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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6기 비전과 전략

일반현황

Administration Vision & Strategy

General Status
인구 및 면적
■

인구

■

면적

1,240,025명

■

행정구역

121.05㎢

4구 43동

(전국의 0.14% /
경기도의 1.2%)

(전국의 2.3%/
경기도의 9.6%)

1,524통 7,020반

조직 및 인력

조직 │ 2실 7국 5직속기관 10사업소 4구 113과 43동 568팀(의회사무국 제외)
Education
icon set
■
■

Safety

안전한 도시
●
●
●

Energy icon set

알짜 일자리 확대
엄마품 안전사회 구현
동·서가 잘 사는 수원 실현

구분

●
●

건강미래도시 조성
지속가능도시 구현
지속가능한 교통체계 구축

Warmth

Map icon set

●

2조icon
255억원
Map
set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복지 실현
고품격 교육문화도시 조성
수원형 시민자치 실현

207개

2018 시정업무계획

16.83%

6,716억원

4.78%

■

복지시설

765개

■

도서관

153개

(공공 17, 소규모 4, 사립2,
작은도서관 130)

(사회복지 24, 여성 19,
노인 603, 장애인 43,
아동 76)

Energy icon set

기반시설
주택

■

308,298호

■

공원면적

■

(보급률 99.9%)

(개설률 83.82%)

철도·지하철

■

22.76㎞

상수도 시설용량

603,000㎡/일

Energy icon set
■

16.48㎢

도로개설

949.1㎞

(보급률 92.05%)
Transportation icon
set

(1인당 공원 조성면적
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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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6%

1조 7,338억원

7,037억원

(대학 7, 고등 44,
중 56, 초 97, 특수 3)

■

따뜻한 도시

학교

2조 4,054억원

증‧감(비율)

Education icon set

주요시설
■

2017년

2조 7,292억원

특별회계

●

●

2018년

일반회계

건강한 도시

Education icon set

예산규모
총계

Health

●

인력 │ 2,987명

하수도 시설용량

567,000톤/일

(보급률 98.9%)

(2017. 12. 31.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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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시민권은
시민의 정부가 수호해야 할
시민의 기본권입니다.

2018 주요 업무계획

노동·주거·교육·육아로
복지패러다임을 확장합니다.

모든 사회 구성원이 누려야할

삶의 기본조건을 갖추는 것은
지방정부의 의무입니다.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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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신년사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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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더 좋은 일자리 만들기
2. 지역경제 활력 불어넣기

1. 더 좋은 일자리 만들기
시민은 일할 권리, 안정된 일자리를 가질 권리,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누릴 권리를 가집니다 <노동복지권>

3. 기업경쟁력 키우는 맞춤 지원

01
알짜
일자리
늘리기

일자리 복지도시 조성

민선6기 지역일자리 목표공시제(17만개로 상향)
■ 일자리 거버넌스 강화(미래일자리 포럼)
■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6개)
■

계층별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일자리센터 취업연계(목표 16,000명/연)
고교생 「꿈잡(job)이」 마스터 육성
(특성화고 8개교, 일반고 300명)
■ 브라보! 5060+신중년 인생3모작 성공프로젝트
(10회 180명)
■ 청년 해외취업 지원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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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Move스쿨(50명), 희망드림 아카데미(40명)

─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 연계 100명

수원형 청년 인턴사업

경력단절여성 맞춤 취업지원(목표 2,600명/연)

공공 일자리사업 확대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수원형 새-일 공공일자리 200명)
■ 새희망 일자리(600명), 지역공동체 일자리
(100명), 대학생인턴(260명)
■ 넥스트 희망일자리
(중소기업취업지원 20명, 도시생태농업 30명)
■ 인생3모작 맞춤형 일자리
(사회공헌활동 400명, 신중년 디딤돌 100명)
■

새로운 도약을 꿈꾸는 창업 지원

「세대융합 창업캠퍼스」 운영
창업보육센터 사업비 지원
■ 고품질 창업교육 실시(180명), 창업자문단 운영
■ 창업투자유치대회, 창업 아이디어 오디션
■
■

Administrative plan for Suwon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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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역경제 활력 불어넣기
시장은 물건 파는 곳?

3. 기업경쟁력 키우는
맞춤 지원

4차 산업혁명,

수원의 시장은

그까짓 것 우리도

문화와 편리함이 있는

한번 해보자구요.

시민의 삶터이자

기업과 근로자의 좋은

일터로 변신 중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활력기반 조성

수원 남문시장 「글로벌명품시장」육성사업(46억원)
■ 시장 소규모 문화예술행사 지원(22개 시장)
■ 1시장 1특색 골목형 시장 육성(정자·조원·화서 15.6억원)
■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연무 18억원)
■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5개 시장)
■ 매산로 테마거리상점가 공영주차장 조성(118.5억원)
■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 및 지원시설 개발
■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사업(2012. 8월 ~ 2020. 5월)
─
─
─
─

■

부지 58,940㎡, 연면적 49,867㎡, 총사업비 1,061억원

1단계 : 채소동 가설건축물 신축 및 이전(2017. 11월 ~ 2018. 2월)
2단계 : 과일동, 수산동, 편익시설동 신축 및 이전
3단계 : 채소동 신축 및 이전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연계 지원시설 개발
─
─

부지 11,569㎡, 연면적 10,905㎡, 총사업비 563억원

도매시장 진입도로 직선화, 주차장 및 주민편익시설 조성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

특례보증 지원(10억원 출연⇒100억원 대출보증, 점포당 20백만원)
■ 소상공인 교육(4회), 컨설팅(100개소), 경영환경개선(50개소)
■

작지만 큰 힘되는 「생활 속 공유경제」

공유사업 종합계획(4개 분야 19개 사업)
■ 카셰어링·장난감도서관·공공시설 개방
■「공구도서관」 확대(21개소), 「공유경제 온라인 플랫폼」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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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특화 전략적 기업 유치

드론 및 로봇산업 육성 생태계 조성사업(13개 사업 222억원)
치매예방 로봇 보급사업(2개 사업 1억원)
■ 수원자동차복합단지 조성 추진
■ 바스프(BASF) 외국인투자 이행 관리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확대 지정(수원산업3단지 2단계 199천㎡)
■
■

중소기업 지원

육성자금 이차보전, 특례보증 및 동반성장 협력 대출
기술혁신 개발 지원, 산·학·연 협력 활성화(12개 사업)
■ 지식산업센터 내 출장상담소 확대 운영(1→5개소/주2회→주4회)
■
■

수출인프라 마케팅 지원

초기단계 수출마케팅 인프라 지원(3개 사업)
신규 개척단계 및 활성화단계 지원(4개 사업)
■ VR 도입방식 『전자무역청』 운영
■
■

수원산업단지 활성화

공영주차타워 조성(591면, 165억원)
산업단지 대표 조형물 설치
■ 문화가 있는 『고색뉴지엄』 운영
■
■

근로자 권리가 존중되는 노동정책 추진
■
■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비정규직 고용개선(30개 사업)
수원형 생활임금제 시행
Administrative plan for Suwon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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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민 종합안전대책 추진
2. 선제적 재난안전 대응체계 확립

1. 시민 종합안전대책 추진
시민이 언제나 어디서나 안전하게,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전에 예방이 최고

3. 취약계층 안전 강화

02
엄마품
안전사회
지키기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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촘촘한 안전대책 추진

2018 수원시 종합안전대책 수립
(4대 전략, 14대 과제, 66개 사업)
■ 화재안전 취약가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

─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지원 조례 제정(2017. 4. 28)

「수원시민 안전보험」 도입
찾아가는 생활안전교육, 안전신문고 운영
■ 안전학교(국제1,수원3~4개교) 지원
■「시민안전체험 한마당」 개최
■
■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구축
공모사업」 추진 (2017. 3월 ~ 2018. 2월)
■

방범 CCTV로 도시안전 극대화
■

안전사각지대 CCTV 확대 설치(66개소 신설)

─

■

CCTV 스마트관제 시스템 구축(CCTV 500대)

─
■

노후 CCTV 성능개선(120개소)

※ CCTV 현황(2017. 10월 기준) : 2,702개소 / 7,802대

사람 쓰러짐, 배회, 불법침입 등 패턴인식

웹 지도기반 CCTV 위치확인 시스템 구축

CPTED로 안전환경 개선
■
■

지속가능한 수원안전마을 사후관리(10개소/3억원)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모델사업 추진(지동)

재난구호․범죄예방 등 5대 국민안전 서비스 구축
(112/119 연계)
Administrative plan for Suwon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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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션!

