팀)

행사안내판 4조 설치
2018. 6. 12 

~ 6. 20
528 완료

향후 공연일정에 
대하여 공원내 
행사 안내판에 
게시하여 홍보
코자 함

3 시173
광교저수지 등산로 재정비

(광교산저수지 둘레길)
5,000

녹지경관과
(산림휴양팀)

L=530m 2018. 6. ~ 7. 9,010 완료

4 시221
화산로 주변 차폐수 교체 식재 

및 대나무 정리
(율전동 280-33)

400
녹지경관과
(녹지계획팀)

대나무 제거(400㎡) 2018. 8. 3,000 완료
정비구간 확대로 

집행액 증가

5 시416
화단정비 및 가로휀스 교체
(수성중사거리~정자사거리)

4,900
녹지경관과
(가로수팀)

쥐똥나무 1,000주 식재 2018. 12. 8,000 완료

6 시177
띠녹지 조성물 설치를 통한 

도시미관 정비(권선구 
농수산사거리~곡선사거리)

20,000
녹지경관과
(가로수팀)

2018. 10. 12. 띠녹지 
잔디보호매트 설치 

완료(512㎡)
2018. 9. ~ 10. 33,280 완료

7 시386
신소재로 인도 재정비

(영통역~홈플러스 일대)
20,000

녹지경관과
(녹지계획팀)

포장 부분보수(10개소) 2018. 8. 3,000 완료

8 시63
마을버스 정류장 표지설치 및 

정비(구운동 주민센터)
1,600

대중교통과
(버스정책팀)

마을버스 노면 표지 
추진

2018. 12. 2,500 완료

9 시139
마을버스 21번 정류장 설치 

(여기산 공원 일원)
800

대중교통과
(버스정책팀)

마을버스 표지판 설치 
1개소

2018. 10. 529 완료



10 시159
버스정류장 LED등 교체

(수원여고 일원)
6,000

대중교통과
(버스정책팀)

농천교회 버스정류소 
교체 완료, 고등동 구 

터미널 정류소 등 
4개소 LED 교체  완료 

2018. 11. 8,480 완료

11 시211
밤꽃마을 주공아파트 버스승강장 
설치(인도폭 협소로 벤치 설치)

800
대중교통과
(버스정책팀)

의자 설치 완료 2018. 11. 411 완료

12 시215
성균관대역 4번 출·입구 앞 

자전거 보관대 설치
2,000

생태교통과
(자전거시설팀)

자전거보관대(펜스식) 
40대 설치

18.6.1 ~ 7.27 1,832 완료

13 시410
인도 및 자전거 도로정비

(정자천로 백설교 초입~한국아파트)
5,000

생태교통과
(자전거시설팀)

자전거도로 정비 13m 18.9.14 ~ 10.14 1,500 완료
자전거도로 도막 공
사를 통해 정비 완료

14 시428
가로등 설치(팔달구 정자천로 

14번길 56카페 begin195 
앞길거리)

1,000
도로관리과
(전기시설팀)

가로등기구 설치 1개
2018.09.07. ~ 
2018.10.18.

430 완료

15 시214 율전초교 주변 스쿨존 확대 설치 20,000
도시안전통합센터

(교통시설팀)

어린이보호구역 
표지판 2개소,  
테이프형차선 2개, 
어린이보호구역 포장 
A=288㎡

2018.08.13. ~ 
2018.09.21.

17,000 완료

16 청소년42
가로등 교체

(현대아이파크와 매탄공원사이의 
골목길)

15,000
도로관리과
(전기시설팀)

가로등기구 교체 21개
2018.0
9.07. ~ 

2018.09.27.
13,000 완료

17 청소년48
버스도착알림이 설치(매원고 

인근)
15,000 

도시안전통합센터
(교통정보팀)

버스도착알림이 설치 
1개소

2018.7 ~ 2018.9 15,000 완료

18 시199
도로 진입로 대기 안전선 디자인 
강화(동신아파트 302동 진입부)

2,000
도시안전통합센터

(교통시설팀)
도로 안전선 표기 2018.9. - 완료

2019 주민참여예산사업 
(2018 유지관리예산추진)

19 시423
가로수 정비로 인도 확보

(파장천로)
500

녹지경관과
(가로수팀)

가로수 1주 제거
(2018. 10. 11.)

