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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丁酉年 신년화두

同心共濟
마음을 같이 해서 함께 건너가자

출전 - 「조선왕조실록/숙종실록」

동심공제

2017년 시민의 뜻에 따른 시정을 펼쳐 시대적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면서 

시민주권의 새 시대를 열어가자는 다짐

플라잉 수원에서 바라본 수원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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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시정 기본현황

2017 시정업무계획
Administration plan for Suwon 2017

“촛불은

‘국민의 시대에서 시민의 시대’로

‘국가의 시대에서 도시의 시대’로

패러다임이 바뀌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시민의 뜻에 따른 행정이 촛불의 명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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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6기 비전과 전략 일반현황 2016. 12. 01 현재

인구(전국의 2.3%/경기도의 9.6%) 

1,231,362 명 

학교(대학7, 고등43, 중56, 초97, 특수3) 

206개 

2016년(일반회계 16,855, 특별회계 5,817) 

2조 2,672억원

주택(보급율 90.87%) 

296,932호 

기구(2실 6국 5직속기관 11사업소

4구 11관 2단 1담당관 90과 42동) 

516팀 

면적(전국의 0.14%/경기도의 1.2%)

121.103km2 

복지시설(사회복지 23, 여성 18, 

노인 592, 장애인 41, 아동 73)

747개 

2017년(일반회계 17,338, 특별회계 6,716) 

2조 4,054억원

상수도 급수인구(보급율 99.9%)

1,220,031명  

하수처리량(보급율 98.6%)

612,585톤/일(시설용량)

공무원(전국의 0.14%/경기도의 2%)

2,878명 

행정구역(4구 42동 1,524통)

7,020반

도서관(공공 17, 소규모 4, 

사립 2, 작은도서관 121)

144개

 

 

 

 

  

(단위 : 억원)

공원면적(1인당 공원조성면적 6.65m2)

16.457km2

도로/지하철 개설(개설율 83.82%)

940/22.37km(지하철)

건강한 도시
Health

안전한 도시
Safety

따뜻한 도시
Warmth

-

알짜일자리 확대

엄마품 안전사회 구현

동·서가 잘사는 수원 실현

- -

건강미래도시 조성

지속가능도시 구현

지속가능한 교통체계 구축

-

-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복지 실현

고품격 교육문화도시 조성

수원형 시민자치 실현

-

현황

행정조직

기반시설

주요시설

예산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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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시정 주요성과

2017 시정업무계획
Administration plan for Suwon 2017

“우리 수원시는 고독한 마라토너였습니다.

최고 규모의 기초 지자체로서

늘 앞서 혁신의 문을 열고 

그 성과를 만드는 평탄치 않은 길을 걸어 왔습니다.

‘사람이 반갑습니다 휴먼시티 수원’으로

시민이 중심되는 행정을 펼쳐왔습니다.



02 04

07

06

03 05

01

수원시정
Best 7

01 2016 수원화성 방문의 해 사업

02 지방재정 개편 저지 활동

03 청년 해외취업 (K-Move스쿨) 지원사업

04  청년! 신나고 호감가는 더 큰 수원

      수원형 청년정책 비전 선포

05 수원시 아동주치의 제도 도입

06  영통구 꼴찌들의 반란

      쓰레기봉투 배출 표시제로 이룬 변화 

07 MICE산업 기반시설 건립

Administrative plan for Suwon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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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로 보는 2016 시정 주요성과

안전한 도시

경제를 살림
일자리센터에서 찾은 희망(취업연계) 

13,804명

(2014년 8,490명)

65세 이상 어르신 일자리 참여자

2,599명

희망의 싹이 새로 돋아 나오다  

수원시 청년정책관 신설 (2016. 2. 25.)  

수원시 청년기본조례 제정 (2016. 4. 8) 

수원형 청년정책 종합계획 수립 (4대 전략 42개 사업) 

청년바람지대 개소 (2016. 6. 30.) 

청년정책 네트워크 구성 운영 (157명)

청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청년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31명)

수원 청년 움(WU:M)트다

함께 쓰는 공유경제 
(공구도서관)

4개소

창업지원센터 졸업 기업

77개

신기술 및 첨단업종 유치

70개 

(2014년 3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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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안전을 더함

장애없는 교통으로 편익을 더함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방범 CCTV 설치

6,240개

(2011년 554개)

모니터 관제요원

사건사고 사전예방 (절도 등)

32,600건

여성안심 귀가 서비스 이용자

1,037명

어린이 보행안전지도사업 운영

4,020회

2016년 생존수영 배운 학생

97개교  11,309명

(초교 3학년 전체 415학급)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168개소

(2011년 94개소)

신분당선 연장(1.30)개통 및 

수원역 환승센터 추진
(2017. 4 개통예정) 

(2010년 430개)

정류장 버스정보안내시스템 설치

951개

공영주차장 확보

56개소 (누계)

저상버스 확대

239대

(2010년 84대)

대중교통서비스 평가

89.3점 (2015년)

(2011년 81.4점)

보행장애-free

노후 및 불량 보도블럭 정비

47,047㎡

지표로 보는 2016 시정 주요성과

안전한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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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운영도 건강하게

5,570건 (연간 개방실적)

시민품으로 돌아간 공공시설물

맑은 환경을 누림

“수원은 레인시티” 빗물이용시설 설치

266개소

(2013년 118개소)

소각용 쓰레기 배출량 저감

0.585kg
 
(1인당 1일)

법정감염병 예방 (10만 명 당 발병률)

2.55%

지역주민의 보건사업 만족도

90.6% (2015년)

수원수목원 조성 추진 

2개 (2020년 까지) 

일월공원, 영흥공원 (민간개발)

6분 거리 내 「수원시민의 숲」 조성

110개소

꿈꾸는 놀이터 조성

5개소

치매노인정신건강센터 상담 및 관리

23,594건

환경성질환 아토피센터 이용자

90,010명

자전거 도로망 연장

385.29km

(2012년 294.7㎞)

몸 건강, 마음 건강을 누림

2등급

(2010년 5등급)

국민권익위원회 측정 청렴도 개선

56.9% 

(완료 14개사업)

민선6기 시민약속사업(공약) 추진율

지표로 보는 2016 시정 주요성과

건강한 도시

온실가스 저감 신재생 에너지 보급

13,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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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를 나눔

조기적응 다문화 지원프로그램 

참여자

41,922명

「글로벌 청소년 드림센터」 
개관 (2016. 5. 10)

「그로잉 걸」 초경바우쳐 사업

(2014년 수원시가 시작, 2016년 전국으로 확산)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58대

-  기준 : 장애인 200명당 1대 
(수원시 200% 충족) 

(2010년 12대)

WHO 인증 고령친화도시 
가입

어르신 생활자존심 

「기초연금」 지원

1,306억원

(58,619명)

전국 최초, 한옥형 보육관련시설

「행궁아해 꿈누리」 개관

(2016. 7. 26.)

