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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수원華城 방문의 해 백서
정조, 수원에서 꿈을 펴다

수원시·2016수원화성방문의해추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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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원화성과 함께 살다

정조대왕 능행차 행렬과 거리를 가득메운 시민들

정조대왕 능행차 행렬을 보며 환호하는 시민과 관광객

발간사

2016수원화성방문의해추진단은 “함께해요! 수원화성, 느껴봐요! 문화유산”
이라는 슬로건 아래 여러 분야에 걸친 다양한 사업을 펼쳤습니다. 방문의 해
시작에 앞서 수원을 널리 알리는데 주력하였으며, 2016년 1월 개막을 시작으로
학술대회, 포럼 등 수원의 가치 국제화 및 수원화성 바로알기 교육 등 정체성
확립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관광객 수용태세 개선 및 관광 인프라 확충에도
노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주목할 만한 것은 2016년 1월 18일 세계문화유산 수원화성이 관광특구로 지정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관광특구 내 좀 더 다양한 관광자원을 개발할 수
있다는 것과 브랜딩 효과로 외래 관광객 유치 및 경제적 파급 효과를 촉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한 다양한 축제를 개최하였는데, 그 중 서울에서
수원까지 정조대왕 능행차가 을묘년(1795년) 화성원행을 그대로 재현했다는 것은
역사적으로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는 향후 국내 최초 국민축제화, 나아가서
세계무형문화유산 등재의 초석이 될 것입니다. 아울러 정조대왕 능행차 후미에

시민들과 함께 만들었습니다.

이어지는 수 많은 시민들의 넘쳐나는 효행등 행렬은 그 모습이 장관이었으며 가슴
벅차오르는 감동이었습니다. 시민들과 함께 한 이와 같은 뜨거운 감동이 이 백서에
자세하게 수록되어 있습니다.

2016년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수원화성이 축성된 지 22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2016 수원화성 방문의 해는 세계 관광산업의 성장에 발맞춘 동력있는 사업이

수원은 이 뜻 깊은 해를 맞이하여 2016년을 수원화성 방문의 해로 지정하였습니다.

었습니다. 2015년 해외여행자 수는 전년 대비 4.4% 증가한 11억 8천여만 명을

수원이 갖고 있는 세계적인 수원화성을 비롯해 다양한 관광자원을 세계인과 공유

기록하여, 전 세계적으로 발생한 재해와 테러 위협에도 불구하고 2010년부터

하고, 널리 알려 세계가 인정하는 수원이 되고자 하였습니다. 수원화성의 역사적

매년 4% 이상씩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의미, 가치, 철학의 메시지를 대내‧외로 전달하여 수원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글로벌

특히, 중국 내 관광시장은 10년간 연평균 성장률 14.3%를 보이고 있고 관광객이

관광도시로 수원의 이미지를 대외적으로 부각시켜 수원관광산업의 새로운 패러

일 회당 평균 약 14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추정되는 바 중국관광객 유치가 관광

다임을 정립하는데 본 사업의 목적을 두었으며, 국내외 700만 명의 관광객을 유치

시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에 125만 수원시민과 함께 한 ‘2016

하고자 하였습니다.

수원화성 방문의 해’를 토대로 세계 관광시장의 흐름에 따라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2011년 ‘2016 수원화성 방문의 해 사전 접근방법 검토’를 시작으로 2013년 1월

관광도시 수원이 될 것입니다.

방문의 해 기본추진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같은 해 11월 2016 수원화성 방문의 해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2015년 5월 14일 관광 관련 학계 및
유관기관, 숙박업계, 여행업계 등 각 부문별 대표 60명으로 구성된 시민추진단

2016년 12월

출범식을 개최하였으며, 이와 같은 구성은 방문의 해가 시민참여형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인식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2016수원화성방문의해추진단 공동의장·수원시장 염 태 영

PART1 | 2016 수원화성 방문의 해

프롤로그

수원 화성. 1997년 12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된 문화재다. 세계문화유산은
인류 전체를 위해 보호되어야 할 현저한 보편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된 문화재다. 문화재에

그리고 올해 수원화성 축성 220주년의 해에 지역 방문의 해로서는 처음으로 문화유산을 내세워 ‘방문의 해’를 추진했다. 그동안 지역

수여하는 최고의 영예인 셈이다. 특히 수원 화성은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고 있는 성안

들의 ‘방문의 해’는 여러 차례, 다양하게 치러졌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관광 한국의 위상 및 관광에 대한 인식 정립의 토대를 마련하기

마을을 만들었다. 마을 창문을 따라 달빛이 기울고, 해가 솟는 그런 마을이다. 수원 화성은

위해 2001 한국 방문의 해 사업 계기로 지역 방문의 해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했기 때문이다. 2004년부터 매년 지역 방문의 해를

오랫동안 수원시민의 삶과 함께 했다.

선정하여 국내외 관광객에게 각 지역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였으나 사람들 마음을 움직이기는 어려웠다.

수원은 자신 있었다. 어느 지역과 비교해도 차별성을 가지고 있었으며 충분한 가치가 있었다. 우선 문화유산을 내세워 어떻게 지역

했지만 수원은 다른 기반도 탄탄했다. 왕이 만든 전통재래시장과 프로야구, 프로축구

관광의 다양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것인가, 문화적으로 가치가 높은 수원 화성을 어떻게 관광에 접목할 것인가,

구단을 보유한 스포츠 특성화 도시였다. 세계와 겨루는 대기업도 있었으며 무엇보다

고민하였다. 행사를 늘어놓고 행정이 모든 판을 짜는 그런 식의 진행방식이 아니라 시민들의 요구와 시민들의 지지를 얻는 축제를

문화예술분야에 적극적 관심을 가진 시민들도 많았다. 이러한 조건들과 인프라를 잘 활용할

보여주고 싶었다.

경우, 수원은 문화유산 화성-산업-스포츠-문화예술이 서로 융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한 도시였다.

그동안 ‘보여주기’에 맞춰졌던 프로그램은 ‘어떻게 창의적으로 탐구하는지’에 대한 방향으로 바꿨다. 이른바 ‘수요자 중심의 기획’이다.
‘글로벌 페스티벌’ ‘정조대왕 능행차’ 등 유인력 있는 특별 이벤트들을 기획해 수원 관광의 다양성과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 주고 싶었다.

12

먹을거리도 충분했다. 수원의 대표적인 먹거리는 예전부터 정조의 둔우(屯牛)정책으로

‘문화를 통해 살아남는 법’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보여주고 싶었다.

시작하여 경기도 수원의 축산장려정책으로 발전하게 된 수원갈비라는 향토음식과 한류의
중심이 된 치맥 문화 속의 수원 통닭. 이미 하나의 브랜드로 자리 잡은 수원갈비와 맛을
차별화한 통닭은 골라 먹는 재미까지 주고 있다.

더 나아가 사람과 자연이 만나는 현장, 사람과 역사가 만나는 현장을 주목했고 수원이 세계와 어떻게 만나는지 보고 싶었다. 가능하면
친환경적으로 행사를 준비했고, 사람들을 중심에 두었고, 역사를 고증하여 기록문화를 축제로 재현하기에 이르렀다. 세계인의 입맛에
맞게 다양한 예술 공연과 페스티벌을 준비하였다. 수원의 정체성을 충실하게 하고 규모와 감각을 국제적으로 짜려고 애썼다. 이를테면

하지만 220년 전 정조대왕이 혁신도시로 세운 수원은 ‘세계문화유산 보유도시’라는

가장 수원적인 것이 가장 한국적인 것이며, 가장 한국적인 것이 세계적인 것이라는 모토를 살렸다.

명성을 얻었지만 이름에 걸맞지 않게 서울 근교의 여행지로 인식된 것도 사실이다. 그동안
뛰어난 문화유산과 외부에 드러낼 만한 전통을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디자인과 홍보 등

도시 경쟁력은 도시의 이미지에서 나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도시의 이미지는 그곳에 사는 사람 혹은 방문한 외부인이 피부로

마케팅 역량과 이를 뒷받침할 기반이 부족해 ‘화성’이란 프리미엄의 가치를 내놓지 못하는

느끼는 실생활에서 각인되기 마련이다. ‘수원의 문화 가치 재창조’를 주요 맥락으로 설정하고 수원의 인문적 가치와 수원의 본질을

현실에 놓여 있었다.

되찾는다는 취지의 정책들을 펼쳐놓고 기다렸다. 이번 2016수원 화성 방문의 해 동안 시민들은 어떻게 참여했는지, 어떤 가치를 느꼈
는지, 알아볼 것이다. 경제적 효과만을 따진 게 아니라 화성의 정신적, 문화적 가치를 높이는 데 신경을 썼기 때문에 궁금한 일이었다.

수원화성이 축성된 지 200년이 지나자 행정과 시민들은 화성을 인류 전체의 소중한
문화유산으로서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게 됐다. 다양한 연구와 논의를 거치면서

‘세계인이 꼭 가보고 싶은 도시로 선택하겠다’는 수원시의 비전에 맞춰 곳곳에서 변하고 있기 때문이다.

화성이 품고 있는 비밀의 기록들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화성성역의궤」를 통해 학자들은
화성이 갖고 있는 역사적·문화적 가치에 찬사를 보냈고, 과학자들은 성 축성 방식의
정교함에 고개를 끄덕였고, 건축 학자들은 자연과 건축이 어우러지는 아름다움에 박수를
보냈다.

2016년 수원화성 방문의 해는 특별했다. 수원시라는 이름을 걸고, 우리가 보여주고 싶은 것은 수원의 정체성이다. 들려주고 싶은 것은
건축물이 아니라 수원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사람들의 이야기다.

2016 수원華城방문의 해

수원華城 축성 220주년 기념

도심 복판에 이런 거대한 문화재를 거느린 수원은 축복의 땅이었다. 화성만으로도 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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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달문

수원은 역사와 문화, 산업과 스포츠가 어우러지는 도시, 맛과 멋과 정이 있는 곳이었다.
여행이 일상을 떠나 새로운 환경, 낯선 풍경을 만나는 일이라면 수원이 제격이었다.
아날로그 삶과 디지털 삶이 공존하는 도시이며, 역사와 현재가 융합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이었다.
수원화성의 역사적 가치와 문화적 의미, 정조철학의 합리적, 실용적 메시지는
다른 세상을 만나는 첫걸음이기 때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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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배경

수원시는 세계문화유산 「수원화성」이라는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체류형 관광산업의
발전요인이 타 도시에 비해 취약했던 실정이며, 상대적으로 체류형 관광인프라 부족으로

비전 및 목표

국내·외 단체관광객 유치를 위한 관광상품 개발에 어려움이 많았다.
반면에 수원화성에 대한 대중매체, 언론 등 여러 매체의 관심이 점점 높아지면서 드라마,
영화, CF 촬영지로 활용되는 등 여러 정보전달 체계를 통해 수원화성이 소개되면서 국내·
외적으로 많이 알려져 인지도가 높아졌다. 그 결과 2011년에는 「수원화성」이 대한민국
대표 관광 으뜸명소로 지정되었고, 2012년에는 CNN이 선정한 대한민국에서 가봐야 할 곳

50선에, 6월에는 대한민국 관광을 빛낸 한국관광의 별로 선정된 바 있다.
수원華城 축성 220주년 기념

2016 수원華城방문의 해

따라서 「수원화성」을 매개체로 수원관광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행정의 변화가 시급하다고
판단됨에 따라 관광산업의 새로운 변화와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는 수원화성 방문의 해
사업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이에, 수원화성 축성 220주년 기념이 되는 2016년을 수원화성 방문의 해로 지정하여 조선
후기 ‘성곽 문화의 꽃’이자 ‘새로운 도시의 건설’로 불리는 ‘수원화성’에 녹아 있는 ‘사람의
가치’를 실현하고 그 행복한 미래를 세계인과 함께 하고자 하였다.

16

17

국내외 관광객

글로벌 관광도시

사업목적

정체성 확립

수원의 이미지

700만

대외적으로 부각

유치 달성

세계문화유산 수원화성 축성의 역사적 의미, 가치, 철학의 메시지를
대내·외에 전달하여 수원의 정체성 확립
수원관광산업의

관광거점 도약
한해 반짝이는 이벤트 행사가 아니라 수원이 관광거점으로 도약하는

새로운
패러다임 정립

원년이자 세계적인 역사와 문화관광 도시로의 새로운 전기 마련

외래 관광객 유치
수원을 특별히 널리 알리고 다양한 관광 콘텐츠 개발과 맞춤형 마케팅으로
많은 외래 관광객 유치 비전 및 목표

글로벌 관광도시 수원 브랜드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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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징물

디자인컨셉

마스코트

‘2016 수원화성 방문의 해’의 비전과 방향성, 그리고 수원화성의 정신적 유산과 형태적으로

2016수원華城방문의 해를 대표하는 마스코트인 <화성이>는 항상 밝고 즐거운 아이로

특징적인 요소를 집약시켜 고유의 자산적 가치로 발현하도록 상징화하여 BI를 발전시켰다.

표현했다. 수원화성(華城)의 성벽을 모티브로 하여 마스코트에 포인트를 주었고, 수원시민과
온 국민에게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이미지를 형성했다.

심볼마크
수원시의 브랜드 자산으로 수원화성(華城) 전체를 가장 집약적으로 상징, 대변하는 서북
공심돈과 떠오르는 해를 모티브로 외부로 개방되어 전체 수원 화성(華城)의 열린 공간으로
화성이

(rounding)하여 참여하는 동적인 의미를 함축했다.
단순하고 강렬한 엠블램을 의도해 메시지의 집중력을 극대화 했다. 열린 공간에서의 3차원
적인 역동성을 강조해 펄럭이는 깃발의 이미지를 입체적인 캘리그래피로 구현했다. 수원시
내에 문화유산으로서의 ‘화성’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캘리그래피 개별 자모(ㅎ,ㅏ)내에
형태적 요소(성곽, 깃발)를 부가하고 타이포 크기를 줄여 행정지역으로 오인되지 않고 종속
적인 단위요소로 느끼도록 했다.

키비주얼
수원의 옛것(과학적이고 아름다운 화성(華城)과 능행차)과 현재의 것(대표적 관광 탈거리
화성어차와 체험거리인 국궁체험 활쏘기)의 조화를 모두 표현한 수원화성(華城)의 포인
트가 되는 요소들을 집약하여 한컷에 표현했다.

한국어

국문 로고타입 가로 기본형

영어

2016 수원華城방문의 해

수원華城 축성 220주년 기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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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장되도록 했다. 붉은 배경으로 휘감은 표현은 복원된 수원화성(華城) 성곽길을 일주

국문 로고타입 세로 기본형

중국어

슬로건 함께해요! 수원화성, 느껴봐요! 문화유산
홍보대사 손호영(가수), 주민희(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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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경과

2011. 12.

2012. 5. ~ 10.

2013. 1. 4.

2013. 5. ~ 7.

2013. 11. 12.

2013. 12. 24.

2016 수원화성 방문의 해
사전 접근방법 검토 보고

광역도시 지역방문의 해
사업 견학

2016 수원화성 방문의 해
용역
(재)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6 수원화성 방문의 해
준비를 위한 2013 사전접근
기본 추진계획 수립

2016 수원화성 방문의 해
상징물 공모

2016 수원화성 방문의 해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기본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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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7.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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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12.

2015. 5. 14.

2015. 8. 27.

2015. 9. 15.

2015. 10. 20.

2015. 11. 23.

2016. 1. 22.

종합실행계획 수립

시민추진단 출범식

추진상황보고회
(제1부시장 주관)

추진상황보고회
(시장 주관)

홍보대사 위촉식

시민서포터즈 발대식

개막식

2. 2016 수원화성 방문의 해 추진단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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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단
구성개요

▹ 구성일 | 2015. 4. 28

2015.
10. 22.

▹ 구성인원 | 63명(자문위원회 위원 41명, 시민추진단 22명)
▹ 기능

신규위원 3명 위촉

•자문위원회 : 시민추진단 상설 자문기구, 방문의 해 사업 로드맵 자문 등
•시민추진단 : 최고의결기구, 방문의 해 관련 추진사무국 감독 등

2015.
11. 13.

조직도

추진단
(TF팀)

자문위원회·시민추진단 회의
•참석대상 : 52명(자문위원회 위원 31명, 시민추진단 21명)
•주요내용
- 신규위원 위촉장 수여(2명)
(강사 : 김준혁 한신대학교 교수)

시민서포터즈

자문위원회 및 시민추진단

홍보 및 행사 지원

분과위원회 구성

2015.
12. 21.

자문위원회 4차 회의
•참석인원 : 17명
•주요내용
- 특강 : 방문의 해 글로벌 홍보방안

22
총괄/기획

기획

홍보/
자원봉사

축제/공연

관광
인프라

(강사 : 사)한문화진흥협회 회장 정재민)

관광객
유치

홍보

- 분과위원회 구성 및 개막주간행사 논의

2015.
12. 30.

자문위원회 5차 회의
•참석인원 : 9명
•주요내용
- 총괄 기획 분과위원회 회의

추진상황

- 분과위원회 구성 및 개막주간행사 논의

2015.
4. 28.

위촉식 및 1차 회의개최
•참석인원 : 17명
•주요내용
- 위원소개 및 위촉장 수여

2016.
1. 28.

자문위원회 6차 회의
•참석인원 : 6명
•주요내용

- 방문의 해 사업 소개

- 축제 공연 분과위원회 회의

- 특강 : 관광객중심 창조적 관광진흥 거버넌스

- 분과위원회 구성 및 k-pop 슈퍼콘서트 입장료 논의

(강사 : 한국여행업협회 대외협력실장 김병삼)

2015.
9. 15.

자문위원회 2차 회의개최
•참석인원 : 17명

2016.
2. 18.

•주요내용

자문위원회 7차 회의
•참석인원 : 3명
•주요내용
- 관광객 유치분과위원회 회의

- 신규위원 위촉장 수여(5명)

- 분과위원회 구성 및 주요축제현황 및 관광객 유치사업 설명

- 「2016 수원화성 방문의 해」사업 추진계획 보고
- 토의안건(2건)
⇒ 방문의 해 명칭 : 기존명칭 사용(화성 글자를 한자 또는 영문 병기)
⇒ 홍보투어단 운영방법 : 주요 거점도시(40여개 도시 60여곳) 실시

2016.
4. 8.

자문위원회 8차 회의
•참석인원 : 12명
•주요내용 : 항공과학전 등 3개 단위사업 보고 및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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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강 : 수원화성 축성 220주년의 의미, 가치, 철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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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사업

수원 정체성
확립

24

관광수용태세 및
환대체계 개선
4. 숙박 인프라 개선

11. 관광콘텐츠 개발/확충

1. 학술대회/강연

5. 음식 인프라 개선

12. 수원화성 연계 프로그램

2. 전시

6. 교통 인프라 개선

13. 지역 연계 프로그램

3. 탐방프로그램

7. 관광안내 체계 개선
9.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조성

다양한 축제 및
이벤트 개최
16. 개막주간행사

14. 언론 및 다양한 매체
10. 관광도시 위상 정립

8. 친절한 시민의식 제고

5개 분야
19대 과제

관광인프라 확충 및
프로그램 운영

수원화성 방문의해
붐 조성

05

활용 홍보

15. 수원관광 알리기

17. 신규 추진사업
18. 기존 프로그램
19. 세계 및 전국대회

2016 수원華城방문의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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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03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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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수원시정연구원(2017)

90

(단위 : %)
인지도

80

72.6

2016 수원화성 방문의 해 인지도

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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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성과

70

수원시 방문객 수

(단위 : 명)
60

2013

2014

2015

2016

비고
(2016년 목표)

계

4,387,000

4,517,013

5,257,680

4,623,491

4,369,400

7,158,954

(7,000,000)

내국인

2,791,927

2,930,236

3,932,000

3,422,735

3,318,222

5,504,213

(5,000,000)

외국인

1,595,073

1,586,777

1,325,680

1,200,753

1,051,178

1,654,741

(2,000,000)

50
40

A 주요 행사 방문객 만족도 조사
B 2016 수원 관광객 실태조사
C,D 수원화성 방문의 해 인지도 조사(2017. 1)

25.3

2012

37.0

2011

30
2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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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013 생태교통 ↑, 2014 세월호 ↓, 2015 메르스 ↓
자료 | 수원시 관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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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내국인

주요
행사
방문객

주요
관광지
방문객

지역
주민

A

B

C

전국민
지역주민
제외

D

계
7,158,954

주요 행사 방문객 만족도
5,257,680

5,504,213
4,623,491

4,517,013

4,387,000

자료 | 수원시정연구원(2017)

1 : 전혀 아니다, 3 : 보통이다, 5 : 매우 그렇다

4,369,400

4

4.15

3.89

4.12

3,318,222

2,930,236

3.75

2,791,927

4.1

6,000,000

5

3,422,735

3.92

3,932,000

4.12

8,000,000
4.01

26

3

4,000,000
1,595,073

1,586,777

1,325,680

2,000,000

1,654,741
1,200,753

2

1,051,178

1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평균

모델
항공
과학전 페스티벌

K-POP 수원발레
콘서트
축제

팔도 정조대왕
한마당
능행차

기획
전시

4. 수원화성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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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4

1796

1801

1963

1997

1794년 1월
수원 화성 착공

1796년 9월
완공

1801년
「화성성역의궤」 발간

1963년 1월 21일
사적 제3호로 지정

1997년 12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록

화성 성곽 축조에 관한 경위와 제도, 의식들을
모두 기록하여 정리의궤청에서 발행했다.

문화재 중 역사적 학술적 가치가 있는
지역과 시설물을 특별 관리하는
‘사적’ 3호에 지정되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위원회는
1997년 수원화성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하면서
“동서양 군사시설 이론을 잘 배합한 독특한 성으로
방어적 기능이 뛰어나다”고 평가했다.

정조 18년 정월 터닦기를 신호탄으로 공사를 시작했다.
조선왕조의 성곽 건축사업으로 가장 큰 규모였고
한양의 도성 규모를 그대로 적용했다.

2016 수원華城방문의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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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화성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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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4년 1월에 착공
1796년 9월에 완공
1801년 화성성역의궤 발간

성의 둘레는 5,744m
높이 4~6m
면적은 130ha
평산성의 형태

문루 4, 수문 2, 공심돈 3, 장대 2,
노대 2, 포(鋪)루 5, 포(砲)루 5,
각루 4, 암문 5, 봉돈 1, 적대 4,
치성 9, 은구 2 등
총 48개의 시설물

사적 제3호로 지정 관리
팔달문(보물 제402호)
화서문(보물 제403호)
장안문, 서북공심돈(보물 제1710호)
방화수류정(보물 제1709호)

1997년 12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록

수원華城 축성 220주년 기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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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수원화성
이야기

정조대왕은 신도시를 완성하고 싶었다. 그곳에서 낡은 정치를 버리고 새로운 꿈과

수원화성은 조선의 성들과는 다르게 망루를 성 내부에 설치했다. 먼 거리에서

이상을 펼치고 싶었다. 정조 18년(1794년)에 성을 쌓기 시작했다. 믿고 맡길 수 있는

성벽의 작은 간이 출입구가 보이지 않게 시각적으로 숨겨 놓았다. 치성 또한 요새

실학자 유형원과 정약용에게 건축 설계를 명령했다. 탄탄한 국방요새를 원했다.

로써 군사적인 기능을 살리기 위해 설치했다. 치성은 성벽을 중간 중간 돌출시켜

대부분을 돌로 쌓았으며 일부 중요한 방어 시설은 벽돌로 쌓았다. 4개의 성문과

쌓은 것을 말하는데 꿩이 제 몸은 감추고 남을 잘 공격하는 습성이 있다고 해서 붙은

5개의 암문, 2개의 수문, 2개의 은구, 2개의 장대, 2개의 노대, 3개의 공심돈, 4개의

이름이다. 중요한 지점에 치성이 없으면 적군들이 성벽을 기어오르거나 파괴하기

각루, 5개의 대포를 설치한 포루, 5개의 포루, 1개의 봉돈, 8개의 치, 3개의 포사,

쉽기 때문이었다.

용도 등의 시설물을 배치했다. 군사요새로써 완벽했다.

무엇보다도 왕은 백성의 마을을 만들고 싶었다. 왕의 마음을 읽은 신하들은 살기

성곽의 둘레를 약 5.7㎞, 성벽의 높이도 4~6m로 높게 쌓았다. 그리고 성을 쌓은 지

좋은 시스템을 구축했다. 성벽은 서쪽의 팔달산 정상에서 길게 이어져 내려와 산세를

2년 뒤인 1796년에 완성했다. 20만 더미의 석재, 53만장의 기와, 69만장의 벽돌, 2만

살렸다. 땅의 생김새에 따라 순응하며 마을을 만들었다. 그 모양이 나뭇잎을 닮아

6천주의 목재가 들어갔다. 40근의 힘으로 2만 5천근의 무게를 들어 올리는 놀라운

있었다. 크게 타원을 그리면서 도시 중심부를 감싸는 형태였다. 곳곳에 꽃과 과일

기계 거중기가 사용되었다. 1,845명의 장인이 참여했고 공사담당자의 이름이 새겨진

나무를 심었다. 땅이 너른 곳엔 뽕나무를 심어 나무나 땔감으로 쓰게 하고 아버지에

공사실명판을 화성성역의궤에서 세세하게 기록했다.

대한 그리움은 소나무에 기대어 달랬다. 저수지를 만들어 농부의 시름을 덜어주었

수원화성 건설에서 눈에 띄는 것은 장안문, 팔달문, 창룡문, 화서문으로 4개의 문이

다. 하천을 따라 버드나무를 심고 매화를 심었다. 계절 따라 꽃피는 마을이 되었다.

안팎으로 연결되도록 만든 것이다. 북수문인 화홍문과 남수문은 수문을 설치하여

여민동락의 철학을 완성했다. 수원화성은 성곽만 의미하는 게 아니었다. 수원

물길을 조절하였고 사대문은 성곽으로 연결되어 장대한 규모를 이루도록 설계했다.
특히 사대문을 건설하면서 모두 옹성을 설치하였고 요소요소에 암문을 설치하여
비상사태에 대비하였고 군사적인 위엄을 담은 장대를 설치했다.

화성은 도시 전체를 의미했다.

4. 수원화성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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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문화유산 화성은 전장 5.7km에 달하는 성곽과 부속건물, 도시기반 시설과
생산기반 시설의 총화로 만들어진 계획도시이다. 수원의 신도시 건설은 조선 역사
에서 도읍인 한성부 건설 이후 가장 대규모의 도시건설 사업이었으며, 18세기 중

중심으로 백성들과 직접 대화하여 그들의 고통을 이해하고 현실에 반영하는 직접 민주주의 제도와 같은 새로운 정치문화가
형성되었으며, 연무대를 중심으로 하는 무예 훈련 공간을 통해 장용영 군사들의 무예 수련과 일반 백성들의 무예 수련이 함께

화성은 조선왕조 제22대 정조대왕에 의해 건립된 성곽이자 도시로서 부친 사도
세자의 효심을 바탕으로 군사적 목적과 개혁사상이 축성의 근본이 되었다. 뿐만
아니라 당쟁에 의한 당파근절과 강력한 왕도정치의 실현을 위해 양경체제(兩京體
制)를 실시하여 상왕(上王)으로 수원에 거주하여 백성을 위한 새로운 개혁정치를
하고자 하는 원대한 포부가 담긴 정치구상의 중심지였다.

이루어졌다.
또한 정조의 모친인 혜경궁 홍씨의 회갑연을 치루는 과정에서 발생한 다양한 문화공연과 궁중음식의 향연이 벌어졌다. 이러한
문화는 비단 왕실과 관료들만의 문화가 아니라 일반 백성들과 함께 하는 문화로 의미가 있으며, 수원의 경제·사회·문화의
중심지로서 여러 시대에 걸쳐 삶의 흔적과 역사를 담아오고 있다.
이와 같은 역사적 의미가 있는 수원 화성은 1997년 12월 6일 이탈리아 나폴리에서 열린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제21차
총회에서 창덕궁과 더불어 불국사와 석굴암, 해인사 팔만대장경판 및 판전, 종묘 등에 이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 되었다.
화성의 세계문화유산으로의 등재가 된 것은 군사 건축적 측면이 강조되기는 하였으나 이는 표면적인 것에 불과하다. 화성의

시키려고 끊임없이 노력하였다. 이는 양반사대부 중심의 사회에서 ‘민국(民國)’의

세계문화유산으로의 가치는 당시대의 가장 우수한 군사시설물이라고 하는 것뿐 아니라 건축 기법 및 재료상의 특징이 포함

주체인 백성중심의 사회로 만들고자 하는 근대의식이 정조에게 있었던 것이고

되어있다.

정조는 백성들의 지지 기반으로 노론 위주의 기득권층을 압박하여 조선의 변화를
추진하였다.
정조의 개혁 의지는 1778년(정조 2) 6월에 발표한 「경장대고(更張大誥)」에 잘
드러나 있다. ‘경장’이라함은 곧 개혁을 의미하는 것으로 경장대고란 개혁을 하기
위해 국왕이 내놓은 큰 정책이란 뜻이다. 정조의 개혁정책의 핵심은 모두 이 경장
대고에 담겨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조는 당시 사회가 큰 병이 든 사람이 진원

(眞元)이 허약해져서 혈맥이 막히고 혹이 불거진 상황과도 같다고 인식하였다.
그래서 이러한 사회를 타개하기 위해서 민산(民産), 인재(人才), 융정(戎政), 재용

(財用)의 4항목을 대내외에 천명함으로써 개혁 구상을 구체적으로 밝혔다.
정조의 4대 개혁 과제는 철저하게 백성과 국가의 존위에 관계된 것이었다. 임진
왜란과 병자호란 이후 기득권층의 발호와 폐단으로 나라 전체가 병들어있다고
인식한 정조는 위에서 말한바와 같은 백성의 재산을 늘리고, 인재를 양성하고,
군사제도를 개혁하고, 국가 전체를 풍요롭게 해야 된다고 판단했다.
이와 같은 목적이 담긴 화성의 축성을 위하여 정조는 관료와 실학자를 동원하여
조선의 축성방식을 근본으로 중국, 일본의 축성방법과 서양의 축성기술을 혼합하여
만든 18세기 동서양 성곽문화의 대표 문화유산이 되었다.
(한신대학교 정조교양대학 교수)

더불어 화성은 정조와 관료 그리고 백성과 장용영 군사들이 서로 조화를 이루며 다양한 문화를 꽃피운 곳이다. 화성행궁을

되었다.

개선하고 인권을 보호하려는 정책을 추진하였다. 아울러 기득권층의 특권을 분산

김준혁

일본과 서양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써 백성들의 삶을 성곽이 보호해준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

후반 조선의 문화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국내외적으로 그 중요성이 높게 평가

정조는 위로부터의 개혁을 추구하면서 불평등관계에 있는 하층민의 소외정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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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써 화성안은 행궁을 비롯한 공공 건물과 백성들의 주거지가 혼합된 독특한 주거문화를 형성하게 되었다. 이러한 공간문화는

정조는 성곽 안에 화성행궁을 비롯한 공공 기관과 상업행위를 할 수 있는 시장과
교육공간을 비롯한 각종 문화시설을 설치하고 백성들의 거주지를 함께 건립하였다.

또한 화성 축성에 담긴 과학 정신 및 축성 기법과 다른 국가의 축성의 장점을 포용하여 우리것화 하는 문화통합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정신에 입각한 축성의 전반을 기록한 『화성성역의궤』라는 역사적인 기록물에 의한 철저한 고증을 통해
이루어졌다는 사실이다. 여기에 더해 정조의 위민정신이 화성 곳곳에 담겨 있어 화성은 세계인 모두가 지키고 사랑하는 세게
문화유산이 된 것이다.
수원 화성은 단순한 성곽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 전체를 말하는 것이다. 정조는 1793년 1월 수원도호부를 화성유수
부로 승격시키며, 당시 좌의정이었던 채제공을 화성유수로 임명하였다. 정조는 부(富)·수(壽)·다남자(多男子)가 깃들기를
염원하는 뜻이 담긴 중국의 ‘화봉삼축(華奉三祝)’의 고사를 인용하며 수원의 지명을 화성으로 개명하고 도시기반시설을 정비
하였다. 화성축성에는 축성을 지휘하는 국왕 정조로부터 축성에 참여한 노동자들이 군민일치를 통한 민본주의의 이념이
실현되었다. 정조는 축성 노동자들을 위하여 음식을 베풀어 주고 의복을 제작하여 나누어 주었다. 이러한 다양한 부분들이야
말로 화성이 세계문화유산으로서의 의의를 가질 수 있는 것이며, 수원 지역이 세계적인 역사문화도시로 태어나는데 시금석이
될 것이다.

2016년은 화성 축성 220주년이다. 그리고 수원 화성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 신청한 지 20년이 되는 해이다. 이와 같은
역사적 해에 우리 수원은 더욱 적극적으로 수원 화성을 세계인에게 알리고 그 진정성을 공유할 때가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까지 수원 화성을 보존하고 정비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던 것과 달리 수원 화성이 가지고 있는 진정한 가치를 세계인에게
알리고, 이를 통해 수원 화성의 역사적 의의와 정조대왕의 탁월한 위민정신의 리더쉽을 세계에 알릴 수 있게 된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수원시는 세계문화유산 수원 화성을 보유하고 있는 도시라는 이미지와 함께 실학의 도시, 문화의 도시, 평화의
도시, 상생의 도시로 한단계 높은 단계로 성장할 수 있다.

2016 수원華城방문의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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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조와
수원 화성
그리고
수원화성
방문의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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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VIEW 01
PART1 | 2016 수원화성 방문의 해

방문의 해를
제안하다

그가 방문의 해 성과를 세 가지로 정리했다.

단체가 유치해서 관광 상품처럼 하자. 작은 단위로 가자고 거론했다. 무엇보다 이름에 의미를 뒀다.

첫 번째, 문화재를 기반으로 한 것,

그동안 광역자치단체들이 하는 행정기관명이 붙은 방문의 해는 연달아 치러지던 탓에 피로감만

두 번째, 행정 주도가 아니라 시민이 주도한 것,

증폭된 상태였다. 화성방문의 해로 하려고 하자, 인근 지자체 화성시와 혼선이 될 거 같아, ‘수원’을
붙였다. 수원화성 방문의 해의 이름이 완성됐다. 문화콘텐츠가 브랜드네이밍이 되었다.

세 번째, 문화재복구 사업을 넘어

그는 2016 수원화성 방문의 해에서 자문위원이면서 총감독 직책을 맡았다. 조직 구성할 때 2016

관광도시 수원을 만드는 시초의 해가 된다는 것.

수원화성 방문의 해 팀에서도 총감독제를 만들려다 그만뒀다. 예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하고 싶었다.

자꾸 곱씹게 되는 말이다.

보통 다른 지자체에서 총감독제는 연예인이나 유명인, 영화감독들이 맡았다. 대중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인지도는 높을지 모르나 사업내용을 정확히 파악한 경우는 드물었다. 이런 폐단을 줄이기 위해

2016수원화성 방문의 해에서는 과감하게 총감독제를 없앴다. 이 사업을 제안했고, 방향성을 연구해
부적으로는 총감독역할을 수행하지만, 공식적으로는 자문위원을 맡는 것으로 정리했다.
처음부터 기획한 그에게는 남다른 자신감이 있었다. 무엇보다 수원은 문화적 기반이 탄탄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수원시민이 갖고 있는 화성에 대한 폭넓은 지식과 이미 50년 가까이 시민이 주축이 되어
진행해온 화성문화제를 통한 노하우가 그것이었다. 그런 인프라를 문화나 사업을 통해 끌어올리는

2016 수원華城방문의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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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 사람을 찾았다. 김위원이 제격이었다. 하지만 현직 언론인이어서 총감독 직함이 부담스러웠다. 내

단계가 올해라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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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프라는 충분하다고 생각했다. 그동안 화성복원에 큰 예산을 들였고, 행정은 복원에 총력을 기울였
다는 것도 알았다. 완전복원은 정조대왕 환생으로 봐야지 건축물의 완성도는 아니라고 생각했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수원화성은 화성성역의궤를 바탕으로 제대로 복원이 된 상태라고 판단했다. 이제
화성복원사업은 그만하고, 수원화성으로 시민들이 1조원 이상 벌어먹게 하자, 올해부터는 쓰임새를
생각해서 화성을 돈 버는 수단으로 만들자는 것이 핵심이었다. 가만히 앉아 있어도 관광객이 밀려오던
시대는 지났다고, 이제는 여행객이 올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야 된다는 발상이었다.

김종구

또한 수원시민의 열정을 믿었다. 높은 시민의식으로 여러 가지 변화를 이끌어온 시민의 힘이 모인다

2016 수원화성 방문의 해 자문위원회 위원

면, 관광수원으로 가는 터닝포인트가 될 수 있다고 확신했다. 문화나 사업을 통해서 시민의 열정을
끌어올리는 단계로 가면 된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올해 2016 수원화성 방문의 해를 개최했다. 다른 지자체와 차별성을 가진 방문의 해는
성공적이었다. 문화재를 앞세운 건 신의 한수였다. 콜럼버스의 달걀처럼 신선했다. 결국 그가 주장한
‘2016 수원화성 방문의 해'는 화성이라는 세계문화유산의 가치를 매기는 일이었다, 지역 관광 사업
에서 브랜드명을 문화재로 거론한 것은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다. 수원의 미래를 생각하는 일
에서 수원화성은 필수이기 때문이다.

수원관광산업에 대해 의견을 내는 사람은 많았다. 수원화성 축성

기사를 연재했다. 그는 다른 지자체들의 방문의 해 사업에 대해 연구

인터뷰 내내 수원을 알리는 작업을 이제부터 차곡차곡 진행해 나가겠다는 각오가 그의 표정에서

220주년을 맞이하여 특별한 축제를 하자고, 지자체 이름과 문화재를

하고 검토했다. 그동안 십여 년 동안 광역자치단체별로 치러진 방문의

읽혔다. 그가 방문의 해 성과를 세 가지로 정리했다. 첫 번째, 문화재를 기반으로 한 것, 두 번째, 행정

함께 내세우자고 말한 사람은 김종구 위원이었다. 방문의 해 사업이

해의 문제점과 보완점에 대해 검토한 결과, 방문의 해 사업명과 행사

주도가 아니라 시민이 주도한 것, 세 번째, 문화재복구 사업을 넘어 관광도시 수원을 만드는 시초의

시작한 이래로 처음 있는 일이었다. 아무도 반응하지 않을 때, 그는

기간이 천편일률적이었다는 것에 주목했다. 결과적으로 그동안 전국

해가 된다는 것. 자꾸 곱씹게 되는 말이다.

계속 문제제기를 했다. 수원이야말로 방문의해 사업을 위해 최적화

에서 10여건의 방문의 해 행사가 있었지만 행사를 마무리짓고 난 후

그의 머리에서 어떤 아이디어가 꽃을 피울지 기대되는 부분이기도 했다.

된 도시다.

성공했다고 평가하는 지자체가 거의 없다는 것도 새겨들었다.

2011년 신문사 편집국장 때, ‘수원화성 방문의 해가 필요하다’ 시리즈

김위원은 그 지점에서 출발했다. 수원에서 방문의 해를 하자, 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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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북공심돈과 화서문의 풍경

2016년은 수원화성축성 220주년의 해를 기념하고 싶었다.
강산이 수없이 변하는 동안 수원은 서울 근처 작은 마을에서 인구 125만 명의 대도시로 바꿨다.
왕이 남긴 둔전에서 나는 곡식으로 백성들은 배를 주리지 않았다.
시간을 품은 마을은 도시가 되었고 역사와 문화, 스포츠와 산업의 중심지가 되었다.
그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다.

PART 2

수원을
가꾸다

PART 2
수원을 가꾸다

1
수원을
알려라!

수원화성 축성 220주년이 되는 뜻 깊은 해를 맞아 제일 먼저 한 일은

01 홍보투어,전국을 돌며
대대적 홍보

02 다양한 매체를
이용하여 알리기

03 홍보 영역을 넓혀라

04 홍보교류

수원을 알리는 일이었다. 공부에 왕도가 없듯이 홍보에도 우선
순위가 없다고 생각했다. 많이 만나고 많이 알리는 것이 최선이었다.

220년 전 정조는 기록으로 생각을 담아냈고, 그 후예들은 모든 홍보
채널을 다 활용하여 왕의 꿈과 이상을 알리기 시작했다.
05 글로벌 마케팅,
마이스 관광마케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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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1

수원을 알려라 01

홍보투어,
전국을 돌며
대대적 홍보

2016 수원화성
방문의 해
시민서포터즈

방문의 해 사업 홍보
(캠페인, 전국투어, SNS)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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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내용

운영기간 2015. 10. 20. ∼ 2016. 12. 31.

수원으로 오세요! 2016 수원화성 방문의 해가 열립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면 홍보투어단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시민서포터즈로 이루어진 홍보투어단들은 방문의 해 성공의 첫 단추는 제대로 된 광고, 홍보라고
생각했다. ‘함께 해요! 수원화성, 느껴봐요! 문화유산’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전국의 주요 도시를 찾아 홍보
투어를 열었다. 1,745명의 시민서포터즈들은 수원 화성의 역사와 수원의 문화와 관광자원을 소개하는 일을
사명으로 여기며 만나는 사람마다 홍보책자를 나눠줬다. 전국 어디든 달려갔다. 세미나가 열리는 곳이나
박람회장이든 가리지 않았다. 친절한 미소를 띤 홍보투어단은 수원화성을 알리는 홍보대사로서 역할도 톡톡히
해냈다. 전국 주요도시 66개소에 수원을 알렸고, 국외 박람회에 6회나 참여했다.

한눈에 보는 활동

시민서포터즈 활동기간

시민서포터즈 인원

14

1,745

개월

홍보투어단 전국투어 방문장소

명

66

개소

운영인원 1,745명
추진내용

2015. 10. 1. ~ 12. 31. 참여자 모집
2015. 11. 23.(월) 서포터즈 발대식(청소년문화센터, 500여명)
2015. 12. 29.(화) 서포터즈 교육_수원화성과 정조사상(시청대강당, 300여명)
2016. 1. 12.(화) 서포터즈 대표자 간담회(제1부시장실, 10여명)

2016 수원華城방문의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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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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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전국투어 홍보현황

002

회차

국내 주요거점
홍보투어단

운영현황 전국 주요도시 66개소 879명

플래시몹
거둥행차
무예24기

시장, 시의원, 시단위단체장 등

100

2

10. 26(월)

서울(신촌, 홍대)

2

플래시몹

-

30

3

11. 1(일)

수원(지동시장 등 4개소)

4

플래시몹

대학생 자원봉사자

40

4

11. 3(화)

인천(남동구 로데오, 주안·부천역 광장)

3

k-pop
커버댄스

영통 새마을부녀회

25

5

11. 6(금)

대전역 광장
으능정이 문화거리

2

k-pop
커버댄스

권선 새마을부녀회

25

6

11. 12(목)

서울
(혜화역4번출구, 마로니에공원, 인사동)

3

플래시몹
거둥행차
무예24기

수원스포츠응원단

80

7

11. 14(토)~
11. 15(일)

부산,울산,대구

4

풍류일가

대학생 자원봉사자

21

8

11. 16(월)

목포(목포역, 롯데마트, 터미널)

3

플래시몹

여성단체협의회

38

9

11. 17(화)

수원시청(자전거출정식)
안양·범계·평촌역

4

플래시몹

스포츠응원단20, 시청직원14

34

10

11. 19(목)

전주(한옥마을, 남부시장)

2

거둥행차
무예24기

수원스포츠응원단30,
금빛봉사회31

66

11

11. 21(토)

보령 대천해수욕장(김·불꽃축제),
행담도휴게소

2

거둥행차
무예24기

자원봉사자30

35

12

11. 20(금)~
11. 22(일)

부산, 순천, 담양
(해운대, 순천만, 죽녹원 등)

6

-

초등교사단

28

13

11. 23(월)

市청소년 문화센터
(시민서포터즈 발대식)

1

플래시몹

-

20

14

11. 24(화)

성남(남한산성)

1

-

수원문화원

40

15

11. 28(토) ~
11. 29(일)

강원도(속초, 강릉, 춘천)

5

거둥행차
플래시몹

대학생 자원봉사자

90

16

11. 30(월)

서울(동대문, 송파)

3

플래시몹

은빛사회복지발전협의회

50

17

12. 4(금) ~
12. 5(토)

경주(첨성대, 국립경주박물관),
부산(태종대, 부산역, 부산구덕종합운동장)

5

-

공직자(시.구.동)

34

18

12. 5(토) ~
12. 6(일)

부산(부산역, 부산구덕종합운동장),
대구(동성로,동대구역)

4

-

자원봉사자

23

19

12. 17(목)

서울역

1

거둥행차

정보과학고교 학생

20

20

12. 18(금) ~
12. 19(토)

강릉, 평창

4

-

직원20

20

21

12. 22(화)

수원역

1

디하트
(통기타)

자원봉사자

30

22

12. 29(화)

군산

4

-

지동 서포터즈

30

(시장, 의장, 국회의원, 시의원, 역대 정조대왕 및 혜경궁 홍씨, 시단위 단체장, 시민, 공무원, 언론인 등)

비고

879

2

장소 | 서울 명동(예술극장 앞, 6번출구 앞)

내용 | 2016 수원화성 방문의 해 거리 홍보캠페인

66

인원

서울 명동(예술극장 앞, 6번출구 앞)

서울 대규모 홍보 캠페인

참석인원 | 100여명

참여단체

10. 19(월)

홍보단 구성 1일 40여명 (공연단 10명, 시민서포터즈, 공무원 등)

일시 | 2015. 10. 19.(월) 16:00 ~ 17:00

공연단

대규모
캠페인

2016 수원華城방문의 해

수원華城 축성 220주년 기념

운영기간 2015. 10. 19. ~ 2015. 12. 31.

개소

1

홍보물 배부 및 해산

활동내용

장소

계

거점별로 2~3차례 공연 후

42

일시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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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4

전국 자전거
홍보투어

대학생
수원화성 홍보단

전국 20여개 주요도시

전국 주요거점 도시 대학교,

자전거 투어, SNS 홍보활동 등

다중집합장소 9개소

활동내용

운영기간 2015. 11. 17. ~ 11. 23.

2015. 11. 17. 9시 30분 출정식(올림픽 공원)

활동내용

운영기간 2016. 5. 21. ~ 6. 26.

2016. 5. 21. 16시 출정식(화성행궁 앞 광장)

참여인원 20명(시민 및 자전거 동호회)

참여인원 40명(대학생 자원봉사자 27명, 대학생 기자단 5명 등)

주최 / 주관 수원시 / 경기신문

주최 / 주관 수원시 / (주)경기일보

2016 수원華城방문의 해

수원華城 축성 220주년 기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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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매체를
이용하여
알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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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수원화성 방문의 해에서 가장 눈에 띄는 홍보는 온라인홍보였다. 젊은층들이 선호하는 SNS을 이용하여
모바일 홍보방식을 선택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가 젊은층들의 일상생활로 자리 잡으면서 홍보방식도

180도 바뀌었기 때문이었다. 가장 많이 활용하는 SNS는 단연 카카오톡이었다. 빠른 전파력과 함께 청년층뿐
아니라 중·장년층도 두루 사용한다는 장점을 활용하여 카카오톡 홍보를 시작했다. 카카오톡으로 수원시와
친구를 맺으면 방문의 해 동안 수원의 주요 관광지 5개소(수원화성, 화성행궁, 수원박물관, 광교박물관, 수원

001
언론홍보

•지상파 TV｜SBS 모닝와이드(11회), MBC 파워매거진(16회),
KBS 6시 내고향(2회), 연합뉴스 TV 여행과풍경(1회)
•지상파 및 종합편성채널｜SBS 스팟광고, YTN, MBN 등 889회

•라디오 방송 캠페인｜경기방송, 경인방송, CBS음악 FM 등 1,844회

화성박물관)를 연중 무료로 입장하는 서비스를 진행했다.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또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주요 행사소식을 전달했고 간단한 1:1 질의응답 서비스를 제공했다. 소통하는 행정방식이었다.
방문의 해 전용인 4개 SNS(블로그, 페이스북, 웨이보-중국어, 아메마-일본어)의 누적 방문횟수도 30만회에
이르렀다. 카톡은 물론 블로그,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6개 매체를 충분히 활용해서
자유롭게 정보를 실어 날랐다. 각 매체별 특성을 적극 살려 실시간으로 정보를 전달했다. 매스컴 방송사,
신문사 홍보, 중앙방송 3사와 주관방송, 통신사 3사, 중앙지 일간지 홍보도 최대한 이용하였고 선전탑, 현판,
버스 지하철 등 관광객들의 눈과 귀를 붙들 수 있는 곳이면 수원화성 방문의 해를 광고했다.