2018. 10. 500 완료
2019 주민참여예산사업 
(2018 유지관리예산추진)

20 시20
아파트 정류소 고객 대기박스 

설치(푸르지오 버스승강장 2개소)
10,000

대중교통과
(버스정책팀)

온열의자 설치 2개소 2018.12. 5,400 완료
2019 주민참여예산사업 
(2018 유지관리예산추진)

21 시92
버스도착알림이 교체
(망포중학교 정류장)

16,000
도시안전통합센터

(교통정보팀)
버스도착알림이 설치 

1개소
2018. 8. 16,000 완료

2019 주민참여예산사업 
(2018 유지관리예산추진)



▶ 장안구 현년도 반영사업 : 35건

연번 관리
번호 사  업  명 사 업 비

(천원) 담당부서
추     진     현     황

 추 진 실 적
(사 업 량) 사업기간 집행액

(천원)
진도율

(%)
비    고
(추진계획)

1 장안9 성화빌라 앞 알림게시판 설치
(수일로107번길 4 성화빌라) 1,500 송죽동

(행정민원팀) 게시판 1식 18.9.1.~10.31. 1,480 완료

2 장안6 화단 조성(수일로110) 500 송죽동
(행정민원팀)

화분 2식, 
초화류 1식 18.9.1.~10.31. 500 완료

3 장안22 우수로 재포장 사업
(무진아트빌라) 4,700 건설과

(하천하수팀) 재포장 1식 2018. 09. - 0 19.1월 추진

4 장안51 수목 재정비
(중부경찰서 맞은편) 5,000 녹지공원과

(조경팀) 수목재정비 2019.3.~6. - 0
예산부족으로 2019년  
주민세인상분환원사
업과 연계 추진 예정

5 장안69 화단정비 및 가로펜스 설치
(숙지공원 삼거리~장안고삼거리) - 녹지공원과

(녹지관리팀)
L=600m

관목전정 및 제초 2018.5~6 5,000 완료

6 장안83 지하수 역류 
조치(금당로38번길29) 300 건설과

(하천하수팀) - 2018. 09. - 완료

7 장안107 율전동 밤나무동산 바람개비 교체 - 녹지공원과
(녹지관리팀) 바람개비 교체 : 50개 2018.08.24.

~08.29. 1,100 완료

8 장안8 도보길 정비(파장동 
대우건설기술연구원 뒤편 하천길) 500 건설과

(도로정비팀)
보행로 안내표지판 

설치 1식 2018. 09. 500 0 19.1월 추진

9 장안12 보안등 설치
(연무동 경성빌라 골목) 4,500 건설과

(건설팀) LED 보안등 10개소 2018. 09. ~ 10. 4,500 완료

10 장안3 도로포장
(수일로16번길 한성빌라 앞) 1,500 건설과

(도로정비팀)
과속방지턱 정비 

1개소 2018. 09. 1,500 완료

11 장안21 도로 정비
(파장동592-1 대진맨션) 15,625 건설과

도로정비팀) 파쇄포장 625㎡ 2018. 09. 15,625 완료

12 장안32 산책로 조성
(파장천로74 용광로 뒷길) - 녹지공원과

(녹지관리팀)
녹지화단조성 및 정비 

완료
2018.05.01.