영유아 보육료 지원

1,274억원

“수원 엄마는 좋겠네”

맞춤형 보육서비스 지원
-  육아종합지원센터(2), 장난감 

도서관(8), 아이러브맘카페(9)

보육시설 확충(국공립 어린이집) 

37개소

(2010년 21개소)

-  2016년 시립어린이집 2개소 
신설 (금곡동·능실)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일반회계예산 중 사회복지비 예산 비율

34.41% (총6,586억원)

지표로 보는 2016 시정 주요성과

따뜻한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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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와 관광의 콜라보를 기대해

【2016 수원화성 방문의 해】

배움과 돌봄으로 교육격차 해소

【정조대왕 능행차 공동재연】

공공도서관 확충

17개소 8개 증가 2배 증가

(2010년 9개소)

2016년 화서다산도서관 개관,  2018년까지 20개

청소년 진로진학의 꿈 멘토

 「청소년희망등대센터」 운영

시민 1인당 도서관 장서 확보

2.04권 13배 증가

(2011년 0.15권)

범시민 참여캠페인(효행등) 참여 

개인 9,557명

단체 2,315개

제53회 수원화성문화제

52만명 관람

“수도권 최대 왕실 군사퍼레이드” 

「정조대왕 능행차 공동재연」 

서울에서 수원까지 47.6㎞,

총 3,069명 말 408필 참여

「K-POP 콘서트」, 

「아시아모델 인 수원」 개최

(2016. 9. 27.)

【수원컨벤션센터】 착공

「플라잉 수원」개장

(2016. 8. 10)

지표로 보는 2016 시정 주요성과

따뜻한 도시

관광객 유치

720만명

(2015년 437만명)

교육경비(급식비+교육경비) 지원

628억 3배

(2010년 207억원) 

희망드림버스 운영

793대  55 개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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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외부에서 평가한 수원

2016
수원시정 이모저모

● 우수디자인 리더상 우수

● 2015년도 대중교통시책평가 최우수

● 제3회 지방정부 정책대상 대상

● 부패방지 시책평가 최우수

● 2015년 옥외광고업무 우수 기관 우수

● 2015년도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우수기관 우수

● 2015년도 지방세외수입 종합평가 최우수

● 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 우수기관 최우수

● 아토피천식  예방관리 사업 유공 유공기관

● 2016년도 규제개혁 우수사례 경진대회 장려

● 경기도 행정생산성 및 민원서비스혁신 우수사레 경진대회 우수

● 2016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 최우수

● 2016 민원서비스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동상

● 2016 전국 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

● 2016년도 지방재정조기집행 추진 우수

● 2016년 우수 읍면동 공동체 활동 뽐내기 대회 우수

● 2016년 제8회 경기도 주민자치대회 우수

● 2016년도 민방위업무 평가 대통령상

● 국가결핵관리사업 우수기관 우수

● 제21회 경기도건축문화상(사용승인부문) 대상

● 2016년 전국지방자치단체 일자리경진대회 우수

● 공공부문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 2015 이행실적 우수기관 우수

● 제15회 전국주민자치박람회(평생학습분야) 최우수

● 2016년도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우수기관 우수

● 2016 농정업무평가 우수기관 우수

● 2016 대한민국 공공디자인 대상(공공디자인 학술부문) 대상

● 2016 도전 지역축제 대상(축제 수원화성문회제축제) 대상

● 2016 통계조사업무 유공 장관상

   ● ‘수원華城 관광 특구’ 지정 

   ● ‘수원 인문기행 특구’ 지정

   ● ‘축만제’ 국제관개배수위원회(ICID) 지정  관개시설물유산 등재

   ● 수원시 글로벌청소년드림센터 개관

   ● 수원시 노인치매정신건강센터 개소

   ● 정신건강 수도 선포 및 국제학술대회

   ● 수원 로컬푸드 직매장 개장

   ● 화서 다산도서관 개관

   ● 제4회 세계인문학포럼

   ● 계류식 헬륨기구 플라잉 수원 론칭

   ● 서수원 칠보체육관 개관

   ● 신분당선(정자 ~ 광교) 개통

   ● 수원시 공영자전거 ‘반디클’ 대여소 개소

   ● UN-HABITAT 3 행사 참석

   ● 2016 인간도시 수원포럼

   ● 캄보디아 시엠립주 “수원 중·고등학교” 준공 및 개교

   ● 수원시-프라이부르크시 제2차 자매결연

   ● 지속가능도시재단 설립 

   ● 수원시 더함파크 개관

   ● 금곡동 주민센터 개청

● 성별영향분석평가  우수기관 우수기관

● 2016 경인히트상품(서울-수원 정조대왕 능행차 공동재현) 대상

● 2016 폐가전 무상방문수거 우수사례 평가 우수

● 2016년 제18회 아름다운 화장실 대상 공모 동상

● 2016 대한민국 블로그 어워드 협회장상

● 제3회 나라꽃 무궁화 명소 공모 최우수

● 제9회 교통문화발전대회(2016년 교통문화지수) 우수

● 지역복지사업평가(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결과 부분) 우수

● 학교용지부담금  관리 우수시군 도지사상  

● 제1회 경기도 지속가능 기초자치단체 평가 대상

● 제6회어린이안전대상 장관상

● 공무원 정보지식인대회 장려

● 2016년도 지속가능교통도시 평가 최우수

● 제1회 대한민국 범죄예방 대상 우수 지자체(공공부문) 경찰청장상

● 2016년 지역 노사민정협력 유공 대상 대상

● 정부 3.0 국민생각함 활용사례 공모 우수

● 2016 경기도 자활사업평가 대상

● 2016년 도로정비평가 우수기관 우수

● 2016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평가 우수

● 제21회  경기환경대상 대상

● 2016 대한민국 무궁화 대상(자치행정부문) 대상

●  2016 일반수도사업 및 공공하수도 운영, 관리실태 평가 (상수도부문) 

