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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己亥年 신년화두

인화사성 – 사람의 화합, 사업의 완성
출전 : 「맹자(孟子)」와 춘추시대 역사서 「국어(國語)」에 근거해 조어(造語)함

인화(人和)를 통해 자치분권 전기 마련, 지역경제 활성화, 복지정책을 완성해 시민이 평화와 번영을 
누릴 수 있는 희망찬 새해를 열어가자는 다짐

당수동 시민농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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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계획
2 0 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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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운영
방향

•공정한 경제
•품격있는 문화
•쾌적한 환경

•탄탄한 복지 
•촘촘한 안전
•똑똑한 교육

•공평한 자치
•살고픈 도시
•편리한 교통

의

완성

의

모두 같이

모두 같이 모두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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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경제
더불어 
성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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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중심 일자리 

일자리 희망도시 수원

•  민선7기 지역일자리 목표공시제 추진

•  수원형 새-일 공공일자리 사업(100명, 2,000백만원)

•  더 좋은 일자리 매칭 플랫폼! 일자리센터 운영

창업지원센터 운영

•  입주기업 성공 창업지원 및 창업교육(2개소, 60개 업체)

•  세대융합 창업캠퍼스 운영(20개 팀)

신중년 인생이모작 지원

•  신중년 인생이모작 맞춤형 일자리 지원

   (650명, 1,517백만원)

•  수원시 인생이모작 지원센터 설치(2019. 하반기) 

- 인생이모작 지원센터 임대 및 민간위탁(2019. 1월 ~ 5월)

맞춤형 일자리 지원

•  청년층 고용활성화 추진

  - 수원 청년 [내:일]로 사업(80명, 1,517백만원)
  -   고교생 취업매칭 시스템 운영(5개 사업, 11,900명)
  - 일본 IT기업 취업과정 운영(제4기, 30명) 
  - 수원형 청년내일채움공제 운영(연중 100명)

•  경력단절여성 맞춤 취업 지원

•  수원 지역일자리 사업 추진(700명, 2,344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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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역경제 지원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지원 

•  수원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2019. 12월) 
•  수원역세권 상권 활성화 사업 추진

    (2023년까지 5년간 80억원)
•지역화폐 도입(288억원 발행, 2019. 6월)
•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

    (6개 시장 529개 점포, 422백만원) 
•  수원시 나들가게 육성 지원(40개소 440백만원)

소비자 권익보호와 건전한 상거래 질서

•  불법 사금융 피해 1:1 맞춤형 상담(연중), 대규모 점포 지

도점검(연 2회)
•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연 4회), 소비자 물가안정캠페인

    (연 2회), 물가조사(월 3회)

사회적경제 공감대 확산 및 지역공동체 추진

•  사회적경제 창업 보육공간 운영(다누리맘 등 20개소)
•  홍보 및 판로지원을 위한 상설매장 운영(2개소 7개 기업)

공정한 계약 업무추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  하도급·노무비 지급 확인시스템(클린페이 시스템) 운영 
•  건설공사 시행 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 내 

    (보통)인력·건설 장비 60% 의무 사용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추진

•  2단계 공사 추진(과일동 13,808㎡, 수산동 10,922㎡ 신축) 
(2020. 3월 예정)

•  권선동 공영주차장 및 커뮤니티센터 건립

    (6,640㎡, 34,753백만원, 2021. 12월 예정)

농수산물도매시장 조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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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경쟁력 강화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신성장 산업

•  산업단지 3단지 내 미분양 용지 신산업 융합센터 조성  

•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민·관 합동 스마트공장추진단) 

중소기업 성장지원 플랫폼 구축

•  중소기업 경영 안정자금 지원

•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및 기술혁신 개발 지원 등

新성장 혁신산업단지 조성 

•  혁신기업 기술지원 플랫폼 구축  
•  청년친화형 기업단지 조성  

 