한눈에 보는 활동

지상파 TV 홍보

온라인 홍보매체

수원시장 인터뷰

30

6

70

회

개

회

•주관 방송사 및 통신사 협약체결｜연합뉴스, 연합뉴스 TV, OBS

2015. 11. 26.
2015 경인히트상품 | 경인일보사
자치단체부문 문화/관광 분야 대상 수상

•통신사 및 중앙언론사｜31사 3,449회
•지역언론사｜37사, 8,981회
•수원시장 방송(TV, 라디오) 출연 및 언론사 인터뷰｜7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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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2
매체홍보

•다중이용시설｜뉴스비전, IBN TV, 티브로드

•경기장 | 월드컵경기장, 수원야구장, 종합운동장
•고속도로 야립광고 | 2개소(경부/서해안)
•홍보선전탑 | 3개소(수원역, 경기도청, 종합운동장)

•버스 광고 | 광역버스 13대, 공항리무진 45대, 제주 관광버스 35대, 수원시 공용차량 52대
•지하철 등 | 지하철 11개소, KTX역사 3개소, 인천공항철도(서울역 ↔ 공항역)
•터미널 광고 | 3개소(서울경부, 강남공항, 수원버스)

003
온라인
영상채널
홍보

•온라인 홍보｜전용 홈페이지(642,724명), SNS(4개 매체 1,530,057명),
인터넷포털(네이버, 다음)
•카카오톡 수원시 ‘통큰 무료입장’ 이벤트 추진｜카톡친구 156,408명
•홍보대사 활용 홍보｜수원iTV 인터뷰 영상 노출, 스팟영상(30초, 40초)

•2016 수원화성 방문의 해 특집 프로그램 제작
•옥동자와 함께하는 수원100배 즐기기, 수원관광 바이블 등 4편

•지자체 및 기업 연계 홍보 | 삼성 SIM, 포항시 등 6개 지자체
•외부 홍보채널 신규 확보｜네이버TV캐스트, 다음TV팟 등 4개 매체

•고속도로 휴게소 | 경부고속도로 휴게실 1,333개소

2016. 01. 26.
2015 하반기 옥외광고 우수디자인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홍보현판 | 15개소(수원시 관내 7개소, 경기도내 타시군 8개소)

우수 디자인 리더상/우수상(상장/상패) 수상

•홍보현수막 및 가로배너, 홍보물 제작(35종), 홍보부스 운영(21회)

•팝콘영상 | 「통큰이벤트!」 등 8개 영상
•시민참여 프로그램 | 「들썩들썩 수원!」 UCC 공모전 등 3회

2016 수원華城방문의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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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매체 | 시정소식지, 옥외 전광판, 수원iTV, e-수원뉴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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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영역을
넓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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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객의 마음을 얻기 위해 ‘경쟁력’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를 위해 가장 중요한 건 역시 영향력

51

있는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것이지만 경쟁이 치열해진 요즘은 콘텐츠의 재미 자체로만 승부를 건다는 게 쉽지
않았다. 이런 점을 극복하기 위해 ‘친절하고 적극적인 홍보’에 열을 올렸다. 관광객들의 취향이나 변수를 잘
알고 있는 관광 종사자들에게 관광상품을 널리 알리는 일부터 시작했다.
입소문 전략의 끝판왕인 팸투어를 끌어들였다. 수원화성의 아름다움을 접목한 문화관광과 수원의 인프라를

001

체험할 수 있는 팸투어를 37회 진행하여 수원의 관광상품에 대한 반응을 확인하였다. 수요와 관심을 확인한

글로벌 홍보

후, 외국인에게 맞춤형 상품개발과 수원형 문화관광 상품 및 투어상품을 출시했다.

•중국 대형·국영 방송사, 언론사 홍보 | CCTV, BTV, 인민화보 등 9건
•수원 소개 음원 제작 및 송출(북경 RBC) | 18회
•요우커 타깃 홍보｜한래지성(한류 연예정보 프로그램), 짜이서울(2회),
한국 여유중문보보 3회, 중화권 온라인 홈페이지(대기원) 광고 5개월
•주한 미군 | MORNING CALM 4회, CRIMSON SKY 4회(2016년 6~7월)
•외국어 관광콘텐츠 제작 및 SNS 운영 | 3개매체
웨이보(중국어-SNS), 아메바(일본어-블로그), 인스타그램(영어)
•방문의 해 외국어 홈페이지 운영 | 3개국어(영어, 중국어, 일어)
•중국 동영상 사이트 홍보영상 송출 | 아이치이(http://www.iqiyi.com)
FUN! FUN! SUWON(3부작)
•세계평화기자 포럼 참석기자 수원 초청 | 1회, 50개국, 73명
•중국언론사 및 여행사 및 외국인유학생 팸투어 | 5회

한눈에 보는 활동

•관광박람회 참여 | 4개국 6회(중국3, 대만1, 스페인1, 페루1)
•아시아모델 콘테스트 국가별 예선대회 활용 홍보 | 5개국

방문의 해 외국어 홈페이지

3

개국어(영어, 중국어, 일어)

세계평화기자 포럼 참석기자 수원 초청

50 73
개국

명

•홍보부스 운영

관광박람회 참여

4 6
개국

회

- 세계유산도시기구 제13차 페루총회 2015년 11월(7일)
- 대만 코리아플라자 2016년 4월~6월(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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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와 같은 역사성과 공감대를 가진 자치단체와 손잡았다. 서로 상생하는 관계 유지를 위해 단순한 친선

53

교류가 아닌 실질적 경제협력 관계를 맺었다. 도시간의 친밀한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긴밀하게 협조할 수 있는
공조체계를 구축한 것이다.
도시차원에서 뒷받침하고 협력기반을 조성하는 관계인 ‘자매도시’, 행정, 문화예술, 체육, 청소년 분야 등
자유로운 분야에서 교류나 협력관계를 유지하는 ‘우호도시’ 등 각 지자체의 특징을 살려 맞춤형으로 교류를

001

쌓았다. 이런 신뢰를 바탕으로 수원시 자매도시이면서 홍보협약 도시인 제주시, 포항시, 청주시 우수 SNS
서포터즈 25명이 수원을 찾았고 미주한인회총연합회 회장단 일행과 멕시코 경제사절단 부인회 등이 우호협력
추진방안을 협의하고자 방문했다. 이들은 수원화성 방문의 해 기간 동안 수원화성을 둘러보거나 수원화성
문화제 행사를 축하하며 돈독한 관계를 이어갔다.

자매도시 등
자치단체간
홍보교류

관광자원 통합 홍보마케팅 협약
•수원시-용인시-경기관광공사 업무협약(2016. 1. 13.)
- 2016 수원화성 방문의해 수원시 카톡친구 ‘통큰 이벤트’ 용인시 홈페이지 홍보
•수원시-의왕시 상생협력 업무협약 (2016. 4. 5.)
- 국립철도박물관 유치 상호지원 및 관광콘텐츠 공동연구 개발 등
•수원시-광명시 문화관광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2016. 5. 26.)
- 수원-광명-서울랜드 패키지 상품 개발
- 광명시공무원 수원화성 탐방(280명 / 1박 2일)
빅테이터 활용 중국 마이스 및 요우커 소비활성화 협약(2016. 1. 25.)
•경기도-수원시-성남시-고양시-(주)중국은련-(주)비씨카드-경기관광공사 등
•전통시장 및 공방거리 은련카드 ZONE 조성 및 할인이벤트 추진
자매도시 등 자치단체간 홍보교류
•홍보협약 체결 : 3개시(제주시, 포항시, 청주시)
•홍보부스 운영 : 6개소(탐라문화제, 들불축제, 대한민국특산물박람회)
•보유매체 교차 홍보

한눈에 보는 활동

- 전광판 : 제주시 및 청주시
- 시정소식지 : 제주시(8천부), 포항시(52천부), 청주시(6천부, 시민신문 270천부)

홍보협약 체결 도시

홍보부스 운영

국제자매(우호)도시, 한인회 홍보

3

6

5

개시

개소

회

•국제자매(우호)도시, 한인회 등을 통한 홍보 : 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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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GLOBAL)마케팅,
마이스(MICE) 관광마케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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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과 인식을 증가시키는 수단으로 해외 홍보에 박차를 가했다. 수원이라는 브랜드
마케팅을 시작한 것이다. 미국 내 한인회나 주한 중국대사에 홍보물을 전달하거나 국내·외 각종 박람회에
참가해 직간접적인 홍보활동을 펼쳐 나갔다.
무엇보다 수원화성의 가치를 전달하는 것에 집중했다. 대만 최대여행사와 경기관광공사가 공동 개발한 ‘봄
시즌 피크닉’ 상품에 수원의 관광자원을 알리는 기회를 가진 것을 시작으로 여러 차례 수원의 관광자원에
대해 홍보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중국, 대만, 일본을 이어 프랑크푸르트까지 수원화성 방문의 해를 알렸다.

한눈에 보는 활동

관광박람회 참가

관광설명회 및 팸투어

참여인원

17

43

1,184

회

회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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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박람회 참가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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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소계

2015년 : 9회(국내 3회, 국외 6회)

관광박람회
참가

2. 12. ~ 2. 15.

서울
코엑스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협회중앙회)

단독
(2개)

찾아가는 경기관광박람회
(G-Tour Festival)

5. 1. ~ 5. 3.

부산
벡스코

경기관광공사
(경기관광공사,
경기도관광협회)

단독
(2개)

대한민국 명품관광대전

7. 9. ~ 7. 11.

서울DDP

TV조선,
한국지방신문협회
((주)코트파)

단독
(2개)

상해 세계관광자원 박람회

5. 7. ~ 5. 10.

중 국
상하이

중국국제여유국

공동
(경기관광공사)

산동 국제여유
박람회 및 설명회

8. 28. ~ 8. 30.

중 국
산동성 지난시

산동성 정부

단독

타이베이
국제관광박람회(ITF)

11. 6. ~ 11. 9.

대 만
타이베이

대만관광협회
대만 관광국

공동
(경기관광공사)

중국국제여유
박람회(CITM)

11. 13. ~ 11. 15.

중국 쿤밍

중국국제여유국
운남성인민정부

공동
(경기관광공사)

스페인MICE국제
관광박람회(IBTM)

11. 17. ~ 11. 19.

스페인
바르셀로나

Reed Travel
Exhibitions

공동
(한국관광공사)

대만가오슝
MICE관광로드쇼

11. 26.~ 11. 29.

가오슝
전시센터

경기관광공사

공동
(경기관광공사)

2016년 : 8회(국내 6회, 국외 2회)
2016 내나라여행 박람회

3. 10. ~ 3. 13.

서울 코엑스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협회중앙회)

단독
(6개)

찾아가는 경기관광박람회
(G-Tour Festival)

4. 15. ~ 4. 17.

광주김대중
컨벤션센터

경기도
(경기관광공사)

단독부스
(4개)

경기수원항공과학전

5. 7. ~ 5. 8.

수원 공군
비행장

수원시
(수원문화재단)

단독

대한민국 명품특산물 박람회

6. 16. ~ 6. 19.

일산
킨텍스

전국지방신문
협의회

단독
(4개)

2016 로타리세계대회 우정의집

5. 28. ~ 6. 1.

일산
킨텍스

국제로타리 세계대회
호스트조직위원회

단독
(6개)

대한민국 국제관광박람회

8. 18. ~ 8. 21.

일산
킨텍스

국제관광박람회 사무국

단독
(6개)

독일MICE박람회
(IMEX FF)

4. 19. ~ 4. 21.

독일
프랑크푸르트

IMEX

한국
홍보관
(공동)

2016 IMEX AMERICA 박람회

10. 17. ~ 10. 22.

미국
라스베이거스

IMEX

한국
홍보관
(단독)

국내
(6회)

국외
(2회)

부스운영

내나라 여행박람회

소계

2015년 | 9회(국내 3회, 국외 6회)
2016년 | 8회(국내 6회, 국외 2회)

주최(주관)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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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행사 17회(국내 9회, 국외 8회)

장소

17회(국내 9회, 국외 8회)

국외
(6회)

001

기간

총계

국내
(3회)

운영기간 2015. 2. ~ 2016. 10.

행사명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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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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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참여자

참여
인원(명)

행사일

계

6회

1

여행업계 대표자 초청 설명회

15. 5. 12.

㈜국제교류여행사 대표

20

관광 설명회

2

지난시 관광교류단 팸투어

15. 6. 3. ~ 6. 5.

지난시 관광국장 등 7명,
관내 여행업계 대표/관계자 33명

40

화성투어, 해우재, 삼성전자 등
투어 관광설명회

3

서울소재 인바운드 전담여행사
대표자 초청 관광 설명회

15. 7. 17.

서울소재 인바운드
여행사 대표

40

관광자원 설명/ 토론회

4

의료관광 설명회

15. 8. 10.

아주대학교병원장 등
지역 병원장

40

의료 관광 설명회 / 토론회

5

서울 및 수원 소재 인바운드 여행사
대표자 초청 설명회

16. 1. 21.(목)

서울 및 수원 소재 인바운드
여행사 대표자

100

관광 설명회

6

중국 방송·언론·여행사
초청 행사

16. 4. 25.(월)

중국 방송·언론·여행사

29

관광 설명회
(팸투어와 병행)

행사명

행사일

참여자

참여
인원(명)

세부내용

계

37회

1

중국인 SNS 유학생 기자단

2015. 9. 5.(토)~
9. 6(일), 2일간

중국유학생 SNS기자단

28

수원화성 팸투어 및 취재활동

2

대형 인바운드 여행사 임직원

2015. 10. 2.(금)
10:00~15:00

인바운드 여행사 사장단

4

수원화성 팸투어 및 간담회

3

중국 함양시 여유국 임직원

2015. 10. 7.(수)~
10.11(일), 5일간

중국 여행사 임직원

5

수원화성 및 인근 팸투어

4

중앙언론사

2015. 10. 8.(목)
10:00~12:00

한겨례, 경향신문 등
20개사

22

수원화성 팸투어 및
방문의해 소개

5

인천·경기기자협회 등 언론사

2015. 10. 9.(금)
13:00~19:00

경기신문, 경기인보 등
10개사

12

수원화성 팸투어 및
방문의해 소개

6

중국 CTS 여행사 임직원

2015. 10. 9.(금)~
10.12(월), 4일간

중국 여행사 임직원

10

수원화성 및 인근 팸투어

7

성대 외국인 유학생 동아리
(율천동 추진)

2015. 10. 9.(금)
10:00~16:00

성대 외국인 유학생 홍보단

33

수원화성 팸투어 및 취재활동

8

아시아 모델 페스티벌 관계자

2015. 10. 9.(금)
10:00~15:00

(사)한국모델협회 관계자

10

수원화성 팸투어 및
방문의해 소개

9

미국 한인회장단

2015. 10. 12.(월)
10:00~17:00

미국 한인회 회장단

13

수원화성 팸투어 및
방문의해 소개

10

한국신문방송 편집인협회 언론인

2015. 10. 15.(목)
09:00~20:00

중앙언론사
논설실장, 보도부장 등

20

수원화성 팸투어 및
방문의해 소개

11

대형 인바운드 여행사 임직원

2015. 10. 22.(목)
16:00~21:30

인바운드 여행사 사장단

3

전통시장 등 팸투어 및 간담회

12

시민추진단 및 자문위원회 팸투어

2015. 11. 13.(금)
13:00~15:00

시민추진단 및 자문위원회

52

수원화성 팸투어 및
방문의해 소개

13

대형 인바운드 여행사 임직원

2015. 11. 17.(화)~
11. 18(수), 2일간

인바운드 여행사 사장단

8

여행상품 개발 팸투어

14

인도네시아 여행업계 관계자 초청
팸투어 (경기관광협회 주관)

2016. 1. 13.(수)
12:00~15:30

인도네시아 여행사 임직원

7

수원화성 팸투어 및
방문의해 소개 / 의료관광 설명

세부내용

비고

269

팸투어
연번

58

002
관광설명회 및
팸투어

관광설명회
운영기간 2015. 5. ~ 2016. 4.
참여행사 6회
참여인원 269명

팸투어
운영기간 2015. 5. ~ 2016. 10.
참여행사 37회
참여인원 915명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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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명

행사일

참여자

참여
인원(명)

세부내용

15

서울소재 인바운드 여행사
관계자 팸투어

2016. 1. 21.(목)
10:00~16:30

여행사 관계자 및 기자단

44

수원화성 팸투어 및
방문의해 소개
/관광정책 설명

16

중국 언론사 관계자 팸투어

2016. 1. 20.(수)
~ 1. 23.(토)
/ 3박4일

중국 언론사 기자단

11

수원화성 팸투어 및
방문의해 소개
/개막식 참여

17

일본 오피니언리더 수원 팸투어

2016. 3. 26.(토)
09:00~18:00

한국주재 일본정부 및
관광업계 임원

30

수원화성 팸투어 및
방문의해 소개

18

(사)한국보도사진가협회
수원화성탐방

2016. 4. 8.(금)
11:00~16:00

(사)한국보도사진가협회 회원

23

수원화성 팸투어 및
방문의해 소개

19

지역 오피니언리더 수원 팸투어

2016. 4. 14.(목)
10:00~16:00

원기영 전)경기도 의원 등

40

수원화성 팸투어 및
방문의해 소개

20

한국기자협회 초청 국외 언론기자
수원방문

2016. 4. 19.(화)
12:00~15:30

국외 언론기자

100

세계평화기자포럼 참석 및
수원화성 팸투어

21

중국 방송·언론·여행사
초청 행사

2016. 4. 24.(일)
~ 4. 27.(수)
/3박4일

중국 방송·언론·여행사

29

관광설명, 시장인터뷰, 팸투어

22

KBS 퇴직기자 모임 ‘여맥회’
수원화성 탐방

2016. 5. 17.(화)
10:00~14:00

KBS 퇴직기자 모임
‘여맥회’

40

수원시티투어

23

주한 외국대사 초청 팸투어

2016. 5. 21.(토)
14:00~22:00

주한 외국대사

34

수원화성 투어

24

중국 정치·언론·기업인
수원시 방문

2016. 5. 25.(수)
09:30~20:00

장충의 등

6

수원화성 투어

25

농촌여성신문사
시·도지사장 팸투어

2016. 5. 31.(화)
12:00~17:00

농촌여성신문사 대표 임현옥 등

40

수원화성 투어

26

경기도 북부지역 미술협회
지부장 팸투어

2016. 6. 9.(목)
12:30~17:30

수원미술협회 지부장 등

14

수원화성 투어

27

중앙 언론사 출입기자와의
수원화성 야간 투어

2016. 6. 16.(목)
18:30~21:30

중앙 언론 도청기자실
소속기자 10개사

10

수원화성 투어

28

경기도 의사협회 회장단 팸투어

2016. 6. 19.(일)
10:00~13:00

경기도 의사협회 회장단

13

수원화성 투어 및 간담회

29

중앙 언론 문화부장단 팸투어

2016. 6. 23.(목)
09:30~15:00

중앙 신문/방송사 문화부장단

18

수원화성 투어

30

서울·경기지역
체육단체 리더 팸투어

2016. 6. 25.(토)
15:00~18:30

서울·경기지역 체육단체 리더

30

수원화성 투어

31

한국·중국어 관광통역사협의회
팸투어

2016. 6. 28.(화)
09:00~13:00

관광통역사협의회

80

수원화성 투어

32

미즈모델 팸투어

2016. 9. 26.(월)
13:30~19:30

미즈모델 및 한복모델단

18

수원화성 투어

33

중국 요녕성 심양시 관광사절단
팸투어

2016. 9. 28.(수)
~9. 29.(목),
2일간

중국 심양시, 안산시 정부
공무원, 여행사 대표

10

수원화성 및 인근시 투어

34

시니어모델 팸투어

2016. 9. 30.(금)
13:30~19:30

시니어모델

12

수원화성 투어

35

아시아 23개국
수원홍보모델 초청

2016. 10. 6.(목)
~ 10. 10.(월),
4박5일

2016 아시아
뉴스타모델 국가별 그랑프리
수상자

23

수원화성 투어,
수원화성문화제 참관

36

한인회 팸투어

2016. 10. 7.(금)
~10. 8.(토),
2일간

미주한인회총연합회장
김재권 등

23

수원화성 투어

37

공군 제10전투비행단 팸투어

2016. 10. 15.(토)
~10. 16.(일),
2일간

공군 제10전투비행단

40

수원화성 투어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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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61

003
외국인 관광객
유치활동

•광장무 지원을 통한 중국관광객 유치｜2016. 3. ~ 5. 3회 700명
•벚꽃피크닉 상품개발 대만관광객 유치｜2016. 4. 1,000명
•하나님의 교회 제65차 해외성도단 지원｜2016. 4. 29. 280명
•K-POP 슈퍼콘서트 개최｜2016. 6. 17 ~ 6. 18.(2일간) 18,000명
•중국 단체관광객 체류형 치맥행사｜2016. 7. 8. 220명
•2016 아시아청소년 연수생 수원화성 방문｜2016. 8. 5. 205명
•재한중화문화발전협의회 한중 문화교류공연｜2016. 8. 13. 120명
•2016 중국특기장학생연맹 ‘한국의별’ 행사｜2016. 8. 19. ~ 8. 31.(3일간) 1,0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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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의 명소를
소개하다

마르코의 수원견문록은
로마출신의 마르코가 개그맨 성준씨와
수원의 명소를 찾아다니며 소개하는 프로그램이었다.
마르코폴로의 『동방견문록』이
베니스 출신의 마르코 폴로가
중국에서 보낸 17년을 구술한 책이라면,
수원견문록은 21세기답게
수원의 풍경을 담은 영상물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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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르코 이엔나
이탈리아·수원견문록 출연

이탈리아인 마르코 이엔나를 인터뷰하기 전에 네이버 TV 캐스트에서

학과 첫 외국인입학생, 경희대 태권도학과에서 박사논문 준비 중인

되었다. 십여 년의 시간은 한국의 문화나 정서에 대해서 누구보다

다른 정거장에서 투어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좋을 거 같아요.”

그를 먼저 보았다. ‘마르코& 성준의 수원견문록’이란 방송에서였다.

첫 외국인 학생, 그가 가는 곳마다 역사가 만들어지고 있는 셈이었다.

매력을 느끼는 젊은이로 변하게 했다. 마르코와 이야기할수록 차분한

수원화성은 외국관광객들에게 가치 있는 여행이 될 수 있다고 힘주어

수원견문록은 2016수원화성 방문의 해를 맞아 6월부터 10월까지

수원견문록에서 보면 마르코는 카메라가 꽤 자연스러웠다. 낯익은

한국어 말투에 놀랐다. 방송에서 보는 이미지와는 달랐다.

말했다. 서울에도 성이 있지만, 수원만큼 아기자기하고 한 바퀴 돌 수

로마출신의 마르코가 개그맨 성준씨와 수원의 명소를 찾아다니며

인상이어서 그럴까.

수원견문록에서 마르코는 일부러 코믹한 캐릭터를 맡았다. 웃긴 캐

있는 코스가 아니라며 성곽과 함께 있는 공방거리도 아름답고, 화성

소개하는 프로그램이었다. 바쁜 일정을 쪼개어 그는 수원의 아름다운

“예전에 지상파 방송에 나간 적이 있었어요. 다른 프로그램에서도

릭터들이 인기가 좋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었다. ‘수원견문록’은 인기

행궁도 볼만하다고 엄지를 치켜세웠다. 그러면서 사진 찍을 때 전기

관광지를 소개했다. 어느 날은 행궁광장에서 전통한복 복장으로 무예

출연요청 왔는데 방송이 사람을 이용하는 느낌이 들고, 별로 안 좋은

좋았다. 좋아요도 많았고, 댓글응원도 많았다.

선이 지저분하게 나오는 게 아쉽단다. 또 공방 뒤편에는 지저분한

24기 시범을 하기도 했고, 또 어떤 날은 해우재에서 코믹한 표정을

시선으로 보는 경향이 있어서 거절했어요. 수원견문록은 수원에서

하지만 정작 마르코는 본인 얼굴이 나오는 게 민망했단다. 뭔가 남다른

건물들, 모텔들이 정리되었으면 한다며 빙그레 웃었다.

짓고 있기도 했다. 마르코폴로의 「동방견문록」이 베니스 출신의 마르코

살면서 느낀 점이 많아서 자연스럽게 하게 되었어요.”

포스를 풍기는 마르코에게 수원여행 추천코스를 물었다. 주저 없이

처음 만날 때는 외국인을 만나는 기분이었고, 헤어질 땐 한국인 친구와

폴로가 중국에서 보낸 17년을 구술한 책이라면, 수원견문록은 21세기

그가 자란 이탈리아 로마와 수원이 비슷한 점이 많은 것도 좋았다고

화성어차를 꼽았다. 타보고 반했단다. 도시를 가로지르며 달리는

헤어지는 느낌이 들었다. 이야기 초반에는 수원화성 방문의 해를

답게 수원의 풍경을 담은 영상물이었다.

했다. 이탈리아도 도시 자체가 박물관이라고 했다. 오래된 유적지에서

화성어차에서 바라본 성의 아름다운 곡선미는 그에게는 멋진 경험이

어떻게 보는지 시각과 관점을 물어보기 바빴다. 이야기가 무르익자

영상을 보다보면 눈에 띄는 것이 있었다. 마르코의 태권도실력이었다.

자라서였을까. 동양적 건축물에 대해 깊은 관심을 드러냈다. 대리석

었다. 성을 따라가 보면 푸른 녹지와 자연이 많고, 활 쏘는 곳, 전통

질문보다도 그의 차분한 이야기에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다. 외국

한눈에도 유단자 느낌을 풍겼다. 알고 보니 마르코는 태권도 4단이

기둥과 높다란 천장 등으로 서양의 건축이 웅장한 편인데 비해

식당 맛집과 드넓은 공원도 많았다며, 환히 웃었다.

인의 말에서 동양인의 철학과 고요 끝에 머무른 침묵의 경지를 느낄

었다. 마르코는 이탈리아에서 7살 때 체력단련용도로 태권도를 처음

수원화성은 나무와 벽돌로 만들어진 따뜻하고 소박한 느낌이 들었

“수원이 관광도시로 부각하려면 요새 인터넷 많이 보니까, 홍보물을

수 있을 정도였다. 그는 고수였다. 기회가 되면 더 많이 수원을 알리고

만났다고 했다. 낯선 한국의 무술 태권도는 한 청년의 삶을 바꿔 놨다.

다고 했다.

잘 만들고 문화상품도 만들어서 해외에서 많이 보게 해야 한다고

싶다는 마르코. 한국의 정서와 멋을 많이 배운 후 이탈리아로 돌아가서

태권도를 체계적으로 배우고 싶다는 생각으로 마르코는 한국으로 건너

그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 이십대를 한국에서 보냈다. 22살에

생각해요. 그것들을 성 따라 가보는 관광코스 만들어지면 좋을 거

태권도로 다른 역할을 해낼 생각이란다. 그의 삶을 무조건 지지하고

왔다. 그리고 마르코는 태권도의 역사를 새롭게 쓰고 있었다. 태권도

와서 현재 33살이다. 그동안 한국여성과 결혼도 했고, 아이 아빠가

같아요. 이 정거장에선 체험하고, 저 정거장에서 테마별 구경하고, 또

응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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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이
함께 하다

01 어디선가, 무슨 일이 생기면,
노란 조끼 입은 시민서포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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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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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이 함께하다 01

어디선가, 무슨 일이 생기면,
노란 조끼 입은 시민서포터즈
도시의 이미지를 좌우하는 것은 시민이었다. 특히 수원화성 방문의 해에서 시민들의 역할이 두드러졌다. 시민
번거로운 일을 가리지 않고 노란 조끼들이 나서기 시작한 것이었다. 홍보부스마다 밝은 얼굴로 맞은 사람들도
시민서포터즈였다. 청소든 뒷정리든 시민들의 손을 거치면 풍성한 행사가 되었다. 축제 보조요원이 아니라
이 곳에 살고 있는 주민으로서의 자부심이 얼굴에 드러나 있었다. 내가 살고 있는 도시를 알릴 수 있는 곳이
라면 어디든 달려갔다.
시민의 친절이 관광 콘텐츠라는 의지로 캠페인 활동에 참여하고 재능기부했다. 시민들이 함께 나서자 불가
능한 꿈으로 여겼던 ‘세계인이 일생에 꼭 한번가봐야 하는 수원화성’이 만들어졌다. 수원화성 방문의 해를
문화 자체로 향유하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SNS로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정보들을 수집했고 빠르게 소통했다.
상인들도 나섰다. 내 집(상가) 앞 꽃 화분 내놓기 운동과 화성을 배경으로 한 인증사진을 자신의 SNS에 게시한
관광객에게 음식점과 숙박업소들이 할인 혜택을 제공하기도 했다.
이와 더불어 2016 수원화성 방문의 해 시민추진단에는 22명, 자문위원에는 41명이 참여하여 총괄·기획,
홍보·자원봉사, 축제·공연, 관광인프라, 관광객 유치 등 세분화한 5개 분과위원회에서 제 역할을 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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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포터즈로 최종 신청한 1,700명이 각자가 갖고 있는 재능과 시간과 노력을 합쳤다. 어려운 일, 힘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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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VIEW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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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이 함께하다 02

시민들이
에너지와 열정을 합치면

함께
알리다

화성 행궁 주변 거리에 등이 줄지어 걸렸다.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담은 효행등이었다. 낮이면 가로수
등을 밝히던 옛날 백성들처럼 효행등을 내걸어 환영했다.

신현옥

효행등은 시민과 단체들 1만 800여명의 마음이었다. 효행등 설치 기부금도 2억 2,000만원이 모였다. 정조대왕

제53회 수원화성문화제
범시민 참여추진위원회 공동회장

능행차 행렬이 수원구간을 지날 때에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효행등 행렬을 만들었다. 시민들 각자가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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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뭇잎과 함께 푸르게 물들었고, 밤이 되면 보석을 뿌려놓은 것처럼 거리가 빛났다. 수원으로 오는 왕의 길목에

되어 함께 걸었다. 1만여 명의 시민들이 효행등을 밝히며 정조대왕 행렬을 맞이했고, 그 등을 들고 능행차
행렬을 뒤따라 연무대로 걸었다. 장관이었다. 축제와 한 몸이 되었고 시민들이 축제의 중심으로 서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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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이 에너지와 열정을 합치면 도시의 풍경이 바뀌었다.

명동, 목포 찍고 다시 제주,

2015년 10월 서울 명동 예술극장 앞에 공연이 펼쳐지자 길 가던 서울 시민들이 모여들기

마라도까지 전국 어디라도

시작했다. 플래시몹과 무예 24기 공연을 하는 동안 수원시민들로 이뤄진 홍보투어단이 어깨
띠를 두르고 피켓을 높이 들었다. 그 중에 신현옥씨도 있었다. ‘2016 수원화성 방문의 해에

달려갔다. 행사를 알릴 수 있는

놀러오세요!’ 복잡한 서울 도심 한가운데에서 목소리를 높이던 신현옥씨가 관광객들에게

곳이 생기면 홍보물부터 챙겼다.

나눠준 것은 2016 수원화성 방문의 해 홍보물이었다.

몸으로 부딪치면서 뛰는 홍보였다.

그게 시작이었다. 명동, 목포 찍고 다시 제주, 마라도까지 전국 어디라도 달려갔다. 행사를
알릴 수 있는 곳이 생기면 홍보물부터 챙겼다. 몸으로 부딪치면서 뛰는 홍보였다.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생각했다. 홍보만 제대로 되면, 큰이변이 없는 한 절반의 성공이라고 판단했다.
신현옥씨는 관광객에게 강렬한 인상을 줄 수 있는 것을 한복이라고 생각했다. 여행객이 많이
드나드는 공항에서는 한복을 입었다. 반응이 좋았다. 외국인들의 눈길이 닿는 것을 느낄
정도였다. 퍼포먼스팀이 공연을 하는 동안 아름다운 한복을 입고 차 봉사를 하며 여행객들과
눈도장을 찍었다.
여러 도시를 옮겨가며 홍보 일정을 소화할 때는 어려움도 많았다. 물건 옮겨다 줄 사람이
필요했고 현수막 설치도 힘들었다. 하지만 투덜거린 적은 없었다. 이런 일에는 젊은 층과 같이
했으면 좋겠고, 언어가 달라도 다 통하니까 물티슈 홍보물에 영어, 일어, 중국어 3개국어가
적혔더라면 더 적극적으로 러브콜을 보낼 수 있었을 텐데... 아쉬움이 남았다.
이번 2016 수원화성 방문의 해 축제에는 구경꾼으로 참여해 본 적이 없는 신현옥씨, 늘 일꾼
이었다. 홍보하기에는 바쁜 일정이었지만 마음은 늘 벅찼다. 역사적인 순간을 함께 한다는
마음이 시킨 일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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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인프라를
구축하다

01 수원이 보유하고 있는 것
점검하기

02 부족한 것 채우기

03 편리하게, 안전하게
안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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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인프라를 구축하다 01

수원이
보유하고 있는 것
점검하기

전통재래시장

프로축구

도심 한복판에 세계문화유산이 있는 수원은 축복받은 도시였다. 그 수원화성만으로도 충분한 볼거리였다.
자신이 있었다. 문화적인 기반도 우월했다.
왕이 만든 전통재래시장과 예술가들의 공방, 박물관과 미술관도 충분했다. 프로야구, 프로축구 구단을
보유한 스포츠메카였고, 세계와 겨루는 대기업도 있었으며 무엇보다 문화예술분야에 적극적 관심을 가진

수원화성

시민들도 많았다. 화장실 문화를 예술로 보여주는 해우재와 광교호수공원도 어느 곳에 뒤지지 않는 자랑거리
였다. 수원갈비와 통닭, 순대 등 대표 먹거리도 충분했다. 임금님 진상품으로도 유명한 수원갈비의 명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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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까지 알려질 정도였고, 수원갈비의 뒤를 이어 랜드마크가 된 통닭거리와 순대타운도 입소문이 난
상태였다. 수원화성을 둘러싼 성곽산책길과 수원 외곽을 둘러볼 수 있는 팔색길은 어느 계절에 걸어도 즐거운
추억을 남길 수 있을 정도였다.
또한 공방거리, 나혜석거리, 생태교통마을 골목길, 행궁동 벽화마을은 관광객들에게 따뜻한 추억과 즐거운

프로야구

여행으로 이끌 테마거리였다. 이러한 조건들과 인프라를 잘 활용할 경우 문화유산을 중심에 두고 역사, 산업,
예술, 스포츠가 서로 잘 받쳐줄 수 있는 콘텐츠가 풍부한 도시였다.

통닭거리

행동궁 벽화골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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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역사, 문화적인 기반이 탄탄했다. 화성축성의 역사와 화성원행의 기록으로도 관광객들을 끌어 모을

수원 KT 위즈파크

벽화마을

광교호수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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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한 것
채우기
교통시설물 정비

수원화성을 방문하는 관광객이 불편을 느끼지 않기 위해 여러 분야를 정비했다. 정비의 원칙은 안전과 따뜻함
팔달문 시장 일대 1.83㎢를 특별 관광지역으로 묶었다.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것보다 관광객들에게 체계
적인 관광시스템을 보여주는 것이 우선이었다. 문화관광특구 안에 있는 전통재래시장은 관광콘텐츠로 손색이
없도록 새로 정비했다. 그동안 재래시장의 아쉬운 점으로 부각되었던 점들을 집중적으로 손봤다. 그 결과

숙박시설 점검

쾌적한 쇼핑거리와 문화예술센터로서의 기능도 겸할 수 있게 되었고, 2016 수원화성 방문의 해 기간 동안 특별
세일로 관광객들의 소비욕구를 채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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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관광객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교통시설물을 정비했다. 정류장에 외국어를 표기
하고, 종합안내소를 늘리고, 와이파이존을 확충했다. 호텔에서 게스트하우스까지 숙박시설을 점검하고 보완
했다. 역사투어에 관심있는 관광객들을 위해 문화관광해설사를 충원하여 품격 높은 문화도시로서 인프라를
구축했다. 사소한 것까지 다 챙겼다. 음식점의 메뉴판과 앞치마도 교체하여 깔끔한 수원의 이미지를 심었다.

지동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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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었다. 우선 수원화성일대를 문화특구로 지정했다. 수원화성 성곽을 중심으로 팔달산, 장안공원과 연무대,

화서문 관광안내소

전통재래시장 활성화

역사 투어

관광인프라를 구축하다 02
PART2 | 수원을 가꾸다

001
세계문화유산
수원화성
관광특구 지정

관광특구 지정으로 블랜딩 효과 및 대외이미지 제고를 통해 외래 관광객 유치
일시 | 2016년 1월 18일
구역 | 수원화성 성곽 및 주변 전통시장

아름다운 성곽문화의 꽃 수원화성이 한국의 관광특구로 지정되었다!
수원은 성곽문화도시일 뿐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다리를 잇는 휴먼시티이다.
시간을 잊고 돌담길을 걷다보면 성곽 너머로 반딧불이도 보이고
따뜻한 재래시장에서 요기를 하고 아름다운 조명이 드리워진 호숫가를 걸으며 얘기하다 보면
이곳이 정녕 꿈인 듯 현실인 듯 마음이 더불어 차오른다.
옛것의 풍미와 내일의 비전을 고루 갖춘 수원시의 자랑, 수원화성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관광특구로도 지정되었다.

관광 인프라 확충
세계문화유산 수원화성을 토대로 한 다양한 관광자원을 개발하여 국내외 관광객 수용을 위한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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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광 인프라를 확충하겠다.
외래 관광객 유치 촉진
관광특구로서의 브랜딩 효과 및 대외이미지 제고를 통해 외래 관광객 유치를 촉진하도록 하겠다.
특별조례 제정

77

수원화성(華城) 관광특구 지원에 관한 특별조례를 제정하여 단순 지정에 그치지 않고 주민들에

넓고 번잡한 거리 대신 사람 냄새나는 골목이 관광지로 떠올랐다. 행궁동에 그런 골목이 있다. 화성 행궁 근처 관

게 현실로 도움이 되는 특구가 되도록 하겠다.

광특구지역의 한정식집 ‘화성옥’으로 가기 위해서는 그런 골목길을 걸어야 한다. 화성행궁 근처의 식당이나 공방

시민참여형 운영체계 구축

의 주인들은 작은 외교관이나 마찬가지다.

지역민과 함께하는 시민 참여형 운영체계를 구축하여 지속 발전하는 특구가 되도록 하겠다.

INTERVIEW 04

넓고 번잡한 거리 대신 사람 냄새나는 골목이 관광지로 떠올랐다. 행궁동에 그런 골목이 있다.
화성 행궁 근처 관광특구지역의 한정식집 ‘화성옥’으로 가기 위해서는 그런 골목길을 걸어야
한다.

따뜻한
밥상을
차리다

화성행궁 근처의 식당이나 가게의 주인들은 작은 외교관이나 마찬가지다. 관광객에게 가게
주인의 첫인상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조이화씨는 능력이 된다면, 모두 다 준비하고
싶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번 방문의 해 때문에 뭔가 특별한 준비를 한 건 아니다. 늘 하던 대로
손님을 맞았고 밥상을 차렸다. 하지만 행사나 축제가 화성행궁 광장, 연무대 쪽에 집중되다보니
행궁동(옛 장안동) 골목까지 관광객이 올라오지 않았다. 광장과 장안문 사거리까지 연계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없었고 이정표라도 하나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일었다.
손님이 늘었다거나 방문객이 많아졌다거나 하는 이런 가시적인 것은 거의 없는데. 평일에
외국인들이 자주 보이기 시작했다. 사실 놀라운 변화였다. 골목을 걸어다니는 외국인들은
한국적인 음식을 좋아했다. 그들이 좋아한 건 비빔밥과 막걸리였다. 메뉴에 대해 더 신경써야
할 대목이라고 생각했다. “정조대왕의 밥상을 연구하라고 하는데. 힘들어요. 그전에 현장에서

조이화
관광특구지역 한정식집 운영

일하는 사람들의 교육이 더 체계적으로 이뤄졌으면 해요. 앞으로 수원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점점 늘어날 텐데, 조금 더 관심을 갖고 해줘야 할 일이라고 생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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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를 품고 걷는 팔달문권역 전통시장 투어

002
전통재래시장,
새 이미지로
갈아입다

사람냄새 나는 정겨운 전통재래시장이 관광상품이 된 지는 오래였다. 물건을 팔고 사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문화와 정서가 교환되는 마당으로 전환된 지 오래였다. 관광객
들은 사람사는 냄새가 나는 시장 골목에서 그 도시의 역사와 문화를 만났다.

‘수원남문시장’의 역사 문화관광자원을 바탕으로 ‘역사가있는 시장, 예술이 있는 시장’ 투어코스로 개발
일시 | 2016년 ~ 2018년
구역 | 수원남문시장(팔달문 지역 9개 전통시장)

그동안 수원전통재래시장은 왕이 만든 시장이라는 자부심만큼 변화에 민감하지 못했다.
수원화성 방문의 해를 기점으로 변화의 흐름을 탔다. 팔달문 주변 9개 전통시장을 팔달문
시장으로 통합해 명품시장으로 바꿨다. 기존에 갖고 있던 상거래의 중심지, 소박하고 정이
넘치는 삶의 현장, 문화 놀이의 장, 그리고 만남의 터전이라는 것을 보강하여 추진했다.
불편한 주차공간, 좁은 휴식공간 등 열악한 환경을 개선했다.

지 01
동
시
장

영 02
동
시
장

팔 03
달
문
시
장

순대타운을 중심으로 한 순대·곱창 밀집

전통한복, 침구류가 주류품목이다. 2층에

의류, 잡화, 가방이 주류품목이다. 보물 제

명소로 지동주차장 확보와 떡집과 정육점도

아트포라 입점과 공방문화 체험이 가능하다.

402호로 지정된 팔달문과 인접하여 ‘王이
만든 시장’이라 불리며 홍보관과 유상

그리고 서비스를 향상시켰다. 220년 전 정조는 팔달문 지붕 마룻대에 이렇게 적었다.
‘부디 이 문으로 사람과 물자가 한없이 밀려들어 오기를 바라노라.’ 왕의 꿈이 이뤄졌다.
팔달문 시장은 한국관광공사에서 꼽은 ‘외국인이 가기 좋은 전통시장’ 16개소 중의 하나로
선정됐다. 외국 관광객들의 접근성, 즐길거리, 먹거리, 주변 관광지 등 관광매력도 등을
토대로 전문가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했다.

박물관이 있다.
팔달구 창룡문로 3
031-256-0202
http://www.jdmarket.co.kr

팔달구 수원천로255번길 6
031-251-0171
http://www.ydtm.co.kr

팔달구 팔달로3가 25-1
031-251-5153

못 04
골
종
합
시
장

미 05
나
리
광
시
장

패 06
션
1
번
가
시
장

반찬, 건어물, 도너츠, 꽈배기가 주류품목

떡, 반찬 등 1차 생산품이 주류이다. 시장

여성용 의류, 가방, 신발류와 각종 내의가

이다. 못골방송국과 줌마불평합창단 등 동아리

이름은 미나리가 많이 자라던 지역에서 유래

주류이다. 이레한정식 등 맛집 등이 곳곳에

활동이 활발하다.

되었다. 미나리광시장에서 추억의 도너츠를

있다.

맛볼 수 있다.
팔달구 수원천로258번길 10-12
031-246-5638
http://www.motgol.com

팔달구 수원천로264번길 15
031-241-2993

팔달구 정조로758번길 24
031-255-5226

시 07
민
상
가
시
장

남 08
문
로
데
오
시
장

구 09
천
동
공
구
상
가
시
장

내의, 각종 여성용 패션의류가 주류 품목이다.

음식점, 악세사리가 주류 품목(팔달산 인접),

공구, 덕트 등이 주류 품목이다. 수원천변에

다른 시장에서 찾아볼 수 없는 다양한 의류를

젊음의 거리, 야외공연장, 야외갤러리, 메가

96개의 공구상가가 밀집된 시장이다.

볼 수 있다.

박스가 있다.

팔달구 팔달문로4번길 19
031-255-6637

팔달구 중동 10-7
031-258-0336

팔달구 수원천로207
031-242-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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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점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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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3
느린여행,
친환경 탈거리

수원만의 특별한 추억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교통수단을 준비했다. 골목여행은 자전거
택시로, 수원화성 순환투어는 화성어차로, 색다른 경험은 헬륨기구를 배치하여 관광객들을
맞았다. 수원화성 안쪽 마을 골목길까지 구석구석 돌아보고 아기자기한 여행의 맛을
즐기기 위해서는 친환경자전거, 벨로택시가 제격이었다. 벨로택시 운전기사와 2명이
탈 수 있는 벨로택시는 수원화성과 전통시장, 공방거리를 돌아보며 수원역사와 예술문화까지
둘러보는 특별한 경험을 줬다.
수원화성 주변에 정류장을 만들어 다양한 즐거움과 쾌적함을 줄 수 있는 것은 단연 화성
어차였다. 2016 수원화성 방문의 해 기간 동안 화성어차에서 내려 주변 명소를 구경한 다음,
재탑승할 수 있도록 조정했다. 벨로택시, 화성어차가 지상의 풍경을 보여준다면 공중에서
색다른 재미를 느낄 수 있는 것은 헬륨기구였다. 수원화성을 한눈에 보고 싶거나 공중에서
수원화성의 성곽과 아름다운 주변 환경을 둘러보고 싶은 관광객들이 선호하는 탈 것이
었다. 무엇보다 수원은 녹색도시, 생태도시였다. ‘친환경 녹색정책’의 선두주자인 수원
으로서는 오염배출물질이 적은 교통기구를 들여오는 것은 당연한 선택이었다. 수원화성을
느리게 걷거나, 천천히 보거나, 심지어 불편한 곳을 선택하기도 했다. 현명한 관광객들은
가능하면 환경오염물질을 적게 사용하려고 애썼고, 친환경이동수단을 애용했다. 그런
관광객들의 요구를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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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잉수원

운행시간 | 동절기 – 09:30 ~ 17:30 / 하절기 - 09:30 ~ 21:00(연중무휴)

플라잉수원은 계류식 헬륨기구로

탑승장소 | 팔달구 지동 261-1(창룡문 주차장)

수원화성 전체를 상공에서 볼 수 있는

이용요금 | 일반 : 성인 18,000원 / 청소년 17,000원 / 어린이 15,000원

※ 기상여건에 따라 이용제한이 될 수 있으며, 현장구매만 가능

이색적인 관람시설이다.