최우수 

총 수상실적

5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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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업무계획

1. 손이 바쁜 경제도시

2. 마음 설레는 지속가능도시

3. 눈이 즐거운 문화도시

4. 가슴 따뜻한 복지도시

5. 몸이 편한 안전교통도시

6. 귀 기울이는 거버넌스도시

2017 시정업무계획
Administration plan for Suwon 2017

“2017년 수원시는 

‘시민 민주주의’에 한 걸음 더 다가가기 위해

‘시민이 중심이 되는 지방정부’ 시대를 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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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형시장육성사업(구매탄시장)

손이 바쁜 
경제도시

01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라는 신념으로

안정된 ′더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서민경제를 살리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창업아이디어 오디션

Job아You중장년일자리박람회

Job아You 계층별 일자리박람회 수원컨벤션센터 기공식

‘더 좋은’ 일자리 창출

첫째

  수원형 새-일 공공일자리 사업 : 
  2017년~2019년 목표인원 1,200명
•청년중심 일자리사업 집중 육성(50%이상 배정)

•공공일자리 매니저 배치 및 우수 일자리사업 상시 일자리 전환

 2017 일자리 창출 목표 : 9개 부문 36,000개

 계층별 맞춤형 취업 지원

• 청년층 
- K-Move스쿨, 청년인턴(300명), 청년취업 플랫폼 구축

• 경력단절여성 
-  취업목표 2,500명, 직업전문교육, 취업상담 지원,  

구인업체 인턴 연계 등

• 중장년층 
-  사회공헌활동(4~500명), 인생재설계 아카데미,  

실버인력뱅크 운영

  생활밀착형 일자리센터
  (2017 일자리 목표 15,000명)

• Job아You 일자리박람회(3회), 구인구직의 날(월1회),  
브라보 청년 굿잡 채용한마당(4회)

• 맞춤형 취업지원 프로그램, 일자리 발굴단,  
일자리 Pool 시스템 운영

 창업 선도도시 도약

• 3D특화형 1인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  20실, 200백만원

• 창업(성장)지원센터 운영 -  63실, 810백만원

• 수원시 창업투자유치대회(3회),  
창업아이디어 오디션 대회(2017. 9월)

 사회적경제 기업 발굴·육성 : 15개 (신규8, 인증7)

 「수원컨벤션센터」건립 (2019. 3월, 3,34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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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력 넘치는 지역경제

기업하기 좋은 도시

둘째

셋째

 문화관광자원 연계 전통시장 특화사업

• 수원 남문시장 「글로벌 명품시장 육성사업」(50억원)(’16~’19)

• 「문화야시장」 조성(푸드트럭 18대, 매대 50대)(270백만원)

• 청년상인 운영 청년몰 조성(푸드코트 8개소, 특화상품몰 20개소)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활력기반 조성

•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 「특례보증」(점포당 20백만원)

•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3개 시장) 및 문화예술행사 지원(2개 시장)

• 1시장 1특색 골목형시장 육성사업(2개 시장)

 협력하는 소비, 공유경제 활성화

• 나누미카(카쉐어링), 공영자전거, 장난감도서관, 공공시설 개방 등 
(19개 사업)

• 「우리 동네 공구도서관」 확대(4개소→10개소)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사업
 (2012~2020, 1,061억원)

 친환경 농산물 직거래 기반 구축

• 친환경 인증 농산물, GAP 인증 확대

• 「수원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상광교동)

 작지만 경쟁력 강한 중소기업 지원 

• 수원 산업진흥재단 설립(’17.12월), 산업단지 내 행정지원조직 운영

•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지원(1,390백만원)

• 중소기업 기술혁신 개발 지원(8개사업 850백만원)

• 산·학 협력과 중소기업 R&D 지원(100백만원)

 중소기업 해외판로 개척

• 수출 초보기업 해외마케팅 지원(224개사)

• FTA권역 진출 및 한류연계 수출(113개사)

 지역특화 전략 기업 유치

• 드론·로봇산업 육성 생태계 조성(2017~2021)

    - 기업체 입주·지원시설, 실외 테스트베드 조성 등

• 자동차복합단지 현대화사업 추진(~2018년까지) 

• 수원 벤처기업 육성촉진지구(1,165㎡)

 근로자의 권리가 존중되는 노동정책 

•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196백만원)

• 생활임금 시급 1만원제 도입 - 2020년 목표

드론 페스티벌자동차복합단지 현대화사업 기공식

수원시중소기업대상시상식 산업단지기업체 현장방문

추석맞이전통시장

공구도서관전통시장(영동시장)

글로벌명품시장 육성 협약식

경기신용보증재단 1일 명예지점장

수원로컬푸드직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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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HABITATⅢ

마음 설레는
지속가능도시

02

지속가능한 환경은 

공동체의 이익과 혜택을 위한 길입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환경수도 수원」을

시민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지속가능 친환경 도시

첫째

 2017 한·중·일 환경장관회의 개최(4.25~4.26)

*전국의 기초지방자치단체로는 최초

 자연친화적 환경도시 조성

• 환경성질환 아토피센터 운영 – 8개 분야 21개 프로그램

• 「레인시티(Rain City)수원 시즌2」 추진 – 그린 빗물인프라 구축, 
LID 녹지 조성, 비점오염 저감사업 연계 침투시설 설치

• 「수질오염총량제」 (BOD 할당부하량 7,566.99kg/일)

•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

    - 장치형 2개소/자연형 7개소, 유지관리 116개소

• 멸종위기·토종생물 서식지 보존(수원청개구리, 칠보치마 등)

• 환경교육 시범도시 추진 – 3대 정책과제 10개 사업

• 「수원 이동 환경교실 버스」 제작운영 *지자체 최초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 도시

• 2020년 중기목표 달성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사업 추진

    - 7대 전략 36개 사업

• 미세먼지-Free 수원 추진 : 전기자동차 보급 지원(300대) , 
천연가스버스 교체

• 신·재생(청정)에너지 확대·보급(191개소 1,677kW)

    - 민간부문(185개소 510kW), 공공부문(4개소, 367㎾)