~10.31. 700 완료

13 장안34 이면도로 교차로 과속방지턱 
설치(정자로130번길20) 900 건설과

(도로정비팀)
과속방지턱 설치

30㎡ 2018. 09. 900 완료

14 장안40 보도블럭 및 자전거도로 정비
(정자동 백설교~한국아파트부근) 9,200 건설과

(도로정비팀)
보도블럭 정비

200㎡ 2018. 09. 9,200 완료

15 장안58 교통섬 및 볼라드 설치
(송정로104번길 입구 송정로2길) 5,000 경제교통과

(교통행정팀)
안전지대 도색 1개소
시선유도봉 8개 설치 2018. 08. 5,000 완료

16 장안64 율전중학교 옆 도로 보안등 설치
(덕영대로381번길 37-1일대) 3,150 건설과

(건설팀) LED 보안등 7개소 2018. 09. ~ 10. 3,150 완료

17 장안89 이면도로 재포장
(수일로16번길7~16번길4) 700 건설과

(도로정비팀)
이면도로 재포장

28㎡ 2018. 09. 700 완료

18 장안90 이면도로 재포장(파장동581 
종합약국~ 파장동580-2) 15,000 건설과

(도로정비팀)
이면도로 재포장

600㎡ 2018. 09. 15,000 완료



19 장안103 수원교회 앞 인도설치
(덕영대로439번길) 25,830 건설과

(도로정비팀)
보도 설치 등

210㎡ 2018. 09. 25,830 완료

20 장안114 상률전 보도블럭 부분 교체
(덕영대로425번길) 3,200 건설과

(도로정비팀)
보도블록 교체

640㎡ 2018. 09. 3,200 완료

21 장안115 율전중학교 주변 도로경계석 
교체(덕영대로381번길) 3,220 건설과

(도로정비팀)
도로경계석 재설치

L=70 2018. 09. 3,220 완료

22 시166 쪽박산 어린이공원 노후시설, 
위험시설 교체(연무동252-1) 70,000 녹지공원과

(공원관리팀)

･탄성포장교체325m2

･모래포장 교체85m2

･운동기구교체
2018.09. 70,000 완료

23 시32 백설어린이공원 및 정자3동 
행정복지센터 가로등 5,000 녹지공원과

(공원관리팀)
･공원등기구 3개교체
･LED투광기 3개설치 2018.6.7.~6.11. 5,000 완료

24 시53 광교공원 내 휠체어로 갈 수 
있는 경사로길 개선 5,000 녹지공원과

(공원관리팀) ･야외무대 정비 1식 2018. 11~
2019. 5. 5,000 10

･2018. 9월 
 현장조사 완료
･예산 및 공기부족으로 
19년 상반기 추진예정

25 시107 벤치정비 및 개수대 설치
(세일 어린이공원) 10,000 녹지공원과

(공원관리팀) ･벤치정비 1식 2018. 9 - 완료  유지관리사업 활용

26 시192 만석공원  모범화장실 뒷편 
나무뿌리 돌출 흙 복토 600 녹지공원과

(공원관리팀) ･야자매트 설치 20m 2018. 11. 600 완료

27 시193 만석거 수질정화 시설 뒤편 
벤치 및 정자 설치(만석공원) 800 녹지공원과

(공원관리팀) ･벤치설치 2개소 2018. 7 800 완료

28 청소년31 보도정비(수성초등학교 주변) 3,000 건설과
(건설팀)

보도정비
60㎡ 2018. 09. ~ 10. 3,000 완료

29 장안14 벽부동 설치(수성로402번길) 3,000 건설과 2018.12 3,000 완료

30 장안72 이면도로 재포장
(조원동525-28~535-37) 7,500 건설과 이면도로 재포장

300㎡ 2018.10 7,500 완료
2019 주민참여예산사업 
(2018 유지관리예산추진)

31 장안65 이면도로 재포장
(송죽동 177-1 롯데하이마트) 13,750 건설과 이면도로 재포장

550㎡ 2018.10 13,750 완료
2019 주민참여예산사업 
(2018 유지관리예산추진)

32 장안60 도로포장(수성고 정문 및 
후문) 33,000 건설과 이면도로 재포장

1,320㎡ 2018.10 33,000 완료
2019 주민참여예산사업 
(2018 유지관리예산추진)