수원시민 : 성인 ~ 어린이 12,000원(개인별 신분증 제시)
국가유공자(4급), 장애인(4급), 경로(70세 이상) : 12,000원
※ 일반 단체 12명 이상 10%할인(단, 수원시민의 경우 단체할인 적용되지 않음)
운영안내 | 상승, 정지관람, 하강(총 12분~15분)

1회에 20~30명 탑승 가능
문의 | 플라잉수원 031-247-1300, http://www.flyingsuw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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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어차

운행시간 | 매일 09:50 ~ 17:30(우천·강설 시 운행중단)
매표장소 | 화성행궁·연무대 매표소

화성어차는 우리나라 순종황제가 탔던

소요시간 | 약 60분

어차(御車)와 왕이 탔던 가마를

이용요금 | 성인 3,000원 / 청소년 2,000원 / 어린이 1,000원

모티브로 하여 제작하였다.

※ 당일 현장예매만 가능하며, 주말/성수기에는 조기 매진될 수 있음
운행코스 | 화성행궁(매표소)-팔달산-화서문-화홍문-연무대(매표소)화성박물관(통닭거리)-팔달문(전통시장)
문의 | 팔달산 031-228-4683, 연무대 031-228-4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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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로택시의 운행을 책임지면서 수원을 알리는 데 한몫을 한다. 관광지에서 관광지로 이동하는 수단에 그치는 것
이 아니라 벨로택시 운전사들이 문화해설사이기 때문이다. '달리는 관광가이드' 역할도 겸하고 있는 셈이다.
벨로택시

운행기간 | 2016년 11월 ~ 지속운행(월요일 휴무)
운행시간 | 매일 09:30 ~ 17:20(약 50분 소요)

전기로 운행하는 자전거로

매표장소 | 화성행궁 매표소(현장 예매만 가능)

수원화성 곳곳을 자유롭게

이용요금 | 성인 5,000원 / 청소년 3,000원 / 어린이 1,000원

여행할 수 있는 친환경 탈거리다.

추천방문지 | 통닭거리 - 행궁동 공방거리 - 출발지 행궁광장 - 행궁동 벽화마을
- 생태교통마을 - 장안공원
문의 | 수원문화재단 031-290-3600

INTERVIEW 05

수원 화성을 새로운 시선을 보는 방법은? 행궁 앞 광장으로 가면 된다. 벨로택시로 행궁과
재래시장을 즐겁게 투어할 수 있다. 벨로는 라틴어로 자전거라는 뜻이다. 이번 벨로택시는

2013년 생태교통페스티벌 때 선보인 친환경 자전거 택시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다. 기사

친환경
자전거택시를
운전하다

한 명에 2명이 탑승할 수 있는 자전거택시는 전기배터리로 25킬로까지 달릴 수 있을 정도다.
현재 벨로택시 기사 중 유일한 여성기사인 정정선씨는 행궁동은 눈감고도 다닐 만큼 오랫동안
살아온 토박이다. 이번 수원화성 방문의 해를 맞이하여 새롭게 단장한 벨로택시의 운행을
책임지면서 수원을 알리는 데 한몫을 한다. 관광지에서 관광지로 이동하는 수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벨로택시 운전사들이 문화해설사이기 때문이다. ‘달리는 관광가이드’ 역할도 겸하고
있는 셈이다.
벨로택시 투어코스는 아기자기하다. 화성행궁광장을 출발하여 통닭거리, 남수문, 수원사,
방화수류정에 이르면, 용연에서 20분간 휴식 시간을 갖고, 다시 화성어차 도로를 따라 장안문,
화서문, 나혜석 생가터를 돌아 화성행궁으로 오는 코스다. 짧은 시간 안에 화성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길이다. 오래된 유적지를 그냥 보존하는 게 아니라 어떡하면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을 것인지를 고민한 결과다. 당연히 인기가 많다. 토요일, 일요일에 벨로택시 투어를 하려면
신청을 하고 기다려야 할 정도다.
“복지관 짓는 데 그 앞의 버드나무가 많잖아요. 그 앞을 지나면 가슴이 확 뚫리는 거 같아요.

정정선

화홍문 방화수류정이 보이는 그곳이 너무 예뻐요.” 제일 좋아하는 코스를 지날 때마다 행복

행궁동

지수가 높아진다고 환히 웃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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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리하게, 안전하게
안내시스템
수원시티투어

수원화성 관광기반조성을 위해 행궁광장에 관광정보센터가 들어섰고 화서문에는 한옥으로 지은 관광안내소

관광객이 자주 찾아오는 전용홈페이지를 편리하고 쉽게 정비했다. 2016 수원화성 방문의 해 소개(주요 행사

84

특히 수원화성 방문의 해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볼거리, 즐길거리, 먹거리, 살거리, 잠자리를 조회해서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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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관광객을 맞았다. 관광정보, 교통정보, 숙박업소 정보, 각종 지리정보 외에도 수원시티투어버스, 여행코스 등
에 대해 정보와 예약서비스를 받았다.
일정 및 홍보영상 등)와 수원관광 정보제공 및 관광객이 만드는 이색적인 수원관광 여행코드 등이 종합선물
세트처럼 다 들어있어 친절한 사이버가이드의 역할을 해냈다.
있는 관광 정보를 하트를 클릭하면 장바구니에 담을 수 있게 하는 프로그램을 배치했다. 여행 장바구니에 담은
관광 정보를 나름의 테마로 묶어 4자리 숫자의 여행코드를 생성해주면 친구들과 공유할 수 있는 여행코드

85

수원화성 방문의 해 홈페이지
먹거리
정보 제공

페이지도 완성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또 한국어가 서툰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수원관광 통역비서 앱(App)도 구축해놓았고, 언제 어디서나 모바일
정보를 얻을 수 있게 와이파이 존 11개소를 구축해서 놓았다. 모든 것은 여행지에서의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
관광객의 눈높이에 맞췄다.

수원화성 방문의 해 홈페이지 여행코드

수원시티투어

와이파이 존 구축

관광인프라를 구축하다 03
PART2 | 수원을 가꾸다

001

•관광안내소 확충(행궁광장) 및 시설개선(6개소), 안내표지판(25개소) 정비
•문화관광해설사 신규양성(10명 / 영어 5명, 중국어 3명, 일어 2명)

003

•외국인 단체관광객 인센티브제 확대시행

최고의
관광 서비스를
위하여

•숙박시설 서비스 및 환경 개선 31개소, 2,166실
•관광활성화를 위한 관련기관 등 업무협약 체결 4건

•관광객 등 다중이용 음식점 메뉴판 정비 4개국어(4개국어 281개소)
•예쁜앞치마 착용(1,200개/515개업소)
•수원음식종합포털(수원미성 www.suwonfood.com) 개설

맛있는
음식을
위하여

•외국인 관광객 음식점 주문서비스 앱 구축(104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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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2

•수원역, 화성행궁 등 주요 버스정류장 노선도 중국어 병행 표기 - 2015년 10월부터
•버스 정류장명 영어 안내방송 송출(35개소) - 2016년 2월부터

004

•시내버스 내 요금안내문 영문 병기(129개 노선) - 2016년 6월부터

편리한
교통시스템을
위하여

•범시민 미소·친절 운동 전개 및 캠페인 지속추진
•음식업·숙박업 종사자 간담회(2회) 및 친절교육(12회) 지속 추진
•운수종사자 친절 교육(버스 2,654명, 택시 5,242명) 및 공익캠페인 전개

친절한
서비스를
위하여

•택시운수업종사자 외국어 회화(영어, 중국어) 교육 추진 - 2회 140명
•수원화성 테마 꽃단지, 1번 국도 명품꽃길, 수원역 주변 입체꽃벽 조성 등

87

관광인프라를 구축하다 03
PART2 | 수원을 가꾸다

005

INTERVIEW 06
•K-sale Festa in Suwon
일시 | 2016. 9. 29.(목) ~ 10. 9.(일) / 개막식 9. 30.(금) 20:00
장소 | 지동교, 수원천 일원

즐거운
쇼핑을
위하여

전통시장세일, 야시장, 아트마켓, 거리공연, 경품 행사 등다양한 행사들이 펼쳐지는

2016 수원남문시장 쇼핑관광 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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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특구에
살다

박호철
수원시민

006
스마트한
여행을
위하여

89

•카카오톡 수원시 ‘통큰 무료입장’이벤트 추진 - 2016년 3월부터
•수원관광 통역비서 앱서비스 제공(4개 언어) - 2016년 3월부터

역사와 함께 한 사람들.

세계문화유산 수원화성과 인접한 행궁동은 수원 원도심이라는 말을 썼다. 원래 도심이었다

•수원시 프리 와이파이 설치(주요관광지 11개소) - 2016년 5월 30일

행궁동 사람들 아니 이제는

는 말이기도 했고, 예전에는 중심지였다는 말이기도 했다. 사대문안 마을은 예전에는 부유한

관광특구에 사는 사람들은

마을이었으나 문화재가 있는 지역이어서 개발제한이 되었고, 골목길이 남아 있게 되었고,
아이러니하게도 옛 정서가 남아 있는 마을이 되었다.

마을에서 30년~50년 이상

행궁동청년회 회장 박호철씨는 관광특구로 지정되기 전부터 행궁동에서 많은 일을 했다.

살아온 사람들이 수두룩했다.

나혜석 생가터문화예술제, 생태교통 페스티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살림을 도맡아했다. 그런

마을의 변화를 오래도록 본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

젊은이였기에 행정에 하고 싶은 말이 많았다. “지역축제가 호응을 얻기 위해서는 공감대가
먼저라고 생각해요. 화성열차가 ‘화성어차’로, 헬륨기구 새 이름이 ‘플라잉 수원’으로 정해졌을
때도 서운했어요. 앞으로 수원의 대표 관광상품이 될 콘텐츠니까, 시민이름 공모제 같은 것
으로 시민들과 함께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죠.” 마을길로 벨로택시가 다니고, 계절마다
축제가 열리는 마을이었다. 세계문화유산이 있는 마을이어서 시끄럽고 번잡해도 참아야했던
사람들이었다. 그러다보니 수원문화에 대해 수원화성에 대해 마을사람들은 거의 전문가
수준이었다.
“수원에는 축제가 너무 많아요. 축제에도 집중이 필요한 때죠. 시민과 시의원, 문화재단이
모여서 정책적으로도 고민을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수원화성문화제도 부대행사를 없애고
행차에만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그는 2016 수원화성 방문의 해가 한 번 축제가 아니라 일 년
과정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밀하게 준비하고 기획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아이디어도 많고 일할 열정도 누구보다 많은 호철씨에게 행궁동이란 어떤 곳일까,
궁금했다.
수원화성요? 저에겐 대문이었어요. 집에 들어오기 위해 들어와야 하는 거. 마음의 안식처.
일자리. 매일 보는 거, 그리고 우리 고양이가 앉아 있던 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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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상품이
풍부해지다

수원하면 떠오르는 키워드가 ‘수원 갈비’, ‘수원 삼성’, ‘수원 화성’이다.
모두 수원이라는 지명이 고유명사처럼 쓰이고 있다. 수원이 다른

01 화성에 스토리를 입히자
관광상품이 되다

02 매년 열리던 축제,
관광상품이 되다

03 테마체험상품을
개발하다

도시에는 없는 고급 브랜드를 갖고 있음을 말해주는 대목이다.
여기에 수원투어라는 키워드를 추가하기 위해 방안을 내놓았다. 수원
투어, 관광수원에 고급이미지를 추가하기 위해 다양한 테마형 관광
상품을 개발했다. 수원화성은 훌륭한 관광자원이면서 문화적인
요소와 결합하여 다양한 상품으로 표현될 수 있는 훌륭한 테마자원
이었다. 시민에게는 친숙한 문화공간으로 관광객에는 전통과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멀티플렉스였다.

04 풍경의 깊이,
야간 프로그램을 개발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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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에 스토리를 입히자
관광상품이 되다
정조대왕 능행차 배다리 재현

수원화성 역사에서 하나의 장면을 꺼내면 독특한 관광자원이 되었다. 이것을 관광산업으로 연계하면 지역경제 발전과
도시 브랜드 가치가 높아졌다. 보는 것에 집중하면 관광이 되었고, 체험에 집중하면 즐거운 놀이가 되었다.

‘효’와 ‘그리움’ 은 시간을 뛰어넘어 극적인 상상력이 되었다. 화성 스토리, 정조이야기는 다양하게 변주되는 콘텐츠였
다. 예술이 정조의 내면의식을 탐구했다면 군사훈련과 관계된 것들은 무예공연으로 선보였다. 철저한 고증에 의해
검증된 것들이었다. 무예24기와 장용영 수위의식, 거둥행사는 시간이 갈수록 체계적으로 발전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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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경궁 홍씨와 정조대왕과의 사이에 얽힌 이야기가 연극으로, 뮤지컬로 상영되자 극의 깊이가 더 드러났다. 역사 속의

특히 방문의 해 기간 중 정조의 을묘원행을 부활시킨 것은 전통문화축제에서 그친 게 아니라 경기도와 서울을 아우르는
92

거대한 관광 콘텐츠로 거듭났다. 이것은 단순히 행렬의 이동, 길거리 퍼레이드가 아니었다. 창덕궁 출궁식에서 배다리
체험, 대형깃발 기접놀이, 진찬연 등 뿌리 깊은 역사의 현장감을 함께 배치하여 즐거운 축제로 발전시켰다.
서울 창덕궁을 출발해 배다리를 건너 안양과 의왕지역을 지나 화성행궁까지 이르는 47.6km의 대장정에 참여한 인원만

3,069여명에 이르렀다. 수원을 방문하는 관광객이 가장 보고 싶어 하는 최고의 관광자원이 되었다.

화성행궁 장용영 수위의식

무예브랜드 공연 ‘야조’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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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열리던 축제,
관광상품이 되다

전통과 문화도 살리면서 지역을 더욱 풍부하게 만드는 축제가 매년 열렸다. 계절에 맞게 기획된 축제들이 대부분이었고,

월별

시민들의 꿈이 담긴 행사들은 말 그대로 축제였다. 4월 화성행궁광장 KBS 열린음악회, 5월 아시아 모델 페스티벌,

6월 수원월드컵경기장 K-POP 슈퍼콘서트로 국내 관광객은 물론 일본, 중국의 팬들의 눈과 귀를 붙들었다. 예술은

8월

음악제, 국제연극제 등 국제대회를 꾸준히 개최한 경험이 빛났다. 특히 이번에는 발레와 재즈를 더하여 예술을 향유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기간

행사명

장소

담당부서

9월

행사명

장소

담당부서

나라꽃 무궁화 중앙축제

행궁광장

생태공원과

2016. 8. 20.(토) ~ 8. 27.(토), 8일간

2016 수원국제음악제

SK아트리움,
제1야외음악당 등

문화예술과

2016. 8. 10부터

헬륨기구 운행

창룡문 일원

관광과

2016. 9. 2.(금) ~ 9. 4.(일), 3일간

2016 유량미랑 팔도 한마당
(대한민국 대표 관광, 축제, 특산품의 만남)

행궁광장

관광과

2016. 9. 1.(목) ~ 9. 4.(일), 4일간

수원 발레축제

제1야외음악당

문화예술과

2016. 9. 1.(목) ~ 9. 5.(월), 5일간

2016 국제 보자기 포럼

SIMA 및 행궁동 일원

농업기술센터

2016. 9. 9.(금) ~ 9. 10.(토), 2일간

2016 수원 재즈페스티벌

광교호수공원
스포츠클라이밍장

문화예술과

1월

2016. 1. 20.(수) ~ 1. 22.(금), 3일간

방문의 해 개막주간 행사

수원체육관

관광과

2월

2016. 2. 20.(토)

대보름 민속축제

화성행궁광장

문화예술과

2016. 9. 23.(금) ~ 9. 24.(토), 2일간

2016 수원 인문도시 대축제

화성행궁광장, 행궁동 일원

교육청소년과

3월

2016. 3. 26.(토) 13:00

전국노래자랑 (4.10방송 12:00)

연무대

관광과

2016. 9. 28.(수) ~ 10. 16.(일)

수원사랑 등불축제

수원천 일대

관광과

2016. 4. 15.(금) 14:00 ~ 20:00

광교마루길 행복나눔 한마당

광교공원 및
광교마루길 일원

장안구 행정지원과

2016. 9. 29.(목) ~ 10. 9.(일)

2016 수원그랜드 세일

수원시 전역

경제정책과

팔달 어울림 한마당

팔달구청 앞

팔달구 행정지원과

황구지천 생태환경축제

황구지천 및
수원산업단지 일원

2016. 9. 30.(금)

2016. 4. 16.(토) ~ 4. 17.(일), 2일간

권선구 행정지원과

2016. 10. 5.(수) ~ 10. 8.(토), 4일간

2016 지속가능 관광국제회의

수원 노보텔

관광과

제53회 수원화성문화제

수원화성 일원

관광과

4월

5월

6월

7월

2016. 4. 19.(화), 2016. 4. 30.(토)

2016 수원 연등축제

화성행궁 광장 일대

문화예술과

2016. 10. 7.(금) ~ 10. 9.(일), 3일간

2016. 4. 22.(금) 19:30 ~ 21:30

KBS 열린음악회 (5.8방송 18:00)

행궁광장

관광과

2016. 10. 7.(금) ~ 10. 9.(일), 3일간

제21회 팔달문 지역 시장거리 축제

팔달문 지동교 광장 일원

경제정책과

2016. 4. 29.(금) ~ 5. 1.(일),3일간

2016 음식 문화축제

행궁 주차장

위생정책과

2016. 10. 8.(토) ~ 10. 9.(일), 2일간

수원-서울 정조대왕 능행차 공동재현

수원화성 일원

관광과

2016. 5. 5.(목) ~ 5. 8.(일), 4일간

2016 수원 연극축제

수원화성 및 수원시
일원

문화예술과

2016. 10. 14.(금) ~ 10. 15.(토), 2일간

2016 수원정보과학 축제

수원종합운동장 일원

정보통신과

2016. 10. 21.(금) ~ 10. 24.(월), 4일간

시민과 함께하는 국화 전시회

행궁광장

생명산업과

10월

2016. 5. 7.(토) ~ 5. 8.(일), 2일간

경기수원항공과학전

수원비행장 일원

관광과

2016. 10. 22.(토)

수원시 한마음 체육대회

수원종합운동장 등

체육진흥과

2016. 5. 13.(금) ~ 5. 14.(토), 2일간

2016 대한민국 외국인 유학생 문화대축전

성균관대

관광과

2016. 10. 27.(목) ~ 10. 29.(토), 3일간

제4회 세계인문학 포럼

아주대 등

문화예술과
관광과

2016. 5. 18.(수) ~ 5. 22.(일), 5일간

외국인 관광객 환대 주간행사

행궁광장

관광과

2016. 10. 9.(일)부터

수원화성 벨로택시 운행

행궁동 일원

2016. 5. 19.(목) ~ 5. 21.(토), 3일간

2016 아시아 모델 페스티벌 IN 수원

수원체육관, 종합운동장

관광과

2016. 10. 9.(일)부터

화성어차 운행

행궁동 일원

관광과

2016. 11. 17.(목) 14:00 ~ 18:00

수원화성 완공 220주년 기념 학술대회

화성박물관 영상교육실

화성박물관

2016. 12. 12.(월) 14:00 ~ 16:00

방문의 해 성과보고회

수원 노보텔

관광과

2016. 5. 22.(일) 10:00 ~ 16:00

다문화 한가족 축제

제1야외음악당

여성정책과

11월

2016. 6. 4.(토) 09:00 ~ 15:00

제12회 영통청명단오제

영통단오어린이공원 일원

영통구 행정지원과

12월

2016. 6. 17.(금) ~ 6. 18.(토), 2일간

수원 K-POP 슈퍼콘서트 (더쇼 방송)

수원월드컵경기장

관광과

2016. 6. 17.(금) ~ 6. 18.(토), 2일간

정신건강수도 선포 및 국제 학술대회

수원청소년문화센터,
화성행궁(낙남헌)

장안구보건소

2016. 6. 24.(금) ~ 6. 25.(토), 2일간

정책 박람회

시청 일원

정책기획과

2016. 6. 25.(토) ~ 6. 26.(일), 2일간

2016 수원 드론페스티벌

아주대

기업지원과

2016. 6. 24.(금) 19:30

시와 음악이 있는 밤

제1야외음악당

문화예술과

2016. 7. 14.(목) ~ 7. 28.(목)

2016 경기 인형극제 IN 수원

SK아트리움 등

문화예술과

2016. 7. 22.(금) ~ 10. 9.(일)

수원사진단체연합 화성사진전

화홍문 ~ 매향교

관광과

연중 프로그램
학술강연 | 수원시립아이파크미술관 2016 기획전 | 수원·수원화성·광교박물관 기획전시 | 왕과 함께하는 화성순례
수원화성 달빛동행 리틀정조 체험학교 | 화성행궁 토요상설 공연 및 장용영 수위의식 | 수원화성 1박2일 테마여행
수원전통문화관 세시풍속 및 외국인 체험프로그램

2016 수원華城방문의 해

수원華城 축성 220주년 기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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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8. 5.(금) ~ 8. 8.(월), 4일간

관광객에게 귀중한 추억까지 줄 수 있는 관광상품이 되었다. 특히 축제 프로그램은 인기가 좋았다. 수년 동안 국제

월별

기간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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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상품이 풍부해지다 03

테마체험상품을
개발하다

수원은 서울과 지리적으로 가깝다는 이유로 체류보다는 잠시 경유하는 관광형태가 많았다. 수원이 관광도시로 도약
하기 위해서는 체류형 관광을 통해 관광객들의 발을 붙잡는 것이 중요했다. 먼저 화성순례 프로그램을 확충했다. 연인,

가족과 함께 주말나들이 1박 2일 코스

가족 및 단체 관람객에 따라 맞춤형 투어상품을 준비했다. 화성어차를 이용하는 녹색교통코스, 골목이나 벽화거리를

1일차
연무대 - 화성어차 - 서장대 - 화성행궁관람 - 공방거리 - 재래시장 -

개발했다.

수원화성, 광교호수공원 야경

체험프로그램도 확충했다. 정조대왕 시대 군사들이 무예를 연마하고 훈련하던 장소인 수원화성 동장대(연무대)에서

2일차

저녁노을을 배경으로 전통 활쏘기 무술인 국궁을 체험해 보는 프로그램이 그것이었다.

화성박물관 관람 - 무예24기 관람 - 통닭거리 - 플라잉수원

1일차에는 유네코스가 지정한 세계문화 유산 수원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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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을 둘러보고, 2014 올해 최고의 경관에 선정된
광교호수공원의 야경과 함께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2일차에는 수원화성박물관과 무예 24기를 관람
하고 통닭거리에서 맛있는 통닭을 먹는 1박 2일
관광 추천 코스다.

연인과 함께, 당일코스

수원 100배 즐기기 2박 3일 코스
연무대 - 화성어차 - 서장대 - 화성행궁관람 - 공방거리 - 재래시장 -

1일차

화성박물관 관람 - 통닭거리 - 플라잉수원

연무대 - 화성어차 - 서장대 - 화성행궁관람 - 공방거리 - 재래시장 수원화성, 광교호수공원 야경

2일차
화성박물관 관람 - 무예24기 관람 - 통닭거리 - 플라잉수원

연무대에서 수원의 명물, 화성어차를 타고 조선 성곽

1일차에는 유네코스가 지정한 세계문화 유산 수원

건축의 꽃인 수원화성을 둘러보는 것으로 시작

화성을 둘러보고, 2014 올해 최고의 경관에 선정

하여 공방거리와 재래시장 그리고 통닭거리를 거쳐

된 광교호수공원의 야경과 함께 하루를 마무리합

수원의 매력을 느껴보는 당일 관광 추천 코스다.

니다. 2일차에는 수원화성박물관과 무예 24기를
관람 또는 에버랜드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며,

3일차에는 수원 인근지역에 위치한 한국민속촌,
삼성이노베이션 등을 방문하는 2박3일 관광 추천
코스다.

2016 수원華城방문의 해

수원華城 축성 220주년 기념

경유하는 예술투어코스, 수원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노을빛 전망대’ 이색데이트 코스 등 계층별로 다양한 투어코스를

3일차
한국민속촌 - 삼성이노베이션 - 해우재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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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해설사와 함께 행궁동 왕의 골목
1코스 | 2.3Km 1시간 50분

모수길 | 총거리 22.8km 7시간 40분

화성행궁(출발) - 신풍초(담벼락갤러리) - 화령전 - 생태교통마을커뮤니티센터 - 벽화

수원시민과 가까이에서 함께하는 도심 속 생명의 길

골목(손이가요손이가) - 이아터 - 한민교회 - 정조대왕언덕 - (구)설경동가옥 - 전통문

광교공원 - 화홍문 - 수원천 - 서호공원 - 서호천 - 광교저수지 수변산책로 - 광교공원

화관 - 장안문 - 성곽걷기 - 화서문 - 행궁동주민센터

지게길 | 총거리 7.1km 2시간 30분
광교저수지의 수려한 자연풍경을 연결하는 수원의 대표적인 풍경 길

2코스 | 2.1Km 1시간 40분

행궁동은 조선 제 22대 정조대왕이 실학사상을
바탕으로 백성과 더불어 살고자 건설한 수원화성이

광교공원 - 광교쉼터 - 수루레미다리 - 광교산 등산로 입구 - 한철약수터 - 항아리화장

화성행궁(출발) - 신풍초(담벼락갤러리) - 이아터 - 수원시립아이파크미술관 - 북수동

실 - 파장시장

성당 - 팔부자 문구거리 - 행궁동벽화골목 - 대안공간 눈 - 화홍문 - 방화수류정 - 무

매실길 | 총거리 18.1km 6시간

형문화재전수관 - 동신교회 - 매향, 삼일학교 - 수원화성박물관 - 여민각 - 화성행궁

자리잡고 있는 수원의 역사와 문화유적이 곳곳에
살아 숨쉬는 마을이다.

자연하천과 숲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생태자연 길

3코스 | 1.9Km 1시간 30분

수원시농업기술센터 - 경기도축산위생연구소 - 칠보산여가녹지 - 왕송호수 - 황구지천

화성행궁(출발) - 아름다운 행궁길 공방거리 - 한데우물길 - 사랑방손님과 어머니 촬영

(금곡교) - 수원시농업기술센터

장소 - 행궁동레지던시 - 팔달사 - 팔달문 - 팔달문시장 - 유상박물관 - 남수문 - 수원
사 - 여민각 - 화성행궁

수원 전통시장 투어(팔달문 권역)

여우길 | 총거리 10.7km 3시간 40분

수원의 산과 길을 따라 8개 구역으로 나누어 수원의

광교저수지와 원천호수를 연결한 녹음이 푸르른 길

아름다운 풍경을 볼 수 있도록 만든 수원시의 대표

광교공원 - 경기대학교 정문 - 광교역사공원 - 원천호수 - 여우골숲길 - 봉녕사 - 경기

둘레길이다.

대학교 - 광교공원
도란길 | 총거리 11.1km 2시간 50분
영통 시가지 메타세콰이어길을 연결한 녹음이 풍부한 가로수 길

1코스
수원화성(화성행궁) - 팔달문로터리(정차) - 팔달문시장 고객안내센터(상품권 수령)- 영
동시장 2층 아트포라 - 불취무귀상(포토존) - 영동시장내(한복전문, 의류매장쇼핑) - 팔
달문시장내(점심) - 남문패션1번가

전통재래시장 9개가 한 군데 모여 있어 시장마다
개성 있는 특징이 있고 다양한 볼거리가 있다.

2코스
수원화성(화성행궁) - 팔달문로터리(정차) - 팔달문시장 고객안내센터(상품권 수령)- 불

라디오방송국, 아트포라 같은 예술문화 공간도
함께 호흡할 수 있는 시장이다.

영통중앙공원 - 영흥체육공원 - 원천리천 - 머내생태공원 - 곡반정교 - 영통초교 걷기
좋은 길 - 영통중앙공원
수원둘레길 | 총거리 60.6km 22시간 30분
수원시와 타지역의 경계가 되는 길로 녹음이 풍부한 길
광교호수공원 - 영통가로수길 - 원천리천 - 황구지천 - 칠보산 - 왕송호수 - 지지대쉼
터 - 광교산 - 광교호수공원

취무귀상(포토존) -지동시장(쇼핑) - 못골종합시장 - 남문패션1번가(점심) - 팔달문 영

효행길 | 총거리 12.3km 4시간 30분

동시장(의류, 화장품 등 쇼핑) - 화성행궁 주차장

정조대왕이 부왕(사도세자)의 현륭원을 참배할 때 왕래하던 길

아기자기한 시장골목에서 역사여행도 할 수 있고,

효행공원 - 노송지대- 만석공원 - 장안문 - 화성행궁 - 팔달문 - 매교삼거리 - 수원경

3코스
연무대(국궁체험)-매향교(정차) - 수원천변 - 팔달문시장 고객안내센터(상품권 수령)불취무귀상(포토존) - 팔달문시장(차없는 거리) - 영동시장(아트포라) - 통닭거리 - 화
성행궁 주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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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팔색길

계(장다리천 2교)
화성성곽길 | 총거리 5.1km 2시간
자랑스러운 수원 화성을 거니는 역사·사적길
팔달문 - 서장대 - 화서문 - 장안문 - 화홍문 - 팔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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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상품이 풍부해지다 04

풍경의 깊이,
야간 프로그램을 개발하다

화성성벽에 야간조명을 켰다. 어둠을 밀어낸 자리에 빛이 켜지자 묻혀 있던 화성의 아름다움이 드러났다. 추천코스도

로맨틱행궁 행궁夜행

위해 두 겹으로 벽돌을 쌓아 만든 곳. 수원화성 건물 중 유일하게 원형평면을 갖고 있는 곳이다. 낮에는 번잡한 생각과

기간 | 2016년 8월 ~ 9월 매주 금요일 19:30~20:30(8월 19일 제외)

시간으로 보이지 않던 것들이 밤이 되면 천 개의 풍경으로 우리 앞에 나타났다.

시간 | 19:30까지 화성행궁 관광안내소 집합
장소 | 화성행궁 관광안내소 → 봉수당 → 낙남헌 → 미로한정

또 하나 야간 조명불빛 아래서 국악이나 무예24기, 화성과 관련한 연극, 뮤지컬 등을 결합한 야간관광 프로그램이 만들
어졌다. 관광객들에게 최고의 찬사를 받은 최고공연은 야조이다. 서장대 야조도를 바탕으로 창룡문에서 펼치는 무예
브랜드 공연이다. 수많은 군사들은 밤에 횃불을 들고 수원화성을 에워싸고 정조대왕은 수원화성의 가장 높은 곳 서장대
에서 은밀한 밤 군사훈련을 실시했던 역사적 장면을 현대에 풀어놓았다. 공연은 무예24기팀과 불꽃놀이보다 더 화려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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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전 화차, 마상무예공연이 어우러져 웅장한 아름다움과 극적인 재미를 보여줬다.
문화관광해설사와 함께 화성행궁을 둘러보고, 화성행궁의 숨은 명소인 ‘미로한정’에 올라 화성행궁에서만 느낄 수 있는 운치를 느끼며
특별한 체험까지 하는 화성행궁 야간개장 특별 프로그램이다. 여름 밤 화성행궁에서 보내는 특별한 경험, 행궁夜행에 여러분들을 초대한다.
•듣기 : 문화관광해설사의 해설을 들으며 화성행궁을 관람하기

•만들기 : 화성행궁만의 로맨틱 한지등 만들기 (30개 한정)

•남기기 : 화성행궁의 숨은 명소 미로한정에 올라 인증샷 남기기

•올리기 : 로맨틱한 행궁夜행의 순간을 인스타그램에 포스팅하기

수원화성 달빛동행

밤이 들려주는 정조이야기, 행궁야사[夜史]

기간 | 2016년 5월 ~ 10월(음력 보름 전후 20회)

기간 | 2016년 10월 7일(금) ~ 10월 9일(일)

시간 | 5월 ~ 8월(19:50~22:10), 9월 ~ 10월(19:30~21:50)

시간 | 19:30~21:00(1회차) / 21:00~22:30(2회차)

장소 | 수원화성 일원

장소 | 화성행궁 일원

하얀 달빛 아래 아름답게 빛나는 세계문화유산 수원화성! 고품격 수원화성 야간관람 프로그램이다.

밤이 들려주는 정조이야기, 행궁야사[夜史]는 한국의 행궁을 대표하는 ‘수원화성행궁’의 곳곳을 이동하며 전문해설과 함께 아름다운 도심

수원화성 달빛동행은 화성행궁, 수원화성 야간투어 프로그램으로 환하게 쏟아지는 달빛아래 시와 이야기가 있는 감성 해설과 동행하며

속 궁궐야경을 감상하고 관객참여형 이동극, 수원을 대표하는 궁중 다과와 함께 전통공연을 즐기는 야간 관람프로그램이다. 관객이 직접

수원화성과 화성행궁의 아름다운 야경을 감상하고 화성행궁 안에서 전통연희를 즐기며 특별한 추억을 쌓아가는 여정으로 구성되어

역사 속의 주인공이 되어 화성행궁 깊숙이 잘 알려지지 않은 장소를 이동하며 다채로운 체험을 할 수 있다.

있다. 세계문화유산 수원화성을 새롭게 만날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시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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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들었다. 동북노대의 서북쪽 높은 언덕 위에 자리잡은 동북공심돈의 야경은 주요탐방코스가 되었다. 공격과 방어를

1코스 | 화령전 → 미로한정 → 비장청

2코스 | 비장청 → 좌익문앞마당 → 유여택 → 장락당 → 낙남헌 → 봉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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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교호수 공원 야경

플라잉 수원 야경

주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호수로 57(하동 1023번지)

주소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 697

찾아가는 방법 | 용인서울고속도로 광교상현IC, 영동고속도로 동수원IC 이용

이용시간 | Open 9:30AM ~ Closed 9PM

홈페이지 | http://greencity.suwon.go.kr

홈페이지 | www.flyingsuwon.com

광교호수공원은 ‘신비한 물너미’를 비롯하여 거울못, 물보석 분수, 안개분수 등 9개의 분수시설이 호수와 어우러져 다양한 볼거리를

지상에서 수원 헬륨기구 타고 올라가는데는 3분~5분이면 충분하다. 그러면 아름다운 밤풍경이 나타난다. 수원화성 성벽으로 비친 은은한

제공하고 은은한 조명은 신비한 밤풍경을 표현한다. 순환보행로, 스포츠 클라이밍장이 있어 광교신도시 시민들의 문화와 여가활동의

조명과 일정한 간격으로 켜 있는 가로등, 건물 조명과 우리가 살고 있는 동네의 불빛이 모여 한꺼번에 빛을 뿜으면 예술이다. 보석을

중심공간이 되고 있다.

달아놓은 우리 일상이다.

INTERVIEW 07
PART2 | 수원을 가꾸다

정조사상을
해설하다

해설사는 처우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명예심과 자긍심으로 하는 거죠.
수원을 알린다는 애향심으로 하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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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해설사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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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음식 재료로 같은 음식을 만들어도 세프에 따라 맛과 모양이

추가 편성하고, 다른 지역으로 파견 나간 문화관광해설사들까지

수원화성 문화관광해설사들은 역사지식만으로도 수원화성 안내를

다르듯이, 문화해설도 문화관광해설사마다 달랐다. 문화해설 자원

지원요청을 할 정도였다. 매주 금요일에서 일요일까지는 관광객이

하는 건 아니었다. 1년에 경기도에서 하는 해설사 보수교육과 사이버

봉사만 11년을 훌쩍 넘긴 그가 들려주는 세계문화유산 수원화성

밀려왔다.

교육을 받아야 하고, 연차별로 시간을 이수해야 해설사 자격을 유지할

해설은 따뜻했다.

그는 올해 회장으로서 뜻 깊은 일을 진행했는데, 2016 수원화성 방문의

수 있었다. 또 해설에 필요한 언어, 역사, 스피치 능력강의를 인터넷

“군사시설물인데도 아름다운 정자가 있다는 것이 특색이지요. 성곽

해를 맞아 전국의 문화관광해설사들을 초대했다.

으로 들어야하고, 재단의 보수교육, 소양교육, 인사 손님응대교육도

이면서 쉼터라는 것. 가끔 해설하다보면 방화수류정에 누워계시는

“전국문화관광해설사 걷기대회를 첫 번째로 했어요. 220주년을 맞

받아야했다.

어르신을 뵐 때가 있는데 그런 여유와 한가로움까지 품고 있는 세계

아 220명만 초대하려고 했는데. 신청이 폭주했어요. 260명 왔어요.

이뿐 아니라 개인들이 해설에 필요한 여러 분야의 지식을 공부하며

문화유산은 드물 거예요. 수문인 화홍문과 방화수류정을 함께 바라

화성행궁, 장안문, 연무대까지 걸었어요. 전국의 문화관광해설사들도

각자의 노력을 기울였다. 박물관대학 강의도 찾아서 듣기도 하고,

보기만 해도 멋있는 곳이죠.”

화성을 직접 보고, 감탄하더라고요. 한양도성도 18km가 넘지만,

서울까지 강의를 들으러 다니기도 했다. 가끔 박물관 발간책자 중에서

수원화성 성곽을 수백 번 오르내린 그는 계절별로 멋진 장소, 뷰포인트

서울 한양도성은 접근하기 어렵잖아요. 하지만 수원화성은 시내

수원화성 관련 책이 나오면 구하려고 애썼다. 문화해설에 필요한

(view point)를 알고 있을 거 같았다. 그는 역시 방화수류정을 애정하는

한복판에 내 옆에 있는 곳, 언제든지 갈 수 있는 곳이잖아요. 예전에는

자료는 다 구해서 읽고 싶다며 향학열을 불태웠다. 왜 아니겠는가.

해설사답게 봄, 여름, 가을은 방화수류정이 아름답고, 겨울은 서장대

다른 지역을 가도 대우가 그만저만이었는데. 이제는 수원 문화관광

수원화성은 건축뿐만 아니라 군사, 미술, 정치 분야까지 아우를 수

에서 내려 보는 설경이 멋지다고 말했다.

해설사를 보면 이야기해요. ‘수원화성이 그렇게 멋있는 줄 몰랐다.’

있어야 제대로 해설하는 분야가 아닌가.

그는 수원화성을 찾은 방문객들에게 특별히 강조했다. 바로 ‘정조

수원화성을 둘러본 후 수원 문화관광해설사들을 보는 시선이 달라

“해설사는 처우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명예심과 자긍심으로 하는 거죠.

사상과 효’였다. 이어 정조의 개혁정신을 이야기하고, 개혁으로 소통

졌어요.”

수원을 알린다는 애향심으로 하는 거죠.”

하려 했던 왕에 대해 긴 시간을 할애했다.

해설사는 수원화성 방문의 해 이야기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수원화성 방문의 해에서 문화관광예술사, 자원봉사자, 마을알리미.

올해 수원의 문화관광해설사들은 추가근무를 할 정도로 바쁜 시간을

“능행차를 서울과 안양, 의왕과 연결하여 지속적으로 연결되었으면

민간외교사절단, 다양한 역할을 거뜬히 해내는 전승흡씨다.

보냈다. 2016 수원화성 방문의 해에 맞춰 밀려드는 관광객들을 위해

바램이 있죠. 화성까지 연결하여 융릉까지 갔으면 해요.”

INTERVIEW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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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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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수훈

길성대

공방거리 단오카페

앙코르 호텔 부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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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방거리는 이제 얼마나 오랜 시간을 머물고 가는가에 대해 분석을 해볼 때다.

지속적으로 유지하면, 최소 3년 유지되면, 수원은 몰라보게 달라지게 된다. 그가 품고 있는 소망은 한 가지였다.

즐길거리 볼거리가 있는가, 어떤 재미가 있어? 사람이 정감있어? 이런 질문을 던졌을 때다.

수원을 보다 넓게 세계의 아름다운 여행지로 알리고 싶은 것.

낯선 여행길에서 만난 공방거리는 재미있는 추억으로 남았다. 예쁜

“공방거리는 이번 방문의 해는 기존에 하고 있던 것을 알리는 것으로

올해 수원화성 방문의 해에 길성대씨는 만나는 사람들에게 관광

관광을 위한 화성행궁의 밤 프로그램 활성화이다. 야간 프로그램은

가게들이 있는 도시 골목이나, 그 골목을 비추는 오밀조밀한 가게

뜻을 모았어요. 사실은 다음해가 문제죠. 문제를 개선하고, 다음을

업계의 생리와 시스템에 대해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했다. 관광업

낮 프로그램의 연장선이 아니라 새로운 콘텐츠이며 관광수익의

안 노란 불빛만으로도 여행객들은 위로를 받곤 했다. 수원화성 근처

준비해야 되는 거니까요. 큰 축제로 이 곳을 평가하는 건 오류가

이란 하루아침에 결과가 나타나는 분야가 아니기 때문이었다.

핵심이라는 것. 저녁 야시장이나 광교호수공원의 상설야간공연,

공방거리도 여행객들이 즐겨 찾는 곳이다. 수원의 역사와 문화를

많아요. 평상시에 이곳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정서를

관광수원을 알리기 위해 관광 종사자들을 초대하기도 하고, 서로

수원화성 행궁에 밤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 그가 먼 나라의 사례들을

알 수 있기도 하고, 공방 작가들의 솜씨를 구경할 수 있는 예술장터

유지하는 게 중요하죠, 내가 하는 것에 정성을 다하는 것이 여행

떨어져 있던 네트워크와 네트워크를 연결하기도 했다. 관광업계

속속 찾아냈다. 그냥 받아 적기만 해도 관광프로그램으로 쓸 수

였기 때문이었다.

객의 마음을 끄는 거잖아요. 1년 열두 달 지속적으로 가려면, ‘이

에서 인생의 절반 이상을 보낸 베테랑인 그가 관광객이 어떻게

있는 말들이 쏟아졌다.

올해 수원화성 방문의 해 공방거리는 안타깝게도 관광객의 발길이

공방거리가 어떤 에너지로 움직여지고 있는가’ ‘왜 이곳에 오는가’

유입되는지, 지역관광발전을 위해서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관광분야는 1년 행사로 끝낼 이벤트성 사업이 아니었다. 관광객들

줄었다. 개막식이나 주요 프로그램들이 다른 곳으로 옮겨간 것도

이런 것을 생각해야 하죠. 이젠 이곳에서 사람들이 얼마나 만족하고

이야기했다. 긴 시간 쌓은 내공에서 뿜어져 나오는 다양한 사례에

에게 알리고 관광종사자들과 눈인사를 나누고, 상품개발을 미리

이유이고, 공방거리만의 특색을 모색하지 못한 것도 작은 이유였다.

갔느냐에 중점을 둬야 돼요. 이런 문제와 함께 생각할 것은 ‘우리의

빠져들었다. 이야기의 초점은 이태리의 가죽이나 스위스의 시계,

알려야 하는, 긴 시간을 투자해야 하는 사업이었다. 방문의 해가

예전에는 공방거리 골목 안은 저녁 6시면 밥이 떨어지고, 밥솥에

전통이 뭔가, 우리 정서가 뭔가’ 정서를 느끼게 해주는 것이 관광

영국의 버버리, 프랑스의 화장품같은 수원의 특화상품이 있어야

끝났다고, 방문의 해 TF팀이 해체되고 있는 현실과 내년 예산이

불이 날 지경이었다. 그러나 아직도 수원관광에서, 특히 수원화성

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한다는 이야기였다. 결국 오랜 시간 관광업계에 종사한 전문가의

삭감되는 상황을 가장 걱정하는 이가 길성대씨였다. 수원이라는

여행 때는 공방거리를 빼놓을 수 없다. 그 거리에서 카페지기를 하는

앞으로는 역사에서 왕, 유교문화 같은 너무 딱딱해서 범위가 좁은

시각에서 볼 때 가장 아쉬운 것은 관광콘텐츠 개발이었다. 주력상품

관광상품은 꾸준히 알리기만 하면 우수한 관광콘텐츠라는 것을

표수훈씨를 만났다.

것 말고, 자유롭게 상상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았으면 좋겠단다. 이

개발이 파생상품을 키우고, 관광객들을 불러들이는 투입구 역할을

알고 있었다. 이번 2016 수원화성 방문의 해에 다녀간 외국인, 특히

“공방거리는 이제는 얼마나 오랜 시간을 머물고 가는가에 대해

야기를 들을수록 기대가 커졌다. 질문과 대답이 있는 공방거리는

한다는 것을 강조했다. 그는 아이디어뱅크답게 값싸고 질 좋은

중국인들의 반응이 좋았다는 점도 고무적이었다. 특히 그는 외국

분석을 해볼 때에요. ‘즐길거리 볼거리가 있는가’, 있다면, ‘어떤

앞으로도 여행객들의 꿈을 채워줄 거 같았다. 신화적인 것, 현실

관광을 위해, 마켓과 시장 사이의 쉼터역할을 할 수 있는 푸드

에서 외국인을 국내로 유치하여 국내여행을 시키는 인바운드

재미가 있어?’, ‘여기에 살고 있는 사람과 상품이 정감 있어?’ 이런

탈피하며 변화 모색할 수 있는 것을 찾았으면 좋겠다며, 표수훈씨

코트를 제안하기도 하고, 관광이라는 큰 그림을 그리기 위해 행정의

여행사들에게 수원관광의 매개자역할을 자처했다.

질문을 던졌을 때에요.” 단오카페의 표수훈씨는 선한 표정으로 눈을

손가락이 한 곳을 가리켰다. 그곳에 ‘하늘을 나는 물고기’가 있었다.

여러 부서가 긴밀하게 연계해야 된다고 관광의 특성을 역설하기도

수원화성 방문의 해 기간 동안 그가 품고 있는 소망은 한 가지였다.

반짝이며 말을 이어갔다.

빛을 반짝거리며, 하늘을 나는 물고기, ‘붕’이 거기 있었다.

했다. 그가 내놓은 아이디어의 백미는 경유형 관광이 아니라 체류형

수원을 보다 넓게 세계의 아름다운 여행지로 알리고 싶은 것.

수원은 매력은 한 두 가지가 아니었다. 수원화성 방문의 해에 우리가
한 일은 그런 매력들을 모으는 일이었다. 그것은 역사 속의 한 장면을
꺼내 거리에 펼쳐놓기도 했고, 오래된 미래 속의 학문을 꺼내 긴 시간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다. 일부러 꾸미지 않았다. 그런 시간과 공간이
빚어낸 문화를 드러내기만 했다. 이를 테면, 달빛 고요한 밤길에서
역사 들여다보기, 우리들 삶을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기, 익숙한 것들을
낯설게 생각하기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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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화성에 대하여
모여서 이야기했다
인문학 도시다웠다

첫 행사로 폭죽을 터뜨리는 대신 조용히 학술포럼을
열었다. 국제학술대회와 관광포럼이 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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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華城 축성 220주년 기념

수원화성 방문의 해를 시작하면서

수원화성의 역사에 대해, 정조의 사상에 대해
112

이야기 하는 장을 마련했다.
또한 관광에 대해 공부하던
연구자들과 학자들을 초청했다.
수원이 어떤 곳인지, 어떻게 여행할 것인지,
이야기하였다. 피부색도, 언어도 다른
사람들이었지만 관심은 비슷했다.
역사도, 관광도 결국 사람의 일이었으므로
사람들이 어떻게 이동하고 만나고 헤어지는가에
대한 연구였다.
늘 그랬듯이 분위기는 뜨거웠다.
학자들이 의견을 자유롭게 펼쳤고, 관광전문가들이
현안과 대안을 제시했다.
정조의 사상과 수원화성의 역사와 문화적 가치에
대한 연구를 집대성하는 학술대회로

2016 수원화성 방문의 해 대장정 서막을 열었다.