    - 나눔햇빛 발전소(7·8호기) (2개소 800㎾)

• 고효율기자재(LED) 보급지원(262백만원)

 수원형 「자동차 없는 거리」공모(16개소, 448백만원)

 효율적 자원순환 도시

• 폐기물 감량 - 감량목표 30,604톤

• 음식물자원화시설 증설(100톤/일) 

•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 - 공중·개방 228개소

• 하수관로(금곡·호매실·입북분구) 정비(22,897백만원)

• 친환경 황구지천 하수처리장 건설사업 추진(2015~2021년)

    -  시설용량45,000톤, 시설부지 77,500㎡, 사업비 114,929
백만원

 자전거 이용 활성화

• 빠르고 편리한 공영자전거 1단계 추진(2017~ 2019 단계별) 

    - 공영자전거 800대, 스테이션 62개소

• 자전거도로 정비 - 7개 노선 12㎞

옥시불매운동

공영자전거

아토피 특성화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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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가 조화된 균형발전 도시 미래공감 녹색도시

둘째 셋째

 지속가능 도시정책 수립

• 「목표 2030년 수원도시기본계획」 정비

• 지구단위계획 수립·변경 - 대유평, 망포, 역세권 등

• 수원 군 공항 이전부지 개발 및 수원 R&D Science Park 조성

• 공공기관 종전부지 균형개발 – 6개 지구, 1,979천㎡

• 「수원시 지속가능 도시재단」 운영 – 도시재생지원센터 등 6개 센터

 주민참여형 도시재생사업

•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 

• 수원역 주변 성매매집결지 정비사업(2014~2020)

• 매산동 수원형 도시르네상스사업 - 94,896㎡, 52억원, 2015~2018

• 수원화성 르네상스사업 - 787,000㎡, 100억, 2015~2020

• 전국최초! 마을르네상스 사전 공모사업(84개)

• 선택과 집중! 특화마을사업 - 연무·평·우만2·매탄4동

 고등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4,906세대) : 2017 상반기 착공

 도시개발사업 – 3개 지구(수원역세권2, 곳집말, 고색지구)

 수인선 상부공간 활용

• 고색역 복합청사(도서관) 건립 - 2014∼2018년, 92억원

• 상부공간 공원조성사업 - 2014~2019년, 390억원

• 수인선(세류삼각선) 산책로 조성 - L=1.6㎞, 31,196㎡, 20억원

 도시의 쉼터 녹색공간 조성

• 「6분 거리 내 시민의 숲」 조성 - 77개소, 6,044백만원

• 수원 수목원 조성 - 일월공원, 영흥공원(민자개발)

• 도시공원 확대 조성 - 만석·인계3호·세류문화공원 등

• 어린이가 계획하는 「꿈꾸는 놀이터」 조성 - 20개소

• 광교호수공원 「프라이부르크 전망대」, 애견놀이터

 건강한 생태계, 산림휴양공간 조성

• 녹음형 수목 식재 - 4,500주, 1,100백만원

• 광교산·칠보산 등 생태복원 및 등산로 정비 - 18개 코스, 20㎞

• 기후변화 대응 「몽골 수원시민의 숲」 조성(2만주) 

 함께하는 그린 거버넌스 

• 도시 숲 생태프로그램 운영 - 20여개 프로그램, 138백만원

• 2017 도시 숲 5대 특화프로그램 운영 

• 제27회 나라꽃 무궁화 전국축제(200백만원)

 품격있는 도시디자인 실현

• 파장초 주변 안전마을만들기 디자인 시범사업(6,250백만원)

• 주민주도형 경관협정 시범사업(장다리길, 칠보거리)

• 구도심(트램길) 경관개선사업(1,970백만원) 및 시청 주변 경관
개선사업(26,000백만원)

군공항이전 스마트폴리스 조성 조감도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정책포럼

스마트도시분야 기술교류협약 MOU 체결

R&D사이언스파크 조감도

나무심기행사 앙카라학교공원조형물 나라꽃전국무궁화축제

.광교마룻길(벚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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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조대왕능행차

눈이 즐거운
문화도시

03

머물고 싶은 관광도시를 만들기 위해

수원화성의 가치를 키우고,

문화 스포츠를 일상에서 누리는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수원다운 문화도시

첫째

 문화도시 수원의 기틀 마련

•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 - 3개분야 10개 사업

• 근대역사 인문기행 탐방로 조성(6㎞)

• 살맛나는 서둔동 벌터 문화마을 조성사업(200백만원)

• 부국원 복원 및 전시관 조성(85.95㎡, 880백만원)

 품격있는 문화예술

• 시립예술단(교향악단·합창단·공연단) 정기 공연

• 문화예술단체 창작활동 지원 - 20건 577백만원

• 2017 수원연극축제(2017. 5), 2017 수원발레축제(2017. 9), 

   2017 수원재즈페스티벌(2017. 9)

 시민과 만드는 인문도시

• 인문도시 중장기 조성사업 – 7개 분야 57개 사업

• 거리인문학(버스정류장, 희망글판), 토요수원 인문여행

• 수원인문기행 특구 특화사업 추진 – 4개 분야 9개 사업

 「eco newseum 고색」폐산업시설 문화재생(26억원)

• 산업단지내 전시장, 체험 및 아카이브 공간, 어린이집 등

부국원 복원 및 전시관 조성 KBS열린음악회

수원시립합창단 연주회 전통음식문화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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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물고 싶은 글로벌 관광도시 시민행복 교육도시

VIVA FIFA U-20 월드컵

둘째 셋째

넷째

 관광객 수용태세 개선

• 관광형 명품숙박시설 유스호스텔 운영(2017)

• 입체적 미래VR체험관 - 334㎡, 3,000백만원

• 관광특구 관광체험형 인프라 구축(1,240백만원)

• 중국 관광객 유치 마케팅 - 온·오프 홍보, 팸투어

 지역전통 관광축제

• 제54회 수원화성문화제 개최(2017.10)

• 수원~서울 정조대왕 능행차 연시(2017.10)

 「세계문화유산 수원화성」가치 증진

• 화성행궁 2단계 복원사업 – 2003~2020, 우화관 복원

• 화성일원 문화재구역 정비 - 2004~2025 총사업비 1,054억원, 
2017년 116억

• 연무동 문화재구역 경관정비 - 공원22,000㎡·지하주차장9,470㎡, 
60억, 2017.12 준공

• 장안지구 전통문화거리 조성(2017. 12)