2. 선제적 재난안전
대응체계 확립

3. 취약계층 안전 강화
무엇보다 사람이 먼저,

시민안전의

사람중심의

골든 타임을 잡아라

안전패러다임으로 전환

지역실정에 맞는 안전관리 및 재난 예방대책 추진
■

2018년 수원시 안전관리계획 수립(2018. 3월)
─

자연재난 8종, 사회재난 15종, 안전관리분야 35종

옥내·외 행사 안전점검 및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강화
민·관·군 합동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 실시(2018. 5월/도상․실제)
■ 단계별 재난상황근무체계 운영 및 계절별 재난대책 추진
■ 2018년 재난유형별 행동매뉴얼 정비(2018. 3월)
■
■

신속한 재난상황 파악 및 조기 대응체계 확립

「재난안전상황실」 24시간 365일 운영 추진(4조 2교대/전담)
■ 재난 예·경보시설 확충 및 보강(2018. 1월 ~ 5월)
■

─

■
■

경보시설(6개), 수위계(2개), 재난CCTV(2개), 산불감시 열화상카메라(2곳)

지진대비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성능 평가(2018년 완료 목표)
내진보강(내진성능 평가결과 우선순위 단계별) 추진

한발 앞선 「시민 맞춤형 재난문자 서비스」 제공

권역(구·동 등), 정보유형, 위험단계, 행동요령 등 24시간 재난정보 제공
■ 프로그램 개발(17.12.10) ⇨ 시범운영(17.12.11 ~ 12.31)
⇨ 2018.1월 시행
■

시설물 안전관리 추진
■

특정관리대상시설(1,721개소), 시특법대상시설물(1,676개소) 안전관리
─

재난위험시설(D등급) 정기점검(매월) 및 민간전문가 합동점검(분기)

시기별(명절, 행락철, 여름 대비) 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
■ 대형공사장 안전관리(위험시기별 민간전문가 합동점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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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안전한 학교 운영

어린이(14개소), 노인(2개소) 교통약자 보호구역 신규조성
보호구역 노후 교통안전시설 개선 추진(8개소)
■ 어린이 보행안전 지도사업(Walking School Bus)(97개초)
■ 초등학교 생존수영 강습(97개초 초등3학년)
■ 친환경 아토피 특성화학교 운영(남창초)
■ 학교석면 안전관리 유지보수 지원
■ 배움터 지킴이 운영(97개초 중 희망학교)
■
■

여성 안심·안전사업 확대

여성안심귀가 로드매니저 사업(남·여 2인 1조 동행)
우먼 하우스 케어 방범서비스 사업(무주택 및 수급자 여성가구)
■ 가스배관 특수형광물질 도포 사업(다세대, 연립지역 등)
■ 여성안심 무인택배 보관함서비스 사업(14개소)
■ 여성안심 자기방어 교육(셀프 디펜스) 신설
■
■

어르신 안전사업 확대
■
■

독거노인 응급안전시스템 확대(2,133가구 → 2,300가구)
연중 안전 모니터링 및 응급상황 대응(U-119 연계)

참여와 체험이 있는 현장형 교통정책
■

현장속으로! 열린 교통안전 포럼(연 4회)

─

■
■

교통사고 다발지역 현장에서 교통전문가, 지역주민 등 상호토론

시민 대토론회 :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문화 지수 향상방안(연 1회)
교통약자 맞춤형 교통안전 교육
Administrative plan for Suwon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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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포용적인 도시공간 조성
2. 회복력 있는 착한도시 구현

1. 포용적인 도시공간 조성
지역간 격차 없는 평등 공간,
모든 계층이 함께 더불어 사는 포용의 도시로 만들자

3. 공동체 형성 주거문화 확산
4. 융복합형 도시공간 창조
5. 녹색 공간 및 녹지 서비스 확대

03
동·서가
잘사는
수원 만들기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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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 거버넌스 도시환경 조성

2018. 아시아 인간도시 수원포럼 개최(2018. 10월)
■ 지동 안전마을 조성사업 추진
(22.3억원 2016. 5월 ~ 2020. 12월)
■ 2018 마을르네상스 사전 공모사업 추진
(2017. 8월 ~ 2018. 12월)
■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활성화
(56개 자치단체)
■ 수원형 자동차 없는 거리 공모 운영(20개소)
■ 생태교통수원2013 리마인드 축제
(20백만원, 2018. 9. 1 ~ 9. 30.)
■

투명하고 체계적인 도시정비 운영 강화
조합운영 투명성 및 조합원 권리확보 실현
종전자산 감정평가 적정성 검증 실시
■ 찾아가는 분쟁상담센터 운영
■ 정비사업 민·관 합동조사반 운영
■

도시패러다임 변화 대응 도시정책 추진
목표 2030년 수원도시기본계획 정비
(수원시 전역 121.139㎢)
■ 수원형 스마트시티 조성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전 컨소시엄 등 공조)
■ 체계적, 계획적 도시관리, 지구단위계획 수립
■

─
─
─

주민(민간)제안(대유평/곡선/망포4지구)
공공기관 이전부지(서호/고색2지구)

재수립(원천/매탄1,2지구/권선2지구)

공공기관 종전부지 균형개발
(6개 지구, 약 1,979천㎡)
■ 시청 주변 상업지역 활성화 방안 수립(2.5억원)
■

─
─

도로구조 및 교통체계 재검토

건축 후퇴부분 공공성 강화

■

Administrative plan for Suwon 2018

15

문화와 지역이 연계된,

2. 회복력 있는 착한도시
구현

3. 공동체 형성 주거문화
확산

시민은 쾌적한 주거공간에서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둥지내몰림이 없는
착한 도시재생의 모델

취약계층 맞춤형 주거복지정책 수립·운영

수원시가 만들어 봅시다

■
■

수원형 주거기준 설정 운영
맞춤형 주거복지 정책 지원(현재 10호 운영, 확대 추진)

권리가 있습니다
<주거복지권>

공동체 주거문화 조성

공동주택 관리 프로그램 개발·보급
공동체 활성화, 노후 공용시설물 개선 지원사업(120개 단지/25억원)
■ 20년 이상 경과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추진(40개 단지/1.5억원)
■ 건축물 관리공간, 편의시설 확충(종사자 근무환경 개선)
■
■

시민참여형 융·복합 도시재생사업

매산동 수원형 도시르네상스사업(매산동 재개발 해제지역)
■ 행궁동 도시재생사업 추진(100억원 2016 ~ 2020)
■ 경기도청 주변 도시재생사업 추진(99억원 2017.6월 ~ 2022)
■

─
─

■

365활력발전소 및 24시마을발전소 조성, 사회적경제 조직 발굴․지원
청년특구 조성, 안전․친환경 마을 조성

도시재생 뉴딜사업(중심시가지형) 추진(250억원 2018~2022)

고등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2004 ~ 2019 362,872㎡ 4,906세대)
■ 수원역 주변 성매매 집결지 도시환경정비사업(2014 ～ 2022)
■ 주택재건축 정비사업(462,049.9㎡ 10개소 7,820세대)
■ 주택재개발사업(1,214,501㎡ 12개소 20,123세대)
■

1

녹색교통 회관

3

수원 유스호스텔 리모델링

2
4
5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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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수원 청소년문화의집
팔달구 노인회지회회관
청소년희망등대센터
정자동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영화동 주민센터 및
공영주차장

건축규모

연면적
(㎡)

4,782
2,057
5,208
1,275
1,700
1,150
5,800

도시디자인 확산·정착

디자인 총괄체계 및 경관심의 기준 수립
수원시 공공·도시디자인 컨설턴트 운영
■ 수원시 공공디자인위원회 운영
■ 품격있는 가로환경조성을 위한 공공시설물 디자인
■ 수원시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 지속개발
■
■

2018년 공공건축물 건립
사업명

공동주택 분야별 전문가로 자체 품질검수단 운영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 공동주택단지 확대
■ 건축공사장 전문가와 합동 점검
■ 빈집 실태조사 및 정비계획 수립, 시범사업 추진(1억원)
■ 에너지 저소비형 녹색건축물 지원사업
(사용승인 후 15년 이상 경과 노후주택)
■
■

도시환경 및 구도심 정비사업

연번

주택, 건축문화 선도 정책

층수

(지하/지상)

소요예산
(백만원)

공사기간

비고

1/3

15,015

2016. 3 ~ 2018. 9

2017. 5월
재착수

1/3

34,541

2018. 1 ~ 2018. 9

설계중

1/4

4,000

2018. 3 ~ 2019. 3

설계중

1/5
1/2
1/3
2/3

5,494

2017. 9 ~ 2018. 9

9,741 2018. 2 ~ 2018.10
3,078

2018. 6 ~ 2019. 4

15,935 2018. 4 ~ 2019.10

설계중
설계중
설계중

품격 있는 역사·문화 도시경관 형성

수원의 관문(수원역 주변) 이미지 제고 디자인 사업(30억원)
안내사인(sign) 시범사업(공공청사 외부 24개소 1.5억원)
■ 원도심(향교로, 행궁로) 경관개선사업(L=1.3㎞ 47억원 2018 ~ 2019)
■ 인계장다리 마을만들기 사업(A=379,000㎡ 60억원 2018 ~ 2020)
■ 파장초등학교 주변 안전통학로 만들기사업
(A=147,000㎡ 62.5억 2017 ~ 20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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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융복합형 도시공간 창조
도시는 변화하는 존재,

5. 녹색 공간 및 녹지서비스
확대

녹색공간으로
도시에 숨통틔우기,

창의적 공간으로 만듭니다

계절별 꽃구경은 덤

수원컨벤션센터 건립 및 MICE 기반 강화
■

수원컨벤션센터 공사 2019. 3월 완료(2018년 계획 추진율 90%)

─

지역경제효과(부가가치) 연 1,807억원 / 일자리 창출효과 3,826명

부대·지원시설(호텔, 아쿠아리움, 백화점) 2020. 9월 완료
■ 컨벤션센터 개관·운영계획 수립 및 홍보마케팅 추진
■ 국제회의도시 및 국제회의복합지구 지정 추진
■

함께 누리는 행복한 공간 조성

「수원R&D Science Park조성 사업」 추진(357,487㎡ 2014 ~ 2022)
「탑동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335,620㎡ 2016 ~ 2022)
■「영흥공원 민간개발 조성사업」 추진(593,311㎡ 2015 ~ 2019)
■ 광교 아이스링크장 등 복합체육시설 건립(13,935㎡ 2018 ~ 2020)
■ 서수원권 민간(조합)개발 도시개발사업
■
■