113

문화, 역사와 만나다 01
PART3 | 수원에 취하다

001
2016 수원화성 방문의 해 기념 학술대회

정조사상과
세계문화유산 화성
가치 국제화
2016년 1월 20일(수) 14:00~18:00
라마다프라자 수원호텔 대연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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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기조강연 | 화성과 정조 그리고 인문도시 수원의 미래
도올 김용옥(철학자)

주제발표
제 1발표 | 정조의 사중지공(私中之公)론 연구 : ‘정조사업의 글로벌화’를 위한 조건
발표 : 박현모(여주대학교 교수)
토론 : 김태희(다산연구소장)
제 2발표 I 정조시대 문화의 국제성 : 활자와 인장을 중심으로
발표 : 박철상(고문헌연구가, 문학박사)
토론 : 김영진(성균관대 교수)
제 3발표 I 정조시대 간행된 무예도보통지를 통해 본 한ㆍ중ㆍ일 무예교류 : 창검무예의 수용과 보급
발표 : 김영호(한국병학연구소장)
토론 : 곽낙헌(한국학중앙연구원 전임연구원)
제 4발표 I 한국 성곽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와 아시아 성곽 네트워크(AFN)제안
발표 : 최재헌(건국대 이과대 지리학과, 대학원 세계유산학과 교수)
토론 : 노현균(경기문화재단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제 5발표 I 세계유산 화성의 OUV 심화연구 : 세계유산 남한산성과의 城制 비교연구를 중심으로
발표 : 조두원(경기문화재단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책임연구원)
토론 : 한동수(한양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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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2
2016 수원화성 방문의 해
성공적 개최 및 관광 활성화를 위한

수원관광포럼
2016년 1월 21일(목) 14:00
라마다프라자 수원호텔 대연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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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
기조강연 | 대한민국 관광산업의 현재와 미래
김종민 (前 문화관광부 장관)

주제발표
제1발표 | 수원관광 수용태세 및 관광개발 방안모 - 최진봉 (수원문화재단 화성마케팅부장)
제2발표 | 전통시장을 연계한 지역 활성화 및 관광활성화 - 오형은 (지역활성화센터 대표)
제3발표 | 수원화성 먹거리 관광 활성화 - 최지아 (온고푸드커뮤니케이션즈 대표)
제4발표 | 수원화성 명소화를 통한 관광활성화 - 황길식 (명소 IMC 대표)
제5발표 | 수원 MICE산업 활성화 방안 - 김대관 (경희대학교 교수)
종합토론
좌 장 | 엄서호 (경기대학교 교수)
토론1 - 윤승현 (한국컨벤션학회 회장)
토론2 - 김성진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위원)
토론3 - 황인석 (매일경제신문 부장)
토론4 - 한규흠 (수원시의회 문화복지교육위원장)
토론5 - 배정완 (산타투어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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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회교육 추진현황
연번

일 시

장 소

참석대상

30회

3,395

1

2015. 10. 20.(화) 14:00

영통구청 대회의실

영통구민

200

이동근

2

2015. 10. 21.(수) 14:00

팔달구청 대회의실

팔달구민

200

〃

3

2015. 10. 27.(화) 14:00

장안구청 대회의실

장안구민

200

〃

4

2015. 10. 28.(수)

경남산청 한방콘도

수원문화단체원

200

〃

5

2015. 11. 11.(수) 10:00

시청 대회의실

수원시 공무원

350

〃

6

2015. 11. 16.(월) 14:00

권선구청 대회의실

권선구민

200

〃

100

〃

2015. 11. 17.(화) 16:30

장안구민회관

8

2015. 12. 01.(월) 10:00

청소년육성재단

육성재단 직원

100

〃

9

2015. 12. 29.(화) 10:00

시청 대강당

시민서포터즈

350

김준혁

10

2016. 1. 13.(수) 14:00

행궁동주민센터

행궁동 주민

200

과장

11

고등동 회의실

통장

30

자체실시

12

지동 회의실

통장

30

자체실시

영통구청 대회의실

영통구 공직자

128

김준혁

14

2016. 1. 27(수) 16:00

권선구청 대회의실

권선구 공직자

175

염상균

15

2016. 2. 2(화) 16:30

팔달구청 대회의실

팔달구 공직자

130

김준혁

16

2016. 2. 3(수) 16:00

권선구청 대회의실

권선구 공직자

132

염상균

17

2016. 2. 3(수) 16:30

장안구청 대회의실

장안구 공직자

120

김준혁

18

2016. 2.15(월) 10:00

화서1동 주민센터

통장

34

과장

19

2016. 2. 25.(목) 16:00

광교1동 주민센터

통장

30

20

2016. 3. 8.(화) 09:30

매탄1동 주민센터

통장

30

일시 2015. 10. ~ 2016. 4.

21

2016. 3. 9.(수) 10:00

매산동 주민센터

통장 및 단체장

32

운영현황 32회 3,395명 (직원 및 시민)

22

2016. 3. 11.(금) 15:00

우만1동 주민센터

통장

40

23

2016. 3. 14.(월) 10:00

화서2동 주민센터

통장

34

24

2016. 3. 14.(월) 17:00

세류3동 주민센터

통장

33

25

2016. 3.15.(화) 16:00

영화동 주민센터

통장

42

26

2016. 3. 21.(월) 17:00

곡선동 주민센터

통장

31

27

2016. 3. 22.(화) 10:00

매탄3동 주민센터

통장

38

28

2016. 3. 22.(화) 16:00

서둔동 주민센터

통장

57

29

2016. 3. 23.(수) 16:00

권선2동 주민센터

통장

42

30

2016. 4. 14.(목) 17:00

조원1동 주민센터

통장

47

31

2016. 4.15.(금) 14:00

금곡동 주민센터

통장

30

32

2016. 4.18.(월) 10:00

우만2동 주민센터

통장 및 단체장

30

수원은 이미 관광도시로서의 역량을 축적하고 풍부한 내용을 소유했다. 여기에 머무르지
않고 관광산업에 대해 태도를 바꾸었다. 우선 수원화성의 역사, 문화 등 자랑거리를

행정기관 : 6회 1,035명 | 산하기관 : 3회 400명 | 시민 : 21회 1,960명

2016 수원華城방문의 해

수원華城 축성 220주년 기념

7

시설관리공단,
수원시(장애인)체육회

2016. 1. 26(화) 17:00

알리고 시민과 공직자들의 자긍심을 높이고자 수원화성 바로알기 교육 과정을 진행했다.

수원화성
바로알기
순회교육

비고

13

118

003

참석인원

119

문화, 역사와 만나다 01
PART3 | 수원에 취하다

005

품격 있는 예술전시는 훌륭한 관광상품이었다. 외국인이 본 수원화성의 모습이나 옛날 자
료에 나온 수원화성의 모습은 새로웠다. 각도가 달랐고시선이 달랐다. 우리가 늘 보던 것도
누가 보느냐, 언제 보았느냐에 따라 새로운 풍경을 만들었다.

특별기획전 및
사진전시회

틈새전시 <윤한흠 옛 수원화성 그림전>
2016. 3. 8. ~ 4.10. 수원화성박물관
수원 토박이 윤한흠(94세)선생의 1930년대 옛 수원화성풍경 그림 20여점 전시
윤한흠 선생은 1923년 수원에서 태어나 수원과 화성의 아름다움을 후세에 남기기 위해 자신의
수원화성의 옛 사진들은 많이 남아 있지만 그 시절의 감성과 정취를 알려주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하지만 윤한흠 선생의 작품에서는 당시의 감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

특별기획전 <이방인이 본 옛 수원화성>
2016. 5. 12. ~ 7. 17. 수원화성박물관

120

일제강점기부터 1950~60년대 외국인이 촬영한 수원화성 옛 사진 100여점 전시
그동안 수원화성박물관에서 수집한 일제강점기부터 1960년대까지 이방인이 찍은 사진들을 선별

004

수원 관광 일선에서 활약하고 있는 사람들부터 시작했다. 교통관계종사자, 관광업소
종사자들은 수원화성의 역사와 문화의 전반적 이해를 위해 수원화성 방문의 해를 성공적

정리하고 그 가치를 재조명 해보고자 <이방인이 본 옛 수원화성>이라는 특별기획전을 마련하였
다. 이번 전시는 수원을 방문하는 내외국인에게 세계인의 문화재인 수원화성의 역사와 가치를
알릴 수 있는 소중한 계기가 될 것이다.

으로 치루기 위해 수원의 아름다운 관광지를 점검했다. 관광객의 마음으로 걷고 방문객의

수원화성
탐방 프로그램
운영

시선으로 돌아보았다.

정조대왕 즉위 240주년 기념 특별기획전 <정조대왕과 수원화성>
- 구·동 단위 단체원 수원거리 현장체험 실시 95회
- 전국 문화관광해설사 한마음 걷기대회 266명
- 버스 운수종사자 반디클 투어 50명
- 택시 운수종사자 수원화성 둘레길 탐방 30명
- 버스 운수종사자 수원화성 투어 및 통닭거리 체험 150명

2016. 10. 6.~12. 4. 수원화성박물관
조선후기의 성군으로 추앙받는 정조대왕이 즉위한 지 240주년이 되는 해이자 세계문화유산
수원화성이 완공된 지 220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해이다. 이를 기념하여 정조대왕의 생애와
수원화성의 축성 과정을 재조명하여 수원의 역사적 위상과 세계유산 수원화성의 문화재 가치를
정립하고자 한다.

- 버스승강장 매니저 수원화성 둘레길 탐방 22명

수원화성 사진 순회전시 20회
초중교(7개교), 구청(장안, 권선), 동주민센터(10개동), 광교마루길 행복나눔축제

수원사진단체연합 화성사진전
(화홍문∼매향교) 2016. 7. 22. ~ 10. 9.

2016 수원華城방문의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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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과 토박이 어르신들의 증언을 토대로 수원화성의 과거 모습을 재현 하기 시작했다.

121

문화, 역사와 만나다 02

제53회
수원화성문화제
수원화성문화제,
정조의 마음을 따라
걷는 축제

함께 했다. ‘화홍문화제’에서 ‘수원화성문화제’로
이름이 바꿨으나, 정신은 늘 그대로였다.

2016 수원華城방문의 해

수원華城 축성 220주년 기념

수원의 대표적인 문화제였다. 53년 동안 수원시민과

올해 수원화성문화제는 특별했다.
122

시민들과 관광객의 기대가 부풀어 올랐고,
그만큼 규모도 컸다.
말 그대로 축제였다.
축제의 취지에 맞게 무지개처럼
다양한 색깔의 사람들이 모였다.
디지털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아무래도
디지털 감성보다는 아날로그 감성에
친숙한 사람들이었다.
축제행렬과 관객의 거리는
아주 가까울 수밖에 없었다.
축제란 보는 것이 아니라 어울리는 것이다.
축제의 취지나 목적 추상적 접근이 없어도 된다.
나와 너로 나눠진 것이 아니라 함께 움직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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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프로그램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전통 문화관광 축제

10월 6일 목요일

제53회 수원화성문화제

여민각

10월 8일 토요일

동장대

The 53rd Suwon Hwaseong Cultural Festival
2016. 10. 7.(금) ~10. 9. (일) | 10. 6.(목) 축제전야행사
화성행궁광장, 수원천, 국궁터 등 수원화성 일대

10월 7일 금요일

10:00~18:00 연무놀이
대표

국궁터
수원
화성

10월 9일 일요일

18:50~19:20
전야경축타종

19:30~20:30 낙성연
20:30~21:00 효행상시상

19:00~19:20 식전행사
19:30~21:00 개막연

17:00~18:20
세계의상페스티벌

10:00~18:00 수원화성 축성체험
대표

20:00~21:00
무예브랜드 공연
“야조(夜操)”

창룡문

19:00~20:40
폐막연,
무예브랜드 공연
“야조(夜操)”

10:00~17:00 수원화성 깃발제작 체험 프로그램
10:00~17:00 짚신신고 수원화성에서 놀자

행궁광장~창룡문

(9/30~10/1, 10/6~10/7)
17:30~18:30 전통 등 만들기
18:30~19:30 방화수류정 달빛음악회
대표

유망축제 부분 수상

10:00∼18:00
정조대왕 능행차
(창덕궁∼시흥행궁)

창덕궁~연무대

09:00∼19:00
정조대왕 능행차
(시흥행궁∼연무대)

19:30~22:00 수원등불축제(9/29~10/16)

124
조선조 제22대 임금인 정조대왕의 지극한 효심과 개혁에 대한 꿈으로 축성된 세계문화유산 수원화성을 중심으로 축제의 하이라이트인
정조대왕 능행차와 수원화성을 무대로 펼쳐지는 무예종합예술공연 등의 대규모 퍼포먼스 및 혜경궁 홍씨 진찬연 등의 재현행사 그리고
수원천 등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체험행사로 국내외 관광객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전통 문화관광 축제다.
봉수당

프로그램
개막연
정조대왕 능행차
무예브랜드공연 ‘야조’
혜경궁 홍씨 진찬연
수원등불축제 등 다수

화성
행궁

대표

11:00~12:00 혜경궁 홍씨 진찬연

낙남헌

13:00~14:00 백동수의 무과재현

복내당

11:00~18:00(일4회) 대령숙수의 궁중별미

비장청

10:00~18:00(일2회) 취재파일 김홍도의 민생보고

집사청

13:30~17:00 한의약 체험행사

유여택

17:00~18:00 정조, 음악과 이야기
14:00~14:30
장용영 수위의식

신풍루

주최 | 수원시
주관 | 수원문화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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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조대왕 능행차 오토마타 전시,
수원천 복원 변천사 특별 사진전,
K-sale Festa in Suwon(9/29~10/9),
팔달문지역 시장거리 축제(10/1~10/3)

수원천

행궁 내부

10:00~16:30 조선의 공방체험
10:00~18:00 정약용의 행궁 미스터리를 풀어라
광장연희 한마당 : 놀이마당, 체험마당, 거둥마당, 극장마당, 전통마당, 어린이 국악마당

행궁
광장

16:30~18:00
국제자매도시 전통공연

12:00~13:00 토요상설공연(전통줄타기)
18:30~19:30
정조대왕 나들이

행궁광장 남측부지

18:30~20:00
국제자매도시의 밤

12:00~13:00
정조대왕 나들이
국제자매도시 조리사 초청 음식전

2016 수원華城방문의 해

수원華城 축성 220주년 기념

2016. 12. 26.
2017년도 문화관광축제 | 문화체육관광부

방화수류정

PART3 | 수원에 취하다

개막연

수원 화성,
성곽의 꽃
소통의 울림 53년

2016. 10. 7.(금) 식전행사 19:00~19:20 | 개막연 19:30~21:00
수원화성 연무대(국궁장)

연무대 국궁터에서 3일간의 축제가 시작됐다.

제53회 수원화성문화제 대표프로그램 1

아름다운 수원화성을 배경으로 펼쳐진 개막연은 거북놀이의 풍물공연,
수원화성 축성 퍼포먼스, 영상맵핑을 시작으로 진행됐다.
이 날 개막연은 수원시민만이 아니라 국내외 자매도시 대표, 기관 단체,
관광객 1만여 명이 함께 모여 신명나는 축제의 장을 만들었다.
수원華城 축성 220주년 기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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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화성 축성 220주년을 맞아
수원화성의 진면목을 부각시키는 사업을 진행하며,
새로운 관광선진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계기를 만들겠다고
인사말을 하고 있는 염태영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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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조대왕 능행차

창덕궁 ~ 수원화성
47.6km 220년만에
모든 구간 재현

2016. 10. 8.(토) 10:00~18:00(서울구간) | 10. 9.(일) 9:00~19:00(경기구간)
창덕궁 ~ 시흥행궁(서울구간) | 시흥행궁 ~ 수원화성 연무대(경기구간)

조선 제22대 정조대왕의 효심과 꿈이 담긴

참여인원 | 190,000명 (외국인 9,880명)

을묘년(1795년) 화성원행

2016년 최초로 서울에서 수원까지
정조의 여정을 그대로 재현하는 대규모 퍼레이드

수원華城 축성 220주년 기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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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조는 백성이 억울한 일을 당하면
직접 왕에게 호소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했다.
이를 격쟁(擊錚)이라 했다.

PART3 | 수원에 취하다

2014. 11. 11.

「2016 수원화성 방문의 해」 대비 정조대왕 능행차 공동재현 검토

2014. 12.

관련기관 의견조회(서울, 경기, 안양, 의왕, 화성, 한국관광공사, 경기관광공사)

2015. 01. 22.

문화체육관광부 방문 설명

2015. 04.

「정조대왕 수원화성 행차 재연 공동사업화 방안 연구」 용역(수원시정연구원)

2015. 05.

「정조대왕 능행차 프로그램 기획 연구」 용역(서울시, 서울연구원)

2015. 06.

정조대왕 화성행차 재현 경제적 타당성 분석연구(수원시정연구원)

2015. 08.

수원-서울 공동개최 확정

2016. 02. 11.

실무부서 간담회 개최(서울시, 수원시, 수원문화재단 11명)

2016. 02. 24.

능행차 구간 탐방(사전답사)

2016. 03. 16.

경기구간 총감독 선임(곽선근-1996~2011 능행차 연시 총연출 )

2016. 3. ~ 6.

서울시관계자 업무협의(3회)

2016. 5. ~ 9.

자문위원회의 개최(3회)

2016. 08. 01.

능행차 공동재현 추진상황보고(1차)

2016. 08. 17.

안양·의왕 담당국장 간담회

2016. 08. 26.

관련기관 관계자회의(금천, 수원, 안양, 의왕, 경기구간 관할경찰서)

2016. 09. 02.

업무협약 체결(서울시·수원시·금천구)

2016. 09. 07.

교통관련기관 관계자회의(금천, 수원, 안양, 의왕, 경기구간 관할경찰서)

2016. 09. 23.

업무협약 체결(경기도·수원시·안양시·의왕시)

2016. 09. 24.

능행차 구간 현장답사(사전점검)

2016. 09. 26.

능행차 공동재현 추진상황보고(2차)

2016 수원華城방문의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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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조대왕 능행차 추진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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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2월 9일

윤2월 12일

윤2월 15일

- 묘시卯時(5~7시), 창덕궁을 떠나다.

- 인정寅正 3각三刻(4시 45분경), 현륭원 참배에 나서다.

- 진정辰正 3각三刻(8시 45분경), 귀경길에 오르다.

제53회 수원화성문화제

- 노량행궁(용양봉저정)에서 점심을 들다.

- 신시申時(15~17시), 서장대 주간 및 야간 군사훈련을 행하다.

- 진목정교에서 휴식을 갖고, 사근평행궁에서 점심을 들다.

220년 전
정조대왕 능행차
8일의 기록

윤2월 10일

- 안양교 앞에서 휴식을 갖고, 시흥행궁에 도착하다.

- 시흥행궁에서 하룻밤을 묵다.

윤2월 13일
- 진정辰正 3각三刻(8시 45분경), 봉수당에서 회갑잔치를 열다.

- 묘정卯正 3각三刻(6시 45분경), 시흥행궁을 떠나다.

- 묘시卯時(5~7시), 시흥행궁을 출발하다.

- 문성동에서 백성들의 어려움을 듣고 시혜를 베풀다.

- 사근평행궁에서 점심을 들다.
- 저녁 화성행궁에 도착하다.

윤2월 14일

- 번대방평(지금의 서울시 대방동)에서 휴식을 취하고

- 묘시卯時(5~7시), 신풍루에서 사민四民(홀아비, 과부, 고아, 자식
없는 노인)과 진민賑民 (가난한 사람)에게 쌀을 나누어 주다.

자료출처

윤2월 11일

- 진시辰時(7~9시), 낙남헌에서 양로연을 베풀다.

- 묘시卯時(5~7시), 수원 향교 대성전에 전배하다.

- 오시午時(11~13시), 방화수류정 등 수원화성을 시찰하다.

- 진시辰時(7~9시), 화성행궁에서 문무과 별시를 거행하다.

- 신시申時(15~17시), 득중정에서 활을 쏘다.

노량행궁에서 점심을 들다.
- 배다리를 건너 창덕궁에 도착하다.

- 미정未正(14시), 낙남헌에서 문무과 합격자를 발표하고 시상하다.
- 신 시申時(15~17시), 봉수당에서 회갑잔치 예행연습을 하다.

2016 수원華城방문의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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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원행을묘정리의궤를 참고하여
화성박물관에서 전시했던
‘정조 8일간의 수원행차’ 자료

윤2월 16일

132

133

낙남헌방방도

서장대성조도

봉수당진찬도

환어행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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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정조대왕 능행차
공동재현
서울 구간
창덕궁~시흥행궁

1795년 아버지 사도세자의 묘를 화성으로 옮기고 행차를
눈동자도, 산천에 피어나는 들꽃도 가슴에 안았다. 권력

창덕궁
배다리

앞에서 신하들은 편을 나눴고, 아버지 사도세자는 그런

안양/의왕 구간

수원시 구간

금천구청~지지대고개

지지대고개~연무대

2016 수원華城방문의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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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던 길, 정조는 주변을 둘러봤다. 백성들의 반짝이는

노들섬

권력의 메커니즘 속에서 힘든 생을 마감했다. 왕은 튼튼한
요새도시, 이상도시를 만들고 싶었다.
뒤주에 갇힌 지 8일 만에 죽은 아버지의 마음을 따라 걷고

시흥행궁

걸었다. 왕을 알현하려는 백성들로 거리는 인산인해였다.

안양역

6,000여명의 수행원들이 뒤따랐다. 정조는 행차 중에

의왕시청
별관사거리

연무대
수원종합운동장

꽹과리 소리가 들리면 행차를 멈추고 백성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행차 중에 해결한 민원만 3,300여건을 넘었

화성행궁 광장

다. 을묘원행은 왕실잔치가 아니라 백성들의 잔치였다.

장안문

백성들의 어려움을 헤아리고, 효의 가치를 아로새기는
잔치였다. 곧 강력한 나라를 위한 대장정이었다.
이런 뜻을 기려 창덕궁에서 수원화성까지 정조대왕
능행차를 공동 재현했다. 능행차 길목마다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90만여 명이 왕의 길을 환호했다. 수원·
서울·안양·의왕시의 협업으로 세계적인 관광축제를
만들었다.

2016년 정조대왕 능행차의 기록

47.6km

21.24km

12.8km

6.0km

7.6km

3,069명

408필

서 울 구간 참여인원 1,239명 | 말 168필

총 구간

서울시 구간

안양시 구간

의왕시 구간

수원시 구간

총 참여인원

말

경기도 구간 참여인원 1,830명 | 말 240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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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작
점

창덕궁에서
시작되는
서울/금천

연
결
점

배다리

배다리 포토존
시민배다리 체험

노들섬

수원화성
입성으로
끝나는 피날레

풍물 및 산대놀이
정재공연
정조맞이 호위무사

2016. 10. 9(일) 수원구간 (지지대고개~연무대)
수원종합운동장

시흥행궁

풍물 및 산대놀이
미음다반 퍼포먼스
정재공연
능행차 주제 전시관
시민먹거리 장터

성(城)으로 끝나는 피날레

북퍼포먼스
행렬단 내부의 취타대가 타악기, 관악기의 조화로운 소리와 정조대
왕 능행차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공연

장안문

장용영 수위의식
정조대왕의 친위부대인 장용영 군사들의 훈련 모습
파발마
황금갑옷 착장식
능행차 행렬이 수원화성에 다가올때 정조 대왕이 장안문 입성 전
황금갑옷으로 환복을 했던 모습을 재현
수원유수 정조맞이
수원 유수가 나와 정조를 맞이하는 모습을 재현

금천구청에서
시작되는
안양/의왕

길(路)에서 이어지는 브릿지

대형깃발 기접놀이, 조선백성 플래시몹

2016. 10. 9(일) 안양 / 의왕구간 (금천구청~지지대고개)
창덕궁

의왕시청별관사거리

파발마
말을 탄 군사가 정조의 안양 도착을 알리는 모습을 재현

의왕현감 정조맞이
의왕에 도착하면 의왕현감이 나와 정조를 맞이하는 모습을 재현

안양현감 정조맞이
도착 소식을 듣고 안양 현감이 나와 정조를 맞이하는 모습을 재현

왕이시여(격쟁)
백성들이 징과 꽹과리를 쳐서 억울하고 원통한 일을 왕에게 직접
호소하고 이를 왕이 해결해주는 모습을 재현

왕이시여(격쟁)
백성들이 징과 꽹과리를 쳐서 억울하고 원통한 일을 왕에게 직접
호소하고 이를 왕이 해결해주는 모습을 재현
자객대적공방전, 정조맞이 국악한마당, 만안답교놀이
나도 정조대왕(시민참여 포토존)

자객대적공방전, 남사당놀이

행궁광장

연무대

왕이시여(격쟁)
백성들이 징과 꽹과리를 쳐서 억울하고 원통한 일을 왕에게 직접 호
소하고 이를 왕이 해결해주는 모습을 재현

용 승천 퍼포먼스
정조대왕이 연무대에 도착할때 왕을 상징하는 대형 용이 정조대왕
과 함께 입장하는 퍼포먼스

자객대적공방전
백성들 사이에서 숨어있는 자객들이 행차를 하는 정조를 노려 습격
하고 그 자객들을 정조를 호위하는 장용영이 막아내는 모습을 재현
마샬아츠 공연
대동놀이
전통적인 농민의 신명풀이로서 같은 처지에 있는 억눌린 사람들이
한데 뭉쳐 행해지는 새로운 세계를 꿈꾸는 전통 공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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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10. 8(토) 서울구간 (창덕궁~시흥행궁)

창덕궁

출궁의식

도
착
점

궁(宮)에서 시작되는 스타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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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년 수원화성 역사의

새 지평을
시민들이 함께 열다

효행등을 들고 나서자, 온 세상이 빛으로 물들였다
이번 2016 수원화성 방문의 해는 웅장했다. 특히 화성문화제 능행차 규모는 화려했다. 그중에서도 가장 빛난 것은 시민들이었다.
행사가 시작하기 전부터 시민들은 효행등 캠페인에 신청하기 시작했다. 신청방법은 두 가지였다. 수원의 가장 멋진 퍼레이드
축제인 능행차 행렬을 따라가는 것과 능행차 행렬이 지나가는 거리에 등을 거는 것이다.
올해 ‘정조대왕 능행차 공동재현’ 행사는 더 특별해졌다. 출연진 3,069명이 능행차 복장을 착용하고 창덕궁을 출발해 숭례문과
장안문~화성행궁~연무대까지 2.5㎞를 효행등을 들고 시민들이 행렬의 뒤를 따랐다.
행렬을 더 빛나게 한 것은 능행차 구간 중 수원종합운동장부터 연무대까지의 약 3km 거리에 형형색색의 효행등을 달아 길을
밝힌 것이다. 이것은 정조의 화성원행 때 성안의 주민들이 문 위에 등불을 달아 환하게 밝혀 임금을 맞이했던 것에서 유래했다.
청사초롱 모양의 수원 효행등을 밝히며 능행차 행렬을 따라간 시민이 9,195명이었고, 거리에 등을 내건 법인은 1,584곳이었다. 결국
효행등으로 마음을 드러낸 시민은 1만779명이 넘었다. 1만여 명의 시민이 밝힌 효행등으로 거리는 오래도록 따뜻했고 화성행궁
길가에 매달린 효행등은 빛이었다가 매향다리에 이르러 생명이 되고, 연무대에서 사랑이 되었다.

개인

단체

일시 | 2016. 10. 9(일) 16:00~20:00

일시 | 2016. 10. 5.(수) ~ 10. 12.(수), 8일간

구간 | 수성사거리-장안문-화성행궁-연무대(2.5km)

구간 | 수성사거리-장안문-화성행궁-연무대(2.5km)

참여인원 | 10,000명
내용 | 거리공연 관람, 능행차 후미 효행등 퍼레이드

화성행궁 앞 - 팔달문(6km)
설치등 | 2,500개
내용 | 도로변 효행등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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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량행궁을 거쳐 수원 화성행궁까지 47.9㎞에 이르는 구간을 이틀 동안 행렬한 것이다. 능행차 이틀째인 9일 수성사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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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를
펼치다

그가 노력과 열정을 쏟아 붓는 동안
능행차는 재현행사가 아니라 축제가 되었다.
구경꾼이었던 시민들이 축제 속으로
들어오게 되었고,
함께 모이는 자리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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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선근
정조대왕 능행차 총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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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행차 감독직만 21년째인 곽선근씨, 한 분야에서 10년만 일해도

회견에서 카메라맨도 전통복을 입어야하고, 사전에 신청하지 않으면

그램만 가지고 행사하다보니까 다른 지자체 지역민들과의 화합이 잘

내년에는 이런거 해보고 싶어요. 정조시대 때 행렬에 동참했던 김홍도

전문가다. 하물며 20년이 넘었다. 도대체 그는 왜 능행차에 매료되었

못 들어온다고 공지했어요. 예전에는 행렬을 멈추고 사진을 찍거나

안 되었던 것이 아쉬웠어요.

화원같은 분들, 스케치하시는 분들을 배치해서 퍼레이드 하면서

을까? 정조가 한양을 떠나 수원으로 오는 길, 그 길을 왜 시민들에게

‘프레스’가 찍힌 조끼를 입고 끼어든 적도 있었거든요.

이런 문제는 지자체 단체장과 협조가 이루어져야 되고 시간이 가면서

즉석에서 그림도 그리고, 전시도 하면 어떨까 구상중이이예요.

보여주고 싶었을까? 일거리나 밥벌이로는 설명되기 힘든 부분이었다.

이런 큰 규모의 퍼레이드 예술 감독으로서의 노하우요? 일단 이 일이

잘 풀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금년에 보니까 의왕국도구간은

축제는 신경 쓸 게 많은 분야다. 의상, 소품뿐만 아니라 출연진 말의

20여 년간을 한 분야에서 일했다면, 에피소드만 들어도 1박 2일 분량일

재미있어요. 이 일을 하면서 보람과 긍지를 느끼죠. 대한민국에서 이런

차가 많이 다니는 길인데 사람들이 많이 왔더라고요. 안양구간도

건강까지 신경 써야 한다. 그러다보니 이제는 작은 것들이 눈에 띈단다.

것이다. 곽선근 감독의 언어로 인터뷰를 재구성했다.

규모의 퍼레이드를 할 수 있다는 자긍심을 갖고 있어요. 능행차는

마찬가지였고요.

사소한 작은 것들이 모여 큰 축제를 이루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위대한 축제예요. 다른 축제는 여러 번 리허설 해본다고 하는데 이건

세계 축제로 가는 첫 단추를 올해 꿰었다고 볼 수 있어요. 이 능행차

사소한 것까지 챙기는 꼼꼼함으로 이제는 축제에 대한 기록도 보완

우선 올해 능행차 재현은 대성공이라고 생각해요. 성공의 절반은

역설적으로 리허설이 필요 없는 분야라는 생각이예요. 능행차 감독은

행사가 제대로 되려면 서울과 경기도, 그리고 수원 별도의 기구가

해갈 예정이다. ‘원행을묘의궤정리’처럼 1년 동안 축제를 준비하고

홍보이고 나머지 절반은 시민의 역할이었어요. 금년에 성공할 수

현장감각과 대처능력이 뛰어나야 한다고 봐요. 갑자기 생긴 돌발

생겨서 움직여야 이 행사가 성공적으로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회의하고 정리하고 실행하는 것을 세세히 기록하려고 한다. 자료

있었던 요인 중의 하나가 SNS를 통해 아침 9시부터 저녁 8시까지

상황이 리허설로 잡히는 건 아니라고 봐요.

한 곳이라도 빠지면 하기 힘들거예요.

정리와 미팅 모습, 소품정리, 어느 단체들과 함께 일했는지 등등. 이런

생중계를 했어요. 그래서 행차가 지나가는 것을 언제 어디서든, 실

또 이 능행차가 더 빛나려면 지자체와의 협업이 더 큰 그림을 그릴 거

앞으로의 방향은요? 고증이 된 행렬은 현행대로 진행하고, 행렬 주변은

방법은 정조대왕이 가르쳐준 것이다.

시간으로 볼 수 있게끔 했어요. 생중계를 한 것이 많은 효과를 보지

라고 봐요. 올해는 특히 시 행사로 진행하던 축제를 서울과 같이

행사를 축제화 시키려고 해요. 그런 의도로 올해 시민 퍼레이드도

그가 노력과 열정을 쏟아 붓는 동안 능행차는 재현행사가 아니라

않았을까 생각해요. 이번에 홍보 효과를 많이 본 것이 사실이예요.

했잖아요. 이게 수원시 축제가 아니라 충분한 세계축제가 될 것 같아요.

기획한거고요. 정적인 능행차 축제에서 점점 능동적인 시민 참여형

축제가 되었다. 구경꾼이었던 시민들이 축제 속으로 들어오게 되었고,

또 하나 좋았던 것은 시민의식이죠. 쓰레기도 없었고 행렬 속으로

물론 아직은 아쉬운 점도 많아요. 지자체와의 협조관계에서 처음

축제로 가고 있어요. 올해 능행차가 별도로 독립되어서 행사했듯이

함께 모이는 자리가 되었다. 관람객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축제로

마구잡이로 뛰어 들어오는 사람들도 거의 없었어요.

시도를 하다보니까 교통문제는 협조가 제대로 잘 안되었어요. 다른

이제는 화성문화제와 별개로 진행할 때가 온 듯해요.

장관을 만들어냈다. 해를 거듭할수록 능행차는 흉내 내기가 아니라

이번에 행사하면서 언론관계자들도 철저히 통제했거든요. 사전 기자

지자체도 지역행사와 연계해서 했으면 좋은데 우리가 지원해준 프로

내년에는 축제위원회를 만들어서 1년을 준비해서 한다고 들었어요.

새 역사를 쓰고 있었다. 그 자리에 곽선근씨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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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경궁홍씨 진찬연

어머니에게 기쁨을
백성에게 따뜻함을
모두에게 행복한 잔치상

2016. 10. 7.(금)~10. 8.(토) 11:00~12:00 | 화성행궁 봉수당

혜경궁 홍씨 진찬연은 궁중연희의 정수를 느낄 수 있는
궁중음식과 궁중음악, 무용으로 구성된 화성행궁의 역사성이 담긴
궁중정재 공연이다. 수원화성문화제의 꽃이라고도 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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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조대왕이 어머니 혜경궁 홍씨를 위해 열었던 회갑잔치

200년 전 조선시대의 궁중잔치가 봉수당에서 펼쳐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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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행궁 내 행사장 위치도

제53회 수원화성문화제

220년 전
진찬연 기록

01 우화관
윤2월 11일 오전에
문과 별시가 거행된 곳

02 낙남헌
윤2월 11일 오전에
무과별시가 거행되고,
오후에 문무과 합격자
시상식이 행해진 곳

14일 오전에는 양로연이 베풀어졌다.
03

05

07

윤2월 13일
혜경궁의 회갑잔치가 거행된 곳

06

04 신풍루

144

윤2월 14일 아침,
백성들에게 쌀을 나누어 주던 곳

02

05 득중정
윤2월 14일 오후에 활쏘기와
매화포 불꽃놀이를 한 곳

04

01

06 장락당
혜경궁의 침소

07 복내당
정조의 침소

화성행궁은 임금님의 행차 시 거처하던 임시 궁궐로

자료출처

모두 576칸이나 되는 국내 최대의 규모로서

이 글은 원행을묘정리의궤를 참고하여
화성박물관에서 전시했던
‘정조 8일간의 수원행차’ 자료

아름다움과 웅장함이 깃들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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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막연 및 야조(夜操)
2016. 10. 8.(토) 20:00~21:00 / 10. 9.(일) 19:00~20:40
수원화성 창룡문

정조대왕의
친위부대 장용영의
야간 훈련
정조대왕의 친위부대 장용영의 야간 훈련을 마상무예의
박진감과 기예의 화려함으로 승화한 야간 공연
‘원행을묘정리의궤’에 기록된 장용영 군사의 무예를 현대적 감각으로
재현하는 종합무예퍼포먼스 ‘야조(夜操)’가 펼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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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12. 22.
한국관광의 별 | 문화체육관광부
지역전통관광 자원 부분 수상

야조(夜操)는 정조대왕께서 1795년 수원화성 행차 넷째 날,
장용영 군사들의 야간군사훈련을 역사적 사실을 토대로
무예 24기, 마상무예공연 등으로 연출한 뮤지컬이며
수원에서만 볼 수 있는 공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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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회 수원화성문화제 공연 프로그램

‘2016 수원화성 방문의 해’는 다른 지역에서 여러 차례 진행해 온 방문의 해에 피로감을 갖고 있던 관광객들의 우려를 깨고 관광객 700만 명을
돌파하는 성공을 거두었다. 수원화성의 힘이 아닐 수 없다. 이것저것 채워 넣기보다 정조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에 집중했다. 그것은 책을
좋아해서 눈병이 날 정도였던 왕이 남긴 기록을 참조했다. 슬픔이 깊은 왕은 아버지 무덤 옆 마을에서 오래도록 살고 싶었다. 왕으로 산 시간은
짧았으나 왕이 남긴 역사는 길었다. 현대로 끌어오기 위해 다큐멘터리와 드라마의 중간형태를 취했다. 백동수 무과체험이나 정조의 군대인
장용영 수위의식, 낙성연. 100년을 두 번이나 훌쩍 넘어섰지만 생생했고 아름다웠다. 모두 정조의 이야기였다.

수원華城 축성 220주년 기념

2016 수원華城방문의 해

148

149

방화수류정 달빛음악회·체험 프로그램

정조대왕 나들이

국제자매도시의 밤

백동수의 무과재현

아름다운 방화수류정과 용연의 야경을 배경으로 선보여지는 음악회 /

정조대왕과 혜경궁 홍씨의 거둥행사. 행궁을 나들이 하는 정조대왕,

수원시 자매도시 독일, 러시아, 멕시코, 중국, 일본, 한국 6개국

군사요새 화성을 위해 정조대왕이 수원지역 무사들을 등용하고자

달밤과 어울리는 전통 등만들기 체험 프로그램 운영

혜경궁 홍씨와 함께 추억을 만들 수 있는 프로그램

전통예술공연단이 펼치는 글로벌 전통예술 공연

거행했던 박진감 넘치는 무과시험을 재현

일시 | 2016. 9. 30.(금)~10. 1.(토), 10. 6(목)~10. 7(금) 18:30~19:30
장소 | 수원화성 방화수류정

일시 | 2016. 10. 6.(목)~10. 7.(금) 18:30~19:30 / 10. 8.(토) 12:00~13:00
장소 | 행궁광장

일시 | 2016. 10. 7.(금) 16:30~18:00

일시 | 2016. 10. 7.(금)~10. 9.(일) 13:00~14:00

장소 | 행궁광장 극장마당

장소 | 화성행궁 낙남헌

낙성연·효행상시상

토요상설공연(전통 줄타기)

정조, 음악과 이야기

장용영 수위의식

수원화성 완공을 축하하며 정조대왕이 백성을 위한 마음으로 만든

수원화성 축성을 기념하여 펼친 낙성연 때 펼쳐진 전통놀음 중 유네

전통, 현재, 미래를 주제로 수원화성문화제 기간에만 만날 수 있는

조선 제22대 정조대왕의 친위부대인 용맹스러운 조선의 군사 장용영

낙성연을 축제 전야에 재현

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인 줄타기를 선보이는 공연

정조 이야기와 음악 그리고 차가 어우러진 공연

군사들의 군사훈련 모습 및 직접 정조대왕을 만나볼 수 있는 수원시의
고유문화 상품

일시 | 2016. 10. 6.(목) 낙성연 19:30~20:30 / 효행상시상 20:30~21:00
장소 | 수원화성 국궁터

일시 | 2016. 10. 7.(금)~10. 8.(토) 12:00~13:00
장소 | 행궁광장 극장마당

일시 | 2016. 10. 7.(금)~10. 9.(일) 17:00~18:00

일시 | 2016. 10. 9.(일) 14:00~14:30

장소 | 화성행궁 유여택

장소 | 화성행궁 신풍루

PART3 | 수원에 취하다

제53회 수원화성문화제 참여 프로그램

구슬이 너무 많아 어떻게 꿰어야할까 고민했다. 수원 화성의 아름다움을 보여주고 싶은 방법에 대한 이야기다. 화성의 역사와 세계문화유산의
철학, 성곽 건축의 의미, 이런 가치들을 어떻게 보존하고 있는지, 어떤 과정을 거쳐 왔는지, 어떤 노력을 했는지, 어떻게 지키고 있는지. 다 보여
주고 싶었다. 또한 정조의 꿈과 이상을 이해하고 왕이 남긴 기록 속에서 지혜를 배우고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싶었다. 조선으로 시간여행을
떠날 수 있는 것들, 220년 전 어떻게 성을 쌓았는지 수라간에서는 어떤 요리를 했는지 보여주고 싶었다. 관광객들에게 자긍심을 주고 언제
든지 다시 찾아올 수 있도록 즐거움과 추억을 함께 주고 싶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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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의 공방체험

정약용의 행궁 미스터리를 풀어라

수원화성 축성체험

수원화성에서 놀자

한지공예, 구슬공예, 떡메체험, 도자기 체험 등 다양한 만들기 체험

내부궁중 한복을 입고 직접 역사 속 인물이 되어보자!

조선 최첨단 기술로 지어진 수원화성의 축성과정을 체험할 수 있는

행궁광장에서 창룡문까지 성곽을 따라 걸으며 아름다운 세계문화

정약용이 출제한 미스터리를 풀고 행궁 곳곳의 미션을 수행하는

프로그램

유산인 수원화성의 소중함을 체험하는 프로그램

일시 | 2016. 10. 7.(금)~10. 8.(토) 10:00~17:00
장소 | 행궁광장 ↔ 수원화성 창룡문

프로그램
일시 | 2016. 10. 7.(금)~10. 9.(일) 10:00~16:30
장소 | 화성행궁 중양문 일원

일시 | 2016. 10. 7.(금)~10. 9.(일) 10:00~18:00
장소 | 화성행궁

일시 | 2016. 10. 7.(금)~10. 9.(일) 10:00~18:00
장소 | 수원화성 국궁터

대령숙수의 궁중별미

연무놀이

광장연희 한마당

『원행을묘정리의궤』 속 별미도 맛보고 수라간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수원화성 동장대 내에서 진행되는 활만들기, 연만들기, 택견배우기

전통, 현재, 미래를 주제로 수원화성문화제 기간에만 만날 수 있는 정조 이야기와 음악 그리고 차가 어우러진 공연

체험해 볼 수 있는 상황극 참여 프로그램

등 무예관련 체험프로그램

놀이마당, 체험마당, 어린이국악마당, 거둥마당, 극장마당, 전통마당

일시 | 2016. 10. 7.(금)~10. 9.(일) 11:00, 13:00, 15:00, 17:00
장소 | 화성행궁 복내당

일시 | 2016. 10. 7.(금)~10. 9.(일) 10:00~18:00
장소 | 수원화성 동장대

일시 | 2016. 10. 7.(금)~10. 9.(일) 10:00~18:00
장소 | 행궁광장

PART3 | 수원에 취하다

제53회 수원화성문화제 연계 프로그램

수원에 남아 있는 역사가 화성을 한 바퀴 돌며 문화해설사의 설명을 듣고 나면 더욱 궁금했다. 버드나무를 심었다는 하천, 백성들과 과거시험
을 봤다는 행궁, 왕이 만들었다는 시장이, 수원에 남아 있는 모든 것이 관광이었다. 나라의 성덕(盛德)과 광휘(光輝)를 보는 것을 관광이라고
했다. 왕의 눈길 닿았던 하천에서 불을 밝히는 일이나 왕이 고개를 조아렸던 수원향교에서 은행나무를 보는 일이나 유상들이 북적였던 시장
골목을 돌아다니는 일은 불취무귀의 술 한 잔처럼 뜨거운 일이다. 왕의 흔적이 많은 도시에서는 모든 것이 관광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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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등불축제

정조대왕 즉위 240주년 기념 특별기획전

나눔 갤러리 투데이 클래스

팔달문 시장거리축제

정조대왕이 지휘하였던 무예24기, 정조대왕 능행차를 전통등으로

『정조 어보』, 『정조 어필』, 『화성성역의궤』 등 유물 100여점을 통해

방문객들이 직접 조선시대 인물을 종이 인형으로 제작하여 전시

서민 경제 중심인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수원시민과 상인이 함께

표현하여 수원화성의 역사이야기를 볼 수 있는 등불전시와 수원천

정조대왕의 일생과 사도세자 추숭사업을 통한 수원화성 축성배경과

하는 프로그램

하는 팔달문 시장 거리축제

을 수놓을 빛의 향연

과정, 『화성성역의궤』 간행과정 재구성

일시 | 2016. 9. 29.(목)~10.16(일) 19:30~22:00
장소 | 수원천, 원천천 일원

일시 | 2016. 10. 6.(목)~12. 4(일) 개막식 2016. 10. 6.(목) 15:00
장소 | 수원화성박물관 기획전시실

일시 | 2016. 10. 4.(화), 10. 6(목) / 전시 10. 7(금)~10. 9(일)
장소 | 나눔 갤러리

일시 | 2016. 10. 7.(금)~10. 9.(일)
장소 | 팔달문 지동교 광장 일원

정조대왕 능행차 오토마타 전시

『닥종이로 전하는 정조대왕의 효심』 기획전

한시백일장

수원전통문화관 세시풍속

시민들이 직접 제작한 『원행을묘정리의궤』의 반차도의 모습을 오토

정조행렬, 농악놀이, 궁중무용 등 닥종이 인형으로 표현하는 정조

수원향교 주관의 전국 시객(詩客)들이 모여 도포를 입고 한시를 짓는

북새통10(중양절)

마타 입체작품으로 제작하여 수원천변에 설치한 공공예술 프로젝트

대왕의 이야기

백일장

한옥에서 즐기는 전통문화

일시 | 2016. 10. 6.(목)~10. 9(일)
장소 | 수원천 일원

일시 | 2016. 10. 4.(화)~10. 10.(월)
장소 | 행궁길 갤러리

일시 | 2016. 10. 7.(금) 11:00~17:00
장소 | 수원향교

일시 | 2016. 10. 7.(금)~10. 9.(일) 11:00~17:00
장소 | 수원전통문화관

INTERVIEW 11

INTERVIEW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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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차 당일 가마에 올라

수원화성 방문의 해에 이렇게 바쁜 분도 있을까? 이번 정조대왕 능행차 연시행사에서 혜경궁

흥이 많은 시민들이

주위에서 이번 수원화성 방문의 해에서 시민의 역할에 대해 알려면 김훈동씨를 만나보는 게

행차길에 올랐다.

홍씨에 선발되어 활약했고, 대한민국 명인명품공예대전을 주최했고, 송아당 게스트하우스

능행차 행렬의 뒤를 이어

좋을 것이라는 권유가 있었다. 그는 수원화성 방문의 해 시민추진단 공동위원장이었다. 그는

창덕궁을 출발한 행렬이

주인으로서 관광객들에게 쉼터를 제공했다. 행궁동에 살고 있는 유숙자씨의 이야기다. 올해는

수원 전역에서 일어난 많은 행사와 시민들의 역할에 대해 일목요연하게 정리했다.

특히 밤을 새워들어도 끝나지 않을 이야기 중에서 혜경궁 홍씨로 지냈던 이야기를 중점적으로

자연스럽게 걸어가는 모습은

수원을 향해 오는 동안 길가에는

들어봤다.

장관이었다. 주최측만

웠다. 팔달산 서장대에서 내려다보는 수원시내는 가로수 사이로 번진 등 불빛으로 한 폭의

노인에서부터 어린아이, 일손을

“노들섬에서부터 금천구청까지 가마를 탔어요. 약 3시간 30분 정도.”

즐거워하는 행사가 아니라

정물화였다. 시민들은 수원의 효행등의 역사를 알고 있었다. 정조의 능행차 때 집 앞에 등을

멈추고 뛰어나오신 분들까지

서울시에서 혜경궁 홍씨를 찾는다는 광고를 보고 신청했고, 참가자 168명 중에서 당당히
뽑혔다. 그 후 바쁘게 정조와 관련된 책과 뮤지컬을 찾아보기 시작했다. 역사를 알게 될수록

시민들이 공감해서

사람이 끊이지 않았다.