33 장안63 도로 안전펜스 재설치
(송정로46번길) 1,500 건설과 안전펜스 설치 2019.3. - 1월중 추진예정

34 장안86 그늘막 설치
(송죽동 495-4 한국병원) 2,000 건설과  그늘막 설치 2019.3. ~ 6. -

내년 하반기이전 전
체 그늘막 설치 시 
병행실시 예정(계절요
인상 지금 집행 불가)
2019 주민참여예산사업 
(2018 유지관리예산추진)

35 시413 볼라드 설치
(송원로3번길~송정로96번길) 600 건설과 볼라드 설치 2018.12 600 완료



▶ 권선구 현년도 반영사업 : 13건

연번 관리
번호 사  업  명 사 업 비

(천원) 담당부서
추     진     현     황

 추 진 실 적
(사 업 량) 사업기간 집행액

(천원)
진도율

(%)
비    고
(추진계획)

1 권선14 복개천 벤치 설치
(세류사거리~남문방향 복개천 양쪽)  2,250 건설과

(하천하수팀) 벤치 5EA 2019.3.~4. - -
제안자 통해 위치 확
인 완료, 2019년 본
예산집행 예정

2 권선16 인도파손(구멍)과내려감(꺼짐)
(구운동 471-11~471-12번지 사이 인도) 50 건설과

(도로정비팀) 보도 정비 A = 28.0 2018.6.14. 360 완료

3 권선22 마을 안길 개선사업
(고색로48-9~고산로285번길 13) 2,500 건설과

(도로정비팀) 도로 정비 A = 50.0 2018.7.12. 1,500 완료

4 권선25
도로 갓길 포장

(경수대로235번길 62-12~14 
창신 연립 사랑의 교회까지)

2,000 건설과
(도로정비팀) 도로포장 2019.3. - 2019.3. 완료예정

5 권선28
경사로 인도 설치 사업

(오목천로57번길~서수원로169사
이길)

 100,000 건설과
(도로정비팀)

계단 설치
L=65m, B=1.5m 2018.10. 70,000 완료

6 권선40 인도변 가로수길 및 띠녹지 부근 
잔디보호매트 설치(권선로 일대) 3,000 녹지공원과

(조경팀)
잔디보호매트 설치 

A=206㎡ 2018. 10.8.~15. 13,390 완료

7 권선50 도로경사면 정비 사업
(매송고색로506번길 서편) 2,000 건설과

(도로정비팀) 도로정비 2019.3. - 2019.3. 완료예정

8 권선53

인도와 차도 분리펜스 설치 및 
횡단보도 앞 볼라드 설치

(세류로 동립말사거리
~세류초등학교)

4,000 건설과
(도로정비팀) 볼라드 설치 15EA 2018.10. 4,000 완료

9 시8 매화공원 내 물놀이터 파고라형 
그늘막 설치 6,500 녹지공원과

(공원관리팀) 그늘막 설치 3개소
2018.6.27.

~
2018.7.15.

6,300 완료

10 시229
보행로 개선사업

(세류3동 행정복지센터 주차장 
입구)

5,000 건설과
(도로정비팀)

가로수 이설 불가로 
가로수분 설치로 

보행폭 확보
2019.3. - 2019.3. 완료예정

11 시245
노후 보도블럭 일부구간 

보수공사
(구운동 강남아파트 앞)

3,000 건설과
(도로정비팀) 노후보도 보수 2019.3 - 2019.3. 완료예정

12 시275 보행자 건널목 침수
(권선구 호매실동) 3,000 건설과

(도로정비팀) 2019.3. - 2019.3. 완료예정

13 시302 인도 보도블럭 설치 및 경계석 
블럭 시공건(오목천교 사거리) 4,000 건설과

(도로정비팀) 2019.3. - 2019.3. 완료예정



▶ 팔달구 현년도 반영사업 : 9건

연번 관리
번호 사  업  명 사 업 비

(천원) 담당부서

추     진     현     황

 추 진 실 적
(사 업 량) 사업기간 집행액

(천원)
진도율

(%)
비    고
(추진계획)