신도시 조성 및 종전 부동산 개발사업
■
■

수원당수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969,648㎡ 7,855호 2016 ~ 2021)
종전부동산(이목, 효행, 망포지구) 도시개발 사업

─

─
─

이목지구 : 466,576㎡ / 4,301세대 / 2015 ~ 2019
망포지구 : 219,834㎡ / 2,514세대 / 2015 ~ 2019

효행지구 : 1,379,111㎡ / 12,186세대 / 2016 ~ 2022

[수원시: 455,205㎡ / 3,406세대, 화성시: 923,906㎡ / 8,780세대]

수원화성 군공항 이전으로 명품 스마트폴리스 완성
종전부지 및 주변지역 개발계획 : 6.65㎢
이전후보지 주변지역 개발계획(우정읍 일원) : 59.7㎢
■ 군 공항 이전 추진을 위한 최적의 민간사업자 선정
■ 지원사업 설명 및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 개최(2018. 2월 목표)
■ 군 공항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 수립 용역
■ 상생협력(갈등관리) 전문지원단 운영(분기 1회, 수시)
■ 예비 이전후보지 현장출장소 설치 운영(서부권/동부권 2개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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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주변 도시 숲 조성
■

수원 수목원 조성 : 일월공원, 영흥공원(민간개발)
─

수목원 지정승인(1월 산림청), 지방재정투자심사(2월 중앙)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보상 추진(210억원)
미조성 구간 조성 : 만석(20억원), 인계3호(20억원)
■ 공원 확장 : 세류문화(4.5억원), 당수체육(15억원)
■ 6분거리내 시민의숲 조성(40개소 3.8억원) / 학교숲 조성(4개교 4.7억원)
■
■

특색 있는 공원서비스 제공

도심속 워터파크, 물놀이장 신규 조성(숙지공원 11.5억원) 및 운영
청명산공원 숲 체험장 조성(10억원)
■ 광교호수공원 유아숲체험원/광교산 조원동 유아숲체험원
■ 광교호수공원 내 『프라이부르크 전망대 및 생태체험센터』 건립
■ 광교호수공원 포토존(수원이 등) 설치(5개소)
■
■

창의적 녹지서비스 제공

나라꽃 무궁화 전국축제(2018. 8월 만석공원 80,000여명)
수원팔색길 종주대회(2018. 9월 2,500여명)
■ 노송지대 노송길 복원(정일농원~노송공예사 L=8,037㎡ 8억원)
■「레인가든」 조성 : 녹지, 도시공원, 띠녹지, 교통섬, 주차장 등
■ 도시공원 울창한 도시숲 조성(1,550주 26억원)
■「그린커튼 조성 시범사업」(공공기관 20개소 2.2억원)
■
■

참여와 소통의 그린 거버넌스

창의적 테마공원, 꿈꾸는 놀이터 조성(4개소 32.7억원)
비정상 가로수의 정상화 그린 거버넌스(43.6억원)
■ 도시공원 조경수(수목) 3개년 가꾸기 사업(15억원)
■ 민간조경 자체 역량강화 지원으로 상생발전 도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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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강 보건서비스의 선제적 대응
2. 모두가 행복한 건강사회 만들기

1. 건강 보건서비스의 선제적 대응
국가 재난으로 다가왔던 '메르스'
수원시는 그 교훈을 잊지 않겠습니다

3. 보건의료서비스 인프라 확충

04
시민 행복
건강도시
실현하기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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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대응역량 강화

감시체계 구축, 역학조사반 및 신속대응반 운영
■ 수원시 감염병관리 실무협의회 운영
■ 감염병 예방을 위한『감염병 Safety Zone』구축
■ 손 씻기 및 기침예절 홍보·실천교육 운영
(학교 및 시설)
■ 결핵환자와 잠복결핵감염자 등록관리
■ 어르신 “결핵 안심케어” 사업
(경로당 및 복지관 10개소)
■ 청소년 에이즈 예방교육(중·고)
■

보건소 제증명 어디서나 교부시스템
구축

운영시기 : 2018. 2월(90백만원)
장
소 : 51개소
(시청, 4개 보건소, 4개 구청, 42개 동)
■ 대상민원 :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
■

예방적 건강관리사업

한의약 건강증진 허브(Herb)사업
팔달건강e 운영
(모바일 앱 활용 맞춤형 건강서비스 제공)
■ 지역사회 금연 및 흡연예방 사업
■ 외국인 근로자 무료진료
■ 독거어르신 건강관리 뷰티플! 화요일(400명)
■ 노숙인 건강검진 및 건강관리
■
■

마음건강 지원사업

행복 Up 스트레스 Down 시민 행복증진사업
생애주기별 정신건강사업
(정서장애아, 만성 정신질환자, 노인)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사업
■ 4대 중독(알코올, 마약, 도박, 인터넷) 예방 및
관리사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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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하나 소외되지 않는

2. 모두가 행복한 건강사회
만들기

3. 보건의료서비스 인프라
확충

건강서비스,

간병서비스를 책임지는

꼼꼼히 챙깁니다

수원시가 되겠습니다

임산부 지원사업
■

임산부 건강챙기기사업
─

임산부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및 우울관리의 체계화

「함께라서 즐거워!」 임산부 자조모임 운영
건강한 산후관리를 위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 전동유축기 대여 지원 사업
■

국가 치매책임제 대응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
(4개소)
■

아동보건사업

평생 건강 디딤돌 「아동 담당의 제도」(저소득층 아동)
■「안전습관, 행복드림 장애발생 예방교실」(초·중·고등 600명)
■ 성장기 청소년 바른척추 건강도시 만들기(초 5~6학년 및 중 15,000명)
■ 청소년 척추 측만증 예방운동교실(초 10개교 6,600명, 학교당 12회)
■ 건강한 우리지역 아동 만들기 프로젝트(영통구 지역아동센터 등록아동)
■ 아토피질환 예방 어린이 인형극 공연(8개소)

─
■

─
─
■

■

우리 동네 맞춤형 방문건강사업
─
─
─

구 보건소 방문건강팀 신설, 동별 우리 동네 작은 보건소 설치

보건과 복지가 ONE-STOP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체계 구축
해당 동 지역을 기반으로 맞춤형 밀착 건강서비스 지원

골다공증 관리사업(근골격 건강센터)
100세까지 당당하(糖糖下)게 살기(당류 섭취 줄이기 및 관리)
■ 영통구 지역주민 대상 태극권 건강체조 교실 운영
■
■

2018 시정업무계획

사업기간 : 2017. 7월 ~ 2018. 3월(24.9억원)

사업내용 : 1,394.4㎡(증축 989.46㎡ / 리모델링 405㎡)

권선구보건소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증축

─

위치 : 권선구 호매실로 22-50 권선구보건소 3층 증축
기간 : 2017. 10월 ~ 2018. 12월(23.9억원)

증축 1,248㎡(지상3층)/실증축 1,039.2㎡(치매안심센터 및 다목적실)

팔달구보건소 치매안심센터 신축 및 주차장 조성

─

■

100세 시대! 건강한 노후 만들기

장안구보건소 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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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역별 치매안심센터 설치로

─
─
─

위치 : 팔달구 교동 56–2번지 일원

기간 : 2017. 12월 ~ 2020. 4월(94.5억원)

건축면적 : 350㎡(지상 2층 연면적 850㎡ 부지 1,227㎡)
주차면 수 : 63면[신규 24면, 기존 39면]

수원시 마음건강치유센터 신축

위치 : 팔달구 매산로3가 43-1(매산119안전센터)
기간 : 2016. 1월 ~ 2019. 12월(300억원)
■ 건축규모 : 지하 3층 지상 8층 연면적 10,316㎡
■
■

권선동 건강생활지원센터 신축

위치 : 권선구 권선동 1311-7
기간 : 2017. 7월 ~ 2020. 3월(77.2억원)
■ 부지면적 : 1,450.7㎡(약438평)
■ 건축규모 :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2,44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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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태 환경도시 기반구축
2. 친환경 에너지도시 조성

1. 생태 환경도시 기반구축
사람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생태도시,
수원시가 세계의 모델입니다.

3. 친환경 물의 도시 하수하천 관리

05
지속가능한
생태도시
가꾸기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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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이 안전한 지속가능 환경도시 추진
환경사고로부터 안전한 지역대비체계 구축
■ 독일 프라이부르크시 / 브라질 꾸리찌바시
우수 환경정책 교류 확대
■ 수원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480백만원)
■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기 위한 ICLEI 활동
■ 한·중·일 지속가능도시 포럼 추진(158백만원)
■ 아토피센터 운영 및 사업부서 클러스터 운영
■

최고의 청결도시 수원 만들기

자원순환도시 ‘배출단계’ 생활쓰레기 감량 추진
음식물 자원화시설 100톤 증설(현 259톤/일)
■ 음식물 종량제 운영(공동주택 424개 단지
계량장비 4,220대)
■ 화장실 ODA사업(터키 얄로바시 등 3개국)
■
■

생물다양성 기반 구축

자연환경 조사 및 도시생태 현황지도 갱신
생물다양성 인식증진 프로그램 운영(60백만원)
■ 꼬리명주나비 서식환경 조성 및 떼까마귀 기동
처리반 운영(35백만원)
■
■

환경교육 시범도시 완성

찾아가는 수원이 환경교실 운영(111백만원)
실천형 환경교육 확대(176백만원)
■ 논·습지·숲을 활용한 생태환경체험교육관 운영
■
■

쾌적하고 안전한 ‘행복 장사시설’