정조와 혜경궁 홍씨에 대한 애틋함이 짙어갔다. 행차 당일 가마에 올라 행차길에 올랐다.

춤을 추기 시작했다.

혜경궁 홍씨와 눈을 마주치고,

창덕궁을 출발한 행렬이 수원을 향해 오는 동안 길가에는 노인에서부터 어린아이, 일손을

18세기의 일을 21세기로

인사하려는 사람들이었다.

멈추고 뛰어나오신 분들까지 사람이 끊이지 않았다. 혜경궁 홍씨와 눈을 마주치고, 인사하려는
사람들이었다. 궁에서의 삶이 결코 녹록치 않았던 외로운 여인을 향한 인사였다. 남편을 잃고

가져와 재현한 것이었다.

시민들이 첫 번째로 한 일은 효행등을 내 건 일이다. 화성문화제 때 거리에 내건 등은 아름다

내걸었던 백성들의 마음과 겹쳐졌다. 시민 만 여명이 참여했고, 기업이나 단체들도 힘을 보탰다.
두 번째로 한 일은 시민서포터즈로 참여한 일이다. 처음 목표는 올해를 기념하여 2016명이었
다. 1,745명이 모여 2,016명 몫을 했다. 주로 수원의 가치와 주요행사를 알렸다. 시민의 목소
리로 수원의 꿈과 미래를 널리 알렸다. 행정과 시민과의 다리 역할을 하는 시민홍보대사였다.
세 번째는 다양한 행사에 참여한 일이다. 특히 능행차 때 장안문에서의 거대한 플래시몹은 시민
참여의 의미 있는 물결이었다. 흥이 많은 시민들이 능행차 행렬의 뒤를 이어 자연스럽게 걸어

아들을 지키려고 애쓴 어머니를 향한 애절한 인사였다. 220년 전 왕 행차하는 길에도 백성들이

가는 모습은 장관이었다. 주최측만 즐거워하는 행사가 아니라 시민들이 공감해서 춤을 추기

이렇게 반겼으리라는 생각이 들었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인사를 건넸다. 4kg나 되는 가체가

시작했다. 18세기의 일을 21세기로 가져와 재현한 것이었다. 이 모습은 과거의 도시 풍경을

무거운 줄 몰랐을 정도였다. 가마에서 내려서자 210분 동안 혜경궁 홍씨로 지낸 시간보다 더

재현하는 것에 그친 것이 아니라 현대와 과거가 공존하는 모습이었다.

큰 감동이 밀려왔다. 앞으로 더 마음을 닦아 내년에도 혜경궁 홍씨로 살고 싶다는 유숙자씨,

네 번째는 시정에 참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커진 일이다. 성숙한 시민의식을 가진 시민이

그녀는 남은 삶을 전통 자수로 정조대왕의 작품을 모두 다 완성할 계획을 갖고 있었다. 바늘

많을수록 건강한 도시가 만들어졌다. 수원시민들이 주인의식을 갖고 시민 위주로 집행위원

한 땀 한 땀이 천을 통과하며 문양이 새겨지듯이 정조대왕과 혜경궁 홍씨에 대한 그녀의 사랑도

회를 결성했다. 장이 만들어지자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눴다. 그가 다시 한 줄로

시간이 갈수록 더 깊어갈 거 같은 예감이 들었다.

수원시민의 모습을 요약했다. 올해 수원시민들은 소통했고, 나눴고, 공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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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세계와
만나다

개막식 및 개막축하공연

2016 수원연극축제
2016 경기수원항공과학전
2016 대한민국 외국인 유학생 문화대축전
제9회 다문화 한가족 축제

2016 아시아모델 페스티벌 IN 수원
수원 K-POP 슈퍼 콘서트

2016 수원국제음악제

지금은 글로벌 시대다. 정치·경제·문화 등이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순간마다 활발하게 소통이 되는 지구촌 시대인 것이다.
방문의 해에서 우선 먼저 고민한 것은 무엇을 보여줄 것인가이다.

2016 수원발레축제
2016 국제 보자기 포럼

새롭게 포장하고 아름답게 꾸밀 필요도 없었다. 수원 화성의 정신과

2016 수원 재즈페스티벌

가치를 세계적으로 알리기만 하면 되는 일이었다. 그것은 수원

2016 지속가능 관광국제회의

화성의 결정체 ‘정체성’이었다. 말할 필요도 없이 그것은 가장 한국

제4회 세계인문학포럼

적인 것이 세계적이라는 말과 맞닿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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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수원화성 방문의 해

개막식 및 개막축하공연
2016 Visit Year Suwon Hwas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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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16. 1. 22(금) 17:00~20:00
장소 | 수원국민체육센터(환영리셉션) / 수원실내체육관
참여인원 | 약 4,000여명(수원시장, 국회의원, 주한 외교사절단 관계자 및 지역주민 등)
행사내용
환영리셉션 - VIP 및 내외빈 200명 환영 리셉션 (수원국민체육센터)
사전행사 - 이영숙 Soprano, 수원시립공연단 (무예24기) 공연
본 행사 - 주제 영상 : 홀로그램 미디어쇼 “빛과 성의 춤”
개막선언 : 수원시장 & 수원시의회 의장
관광특구 지정 선포식
개막축하공연 - 애니메이션 크루, 고석진의 가위치기, 코요태, 진 성, 손승연, 홍진영
B.A.P, 인순이
주최 | 수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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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으로 모인 연극인들의 꿈과 열정

2016 수원연극축제
The 20th Suwon Theatre Festiv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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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16. 5. 5(목) - 2016. 5. 8(일), 4일간
대학연극페스티벌 2016. 4. 30(토) - 2016. 5. 8(일), 9일간
장소 | 수원화성, 행궁광장, 수원화성내(공방거리, 전통시장 등),
수원SK아트리움, KBS수원아트홀 등 수원시 일원
프로그램
공식초청작 | 해외작 6개 작품, 국내작 17개 작품
연계 프로그램 | 대학연극페스티벌 12개 대학교 참여,
예술고등학교 기획공연 1개, 강연회 4회
시민참여프로그램 | 시민희곡낭독 4개 작품,
수원생활연극축제 10개 작품 등
주최 | 수원시
주관 | 수원문화재단
후원 |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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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국제연극축제는 20년째다. 성년이 된 것이다. 시행착오와 우여곡절을 거쳐서 다양한 색깔을 가지게 되었다.
어린이날(5월 5일) 시작해서 어버이날(5월 8일)에 끝나는 5월의 대표적인 축제다. 알고 보면 이 연극축제야 말로 수원화성과
깊은 관련이 있다. 수원화성 축성 2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시작한 것이며, 수원화성을 배경으로 펼쳐진다.
올해는 특히 수원 곳곳에서 축제를 즐길 수 있게 준비했다. 화성행궁, 공방거리, 전통재래시장, 수원SK아트리움, KBS수원
아트홀 등에서 연극축제가 벌어졌다. 20년 동안 국내작품, 해외작품, 시민극단 작품뿐만 아니라 대학교, 예술고등학교 연극작품
까지 폭넓게 관객을 찾아갔다. 인형극, 음악극 등 다양한 장르의 연극을 위해 천막극장도 설치되었다.
공중 퍼포먼스, 생활연극, 거리공연 등 문화공연을 보기 위해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왔다.

수원華城 축성 220주년 기념

2016 수원華城방문의 해

162

163

PART3 | 수원에 취하다

수원 최대 항공 축제, 에어쇼
16만 관중 북적북적

2016 경기수원항공과학전
Gyeonggi Suwon Airshow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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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16. 5. 7(토) ~ 5. 8(일) 09:00 ~ 17:00
장소 | 수원 공군비행장
참여인원 | 160,000명(외국인 5,000명)
프로그램
에어쇼 - 운영시간 | 09:30 ~ 16:30 / 오전, 오후 타임으로 비행구성
프로그램 | BLACKEAGLES, 민간 에어쇼팀
공중기동 - 공군 블랙이글, T-50, KT-1, C-130, CH-47 DA40(청주대), KA-32(산림
청), EA330LT(한서대), C172(한서대), 육군 수리온 헬기, SR-20(교통대),
PITSS-S2B(씨웨스트)
공군 스페이스 챌린지, 블랙이글, 항공기 탑승 체험, 드론대회, 글라이더 만들기, 항공기
장비·지상 전시, 교육과학 전시관, 항공과학사진 공모전
주최 | 수원시, 공군제10전투비행단
주관 | 수원문화재단, 경기수원항공과학전 추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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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관광은 행사나 관람하는 축제에서 함께하는 놀이로 건너가고 있었다.
놀이의 소재는 한계가 없었다. 하늘과 우주, 로켓과 위성까지였다. 항공과학 전시 및
에어쇼를 통해서 미지의 세계를 탐구하고픈 사람, 아니 한 번쯤 이 곳 아닌 저곳을 날고
싶은 꿈을 꾼 사람들이 몰려왔다.
공군10전투비행단의 스페이스챌린지대회와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의 에어쇼가
장관을 연출했다. 꿈을 꾸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늘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행글라이
더에 박수를 보내고 블랙이글 에어쇼에 휘파람을 불었다.
한 자리에서 보기 힘든 놀이였다. 교육과학 문화를 한 자리에 모아두니 스펙터클한
축제 그 자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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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최고 유학생 행사

2016 대한민국
외국인 유학생 문화대축전
2016 Foreign Students Culture Festiv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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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16년 5월 13일(금) ∼ 5월 14일(토)
장소 | 성균관대학교 자연과학캠퍼스(수원) 대운동장
참여인원 | 7,000명(외국인 2,000명)
주요내용
개막식 - 축하공연(K-STAR 라이브파워뮤직 공개방송)

13일(금) : 여자친구, 에디킴, 크나큰, 마틸다, 제이투엠, 엔소닉, 황인선
14일(토) : 외국인 유학생 OX퀴즈, 미니올림픽, 가요제(초대가수 : 밤비노)
상설프로그램 - 전통문화체험, 기업홍보관, 모의면접, 이력서 컨설팅, 출입국 법률 상담
연계프로그램 - 1박 2일 수원화성팸투어, 체험수기 및 UCC공모전
주최·주관 | 수원시
후원 | 외교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경기도,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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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시선, 하나의 스펙트럼이 되다

제9회 다문화 한가족 축제
Multicultural Unity Festiv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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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16. 5. 22(일) 10:00~16:00
장소 | 제1야외음악당

주요내용
주요행사 | 식전행사, 패션쇼, 기념식, 다문화 특별 퍼포먼스(무지개떡 행사),
세계문화체험, 다문화요리경연대회, 축하공연(밸리댄스, 버블쇼),
세계민속공연(전통줄타기 공연, 중국, 필리핀 전통공연팀, 오고무 공연)
상설행사 | 한국문화체험, 세계문화체험, 외국인주민 지원 코너, 외국인 지원기관
홍보 및 체험 부스운영, 알뜰 바자회

주최 | 수원시,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
주관 | 수원시외국인복지센터
참여기관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글로벌청소년드림센터, 이주민센터, 한국다문화교육
상담센터, 경찰서, 이주여성긴급지원수원센터, 수원YWCA, IBK기업은행,
수원시여성단체협의회 등

PART3 | 수원에 취하다

역대 최대 규모, 아시아 25개국
모델·디자이너 참여한 패션쇼

2016 아시아 모델 페스티벌
IN 수원
ASIA MODEL FESTIVAL in SUWON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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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16. 5. 19.(목) ~ 5. 22.(일)
장소 | 화성행궁, 수원화성 창룡문, 수원실내체육관, 수원제1야외음악당
참여인원 | 25,000명(외국인 1,000명)
주요내용
참가국 - 몽골, 카자흐스탄 등 5개국, 필리핀, 대한민국, 베트남, 미얀마, 인도,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태국, 대만, 싱가포르,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마카오, 홍콩, 네팔,
일본, 말레이시아, 중국
참가인기스타 - 진구, 최리, IOI, NCT, 윤균상, 곽시양, 서인영, 스누피, 오연서, 이동휘,
정일우, 홍수아 등
홈페이지 - www.amfa.or.kr
주최 | 수원시, 사단법인 한국모델협회
주관 | 사단법인 한국모델협회, 수원문화재단
후원 | 문화체육관광부, (재)한국방문의해위원회, (재)한국문화산업교류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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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최대 관람객 54,000명
글로벌 한류 콘텐츠에 열광하다

수원 K-POP 슈퍼 콘서트
SUWON K-POP SUPER CONCERT

일시 | 2016. 6. 17(금) ~ 6. 18(토) 총 2회 19:00~21:30
장소 | 수원월드컵경기장
참여인원 | 54,000명(외국인 18,000명)
주요내용

6월 17일 | Share the LOVE
K-POP의 흥과 즐거움, 그리고 사랑을 나누다
최고의 K-POP아티스트의 콜라보레이션

대장금의 촬영지로 널리 알려진 수원은 한류의 중심지였다. 2016 수원화성

샤이니(종현), 트와이스, EXID, 여자친구, 세븐틴, 에일리, 라붐, SS301, 에이프릴,

방문의 해에는 한류의 중심지답게 세계인이 사랑하는 K-POP 스타를 한 자리

다이아, 스누퍼, 오마이걸

에서 만날 수 있는 한류문화 콘서트를 준비했다. 이 슈퍼콘서트는 'LOVE &

6월 18일 | Fall in LOVE

LOVE'를 주제로 이웃에 대한 따뜻한 사랑, 수원에 대한 사랑, 한류문화를 향한

K-POP의 무한 매력에 빠지다

팬들의 열정적인 사랑을 담았다. 이 사랑은 정조의 사랑, 애민정신과 맞닿아 있어

EDM 공연과 화려한 퍼포먼스의 아이돌 공연

더 특별했다. 특히 공연장 잔디밭에는 특별석을 마련하여 해외근로자, 장애인,

EXO, 마마무, I.O.I, 피에스타, 업텐션, SS301, 크나큰, ASTRO, 헤일로, 유키스, MAP6, B.I.G

다문화가정을 초대하여 즐거운 시간을 함께 했다. 또 입장권 판매 수익금 3억
원을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수원사랑 장학재단에 기부하는 전달식을 열어

주최 | 수원시

이웃과 나누는 사랑을 실천하기도 했다.

주관 | SBS Plus, 연합뉴스, 연합뉴스TV, OBS
후원 | 한국관광공사, KEB하나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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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가 아름다운 선율을 수원에 풀어놓다

2016 수원국제음악제
SUWON INTERNATIONAL MUSIC FESTIVAL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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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16. 8. 20(토) ~ 27(토), 8일간
장소 | 수원SK아트리움, 수원제1야외음악당 등 수원시 일원
참여인원 | 15,000명(외국인 200명)
주제 | MuCom {Music + Communication} 음악을 통한 소통
프로그램
개막콘서트, 메인콘서트, 폐막콘서트 - 수원 제1야외음악당, 수원SK아트리움
호수콘서트 - 광교호수공원 마당극장
Concert in Museum - 수원시립아이파크미술관
Park Concert - 고렴공원, 반달공원, 두레뜰공원
여름밤의 가곡산책 - 수원 제1야외음악당
주최 | 수원시
주관 | (재)수원문화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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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수원국제음악제는 야외음악당에서 개최되었다. 시민들이 편하고
즐겁게 음악에게 몸을 맡겼다. 움츠려 들었던 몸과 마음이 펴지기 시작했다.
특별한 축제다. 먼 나라의 예술가들이 모였다. 부에노스아이레스, 아르헨
티나, 벨기에, 이곳에선 음악이 언어다.
금관악기, 피아노, 바이올린 악기들이 저마다 제 음을 내면 소리가 되었다가
노래가 되었다가 사랑이 되었다.
음악을 듣기 위해서는 마음의 번잡함과 높낮이가 다른 불평을 내려놓아야
했다. 그래야 우리 가슴으로 음악이 온다. 삶의 깊이를 만질 수 있다.
조지 거쉬인의 랩소디 인 블루(Rhapsody in Blue)와 차이코프스키의 교향곡

4번 F단조 작품36번이 연주되었다. 이번 수원국제음악제의 주제는 ‘음악을
통한 소통(MuCom- Music Communication)’이었다.

2016 수원華城방문의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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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이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는 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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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레, 아름다운 나눔

2016 수원발레축제

2016 수원발레축제 메인공연
발레단

개막공연 9. 2 (금)

메인공연1 9. 3(토)

메인공연2 9. 4(일)

유니버설발레단

백조의 호수 백조 파드되

해적 파드되

서울발레시어터

한여름밤의 꿈 中

한여름밤의 꿈 中

이원국발레단

돈키호테 1막 파드되

파우스트 中

호두까기인형 그랑 파드되

일시 | 2016. 9. 1(목)~ 9. 4(일)

SEO(서)발레단

파 드 카트르

Double Stop

오페라의 밤

장소 | 수원제1야외음악당

와이즈발레단

Last Exit 갈라Ⅰ 파드되

비틀즈 슈트

Last Exit 갈라Ⅱ 왈츠

Suwon Ballet Festival

지젤 파드되

2016 New You & Me - Shall we
Dance

출연 | 유니버설발레단, 서울발레시어터, 이원국 발레단, SEO(서)발레단,
와이즈발레단, 김옥련 발레단
주요내용 | 개·폐막공연, 메인공연, 발레체험교실, 횡단보도댄스, 발레전시회 등

후원 |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수원문화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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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최/주관 | 수원시/발레STP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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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화성의 아름다움을 예술로 수놓다

2016 국제 보자기 포럼
Bojagi The Living Tradition

일시 | 2016. 9. 1.(목) ~ 9. 5.(월), 5일간
개막식 2016. 9. 1.(목) 10시, 수원시립아이파크미술관 로비
강연/전시 2016. 9. 1.(목) ~ 9. 4.(일)
워크샵 2016. 9. 3.(토) ~ 9. 4.(일)
장소 | 수원시립아이파크미술관 및 행궁동 일원
참여국 | 미국, 영국, 핀란드 등 10여 개국

수원화성과 보자기는 닮은 점이 있다. 우리 곁에 있어서 귀중한 줄 몰랐던 문화유산이라는
점. 220년 동안 함께 한 화성은 성곽건축물 이상의 의미를 가지기까지는 시간이 걸렸다.

주요내용

보자기도 그렇다. 늘 옆에 있어서 옛 물건에 담긴 예술적 의미를 모르고 지냈다. 예부터

국내외 보자기 관련 전문가 초청 전시, 강연, 워크숍 등

우리 조상들은 오고 가는 물건에 예를 다하고 복을 싸둔다는 의미로 정성스럽게 수를

전시 - 전통 및 현대보자기전, 줌치전 등(6개 전시장)

놓거나 조각을 이어 붙여 보자기를 만들었다. 무엇보다 보자기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

강연 - 쌈의 미학, 나의 보자기 작업 등 전문가 강연(15명)

놓기에는 수원화성 방문의 해가 적격이었다. 국제보자기포럼은 2016년 9월 1일부터

워크숍 - 전통보자기, 전통누비 등 5개 프로그램

5일까지 수원화성 주변에서 개최되었다. 이런 저런 의미로 수원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에
게 드릴 선물전시라고 봐도 무방하다. 이번 행사에는 <보자기- 살아있는 전통, Bojagi
– The Living Tradition>이라는 주제였다. 강연, 전시, 워크샵 등 다채롭게 열렸다.
여인들의 삶이 묻어 있는 애틋한 일기장이자 눈부신 일상의 기록물인 보자기, 그 속에
담긴 수많은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었다. 이번 전시에는 미국, 영국, 프랑스,
핀란드, 네덜란드 등 국제적으로 저명한 15여 명의 강연과 해외 및 국내에서 활발히 활동
하는 150여명의 유수한 작가의 특별한 보자기가 선보였다.

주최 | 수원시
주관 | 국제보자기포럼
후원 | 문화융성위원회, 세계 속의 경기도, 경기문화재단, 경기MICE 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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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재즈계 스타 총출동, 핑크 힙합까지

2016 수원 재즈페스티벌
2016 SUWON JAZZ Festiv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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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16. 9. 9(금) ~ 9. 10(토) 16:30~21:30
장소 | 광교호수공원 야외무대(스포츠 클라이밍장 앞 잔디광장)
참여인원 | 14,000명(외국인 50명)
주요내용

9. 9(금) 1일차 - 수플러스 라틴재즈 퀸텟, 신현필 With Que Pasa, 신광웅 빅밴드,
한상원 펑크 재즈, 김희현 재즈&국악
9. 10(토) 2일차 - 한웅원 프렌즈, 쿠마파크 재즈밴드, 필윤&Friends 식스텟,
이정식 재즈밴드, 웅산 재즈밴드
주최 | 수원시
주관 | 수원문화재단, NEW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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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우리나라 최초 도시 관광 표준 인증받다

2016 지속가능
관광국제회의
Global Sustainable Tourism Conference 2016

지속 가능한 관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국제회의가 열렸다. 지속가능한 MICE 개최지의 관리
및 운영, 지속가능한 도시관광, 생태관광과 지역 기반관광 개발 등에 대해 주제 발표와 토론을
하기 위해 외국 관련 전문가 150여명, 국내 전문가 300여명이 참석했다.
이 회의에서 전문가들은 생태교통 캠페인, 생물다양성 지역 실천사업(Local Action for
지속 가능한 도시 생태계 조성을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여 온 수원시를 도시 관광의
지속가능한 도시로 인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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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odiversity, LAB), 시민 홍보활동, 주민참여 및 공동체 활성화 지원, 경제 환경 분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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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16. 10. 5.(수) ~ 8.(토)
장소 | 노보텔 앰배서더 수원
참여인원 | 600명 (외국인 100명)
주제 | 도시관광, 지속가능관광 마케팅, 지속가능 MICE, 문화유산도시
부대 프로그램
공식투어 (3일차) - 수원화성 방문 (총 88명 참석)
수원화성문화제 개막연 참석 (3일차) - 총 5명 참석
포스트투어(4일차) - [코스1] DMZ 투어 : 31명 참가
[코스2] 에버랜드, 삼성이노베이션뮤지엄 : 21명 참가
[코스3] 의료관광, 한국민속촌 : 3명 참가
[코스4] 삼성이노베이션뮤지엄 : 2명 참가
특별 전시
일정 - 2016. 10. 5(수)~7일(금)
장소 - 메인행사장 포이어(노보텔 앰배서더 수원 샴페인홀(2F) 앞 로비)
주최 | 경기도, 수원시, GSTC
주관 | 경기관광공사
후원 | 문화체육관광부, 환경부, UNWTO, 한국관광공사, (재)한국방문위원회,
(사)한국MICE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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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학 도시 수원’의 위상을 세계에 알리다

제4회 세계인문학포럼
4th World Humanities Forum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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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16. 10. 27(목) ∼ 29(토), 3일간
장소 | 아주대학교(종합관, 다산관), 경기도문화의전당, 수원SK아트리움
참여인원 | 5,066명 (외국인 170명)
주제 | 희망의 인문학(Humanities of Hope)
프로그램
- 기조강연 등 학술대회
(기조강연 3회, 분과회의 12회, 신진연구자세션 1회, 수원시세션 1회)
- 고은시인과 함께하는 문학인의 밤
- 뮤지컬 정조
- 세계문화유산 수원화성 문화투어
주최 | 교육부, 유네스코, 경기도, 수원시
주관 | 한국연구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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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제의 장을
마련하다

수원시민들이 자긍심을 갖게 되었다. 실례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수원화성 바로알기를 했다.
원래 내 주변에 있는 중요한 것을 못 느끼지 않은가.
맨날 같이 있으니까. 수원에 있는 보물을
수원 시민들이 깨달았다는 것이다.

있는 도시별로 지원하는 것이 있었다. 수원은 2~3회 도전했는데 탈락되었다. 게다가 방문의 해 사
업비도 많지 않았다. 시비로만 했다. 8월말에 TF팀이 구성됐다는 게 부끄럽다.
Q 관광상품 개발은 충분했나?
A 현재 임팩트 있는 관광 상품이 없는 실정이다. 수원화성은 2시간 둘러보고 떠나면 그만이다. 헬륨

기구, 화성어차, 벨로택시같은 다양한 탈거리를 만들어놓은 것만 해도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앞으로
관광객들의 이동 동선과 구매코스를 파악해서 관광 상품을 만들어야 한다.
Q 수원화성 방문의 해 행사 중에서 가장 좋았던 점은?

한 것이 잘된 것 같다. 정조사상 수원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서 수원 바로알기 같은 것은 수원시민으로
하여 자긍심을 느끼게 해줬다고 본다.
Q 방문의 해 행사에서 가장 아쉬운 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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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능행차 행사가 가장 잘된 것 같다. 아무래도 수원 화성문화재를 축제화해서 참여하는 방식으로

A 봄과 가을, 4월과 10월에 행사가 치중됐다. 특히 수원 K-POP 슈퍼콘서트는 아쉽다. 기획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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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서 몇 개월 만에 실행된 거다. 사실 일 년 전부터 관광 상품을 팔러 다녀야 했는데, 상품개발과
홍보가 늦었다. 이제 우리 공무원조직에도 관광 상품을 알려야 할 판매원이 필요하다. 사실 관광은
관광하는 부서에 있는 직원들은 장시간 머물게 하면서 여행사와 교류관계를 가져야한다. 여태 여행
사와 관계가 전혀 없었다. 작년부터 인바운드 여행사와 교류하면서 관광객들을 끌어다주었다. 조금
더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움직여야 했었는데 그러지 못해서 아쉬웠다. 이런 것을 서울시가 잘한다.
서울시는 시작부터 용역업체에게 주고 끝이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가 다 하려고 하니까 힘들었다.
업무 효율성에 대해 생각할 때다.

홍사준
장안구청장 | (전)문화교육국장

Q 현재 관광수원인가?
A 관광과가 작년에 만들어졌다. 125만 도시, 세계문화유산을 가진 도시로서는 수치스러운 사례다.

인구 십만 이하 지자체도 관광과가 있어서 관광세일을 하러 다니는 실정이다. 앞으로 21세기 먹거
리는 관광시장이라고 하는데 관광협회도 없다. 이제는 서로 같이 맞물려서 서포트해줘야 된다고 본다.
또 확실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곳도 필요하다. 금년이 중요한 해라고 생각한다. 전환점이다. 수원시
이제부터 시작이다.
방문의 해 준비기간에 담당국장으로 재임했다는 이유로 아쉬움 점만

때부터 조직을 구성하여 준비했더라면, 중앙부처와 국가사업으로 지정

Q 수원화성 방문의 해로 달라진 것은?

집중적으로 물었다. 지금 알고 있는 것을 그때도 알았더라면 식의

받을 수 있는지 알아봤더라면 많이 달라졌을 것이다. 2014년은 광역

A 이제 시민 참여형으로 바뀐 것이다. 수원시민들이 자긍심을 갖게 되었다. 실례로 시민들이 자발적

인터뷰였다. 구청장은 솔직했다. 인터뷰 내내 직원들에게 고마움을

단체 방문의 해(충남대전 방문의 해)가 끝나는 시점이었다. 광역단체

으로 수원화성 바로알기를 했다. 원래 내 주변에 있는 중요한 것을 못 느끼지 않은가. 맨날 같이 있으

돌렸다.

방문의 해는 광역도시별로 일 년에 한 번 만들었던 것인데, 끝남과

니까. 수원에 있는 보물을 수원 시민들이 깨달았다는 것이다.

동시에 수원이 한 번 해보자 했는데, 정부에서 그 사업을 중단했다.
Q 수원화성 방문의 해 준비에 대해?

그래서 ‘방문의 해’ 사업이라는 타이틀을 걸 수 없었고 탄력을 더 못

A 우선 아쉬운 점이 많다. 2011년부터 방문의 해 이야기가 나왔을

받았다. ‘관광의 별’이라는 명칭으로 일 년에 세 개 도시씩 성장잠재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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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문화를
보여주다

그녀가 소속된 정(精)만천하 다문화예술단은
수원지역 최초로 중국동포 및
다문화 이주여성들로 구성된 팀이다.
수원의 여러 가지 행사 때마다
중국무용, 중국악기연주 등 예술 활동으로
꾸준히 자원봉사하고 있는 팀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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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가 통하지 않는 타국에서 산다는 것은 사실 꽤 힘든 일이다.

가고 있는 추세다. 수원에 6만 명 정도의 외국인이 살고 있고, 그

“아뇨. 한국 와서 무용예술 배워서 해요. 중국전통무용. 스스로

또 하나, 정치 경제가 복잡한 절차로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할 때,

중에 80%가 중국인이다. 언어가 낯선 외국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나가서 봉사하는 게 의미 있다고 생각해요. 무용예술을 통해서

쉽게 경계를 허물 수 있는 것이 예술이다. 이 두 가지를 합하여

끼리의 정서공유로 쉽게 모임이 결성되었다. 일주일에 두 번 정도

중국문화 알려주고 있어요. 보여주는 예술이에요. 내년에는 더

따라가 보면, 왕그나씨가 있다. 수원사람 못지않게 능숙한 한국어와

모여서 춤 연습을 하기도 버거울 것이다. 하지만 연습하기 전에 자연

많이 홍보해야 되요. 내가 보고 미리 공부하는 게 중요해요. 수원

반짝거리는 눈빛으로 누구에게나 친절할 거 같은 후덕한 인상이다.

스럽게 이야기하는 시간을 통해 서로의 사정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자매도시 관계자들 초청할 때 만나지도 못했어요. 중국인들은 현지

언어가 하지 못하는 부분을 문화로, 정치가 하지 못하는 부분을

탓에 회원이 늘어가고 있다. 공연비 20% 빼고 나머지는 사비로 나눠

중국인들이 더 잘 아는데. 행사보고 그냥 갔어요. 우리가 다문화예

예술로 전파하고 있는 이주여성 중국인이다. 그녀가 소속된 정

줄만큼 투명한 재정을 공유하는 탓이다.

술단이 다리 역할 할 수 있어요. 수원갈비 어디서 먹어야 하는지,

(精)만천하 다문화예술단은 수원지역 최초로 중국동포 및 다문화

공연이 끝나면 의상과 소품들을 정리하는 것도 그녀의 몫이고 대외

전통재래시장 어디로 가는지, 중국관광객들은 잘 모르잖아요.”

이주여성들로 구성된 팀이다. 수원의 여러 가지 행사 때마다 중국

활동이나 홍보도 늘어났지만 요즘 걱정거리가 많아졌다. 수원을

수원에서 가장 좋아하는 곳이나 자주 가는 곳을 물으니 의외다. 밤에

무용, 중국악기연주 등 예술 활동으로 꾸준히 자원봉사하고 있는

다녀간 중국인들의 평가가 좋지 않기 때문이다.

수원화성 아래 공원이나 성곽에 가는 것을 좋아한단다. 거기서

팀이기도 하고, 한국과 중국의 문화교류를 통해 서로를 이어주는

“하루만 돌면 볼 게 없다고 했어요. 수원국제결혼센터에서 홈스테이

중국한복을 입고 사진 찍으면 엄청 잘나온다고 좋아한다. 중국친구

역할을 하고 있기도 하다.

했는데, 화성행궁을 가니까, 특별한 볼거리가 없다고 했어요. 공방

들이 온다면 수원 음식 중에는 한우고기를 화성어차를 소개하고

경기도 내 외국인 이주 증가율이 가장 높은 수원에서 중국과 한국의

거리는 차가 안다니면 좋은데 차도 다니고 있고... 먹거리나 예술

싶다는 수원통이다. 중국인들에게는 관광보다 쇼핑으로 다가서는

문화를 교류하는 일을 거의 수원관광사절단 수준으로 활동하고

거리 중에서 택해야 되는데 섞여 있어요. 중국 공방거리는 먹거리는

게 좋겠다는 조언도 해준다.

있다. 이렇게 열정적으로 활동하고 있지만 그전에는 수원에 대해

먹거리대로 예술거리는 예술거리만 모여 있거든요.”

정(精)만천하는 능행차 때, 중국 전통 무용단으로, 중국혼례식

서는 잘 몰랐다. 행사 때 중국어 통역을 도와주러 신청한 것이

수원관광에 대해 조언하는 것이 거의 관광분야 전문가 수준이다.

시연팀으로 두 해나 참여했다. 화려한 춤사위와 붉은 빛 공연복만으

봉사의 첫걸음이었다.

이 정도 열정과 재능이라면 중국에서도 관광분야에 종사했거나

로도 능행차 행렬을 빛내주었던 팀이었다. 그 이야기를 꺼냈더니

정만천하팀에서 현재 활동하고 있는 회원은 20명 정도, 점점 늘어

예술활동을 전문적으로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대답은 의외였다.

“화성문화제, 우리가 좋아하는 행사예요.” 덧붙이며 환히 웃었다.

PART 3
수원에 취하다

3
사람,
자연과
만나다

KBS 전국노래자랑
황구지천 생태환경축제
KBS 열린음악회
제26회 나라꽃 무궁화 전국축제

2016 유랑미랑 팔도 한마당
팔달문 지역 시장거리 축제

느리게 여행하는 법, 아름다운 풍경을 보기 위해 오래 기다리는 법,
불편을 참는 법, 여행에도 기술이 있다.
하늘, 바람, 물, 꽃, 하천, 언덕, 산길
수원이 키운 것들을 오래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수원의 가치를 알 수
있다. 수원여행의 특별한 기술이다.
수원화성 방문의 해 동안 수원이 가지고 있는 것을 조용히 펼쳐놓는
동안 벚꽃이 만개했다. 무궁화 꽃이 벙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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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대와 무대 밖이 하나 되는 착한 서바이벌 축제

KBS 전국노래자랑
수원시편
아직 바람 끝에 냉기가 느껴지는 이른 봄날, 삼월 마지막 주 토요일 오후 1시 연무대가 들썩거렸다. 구경꾼들은 무대 쪽으로는 얼씬도
할 수 없었다. 연무대 관광안내소에도 발 디딜 틈이 없었고, 미처 자리를 잡지 못한 관객들은 겨우 잔디밭에 앉아서 무대에 설치된 스피커로
만족할 수밖에 없었다. 정조대왕의 기상이 남아있는 수원화성 연무대 특설 광장에서 전국노래자랑 사전녹화가 진행됐다. 7,000명의
관람객들이 환호하고 박수쳤다. 출연자가 나올 때마다 현수막이 출렁거렸다. 예심의 열기는 더 놀라웠다. 사전 예심은 3월 24일 장안구민
회관 한누리아트홀에서 진행되었는데 600여명이 참가 신청하여 방청석이 모자랄 지경이었다. 노래 한 소절만 듣고, ‘땡’과 ‘딩동댕’으로
나뉘는 진풍경이 이어졌지만, 웃음꽃이 만발한 서바이벌 축제였다.
최종 본선에 진출한 15명의 출연자는 관람객들의 흥겨운 박수갈채 속에서 숨겨놓은 끼와 재능을 펼쳤다. 이날 28년째 진행을 맡고 있는
영원한 오빠 송해씨에게 수원양념갈비 협의회에서 수원양념갈비를 선물했고, 초대가수로는 조광조씨와 효녀가수 현숙씨 무대가 흥을
돋웠다. 아 옛날이여를 부른 경찰 듀엣, 우수상 수상, 80대 친구여 부른 노인, 장려상 김종만, 이종섭씨. 정말 좋았네를 부른 수원에서
갈빗집을 운영하시는 두 분이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일시 | 2016. 3. 26(토) 13:00 ∼ 15:30
예심 : 2016. 3. 24(목) 13:00 장안구민회관 한누리아트홀
장소 | 수원 화성 연무대(특설무대)
참여인원 | 7,000명(외국인 120명)
초대가수 | 조항조, 현숙, 박구윤, 박혜신, 윤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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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화성과 함께 즐기면 더 좋은 봄날 벚꽃놀이

황구지천 생태환경축제

수원華城 축성 220주년 기념

2016 수원華城방문의 해

198

199
일시 | 2016. 4. 16.(토)~ 17.(일)
장소 | 황구지천 및 수원산업단지 일원
주요내용
공식행사 - 내빈소개, 축사
공연 - 평양민속예술단, 시립합창단&최영빈(위키드 리틀효녀), 시립교향악단, 난타,
밸리댄스, 색소폰, 댄스, 풍물 등
생태환경 체험 - 수원청개구리, 버드나무 피리, 친환경 탈취제, 천연 비누만들기, 솟대
모빌, 나뭇잎 배띄우기, 물고기 체험, 솜사탕, 페이스 페인팅, 화전,
목련차 마시기 체험등
참여 행사 - 이색자전거 체험, 벚꽃길 걷기, 글짓기대회, 그림그리기대회
장터 운영 - 농산물 직거래 장터, 먹거리 장터, 아나바다 장터 운영
주관 | 수원시 권선구
후원 | 경기도,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권선구 단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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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행궁 광장 가득 노래가 채워졌다
만 명의 마음을 흔든 음악축제

KBS 열린음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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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16. 4. 22.(금) 19:30~21:30
※ 방송일시 : 2016. 5. 8(일) 18:00 (KBS1TV)
장소 | 화성행궁 광장(특설무대)
참여인원 | 10,000명(외국인 200명)
내용 | 인기가수 공연(KBS 방송녹화)
출연진 | MC이현주, 씨스타, 빅스, 전영록밴드, 임형주, 송소희, 태진아, 옴므, 바버렛츠,
산이, 한해, KBS관현악단, KBS예술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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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제26회
나라꽃 무궁화 전국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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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
일시 | 2016. 8. 5(금) ~ 8. 8(월) , 4일간
장소 | 수원시 화성행궁 광장(화성행궁 광장 접수처 등록)
주요내용 | 무궁화 관련 의식행사, 전시, 체험, 부대행사 등
프로그램
무궁화 콘테스트(전국 사진대회/무궁화 글짓기 대회/무궁화골든벨)
무궁화 심포지엄, 무궁화 체험, 무궁화 묘목 나누기
나라꽃 무궁화와 함께하는 여름밤 영화제
무궁화와 함께하는 반딧불이 체험(야간)
무궁화 콘서트(방송축하공연)

주최 / 주관 | 산림청 / 수원시
후원 | 행정자치부, 교육부, 농림축산식품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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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과 재미가 넘치는 특산품 대잔치가 열렸다!

2016 유랑미랑
팔도 한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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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
일시 | 2016. 9. 2.(금) ~ 9. 4.(일) 3일간 10:00∼18:00
장소 | 화성행궁 광장
참여인원 | 25,000명(외국인 400명)
행사내용
개막식 – 식전퍼레이드, 오프닝 공연, 축사, 개막퍼포먼스 주제공연
홍보부스 운영 - 테마별 4개존으로 구성(5m×5m)운영
관광정보관, 축제정보관, 특산품 교류의 장, 체험관
부대행사 – 팔도소리한마당, 팔도골든벨, 팔도스타킹, 특산품홍보
팔도현장리포터, 프리허그캠페인, 기지시줄다리기
주최 / 주관 | 수원시
후원 | 경기도, 한국관광공사, 경기관광공사
주관방송(통신)사 | 연합뉴스, 연합뉴스TV, O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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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특산품 한마당축제
햇볕과 흙과 바람과 마음이 키운 것들
수원은 오래 전부터 사통팔달의 도시였다. 많은 사람들이 드나들고 물건들이
자유롭게 교류되던 유상들의 거점도시였다. 2016 수원화성 방문의 해를
기념하여 팔도의 사람들을 불러 들였다. 팔도의 대표 특산품들을 화성행궁
한자리에 모아서 질펀한 축제를 벌였다. 유랑미랑의 뜻은 팔도의 손님들

(You)이랑 마음이 따뜻한 사람들이 사는 아름다운 마을 수원(Me, 美)이랑
함께 어울린다는 의미로 수원화성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팔도에 알리기
위해서였다.
이름에 걸맞게 전국 팔도 각지에서 다 모였다. 팔도 관광정보, 축제정보,
특산물 교류, 팔도체험 등 4개의 테마존으로 조성돼 다양한 전시와 홍보
치즈를 안고 찾아왔고, 오산시와 용인, 의왕, 포천 파주 등 경기 지역뿐만
아니라 충청도 괴산군의 유기농 농산물 절임배추, 전라도 완도의 김과 미역 등
그 지역의 햇볕과 흙과 바람과 마음이 키운 것들이 각 부스마다 펼쳐졌다.
지자체와 전문 쇼호스트의 1:1 매칭으로 대표적인 지역 특산품을 홍보하고
쇼핑몰사이트를 통해 생중계로 진행되기도 했다. 2016 수원화성 방문의 해
캐릭터 화성이와 2016 수원화성 방문의 해 홍보 부스는 연일 방문객들의
눈과 귀를 붙들었다. 9월 2일에서 4일까지 3일간 25,000명의 관광객이 다녀
갔다. 팔도의 대표적인 문화관광콘텐츠를 한자리에서 보고 즐기고 맛볼 수
있는 풍성한 축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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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스 등 80개 기관 100개 부스가 풍성하게 펼쳐졌다. 멀리 제주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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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화성 방문의 해 기간 사상 최대 방문객 기록

팔달문 지역 시장거리 축제

수원 화성 팔달문 주변에는 전통재래시장이 모여 있었다. 수원의 전통시장 22곳
중에서 절반에 가까운 시장들이 팔달문 앞에 펼쳐져 있다. 함께 모여 있으니 에너
지도 두 배, 시너지도 두 배였다.
오랜 전통을 지닌 시장답게 팔달문 시장 축제는 탄탄한 프로그램으로 관객을
모았다. 영동시장은 한복맵시대회, 못골종합시장은 시민가요제, 팔달문시장은
대학가요제를 주관했다. 상인들이 주축이 된 시장축제는 처음부터 달랐다. 규모도
했기 때문이었다. 또한 시장별로 특색을 살려 시민들과 함께 하는 프로그램을 주로
배치했기 때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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컸다. 어떻게 하면 시민들이 좋아하는지, 어떤 방식으로 운영하면 즐거운지 점검

209
일시 | 2016. 10. 1.(토)~3.(월)
장소 | 팔달문 지동교 광장 일원
프로그램
한복맵시대회, 시민가요제, 대학가요제
주최 | 수원시
주관 | 수원문화재단
후원 |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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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적으로 짧은 기간에 특화거리가 자연스럽게 조성된 건 수원이 처음이다.

210

2016 수원華城방문의 해

수원華城 축성 220주년 기념

통닭전문점이 20여개의 업체가 성업 중인데, 점점 더 늘어나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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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VIEW 15

팔달문 시장 근처에서 고소한 기름 냄새를 쫓아가보면 통닭거리가 나온다. 수원통닭은 수원
갈비와 함께 대표음식으로 올라섰다. 현재 통닭거리에는 20여개의 업체가 성업 중인데, 점점
늘어나는 추세다. 전국적으로 짧은 기간 5~6년 만에 음식테마특화거리가 자연스럽게 조성

수원의
새로운 명소,
통닭거리에서는

된 건 수원이 처음이다.
올해 통닭거리는 수원화성 방문의해 특수를 누렸다. 통닭거리가 생긴 이래로 최대 인원이 찾아
왔다. 모든 음식점들이 자리가 모자랐다. 줄을 수십 미터씩 섰다. 그렇다고 오는 손님만 맞은
건 아니다. 관광객들을 위해 팔달상인회에서는 10% 할인권을 발행했고, 직원친절교육을
마쳤고, 산뜻하게 거리도 단장했다. 물론 최고의 강점은 푸짐한 양과 친절함이었다.
여기에서 멈추지 않았다. 통닭거리를 특화시키기 위해 자발적으로 근처 상인들이 뭉쳤다. 치킨,
가구, 음식점, 중고가구 등 52군데 상가가 ‘행궁거리’ 모임을 조직했다. 사람이 모이는 곳에

한창석

시너지가 생기는 법. 모임 때마다 상가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안건이 쏟아져 나왔다. 맛있고

통닭거리

즐거운 음식문화를 위해 더 깨끗하고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거리를 위해.
수원시민은 치킨만 먹고 사나봐. 그렇게 말할 정도로 점심에도 치킨을 먹으려는 손님들이 늘어
나고 있단다. 사실 대한민국에서 치킨은 야식 이상의 의미를 가진 지 오래다. 수원화성 관광
특구지역인 통닭거리는 수원관광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올라섰다. 치맥문화라는 음식콘텐츠로
수원화성의 체험관광상품이 된지도 오래다.
한창석 대표는 수원을 대표하는 음식문화거리로 조성하기 위해 수원화성과 연계하여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는데 거점역할을 할 예정이다. 그는 이미 오래전부터 통닭뿐만 아니라 문화까지
팔고 있었다. 4,000부씩 48호까지 발간한 수원의 역사문화에 대한 소책자 ‘용성이야기’가
그것이다. 수원의 관광 상품으로 새롭게 보여줄 통닭거리 한창석대표에게 거는 기대가 큰
이유다.

INTERVIEW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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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의 기술,
착한여행,
공정여행

알고 보면 관광지로서의 수원 매력은 충분하다.
역사 문화적인 매력도 있고, 스포츠도 프로축구,
프로야구팀을 갖고 있는 곳이다.
공정여행가 입장에서 볼 때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야기가 충분한 곳이다.
원도심이 갖고 있는 아날로그 매력도 있다.
사실 수원은 보면 볼수록 신선한 여행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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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균
마이플래닛 공정여행협동조합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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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화성 방문의 해가 열린 2016년은 수원시민이 볼 때는 일 년 내내

사실 알고보면 관광지로서의 수원매력은 충분하다. 역사 문화적인

축제였다. 큰 이벤트의 연결이었다. 볼거리는 충분히 제공했다. 공정

매력도 있고 스포츠도 프로축구, 프로야구팀을 갖고 있는 곳이지

여행가인 김용균씨가 보기에는 개선해야 할 점이 많았다. 그와 짧게

않은가. 공정여행가 입장에서 볼 때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야기가

Q 공정여행을 쉽게 설명한다면?

이야기를 나눴다.

충분한 곳이다.

A 공정여행이란 지역기반, 문화적 다양성, 문화적 존중이 있는

Q 이번 방문의 해에서 시민의 역할이 부각됐다고 하던데?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 이건 중요한 문제다.

년에도 같이 또 하자고 하는 열정과 용기를 끌어줘야 한다. 어떻게
사람들을 모을까, 이런 숫자 카운팅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고 본다.

원도심이 갖고 있는 아날로그 매력도 있다. 사실 수원은 보면 볼수록

여행이어야 하고 환경적 측면도 앞으로도 살아갈 사람에게 돌려줄

신선한 여행지다.

수 있는 여행이다.

A 기본적으로 시민 참여는 많았지만, 주체적인 참여는 아니었다.

Q 행사가 많았다는 지적에 대해서 한 마디 한다면?
A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진행하는 쪽, 공급자 중심에 있는 분들이

생각이 많아서 그랬던 거 같다. 소비자, 사용자중심으로 가면 어떤
행사 어떤 축제를 할지 가닥이 잡힐 것이다.

체계적이지 않았다. 관이 다양성을 제시하고 실제행동은 시민이 하는

Q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

Q 이번 방문의 해에서는 어떤 역할을 했나?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 진행과 마무리는 행정에서 추진하는 게 맞다.

A 수원 방문할 때, 정보를 얻을 때 어떤 어려움이 있는가, 관광안내

A 포럼에 여러번 참여하지 못했다. 노보텔에서 국제회의가 열렸다.

경험도 많고 오차범위도 줄일 수 있으니까. 하지만 새로운 판을

소를 찾을 때 어떤 어려움이 있는가, 취업을 하고 싶을 때는 어떻게

지역관광을 주제로 한 관광회의였다. 수원에 살고 있는 지역 분들과도

만들어 시작하려고 할 때는 민간이 잘 들어올 수 있도록 협의해서

해야 하나. 이런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한다.

관광에 대해 이야기하는 장이 되어야 하는데 아쉽게도 수원 지역에

했으면 좋겠다.