• 정조와 함께하는 상설공연장 건립(500석 규모) : 2017.12준공

• 남수동 한옥마을 조성(2017~2021) (24개동 28,772백만원)

• 한옥기술전시관 개관(2017.3월)

• 화홍문 주변 관광안내소 및 편의시설 조성(2017. 12)

• 매향동 21번지 일원 주차장 조성(400면, 사업비 250억 
2013~2017)

 맞춤형 교육복지 및 공교육 강화

• 역사와 효를 배우는 「사랑해요 수원」 교육과정 - 유치원196개

• 학교사회복지사업 지원 - 56개교 2,410백만원

• 방과 후 돌봄교실(31개교), 글로벌 다문화특성화 학교지원(2개교)

• 교육시설 환경개선 - 201개교, 11,000백만원

• 특성화프로그램 지원(1,500백만원)

 ‘휴먼평생학습도시’ 조성

• 수원시 평생학습관 및 외국어 마을 운영 - 928강좌

• 「2017 수원 인문도시 대축제」(2017.10)

 청소년 지원시설 확충  

• 수원청소년 희망등대센터 신축 - 2017~2018, 3,833백만원

• 「북수원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2018.상반기)

•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235개 사업)

• 「청소년 진로진학 통합서비스앱」 개발(100백만원 특별교부세)

 누리자 박·미·도(박물관·미술관·도서관)

• 박물관 복합여가문화공간으로 변신 – 작은 결혼식, 야간관람

• 1종 미술관 등록을 위한 소장품 수집 및 기획전시(7회) 개최

• 도서관 기능 확대 – 매주 1회 ⇒ 월 2회 휴관으로 개선, 2개소 신축 

「FIFA U-20 월드컵 코리아 2017」 개최(2017.5.20. ~ 6.11.)

• 24개국 참가, 수원, 전주 등 6개도시 개최 - 결승전 수원 개최

• 최적의 방문객 편의 제공 - 게스트하우스, 팸투어, 자원봉사자 모집, 
임시주차장 확충

 체육 인프라 확충

• 「영통 국민체육센터」건립 - 2018.8. 다목적 체육관, 수영장

• 수원야구장(KT Wiz park) 리모델링(2단계) 준공(2017. 3월)

• 아이스링크장 등 복합체육시설 건립 – 2015~2019 

• 생활체육시설 확충 및 정비 - 8개소 8,260백만원

• 건전한 생활체육 - 51개 종목 1,403개 클럽 70,336명

• 지역스포츠 꿈나무 발굴 프로젝트

 스포츠 대회는 수원에서 

• 축구 국가대표팀 A매치, 월드리그 국제남자배구 대회(2017. 6월) 

• 유소년(U-12) 축구페스티벌, 리틀야구 페스티벌 등
씨름전용체육관

수원 홍보대사 위촉

광교박물관 

소프트웨어 시범학교 정보과학축제

정조대왕능행차연시(배다리)

화성어차

야조공연 수원등불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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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궁아해꿈누리

가슴 따뜻한
복지도시

04

누구나 자부심을 갖고 

시민으로서 당당히 살아갈 수 있도록

차별과 소외받는 사람이 없는

복지환경을 만들겠습니다.

나눔과 돌봄의 맞춤형 복지

첫째

 시민체감 복지행정 

• 동 복지허브화 확대 (13개 시범→10개동 이상 추가)

    - 통합사례관리, 복지-보건, 복지-고용연계

• 사회복지관 운영 - 6개소, 570개 프로그램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4,425백만원)

• 기금통합(보훈+자활+양성평등+노인복지+장애인⇒사회복지
기금)

• 보훈명예수당(만65세 이상), 나라사랑 음악회 등 

 복지거버넌스를 통한 지역사회 보장기반 조성

• 제3기 수원시 지역사회보장계획 3차년 사업(80개)

• 클린케어 등 민관협력사업 및 지역 특화사업 추진

 복지사각지대 해소 및 맞춤형 복지서비스 강화

• 방문형 서비스사업 통합체계 네트워크 공유

• 위기가구 「긴급지원사업」 (3,170백만원)

• 맞춤형 사회서비스 확충 - 8개사업 3273백만원

• 저소득층 맞춤형급여로 기초생활보장(43,702백만원)

• 자활사업으로 ‘일하는 복지’(4,178백만원)

• 노숙인 건전한 사회복귀 - 다시서기 종합지원센터

 장난감 도서관

희망나눔 바자회

어린이 체험 프로그램

능실종합사회복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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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가정 희망보육 지원

둘째

 양성평등 여성친화도시

• 양성평등보좌관제 및 성별 영향분석평가 내실화  

• 여성친화도시 모니터단(62명) 및 민관거버넌스 운영

• 청소년 여성용품 지원 「초록희망상자」(1,300명)

•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1,328백만원)

• 저소득층 한부모가족 지원(3,755백만원)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 추진 (2017 상반기)

 전국 최초 「아동주치의제도」 도입 시행

 보육 인프라 확대 및 운영 내실화

• 시립고색동어린이집(장애아통합) 개원(2017.9월)

• 「수원형 우수어린이집 인증제」(50개소)

• 영유아 보육료 및 어린이집 운영 지원(211,152백만원)

•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30,062백만원)

 「수원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

 다문화사회 통합분위기 조성

• 외국인복지센터 운영 - 35개 프로그램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 16개 프로그램

• 「글로벌청소년드림센터」 운영(600백만원)

어르신·장애인 따뜻한 복지

몸도 마음도
튼튼한 건강도시

셋째

넷째

 WHO 고령친화도시 조성(48개 과제)

  팔달구 노인복지관(2017.10월)
   팔달구 노인회지회 회관 건립(2017.7월)

 노후의 생활안정

•  기초연금 지원 - 136,393백만원 60,392명

•  효사랑 지원금(1,000명), 효도수당(2,400가구)

•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제공 - 278개소 11,962백만원

• 노인 사회활동 지원 - 13개 기관 2,530명 4,537백만원

• 노인복지관(5개소)·경로당(475개소) 지원

 장애인 사회참여·자립기반 확충

• 「장애인복지 5개년 기본계획」 수립 

• 장애인 공공형(일반형·복지) 일자리 제공(117명)