수원시 연화장 시설개선(증축 및 리모델링)
(2016 ~ 2021 227억원)
■ 화장수요 증가 및 노후화로 인한 화장로 개보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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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친환경 에너지도시 조성
봄마다 찾아오는

3. 친환경 물의 도시,
하수하천 관리

초미세먼지,

물의 도시 수원,
이름값하게

숨쉬기 편하게

하천하수관리 잘해봅시다

줄여보자구요

「2018 미세먼지 대응 종합계획」 실행으로
미세먼지 감축

미세먼지 감축 목표 설정을 통한 미세먼지 저감 정책 실효성 제고
노인, 어린이 대상 미세먼지 피해예방 교육 및 황사마스크 보급
■ 미세먼지 없는 가로환경 조성
(분진흡입차 운행 확대, 취약지역 집중관리)
■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 및 충전인프라 구축
■ 노후경유차 운행제한(LEZ) 제도 시행 및 저공해화 지원
■ 대기배출사업장 및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감시 기능 강화
■
■

물 순환 선도도시 조성사업 추진
■

기후변화 대응활동 강화

2020년 중기목표 달성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사업 추진
(7개 전략 36개 사업)
■ 감축사업 3단계 이행평가(감축량산정→사전 모니터링→감축성과
검증) 실시
■ 파리협약에 따른 국제도시 기후활동 프로젝트 선도적 참여
■ 배출권거래제 체계적 대응으로 재정 리스크 최소화
(폐기물처리시설 9개소)
■

에너지 자립 도시 조성

시민참여 민간부문 신·재생에너지 보급(401개소 850㎾)
■ 공공부분 신·재생에너지 보급(8개소 328㎾)
■

환경서비스 추진

건강취약계층 이용시설 석면조사 및 교체 지원
건강취약계층 실내공기질 무료 측정 및 효율적 관리방안 포럼 개최
■ 건강한 놀이공간(중금속 Free) 조성을 위한 중금속 무료측정
■ 수원시 전역 악취실태조사 및 관리 종합계획 수립 추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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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인시티 수원 시즌2 추진

─

■

빗물을 이용한 사계절 노면살수, 빗물저류조, 침투시설 등

『지속가능한 물 순환도시 기본계획』 수립(3.8억원)

─

Smart Rain City Suwon 안전한 물 순환 도시 만들기 프로젝트

하수도특별회계 재정 건전성 확보 및 하수처리장 확충
■
■

하수도요금 100% 현실화 추진(2020년까지 100%)
황구지천 하수처리장 건설(2016 ~ 2020)

─
■

용량 45,000톤/일 부지 77,500㎡ 1,149억원

수원공공하수처리장 노후시설 개량(13건 93.9억원)

하수관로 정비

하수관로 정비(입북, 금곡, 호매실) 공사(2015 ~ 2019 221억원)
하수도 정비 중점관리지역 침수예방사업(2016 ~ 2019 333억원)
■ 노후 하수관로 정비(1,2단계)공사(2016 ~ 2020 351억원)
■
■

하천환경 개선
■
■

원천리천 하천환경 조성사업(2017 ~ 2021 384억원)
황구지천(1지구) 하천환경 조성사업(2013 ~ 2018 363억원)
Administrative plan for Suwon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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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전우선 스마트기반 정책 도입
2. 사통팔달 광역 철도망 확충

1. 안전우선 스마트기반 정책 도입
스마트시티 기반의 도로교통 정책 도입으로
시민의 발을 편하게 하자

3.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
4. 체계적인 도로개설 추진
5.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

06
사람중심
교통체계
갖추기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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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형 스마트시티 교통서비스 강화
■
■

스마트시티 서비스 활성화 개선방안 수립
도시안전통합센터 통합관리 솔루션 구축

─
─

─

340백만원, 스마트 시티․CCTV․ITS(지능형 교통체계) 통합

■

■

■

─

통합 관리

장애대응 신속성 및 유지관리 안전성 확보

교통량 공유시스템 구축
버스도착알림이 확대 설치 및 시인성 개선

─

버스도착알림이 설치(마을버스 20개소 /

─

버스도착알림이 시인성 개선(20개소)

노후장비 교체 30개소)

버스도착알림이 표준화 제정 및 시행

매매상사 온라인 자동차 이전등록시스템 확대 운영

─

분산 운영중인 시스템과 물리적 보안 및 기반설비 등을

시민이 필요로 하는 교통정보 제공
■

매매상사 온라인 자동차 이전등록
시스템 도입·운영

─

온라인 이전등록(기업민원)시스템 구축 운영 지원

지방세 수납부터 이전등록까지 원스톱시스템 유지
및 서버개발

시스템 이용 참여 홍보 강화

안전한 건설정책 추진

전문건설업체 행정지도 강화로 부실 건설업체
난립 예방
■ 대형건설공사에 대한 설계VE 및 기술자문 실시
■ 설계VE 및 기술자문 데이터 구축
■「건설현장 보행안전 도우미」 운영
■

─

전문 안전도우미 배치로 건설사업장 주변 보행자
안전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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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교통수단을

2. 사통팔달 광역 철도망
확충

3.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
교통약자 배려,

많이 만들면

다양하고 편리한

교통 좋고, 환경 좋고

대중교통 서비스로
수원의 매력+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

「광역버스 준공영제」추진
도시철도 인프라 구축과 효율적인 연계환승체계 구축
■ 보조 교통수단「마을버스」이용시민 만족도 강화 및 재정지원 현실화
■
■

철도망 확충으로 친환경 교통체계 구축
■

도시철도 1호선 노면전차 도입

─
─

제안서검토(적격성조사), 제3자 제안공고 등 행정절차 조속 추진

하반기 원도심 대중교통전용지구 설계(550백만원) 추진

수인선(수원~인천) 복선전철 건설(2018. 12. 개통예정)
■ 신분당선(광교~호매실) 복선전철 건설(2023년 개통예정)
■ 인덕원~수원 복선전철 건설(2023년 개통예정)
■ 성균관대 복합역사 건립 지속 추진
■

─

2017. 9월 민자 및 북부역사 개통, 기존역사 리모델링공사 신속 추진

─
─

■

마을버스 재정지원 마련을 위한 제도 정비 및 예산확보

⇒ 4업체 1,232백만원(유가보조금, 환승할인, 청소년할인)

시민이 감동하는 시민만족! 선진교통 질서 확립

─
■

버스 공공성 강화를 위한 운영체계 분석 및 이용 시민 만족도 강화

시내버스ㆍ택시 등록 현황(132개 노선 1,372대 택시 4,708대)

버스정류장 환경개선(버스정류장 1,059개소)

선진 교통 환경 조성
■
■

운수종사자와 지역주민이 함께하는 『녹색교통회관』 건립(150억원)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이전 건립(대황교동 253)

─

특별교통수단 차량 증차(10대→총88대) 및 운전원 증원

─

대당 8천만원, 15대 (1억2천만원 출연 → 12억원 대출보증)

「택시운송비용 전가금지 제도」 정착 유도
보호격벽 설치 지원(경진운수 등 7개사 535대)
■ 택시 장기근속자 금융지원 사업
■
■

주민편익 증진 주차환경 조성
■

■

■

통합주차정보 시스템 구축(57억원 공영주차장 62개소)

─

주차가능 면수 등 정보제공 가능한 종합상황안내시스템 구축

─

A=20,612㎡ 주차면수 202면(화물 110면 승용차 92면)

수원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103억원)
공영주차장 조성

─

수인선 상부공간의 효율적 활용

수인선 상부 공간 활용사업 추진(93,721㎡ 404억원)
■ 고색역 상부유휴부지 활용 기본계획 수립
■ 수인선(세류삼각선) 산책로 조성(31,196㎡ 20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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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성균관대역 환승주차장 조성(연면적 5,337㎡ 주차면수 191면)
세류1동 공영주차장 확충(A=775㎡ 주차면수 32면)
세류2동 공영주차장 확충(A=409㎡ 주차면수 16면)

화서1동 공영주차장 조성(연면적 3,478㎡ 주차면수 149면)
매탄2동 공영주차장 조성(연면적 2,393㎡ 주차면수 92면)

매탄3동(새터마을) 공영주차장 조성(A=718㎡ 주차면수 28면)
Administrative plan for Suwon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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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체계적인 도로개설 추진
도로는 많이 만드는 것보다

5.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

필요한 곳에 효과적으로

시민의 보행권을
지키는 보행, 자전거 등

건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람 중심의 도로환경이
중요한 시대입니다

안전한 보행환경 제공
■

5-Free 수원 조성(장애 Free)

─
─

사람중심의 체계적인 도로정책 추진
■

수원외곽순환(북부) 도로 민간투자 사업(2007년 ~ 2020년)

─

─

■

연장 L=7.7㎞, 폭 B=20m 왕복 4차로 (터널 2개소 교량 13개소 IC 3개소)
공사구간 소음대책 등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방안 마련 추진

권곡사거리 지하차도 건설사업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2억원)
─
─
─

남수원지역 개발계획에 따른 교통량 증가에 선제적 대응
대상 : 권선구 명성교회 사거리(권선동 175-1번지 일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개설사업 추진
■

연차별로 추진하여 결정 실효로 인한 무분별한 개발 예방

─
─
─
■

1단계(2016 ~ 2018년) : 58개소 196천㎡ 2,089억원
2단계(2019 ~ 2020년) : 188개소 644㎡ 8,057억원

3단계(2021 ~ 2025년) : 57개소 49㎡ 742억원

설계용역 추진(9억원 30개소)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도로환경 확충
■

사통팔달 간선도로망(15m이상) 구축(2016 ~ 2020)