노사가 함께 존중받는 즐거운 노동환경 조성
•  노동전담부서 신설(2019. 1월)
•  노사민정협력 활성화 및 비정규직 노동자 복지개선 사업

•  수원형 생활임금제 시행(10,000원/시급) 

수원벤처밸리 Ⅱ

11



모두가 
즐겁습니다

품격있는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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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문화도시

시민이 공감하는 문화예술 정책

•  대한민국 임시정부수립 100주년 경축음악회 
•  수원을 대표하는 문화예술 브랜드 축제 개최

-   수원연극축제, 수원국제발레축제, 수원재즈페스티벌

•  시민공동체 문화도시 수원만들기

     (2018년 ~ 2022년, 3,750백만원)

문화인프라 구축

•  팔달문화센터(가칭) 건립(7,929백만원, 2020년 준공)

•  정조 테마공연장 건립(9,500백만원, 2020년 준공)

•  수원컨벤션 미술전시관(가칭) 개관(2019. 4월)

고품격 역사도시를 위한 문화재 관리

•  문화재(수원화성, 향교 등) 활용 사업 
•  만석거·축만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

수원화성 복원 및 원형보존

•  화성행궁 2단계 복원(총 51,715백만원, 2019년 770백만원)

 -   우화관·장춘각·별주(분봉상시) 등 94칸 복원

•   남수동 문화재구역 복원 및 공원조성

     (2,000백만원, 2019년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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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형 관광도시

수원 체류형 야간 관광 활성화

•  수원화성 경관 및 보행자 중심의 빛의 산책로 조성(1.57km)

•  화홍문(용연)이 품은 수원화성 「인공 달」 조성

•  수원형 관광탈거리 확대 운영 
-   화성어차(4대 → 6대), 자전거택시(11대 → 16대), 플라잉수원 
야간 연장 운행

•  밤빛 품은 야간 프로그램 운영

수원대표축제 글로벌 브랜드화  

•  「제56회 수원화성문화제」

•  대한민국 최대 퍼레이드 「정조대왕 능행차 공동재현」

•  수원 세계축제포럼 기본계획 수립 및 위원회 구성(2020년 
하반기 개최)

수원화성 기반시설 확충 및 관광 인프라 구축

•  매향동 21번지 일원 주차장 조성(16,400백만원, 480면 / 

2020. 6월)
•  남수동 공영주차장 확장(1,697백만원, 39면 → 63면)
•  수원영화 문화관광지구 도시개발 사업(2021. 12월)
•  행궁광장 공중화장실 건립(800백만원, 2019. 6월)

공공한옥 브랜딩 강화

•  수원화성과 조화를 이루는 한옥타운 조성(19,200백만원, 

2021. 11월)
•  공공한옥 관리·운영 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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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스포츠 도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체육 활성화

•  누구나 즐기는 생활체육 환경 조성

- 생활체육교실 등 56개 종목 프로그램 운영

- 학교체육시설 개방에 따른 운영(40개소, 320백만원) 지원 등

•  장애인체육 지원 강화를 통한 체육활동 기회 확대(21개 종목)

•  학교체육 활성화 및 전문 체육인 육성 

- 학교운동부 지원 강화 : 83개교 30종목 11팀 1,166명
-   직장운동경기부 지원 강화 : 15종목 15팀 148명

시민건강을 위한 스포츠 인프라 구축

•  광교 복합체육센터 건립(14,340㎡, 500억원/ 2021. 6월)
•  수원 스포츠 콤플렉스 조성(1,670억원, 2025. 12월 준공) 
•  종합운동장 스포츠·문화 복합시설 조성(127억원, 

2025. 12월 준공 예정)

•  공공체육시설 확충

- 영통국민체육센터 건립(4,662㎡, 175억원)
- 고색중보들공원 실내테니스장 건립(2,880㎡, 50억원)
- 망포국민체육센터 건립(9,900㎡, 261억원/ 2021년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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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과 
살아갑니다