• 장애인 연금·수당, 월동난방비 등 지원(14,481백만원)

• 장애인 활동지원 및 응급알림e – 124가구, 14,815백만원

    

 장애인 복지단체·시설 지원

•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지원 - 42개소, 14,738백만원

• 장애인복지단체 운영 및 사업 지원(649백만원)

• 「장애인주간보호시설」증축 및 리모델링(1,838백만원)

• 「수원시장애인종합복지관」 주차장 개선(303백만원)

 감염병 안전도시

• 감염병 관리기관 지정 - 아주대병원 등 4개소

• 수원시 매개체감염병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및 합동 대응훈련  

• 감염병 상시 모니터링, 취약지·시설 방역소독 실시

 저출산 극복 모자·아동보건사업

• 「임산부 건강챙기기」 - 건강관리서비스 등(374백만원)

• 난임 부부, 고위험 임산부 시술비(의료비) 지원

• 아토피·천식 예방사업

 치유와 회복의 마음건강사업

• 생애주기별 정신건강사업 - 아동·청소년·성인·노인

• 자살예방 및 4대 중독 예방 관리 - 알코올·마약·도박·인터넷 

• 「마음건강치유센터」 신축 - 2016~2018년, 300억원

 건강한 먹거리로 시민건강 증진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100인미만 보육시설)

• 주방문화 개선사업(주방내 CCTV 설치) - 10개소

• 가정 내 노후급수관 개량공사비 지원(486백만원)

• 수질검사 강화 - 법적기준 보다 강화기준 적용

    - 원수(31개→68개), 정수(59개→141개) 팔달구 노인복지관 조감도

노후의 활기찬 생활 

구강건강교실

즐거운 동심

어린이 체험 프로그램 다어울림한마당행사 지역아동센터 어린이날 큰잔치

행궁아해누리(장난감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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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구조종합훈련

대한민국 최고의 안전도시

첫째

 수원시민 안전대책 종합관리

• 수원 안전마을 확대 조성(1,000백만원)

    - (2015년)2개소 → (2016년)3개소 → (2017년)최대 4개소 

• CCTV 영상정보 통합관제 - 2,413개소 6,665대

• 안전사각지대 CCTV 확대 - 207개소 660대

• 「24시간 재난안전상황실」 상시 운영(전담인력 6명)

•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모델사업 - 지동, 3년간 매년 8~12억 지원

 지진대비 안전대책 

• 지진발생 상황전파 체계 개선 및 지진 조기경보서비스 도입 

• 공공시설물 내진대책 조기 추진 - 건축물·교량·수도시설

• 공공건축물 「지진안전성 표시제」 인증 활성화

 선제적 재난재해 예방

•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침수예방사업 - 33,738백만원, 
2016~2020년

• 상생협력 원천리천 하천정비사업 - 38,500백만원, 2017~2020년

    -  2016년 국토부 하천공모사업(하천정비, 산책로 조성 등) 

• 수원천 재난 예·경보시설 확충(340백만원)

• 화재없는 안전마을 사업 - 수급자 등 600가구

• 폭염대응 무더위 쉼터 운영(477개소) 

 여성 안심·안전사업 

• 「여성안심귀가 로드매니저 사업」 - 매니저 18명, 차량 4대

• 우먼 하우스케어 방범서비스 및 가스배관 특수형광물질 도포
(2,534개소)

• 여성안심 무인택배 보관함 설치 운영(8개소)

• 여성폭력피해 상담소 및 보호시설 운영 - 6개소, 837백만원

 어린이가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

• 초등 3학년 생존수영강습 - 2015년부터 시행, 97개교

• 초등 4학년 자전거교실 운영 및 어린이 보행안전지도사업
(150백만원) 

 홀몸 어르신 보호

• 독거노인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 2,133명, 360백만원

• 홀몸노인 돌봄 기본서비스(4개소 2,796명) 및 종합서비스
(10개소 390명)

몸이 편한
안전교통도시

05

장애물이 없어 장애인, 아이 누구라도

즐겁고 편하게 걷는 도시, 

시 구석구석 대중교통으로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도시안전통합센터

수원지역 지진발생에 따른 대책회의

수원시 여성 안심택배 보관함

민방위창설기념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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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우선 대중교통 사통팔달 교통 도시

둘째 셋째

 “1회 환승으로 목적지까지” 대중교통 연계 서비스 구축

• 지하철시대 버스노선 개편용역 2단계 추진(2020년까지)

• 신분당선 역사 경유 마을버스 확충 및 광역 2층(대용량)버스 확대 도입(25대) 

• 수원역 환승센터 건립(2017. 4), 성균관대 복합역사 건립(9,400㎡)

•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10대) 및 저상버스(24대) 확대 

 선진 교통문화 정착

• 「시민과 함께 하는 교통포럼」 - 교통전문가, 시민단체 등 거버넌스 구축

• 「시민참여형 보행지킴이」 - 37개 모임 101명 

• 교통약자 보호구역 조성 – 시립파장유치원 등 30개

• 수원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2016~ 2018년)

• 성균관대역 환승주차장 조성 - 201면, 2017. 5월

 도시철도 1호선 노면전차(트램) 도입 (2010~2020년)

• 수원역∼화성행궁∼장안문∼수원kt위즈파크∼장안구청

• 무가선트램 L=6,049㎞, 정거장 9개소

 격자형 철도망 구축

 사통팔달 도로망 구축

• 수원외곽순환(북부)도로 민간투자사업(2017~2019)

• 고색동 대로3-51호선 등 2개구간(L=1.47㎞, 400백만원)

• 율전동 중로1-51호선 등 3개구간(L=1.05㎞, 3,140백만원)

• 장애-free 수원 : 보도정비, 맨홀 및 경계석 턱 낮춤

• 세류고가차도 저소음 포장(A=7,275㎡, 644백만원)

.광교환승센터(내부)

쌍우물택시쉼터영화동공영주차장

교통안전행복도시만들기 토론회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수원역환승센터 공사현장점검

신분당선(광교중앙역)

분 당 선

신 분 당 선

인 덕 원 선

노 면 전 철

국철1호선

< 범 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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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좋은시정위원회 시민모니터단 발대식