─

■

─

오목천동 350-5번지선 도로개설 등 신규사업 3건(L=1.9㎞ 40백만원)

─

영화동 소로3-290호선 도로개설 등 계속사업 30건(L=10.7㎞ 70.1억원)

생활밀착형 소방도로망(15m미만) 확충(2013~2020)
─

32

2018 시정업무계획

율전동 중로1-84호선 도로개설 등 계속사업 5건(L=2.5㎞ 27.5억원)

오목천동 327-26번지선 도로개설 등 신규사업 8건(L=1.9㎞ 275백만원)

경계석 턱 낮춤 개선 및 물고임 구간 정비

차량중심에서 보행중심으로 도로환경개선 수립용역(3억원)

안전한 도로환경 확보
■
■

도로시설물 안전점검(266개소) 및 보수·보강(52.6억원)
도로시설물 정비개선

─

덕영대로 교통정체 발생으로 인한 지속민원 해결

광교지구 도로 및 교통체계 개선대책 수립 용역(2018. 6월말 완료)
■ 광역도로망 연계 등 SOC 민간자본투자 추진대상 사업 발굴 용역
■

■

보행불편 보도정비 및 장애인 점자블록 설치‧정비

─
─
■

삼희교 보수·보강공사

지하보차도 관리(터널 등기구 교체 600등, CCTV 152대 교체)
지하차도 11개소 전기실 지상이전 및 벽면타일정비(25억원)

환경개선 소음저감사업 시행

─

동수원고가차도, 국도42, 43호선 소음저감공사(A=69,000㎡ 21억원)

도로 전기시설물 개선 사업

전기시설물 관제시스템 구축(9억원)
야간 보행환경 개선 사업(6건 3.4억원)-주민참여예산 반영
■ 야간에 걷고 싶은 도시경관 개선 사업(6.8억원)
■
■

자전거 이용 활성화 추진
■

스테이션 없는 무인대여 자전거 확대 도입(10,000대 이상)

─

민간사업자가 자기부담으로 시설투자, 자전거 대여사업 직접 운영

공영자전거 대여소 운영(행궁동·광교산 7개소 300대)
시민 자전거 보험가입(배상책임·사망·후유장해·상해사고 등)
■ 찾아가는 자전거이동수리 센터 운영
■ 무단방치 자전거 정비(수원지역자활센터 업무 협약)
■ 안전하게 자전거타기 범시민 운동 전개(자전거 안전교육 등)
■ 핵심노선 단절구간 자전거도로 신설 및 정비(10개소 60억원)
■ 전기자전거 충전소 설치(65개소 325백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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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65일 언제나 36.5℃, 맞춤 복지 실현
2. 여성 · 아동 친화도시 조성

1. 365일 언제나 36.5℃, 맞춤 복지 실현
소외받는 이웃이 없도록
복지현장의 목소리를 가까이에서 듣고 실천하겠습니다

3. 어르신과 장애인 종합지원 서비스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서비스 강화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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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가
행복한
복지 나누기

■

2018 시정업무계획

동 복지허브화 추진 : 동 주민센터 맞춤형복지팀 설치
─

─

⇒ 2018년 43개동 전체

찾아가는 복지상담 및 사각지대 상시 발굴 활성화를

통한 안전망 구축

위기가구 『긴급지원사업』추진(31.2억원)

─
─
■

2016년 13개동 ⇒ 2017년 10개동 추가

긴급지원(중위소득 75%이하 가구)

무한돌봄 지원(중위소득 80%이하 가구)

휴먼서비스센터 연계 통합사례관리
(3,300가구 서비스 연계 16,000건)

거버넌스 복지행정 구현

「제4기(2019~2022) 수원시지역사회보장계획」수립
■ 공동모금회 연계 민간자원개발 및 지역특화사업
(245백만원)
■ 사회복지공무원 「나눔을 위한 채움 프로그램」
운영 (2회 100명)
■

공공 사회보장 강화
■

시민의 기본권리, 기초생활보장사업
(생계·의료급여) 운영(1,296억원)
─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 운영(매월)을 통한 권리구제 강화

꿈과 희망의 커뮤니티 공간, 열린 사회복지관
(6개소) 운영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96개소 897명 46억원)
■ 보훈명예수당 지급(만65세 이상), 보훈가족 및
시설 위문
■

취약계층 자립 지원사업

일을 통한 탈수급 저소득층 자활사업
(청소, 간병 등 30개 사업)
■ 자립을 지원하는 자산형성사업
(희망키움통장Ⅰ․Ⅱ, 내일키움통장)
■ 노숙인 거리상담반(1개반 2명) 및 노숙인 시설
운영(7개소)
■ 지역사회서비스 운영(9개 사업 32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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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여성·아동친화도시 조성
이제 육아는 지역사회의

3. 어르신과 장애인
종합지원 서비스

신노년층의 노후를 즐겁게,

공동의 책임으로

장애인 가족의

인식해야 합니다

돌봄부담은 가볍게

<육아복지권>

「양성평등 여성친화도시」 조성 및 다문화 공생

성평등 정책파트너 100인 워크숍
■ 한 권으로 보는 「젠더 길라잡이」핸드북 보급
■ 여성문화공간-休 상담 거점 공간 구축(구별 1개소)
■ 따뜻한 마음을 담은 「초록희망 상자」지원
■ 아이돌보미사업, 출산․육아용품 플리마켓, 출산장려 캠페인 등
■ 외국인주민 다(多)누리꾼 운영(12개국 78명)
■

여성폭력 예방 사회 환경조성 및 피해자 지원체계 강화
성매매종사자 피해여성 자활지원 체계 구축(실태․욕구조사, 조례 제정)
여성폭력피해자 및 여성폭력 관련 시설 지원(8개소)
■ 성매매피해자 자활지원센터 「모모이」 운영
■ 성매매 집결지 현장 「열린터」 운영
■
■

육아 인프라 설치 확대 및 운영 지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수원형 숲속어린이집 조성/가정어린이집 매입)
「수원형 우수어린이집 인증제」 추진 확대(50개소⇒70개소)
■ 아이러브맘카페(9개소) 및 장난감 도서관(9개소) 운영
■ 취약계층 영유아 보육 적극 추진(170개소)
■
■

─

■
■

장애아전문(통합), 시간연장형, 0세아 전용, 외국인근로자 자녀전담(통합)

안정적인 어린이집 운영 지원(1,163개소 32,110명)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8개 사업 313억원)

아동서비스 지원
■

모든 아동이 행복하고 안전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

아동친화도 조사 실시, 아동참여 열린 토론회 개최

아동학대의 체계적인 관리 및 예방 「수원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 공립형 지역아동센터 설치․운영
■「네 꿈을 펼쳐라」 직업체험교실 운영
■ 저소득층 아동통합사례관리 드림스타트 추진(3개소 10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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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기찬 노후 환경 조성

기초연금, 효사랑지원금, 효도수당 지원(73,400명 1,405억원)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장기요양서비스 제공(298개소)
■ 노인복지관 확대(5개소 → 6개소)
※ 팔달노인복지관 개관(2018. 2)
■ 버드내․서호노인복지관 리모델링, 「팔달 노인지회관」 건립(2018. 8)
■ 경로당의 소통 및 건강한 여가․문화 공간 조성(487개소)
■「WHO 고령친화도시」 조성 지속 추진(6대 영역 52개 과제)
■ 장기요양요원 지원 추진(수원시 장기요양지원센터 연계)
■「꽃 할배 초보 쉐프들의 요리배틀」개최(2018. 10)
■ 독거노인 생활관리사를 통한 안정적 생활관리 및 후원연계, 가사지원 등
■
■

노인일자리 확대
■
■

노인 사회활동지원사업 추진(13개 기관 3,846명) “2017년 대비 23% 증”
수원형 맞춤형 노인 일자리 개발(시니어 영어 지도사 운영 등)

장애인 사회참여 및 자립 지원 강화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실시(초·중·고교, 동주민센터 및 단체 등)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
■ 장애인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73개)
■ 장애인 공공형 일자리 제공(4개 유형 159명)
■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148억원)
■ 중중장애인 사회참여 지원 및 응급안전체계 마련(171억원)
■
■

장애인복지 단체·시설 지원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지원(43개소 173억원)
「정자동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신축(30억원)
■「곡반정동 장애인복지시설」 건립 추진(178억원)
■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체험홈 설치 운영
■ 장애인업무 종사자 선진국 벤치마킹 실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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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화 향기 가득한 수원 조성
2. 休, 樂, 留 관광도시 구축
3. 수원형 교육중심도시 조성
4. 스포츠1번지 수원 위상 제고
5. 세계문화유산 수원화성 인프라 확충

08
고품격
교육문화
누리기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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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화 향기 가득한 수원 조성
정조대왕의 효심이 깃든 역사의 도시 수원!
시민의 예술 창작과 문화 향유를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자

역사 향기 품은 수원을 거닐다!!