이 질문에서 출발하면 좋겠다. 어디로 갈까? 어디서 쉴까? 어디서

대한 내용은 빠져 있었다. 이 회의는 국제회의유치라는 것에 무게

먹을까? 체험은 어디에서 할까? 수요자가 원하는 여행을 체크해서

중심이 실려 있었다. 그 점이 아쉬웠다.

Q 가장 잘한 일은?
A 지역축제로써의 한계를 능행차를 서울과 함께 선으로 연결한 것은

잘한 일이다.
Q 마지막으로 관광수원의 가능성에 대해 말한다면?

Q 현재 수원관광의 현주소를 짚어본다면?

보여주면 좋겠다. 이제 관광, 여행이 바뀌고 있다. 사용자가 직접

A 제가 볼 때 수원이라는 곳은 지방도 아니고 서울도 아니다. 이 말은

여행을 선택하는 단계로 가고 있다. 수원을 여행지로 정했을 때 유저

Q 관광수원으로 가려는 전환점이다.

이때 점을 놓고 생각하면 된다. 그 다음 점과 점을 연결하면 루트,

지방과 서울은 분명한 색깔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여행지로서

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한다. 정보취득단계 → 교통이용단계

A 시민들이 주체적인 참여할 수 있도록 장을 열어놔야 한다. 이번

루트와 루트가 만나면 라인이 된다. 여기에 뭔가 더 이야기를 넣으면

선택하기 쉽지 않다는 말이다. 하지만 먼 지방 사람들에게는 수도권의

→ 서비스 이용하는 단계 → 경험하고 기억하는 단계를 하나의 라이

2016 수원화성 방문의 해가 수원의 관광베이스를 확립하고, 체질

존이 형성된다. 그러면 입체적이 된다. 수원은 이미 많은 것이 형성

매력이라는 특색을 갖고 있는 곳이다.

프투어사이클로 보고, 추진하는 곳에서는 고민하고 생각하는 작업

개선을 하는 쪽이라면, 올해 행사에 참여한 사람들이 내년에도 내후

되어 있다.

A 수요자가 원하는 것을 체크해서 제시할 수 있다는 곳이 수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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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원화성과
함께 살다

성곽네트워크

수원, 화성과 함께 살다

성곽
네트워크

세계문화유산 문화유적지를 늘 가까이에서 보는
동네사람끼리 만나면 어떨까. 만나서 문화재구역에
사는 사람들의 하소연이나 불평불만을 툭 터놓고
들어보면 어떨까, 모여서 밥이나 한 번 먹자.
성곽네트워크는 그렇게 시작되었다.
이번 모임의 주제는 ‘우리가 문화유산이다’였다.
한양도성 사람, 남한산성 사람, 화성행궁 사람들이
만났다. 집수리를 하려고 해도 고도제한에 걸리고
담장 보수를 하려고 해도 문화재보호법이
신경 쓰이는 사람들이 모이자, 이야기가 끝이 없었다.

준비하는 사람들의 이야기 안에서 공감대와 정체성
이라는 말이 자주 나왔다. 문화재 안내를 하거나 문화
재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진 주민들이 대부분이었다.
대부분 성곽 사람들은 터를 잡고 백 년 이상씩 살아온
동네 사람들이었고, 그들의 정서는 이웃과 함께
하는 거였다. 친근한 성곽사람들은 만난 지 몇 시간
만에 성의 역사적, 문화적 가치에 대해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성곽마을이 안고 있는 현재의 문제에 대해
어떻게 접근해야 되고, 앞으로 문제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 지에 대해서도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성곽마을의 가치와 미래는 주민이 직접 연구하고
스스로 기획하는 과정에서 얻어질 거라는 의견도
나왔다. 성곽마을은 성곽근처에 근거지를 둔
사람들의 공동체가 아니라 미래자산으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곳이라는 이야기에는 박수가
터져 나왔다. 그중에 단연 관심거리는
수원화성의 아름다운 가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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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문화유산에 이미 등재한 지역의 사람들과 등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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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도성,
남한산성,
수원화성이
만나다

서울 명륜동 혜화동, 경기도 광주시 남한산성면, 수원시 팔달구 행궁동, 이
세 마을은 서울에서 40킬로쯤 떨어진 곳에 있는 행정구역이 서로 다른 마을
이다. 세 마을사람들이 모여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 공통점은 하나였다.
성곽도시에 살고 있다는 것! 성안 사람들이라는 것! 성안마을, 성곽도시에서
살아가는 이야기를 하나 둘씩 꺼내자마자 서로 공감하기 시작했다. 역사와
스토리, 숨은 가치들을 찾고 더 나아가 재생이니 발굴 같은 전문적인 분야를
연구하는 학자들과는 달랐다.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인생의 중요한
시점마다 성(城)이 등장했고, 그곳에서 꿈을 꾸고 있었고, 아직도 성(城)을
사랑하고 지켜내고 있었다.

일시 | 10월 21일 금요일
장소 | 화홍갤러리 (수원시 팔달구 행궁동 소재)
내용
‘마을꽃이 피다! 제5회 수원마을축제’의 일환으로 진행
문화재보호구역 내 거주민으로 겪는 각종 제약과 불편함을 공유하고,
세계문화유산을 이해하며 마을의 지속 가능 발전 방향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함께 교환하는 자리
주최 | 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
주관 | 수원KYC, 행궁동마을만들기협의회

2016 수원華城방문의 해

수원華城 축성 220주년 기념

218

성안 사람들의 이야기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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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남을
주선하다

서울, 광주, 수원. 거리는 떨어져 있어도,
인생의 절반이상을
성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성(城)을 사랑하고
지켜내고자 하는 사람들이었고,
성에 대한 자긍심으로
안내자 역할을 자원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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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YC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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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궁 골목길이 왁자지껄했다. 한양도성, 남한산성에 사는 사람들이

기에 서로 놀랬다. “신기하게도 경기도 광주, 서울, 수원, 모두 큰

야기를 시작하자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성과 함께 살아

에서 반응이 왔다. 소개팅을 한 거지 사귀려고 한 것은 아닌데

수원화성으로 나들이를 한 날이었다. 서울 명륜, 혜화동 사람,

도시에 사는 사람들인데도 기본이 한 곳에서 몇 대째 이어오고

가는 사람들이 요즘 당면하고 있는 핫이슈가 바로 ‘재생사업’이다.

최융선씨가 고개를 갸웃거렸다. 최근에는 세계문화유산 인증할

경기도 광주시 남한산성면 사람, 수원시 행궁동 사람들의 발길이

있더라고요. 일단 마을에 오래된 학교가 있었어요. 처지가 비슷

역사도심인 혜화동은 큰 길 안쪽으로는 대형 프랜차이즈 식당이나

때 시민의 참여도를 본다고 했다. 우리 주변의 유물 유적이 박제된

닿은 곳은 ‘성곽네트워크’ 모임 자리였다.

했어요. 묘한 재미가 있더라고요. 어릴 때 성에서 놀았던 기억도

카페가 못 들어오며 성곽을 낀 명륜동 구릉지는 건물 최고 높이가

것이 아니라 시민과 어떻게 호흡하고 있는가를 보기 시작한 것이다.

‘학술포럼’ 행사가 행정이 주도한 행사였다면, ‘성곽네트워크’는

비슷했어요.” 성(城) 근처에서 사는 일이 뒷산을 배경으로 사는 일과

10ｍ로 제한되는 대신 주차장 요건이 대폭 완화되었다. 혜화동

시민들이 어떻게 이용하고 활용하고 보존하는가가 중요한 척도가

성곽 주변에 사는 시민들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시민이 제안한 행사

다르지 않을 거라고 여겼다. 그가 궁금한 건 사람들의 생각이었다.

주거지는 주거환경 보호를 위해 대형휴게소·일반음식점을 제한

된다고 했다.

였다. 규모도 작고 참석인원도 많지 않은 상황이지만, 네트워크라는

성안마을에 사는 건 우선 제약이 많았다. 그래서 지자체가 선택한

했다. 명륜길·혜화로·창경궁로와 같은 큰길가 외에는 대형

거리는 떨어져 있어도, 성과 인생의 절반 이상을 살아가는 사람

말이 잘 어울리는 모임을 주선한 최융선씨를 만났다.

정책에 따라 마을이 심하게 요동쳤다. 당연히 갈등이 많았고 최근

프랜차이즈 카페와 빵집 등이 들어올 수 없도록 했다. 또한 성곽마을

들의 공통점을 확인했다. 그들은 성을 사랑하고 지켜내고자 하는

“세계문화유산은 좋다는데. 뭐가 좋지? 이런 질문을 했죠? 전국에

에는 전문가들이 많이 돌아다녔다. 성곽도시에 사는 일이 연구대

노후 저층주택 밀집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주택 수리비

사람들이었고, 성에 대한 자긍심으로 안내자 역할을 자원하고 있

성이 많지만 마을을 끼고 있는 성은 많지 않아요. 도심에 있으며 초등

상이 된 것이었다.

융자와 CCTV와 과속방지턱 등 골목환경시스템 구축, 대학생 주거

었다. “다시 만나더라도 동네 사람들과 만나고 싶어요. 다른 의도는

학교나 행정기관이 있는 곳은 서울, 수원, 성남 정도죠.”

최근에 성곽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면서 명칭이 바꿨다. 얼마 전까지

네트워크 구축 지원하고 있었다.

싫어요. 주제와 아이템이 좋다고, 행정이나 연구자들이 받아 가면

그는 성곽도시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동병상련이 있다는 걸 알고

한양 도성은 ‘서울 성곽’이라 했다. 문화재청이 전국 문화재 명칭을

수원 행궁동도 2016 수원화성 방문의 해에 문화관광특구가 되었다.

이런 순순한 네트워크가 오래 가지 않더라고요.”

있었다. 먼저 동병(同病). 문화재보호구역에 사는 사람들과 갈등

바꾸면서 2011년 ‘서울 한양 도성’으로 명칭을 바꾸었다. 화성도

새로운 전환기에 들어선 셈이다. 명륜, 혜화동이 개인의 삶을 보호

결국 그는 자신의 궁금증을 위해서 만나자고 제안했다가 성곽도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많았다. 성의 높다란 벽만큼 제약과 규제도

수원화성으로 이름을 바꿨다. 이름만 바뀌는 게 아니라 삶의 터전과

하기 위해 다양한 장치를 마련했다면, 행궁동은 관광지역으로

시사람들과 깊은 인연을 맺기 시작했다. 또 네트워크가 마련될 모양

만만치 않게 삶을 축소시켰던 터라 단번에 털어내긴 쉽지 않다는

여건도 흔들리고 있는 실정이었다.

변화될 예정이었다. 이런저런 이유로 모임자체는 ‘반짝’ 이벤트는

이었다. 옛 정서를 고스란히 갖고 있는 성곽 안 주민들의 삶의 흔적과

것까지. 다음은 상련(相憐). 한 번 만났으나 오래 만난 듯한 분위

‘성곽네트워크’에서 재생이 삶의 질인가라는 주제를 던져놓고 이

될 수 없었다. 성곽사람들이 만난다니까 도시 재생, 도시연계 이런 쪽

전통이 새로운 도시공동체문화를 만들어갈 예정이었다.

INTERVIEW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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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곽예술의
매력에
빠지다

아일랜드의 성(城)은 대부분
오래된 켈트족이 살았던 집의 형태죠.
수원화성처럼 군사적인 요새는 별로 없어요.
수원은 역사가 깊은 장소라는 것을 알았어요.
역사를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
역사가 있기 때문에
많은 의미가 있는 도시라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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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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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수원화성 방문의 해를 외국인들은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는지,

환상적인 경관을 볼 수 있어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싶었다. 영국인 크리스는 우리가 미처 알지

Q 사실 화성에서 택시 타기는 힘들어요. 문화재보호구역이어서

정류장이 좀 멀어요. 화성 주변, 다른 곳에도 가봤나요?

Q 그러면 수원생활이 힘들겠어요?
A 아니에요. 저에겐 수원은 집 같은 곳이에요. 밀라노, 방콕, 바르셀

못하는 점을, 우리가 느끼지 못했던 불편한 점들을 나직한 목소리로

Q 올해는 수원화성 방문의 해인데요. 참여해본 프로그램이 있나요?

A 화성행궁 근처 골목에서 페스티벌을 하고 있더라고요. 아, 통닭거리

로나와는 또 다른 도시에요. 관광도시이지만 수원은 홈 시티예요.

말해주었다. 아직 한국어는 서툴렀지만 인터뷰 내내 크리스는 수원의

A 올해 개인적으로 바쁜 한 해였어요. 한국어를 배우려고 대학교

축제라고 했어요. 치맥이 영국에는 없어요. 영국 치킨집에서는 맥주를

오사카나 서울은 관광이 잘 되어 있는 곳이지만 소속감은 느끼기

에서 열심히 공부했어요. 수원화성 방문의 해라는 것을 알고 있었

안 팔아요. 치킨과 맥주를 함께 먹는 건 코리언 스타일이죠. 영국식은

어려운데 수원은 달라요.

어요. 홍보물을 봤어요. 창룡문 쪽 연무대 국궁장에서 활쏘기도

따로 따로 먹어요. 와인디너는 있지만, 저는 따로 먹는 게 좋아요. 같이

Q 수원 화성을 본 첫 느낌을 말해주세요.

했어요. 능행차를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TV에서 봤어요. 멋진 퍼레

먹어서 다음날 힘들었어요.

A 수원화성은 대략 4~5차례 다녀온 걸로 기억되는데요. 저에게

이드였어요.

매력에 대해 이야기했다.

성(城)은 낯설지 않은 곳이에요. 제가 한국에 오기 전까지 살았던 아일
Q 크리스가 살던 곳에도 수원화성 같은 세계문화유산이 있어요?

살았던 집의 형태지죠. 수원화성처럼 군사적인 요새는 별로 없어요.

A 예, 저는 아일랜드도 자이언트 코즈웨이라고 불리는 유네스코

수원은 역사가 깊은 장소라는 거를 알았어요. 역사를 많이 가지고 있다

세계 문화유산이 있습니다. 아일랜드 북부 해안에 위치한 이 섬은

는 것, 역사가 있기 때문에 많은 의미가 있는 도시라는 거죠.

고대 화산 분출로 인해 생긴 독특한 바위가 있어 제주도와 비슷해요.

Q 매번 갈 때마다 느낌이 달랐다고 하는데, 수원화성을 소개한다면?

있을까요?
Q 음식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수원음식 중에 최고를 꼽으라면?

랜드도 성(城)이 많아요. 아일랜드의 성은 대부분 오래된 켈트족이

Q 수원화성에 갔을 때의 힘든 점이 있었나요?

Q 거의 수원맨이네요. 수원을 내세울 수 있는 다른 대표상품이

A 갈비 맛있어요. 영통과 수원역 근처에서 먹었어요. 갈비&비어는

너무 좋아요. 순대도 먹어봤어요. 족발도 먹어봤어요. 하지만 순대

A 축구 있잖아요? 수원FC 경기를 보러 다녀요. 수원 역사 못지않게

좋아해요. 올해 한국어 공부하느라 바쁘지만 않았어도 경기를 많이
보러 갔을 텐데, 아쉬워요.

보다는 갈비, 치킨보다는 갈비에요.
이야기를 나눌수록 공감대가 많았다. 한국과 아일랜드과의 거리는
Q 앞으로 돈 많이 벌어야겠어요. 갈비 많이 먹으려면. 하하, 수원에서

9,033km이었다. 성(城)이라는 화제로 3,600여 리 떨어진 사람과 편안

관광할 때 가장 힘든 점은 뭐에요?

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셈이었다. 수원화성은 크리스에게 잊을

A 2~3번 갔어요, 여러 계절에 걸쳐 갔어요. 꽃 피는 화성의 봄, 그

A 지하철이 없어서 불편했어요. 버스보다는 지하철이 외국인에게는

A 언어장벽이 가장 커요. 의사소통이 안 돼요. 길을 잃거나 정보를

아름다운 풍경에 매료되었어요. 올해는 가을에 갔는데 너무 좋아요.

편해요. 문화유적지와 연결되는 지하철이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얻어야 할 때, 도움 받을 수 있는 곳이 많지 않아요. 물어볼 곳도

가을의 성곽길은 정말 좋았어요. 야간에는 성곽을 따라 조심스럽게

들었고요, 외국인으로서는 화성 여행하기가 힘들었어요. 실제로 화성

없어요. 화성 안내소도 눈에 띄지 않아요. 명동 같은 경우는 안내소가

배치된 불빛이 성벽을 밝게 비추어 요새가 실제로 살아 있는 것 같은

근처에서 택시 타기가 힘들어요. 밤에는 특히 택시 정류장이 별로

많아요.

아름다움을 보여줘요. 야간에 성벽을 걸어 다니면 도시 전역에서

없어서 어디로 가야할지 모르겠어요.

수 없는 추억이 될 모양이었다. 그리고 이제 한국여자와 결혼할
예정이었다.
이제 수원은 진짜 크리스의 집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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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안마을에
살아요

일본인들을 감동시키는 것이 있단다.
일본인이 다시 찾게 하는 수원의 매력은 음식이었다.
의외의 답변이다. 특히 한식에 감동받는단다.
먼저 반찬 가짓수에 감동받고,
다양한 맛에 감동받는다고,
마지막으로 음식을 대접하는 주인의
정성에 놀라워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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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가와 아이
일본·공방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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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하는 남자와 결혼해 행궁동 사람으로 산 지 벌써 10년이 되어가는

분위기에 매료되었단다. 수원으로 여행 온 일본인들이 일본어 간판을

현재 일본인들에게 수원은 서울구경한 다음 경유지로 오는 곳이라고

그러면, 그녀는 친절하게 도와준다. 그녀는 수원에 사는 10년 동안

일본인 이시가와 아이. 워낙 차분하고 조용한 편인 그녀는 남편과

보고 발걸음을 멈춘단다. 하루에 2~5명 정도 외국인들도 공방문을

설명했다. 방문의 해라고 해서 책자에 소개되어 있기도 하지만, 수원은

동네에서 일본어 회화를 가르쳐보기도 하고, 여성회관에서 강좌를

함께 가죽공방을 꾸려간다. 화서문로 생태교통마을 공방길에 가면

두드린다고. 알고 보면 민간사절단이다. 특히 가게 안까지 들어와

관광지로서는 불편한 점이 많단다. 교통정보도 친절하지 않고, 다양한

듣기도 했다. 행궁동청년회 회원들과 함께 봄이면 소풍도 가고 배드

그녀는 유명하다. 그녀 이름이 가게 이름인 탓에 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수원여행의 난감한 경험담을 털어놓는 일본인들을 볼 때는 여러 가지

차편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지 않고, 표지판도 잘못되어 있고, 일본어가

민턴을 치기도 하고, 술자리에 자주 참여해 동네 사람들과 정을 쌓았

얼굴은 몰라도 그녀 이름은 알고 있기 때문이다.

감정이 든다고 한다. 감정표현이 적은 일본인들이기에 그들이 털어

잘 통하지 않기 때문에 힘들어 한단다. 특히 수원화성을 여행하고

다. 또 동네에서 벼룩시장이 열리면 언제든지 자신이 만든 소품들을

한국에 오면서부터 수원화성 옆 동네에서 쭉 살았다. 집에서 몇 분만

놓는 이야기들은 곱씹어보게 된다는 이시가와 아이. 택시기사와

수원역으로 갈 때 많이 힘들단다.

가지고 좌판을 열었다. 점심시간 때 음식솜씨가 좋은 이시가와가

걸으면 화성행궁이다. 외국인이 성안마을에서 산다면 뭔가 다른 것을

요금 시비가 붙어 불쾌했던 중년남자, 퇴직 후 자유여행으로 수원을

그런데 교통편도 불편하고 안내소도 찾기 힘든데, 일본인들을 감동

일본음식을 싸오면 금세 바닥이 났다.

느끼지 않을까?

택했는데, 생각보다 길찾기가 힘들어 난감한 경험을 겪은 일본인부부,

시키는 것이 있단다. 일본인이 다시 찾게 하는 수원의 매력은 음식이

맛은 통역이 필요한 것이 아니었다. 낯선 나라에서 겪는 당혹감이나

“그냥 좋아요. 수원화성은 좋아요. 수원 사람이 좋아요.” 대답이 단답형

겨우 시간을 내서 어떤 행사장에 갔는데 아무런 예고 없이 행사 연기

었다. 의외의 답변이다. 특히 한식에 감동받는단다. 먼저 반찬 가짓수에

불안, 언어가 미처 채우지 못한 간격을 음식이 채우고 있음을 보여주

이다. 한국말이 익숙하지 않은 그녀는 한국어를 빼놓고는 수원생활이

팻말만 붙어 있는 것을 보고 속상했다는 연수생.

감동받고 다양한 맛에 감동받는다고, 마지막으로 음식을 대접하는

었다. 어쩌면 정갈하고 맛깔스런 음식이야말로 최고의 관광상품이

익숙하다. 그녀의 고향은 도쿄에서 자동차로 30분 정도 걸리는 소도시

이제 그녀의 일터는 일본인 뿐만 아니라 외국인 여행자들의 솔직한

주인의 정성에 놀라워한다고.

될 수 있음을 이시가와가 보여주고 있는 듯했다.

란다. 별로 특색이 없는 소도시에서 자란 탓에 수원화성의 고즈넉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곳이 되었다.

“가끔 여행지에서 답답한 일을 겪으면 일본어를 보고 가게에 와요.”

화홍문과 동북각루

2016 수원화성 방문의 해에서 수원이 보여준 것은 단순한 관광이 아니었다.
자유로운 관광을 위한 여유로운 시간과 공간, 즉 문화를 보여줬다.
수원을 지탱하고 있는 역사적 가치를 보여줬다. 앞으로도 단순히 즐기고 가는 여행이 아니라
긴 시간 동안 함께 할 핵심가치들을 보여줄 것이다. 오래도록 지켜갈 아름다운 유산을 보여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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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수원의
이정표를 세우다

1

지도를 다시 그리다

관광도시의

준비한
사람들을
만나다

기초를 다지다

한 해 동안 축제를 준비한 사람들은 공통점이 있었다. 2016 수원

도시 이미지를 가꾸다

일과 사람을 연결하다

화성 방문의 해를 위해, 그 화려한 축제를 위해 일상을 반납하고
열정과 에너지를 쏟은 점. 누구보다 방문의 해 사업을 위해 즐겼다는 점.
혹시 성과와 스포트라이트를 한 몸에 받을까 조심하고 다른 직원의
고생이 묻힐까 주저한 점. 무엇보다 흥미를 끈 건 비하인드 스토리
였다.

축제 이야기로
꽃을 피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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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한
사람들을
만나다

얼마나 매력적인 도시를 만드는 것이냐는 것이죠.

01

도시의 매력은 그 도시를 가보고 싶다고 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관광이란 그 안의 스토리가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그리고 하나의 동선이 패턴으로 되는 것입니다.

2016 수원화성 방문의 해의 시작과 끝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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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제1부시장 김동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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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수원의
이정표를
세우다

Q. 수원화성 방문의 해의 성과를 먼저 말씀해주세요.

토리를 보고 움직인다고 할 때, 올해 방문의 해는 화제가 되

제일 먼저 꼽고 싶은 것은 수원화성의 가치를 시민들이 공유

고 이야깃거리가 되었습니다. 수원관광의 디딤길이 되었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올해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것입니다. 구체적인 수치로도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작년

지 20년 되는 해이며 수원화성 축성 220년 되는 해입니다. 수

에 비해서 올해 상반기 때, 잠정적으로 관광객의 수가 80% 늘

원화성은 축성 때부터 동서양의 최고의 기술이 접목된 곳이

어났다고 봅니다. 하반기는 체감하건대 120% 늘었다고 봅니

었습니다. 당시의 최고의 실용적인 합리적인 정신이 투영된

다. 사실은 그동안 관광객 카운트하는 것이 덜 정확했습니다.

곳입니다. 우리나라 역사에서 최고의 르네상스라고 하는 정

올해 수원화성 방문의 해 관광인프라 중에서 통계 내는 부분,

조시대 사람들의 생각이 성리학에 잡혀 있을 때 생긴 변화입

소프트뱅크, 통계를 객관화시키려 노력했습니다. 예를 들면

니다. 실사구시의 사상을 눈으로 볼 수 있는 실물로 보여주는

박물관, 미술관의 관람객 수와 주요거점 행사의 관광객 수를

것이 수원화성입니다.

통계를 냈습니다.

도시의 매력은 그 도시를 가보고 싶다는 것으로 나타난다

수원사람들의 자부심이 높아가고 있다

두 번째로는 현재 도시의 경제력에 대한 것입니다. 얼마나 매

세 번째로 좀 긴 시간으로 보면 수원사람들이 자기 지역의 자

력적인 도시를 만드는 것이냐는 것이죠. 도시의 매력은 그 도

부심이 높아가고 있느냐, 우리 수원시의 잠재력이 무엇인지

시를 가보고 싶다고 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관광이란 그 안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저는 가치관, 정체성이 높아가고 있

의 스토리가 어떻게 사람들을 끌어들인 후 하나의 동선이 패

다고 보는데요. 많이 좋아졌다고 하면 안 믿잖아요? 이것부

턴으로 되는 것입니다. 관광은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하

터 행정이 체계화하자고 했어요. 수치로 나타났습니다. 초기

나는 여행사를 통한 패키지 관광이고, 또 하나는 자발적인 여

역점사업이 통계를 객관화하는 작업이었어요.

행이 있습니다. 패키지는 동선이 바뀌는 게 늦습니다. 계약
에 의해 되니까요. 현재 자발적인 여행 즉 개인관광의 수가

도시의 얼굴이 바뀌고 있다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개인관광은 결국 그 도시의 매력 스

네 번째로 도시의 얼굴을 바꾸고 싶었습니다. 수원에 들어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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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관 프로그램을 정조와 맞춰서 깊이 공부할 수 있게 했습니

많은 분들이 참여할 줄 몰랐습니다. 시민들의 참여로 이뤄진

데요. 여태까지는 서울에서 둘러보고 그 외 지방을 가는 패턴

봅니다. 이렇게 바꾸기 위해 연초부터 내부 교육프로그램을

다. 올해 수원화성 방문의 해 첫 행사를 수원화성의 가치, 정

것들이 많았어요. 방문의 해를 통해서 자부심을 느낀 분들을

이었지요. 이제는 한국에 왔을 때 한국 거점이 어디냐 할 때

많이 했습니다. 음식점의 메뉴판, 앞치마 등 수원화성 방문의

체성을 주제로 한 학술 포럼으로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는 관

많이 봤습니다. 그런 분들이 도시를 바꿔가는 거죠. 도시의

그 중심을 수원에 두고 싶습니다. 중국인 관광객들이 왔을 때

해를 통해서 우리 위상이 바뀌고 있습니다. 이제 선순환 사

광포럼, 세 번째 날에는 일반 행사, 그리고 오픈 행사를 했습

얼굴을 바꾸는 것은 시민의 얼굴을 바꾸는 일입니다. 베란다

제일 많이 가는 곳은 민속촌, 에버랜드, 임진각에 입니다. 남

이클을 탈거라고 생각합니다. 내 주변이 조금씩 달라지는 것

니다. 이 순서를 짤 때 고민했습니다. 학술포럼이라는 게 지

에 꽃을 두거나 버스정류장에 지저분한 것이 있을 때, 문제제

이섬, 백화점, 화장품 사러 설화수 매장도 갑니다. 이런 시설

을 보게 될 겁니다.

방에서는 안 먹히는 행사니까요. 서울에서나 먹히는 거다, 이

기하고 이런 것을 통해 바꿔간다고 생각합니다. 수원은 어쨌

들과 수원은 지리적으로 가까이 있습니다.

런 생각했습니다. 결과는 대회의장에 500명이 꽉 찼습니다.

든 수원화성이 코어가 되어서 살려야 되는데 시는 관광특구

올해 단번에 바꾸기는 역부족입니다. 패키지여행은 관광회

Q. 지자체 이름과 문화재를 내걸고, 처음으로 방문의 해를 했습

왜 성공했을까요?

로 만들었습니다. 관광특구는 잘 아시겠지만 정부에서는 특

사, 여행사들의 계약에 의해 이뤄진 것입니다. 올해 중국에서

니다. 수원화성 콘텐츠 개발은 적절했나요?

그것은 수원화성이라는 분명한 콘텐츠가 있어서입니다. 사

구라는 명칭을 주는 거고, 특구를 살리는 것은 그곳에 사는

홍보했습니다. 패턴을 바꾸는 일을 지속적으로 할 것입니다.

올해 새롭게 도입한 프로그램은 두 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습

람들을 불러 모은다! 우리 지역을 알린다! 인프라를 만든다!

사람들의 아이디어입니다. 법에서 획기적으로 규제를 푸는

니다. 기존 프로그램을 심화한 것, 이번에 새롭게 도입한 것

그것이 아니고, 수원화성의 가치를 자리매김하고 싶었고 수

건 아니지만 특구 안에 들어오는 순간 도로의 표지판, 가로

긴 시간 말씀 감사합니다. 수원화성 방문의 해를 한 마디로 정

심화한 프로그램 중에 대표적인 것은 1박 2일의 능행차 행렬

원정체성을 높여가는 것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이번 기회를

등, 디자인이 달라질 수 있을 겁니다. 특구 안에 들어왔구나

리해주세요

입니다. 진찬연에 맞춰서 거의 그대로 복원했습니다. 이것을

통해 관광인프라 구축 그리고 우리 잔치합니다로 순서를 정

하는 느낌을 가지는 거죠. 몇 년을 거쳐 지속적으로 바꿔지고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수원에 화성이 있다는 것을 전세계

몇 차례 하게 되면 세계 무형문화재로 등재될 가능성도 높고

했습니다.

지속적인 브랜딩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겠죠.

에 더 적극적으로 알리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손꼽을 프로그램이 될 것입니다.

홍보효과도 컸습니다. 계속 이슈화했고 언론과 함께 가려고

우리나라의 외국관광객의 패턴을 살펴보면 70%가 중국인인

작년에 능행차 행사를 할 때 장안문에서부터 걸어왔습니다.

했습니다. 올해부터 2018년까지 ‘한국방문의 해’라는 거 아시

그때는 길거리 사람들의 표정이 거의 동원된 사람의 표정이

나요? 모르죠. ‘2016 수원화성 방문의 해’라는 건 압니다. ‘한

었습니다. 행차가 지나고 나면 사람들이 빠지고 적극적으로

국 방문의 해’인 거 모르는데? ‘2016 수원화성 방문의 해’는 안

참가하는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이번에는 자발적으로 참여

다는 거죠. 전국 주요행사에 참여했어요. 작년부터 현수막부

하고 환호성도 질렀습니다. 자발적인 참여는 연등을 통해 자

터 전단지까지 수원시민들이 각자 영역 속에서 시간이 되는

기를 알리는 일이었습니다.

한 여력이 되는 한 참여했어요.

수원화성 방문의 해 홍보를 접하고 나서 수원화성의 가치를
이제는 깊이 들여다볼 만 한 거 아니야? 능행차를 1박 2일

Q. 시민들의 반응 위주로 인터뷰하고 있는데요, 이제부터 관광

그대로 복원한대! 내가 한 번 가서 봐야 의미 있는 거 아니

의 도시로 바뀔 거 같다고. 이야기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야? 이렇게 능동적인 참여를 끌어들일 수 있는 기재가 되었

후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는 조직으로 뒷받침할겁니다. 업무

다고 봅니다. 한 번 성공했기 때문에 앞으로 더 나아질 거라

분석을 통해 인력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분석을 해보겠습니

고 봅니다.

다. 지속적으로 끌어가기 위해 수원시 행정조직 외에 수원시
투자기관에 의해 움직여지는 기관이 필요할 겁니다. 별도의

프로그램의 차별화

관광공사를 설치하기는 어렵지만 문화재단과 연계하는 일은

또 수원 K-POP 슈퍼콘서트, 아시아모델 페스티벌, 열린 음

하려고 합니다.

악회, 수원항공과학전, 전국노래자랑을 통해서 사람들을 끌
어 모을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올해 다 보여줬습니다. 일 년

Q. 시민이 앞서가는 방문의 해를 하겠다고 했는데 시민은 어느

에 한두 개 하기도 어려운 행사입니다. 올해 다 새롭게 했습

정도 역할을 했습니까?

니다.

시민들이 능동적으로 기획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자기 영

수원이 가지고 있는 인프라를 활용한 프로그램과 박물관, 미

역을 가지고 참여했습니다. 예를 들면 사진전을 할 때 그렇게

2016 수원華城방문의 해

수원華城 축성 220주년 기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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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한
사람들을
만나다

02

2016 수원華城방문의 해

수원華城 축성 220주년 기념

역사유적도시에서 관광도시로

지도를
다시 그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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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제가 끝나고 난 후 잘잘못을 꺼내고 다시 반성모드로 가는

리 행렬 속에 외국인들도 눈에 많이 띄더라고요. 능행차 행렬

평가회의식 인터뷰는 난감하다. 그와 반대로 낙관적인 성적

을 따라 시민들이 효행등을 들고 따라가는 데, 그 전에는 능

표를 받아든 실무책임자와의 인터뷰는 기대 이상의 에피소

행차 행사 보고 집에 가지 않았나요? 이번엔 연무대 야조를

드가 넘쳐난다. 아직 드러나지 않았지만 곧 미래가 될 이야기

보러가는 풍경이 장관이었어요. 화성문화제의 하이라이트였

를 먼저 듣는 재미도 쏠쏠하다.

어요. 새로운 거리축제의 장을 수원에서 새로운 거리이정표
를 만들어 놓은 셈이죠.”

먼저 성과를 물었다. 성과라고 했지만 속뜻으로는 방문의 해

문화체육교육국장 이상훈

를 진행하면서 어떤 변화를 느끼느냐, 어떻게 보고 있느냐

모범답안이라 좀 더 속내를 듣고 싶었다. 능행차야 50여 년간

를 포괄하는 질문이었다. 이상훈 국장은 간결하게 정리했다.

이어온 수원의 대표 축제이고 노하우와 연륜으로도 평작 이

“첫 번째로 업그레이드 된 것은 능행차 행렬입니다. 이번 방

상의 평점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닌가, 관광수원으로 가기 위

문의 해의 최고 성과는 능행차에요. 다른 것보다 관람객들이

해 어떤 기반이 닦여지고 있는지 궁금했다.

많이 왔어요. 가슴이 벅찰 정도였어요. 물론 서울에서부터 출

“올해는 하드웨어 부분에서는 관광기틀을 마련한 해였습니

발했으니까, 볼거리도 많았고, 홍보도 많이 된 상태였죠. 거

다. 헬륨기구, 화성어차 순환형, 벨로택시로 수원화성 성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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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상당부분 해소될 전망이었다. 야조의 정기공연소식은 반

호스텔이 리모델링 중입니다. 축제는 언제든 할 수 있지만 관

가웠다. 야조는 1795년 윤2월 정조대왕이 친위부대 장용영

광인프라 구축은 쉽지 않습니다. 올해 수원은 관광인프라 구

군사들의 야간군사훈련을 직접 지휘한 것을 재현한 공연이

축하는 해이면서 전 세계로 수원을 홍보하는 해였습니다. 사

었다. 문화체육부 지정 ‘한국 관광의 별’에도 선정되었을 뿐

실 수원의 관광 인프라가 엄청납니다. 우리가 못 느끼는 겁니

아니라 음악, 무술, 연극이 어우러진 종합공연예술이라고 입

다. 광교호수공원, 삼성전자 등 2018년에 켄벤션센터가 완공

소문이 난 상태였지만 화성문화제 기간에만 공연하는 게 흠

되면 국제회의 유치가능해질 것이고, 그러면 국제관광도시

이었다.

로 나아갈 것입니다.”

내년엔 야간공연만큼 야간에 독특한 볼거리가 또 생길 전망

내년에 거는 기대는 남달랐다. 내년에는 더 알찬 능행차 연시

이었다. 미디어 파사드(Media facade)라는 종합예술이 수원

를 위해 ‘범시민 참여추진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고, 축제를

의 밤을 화려하게 수놓을 예정이었다. 문체부에서 미디어파

멋지게 해낼 ‘범시민 축제준비위원회’도 결성하여 시민 중에

사드 활용 지자체로 선정되었다고 했다. 미디어파사드는 건

서 대표를 뽑고 사무국도 만들고, 1년 동안 준비할 수 있게 할

축물 외면의 가장 중심을 가리키는 ‘파사드(Facade)’와 ‘미디

예정이란다. 모금문제도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창구도

어(Media)’의 합성어로, 건물 외벽 등에 LED 조명을 설치해

만들고, 능행차에 참여하고 싶은 시민들이 자유롭게 참여할

미디어 기능을 구현하는 것이며 조명·영상·정보기술(IT)

수 있는 통로 또한 설치할 예정이었다. 시민과 함께 기획단계

을 결합한 21세기 건축의 새 트렌드라고 했다.

부터 의견을 모을 예정이란다. 아울러 능행차의 시상제를 더

인터뷰 내내 활기찼다. 그동안의 수원의 분위기가 역사문화

확대할 생각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유적 도시답게 고즈넉했다면 내년부터는 화려하고 아름다운

그동안 아쉬움으로 지적된 상설공연장 문제도 해결방안을

기류로 바뀔 예정이었다. 축제는 한 몸이 되는 것이 최고의

마련했단다. 공방거리 쪽 공터에 정조상설공연장이 그 중 하

경지였다. 무대 따로 관객 따로가 아니라 저절로 하나가 되는

나였다. 프로그램도 이미 상설화된 장용영 교대의식, 정조대

상태. 올해 2016 수원화성 방문의 해를 통해 수많은 축제와

왕 거둥행사와 함께 연무대에는 야조를 상설 공연하겠다고

행사를 통해 사람들의 마음과 마음이 이어진 것을 확인했다.

했다. 정조와 관련된 야조공연이 정기적으로 열린다면 늘 콘

관광객에게 줄 수 있는 편안함과 안전과 자유로움 위에 친절

텐츠가 부족하다고 스토리텔링이 약하다고 지적받았던 부분

이 얹힌다면 멋진 관광도시 수원이 될 것이 분명했다.

올해 수원은 관광인프라 구축하는 해이면서
전 세계로 수원을 홍보하는 해였습니다.
사실 수원의 관광 인프라가 엄청납니다.
우리가 못 느끼는 겁니다. 광교호수공원, 삼성전자 등,

2018년에 켄벤션센터가 완공되면
국제회의 유치가능해질 것이고,
그러면 국제관광도시로 나아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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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나고 회의하고 설득하는 과정을 거쳐

2015년 2월 관광과가 신설되면서 2016년 12월까지 만 2년 동안 그는 많은 일을 치렀다. 수원관광의 첫 그림을
그리는 일과 수원화성 방문의 해 사업을 동시에 진행했다. 책임이 무거웠던 만큼 부담감도 컸다. 도시 방문의 해
도 아니고 수원화성 방문의 해라니, 대기업 삼성은 알아도 수원은 모르는 상황이었다.

수원시 관광과장 김병태

2016 수원화성 방문의 해에서 가장 역점을 둔 것은 어떤 기반

2015년도에는 수원을 국내외에 알릴 수 있는 콘텐츠, 기반조

으로 어떻게 공감대를 불러 일으킬까였다. 무엇보다도 관광

성을 위해 협력기관을 찾아다녔다. 경기도에서 주관하고 있

객들이 찾아오고 싶은 수원으로 만들어야 했다. 부족한 콘텐

던 항공전이 여러 가지 사정으로 연기될 상황이라는 것을 알

츠를 어떻게 할까 걱정에 머리카락이 빠질 지경이었다. 우선

고 수원으로 유치하기 위해 담당자들을 만났다. 수원항공과

관광과를 세 팀으로 나누어 TF팀은 축제부분 업무, 관광산업

학전은 청소년들에게 꿈을 줄 수 있는 콘텐츠였다. 10월에 사

팀은 마이스(MICE)와 관련된 박람회나 행사업무를, 관광정

천 항공전이 있어서 인력과 예산이 없다며 난색을 표하는 공

책팀은 정책 기반을 만들어 갔다.

군을 설득했다. 어렵게 공군의 승낙으로 예산 편성했을 때의

팀이 정비된 후 그는 본격적으로 발로 뛰었다. 사무실에만 앉

기쁨은 말할 수 없을 정도였다. 대단원의 막을 내린 능행차재

아서 일하는 스타일이 아니었다. 관광은 어려운 분야였다. 협

현행사도 마찬가지였다. 서울시장과 수원 시장은 서로 연계

업해야 할 게 많은 부서였고 무엇보다 협업이 중요한 파트였

했지만, 서울시쪽 담당 부서가 정해지지 않아서 업무추진속

다. 매번 디테일한 협업을 요구했고, 행사가 많은 만큼 업무

도가 더뎠다. 수원시와 커다란 축제를 같이 만들어보자고 할

협조도 원활하지 않은 편이었다. 제일 힘든 점은 전혀 인과관

수 있다고 협조를 요청했다.

계 없는 사람들을 만나 의견을 조율하는 것이었다.

또 경쟁력이 있는 관광상품 모델페스티벌을 유치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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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났을 때도 보상 문제도 준비해 놓았고 언제나 타고 내릴

개최의사를 밝혀 유치 경쟁 상태였다. 모델협회측과 다시 만

수 있도록 관광객의 입장에서 안전하게 준비했다.

나 이야기하고, 수원화성 배경으로 아름다운 대회를 만들자

헬륨기구 유치는 더 어려웠다. 헬륨기구를 수원하늘에 띄우

고 동남아에 알리자고 이해를 구했다.

는데도 거쳐야 할 장애물이 많았다. 우선 헬륨기구가 뜰 경

2015년이 콘텐츠개발을 위해 뛰었다면 2016년도에는 지속가

우 세계문화유산이 작아 보인다는 이유를 댔다. 대형풍선이

능 관광도시 기반 만들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 먹거리, 볼

뜨니까 시야를 가려서 수원화성 보는 걸 저해시킨다는 게 두

거리, 탈거리, 잘거리 등 기반조성을 위해 노력을 쏟아 부었

번째 거절 이유였다. 그는 다시 면밀하게 자료를 준비했다.

다. 농어촌공사개발공사가 완주로 이주한 후 비어 있던 공간

드론으로 수원화성을 촬영해서 사진을 제시했다. 낮에 봐도

이 눈에 들어왔다. 그 곳은 300명 정도 잘 수 있는 숙박시설

멋진 풍경이었지만 밤의 야경은 수원화성의 멋을 더 보여준

로는 안성맞춤이었다. 체류형 관광으로 가기 위해서는 꼭 필

다고 설득했다. 만약 민원이 들어오면 운행하지 않겠다고 가

요한 공간이었다. 그 일도 쉽지 않았다. 그 공간을 숙박시설

이드라인도 설정했다. 이번에도 정성과 노력은 통했다. 이

로 이용하려면 중앙투자심사를 거쳐야 했다. 경제적으로 타

제 헬륨기구 플라잉수원은 수원을 대표할 수 있는 랜드마크

당성 있느냐, 발전가능성 있느냐, 문제제기가 되었고 한 때

가 됐다. 수원화성의 야경을 볼 수 있는 특별한 체험기구로

보류되는 어려움에 처하기도 했다. 거기서 물러서지 않고 조

입소문이 났다.

건부라도 해달라고 설득했다. 성공이었다. 내년 상반기에는

수원관광에 대한 평가도 우수했다. 그의 노력에 대한 경사도

300명 정도 관광객을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할 수 있는 숙박

뒤따랐다. 수원화성 방문의 해를 진행하면서 관광도시로서

시설이 문을 열게 되었다.

의 수원의 매뉴얼을 개발하여, 지속가능도시 표준인증을 받

탈거리 화성어차도 수원화성 방문의 해를 위해 새롭게 정비

는 쾌거를 달성했다. 유엔 산하 기관인 국제지속가능위원회

했다. 그동안 운행하던 화성어차는 도로로 나올 수 없는 상황

에서 이제까지는 세계관광지나 호텔을 인증했는데 관광지가

이었다. 관광객들에게 수원화성에서의 즐거운 추억을 위해

아니라 도시 전체에 인증해준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다. 지난

국토안전부를 찾아가 교통운행규제를 풀었다. 도로로 운행

해 수원문화제의 피날레를 장식하는 야조공연이 관광의 별

할 수 있도록 자동차로 등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달라고 설

에 선정되었고, 수원화성 방문의 해의 추진과정에서 보여준

득했다. 결국 화성어차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자동차로 등록

관광도시로의 역량은 안보역사관광지 특화지구로 선정되는

된 유기기구가 되었다. 디자인과 이름도 바꿨다. 정조의 아

기쁨도 누렸다. 관광도시로의 진입로에서 묵묵히 일한 김병

들 순종이 타고 다니던 가마를 모티브로 하여 열차를 새롭게

태 과장의 일 스타일이 빛나는 순간이었다.

디자인했고 화성열차에서 화성어차로 이름도 바꿨다. 안전

어려운 과제가 주어질 때마다 직원들의 아이디어를 받아들이고, 안 되는 일은 없다라는 소신으로 일을 추진했다.
그리고 수원만의 관광콘텐츠를 개발하고, 더 즐기고, 더 체류할 수 있는 상품을 만들어 문화관광도시로 나아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 발로 뛰는 그의 일스타일이 관광도시로 가기위한 획기적인 역할을 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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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2016 수원화성 방문의 해 TF팀 이일희 TF팀장

방문의 해 사업을 2012년부터 점진적으로 추진하였다고 하

체에서는 방문의 해 사업을 추진한 바는 있으나 지자체인 수

지만 당시 문화관광과에서 1~2명의 담당자가 그 일을 해왔고

원시는 처음 추진하는 사업이었다. 타이틀만 보더라도 추상

2016년 2월 관광과 신설 후에는 2명의 담당자가 그 일을 전담

적이고 광범위하다는 느낌을 받았다. 수원화성 방문의 해라

했다. 조직 특성상 순환보직제다 보니 담당자가 여러 번 바뀌

고 하니 수원시와 화성시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혼

고, 전담기구가 아니라 이일저일 함께 추진하다 보니 쉽사리

동하는 사람도 많았다. 세계문화유산 수원화성을 잘 모르는

가시적인 성과를 내는 것이 쉬운 일만은 아니었다. 혼자 할

부산, 대구, 광주 등 타 지역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 전담조직이 꼭 필요한 일이었다. 담

것이다. 수원과 화성은 연접해 있고 2010 대충청 방문의 해(

당부서만의 일이 아니라 전부서가 분야별로 역할을 분담하

대전, 충남, 충북), 2013 부울경 방문의 해(부산, 울산, 경남)와

고 시민이 동참해야 하는 일이었다.

같이 예전에 연접 광역단체간에 공동으로 추진한 사례가 있

늦은 감이 있지만 다행히 2015년 8월 26일 하반기 정기인사

어 착각할 수도 있는 일이었다. 일부 수원시민과 언론에서도

와 맞물려 2016 수원화성 방문의 해 사업의 가속화를 위한

수원화성을 방문하자는 캠페인인지, 세계문화유산 수원화성

전담조직인 TF팀이 꾸려졌다. 수원문화재단 파견직원 2명을

을 방문하자는 건지 혼선이 초래된다며 많은 지적을 했다.

포함해 본청, 사업소, 구청 등에서 선발한 총 9명의 직원들로

수원화성 축성 200주년이 되던 해인 1996년에 수원화성 축성

구성됐다. 본인 또한 2015년 2월 관광과 창설멤버로 관광개

200주년 기념사업을 대대적으로 전개했다. 수원화성을 세계

발팀 소관업무를 해오다 방문의 해 TF팀 업무를 맡게 됐다.

문화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한 제반활동, 시민이 주축이 되어

사무실은 시청 별관 2층 귀빈실로 사용하던 약 7평 정도의 공

화성행궁 복원사업 전개, 소규모로 진행되어오던 정조대왕

간이었다. 관광업무는 일반 민원이나 법적업무와는 약간은

능행차 재현을 규모 있게 시작한 일 등 크고 작은 굵직한 사

다르다. 시간이 필요한 업무다. 비즈니스 업무다. 관광시장

업을 많이 했다.