시민이 중심이 되는 지방정부 시대

첫째

 지방정부 시대 제도적 틀 구축

•「수원 시민정부 기본계획」 수립

•자치기본조례 법제화 추진 

 지방정부 선도사업 추진

•민주시민 교육체계 구축, 주민자치회 혁신, 아파트 민주주의 등 

 시민의 생각이 정답이다! 거버넌스 행정 

• 「청춘도시 수원 미래기획단」 - 인구절벽 대응 3단계 발전전략 수립

•시민자치대학 운영 - 8개 과정 14개 교과

• 다양한 정책창구로 시정참여 활성화

    - 좋은시정위원회, 500인 원탁토론, 시민배심법정

    - 시민창안대회, 주민참여예산제, 도시정책 시민계획단

 인구 125만 이상 대도시 특례 추진

 시민과 함께 하는 자치분권 

• 자치분권 토크콘서트(2회) 

• 자치분권 현장토크(4회) 및 전국 네트워크 강화

도시정책 시민계획단 원탁토론회 

귀 기울이는
열린 도시

06

‘무엇(목표)’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방법)’가 중요한 시대,

시민과 함께 거버넌스 행정으로 

행정의 신뢰와 청렴을 높이는

수원시를 만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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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동주는 시민공감 행정 수원청년! 움(WU:M)트다 

둘째 셋째

 시민과 소통하는 열린 행정

• 시민공감 36.5℃ 경청토론회(격월) 

• ‘더 가까이 찾아가서 직접 듣는’ 현장 규제발굴 (월1회)

• 공공시설물 시민에게 돌려주기(공공시설 개방)

• 시민을 위한 법률상담 서비스 – 무료 법률상담실 운영

• 「우리동네 마을행정사」 운영 – 취약계층 민원 해결

• 전입시민 생활안내서 「수원마을」 제작(10,000부)

• 우만1동 주민센터 신축(2017.7)

• 연무동 문화센터 및 공영주차장 복합건립(2017.8)

 상징물 캐릭터 ‘수원이’ 홍보 

• 상품판매(7개소), 캐릭터관(3개소) 설치, 상설공연

 부패 Zero, 청렴1등 수원

• 시민단체 청렴협의체 구성, 반부패 인프라 구축 

• 청탁금지법 정착을 통한 신뢰행정 추진 – 교육, 서약식, 사례집 제작

• 「365일 공직기강 감찰반」 운영

 고충민원 조정·중재 「시민가디언」운영

• 5인 내외 비상임 전문가로 구성, 합의제로 운영

• 고충민원 처리과정 참여 및 의견 제시

 인권도시 수원 구현

• 2017 한국 인권회의 개최(2017.3)

• 인권친화적 인권실행계획 추진 – 7개 분야 48개 과제

• 인권영향평가 추진 - 자치법규, 정책, 공공건축물 등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는 청년다(움)

• 수원JOBS 청년취재단 술래 운영 - 수원잡스 매거진 발행

• 청년 플랫폼 구축 – 수원 청년바람지대 온·오프라인 운영

• 이미지 메이킹, 취업 준비생 지원, 통섭형 인재양성

 희망과 미래를 향해 마음껏 발돋(움)

• 다양하고 참신한 청년 아이디어 공모 – 연2회, 3인 이상 수원청년

• 청년활동공간 수원 메이커랩 조성

 삶의 안정이 회복되는 비움·채(움)

•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및 취업준비청년 교통비 지원

• 희년(jubilee) 「청년부채 탕감 범시민운동」

• 「수원의 宿」장학관 – 무료 기숙사 제공 

 수원시민의 집에서 함께 하는 즐거(움)

• 「수원청년! 움(WU:M)트다」 축제 개최

• 청년정책네트워크 확대 및 수원청년 생태계 조사(움트다 4대 분야)

Yes 생활민원처리반

조감도(우만1동주민센터 신축) 마을변호사 경기지역업무협약식

음주운전금지

2016수원인권포럼(인권나무)

청년정책네트워크 발대식무인민원발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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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주요
투자사업

(단위:백만원)

도로
교통

-
(20)

사업명 총 사업비 기투자 2016년 2017년 2018년 이후

친환경교통수단도입(노면전차) 167,730 386 　 167,344

광역철도분담금(수인선) 17,210 13,880 1,665 1,072 593

성균관대역사 환승주차장 조성 8,022 590 4,500 2,932 　

성균관대 복합역사 개발사업 6,000 4,000 2,000 　

수인선제2공구지하화 112,200 46,500 15,000 25,200 25,500

수원역환승센터 건립 65,927 51,692 6,635 7,600 　

화물공영차고지 조성 10,300 200 　 10,100

수원산업3단지공영주차장 조성 8,526 1,885 1,885 4,756

세류1동공영주차장 확충 2,020 20 1,800 200

수원외곽순환도로 민간투자사업 165,100 　 22 40,000 125,078

수원역우회도로(3공구) 확장 28,110 11,350 16,760

녹색교통복지회관 건립 11,111 173 5,552 1,023 4,363

율전동 중로1-84호선 도로개설 6,390 100 3,500 2,790

송죽동 대우연구소 앞 도로개설 6,854 　 6,854

고색동대로 3-51호선 확장 7,061 200 6,861

구 국도1호선 도로 확장 15,200 140 15,060

서둔동 대로 1-33호선 도로개설 5,810 200 5,610

광교산우회도로 개설 5,600 110 2,590 　 2,900

매산동 수원형 도시르네상스사업 
구역 내 도로개설

7,900 200 5,600 500 1,600

공영자전거(1단계) 17,440 4,890 12,550

문화
체육

-
(11)

사업명 총 사업비 기투자 2016년 2017년 2018년 이후

화성행궁 복원(2단계)(국비) 51,715 39,728 2,875 1,340　 7,772

화성일원 문화재보호구역 정비 105,400 65,682 10,607 11,600　 17,511

연무동 문화재보호구역 경관정비
(주차장,공원 조성)

42,607 36,607 143 5,857　

장안지구 전통문화거리 조성 2,800 50 170 1,940 640

정조와 함께하는 상설공연장 건립 9,689 134 404 　 9,151

수원유스호스텔 조성 32,494 7,780 9,984 14,730

수원야구장 리모델링(2단계)(국비) 16,000 4,800 4,419 6,781 　

영통 국민종합체육센터 건립(국비) 8,500 287 900 　 7,313

매탄동 공공도서관 건립(국비) 9,800 600 4,483 4,717

광교지구 문화시설(도서관) 건립 13,000 667 7,400 4,933

희망등대센터 신축 3,900 　 　 210 3,690

보건
복지
-

(6)