문화특화지역 문화마을 조성(서둔동 벌터마을)
(2016 ~ 2018 / 연 2억원)
■ 2018 문화도시 수원 만들기
(2018 ~ 2022 / 연 5억원 3개 분야 10개 사업)
■

─

수원 근대거리 조성, 근대거리 공연 개최, 인문자원
디지털 지도 제작 등

정조 테마공연장 건립(팔달로1가 134번지 일원)
■ 밤빛 품은 성곽도시, 수원야행 (2018. 8월 / 6억원)
■ 살아 숨쉬는 향교 만들기, 정조와 함께하는
행궁나들이 사업(97백만원)
■

고품격 문화축제 개최

시민 참여율 및 호응도가 높은 축제는 사업규모
확대(수원 발레축제)
■ 시민 참여율 및 사업성과가 낮은 축제는 행사내용
개선(수원 연극축제)
■

사람중심 인문도시 조성

제2단계 인문도시 중장기 조성 사업
(7개 분야 57개 사업)
■ 제3단계 인문도시 중장기 계획 수립
■ 수원인문기행 특구 지정 운영
■

─
─

■

수원화성 및 근대역사 밀집지역의 4개 분야 9개 사업

독립운동 100주년 대비 탐방로 조성사업(275백만원)

만사북통(萬事book通) 책 읽는 직장만들기

문화쉼터 SIMA
(수원시립아이파크미술관) 운영

나혜석 타계 70주년 「여성미술」특별전
(2018. 2 ~ 5월)
■ 수원미술 아카이브 구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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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休, 樂, 留 관광도시 구축
‘천만 관광객’ 의

3. 수원형 교육중심도시
조성

마음을 읽고 맞추는

교육의 기회는
모든 구성원에게 공평하게

관광정책 추진

제공되어야 합니다.
교육은 빈부의 대물림 수단이
아니라, 꿈과 재능을 키우는 날

수원 대표축제 글로벌 브랜드화
■

■

수원의 대표축제 「제55회 수원화성문화제」
─

2018. 10월 중, 수원화성 일원, 15억원, 문화체육관광부 우수축제

─

2018. 10월 중, 수원시/서울시/화성시(지자체 공동체 관계 구축), 16억원

대한민국 최대 퍼레이드 「정조대왕 능행차 공동재현」

─

수도권을 하나로 연결하는 거리축제 및 대한민국 최대 문화․관광 퍼레이드

관광객 수용인프라 확충 및 체험관광 상권 조성

유스호스텔(가족테마형 다목적수련원) 설립(2018. 12월 준공예정)
관광안내서비스 고품격화(관광지 및 골목길 전문안내사 역량강화)
■ 문화재 문화예술 관광을 아우르는 주·야간 테마파크 조성
■
■

─

─

화성어차(4대⇒6대), 벨로택시(11대), 플라잉수원 등 탈거리 확대․운영

기념품 판매소, 전통음식점, 한옥카페 운영으로 관광상권 집중화

야간관광 확대 및 특색있는 골목길 투어 상품 개발

화성행궁 등 성안 주요시설 10개소 스탬프투어로 인센티브 제공
문화예술 콘텐츠와 연계한 프로그램 추진
■ 수원야행,․달빛동행,․행궁야사 등 공연, 문화예술 콘텐츠 연계 추진
■
■

테마별 관광코스 개발, 체류형 관광도시 이미지 마케팅
■

권역별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사업 추진(국비 6.3억원)
─

■

수원+화성+파주+인천(별별이야기 권역) 연계 관광벨트화 추진

도심 속 특별한 골목문화를 찾아가는 「도보형 관광상품」 개발

발길 이끄는 수원관광 홍보

아시아 주요국가 관광객 대상 그랜드 프로모션 실시
경기 남·서부 인근 지역과 관광연계 상품 및 패스 개발
■ 청소년 역사탐방 체험순례(2018. 7. 29. ~ 8. 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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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교육 지원 강화

공교육 경쟁력 강화프로그램 운영 지원
■ 21세기 미래인재 수원형 교육사업
■ 교육시설 환경개선 사업
■

개가 되어야 합니다
<교육복지권>

글로벌 평생학습도시
■

수원시평생학습관 및 수원시외국어마을 운영
─

생활문화강좌, 시민인문학교, 거북이공방, 누구나학교 등 열린 강좌

글로벌 학습도시 조성(인문교양 프로그램, 평생학습 공동체 조성 등)
■ 제12회 수원시 평생학습축제 : 체험/전시/공연/참여한마당 등
■「내 고장 수원 바로 알기」 운영
■

청소년 미래인재 육성 및 전용공간 확충

청소년 육성 전담공무원 배치 운영(전국 지자체 최초)
■ 수원시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만12세 ~ 만18세 이하 50명)
■ 북수원 청소년 문화의집(55억원 2018. 9월 준공)
■ 청소년희망등대센터 신축(40억원)
■ 청소년 자유공간 청개구리연못 4호점(2.5억원) 조성
■ 청소년 자치활동 강화 및 인재육성 프로그램(238개 15억원)
■ 학교밖 청소년 지원사업 등 청소년 보호 프로그램(11개 26억원)
■

생활 속 공공도서관 확충
■

도서관(시립직영 공공도서관) 확충(15개소 → 17개소)

─
─

광교푸른숲 공공도서관 개관(2018. 4월 예정 130억원)
매여울 공공도서관 개관(2018. 4월 예정 98억원)

도서관 노후시설 및 노약자 편의 시설 개선(30개소 13억원)
■ 공공도서관 장서 확충(도서96천권 비도서230점 전자책400점 13억원)
■ <2018 제2회 수원한국지역도서전> 개최(2018. 9월 2.7억원)
■ 희망도서 서점 대출서비스 확대(1권→2권)
■ 성균관대역 『무인 스마트 도서관』 구축(1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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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는 수원!

4. 스포츠1번지 수원
위상 제고

5. 세계문화유산 수원화성
인프라 확충

행복한 삶은 건강이 밑바탕

역사도시의 정체성,
살리고 키우고 지키고

문화재 복원 및 주변 경관보존 관리

화성행궁 2단계 복원(우화관·장춘각·분봉상시·별주 4동 94칸 복원)
수원화성 정밀실측조사 실시(7억원)
■ 수원화성 일원 문화재 안내판 개선(4.7억원)
■ 문화재 보수 정비(6억원)
■ 방재시스템 CCTV 화질개선(40만 화소 → 200만 화소 62대)
■ 남수동 문화재구역 정비(35억원)
■
■

2018 평창동계올림픽 성공적 개최 지원

대회기간 : 2018. 2. 9.(금) ~ 2. 25.(일) / 대회장소 : 평창․강릉․정선
평창동계올림픽 국내 성화 봉송 경유(수원구간) 지원
■ 이동형 라이브사이트 운영 지원(화성행궁광장)
■ 시민 단체관람 지원(관람권, 교통편의 제공)
■
■

생활체육 활성화 추진

종목단체 활성화를 위한 내실있는 지원(51개 종목 1,403클럽 70,336명)
수원시생활체육대축전 개최(축구 등 40개 종목 25,000명 참여)
■ 종목단체 생활체육대회 개최·출전 지원(개최 15회 출전 40회)
■ 체육소외계층 지원(장수노인체육대학, 스포츠강좌 이용)
■
■

스포츠메카 수원 위상 제고

제64회 경기도체육대회 종합우승 탈환(2018. 4월/양평군)
■ 아시아 남자핸드볼선수권대회(2018. 1월)
■ 그랑프리 세계여자배구대회(2018. 5월)
■ 수원FC 선수단 리빌딩을 통한 우수선수 영입 → 목표(클래식 승격)
■ 여자축구단 우수선수 영입을 통한 전력강화 → 목표(3위)
■

체육시설 인프라 확충

영통 광교 국민체육센터 건립(4,600㎡ 17.5억원 2018. 2월 ~ 2019. 8월)
■ 수원종합운동장 내 도심 속 휴게쉼터 조성(19억원 2017 ~ 2018. 5월)
■ 연암배수지 실내 테니스장 건립(40억원 2018~2019.6월)
■ 사회동호인 야구장 조성(10억원)

─

원도심 재생 기반시설 확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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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화성 문화재구역(북지․팔달문) 정비(81.2억원)

─

총사업비 3,554억원 면적 58,291㎡ 현재까지 투자 879억원

매향동 21번지일원 주차장 조성
(250억원 7,594㎡(400면) 2019년 6월 완료)
■ 남수문 주변 소공원 조성(19억원 340㎡ 2019. 12월 완료)
■ 문화시설 조성(남창동)(92억원 2,954㎡ 2020. 12월 완료)
■

한옥 보존 및 육성 사업

수원화성 성곽 내 한옥마을 조성사업(40억원)
「한옥새움」 한옥기술전시관 운영 및 활성화 사업(연중)
■ 한옥건축 활성화 지원사업(2.8억원) : 건당 8천 ~ 1억5천만원 지원
■
■

문화관광 기반시설 조성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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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벽 ‘내탁’(언덕) 복원 및 공원조성/도시계획도로 확장 이설

■

■

수원화성 문화재구역 확대 지정(면적 58,291㎡→96,585㎡)
봉돈 옆 근린공원 확대 정비(2억원)
─

면적 199,556㎡ → 202,758㎡ 사업비 30억원 2020년 12월 완료

─

면적 1,655㎡ 사업비 75억원 현 투자액 9.8억원 2019년 12월 완료

북수동 수원화성 주변 정비(5억원)
행궁광장 공중화장실 설치(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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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거버넌스 행정체계 구축
2. 열린 책임행정 구현

1. 거버넌스 행정체계 구축
지방자치와 분권을 앞당기는 수원 시민의 정부,
수원시정의 기본방향입니다.