의 흐름과 현상을 이해하는 노하우가 필요한 업무다.

그 후 20년이 지난 2016년은 세계문화유산 수원화성 축성

TF팀으로 발령받은 직원들 대다수는 관광업무를 처음 접해

220주년이 되는 해다. 따라서 이 뜻 깊은 해를 맞아 지역방문

본 상태였다. 더구나 시정 주요 역점시책인 방문의 해 사업

이 아닌 세계문화유산 수원화성을 방문하자는 캠페인이 방

을 담당한다니 긴장과 부담이 앞섰다. ‘불과 4개월 남짓 후면

문의 해 사업이다. 궁극적으로는 국내외 많은 관광객을 수원

방문의 해가 시작된다.’ 그때만 해도 시기적으로 2016년 사업

화성에 오게 하는 일이다.

비가 완전히 확정된 게 아니라서 구체적 사업계획은 미확정

2016 수원華城방문의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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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였다. 내적으로는 총괄 계획을 일부 보완, 변경하고 예산

수원에 온 사람들을 잘 맞이하는 일이다. 세부적으로는 방

확보에 전력을 다해야 했던 시기였다. 외적환경은 수원화성

문의 해 붐업 조성, 관광객 수용태세 개선, 관광콘텐츠 및 인

방문의 해 인지도가 매우 미약한 분위기로 붐을 막 일으켜야

프라 구축, 특별한 메가이벤트를 통한 외래 관광객 유치다.

하는 시점이었다. 새로운 업무를 접해야 하는 직원들의 마음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편의상 기획총괄팀과

은 조급할 뿐이었다. 어느 부서, 어느 업무든 처음부터 실적

홍보팀 두 개의 팀으로 나눴다. 9월 한 달간은 자료를 보완

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직원 모두 결속하고 다짐했다. 업무연

하고 신규 사업들을 반영한 종합계획을 최종 확정하는데 정

찬 및 공유차원에서 직원간 회의도 자주 열었다. 늘 바쁜 하

열을 다했다.

루 일과였다. 많은 사람들이 TF팀 사무실을 찾았다. 사업을

단위 사업별 2016년 예산확보도 함께 챙겼다. 동시에 붐업조

제안하고자 하는 분들, 정보를 수집하고자 하는 분들 참 많은

성 및 인지도 향상을 위해 홍보활동에 주력했다. 시 산하 전

분들을 만났다. 때로는 어려운 일이기도 했지만 많은 분들을

부서 및 시 산하 기관, 단체 대상 추진상황 보고회 등을 통해

만날 수 있어 행복하기도 했다.

조직내부의 관심제고에 힘썼다.

2016년 수원화성 방문의 해 사업의 궁극적 목표는 크게 세 가

관광표지판 정비, 노후안내소 개·보수, 음식 및 숙박업소 외

지다. 수원을 알리는 일, 수원에 많은 사람들이 오게 하는 일

국인 수용태세 개선, 교통안내체계 개선, 친절운동전개, 깨끗

PART4 | 또 다른 시작

한 일인데, 일부 메가톤급 아이돌 가수들은 출연여부를 미리

세와 방문의 해 붐업 조성을 위한 역할 등을 발굴토록 하고 추

확정해 주지 않는 게 문제였다.

진상황을 지속 관리해 나갔다.

서울-수원 정조대왕 능행차 재현은 성공적이었다. 2일간

김동근 제1부시장님은 하반기 내내 분야별로 주기적 그룹회

47.6km의 완편재현은 수도권을 하나로 연결하는 대한민국

의를 통해 업무를 점검하고 챙겨주셨다. 국, 과장님 또한 매

최대 왕실 퍼레이드의 이정표를 남겼다. 지자체간 협업한 성

일 업무진행 상황을 체크하는 등 견인차 역할을 해 주셨다.

공모델 축제다. 능행차가 세계무형유산 등재의 가능성을 보

그렇기에 사업계획도 업무체계도 점차 모양이 갖춰졌다. 시

여주었다. 이틀간 관람객만 해도 100여만 명에 이르렀다. 더

민 및 전 국민 공감대 형성 및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활동으

의미 있는 일도 있었다. 능행차와 연계한 시민 참여행사였다.

로 수원시내 주요 육교부터 홍보현판과 선전탑을 곳곳에 설

효행등 밝히기 캠페인을 통해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

치했다. 시 산하 공직자 및 시민대상 사업계획 설명회도 지속

어냈다. 1만여 명의 시민과 2,500여개의 단체가 참여했다. 기

실시했다. 홍보우표, 배지, 캐릭터, 각종 홍보용품, 포스터 등

부금만 해도 2억2천여만 원이 모금됐다.

많은 홍보물을 제작해서 붐 조성에 활용했다.

시민 참여형 축제의 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였다. 참여시민

전 국민 홍보를 위해서 경부고속도로와 서해안 고속도로변

들도 뿌듯해 하며 수원시민으로서의 자부심을 느꼈다.

에 대형 야립광고도 설치했다. 용산역, 부산역, 대구역, 대전

방문의 해 사업을 추진하면서 TF팀원들 모두 늘 마음은 무

역사에 홍보현판을 설치했다. 전국 주요 지하철 광고와 수도

겁고 살얼음판을 걷는 듯 했다. 그러나 성공적으로 개최되었

권 광역버스에 외벽광고도 함께 추진했다. 1,745명의 시민 서

다는 평가를 받았다. 720여만의 관광객이 수원을 방문하였

포터즈 발대식도 가졌다. 전국 자전거 홍보투어도 실시했다.

다니 가슴 뿌듯한 일이었다. 매 축제마다 날씨가 좋았다. 단

서울 명동을 시작으로 전국 40여개 도시 66개 지역을 순회하

하루도 비가 온 적도 없었고 단 한건의 사고도 없었다. 하늘

는 전국 투어도 실시했다. 홍보활동에 시민사회단체, 서포터

도 도운 셈이다.

즈, 자원봉사자 등 각계각층에서 동참했다. 11월과 12월 약 2

지난 2017년 1월 9일 정기인사로 TF팀이 이제 해단했다.

달 동안은 TF팀 직원 모두 휴일도 반납하고 1개 팀은 강원도

2016 수원화성 방문의 해 TF팀에서 좋은 직원들과 함께 좋

로 또 다른 팀은 대구로 향했다.

은 경험을 했다. 서로 밀어주고 당겨주고 서로 격려하고 응원

2016년은 시 산하 전 부서에서 많은 특별 이벤트를 추진했

하는 직장 공동체였다. 김수정 팀장, 정재림 팀장, 변영호 팀

다. TF팀에서도 1월 개막주간행사(수원화성 축성 학술대회,

장, 김하회 팀장, 김혜영 주무관, 김일환 주무관, 박기남 주무

관광포럼, 축하공연)를 시작으로 3월 전국노래자랑, 4월 KBS

관, 김근우 주무관, 유하정 주무관, 이은미 직원, 수원문화재

열린음악회, 5월 경기수원항공과학전, 아시아모델페스티벌

단 소속 이기혁 차장, 이선형 주임... 돌이켜 보면 아쉬운 점

IN 수원, 6월 수원 K-POP 슈퍼콘서트, 8월 능행차 학술포럼,

도 많았다. 지금 시작한다면 더 잘 할 수 있을 텐데!! 라는 생

9월 유랑미랑 팔도한마당, 10월 서울-수원 정조대왕 능행차

각이다. 평가는 우리의 몫이 아니라 언론이나 시민의 여론이

수원에 많은 사람들이 오게 하는 일,

재현 행사 등을 통해 많은 국내외 관광객을 수원에 유치하는

정답이다. 방문의 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2016

수원에 온 사람들을 잘 맞이하는 일이다.

데 정열을 다했다.

년은 수원관광 발전을 위한 도약의 원년이었다.

우여곡절도 많았다. 경기수원항공과학전은 성공적으로 행사

수원관광의 100년 대계를 향해 정진할 것을 약속드리며 함께

를 치렀으나 준비기간 부족, 언론의 부정적 의혹 그리고 시의

참여해 주신 위대한 수원시민 여러분!! 부족하지만 늘 우리들

회로부터 경기도 예산을 제때 확보하지 못함에 따른 많은 질

을 격려 해주시던 염태영 수원시장님, 간부공직자님!! 사업을

타도 받았다. 수원 K-POP 슈퍼콘서트는 출연진 확정이 지연

함께 수행하고 도와주신 수원문화재단 임직원 여러분!! 총 감

됨에 따라 당초 목표한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곤혹을 치렀다.

독자로 나침반 역할을 해주신 김종구 경기일보 논설실장님!!

출연진이 최소 3개월 전에는 확정되어야 해외 마케팅이 가능

동고동락한 관광과 동료 직원 모두에게 감사드린다.

2016 수원華城방문의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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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을 알리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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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한
사람들을

수원화성 방문의 해에서 올해를 뜨겁게 보낸 사람을 꼽는다면,

만나다

주저하지 않고 TF팀의 정재림씨를 추천하는 분들이 많았다.

05

그녀의 이야기를 들을수록 해박한 지식에 놀라고, 실무능력에 놀라고,
그 많은 일을 처리해낸 체력에 놀랐다.

도시 이미지를
가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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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수원화성 방문의 해 TF팀 정재림

2016 수원화성 방문의 해인 올해를 뜨겁게 보낸 사람을 꼽는

그녀의 몸 고생, 마음고생이 눈에 잡힐 듯했다. 이제는 거의

다면 주저하지 않고 TF팀의 정재림씨를 추천하는 분들이 많

홍보의 달인급이라고 했다. 4단 접기 홍보물은 잘 만들기로

았다. 그녀의 이야기를 들을수록 해박한 지식과 실무능력과

소문이 났을 정도였다. “홍보에는 우선순위가 없었어요. 붐

그 많은 일을 빠르게 처리해낸 체력에 놀랐다. 먼저 어떻게

업조성이 안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몸으로 뛰었어요. 할 수 있

관광업무를 맡게 되었는지 예전부터 이런 쪽에 관심이 있었

는 방법은 다양하게 다 쓴 거 같아요. 다른 지자체보다는 활

는지 궁금했다.

발하게 했다고 자부할 수 있어요.”

“8월 말에 와서 9월에 업무파악 했어요. 오자마자 중간평가

TF팀원으로서 제일 재미있었던 일을 꼽으라 했더니 답변이

를 했어요. 빨리 추진 안 된다고 엄청 혼났어요. 그리고 매주

의외였다. 전국노래자랑 예선 행사에 나간 일이란다.

회의를 했어요.” 이런 큰 규모의 사업을 추진하면서 일의 추

“예선심사 때 노래 부를 수 있는 시간은 20~30초 정도인데 참

진속도가 늦은 것에 놀랐다. 다시 질문을 던졌다.

가자들이 ’땡‘ 소리가 나도 모두 즐거워했어요. 예심이 방송

“1년 사업이니까. 추진단 구성이 안 되고 TF팀으로 한 거예

에 나오는 것보다 훨씬 재미있어요. 특히 예선이 진짜 재미있

요. 사실 관광과가 2월에 생기고 8월에 TF팀이 생긴 거니까

었어요. 어떤 탈락자는 무대에서 창피해서 고개를 못 들고 내

늦은 거죠. 초반에 처리해야 할 많은 일이 늘어져 있었는데

려간다고 같이 있어 달라고 하기도 했어요.”

업무파악이 안되어서 힘들었어요. 개인적으로 하던 공부도

아직도 그때의 즐거움이 묻어 있는지 연신 웃는 그녀에게 다

포기했어요. 자면서도 해야 할 일이 생각났을 정도예요. 다

시 일 이야기로 화제를 돌렸다. 관광도시로 도약하는 이 시기

른 일에 집중 못하겠더라고요.”

에는 유능한 직원이 필요할 것 같았다. 다시 관광업무를 맡는

홍보파트, 축제파트 뿐만 아니라 처리해야할 업무도 만만치

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물었다.

않았을 텐데, 그 많은 일들을 단기간에 어떻게 했을까.

“홍보준비를 체계적으로 하고 싶어요. 사실 애썼지만 제일

“20여 차례 홍보투어 다녔어요. 플래시몹 공연을 20분 정도

아쉬운 게 홍보분야예요. 미리 미리 준비가 됐더라면 훨씬 잘

하면, 홍보팀들은 어깨띠부터 맸어요. 모객하고 홍보지 나눠

했을 거 같아요. 방문의 해를 진행하면서 부족한 점을 알아갔

주고 플래시몹하는 방식으로 60여 차례 다녔어요. 플래시몹

다는 게 안타까웠어요. 포스터 제작할 때도 조금만 더 신경

팀은 전문공연팀이고, 홍보지 나눠준 팀은 시민팀인데 버스

썼더라면, 세계적인 행사에 걸맞게 영어, 중국어, 일어로 표

한 대 정도 타고 같이 다녔어요. 그중에서 가장 기억나는 건

기했어야 했는데...”

부산역에서 홍보할 때였어요. 홍보팀을 2개 팀으로 나누었는

꼼꼼한 일처리와 아이디어로 홍보파트를 챙긴 정재림씨와의

데 하루 종일 다른 지역에서 고생하다 부산역에서 만나니 눈

인터뷰는 즐거웠다. 즐겁게 일한 사람의 표정을 바라보는 일

물이 날 정도로 반갑더라고요.”

은 언제나 행복한 일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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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한해 2016 수원화성 방문의 해를 치러내느라 마음 졸였던 사람들, 좁은 사무실에서 일하느라 즐기지 못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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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들, 실제로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이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또 현장에서는 어떤 일이 오고갔는지 들어
준비한

보고자 TF팀에서 활발하게 활동했던 실무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사람들을
만나다

05

송혜숙 작가. 허심탄회하게, 편하게, 그동안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해요. 먼저 가장 재미있었던 것부터 이야기
해볼까요?
김수정. 올해는 총선이 있어서 1월 개막식 이후 본격적으로 추진한 행사는 3월에 개최한 전국노래자랑이었
어요. 전국노래자랑의 인지도 때문인지 신청자가 많아 새벽 2시 넘어서까지 예선이 진행되었는데 피곤하다
는 생각보다는 참여자들과 같이 한마음이 되어 아쉬워하고 기뻐하면서 행사자체를 즐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주관부서, 특히 담당자의 경우에는 행사가 무사히 끝날때까지 긴장해야 되기 때문에 관람객처럼 행사를

실무자들과 함께하다

그리고 얼마전에 개최한 방문의해 마지막 행사인 성과보고회 때에는 방문의해 숨은 유공자들에 대한 시상을
했는데 표창장과 감사패를 받고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니 저도 기쁘고 뿌듯했어요. 보고회에 참석하신 모든 분
들이 방문의해 유공자들이신데 모두에게 수상의 영광을 드리지 못해 죄송할 뿐이었지요. 2016 수원화성 방문
의 해는 수원시민이 함께 해서 가능했다고 생각해요.
유하정. 재미있었던 것은 ‘유랑미랑 팔도한마당’이에요. 홍보부스를 담당했는데. 전에 했던 업무도 부스 업무
인데, 이번엔 체계적으로 준비해서 나가고, 방문하신 분들도 좋아하시고, 제가 꾸민 부스 공간을 좋아하셔서

일시 | 2016.12.13. 화요일 오후 5시

좋았고요. 저는 2016화성방문의 해에서 가장 잘됐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홍보예요. 다른 부서에 있을 때도 방

장소 | 수원시청 별관 2층 귀빈실

문의 해라는 것을 느꼈어요.

진행 정리 | 송혜숙(작가)

송혜숙 작가. 능행차는 다른 지자체와 협업하고, 일정 조정하고 그런 거 힘들지 않았어요? 혹시 서울시, 의왕시,
안양시 협업하는 자리에 함께 계셨나요?
박기남. 네, 있었어요. 서울시하고 금천구하고 원래는 세 개 자치단체에서 예산부담을 했고 경기도에서도 지원
해줬으니까 광역단체하고 기초지자체 일정 잡는 게 조율하기 힘들었어요,
송혜숙 작가. 능행차는 평가가 좋잖아요, 스포트라이트도 많이 받고... 내년에도 협업계획이 있나요?
박기남. 내년에도 하는 걸로 진행을 하는데, 많은 부분 조율이 필요합니다. 일정이나 예산문제...
절반의 성공은 홍보
송혜숙 작가. 홍보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수원화성 방문의 해가 사실은 많이 알려지지 않은 상태였는데, 결과
적으로 홍보를 잘하셨더라고요, 홍보 노하우가 있으셨나요?
김근우. 오기 전에 공보부서에 있었거든요. 시작하기 전부터 기획보도를 많이 썼어요. 기획보도 30여건과 인
터뷰 기사 20여건을 언론을 통해 홍보했죠. 우리가 시작하기 전에 했던 이야기는 지자체 이름을 걸고 방문의
해를 한 경우를 볼 때, 이렇다 할 만하게 성공한 게 없으니까 구절구절 이야기하는 것보다 수원이라는 도시이
름이라는 것을 각인시키자로 잡았죠. 전국투어를 40개 도시를 돌았는데요. 우리가 어떤 행사를 하는지 알리
는 건 아니었어요. 오로지 수원을 알렸어요. 우리가 설명을 하지 않아도 관심 있는 사람들은 어차피 다 보지 않
나요? 임팩트를 남기려고 했어요. 팸투어의 경우도 수원화성, 볼 것 중에서 포인트 1~2개만 택해서 지루하지
않게 하려고 했어요.
리플렛에는 구체적인 것을 적는 컨셉으로 했어요. 다른 지자체의 경우를 연구하지는 못했어요. 수원에 대해 각
인시키자, 수원이라는 도시에 대해 찾아보게 하고, ‘어디로 여행할까’ 여행 구상할 때 수원! 이런 것만 주게 되
어도 성공이라고 봤어요.
송혜숙 작가. 700만명의 관광객이 왔다고 해도, 실증적인 자료가 없으면 믿지 않아요. 카카오톡 홍보, 화장실 홍
보는 효과가 확실히 있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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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제 이야기로
꽃을 피우다

즐길 수는 없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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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행차 공동재현... 특히, 6월에 개최한 K-POP슈퍼콘서트는 인기가

박업소만 하면 되니까. 방문의 해 기간 동안 몇 % 할인입니다. 이런

어르신들은 부스가 통하고, 아이들은 엄마를 통하고, 세대별 공략이

장실에 앉으면 어딜 보느냐, 거기에 초점을 두었죠.

많았죠. 그래서 국내뿐 아니라 외국인 관광객들도 많이 왔구요. 개

게 필요했어요. 전통시장팀이 ‘K 세일’을 했는데. 전통시장만 했어

달라야 한다고 봐요. 먼 지방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맞춤 홍보를 하

인적으로 아쉬었던 점은 9월에 개최한 유랑미랑팔도 한마당행사를

요. 주로 방문하는 시기, 봄 가을에 계획적으로 음식·숙박 세일이

고, 계층별로 했으면 효과가 더 크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송혜숙 작가. 이제 임팩트홍보라는 말이 생기겠는데요. 가장 효과가

위한 사전 준비과정이었어요. 이 행사는 참여지자체 및 기관을 모집

들어갔더라면, 그런 이야깃거리가 있었더라면, 아마 쉽지는 않을 거

박기남. 올해 잘 됐다고 평가를 받는 것도 좋은 일이긴 한데 결국에

있었던 것은 뭔가요?

하는게 관건인데 지자체의 경우 예산이 없으면 참여가 어렵거든요.

예요. 중간에 숙박업소와 이야기 했는데 최종결정자가 결정을 해줘

는 이게 날씨가 많이 도와줬거든요. 실외 행사는 비가 오면 끝이에

정재림. 사람들은 고속도로 휴게소 화장실을 말해요. 설문조사에는

2015년에 예산편성 시점에 맞춰 전국지자체에 행사안내 공문을 발

야 하는 거니까, 기간을 정해 주면 되지 않을까 아쉬웠어요. 그나마

요. 화성행궁에서 하는 행사들, 거의 비가 오지 않았어요. 하늘이 도

도로에 붙은 현수막, 현판을 봤다는 이야기도 해요.

송해 참여의향이 있는 지자체들이 예산을 편성토록 했어야 했는데

카톡 친구맺기가 홍보가 많이 되었죠.

왔어요. 비가 개이고, 조금 아쉬운 것은 행사가 많아서 화성방문의

김수정. 방송이죠.

그런 사전준비를 생각하지 못했죠. 항상 무엇이든지 끝나고 나면 아

유하정. 저는 산전수전을 겪었다고 하기에도 애매하고, 안하기도 애

해인데. 행사는 2~3일 하는데 그 행사를 메인으로 하는 것보다도

정재림. 인상적인 것은 고속도로 휴게소 화장실이죠.

쉬움이 남듯이 이 행사도 아쉬움이 남더라구요. 한번 더 다시 한다면

매해요. 저는 숟가락을 얹은 느낌이에요. 공무원 된 지 2년 됐어요.

투어, 관심 있는 분야 투어가 있었으면 어떨까. 화성행궁이나 특구

김근우. 어떤 분이 경상도 고속도로 휴게소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수

완벽하게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공무원들이 많은 일을 하는구나, 이걸 느꼈어요. 대단하다. 저는 하

안에서만 해결하지 말고 확장되었으면 좋았겠어요. 연계가 있었으

원홍보물이 붙어 있으니까 당황하셨다고 말씀해주셨어요. 어, 여기

이은미. 축제가 많았는데, 관광과가 담당한 것, 두 가지가 기억에 남

루 시작하는 게 대단하다에서 대단하다로 끝났어요. 저는 배우기 바

면 좋겠어요.

수원 아닌데, 경상도인데?

아요. ‘열린 음악회’와 ‘K-POP 슈퍼콘서트’, ‘열린 음악회’는 가족이

빴어요. 저도 도움이 되고 싶었는데.

정재림. 시티투어가 있는데 정해진 곳에만 가요. 해설사가 동행하지

정재림. 홍보는 저희가 제안한 것도 있지만 대부분은 여러 업체에서

나 어르신 대상 프로그램인데, 현장에 오신 분들이 밝은 에너지를 갖

이은미. 좀 빨리 합류해서 홈페이지를 만들었다면 하는 그런 아쉬움

않는 시티투어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몇 개 관광요소가 있는데

제안서를 냈어요. 그 많은 홍보 중에서 선택한 거예요. TF팀에서 한

고 와서 저도 같이 기운이 났고요. ‘K-POP 슈퍼콘서트’은 수원에서

이 있어요. 일적인 아쉬움이요. 계약직으로 있다 보니까 범위가 넓지

시티투어가 가지 않는 곳도 있어요.

것도 있는데. 공보관에서도 많이 해주셨어요. 우리 직원들이 홍보 전

유명 아이돌 가수가 오는 경우가 흔치 않은데, 그런 규모의 콘서트를

않다는 거, 한계가 있다는 거, 그 전에 일했던 거에 비해서 역할이 고

박기남. 시티투어에서 해우재를 제외하면 어떤가요, 하는 의견도 있

담직원이 아니니까. 매체 홍보는 우리 팀이 했고, 그 나머지는 공보

즐길 수 있었다는 것이, 우리 팀은 체력적으로 힘들었지만 시민들이

정되어 있는 느낌을 받았어요. 홈페이지 기획은 정팀장이 세팅을 한

더라고요. 거리상 멀다고, 그런 의견이 들어왔어요.

관에서 다 했어요.

즐길 수 있는 기회여서 좋았어요. 전화도 많이 받았어요.

상태였고요. 리뉴얼하면서 최대한 사용자가 편하게 바꾸는 작업을

정재림. 우리나라 최초의 화장실 박물관이라는 평가가 있어서 뺄 수

김수정. 참!! 저는 올 한해 “수원화성 방문의해 인데 수원에 가면 무

했어요. 저도 밥상 차려놓은 거, 잘 드시게끔 만들었어요.

는 없을 거 같아요. 구성이 아쉽다는 말도 있어요.

송혜숙 작가. 축제는 당연히 필요한 건데, 기존에 있었던 축제와 올

슨 혜택이 있나요?” 라는 전화를 많이 받았어요. 전국 유명한 축제를

해 새로 편성한 축제가 있는데, 축제는 방문객을 끌어들일 만한 효

찾아 관광객들이 가는 경우도 많지만... 올해 수원화성 방문의 해를

홍보는 맞춤홍보, 계층별로, 임팩트있게

송혜숙 작가. 와보니 사무실도 너무 좁고요. 엄청 고생한 게 눈에 보

과가 있었는지, 계절별로는 분배가 잘 되어 있었는지, 그런 이야기

맞아 우리시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을 환대하고 대접한다는 의미로

김근우. 홍보 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자체에서 홍

이네요.

를 해볼까요.

관광객들이 누릴 수 있는 다양한 분야의 혜택들을 준비하고 같이 엮

보활동을 한다고 하면 틀이 있지요. 홍보부스를 차린다거나, 박람회

정재림. 맞아요. 사무실이 너무 좁았어요. 시청 내에 공간이 없었어

김수정. 우리팀에서 개최했던 행사들은 방문의 해를 맞아 신규로 계

어서 홍보했어야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부족하지 않았나 싶어요. 수

를 보여준다거나 하는 방법이 있는데, 저는 홍보에 변화를 줘야 한

요. 홍보물 쌓아둘 공간도 없었어요. 시청 내에 들어갈 공간이 없어

획한 행사들이었어요. 작년 8월 TF팀이 구성되고 월별 행사를 기획

원화성을 둘러보고 인근식당(행궁주변 및 전통시장 등)에서 식사할

다고 생각해요. 8월 달부터 20차례 이상 홍보부스 업무지원 나갔는

요. 회의장소도 없었어요.

하고 예산을 반영하는 일부터 시작했어요. 구성 시점이 2016년도 예

때 일정부분 할인받고 하는 등 사전에 관련분야와 충분한 협의가 이

데.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계속 하잖아요. 매번 나가는데 홍보부스

김근우. 전체 직원요? 재단직원 포함해서 9명, 공익 2명. 11명이었

산 편성시점 이었거든요. 우선 예산이 반영되어야 행사를 추진할 수

루어져 할인 혜택들을 확대하여 수원으로 유인하는 방법... 이런부분

가 비슷한 콘텐츠이기 때문에 방문하는 사람들의 반응이 보이더라

죠. 처음에 온 공익은 공무원처럼 일했어요. 안쓰러울 정도로 일했어

있으니까요. 전국노래자랑, 열린음악회, K-POP슈퍼콘서트, 유랑미

도 체계적으로 준비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 아쉬웠던것 같아요.

고요, 홍보부스는 한계가 보이더라고요. 방문객들을 무작정 오라고

요. 창고에서 물건 옮기는 일을 도맡아 했다니까요.

랑팔도한마당, 능행차공동재현 등 행사는 계절별로 분배가 잘 되었

정재림. 음식뿐만 아니라 숙박도, 몇 % 할인 이런 게 아쉬웠어요. 처

하는 건 한계가 있다고 봤어요. 부스 차리는 돈으로 SNS홍보에 치

송혜숙 작가. 좋은 말씀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동안 수고하셨

다고 생각해요. 상반기 메인이벤트는 K-POP슈퍼콘서트, 하반기는

음 기획단계에서 음식업, 숙박업 종사자들과 협의되어서, 가능한 숙

중하는게 어떨까.

습니다.

박기남
정조대왕능행차
담당

김근우
홍보 담당

이은미
홈페이지 담당

유하정
홍보 담당

김수정
기획총괄 담당

정재림
홍보총괄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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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수원화성
방문의 해를 위한
국내외 사례 분석

국내 관광 활성화를 위해 2004년부터 추진되어 왔던 ‘지역방문의

역방문의 해로 선정된 부산, 울산, 경남 방문의 해(부울경 방문의 해)

2012 전북 방문의 해는 ‘맛과 멋이 한상 가득’이라는 슬로건 아래 전

는 ‘보고싶데이 부울경’이라는 슬로건을 내걸었다. 지역관광 수용 태

관광이미지 향상, 관광콘텐츠 발굴 및 관광상품 개발, 지역관광에 대

북의 숨은 매력을 널리 홍보하고자 했다. 지역관광시장의 확대, 새만

세 개선과 관광기반을 정비하여 지역으로 관광객을 유치하고 이를

한 인식 전환의 계기 마련, 지역관광 주체 역량 강화 등을 내세우고

금 방조제 개통 시점으로 급증한 관광수용태세 개선, 전북 자연문화

통한 지역경제 향상을 위한 지역관광산업 활성화를 주 목적으로 삼

적 가치의 재발굴 등 관광산업을 지역의 성장 동력으로 유도하기 위

고 있다.

해 추진하였다. 설정목표는 한국 전통의 맛, 멋, 소리를 공유하고 발

각 지자체 내부조직과 외부기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사업을 추

전시킴으로써 전북 고유 자원의 관광적 가치 창출을 극대화함이었

진하였으며, 조직위원회는 부산, 울산, 경남도 본청과 관광협회를 중

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이 필요한 시기이다.

다. 주요 추진 사업의 방향을 살펴보면,

심으로 구성하여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이 가능하게 하였다. 부산, 울

이에 수원시는 수원화성 축성 220주년을 맞이하여 수원지역의 관

첫째, 새만금 관광과 연계한 전북 관광산업의 부가가치 창출이다. 새

산, 경남 지원단을 구성하여 시, 도의 협력이 가능하게 하였다. 전담

만금은 방조제 개통 이후 약 1천만 명의 관광객이 방문함에 따라 국

조직은 추진기획단 단장을 중심으로 5개 팀으로 구성하여 해당 시,

제적인 관광시장으로 부각되었다. 이러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구, 군 사업에 대해 실무사업 추진, 사업추진 평가 및 점검, 사후관리

함한 ‘2016 수원화성 방문의 해’ 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하였다.

새만금을 중심으로 한 고부가가치 해양관광자원 개발 및 해양경관

등을 수행하였다.

‘2016 수원화성 방문의 해’를 맞이하여 국내외 관광객 1천만 명 시

자원 발굴과 홍보사업이 추진되었다.

주요 사업으로 World Festival, 동남권 크루즈상품개발, 부울경 스

둘째, 슬로시티 생태관광 등 동부권을 중심으로 한 여가공간의 확

탬프투어, 방문의 해 전용 홈페이지 구축 등 다양하게 개최되었으며,

충이다. 관광객뿐만 아니라 정주민의 여가만족도 측면에서 전북 지

부울경 방문의 해를 통해 관광인프라 구축 및 도시 이미지 제고에 기

수원華城 축성 220주년 기념

광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수원의 매력만들기 등 다양한 사업을 포

대를 열고 선진 관광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그동안 다양한 노력을 해
왔다. 20년이 넘는 동안 화성을 복원하고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하며,

역주민의 관광복지와 삶의 질을 위해 관광개발 및 홍보사업들이 추

반 마련, 낙후된 지역환경 복원, 지역주민의 여가 및 휴식공간 확충,

정조대왕 능행차을 재현했다.

진되었다.

지역주민의 고용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등 긍정적인 평가를 도출하

다음에서는 국내외 주요도시에서 진행되었던 방문의 해 사례들을 살

셋째, 전북의 관광브랜드 강화사업이다. 전북 고유의 맛, 멋, 소리 등

였다. 구체적으로 전년대비 10%이상 관광객이 증가하였으며 관광

의 전통문화자원을 중심으로 한류의 문화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도시 인프라 조성 및 관광수용태세 개선과 더불어 지역축제들이 전

있도록 관광브랜드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구체적으로, K-POP페스

국적인 축제 수준으로 자리매김하였다.

티벌, 한국음식관광축제, 세계소리축제 등의 개최로 전북의 문화가

또한 지역축제와 철도를 연계한 관광상품 개발, 지역 고유의 대표 관

치 발굴과 확산에 주력하였다. 전북 방문의 해 결과로 생산유발효과

광상품 개발, 크루즈 관광객 유치 등의 관광상품 개발과 홍보·마케

는 5,850억 원, 부가가치효과는 2,969억 원, 고용유발 효과는 1만

팅 성과를 도출하였다.

펴봄으로써 2016년 수원화성 방문의 해 사업의 성공을 위한 몇 가지
시사점을 제안하고자 한다.

2,903명으로 창출되었다.

2016 수원華城방문의 해

2012 전북 방문의 해

의의를 두고 있다. 주요성과로 관광객 수 증가, 지역인지도 제고 및

계점을 나타내고 있으며 국내외 관광수요의 촉진을 위해, 지역관광

이 자료는 외래관광객 유치를 위한 주요국 관광 캠페인
사례분석, 부산외국어대학교 이효선 교수의 글과 시정
연구원 소식지에 실린 대구대학교 호텔관광학과 김병국
교수의 글을 연계하여 재구성하였다.

2013부산, 울산, 경남 방문의 해
지역관광 활성화와 관광홍보 마케팅 사업 육성을 위해 2013년 지

해’사업은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마케팅 사업이라는 측면에서 큰

있다. 이러한 평가에도 불구하고 지역관광의 여건은 여전히 많은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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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대상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이에 부합하는 상품개발을 제시하고 있다.

해외 방문의 해 사례

합하는 상품개발을 제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한국 시장에 대하여 청

관광객 유치에 돌입하였다. 2008년부터는 ‘Visit Japan Upgrade

야에서 숙박할인정책(1박에 10% 할인율 적용과 2박에 20%할인율

소년층과 장년층을 대상으로 교육관광상품, 테마성이 있는 목적형

Project'를 실시하여 VJC추진목표 달성을 위한 방일 외래객의 지속

적용)을 시행하고 있다. 교토 인근지역에서는 비자카드 할인정책이

일본의 Visit Japan Campaign

관광상품, 골프 스키 등 고부가가치형 상품을 개발하였고, 중국의 경

적인 증가와 재방문 향상에 주력하고, 12개 중점시장 외에 인도, 러

있다. 2016년 2월 방문 시 외국인 관광객들이 쇼핑이나 식음료에서

외래 관광객 유치에 성공적이었다고 평가되는 비지트 재팬 캠페

우는 사기업경영자, 화이트칼라, 전문직을 대상으로 구정 여행상품,

시아, 말레이시아 등 신흥시장을 선정하여 보다 구체적인 관광정보

비자카드를 사용할 경우(3천엔 이상) 교토의 전통적인 기념품(가방,

인(Visit Japan Campaign)은 2003년에 시작하여 2010년까지

일본의 전형적 대표적 자연 및 문화 현대적 시설 등을 포함한 다양한

를 제공함으로써 신흥시장의 관광객유치를 추진하고 있다. 현재 일

테이블보, 실크목도리 등)을 제공하고 있다.

1,000만 명으로 방문객이 늘어나고 장기적으로는 방일 외래관광객

탐방루트 등을 개발하여 집중적인 홍보 전략을 실시하였다.

본을 방문하는 관광객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교통기관의 이

교토 인근지역의 유명한 레스토랑 홍보 마케팅 정책으로 Kyoto

과 일본인 해외여행자 수와의 격차를 시정하고, 관광수지 적자를 해

VJC사업의 주요 전략은 크게 관광입국으로서 일본의 인지도향상 사

용환경개선, FIT관광객의 안정성과 편리성을 추구하는 사회시스템

Restaurant Winter Special 2016을 진행하고 있다. 외국인 관광

소하기 위해 시작된 방일 촉진 캠페인이다.

업과 외래객 유치사업으로 나눌 수 있는데.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살

구축을 목표로 IC카드의 공통화와 교통기관 이용환경 개선사업에

객들에게 교토지역 고유 음식을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

사업주체는 국토교통성 대신을 본부장으로 한 VJC실시본부를 총리

펴보면, 우선 일본의 관광매력을 홍보하기 위해 해외 미디어 초청 및

주력하고 있다.

하고, 교토 음식문화를 널리 알리고 겨울철 비수기에 교토관광 활성

직속기관으로 배치하였고, 관광담당기관인 국토교통성 외에 타 기

취재지원, 해외 TV CM 등 광고 선전, 웹사이트에 정보제공 등 다양

VJC 사업의 결과, 1997년~2002년까지 평균증가율은 4.4%였으

화에 기여하고자 한다. 교토지역 내 180여개의 레스토랑이 참여하

관의 인력과 민간기업의 인력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 큰 장점이라고

한 인지도향상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인지도 향상 사업의 경

나, 2003년 4월 VJC사업이 시작한 이래 2006년도까지 평균증가율

고 있으며, 레스토랑마다 다양한 가격대의 메뉴를 제공하고 있고, 몇

할 수 있다. 2002년부터 활동을 시작한 VJC사무국이 소정의 임무를

우 시장별로 서로 다른 홍보대사를 임명한 것과 일본여행관련 스페

은 121%이고, 2007년은 지난해보다 13.8% 증가하여 사상 최고치

몇 레스토랑에서는 아주 저렴한 가격에 품질 좋은 음식을 맛볼 수

완수함에 따라 2008년 4월 1일부터는 JNTO(국제관광진흥기구)와

셜리스트를 초청한 연수사업 등은 다른 나라와 차별화된 전략이라

인 835만 명을 기록하였다. VJC 중점 12개 시장 가운데 미국을 제외

있다. Kyoto Restaurant Winter Special 2016은 교토시 정부와

VJC사무국을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다.

고 할 수 있다. 또한 외래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매력적인 관광상

한 11개 시장에서 사상 최고치를 달성한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Kyoto Restaurant Winter Special 2016 위원회(교토 레스토랑

VJC실시본부 사무국은 재외공관장을 중심으로 JNTO해외사무국,

품 조성 및 판매지원, 청소년 교류 확대사업을 위한 해외여행사 및 해

게다가 일본의 국제관광지수는 계속 적자기조를 유지하다가 2003

협회, 관광협회, 상공회의소, 컨벤션뷰로 구성)의 지원을 받고 있다.

현지민간 기업 및 단체, 지자체, 관련법인 등으로 구성된 VJC현지

외교육관계자 초청 사업, 'YOKOSO! JAPAN TRAVEL MART'를 통

년부터 관광수입이 급격하게 증가추세를 나타내면서 2001년 지출

VKC의 주요 사업은 첫째, 교토 관광마케팅 활동을 통해 교토관광 및

추진회의 활동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VJC

한 해외여행사와의 상담회 개최, 해외 여행박람회 출전, 해외 재외공

이 수입의 약 8배인데 반하여, 2005년도에는 3.2배로 감소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해외 매거진, 여행 브로슈어 등을 통한 홍보

실시본부는 사업추진팀과 자문팀으로 구성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

관 등과의 협력, 중점시장에서의 JapanWeek 방일촉진 이벤트 등

관광수지 적자폭이 매년 감소하고 있다.

활동과 일본의 주요 관광지인 홋카이도, 나라, 와카야마 등과의 협력

으며, 특히 VJC중점 12개 시장에 관한 전문적인 시점과 외국인 시

을 실시하였다. 뿐만 아니라 VJC 지방 연계사업으로 기존의 보조금

점으로 실질적인 조언을 제공하는 자문팀의 역할이 주목할 만하다.

사업과는 달린 국토교통성이 지방 운송국에서 주관하는 외국에서의

교토 Visit KyotoCampaign (VKC)

인 관광객들을 위한 환대시스템을 강화하여 외국인 관광객에게 여

또한 VJC의 주요 시장을 단계별로 선정하여 주요 관광상품 개발과

홍보캠페인, 외국스페셜리스트 에이전트 초청, 국내외에서의 PR이

일본 주요 관광지들 중의 하나인 교토는 2003년부터 시행된 교토 방

행정보의 제공, 교토 지역 내 주요 레스토랑의 메뉴의 언어체계 개

유치활동을 추진하였다. 1단계(2003년부터) 시장으로는 한국, 중국,

벤트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아시아 각국에 대한 방일사

문 캠페인(VKC : VisitKyoto Campaign)의 일환으로 관광지 브랜

선, 교토 지역 내 역사문화자원의 질적 강화를 도모하여 더욱 친근하

대만, 홍콩, 미국으로 선정하였고, 2단계(2004년부터) 시장으로는

증취득 완화를 통해 외래객 유치를 확대하고자 2005년에 대만관광

드 이미지 제고 및 경쟁력 강화, 외국인 관광객유치, 관광시스템 강

고, 즐겁고, 행복한 교토 여행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셋째, 일본 중

영국, 독일, 프랑스, 3단계(2005년부터) 시장으로는 태국, 싱가포르,

객에 대한 사증면제 항국화, 이어서 2006년에는 한국관광객의 사증

화 등을 위해 교토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 캠페인 활동 주체로는

앙정부와 관광청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교토 관광캠페인 활동

캐나다, 호주로 구분하였고, 이는 단순히 중점시장 선정에 국한된 것

면제 항구화를 추진함과 동시에 중국 관광객에 대해서는 2008년 3

교토 컨벤션 뷰로(Kyoto Convention & Visitors Bureau), 교토시

활성화에 기여하였다. 넷째, 해외 주요 관광국가에서 교토 관광의 홍

이 아니라 중점시장별로 주요 대상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이에 부

월 3일부터 가족관광사증 발급을 시작함으로써 본격적으로 중국인

정부, 관광관련단체로 구성되었다. VKC의 주요 활동으로 숙박업 분

보 및 마케팅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교토 정보센터를 개장하고 있

을 통한 관광네트워크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둘째, VKC는 외국

일본 교토

2016 수원華城방문의 해

수원華城 축성 220주년 기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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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의 휴양지로서 널리 홍보하고, 각종 대형이벤트를 개최하여 외래관광객 유치를 확대함으로써
고용을 창출하고 경제적 이익을 거두려는 국가적 특별 프로젝트이다.

다. 2006년에는 중국 베이징, 한국 서울, 호주 멜버른에 개장하였으

798 Art 지역에서 개최되고 있으며, 이 이벤트는 소셜미디어 플랫

연계시켰다. 2015년에는 싱가포르 관광의 주요 시장인 인도, 중국,

해 가시적 이미지를 창출하였다. 또한 관광산업 내 바이와 셀러 간의

며, 2007년에는 미국과 대만, 2008년에는 중국 베이징에 이어서 상

폼 등을 통해 홍보 및 마케팅 활동이 전개되고 있다. VSMC의 주

인도네시아 등지를 대상으로 2천만 달러 이상의 대규모적인 관광

교류 및 네트워킹을 위한 적절한 플랫폼 제공, 관광산업 내 모든 구

하이에 정보센터를 개장하였다. 2009년에는 프랑스 파리, 유럽 등

요 활동으로서 싱가폴 관광청은 중국 내 주요 3대 여행사들(GZL

마케팅 캠페인을 계획하였으며, 세계적인 여행업체인 론리플래닛

성체(NTO, 항공사, 호텔, 여행 도매업체 및 소매 여행사 등)간의 원

지, 그리고 호주 멜버른에서 시드니로 정보센터를 이주하였고, 2012

International Travel Service, CYTS, Ctrip)과 파트너쉽 협약을

(lonelyplanet)에서 2015년 최고의 여행목적지로서 싱가포르를 대

활한 전략적 연합과 파트너십에 주력하였다. 그 일례로서 지역 내 국

년에는 영국 런던과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정보센터를 개장하였다.

체결하여 New Discoveries 패키지 투어를 전개시키고 있으며, 이

대적으로 소개하였다.

가 간(ASEAN) 관광산업 개발 추진 및 공동 홍보와 상품개발, 맨체
스터 유나이티드와의 전략적 파트너십 전개 등을 들 수 있다. 그 외

패키지 투어는 메뉴, 쇼핑, 렌트카, 가이드 투어 등을 선택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말레이시아 Visit Malaysia Year Campaign

에 정부차원에서 2006년 9월 1일부터 외래관광객 대상 사증완화 조

싱가폴 관광을 소개하는 베트남 소셜미디어 매체 싱가폴 VSMC의

싱가폴 관광의 주요 시장인 베트남 관광객들은 유명 관광지, 역사문

2007년 8월 31일 말레이시아의 독립 50주년을 맞이하여 이를 대

치 시행, 도착공항에서 관광비자 신청 접수, 중국인 인도인에게 복수

활동 주체인 싱가폴 관광청(STB : Singapore Tourism Board)은

화 유적지, 현대예술 건축물 등의 방문을 선호하고 있다. 2014년에

대적으로 기념하고 자국의 위상을 드높이고자 2006년 3월에 Visit

비자 발급을 실시하였고, 인바운드 여행사 소득세 면제 및 출장여비

외국인 관광객의 욕구를 파악하고 싱가폴 관광 활성화를 위한 주요

진행된 NDMC 이벤트 활동을 통해 베트남 관광객들에게 즐겁고, 독

Malaysia Year2007을 선포하였다. 동시에 말레이시아를 최고의

소득세 면제범위 확대등록별 지원책을 실시하였다.

활동으로서 차별화된 마케팅 캠페인을 전개시켰다. 그 일환으로 싱

특한 경험을 체험할 수 있고 현대적인 휴가목적지로서 최적의 장소

휴양지로서 널리 홍보하고, 각종 대형이벤트를 개최하여 외래관광

말레이시아는 ‘Malaysia Truly Asia’를 런칭하여 성공한 제1 도약

가폴 주요 시장인 중국 베이징 시, 호주, 인도, 말레이시아 등지에서

로 인식시키고 있다. 싱가폴에서 베트남 관광객들이 급성장하고 있

객 유치를 확대함으로써 고용을 창출하고 경제적 이익을 거두려는

기 이후 2007년 말레이시아 관광의 해를 선포하여 성공적인 제2 도

관광객의 욕구 파악을 위한 다양한 마케팅 전략을 수행하였다. 싱가

는 주된 이유로 NDMC의 홍보 및 마케팅 방안 중의 하나인 디지털

국가적 특별 프로젝트이다. 2007년 말레이시아 방문의 해를 성공적

약기를 맞이하였다. 이어서 말레이시아는 2010년까지 2,460만 명

폴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 욕구 파악에 집중하는 새로운 접근법

중심의 캠페인 활동이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베트남 유명연예인이

으로 마무리하기 위하여 2008년 8월까지 연장하여 시행하였고, 본

의 관광객 유치와 외래 관광객 체류일수를 2007년 평균 7.8일에서

인 ‘목적지 마케팅’ 전략은 기존의 시장을 더욱 세분화하고 PR, 광

YourSingapore 캠페인 지역들을 방문하고 실질적인 여행경험을

사업에서는 2007년 외래 관광객 2010만 명 유치와 관광 수입 링깃

2010년 8.7일로 확대시키기 위해 ‘Malaysia Truly Asia’ 브랜드를

고, 디지털 마케팅 등의 통합마케팅 캠페인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방

베트남 최대 온라인 플랫폼 채널, 유투브, 페이스 북 등 온라인 소셜

445억(약11조6천억)을 목표로 삼고 있다.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문객들에게 높은 수준의 관광경험을 전달하고 관광목적지로서 싱

미디어를 통해 공유함으로써 싱가폴 유명관광지 홍보 및 잠재 소비

말레이시아 방문의 해 기간 동안에 추진되었던 사업내용 및 전

가폴 브랜드 가치(Your Singapore)를 재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부

자들에게 매력적인 장소로서 각인시키고 있다.

략을 살펴보기 전에 2006년에 수용태세 개선을 위한 ‘Malaysia

인도네시아 Visit Indonesia Campaign

여하고 있다.

2013년에는 YourSingapore 유투브 채널에서 싱가포르 관련한 다

Welcome The World(MWW)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말레이시

2008년 네덜란드로부터 인도네시아가 독립한 지 100주년을 맞이

싱가폴 주요 관광시장은 중국인 관광객의 경우, 패키지 관광과 더

양한 콘텐츠를 소개한 이후, 2014년 말까지 35만 명이 관련 비디

아 관광부는 생각에 그치는 관광이 아니라 실천하는 관광을 위하여

하는 해를 맞이하여 관광시장을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고자 Visit

불어 온라인 예약을 통한 개별관광객이 증가함에 따라 여행경험

오를 시청하였고, 페이스북 등과 같은 소셜미디어는 전년대비 74%

말레이시아 국민의 태도 변화, 국민의 친절(hospitality) 요령 개선,

Indonesia Year 2008'을 선포하게 되었다. 2008년 700만 명의 외

의 진정성, 독특성을 강조하는 개별관광객의 특성에 맞는 New

성장하였다. 싱가포르 관광청은 소셜미디어social media를 통한

예절과 청결을 겸비한 최상의 서비스 정착, 일선 관광종사자들의 외

래 관광객을 유치하고 관광수입 64억 달러 획득을 목표로 기존 시장

Discoveries Marketing Campaign (NDMC)을 전개하고 있다.