사업명 총 사업비 기투자 2016년 2017년 2018년 이후

팔달구 노인복지관 건립 18,700 9,542 3,033 3,125 3,000

호매실지구 문화복지시설 부지 매입 28,086 12,920 5,055 5,055 5,056

팔달구 노인회 회관 건립 8,500 805 1,720 5,975

정자동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증축 1,838 　 87 1,033 718

수원시 마음건강치유센터 건립 30,000 　 　 　 30,000

장안구보건소 증축 2,450 　 　 100 2,350

(단위:백만원)

일반
행정
-

(5)

사업명 총 사업비 기투자 2016년 2017년 2018년 이후

영화동 청사 신축 11,237 2,606 579 8,052

우만1동 청사 신축 7,646 1,503 3,078 3,065 　

지동 청사 신축 10,724 40 5,052 　 5,632

권선구청사 증축 1,250 34 　 1,216

시의회 청사 건립 52,000 200 　100 51,700

환경
녹지
-

(17)

사업명 총 사업비 기투자 2016년 2017년 2018년 이후

시 진출입부 경관개선 사업 6,325 3,535 　 2,790

퉁소바위공원 조성 20,120 12,120 8,000

수원선 상부 공간 공원 조성 40,738 374 8,471 31,893

레인시티 수원, 시즌2 12,160 3,160 2,000 286　 6,714

친환경황구지천 하수처리장 건설 114,940 1,000 5,564　 108,376

인계3호공원 조성 116,541 76,857 19,616 5,000 15,068

수원형 생태마을 조성 5,860 300 　 5,560

수목원 조성 32,000 100 　 31,900

일월공원 조성 113,077 30,870 12,000 　 70,207

만석공원 조성 26,900 14,900 6,000 4,000 2,000

당수체육공원 조성 6,000 　 　 2,000 4,000

세류문화공원 조성 5,500 　 2,600 2,400 500

상상어린이공원 조성 10,000 1,050 600 1,079 7,271

칠보테마거리 경관협정 2,500 200 　 2,300

구도심 트램길 환경정비 1,970 100 1,070 400 400

장안구 청소차 차고지 이전 3,800 　 3,800

연화장 증축 및 리모델링 21,800 　 　 790 21,010

도시
개발

-
(7)

사업명 총 사업비 기투자 2016년 2017년 2018년 이후

권선행정타운 배후단지 도시개발 26,293 22,104 3,500 30　 659

매산동 수원형 도시르네상스 사업 5,200 100 　 5,100

수원 안심마을 확대조성 7,200 900 900 　 5,400

드론 및 로봇산업 생태계 조성 29,500 　 　 162 29,338

컨벤션센터 건립 334,200 11,221 21,115 4,300 297,564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 현대화 141,042 114 500 2,332 138,096

수원 R&D사이언스파크 조성 230,000 2,100 500 227,400

사업

66개 사업

기투자

484,237
백만원

총 사업비

2,456,513
백만원

2016년

170,147
백만원

2017년

189,683
백만원

2018년 이후

1,612,446
백만원



수원시
상징물

symbol

시의 나무, 꽃, 새

심볼마크

수원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시각 상징물로, 수원시 
(기관) 공식대표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수원
화성의 성곽을 현대적 이미지가 나타나도록 단순화
시켜 표현

마스코트 『수롱이』

아름다운 전통이 살아 숨쉬는 수원시의 
이미지를 담아 시조인 백로를 목판
형식으로 표현하며, 수원을 방문하는 
국내ㆍ외 관광객에게 오랜 역사와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있는 수원시의 
이미지를 상징

시의 나무(市木) | 소나무

상징인 팔달산 그리고 노송지대에 
분포하는 나무로 민족의 기상, 절개, 
지조, 장수 등을 상징

민선5-6기 상징로고

반갑게 인사하는 사람들의 이미지를 통해 행정의 
가치를 사람중심에 두는 “사람이 반갑습니다 
휴먼시티 수원”의 시정철학을 시각화, 시민과 
함께 만들어 가는 나눔과 소통의 행복한 수원시를 
상징

마스코트 『반딧불이』

수원시의 맑고 깨끗한 자연을 상징
하는 반딧불이로 아름다운 자연과 
역사가 살아 숨쉬는 수원시를 의미

시의 꽃(市花) | 진달래

수원팔경 중 하나인 花山杜鵑(화산
두견)은 진달래가 흐드러지게 핀 화산
이라는 의미

마스코트 『화성이』

화성이는 수원의 보물인 수원화성을 
상징하는 마스코트로 화성문화제와 
전통 행사 등 특별한 수원시 행사에 
활용

시의 새(市鳥) | 백로

여름철새로서 시의 나무인 소나무와도 
잘 어울리며 서호저수지 주변 여기산의 
백로 서식지가 유명

Administrative plan for Suwon 2017

055054 I

캐릭터

수원청개구리 보존을 위한 인공 서식지에서 개체확인에 따라 수원청개구리에 
대한 전 국민적 관심이 높아짐

05

수원청개구리 서식지 보전활동

멸종위기 수원청개구리 특성
학 명  Hyla suweonensis

분 류  양서강>개구리목>청개구리과

1977년 6월 11일 일본 양서류 학자 구라모토 미쓰루가 수원농촌진흥청 앞 

논에서 발견. 1980년 “수원 청개구리”로 명명

수원청개구리 보전 필요성

전 세계에서 한반도에서만 서식하는 우리나라 고유종이며 ‘수원’이라는 지명을 
가진 유일한 양서류

01

2012. 1. 30 환경부지정 멸종 위기종 1급으로 서식실태 및 생태특성 조차 파악
되지 않은 종으로 보호 시급

02

급속한 도시화로 인한 서식지(논습지)의 급격한 감소03

2014년 지역 시민단체의 현장조사 결과, 황구지천 주변 논을 중심으로 확인
하여 모니터링 및 대체서식지 조성복원 필요

04

안녕하세요! 수원시민 여러분!
저 「수원이」는 수원청개구리를 상징하는 캐릭터로

2016년 새롭게 탄생했습니다. 
앞으로 「수원이」의 많은 활약 기대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