3. 청년도시 수원! 조성

09
수원형
시민자치
펼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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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참여 확대를 통한 거버넌스 행정 실현
「시민의 정부 온라인 플랫폼」 운영
■ 시민자치대학 및
「수원 란츠게마인데 정치축제」추진
■ 좋은시정위원회, 2018 시민공감 정책토론주간,
시민배심법정, 시민창안대회
■ 민선6기 약속사업 평가보고회(2018. 1월)
■ 민선7기 약속사업 시민의견수렴 토론회 개최 및
확정·실행계획 수립(2018. 9월)
■ 시민과 함께하는 수원형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
■

─

■

평화통일 시민공모사업, 시민대상 통일교육,
통일 한마음 대축제 개최 등

시민 주도의 수원권 광역행정 희망프로젝트 추진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

실질적 지방자치와 분권 추진
■

시민이 주체가 되는 「수원형 주민자치회」 추진
─

■

수원형 주민자치회 조례 제정 및 주민자치회 전환
(2018 상반기)

자치분권 공감대 확산을 위한 시민과 함께하는
자치분권 추진
─

정책토론회(2회) / 시민교육(10회) /
자치분권 토크콘서트(2회)

수원의 미래비전 제시

인구감소에 효과적 대응을 위한
「청춘도시 수원 2045」 추진
■ 지속가능 미래수원으로의 도약, 민선7기
희망수원 비전 선포
■ 인구 125만 이상 대도시 특례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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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열린 책임행정 구현

3. 청년도시 수원! 조성

시민은 시정을

청년들의 현재와 미래를

누구에게
믿고 맡겨야 할까요?

함께 고민하고,

시민·현장 중심으로 소통하는 열린 행정

그들의 꿈을 지원합니다

「소통박스」「참시민토론회」 운영
■ 공공갈등의 체계적 관리 및 해결
■ 시민․현장 중심 규제 개혁 토론회, 365 규제개혁 발굴단 운영
■ 공공시설 야간/휴일 확대개방 추진

수원시 공직자가 정답

■

맞춤형 책임행정

「국민행복민원실」 영구 인증 추진
■ 취약계층 가정 「생활안전 점검」 확대
■ 사회적 취약계층 「마을행정사」 운영 확대
■ 무료 법률상담실 운영을 통한 시민 법률상담 서비스 제공
■ 시민 참여가 쉽도록 「자원봉사 온라인 플랫폼」 구축
■ 공공재정 건실화로 책임있는 재정 운영
■

─
─

주요 재정사업 평가,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 강화

신규 행사·축제성 사업 사전심사 및 모든 행사성 사업 사후평가

「수원시의회 청사」 건립 추진
■

시의회 청사연계 행정 복합타운 조성(업무공간, 시민청, 도서관 등)

청렴 공직사회 운영

「공감대 확산을 위한 청렴문화 실천 시스템 운영
■ 공직사회 청렴의식 문화개선 및 청탁금지법 안착을 위한 제도 운영 추진
■ 인권도시 구현 「인권교육강사 양성과정」 추진(2018. 4 ~ 10월)

역량 강화를 통해 성장하는 청년다(움)
■
■

오늘과 희망찬 미래를 향한 발돋(움)
■
■

데이터 기반의 빅데이터 사업조사 및 선정 ․ 분석
■ 공공데이터의 자유로운 활용기반 마련을 위한 통합 플랫폼 구축
■ 수원시 정보시스템 클라우드 구축
■ 수원시 어디서나 이용 가능한 프리 와이파이(Free-Wifi)구축
■

─

2012 ~ 2017 다중이용시설 220개소 구축 완료 / 60개소 확대 구축 예정

스마트시티 조성을 위한 수원시 통합플랫폼 구축
■ 사용자 중심의 모바일환경(스마트폰․태블릿 PC 등) 서비스 제공
■ 3D 프린팅 전문업체(경기지방중소기업청) 협력을 통한 전문교육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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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공간 「청년바람지대」 활성화
청년 이산센터 조성 : 청년 일자리, 정보, 문화 등의 거점인 열린 공간

─
─
■

2017년 ~ 2020년, 대상부지 선정 중(대지면적 2,000㎡ 규모)

청년 교육플랫폼, 도서관, 청년일자리센터, IT플랫폼, 심신케어센터 등

취업준비청년 교통비 및 정장 지원

─

■

4차 산업혁명 기반 정보통신 역량강화

청년 아카데미 운영
다양한 고민해소를 위한 수원CURE 활동

─

교통비 지원 : 1인 월 10만원, 최장 3개월 30만원
정장 대여 : 면접용 정장 및 액세서리

삶(생활과 주거)의 안정이 회복되는 비움·채(움)
■
■

수원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연 2회 1인 평균 25,000원)
청년 생활금융 지원체계 구축

─

역량강화 교육, 부채경감 캠페인, 수원 청년꽃길은행 설립 지원

「수원의 宿」장학관 운영 : 백암재단과 협약, 장학관(30개실) 무료 제공

■

수원 시민, 청년들과 소통하며 함께하는 즐거(움)
청년네트워크 모임, 청년정책위원회 운영 활성화
청년활동 지원 공모사업(2018.3월)
■ 수원청년 ‘움트다’축제(2018.10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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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주요 투자사업
분야

지역경제

사업명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사업
남문 로데오거리
상권활성화 사업

성균관대 복합역사 건립

성균관대역 환승주차장 조성

교통

수인선 제2공구 지하화 구간
상부 공원 조성

녹색교통회관 건립

영화동주민센터 및
공영주차장 복합 건립

수원컨벤션센터 건립

개발

수원R&D사이언스파크 조성

영흥공원 민간개발 조성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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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위치 : 권선구 세권로 243
사업기간 : 2012 ~ 2020
■ 연면적 : 49,867㎡(지하1 지상3)
■ 사업비 : 1,061억원
■

비고

분야

수원화성 군 공항이전 및
스마트폴리스 조성

■

위치 : 팔달구 팔달로3가, 교동 일원
사업기간 : 2017 ~ 2020
■ 근대문화의 거리 조성, 스트리트 갤러리
■ 사업비 : 227억원
■
■

개발

위치 : 장안구 율전동 495-2
사업기간 : 2014 ~ 2018
■ 연면적 : 9,867㎡(지하1층 지상6층)
■ 사업비 : 397억원
■

위치 : 장안구 율전동 495
사업기간 : 2013 ~ 2017
■ 지상3층 4단 (주차 193면)
■ 사업비 : 80억원
■
■

위치 : 권선구 세류동 ~ 오목천동
사업기간 : 2014 ~ 2019
■ 공원 길이 4.6㎞, 면적 124,917㎡
■ 사업비 : 424억원
■

경기도청 주변 도시재생 사업

파장초등학교 주변 안전마을
만들기

■

■

사업명

마음건강 치유센터 건립

보건/환경 장안구보건소 증축

위치: 팔달구 정자천로14번길 49
사업기간 : 2014 ~ 2018
■ 연면적 : 4,816㎡(지하1 지상3)
■ 사업비 : 133억원
■
■

황구지천 하수처리장 건설

위치 : 장안구 수성로382번길 24
사업기간 : 2016 ~ 2019
■ 연면적 : 5,800㎡(지하1층 지상3층) 216면
■ 사업비 : 160억원
■
■

위치 : 영통구 광교택지개발지구 컨1부지
사업기간 : 2014 ~ 2019
■ 연면적 : 95,460㎡(지하2, 지상5)
■ 사업비 : 3,342억원

북수원 청소년 문화의집 건립

■
■

위치 : 권선구 입북동 484번지 일원
사업기간 : 2014 ~ 2019
■ 부지면적 : 357,487㎡
■ 사업비 : 2,300억원
■
■

위치 : 영통구 원천동 303
사업기간 : 2014 ~ 2019
■ 부지면적 : 533,311㎡
■ 민간투자사업
■
■

문화/
교육/
체육

수원유스호스텔 건립

영통 광교 국민체육센터 건립

아이스링크장 등 복합체육시설
건립

내용

위치 : 권선구 장지동 일원
사업기간 : 2013 ~ 2024
■ 신 군공항 건설 14.5㎢, 종전부지 5.2㎢
■ 기부대양여사업(6조 9,997억원)
■

비고

■

위치 : 팔달구 고등동, 매산동 일원
사업기간 : 2017 ~ 2022
■ 면적 : 437,926㎡
■ 사업비 : 99억원
■
■

위치 : 장안구 파장동 파장초 일원
사업기간 : 2013 ~ 2019
■ 면 적 : 147,000㎡
■ 사업비 : 62.5억원
■
■

위치 : 팔달구 매산로3가 43-1
사업기간 : 2016 ~ 2019
■ 연면적 : 10,316㎡(지하3, 지상8)
■ 사업비 : 300억원
■
■

위치 : 장안구 조원동 888
사업기간 : 2017 ~ 2018
■ 연면적 : 1,394.4㎡
■ 사업비 : 24억원
■
■

위치 : 권선구 호매실동 205번지
사업기간 : 2016 ~ 2020
■ 시설부지 : 77,500㎡
■ 사업비 : 1,149억원
■
■

위치 : 장안구 천천동 511-3
사업기간 : 2015 ~ 2018
■ 연면적 : 2,000㎡(지하1층 지상5층)
■ 사업비 : 54.9억원
■
■

위치 : 권선구 서호로 32
사업기간 : 2015 ~ 2018
■ 연면적 : 5,208㎡
■ 사업비 : 340억원
■
■

위치 : 영통구 이의동 1183
사업기간 : 2015 ~ 2018
■ 연면적 : 4,600㎡(지하1, 지상2)
■ 사업비 : 145억원
■
■

위치 : 영통구 하동 1026, 1026-1
사업기간 : 2016 ~ 2020
■ 연면적 : 13,935㎡(아이스링크장, 수영장)
■ 사업비 : 500억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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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주요 투자사업