1 팔달19-2
배수로 설치

(동말로26번길 17-18 앞)
500

건설과
(하천하수팀)

2018.09월 현장 확인
(배수로 1개식)

2018.09.
~ 2018.10. 연간단가 완료

2 팔달19-18
행복 안심등 설치

(갓매산로86번길 40 일대)
1,500

건설과
(건설팀)

보안등 3개소 2018.05.
 ~ 2018.10. 연간단가 완료

3 팔달19-19
가로등 설치

(장안로5번길 45 성원아파트 
입구)

3,000
건설과
(건설팀)

가로등2등용 1개 2018.07.16. 
~ 7.20. 2,300 완료

4 팔달19-47 인도 정비(나혜석거리) 3,000
건설과
(건설팀)

판석보수 1식 2018.06. 
~ 2018.07. 2,000 완료

5 팔달19-54

휠체어 경사로 안전손잡이 
및

미끄럼방지 설치
(창룡대로210번길 일원)

7,016
녹지공원과
(녹지관리팀)

처리완료
(안전손잡이 및 

미끄럼방지 설치완료)
2018. 8.~9. 11,000 완료

6 시103 지동 못골놀이터 화장실 개선 100,000
녹지공원과
(공원관리팀)

화장실 설치 완료 2018. 9.~12. 100,000 완료

7 시66
노인 쉼터 조성(화서오거리 

어린이공원)
15,000

녹지공원과
(공원관리팀)

처리완료
(퍼걸러(관급자재) 1조) 

2018. 8. 6,304 완료

8 시67
놀이터시설 교체
(못골 어린이공원)

1,000
녹지공원과
(공원관리팀)

놀이터시설교체 
완료(리모델링공사)

2018. 9.~12. 1.000 완료

9 시374
녹지공간 보수(샛별 

어린이공원)
1,000

녹지공원과
(공원관리팀)

처리완료
(녹지경계목 설치)

2018. 8. 1,000 완료



▶ 영통구 현년도 반영사업 : 27건

연번 관리
번호 사  업  명 사 업 비

(천원) 담당부서

추     진     현     황

 추 진 실 적
(사 업 량) 사업기간 집행액

(천원)

진도
율
(%)

비    고
(추진계획)

1 영통1
수목제거요청

(광교호수공원~원천교인근)
19,237

건설과
(하천하수팀) 제초 38,944㎡

수목제거 32주
2018.06.07.

~2018.06.22. 19,237 완료
2 영통5

원천천 산책로 조경조성
(원천동 더샵 인근)

건설과
(하천하수팀)

3 영통15
나무계단 형광판 설치

(영통8단지 아파트 뒷길)
1,000

녹지공원과
(녹지관리팀)

목재계단 형광 논슬립 
설치 1개소

2018.08.20.
~2018.08.31. 1,000 완료

4 영통16 배수로 토사 유출 방지 및 
청소요청 (영통8단지 아파트 

뒷길)
1,000

녹지공원과
(녹지관리팀)

배수로 토사 및 낙엽 
등 청소

2018.08.20.
~2018.08.31. 1,000 완료

5 영통17

6 영통20
산책로 밴치 도색 

(신나무실6단지 박지성 공원 
인근)

3,000
녹지공원과
(녹지관리팀)

벤치 도색 20개소 2018.08.20.~
2018.08.31. 3,000 완료

7 영통36
큰돌 옮겨주세요

(영통로290번길 26)
-

녹지공원과
(녹지관리팀)

녹지대 내 석물 제거 2018.08.20.
~2018.08.31. - 완료

8 영통38
폭염대비 그늘막 설치
(법원사거리 교통섬)

450
건설과

(도로정비팀)
그늘막설치 1개소 2018.06.27. 450 완료

9 영통51
반사경 설치요청

(영통로153번길 36-4)
150

건설과
(도로정비팀)

반사경 1개 설치 2018.06. 150 완료

10 영통52
폭염대비 그늘막 설치요청
(이마트 트레이더스 인근)

900
건설과

(도로정비팀)
그늘막설치 2개소 2018.06.28. 900 완료

11 영통55 폭염대비 그늘막 설치요청 900
건설과

(도로정비팀)
그늘막설치 2개소 2018.06.27.