커뮤니케이션 채널 확보에 더욱 집중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러

국어 커뮤니케이션 능력의 향상 등을 개선하기 위한 사전캠페인을

과 신규 시자의 창출, 재방문객 증가를 통해 인도네시아를 더 많은 관

이것은 중국인 관광객에게 싱가폴의 진면목과 새로운 여행경험을

한 노력의 일환으로 세계 최대 여행업체 중 하나인 트립어드바이저

전개하였다.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보면, 우선 국제이벤트를 240개

광객들이 다녀갈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였다.

제공하고 나아가 재방문을 유도하고 있다. NDMC 관련 이벤트가

(TripAdvisor)와의 전략적인 파트너쉽(partnership) 체결을 통해

로 확대하여 말레이시아를 ‘축제로 가득한 나라’로 거듭나기 위해,

인도네시아의 주요 사업 내용은 한국, 일본, 중국 등 주요 관심대상

싱가폴 관광대사로 임명된 유명 연예인 스테파니 선과 함께 베이징

트립어드바이저 온라인 커뮤니티에 싱가포르의 다양한 관광정보를

지역축제 홍보를 강화하였고, 기존의 관광교역전, 판촉활동 등을 통

국 12개국을 선정하여 주요 시장별 특색에 따라 지역색을 적용한 마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2016 수원華城방문의 해

수원華城 축성 220주년 기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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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4 | 또 다른 시작

비즈니스 관광캠페인 활동의 주요 목표시장은
런던지역 거주민, 영국인들, 세계 시민들로서 이벤트, 전시기획쇼, 광고, 소셜미디어, 온라인 플랫폼 등의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통해 체계적인 마케팅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케팅 전개, 에코투어리즘, 다이빙, 서핑, 헬스투어리즘, 골프 등 다채

영국 런던 관광캠페인, 런던스토리(The London Story)

획과 운영이 필요하다.

로운 테마를 홍보하고 있다. 또한 연중 전국적으로 100개 이상의 다

를 전달하고 있다. 구체적인 캠페인 활동은 다음과 같다.

런던의 관광캠페인은 London & Partners에서 주로 담당하고 있

둘째, 관광객 유형에 맞는 특별한 이벤트 및 사업이 추진되어야 한다.

양한 국제행사 개최, 관광 웹사이트 구축 운영 및 각종 홍보물 기념

첫째, 2011년 1월에 시작한 브로드웨이 위크(Broadway Week)는

다. 2011년부터 업무를 시작한 London & Partners는 비영리단체

최근 증가하는 개별관광객 유치를 위한 획기적인 이벤트 개발 및 온

품 제작배포, 해외 주요 텔레비전 매체 광고, 주요 공공건물에 홍보

매년 1월부터 9월에 개최되는 인기 있는 브로드웨이 쇼 관람료를

로서 런던 시와 관련 협력단체의 지원을 받아 운영되고 있다. ‘Think

라인 예약을 선호하는 개별관광 행태에 대응하기 위한 온라인 통합예

슬로건 배너 게시, 각 나라별로 현지사무소 개설 등을 통해 외래 관광

50% 할인해주고 있으며, 그 결과로 겨울시즌에는 9만장의 티켓이

런던’, ‘Study 런던’, ‘Visit 런던’ 이라는 기치 아래 여가 및 비즈니스

약 시스템 구축의 계기가 마련되어야 한다.

객 유치를 위한 프로모션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

판매되어 6백 5십만 달러의 매출을 기록하였으며, 가을시즌에는 8

목적 방문객들에게 런던만의 스토리를 공유하는 것을 미션으로 삼고

셋째, 온라인 관광플랫폼 개발, 다양한 연계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는

은 이웃 나라간의 합동 프로모션을 통해 윈-윈 전략으로 타이완, 인

만장의 티켓 판매에 5백 9십만 달러의 매출액을 기록하였다. 브로드

있다. 런던을 세계적인 관광지로 거듭나게 하고, 관광객 소비로 인해

전폭적인 예산지원 및 인력확충과 더불어 비자절차제의 간소화 등 행

도네시아, 말레이시아가 동시에 ‘관광의 해’를 선포하였고, ASEAN

웨이 위크 이벤트는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NBC, 암트랙, 디즈니라

런던 경제 활성화에 주 목적을 두고 있다.

정적 및 제도적 지원이 수반되어야 한다.

국가 연합을 통한 마케팅뿐만 아니라 인프라 강화 및 틈새시장의 전

디오 등과 파트너쉽 체결을 하고 있다.

런던 관광캠페인은 관광, 비즈니스,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넷째, 수요자 측면에서의 관광 상품 개발이 필요하다. 런던스토리에

략적 홍보 등을 펼쳤다.

둘째, ‘NYC 가족대사 임명제도 (NYC Family Ambassador)'는 가

곳, 런던을 위해 다양한 홍보 및 마케팅 활동들을 전개하고 있다. 구체

서 볼 수 있듯이, 소비자들은 리얼스토리(진정성)에 감동을 받고, 이

족관광객들에게 뉴욕시가 안전하고 가족친화형 목적지로서 가족들

적으로 런던스토리(The London Story)를 들 수 있다. 2012년 런던

것은 관광지 방문유도로 이어지고 있다. 수원시의 브랜드와 의미의

대만 ‘Taiwan Touch Your Heat Campaign’

이 여행하기에 최적의 장소로서 인식시키는 데 많은 기여를 하고 있

올림픽 후 시작된 런던스토리에서는 ‘왜 런던이 세계 관광목적지 중

연관성을 함유한 스토리 개발과 홍보·마케팅활동을 통해 수원시의

대만은 아시아의 주요 여행목적지 중의 하나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다. 지역신문과 어린이들을 위한 특별 이벤트들이 개최되었으며, 수

에서 가장 좋은 곳인가’를 방문객 및 런던 거주민들의 진솔한 이야기

매력요소들을 상품화하는 활동을 전개해야 한다.

대외적 목표를 가지고 2008년에서 2009년까지 방문의 해 사업을

많은 서점과 관련 업체들의 지원이 지속되었다.

를 세계인들에게 성공적으로 전달한 캠페인 활동으로 평가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향후 관광수요와 관광행태의 변화에 대비한 효율적인 대

추진하고 있다. 한국 일본 등 아시아 시장을 집중 공략하여 2년간

셋째, 세계적으로 유명한 뮤지션을 뉴욕시 환영대사로 임명한 후

런던스토리 캠페인 활동을 통해 2억 5천만 명 이상이 감명을 받았으

응이 신속히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국내외 관광시장의 변화추

각각 425만 명 외래 관광객 유치를 통한 연평균 7% 성장이 목표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세계적인 관광캠페인 웰컴 투 뉴욕

며, 1백 6십만 명이 캠페인에서 추천한 장소에 방문하였고, 캠페인 설

이를 주기적으로 파악하고 체계적인 관광마케팅 방안이 수립되어 적

고, 현재 관광시장의 성장세를 더욱 확고히 함과 동시에 관광환경

(Welcome to New York) 이벤트는 뉴욕타임즈, 빌보드차트, AP연

문조사 결과 88%의 응답자들이 캠페인을 통해 런던을 방문하기를

극적으로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의 개선 및 국민의 환대(hospitality) 태도를 향상 시키는데도 그 목

합통신 등 다양한 매체에서 주목을 받고 있으며, 특히 웰컴 투 뉴욕

원하고 있다. 약 40%의 응답자들이 런던 방문 또는 체류시간 연장에

적이 있다.

이라는 노래로 전 세계인들의 관심을 부각시켰다. 구체적으로 2백 5

본 캠페인이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언급하였다.

주요 추진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FIT비중을 높이기 위한 주요 시장

십만 달러의 음원가치에서 7백만 달러의 음원 수입을 기록하였다.

비즈니스 관광캠페인 활동의 주요 목표시장은 런던지역 거주민, 영

언어별 홈페이지 제작 및 가이드 북 제작 배포, 우수패키지 상품 지원

넷째, 여가 목적의 방문객들은 주로 일요일에 여행이 끝나는 반면 비

국인들, 세계 시민들로서 이벤트, 전시기획쇼, 광고, 소셜미디어, 온

강화, 지방 수요 창출을 위한 정규편 개설 확대, 드라마 촬영지 프로

즈니스 목적의 방문객들의 여행일정은 월요일 아침에 시작되는 경

라인 플랫폼 등의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통해 체계적인 마케

모션 전략 등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장기적으로 대만 관광시장이 가

우가 대부분인 것을 감안하여 선데이 나이트 스테이(Sunday Night

팅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Foreign Direct Investment

격에 좌우되지 않는 여행지라는 이미지를 갖게 하기 위하여 저가 상

Stays) 프로그램을 통해 NYC & Company에서는 일요일 저녁의

(FDI)캠페인 활동을 통해 런던을 세계적인 비즈니스 관광목적지로서

품보다는 전체적으로 고급 상품을 지향하고 있으며, 이런 상품들을

여행 경험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브로드웨이 쇼 등을 포함한 이벤트

확장시키기 위해 베이징, 뭄바이, 뉴욕, 샌프란시스코, 상하이 등 세계

들과 NYC & Company 회원으로 소속되어 있는 레스토랑에서 다

주요 도시에 사무소를 개설하여 캠페인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FDI

양한 이벤트들과 특별한 저녁식사를 제공하고 있다.

캠페인 활성화를 위해 신규 고객을 대상으로 최소 1년간 사무실을 무

미국 뉴욕시 관광캠페인

이러한 뉴욕시 관광캠페인 활동을 통해 2013년보다 4% 증가한 약

료로 임대해 주는 Touchdown London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미국 뉴욕시 관광캠페인의 공식적인 관광캠페인 사업주체는 NYC

5천 7백만 명의 관광객이 2014년 한 해 뉴욕시를 방문하였으며, 뉴

& Company 라는 단체로서 뉴욕시 마케팅, 관광, 파트너쉽 등의

욕시의 관광산업은 36만개의 일자리와 6천억 달러 이상의 경제적

개발하고 있는 여행사에 대해서는 전폭적인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자료출처
한국관광정책(2008년 가을호)

국내외 사례에서 보는 시사점

싱가폴 관광청 (www.stb.gov.sg)

주요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NYC & Company의 미션은 뉴욕시

효과를 창출하고 있다. 2014년 뉴욕시에 6,200실의 신규 호텔이 조

국내외 방문의 해 사례를 통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시사점을 제안

전민일보 “전북방문의 해 경제효과 13배 뻥튀기”(2013년 9월 23일자)

를 방문한 관광객에게 여행과 관광의 기회를 최대한 제공하고 뉴욕

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3천 2백만 실의 호텔이 예약되었으며, 이로

하고자 한다.

한국관광정책(2012), Spring, No. 47.

시의 이미지 제고와 경제적인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이다. NYC &

미국 내 및 유럽, 아시아, 남아메리카 등 해외 관광수요를 충당하고

첫째, 방문의 해 사업은 관광객 유치 및 관광목적지로서 인지도, 이미

Company의 미션을 달성하기 위한 주요 활동으로서 다양한 커뮤니

있다. NYC & Company에 수행된 관광캠페인은 뉴욕시 관광 및 산

지 제고에 큰 원동력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정부주도의 사

케이션 채널들(nycgo.com, 디지털 키오스크, 뉴욕시 정보센터, 출

업 성장에 긍정적인 기여를 하고 있다.

업이 아닌 정부, 민간, 지자체가 연계한 협력체계를 통해 창의적인 기

2013 부산, 울산, 경남 방문의 해 사업계획서 요약본
London & Partners (www.londonandpartners.com)
NYC & Company (www.nycandcompany.org)
http://kyoto.travel/en/abou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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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물 등)을 통해 관광객과 뉴욕시 지역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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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4
또 다른 시작

01 아름다워지는 것들, 수원의 밤

3

02 풍부해지는 것들, 이야기

03 달라지는 것들, 수원화성 콘텐츠

관광수원의
미래지도
2016년 수원화성 방문의 해를 기점으로 수원이 관광지도를 다시
그리기 시작했다. 관광객들이 다시 찾는 친절한 수원, 깨끗한 수원,

04 바뀌는 것들, 숙박시설

05 이어가는 것들, 정신

안전한 수원, 아름다운 수원을 위해 계획을 수립하기 시작했다. 주요
사업에서 성과가 높았던 부분은 더욱 발전시키고, 문제로 드러난
부분은 수정, 보완하여 수원시가 추구하는 매력적인 관광도시로 나아
가기 위해서다.

06 나아가는 것들, 시민활동

관광수원의 미래지도 01
PART4 | 또 다른 시작

아름다워지는 것들, 수원의 밤
역사가 숨쉬는 수원에서
아름다운 밤풍경을 만날 수 있다

야조(夜操)
수원화성문화제 무예브랜드공연으로 알려진 ‘야조(夜操)’는 시간이 갈수록 입소문을 타고 있
다. 군사무예공연으로 자리매김하는 중이다.

화성 성벽과 화성행궁 근처 건물 외벽 등에 LED조명을 설치해 예술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
다. 빛의 예술로 통해 대중과의 소통하고 관광수익에 기여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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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경
수원화성의 야간조명과 광교호수공원의 경관조명을 공연과 결합할 예정이다
화성야경 | 4대문을 비롯해 화홍문과 방화수류정, 팔달산 화성장대, 성벽 등에 야간조명이
설치되어 있다. 고건축물과 빛의 조화가 어느 지역에서도 볼 수 없는 볼거리다.
광교호수공원야경 | 호수 둘레 전체가 경관조명으로 이뤄져 있어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하
고 있다.

1박2일 프로그램
화성1박2일 테마여행 | 성곽·국궁·타종 체험과 무예24기 관람, 화성어차 탑승 등으로 진행
되는 여행과 먹거리 여행과의 연계를 도모한다.
달빛동행 | 야간 화성 투어 프로그램인 ‘달빛동행’은 예약이 밀릴 정도로 성황을 이루는 프로
수원화성 동북공심돈 야경

그램이다. 체류형 관광의 성공 가능성을 보여준다. 화성 달빛동행은 화성어차를
타고 화성의 야경과 전통공연 등을 즐기는 프로그램이다. 달빛지기로 불리는 문
화관광해설사가 탑승하여 역사 속으로 초대한다. 지난해 1,700여명이 찾을 정도
로 인기가 있다.

밤은 천개의 눈을 가졌다. 낮에 보이지 않던 것들을 드러낸다. 어둠 속에서만 보이는 눈부신 빛이 켜진다. 빛이 만들어낸
커다란 그림자와 성벽에 피어 있는 손톱만한 들꽃이 보이게 된다. 그리고 우리는 앉아 나와 세계를 비추는 것들에 대해 생
각하기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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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수원의 미래지도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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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부해지는 것들, 이야기
정조, 화성 관련 신규 브랜드 상설 공연을 볼 수 있다

더 큰 축제로, 능행차
내년부터 50여㎞의 구간을 완전 복원해 한국을 대표하는 최대 한류 퍼레이드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구상중이다.

01 화성순례 프로그램 확대
- 토요상설프로그램 정조대왕 거둥행사, 활성화할 계획이다.
- 수원화성 시간여행 투어프로그램을 제작 진행 중이다. 세계문화유산 수원화성과 정조의
역사인물 스토리텔링을 기반으로 한 프로그램을 제작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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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무예24기 공연 - 화성 벗어난 지역 곳곳에서 문화예술 저변 확대 시도하다
수원화성의 대표 볼거리로 자리 잡은 무예 공연은 앞으로 외국 공연을 더 확대할 예정이
다. 올해는 우호도시인 일본 후쿠이시와 축제에서 무예24기 시범단 공연했다.

03 장용영수위의식
앞으로 다른 지방으로 공연을 확대하여 수원화성을 알리는 계기로 삼을 예정이다. 올해는
서울 창덕궁에서 5월 5일 공연했다.

정조대왕 능행차 배다리 재현 모습

수원화성은 이야기책이다. 이야기 책 한 페이지만 펼쳐도 살아 있는 역사에 빠진다. 축성 관련 기록만 뒤져도 수많은 사람
들과 사람들이 엮어낸 현장을 만날 수 있다. 220년 전부터 수원을 이루었던 모든 것들, 하늘과 꽃과 구름과 나무의 변천사
와 사람들의 소박한 이야기들이 끝없이 펼쳐진다.

2016 수원華城방문의 해

수원華城 축성 220주년 기념

정조 관련 콘텐츠, 더 재미있게, 더 알차게, 더 의미 있게

269

관광수원의 미래지도 03

관광수원의 미래지도 04

PART4 | 또 다른 시작

달라지는 것들, 수원화성 콘텐츠

바뀌는 것들, 숙박시설

220년 전 시간과 21세기의 시간을 연결하다

쾌적한 수원여행을 위한 숙박인프라를 마련하다

무대가 생기면 많은 변화가 생긴다. 사람이 몰려오고 이야기가 생긴다.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곳으로 길이 생기듯이, 자연스

수원이 글로벌 관광도시로 나아가기 위해서 갖춰야 할 것들이 많았다. 그중에서도 숙박시설은 늘 점검사항이었다. 부족한

럽게 사람들이 공간을 이용한다. 수원이 갖고 있는 보물들을 더 드러내기 위해 다양한 버전의 계획이 생겼다.

숙박시설을 확충하게 되면, 수원은 경유형 관광이 아니라 체류형관광으로 변화될 기점이 될 것이다. 사람들이 수원을 추억
하기 시작할 것이다. 그것을 위해 하나씩 채워가고 있다.

유스호스텔 완공

행궁광장 주변 3천600여㎡ 부지에 상설공연장을 건립해 신풍루에서 공연하는 무예24기와 정조 등을 주제로 한 연극과 뮤지컬 등을 진

권선구 서둔동 옛 농어촌개발연수원 건물, 하루에 34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관광형 유스호스텔로 리모델링 중이다.

행할 계획이다.

수원 컨벤션센터 2019년 완공 예정
인프라 활용계획
01 통닭거리-지동시장-공방거리 벨트로 묶다(1박2일 프로그램)
매향교 통닭거리, 지동시장, 공방거리 등과 연계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1박 2일 이상 머무르는 체류관광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
이다. 앞으로 야간영업시간이 연장될 예정이며, 점포 앞 영업공간을 허용할 예정이다.

02 관광특구 활성화 방안
- 2020년까지 500여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화성행궁 2단계 복원 사업의 일환으로 수원 팔달구 장안동 정조로 일대에 500㎡ 규
모의 조선시대 시전을 본 따 만든 한옥 아케이드형 상가를 건축, 전통공예품 쇼핑거리로 조성할 예정이다.
- 한옥기술전시관을 연면적 940㎡ 규모로 건립할 계획이다.
- 화서문 주변에 주민이 이용하는 체육시설, 휴게시설, 회의실 등 문화시설 3동을 한옥으로 지어 수원시를 한옥이 아름다운 관광코
스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03 글로벌 명품시장 육성
수원 남문 시장 시설 현대화에 이어 근본적인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개성과 특색 있는 전통시장으로 변모한다. 팔달문 지역 9개 시장
이 ‘수원남문시장’으로 하나가 돼 우리나라 대표 글로벌 명품시장으로 나아가는 협약을 체결했다.

04 수원인문기행 특구지정
인문도시 문화특구 지정을 위한 연구용역 착수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특화발전특구의 지정방안으로 지자체가 규제특례
를 적용해 차별화된 특화사업을 발굴, 내년 5월 인문도시 문화특구 지정을 목표로 신청절차 추진에 들어갔다.

광교호수공원 상류에 3,290억을 투자해 건물규모 지하 2층, 지상 5층, 동시 최대 수용인원 1만 명 규모의 컨벤션센터가 공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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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가는 것들, 정신

나아가는 것들, 시민활동

인문학으로 삶의 가치와 방향성을 찾다

수원의 브랜드 가치, 시민의 손으로 준비하고 계획하다

220년 전 하나의 성을 쌓았다. 사람들이 몰려왔다. 꽃나무에 꽃이 열리듯 사람들의 웃음꽃이 벙글었다. 정조가 꿈꾸던 마
을이었다. 사람들은 왕의 행적을 세세히 알지 못했다. 왕이 지나간 길이 역사가 되고, 왕의 눈길이 닿았던 곳이 지혜가 되
고, 왕의 생각이 철학이 되리라는 것을 후대 사람들이 오래도록 기억했다.

이제 시민이 힘이다. 예전처럼 행정이 일을 하고, 시민은 곁에서 쳐다보고 있는 시대가 아니다. 처음부터 함께 계획을 짜

인문학

범시민추진위원회 결성

- 2011년 인문학 중심도시조성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본격적으로 인문도시 사업을 추진하였고, 2014년에는 인문학 중심도시 조성

2016년 수원화성문화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출범했던 ‘범시민 참여추진위원회’를 확대 운영한다. 장기적인 안목과 계획으로 관광

중장기 계획이 수립되었다.
- 인문학 강좌와 독서교육에 관련된 사업을 확대할 예정이다
- 인문학 프로그램 운영현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시 홈페이지를 선보일 예정이다.
- 인문학의 옷을 입혀 시민들의 삶의 가치를 회복하는 한편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을 모색하고 있다

정조사상
- 정리의궤, 프랑스국립도서관과 자료 영구 공유 요청을 하였으며 정리의궤 학술대회 개최할 예정이다.
- 정조정책대학원 설립 예정이다. ‘수원형 인재육성’ 프로젝트이다.

세계유산 등재
01 화성행차
2017년 「화성행차 세계무형유산등재 추진단(가칭)」 구성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02 축만제 활용 계획
국제관개배수위원회(ICID) 관개시설물 유산(Heritage Irrigation Structures)에 등재된 기념으로 여러 가지 행사가 진행될 예정
이다.

고 과정을 연구하고 의논한다. 축제이든, 친환경정책이든, 참여예산이든. 시민은 함께 한다. 관광은 말할 것도 없다. 관광
도시 수원의 힘은 시민에게서 나온다.

수원을 위해 시민의 에너지를 모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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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회 수원화성문화제 기간 수원 시내 거리에 걸린 효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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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시민추진단 및 자문위원 명단

2016 수원화성 방문의 해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언론보도
관련서적 등 제작현황
에필로그

서장대

서장대

시민추진단 및 자문위원 명단
2016 수원화성 방문의 해 시민추진단
연번

직위

2016 수원화성 방문의 해 자문위원회
소속

성명

비고

연번

구분

성 명

비고

42명

22명
1

공동의장

수원시장

염태영

1

위원장

제1부시장

김동근

2

〃

수원시의회 의장

김진관

2

위원

경기도의회 의원

안혜영

3

위원

수원시상공회의소 부회장

홍지호

3

〃

수원시의회 문화복지교육위원장

조명자

4

〃

경기관광공사 사장

홍승표

4

〃

수원문화원장

염상덕

5

〃

(재)수원문화재단 대표이사

김승국

5

〃

한국예총수원시지회장

전애리

6

〃

경기도버스운송사업조합 상무이사

김재웅

6

〃

경기일보 논설실장

김종구

7

〃

한국철도공사 수도권서부본부장
수원관리역 역장

지남덕

7

〃

경기관광공사 마케팅처장

한상협

8

〃

대한숙박업중앙회 수원시 지회장

윤명진

8

〃

경기도관광협회사무국장

장태영

9

〃

수원시위생단체협의회장
(외식업 수원시장안구 지부장)

안현웅

9

〃

수원시정연구원장

이재은

10

〃

서울연구원장

김수현

10

〃

수원시상인연합회장

최극렬

11

〃

경기문화재단문화유산 본부장

김성범

11

〃

수원시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장

조영연

12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박사

김상태

12

〃

수원시 새마을회 회장

김봉식

13

〃

한국여행업협회 기획조정실장

김병삼

13

〃

수원YMCA 부이사장

김충영

14

〃

경희대 컨벤션경영학과 교수

김철원

14

〃

AK 노보텔앰버서더 수원 대표

강성식

15

〃

경기대 관광전문대학원 교수

이병철

15

〃

재승관광 전무(국내전담)

이광재

16

〃

용인대 문화관광학과 교수

오순환

16

〃

골드투어 대표 (시티투어)

조철상

17

〃

의료관광 베스트덴 치과원장

고석민

17

〃

외국관광객유치위원회 위원장

박명환

〃

경기신문사사장/ 허브아일랜드박물관장

심재인

18

수원시 생활체육회 감사
(로마 레스토랑)

18

〃

박종렬

19

〃

전문예술법인 아리수 대표

왕규식

19

〃

외식업 수원시권선구 지부장

전병식

20

〃

동국대 사회과학대 교수

김일한

20

〃

외식업 수원시팔달구 지부장

김성태

21

〃

천안문화재단 대표이사

박상규

21

〃

외식업 수원시영통구 지부장

권영순

22

〃

(사)한문화진흥협회 회장

정재민

22

〃

IBK기업은행 동수원지점장

김성렬

23

〃

㈜인터내셔널 커뮤니케이션 대표이사

이한석

24

〃

대홍여행사 대표이사

매복생

25

〃

한중상무중심 대표이사

추신강

26

〃

모두투어 대표이사

장유재

27

〃

중부일보 편집국장

김광범

28

〃

한신대학교 정조교양대학 교수

김준혁

29

〃

경희대 호텔관광대학교수

김대관

30

〃

경북대학교 생태관광학부 교수/ 지역축제발전연구소장

김용대

31

〃

국방 마이스연구원장

배순근

2016 수원華城방문의 해

수원華城 축성 220주년 기념

280

소속 또는 직위

281

연번

구분

소속 또는 직위

성 명

32

〃

㈜산타투어 대표이사(외국인관광객우수여행사)

배정완

33

〃

여행작가/동국대 평생교육원 교수

유연태

34

〃

경기일보 편집국장

최종식

35

〃

경기신문 편집국장

하태호

36

〃

수원소방서 재난안전과장

허성호

37

〃

수원시교육지청 초등교육지원과장

김영호

38

〃

한국관광공사 분석관

차동영

39

〃

앙코르면세점 본부장

길성대

40

〃

중부경찰서 경비교통과장

허경복

41

〃

경기대학교 산학협력단 교수

박진우

42

〃

문화체육교육국장

이상훈

비고

축제·공연
(9)

김승국

자문위원회
(8)

수원문화원 원장
용인대 문관광학과 교수
경북대학교 /지역축제발전연구소장
한국예총회장
경기문화재단 문화유산 본부장
전문예술법인 아리수 대표
상명대학교 교수
베스트덴치과 원장

염상덕
오순환
김용대
전애리
김성범
왕규식
박상규
고석민

시민추진단
(9)

수원시상공회의소 부회장
수원YMCA 부이사장
경기버스운송사업조합 상무이사
대한숙박업 수원시 지회장
AK노보텔앰버서더 수원대표
외식업 장안구 지부장
외식업 권선구 지부장
외식업 팔달구 지부장
외식업 영통구 지부장

홍지호
김충영
김재웅
윤명진
강성식
안현웅
전병식
김성태
권영순

자문위원회
(4)

경기도관광협회사무국장
경희대 컨벤션경영학과 교수
경기대 관광전문대학원 교수
동국대/문광부,관광공사 심사위원

장태영
김철원
이병철
유연태

2016 수원華城방문의 해

홍보·자원봉사
(12)

비고

283
구분
시민추진단(1)

총괄·기획
(10)

위 원
수원문화재단 대표이사

관광 인프라
(13)

분과위원회 명단
분과위원회명

구분
시민추진단(1)

수원華城 축성 220주년 기념

282

분과위원회명

위 원

비고

경기관광공사 사장

홍승표

자문위원회
(9)

수원시의회 문화복지교육위원장
수원시정연구원장
서울연구원장
한신대학 교수
경기신문 사장
경기일보 논설실장
국방마이스연구원장
경희대 호텔경영학과 교수
(사)한문화진흥협회 회장

조명자
이재은
김수현
김준혁
심재인
김종구
배순근
김대관
정재민

시민추진단
(3)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 회장
새마을회 회장
기업은행 동수원지점

조영연
김봉식
김성렬

자문위원회
(9)

경기도의회 의원
중부일보 편집국장
경기일보 편집국장
경기신문 편집국장
수원소방서 재난안전과장
한국여유보 신문 대표
동국대 사회과학대 교수
중부경찰서 경비교통과
경기대학교 산학협력단 교수

안혜영
김광범
최종식
하태호
허성호
이한석
김일한
허경복
박진우

2016 수원화성 방문의 해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2013.11.12 조례 제3270호
(일부개정) 2015.01.06 조례 제3358호 수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2016 수원화성 방문의 해」사업의 성공과 효과적인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원시 관
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원칙) 「2016 수원화성 방문의 해(이하 “방문의 해”라 한다)」는 수원시(이하 “시”라 한다)와 시민이 함께하는 민관 공

제10조(회의) ① 자문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한다.

동으로 운영하되, 시민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어야 하며, 그 밖에 자원봉사 등을 통한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가 존중되도록

③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일시 및 장소 등을 회의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

추진되어야 한다.

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3조(책무) ①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방문의 해」가 시민의 문화적 자긍심을 고취하고 행사 운영을 통해 특색 있
는 역사적 문화·예술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방문의 해」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자문기구 등의 설치) ① 「방문의 해」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성공적 개최에 필요한 자문과 자발적 시민 참여 촉진을 위해

제11조(시민추진단) ① 시장은「2016 수원화성 방문의 해」사업에 대한 시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분야별
시민추진단을 구성 및 운영할 수 있다.

1. 홍보분야 : 온라인(SNS 등)을 통한 홍보 활동 참여
2. 시민운동분야 : 친절, 질서, 청결 운동 참여

시장 직속에 2016 수원화성 방문의 해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 및 2016 수원화성 방문의 해 시민추진단(이하

3. 공중위생분야 : 숙박 및 음식업소를 대상으로 참여

“시민추진단”이라 한다)을 각각 둘 수 있다.

4. 자원봉사분야 : 언어권별로 구분하여 봉사활동 참여

② 자문위원회 및 시민추진단은「방문의 해」사업의 성공적 추진 및 활성화를 위하여 자발적인 자원봉사를 원칙으로 한다.

② 그 밖에 시민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5조(자문위원회의 구성) ① 자문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어느 한
성(남성 혹은 여성)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시민추진단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시민추진단의 활동과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에 대해서는 「수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5.01.06)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13조(수당 등) 이 조례에 따른 자문위원회 및 시민추진단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③ 자문위원회의 위원은 업무담당국장은 당연직이 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에서 「수원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1. 수원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자문위원회 및 시민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2. 학계 전문가
3. 시민예술단체 소속 회원

부칙

4. 문화예술 및 관광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④ 자문위원회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주요 전문분야별 분과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제2조(존속기한) 이 조례는 2016. 12. 31.까지 존속한다.

제6조(자문위원회의 기능) 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1. 「방문의 해」사업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부칙(2015.01.06 조례 제3358호)

2. 「방문의 해」사업에 대한 홍보활동 참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3호 중 “그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

3. 「방문의 해」사업의 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방문의 해」사업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자문하는 사항
제7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위촉 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촉 해제) ①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임무를 소홀히 하거나 품위손상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하거나, 취득한 기밀 등을 누설한 경우
3. 그 밖에 질병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직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위원이 위촉 해제되어 결원이 발생할 경우 시장은 결원된 위원을 신규로 위촉할 수 있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리한다.

우로서”의 규정은 2016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수원시 보조금 관리 조례와 수원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33)(내용생략)
(34) 2016 수원화성 방문의 해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수원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수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35) ~ (60) (이하 내용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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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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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별 주요행사

2 Feb

3 Mar

4 Apr

5 May

6 Jun

방문의 해 개막주간 행사
2016. 1. 20.(수) ~ 1. 22.(금)

대보름 민속축제
2016. 2. 20.(토)

전국노래자랑
2016. 3. 26.(토) 13:00

광교마루길 행복나눔 한마당
2016. 4. 15.(금) 14:00~20:00

2016 수원 연극축제

제12회 영통청명 단오제
2016. 6. 4.(토) 09:00~15:00

황구지천 생태환경축제
2016. 4. 16.(토) ~ 4. 17.(일)

2016 경기수원항공과학전

2016 수원 연등축제

2016 대한민국 외국인 유학생 문화대축전

2016. 4. 19.(화), 2016. 4. 30.(토)

2016. 5. 13.(금) ~ 5. 14.(토)

KBS 열린음악회
2016. 4. 22.(금) 19:30~21:30

외국인 관광객 환대 주간행사
2016. 5. 18.(수) ~ 5. 22.(일)

2016 정책박람회

2016 음식 문화축제

2016 아시아 모델 페스티벌 IN 수원

2016 수원 드론페스티벌

2016. 4. 29.(금)~5.1.(일)

2016. 5. 19.(목) ~ 5. 22.(일)

2016. 6. 25.(토) ~ 6. 26.(일)

다문화 한가족 축제
2016. 5. 22.(일) 10:00~16:00

시와 음악이 있는 밤
2016. 6. 24.(금)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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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5. 5.(목) ~ 5. 8.(일)

2016. 5. 7.(토) ~ 5. 8.(일)

수원 K-POP 슈퍼콘서트
2016. 6. 17.(금) ~ 6.18.(토)
정신건강수도 선포 및 국제 학술대회
2016. 6. 17.(금) ~ 6. 18.(토)

2016. 6. 24.(금) ~ 6. 25.(토)

7 July

8 Aug

9 Sep

10 Oct

11 Nov

12 Dec

2016 경기 인형극제 IN 수원

제26회 나라꽃 무궁화 전국축제
2016. 8. 5.(금) ~ 8. 8.(월)

2016 유랑미랑 팔도 한마당

2016 지속가능 관광국제회의

2016. 9. 2.(금) ~ 9. 4.(일)

2016. 10. 5.(수) ~ 10. 8.(토)

수원화성 완공 220주년 기념 학술대회
2016. 11. 17.(목) 14:00~18:00

방문의 해 성과보고회
2016. 12. 12.(월) 14:00~16:00

2016 수원국제음악제

2016 수원발레축제

2016. 8. 20.(토) ~ 8. 27.(토)

2016. 9. 1.(목) ~ 9. 4.(일)

제53회 수원화성문화제
2016. 10. 7.(금) ~ 10. 9.(일)

헬륨기구 운행
2016. 8. 10.(수) 부터

2016 국제 보자기 포럼

2016. 7. 14.(목) ~ 7. 28.(목)

수원사진단체연합 화성사진전
2016. 7. 22.(금) ~ 10. 9.(일)

2016. 9. 1.(목) ~ 9. 5.(월)

2016 수원 재즈페스티벌

제21회 팔달문지역 시장거리축제
2016. 10. 1.(토) ~ 3.(월)

2016. 9. 9.(금) ~ 9. 10.(토)

수원-서울 정조대왕 능행차 공동재현
2016. 10. 8.(토) ~ 10. 9.(일)

2016 수원 인문도시 대축제

2016 수원정보과학 축제

2016. 9. 23.(금) ~ 9. 24.(토)

2016. 10. 14.(금) ~ 10. 15.(토)

수원사랑 등불축제
2016. 9. 28.(수) ~ 10. 16.(일)

시민과 함께하는 국화전시회
2016. 10. 21.(금) ~ 10. 24.(월)

2016 수원 그랜드 세일
2016. 9. 29.(목) ~ 10. 9.(일)

수원시 한마음 체육대회
2016. 10. 22.(토)

팔달 어울림 한마당
2016. 9. 30.(금)

제4회 세계인문학 포럼
2016. 10. 27.(목) ~ 10. 29.(토)
수원화성 벨로택시 / 화성어차 운행
2016. 10. 9(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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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수원시, ‘2016 수원화성 방문의 해’로
글로벌 관광도시 도약

2015. 3. 25 뉴스1

2015. 4. 27 머니투데이

시민이 주도하는 ‘2016 수원화성 방문의 해’,
닻을 올리다

‘2016 수원화성 방문의 해’ 다양한 사업 추진

‘Finding Suwon! UCC 공모전’

2015. 9. 15 신아일보

2015. 9. 23 경기신문

염태영 수원시장
“2시간여의 홍보 캠페인이 아쉬워”

가수 손호영·주민희,
수원시 '방문의 해' 홍보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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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2016 수원화성 방문의 해’
시민추진단 위촉

경기관광공사-수원시, 관광협력 M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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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4. 28 아시아투데이

2015. 5. 14 아시아투데이

수원화성(華城) 방문의해
홍보슬로건 공모…25자내외

수원시, 중국 SNS 기자단 홍보 팸투어

2015. 6. 12 아시아경제

2015. 9. 7 CNB뉴스

2015. 10. 19 일요신문

2015. 10. 20 연합뉴스

자전거 타고 수원화성 전국에 알리기 시동

'2016 수원화성 방문의 해'…
전주한옥마을서 거리홍보

2015. 11. 17 아시아투데이

2015. 11. 18 뉴시스

수원시, 숙박업소 친절서비스 교육

2015. 12. 7 이뉴스투데이

'수원화성 방문의 해' 행사 개막…
학술대회·공연 '풍성'

"관광객 1천만 시대 도약"…
수원화성 방문의 해 개막

2015. 12. 10 신아일보

2016. 1. 20 연합뉴스

2016. 1. 22 연합뉴스

수원 찾는 관광객에 음식정보 제공된다

수원시, 국제적인 영화 촬영지로 각광...
태국영화 '마이크로러브' 촬영

수원시, 수원 방문의 해 친절운동 표어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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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화성 방문의 해 시민서포터즈 교육

‘수원화성 방문의 해’ 추진사항 최종보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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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12. 29 아시아투데이

2016 수원화성 방문의 해 개막주간,
관광특구 선포

2016. 1. 12 일요서울

2015. 12. 30 시사포커스

수원시-용인시-경기관광공사,
관광홍보 공동추진 업무협약

2016. 1. 13 아주경제

2016. 3. 8 뉴시스

2016. 3. 11 아주경제

염태영 수원시장, 주한 이란대사 방문
'수원화성 방문의 해' 초청

수원시, 카톡친구 통큰 무료입장 흥행

2016. 4. 14 뉴시스

2016. 4. 19 국제뉴스

음악·음식·문화 '환상의 콜라보'...
수원화성(華城) 문화행사 3선

[인터뷰] 이상훈 수원시 문화교육국장 “특화된
마을로 관광 활성화 수원화성 방문의 해 준비 만전”

2016. 4. 19 뉴시스

2016. 4. 22 중부일보

2016. 5. 17 경기일보

수원시, 中언론사·여행사 초청
'방문의 해' 알리기

'창공의 군무'…경기수원항공과학전 에어쇼,
6만여 시민 탄성 자아내

“수원화성의 매력 널리 알리겠습니다”
대학생 자원봉사 홍보단 출정식 가져

"우리는 하나"…수원 '다문화 한가족 축제'

2016. 5. 22 서울경제

수원시, '수원화성 방문의 해' 맞아
태국 관광객 유치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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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수원시장, 세계평화기자포럼서
'수원화성 방문의 해'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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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4. 25 연합뉴스

2016. 5. 9 중부일보

2016. 5. 23 경기일보

2016. 5. 23 브릿지경제

'아시아 모델 페스티벌' 수원서 개막…
22일까지 화려한 축제

[대한민국 외국인 유학생 문화대축전]
세계청년들, 당찬 젊음에 뜨거운 열정 버무리다

수원시, 전국 지자체 최초 네이버 TV캐스트
전용관 통해 수원의 숨은 매력 소개

수원화성 찾은 미군들, 무예24기 공연에
"대단해요"

2016. 5. 15 인천일보

2016. 5. 16 경인일보

2016. 5. 30 CNB뉴스

2016. 6. 7 연합뉴스

'2016 수원 화성 방문의 해'
전반기 성적은?…"기대 이상"

‘화성 어차’ 새단장…
“수원화성 관광 편리하고 재밌어진다”

2016. 6. 20 경인일보

2016. 7. 20 중부일보

2016. 9. 22 아시아투데이

수원화성 방문의 해 기념 사진전
8월말까지 개최

하늘 위 수원화성을 볼 수 있는
헬륨기구 체험형 관광 행사 추진

코리아 세일 페스타, 수원 전통시장 동참

수원-서울-금천구,
정조대왕 능행차 성공재현 '약속'

2016. 9. 3 뉴스1

수원시, 지속가능한 관광 국제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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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수원에 5만5천여명 운집
'K-POP의 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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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7. 24 아시아경제

2016. 8. 10 브릿지경제

수원시, 수원화성문화제 성공적인 개최 기원

수원에서 만나는
'유랑미랑 팔도 한마당' 개최

2016. 8. 19 국제뉴스

2016. 8. 29 매일일보

2016. 9. 27 중부일보

2016. 9. 30 국제뉴스

'2016 수원화성 방문의 해' 관광객 55％ 늘었다…
만족도 '다소 높은 편'

수원시, 정조대왕 능행차 완벽 재현에
시민들 '탄성'

2016. 12. 12 뉴시스

2016. 10. 10 CNB뉴스

2. 홍보물

관련서적 등 제작현황

기념품

1. 각종 보고서
연번

책자명

1

2012. 10.

2016 수원화성 방문의 해 용역

2

2014. 12.

2016 수원화성 방문의 해 종합실행계획(안)

3

2015. 8.

“방문의해”마케팅 전략수립을 위한 2015 수원관광객 실태조사

4

2015. 9. 15.

2016 수원화성 방문의 해 추친계획보고회

5

2015. 12.

2016 수원화성 방문의 해 기념
(국영문)문화관광 수원화성순례

6

2016. 1. 20.

2016 수원화성 방문의 해 기념 학술대회
(정조사상과 세계문화유산 화성 가치 국제화)

7

2016. 1. 21.

2016 수원화성 방문의 해 성공적개최 및 관광활성화를 위한 수원관광포럼

8

2016. 3. 23.

2016 수원화성 방문의 해 성공적 개최를 위한 추진상황보고회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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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화성 방문의 해에서 찾은
수원의 성장동력
시민×친환경×네트워크×오리지널리티, 수원의 재발견

친환경으로 인프라를 구축하다

강원 방문의 해’를 시작으로 2013년 부·울·경 방문의 해에 이르기까지 매해 전국 각 광

2016 수원화성 방문의 해에서 수원시는 다양한 관광인프라를 구축했다. 그중에서도 눈길을 끄는 것이 벨로택시, 헬륨기구였다. 생태교

역시·도를 대상지역으로 선정하고 사업을 지원해왔다. 그 결과 10년 동안 6개 광역시와

통도시답게 녹색관광의 선두주자격인 친환경교통기구를 수원화성 투어에 새롭게 배치했다. 도시의 비전을 저탄소 녹색성장으로 제시

9개 도, 서울을 제외한 15개 광역지자체가 모두 지역방문의 해 사업을 추진했다. 대부분

하며 이에 맞는 정책 및 전략을 추진하고 있음을 보여준 케이스였다.

의 방문의 해가 전략적 대표상품 개발 없이 각 지역을 관광목적지로 알리기 위한 집중 홍

녹색 관광의 주요영역이 지역의 생태자원을 친환경적으로 유지하며 관광 상품화하는 것이라고 볼 때, 행사나 축제를 진행할 때 지역의

보마케팅에 중점을 뒀다. 이와 달리 수원시의 경우는 지역별 특화 관광자원에 기반을 둔

자원을 훼손하지 않고 그대로 활용한 것도 친환경 녹색시범도시의 기본방향과 부합하는 것이었다.

관광콘텐츠 발굴과 상품개발에 초점을 맞췄다. 관광객은 지역의 본래 모습, 즉 그 지역을
대표하는 문화를 원하며, 역사와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관광지의 관리와 홍보가 우선적으

네트워크를 강화하다

로 실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에 대표 상품 또는 스타 상품이 지역의 관광브랜드가

수원화성 방문의 해를 추진하면서 다른 지자체와 만나서 이야기하고, 같은 공감대를 가진 지자체와 연합하는 일을 추진했다. 특히 관광

되고 실질적인 관광수요를 지속적으로 창출할 수 있는 방향이 된다고 판단하여 세계문화

업무는 협업이 중요하게 작용하는 분야였다. 협업은 외국인 관광객의 경우 한 나라의 여러 곳을 방문하고 싶어하는 특성을 살려 쉽게 이

유산을 내세워 2016 수원화성 방문의 해를 추진하고 진행했다. 그 결과 700만 관광객을

동할 수 있도록 해주고, 관광객 유치를 위한 과당경쟁으로 야기되는 폐해를 막자는 취지에서 비롯됐다. 이것은 ‘경쟁 상대’가 아닌 ‘협력

유치할 수 있었고, 관광도시로서의 품위를 전 세계에 알릴 수 있었다.

대상’으로 바라보는 시각 전환을 이뤄냈고 관광 네트워크 구축단계로 나아가게 되었다.
우선, 관광사업의 현장경험 기회를 제공하고 다른 지자체의 전문지식 및 참신한 아이디어를 공유하자는 취지에서 네트워크를 강화했다.

시민, 축제의 중심에 서다

함께 만나 머리를 맞대어 세계적으로 가치있는 관광상품을 만들어 내었다. 독자적으로 운영되던 것들을 묶고 연결하고 결합하면, 관광

첫째로 이번 2016 수원화성 방문의 해를 통해 수원의 브랜드가치를 높이고 막강한 힘으

객의 맞춤형 프로그램. 수요자 욕구 파악, 관광동선을 예측할 수 있다는 선례를 남겼다.

로 등장한 것은 시민활동, 거버넌스였다. 2016 수원화성 방문의 해 사업의 축이 사람이었
다. 시민이 중심이 되어 축제를 펼쳤고, 시민이 힘을 합쳐 행사를 치러냈다. 시민의 활약

오리지널리티 (원형 복원)의 힘을 확인하다

이 돋보인 분야는 홍보였다. 수원시민과 학생들이 수원시청부터 1,200km 대장정의 전

2016 수원화성 방문의 해 동안 확인한 것은 수원은 220년 동안 훼손하지 않은 원형을 가졌다는 것이었다. 흉내, 짝퉁이 아니라 원형을

국을 순회하며 수원화성의 문화유산과 먹거리, 볼거리 등 각종 이벤트 행사 계획 등을 일

보유한 도시였고, 그것은 정신의 가치를 오랜 시간 유지했다는 뜻이었다.

일이 홍보지를 통해 알렸다.

올해 수원화성 방문의 해 사업은 옛 행사를 단순히 보여주기 행사로 진행한 것이 아니라 역사의 복원 그 자체였다. 한시적인 행사와 비

또 시민의 역할이 두드러진 사업은 능행차였다. 축제의 중심을 왕에서 백성으로 바꾸고

슷한 축제로 관광객을 끌어당기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수원의 역사를 계속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오리지널리티의 힘이었다. 이 힘을

관광객 체험문화콘텐츠를 대폭 확대해 시민 참여 중심의 관광축제로 치렀다. 시민서포터

유지하기 위해서는 수원화성이 가진 다양하고 풍부한 문화적 유산을 계승하고, 소홀했거나 놓쳤던 부분을 강화하여 수원의 문화를 다

즈와 자원봉사자, 정조대왕 능행차 행렬에 함께한 시민들이 ‘2016 수원화성 방문의 해’를

시 찾아내어 정체성, 방향성, IT, 스토리, 디자인, 글로벌 상상력 등으로 버무려 재구성하면 21세기형 선진 문화강국의 대표문화상품으

주민참여 축제로 만든 것이었다.

로 부상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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