2
3

지역경제분야 : 남문 로데오거리 상권 활성화 사업

1

개발분야 : |1| R&D사이언스파크, |2| 영흥공원, |3| 수원화성 군공항 이전 및 스마트폴리스 조성

1
3

2
4

교통분야 : |1| 성균관대역 복합역사, |2| 성균관대역 환승주차장, |3| 수인선 제2공구 지하화 구간 상부 공원 조성,
|4| 녹색교통회관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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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문화분야 : |1| 북수원 청소년 문화의 집, |2| 아이스링크장 등 복합체육시설
Administrative plan for Suwon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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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시정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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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삶은 얼마나
안전·건강·따뜻해졌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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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위

수원시정
BEST 7

4위
3위

4위

3위. 밤을 즐기는 새로운 문화트렌드,
수원야행(夜行)

3위. 밤을 즐기는 새로운 문화트렌드,
4위. 새로운 변화를 꽃
피우는夜行
청년) 창업지원
수원야행(

「28청춘청년몰
& 남문푸드트럭」
4위. 새로운
변화를 꽃 피우는 청년 창업지원
「28청춘청년몰 & 남문푸드트럭」

5위. 수원시 카카오톡 「통큰이벤트」

5위. 수원시 카카오톡 「통큰이벤트」

★
BEST

7

6위. 정년 없는 지속가능한
노인일자리 플랫폼
6위. 정년 없는 지속가능한 노인일자리 플랫폼
「100세(백세)공동작업장」
조성
「100세(백세)공동작업장」
조성

1위

수원화성 군공항 「예비이전후보지」 선정

2위

스테이션 자전거
없는 무인대여
자전거 도입 추진
7위.무인대여
7위. 스테이션 없는
도입 추진

5위

수원역 환승센터 건립

7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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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위

7위

6위

6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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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ucation icon set

shopping icon set

shopping icon set

01. 안전한 도시
일자리
경 제
청
년

Network icon set

일자리총괄 TF팀 운영과 일자리 아젠다 8 핵심전략과제 추진으로,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 목표 달성, 「2017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 3년 연속
최우수상 수상 및 「세대융합 창업캠퍼스 운영기관」 선정

생활안전 취약지역에 대한 안전마을 조성 및 부서별 종합안전대책 지속
추진을 통해 안전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재난안전상황실 24시간
체제 확대운영으로 재난상황에 신속대응 체계 마련

방범 CCTV 설치(누계)
일자리센터 취업연계

Transportation icon set

7,802대

17,503명

(누계)

(2011년 554대 / 2014년 4,238대)

(2014년 8,490명)

28청춘

56

(2017. 7. 14)

28청춘

28청춘

2018 시정업무계획

어린이보호구역 신설

180개소

(누계)

(2011년 94개소 / 2014년 134개소)

체계적인 도시계획(지구단위계획) 수립으로 무분별한 난개발을 막고 도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였으며, 동서가 균형을 맞춰 발전하는 수원 조성을 위해
다각적 도시개발사업 신규 추진 및 진행

nsportation icon set

28청춘

전

수원농수산물도매시장
현대화사업 기공
(2017. 11. 28)

28청춘 청년몰 개관

안

수원화성 군공항
예비이전 후보지
‘화옹지구’ 선정
(2017. 2. 16)

균형발전

수원역 성매매 집결지
도시환경 정비예정구역
지정
(2017. 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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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ergy icon set

02. 건강한 도시
건

강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감염병 예방, 국가예방사업 추진으로
사전 예방과 대응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아동, 청소년, 어르신, 임산부
등 취약계층을 위한 보건사업 확대로 건강형평성 제고와 포용적 도시 조성

치매상담 및 등록 관리

임산부 우울 선별검사

도시기능 회복을 위해 도시재정비를 적극적으로 추진, 새 정부 도시재생뉴딜
사업의 대상지로 선정되는 등 주민참여 도시재생사업의 모범사례가 되었으며,
화학사고 및 미세먼지 대응과 레인시티 사업으로 지속가능한 도시 및 환경
조성에 기여하여 조선일보 환경대상 대상 수상

경기도청 주변
도시재생사업 공모 선정
(2017. 8. 30)

26,406명

1,850명

멸종위기식물 ‘칠보치마’
서식지 조성

Transportation
1,000본 icon set
수원역 환승센터 개통, 도로 확충, 공영 주차장 및 차고지 확대, 버스노선
조정으로 시민편의 대중교통 기반과 서비스 체계를 조성하였고 혁신적
스테이션 없는 무인자전거 도입으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교통체계 구축에 기여

Transportation icon set
「아동 담당의」 저소득층
아동 등록 및 지원

환경성 질환
아토피치유센터 이용자

수원역 환승센터 개통
(2017. 6.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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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8명

98,334명

지속가능

도
교

로
통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78대

(누계)

(2010년 12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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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따뜻한 도시
복

지

복지사각지대의 해소를 위한 42개동 동복지화 전면시행으로 배려계층에
누수없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복지안전망을 구축하였고, 전국 최초 아동
여성․고령 3대 친화도시 인증으로 우리시가 펼쳐온 포용적 복지에 대한
대외적 공인 획득

일반회계 중
사회복지예산

33.17%
(총6,669억원)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
(2017. 9. 4)

수원화성문화제와 정조대왕 능행차의 성공적인 시민주도형 축제로의 전환을
이루어 시민주도형 문화축제의 원년이 되었으며, 야행 프로그램, U-20 월드컵
코리아의 성공적 개최로 우리시 문화역량을 과시.
또, 지속적으로 인문도시 조성과 평생학습 추진에 노력한 결과 ‘어디서나
배울 수 있는 수원’ 조성으로 유네스코 학습도시상을 수상하여 글로벌 평생
학습도시로 도약

「한옥새움」
한옥기술전시관 건립

유네스코 제6차
성인교육회의 중간회의
(2017. 10. 25 ~ 10. 27)

시민주권과 시민참여를 실현하기 위한 수원 시민의 정부 기본계획 수립으로
시민의 뜻에 따른 행정 실현을 도모하였으며, 인구 100만이상 대도시 특례 및
수원형 주민자치회 추진, 대통령 선거 수행 등 시정현안의 차질없는 행정 수행

Education icon set
시티넷(CityNet)
Post
집행위원 도시 선출
(2017. 1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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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자치

Network icon set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누계)

화
육

unicef

Education icon set

38개소

문
교

(2010년 21개소 / 2014년 32개소)

수원시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수 전국1위

280,12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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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6기 주요 수상실적
총 수상실적 254회 (2014~2017)

2017
(57회)

2017 유네스코 학습도시상(유네스코)

2017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 최우수상(고용노동부)
3년 연속 (2015~2017)

2017 지역노사민정협력 유공 대상(고용노동부) 2년 연속(2016~2017)
조선일보 환경대상 대상(환경부)

대한민국 자치발전 대상(한국지방자치연구원)

대한민국 공공건축상 대상(국토교통부, 수원칠보 청소년 문화의집)
2017 통계조사 유공 대통령 표창

2017 청소년정책 평가부문 최우수 기관 대통령 표창

제12회 대한민국 인터넷대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상
2017 주거복지 우수사례 공모 대통령 표창
제4회 다문화정책 대상 우수기관 대상

2016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사업 평가 최우수

2017 매일경제 국가대표브랜드 대상(수원화성문화제)

2016
(65회)

복지안전망 동절기 특별 종합대책 평가 최우수
고용노동부 지역일자리 목표공시제 최우수
인적재난관리 유공 대통령상
안전재난관리 유공 대통령상

제7회 대한민국 국토·도시디자인대전 최우수(국토교통부)
제5회 대한민국 SNS 대상 기초자치단체 부문 대상
WWF-KOREA 주최 2015 세계환경도시상 대상

2015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경진대회 우수
2015 지속가능 교통도시평가 대상

제17회 아름다운 화장실 대상 대통령표창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의 별(지역전통관광) 선정

제6회 다산목민대상 대통령상

아토피천식 예방관리사업 유공기관

2016 전국 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2016 국민안전처 민방위업무 평가 최우수

2016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경진대회 우수(2년 연속)
제15회 전국주민자치박람회 평생학습분야 최우수상
2016 시군 규제개혁 추진실적 평가 최우수
제6회 어린이안전대상 국민안전처 장관상
2016년 지역 노사민정협력 유공 대상

2016 일반수도사업 및 공공하수도 운영 관리실태 평가(상수도부문) 최우수

(78회)

제4회 경기도 청렴대상 최우수

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 우수기관 최우수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 시책평가 최우수

2015

경기도 교통분야 최우수기관 표창 최우수

2014 지방자치단체 예산효율화 우수사례 발표대회 대통령상

2016 민원서비스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동상

2018 시정업무계획

2015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시책평가 1등급

한국지방정부학회 제3회 지방정부 정책대상 대상

2016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 최우수상(2년 연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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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장 공약이행 정보공개 A등급

2014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시책평가 1등급
2014 지방벤처 활성화사업 선정평가 A등급
2014 교통분야 우수 시·군 선정 최우수

2014
(54회)

2014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

2014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경진대회 최우수
2014 대한민국 인터넷소통대상 대상

제16회 아름다운 화장실대상 공모 국무총리상

2014 민원행정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 유공 국무총리상

2014 지역노사민정협력 활성화 사업평가 유공 대통령상
2014 안심마을만들기 유공 국민안전처장관상
2014 경기도 주택행정업무 평가 최우수

2014 경기도 자전거이용 활성화 정책 평가 최우수
2014 경기도 자원재활용 평가 최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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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 이색 공간 30곳을 수원시 홈페이지 ‘수원소개’에서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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