~2018.07.12. 900 완료

12 시269
수원시 영유아 놀이터 낙하방지 

그네 설치
  2,000

녹지공원과
(공원관리팀)

- - - 불가

낙하방지 그네는 별도 
시설물로 설치되어야 하
는 사항으로 기존 공원
에 추가 설치 시 낙하거
리 등 설치 공간 부족으
로 불가함(추후 신규 공
원 조성, 놀이시설 설치 
시 검토토록 하겠음)



13 시344
반달공원 화장실 리모델링

(음수대 설치)
4,000

녹지공원과
(공원관리팀)

음수대 정비 1식 2018. 11.09 121 완료

14 시395
신호등 어린이공원 시설물 

개선
3,000

녹지공원과
(공원관리팀)

- - - 불가

공원조성계획에 의해 
조성되어 인수받아 관
리중인 공원으로 시설 
전체 교체는 어려움이 
있으며, 향후 노후·파손
으로 인한 정비 시 해
당 내용을 반영하여 검
토할 수 있도록 하겠음

15 시396
낡은 인도길 덮포장 정비 

개선(태장로 45)
15,000

건설과
(도로정비팀)

보도블록 및 
자전거도로정비 

L=80m

2018.06
~2018.07. 15,000 완료

16 시230 청명로 보도정비 4,500 
건설과

(도로정비팀)
보도정비(L=30m,B=3m) 2018.07.20. 4,500 완료

17 시235 영통로213번길 보도블럭 개선 2,500 
건설과

(도로정비팀)
보도정비 250㎡ 2018.06.28. 2,500 완료

18 시380
망포동 413-6번지 반사경 설치 

및 주정차구역 설정안
450 

건설과
(도로정비팀)

반사경설치 1개소 2018.06.20. 450 완료

19 시383
육교 보수(위브하늘채-효원공원 

사이)
1,000

건설과
(도로정비팀)

시설물청소  2018.06.23. 1,000 완료
20 시389

구름다리 
정비(위브하늘채~효원공원)

21 시388
인도보도 블럭 수리
(영통로 213번길 6)

1,000 
건설과

(도로정비팀)
보도블럭 정비 42㎡ 2018.11.7.

~2018.11.11 1,000 완료

22 시392
보도블럭 교체

(영통8단지 아파트 정문 앞)
3,000 

건설과
(도로정비팀)

보도블록교체(L=20m, B=3m) 2018.07.04.~
2018.07.07 3,000 완료

23 영통48
조형물과 벤치제거

(아주대~아주대삼거리)
50,000 녹지공원과 화단 및 환경정비 2018.9.18.~10.4 1,450 완료

2019 주민참여예산사업 
(2018 유지관리예산추진)

24 청소년38
불법 주정차 단속 표시 및 
안전거울 (아주대 소외골목)

400
경제교통과   
(교통행정팀)

설치 2018.09.04 400 완료

25 청소년41
매원중 옆 가로등 설치

(매원중 후문담과 동남아파트 
사이길)

900 
건설과
(건설팀)

보안등 교체 3개소 2018.09.
~2018.10. 900 완료

26 청소년43
원천천 산책로 밝게 만들기

(원천천 산책로)
500 

건설과
(건설팀)

보안등 교체1개소, 
가로등교체 2개소

2018.09.03. 
~2018.10. 500 완료

27 청소년46
매탄공원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1,500 

녹지공원과
(공원관리팀)

공원등기구 2개, 
공원등주 1본, 
부대공사 1식

2018.06.10. 
~2018.06.30. 1,500 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