쾌적한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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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환경정책 

지속가능한 거버넌스 환경안전 시책 

•수원 + 인접 4개 市와 광역 환경 협치 존(ZONE) 구축 
•  화학물질 취급사업장 전수 조사(239개소 조사결과 방재

기관과 정보공유) 
•권선동 토양오염 부지 매입·정화(4,237톤/4,434백만원)

거점별 생태체험관 운영 및 환경재난 대응 교육 

•생태체험관 2개소 운영(칠보, 광교) 
•  폭염 등 환경재난 대비 3단계(예방·발생·대응) 환경 교육 

건전한 물순환 인프라 구축

•통합 물관리 추진 체계 구축 및 활성화 
•  LID기법 활용 빗물침투시설 설치(4개 동, 공원 6개소)
•빗물분사시스템 설치(종합운동장 등 4개소, 2022년까지)
•수질오염원 저감 관리대책 추진

•  주요하천 생태 리모델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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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없는 환경도시

친환경 에너지 도시

•  온실가스 감축과 고품질 데이터 기반의 온실가스 관리

정책 추진

•  기후변화전문기관 업무 연계 기후변화 대응역량 강화

•  에너지 거버넌스 구축 운영(민.관 공동실행 체계) 
•  신·재생에너지(청정) 확대 보급

도시와 자연을 이어주는 그린네트워크 구축

•  4대 하천 생태-녹지 연계축 조성(6,700백만원, 2022년까지) 
•  비상활주로 그린웨이 조성(934m, 3,035백만원) 

건강 Up 미세먼지 Down 도시숲 조성 

•  시민1인당 도시숲 조성 확대(2022년까지) (9.66㎡ → 12.5㎡)
  - 도시공원, 띠녹지, 벽면녹화, 옥상녹화, 가로수 등

•  실내온도 3℃ 낮추는 그린커튼 조성(26개소, 471백만원) 

미세먼지 걱정없는 안전한 도시 

•  「수원시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 수립

•  도로오염원(29.1%) 저감사업 추진 

-   친환경자동차 보급 확대, 전기차 공공충전시설 확충(20기)
-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공해화 사업
-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제도 시행(주요 진입도로 8개 지점)

•  대기오염배출 사업장 관리 강화 및 생활 오염원 저감 지원 
•  실내공기질관리사 양성, 민감군 이용시설 컨설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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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순환 정책

수원형 1회용품 사용안하기

•   「1회용품 사용 안하기」 범시민운동 전개 + 재사용 문화정착

•  공공기관, 기업체(대형사업장), 민간단체(NGO) 실천 확산

생활폐기물의 안정적인 수거처리

•  생활폐기물 대란 비상상황 발생 단계별 신속대응 체계 
•  위기상황별 대책방안 매뉴얼화, 수거 대행업체 투입 의무화 등

(2단계) 쓰레기와 「사랑과 전쟁」

•  소각용 생활폐기물 감량(목표 32,700톤)
•  깨끗한 우리 동네, 쾌적한 거리 만들기 사업 추진

자원 선순환 사회 조성

•  시민과 함께하는 나눔장터 운영

•   「우편함 모형」 폐건전지 수거함 설치

폐기물처리시설 안정적 운영관리

•  자원회수시설 대보수(기본계획 + 타당성조사)

•  음식물자원화시설 증설(사료화시설 100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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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맑은물! 생태도시

하수처리 기반시설 확충

•  친환경 황구지천 공공하수처리장 건설(45,000톤/일, 

1,149억원, 2021년)
•  황구지천 공공하수처리장 처리수 재이용수 사업(5.8km, 

82억원, 2021년)
•  수원공공하수처리장 유량조정조 설치(45,000톤/일, 328
억원, 2021년) 

   

노후 하수관로 정비

•  하수관로정비(입북, 금곡, 호매실) 공사 추진(20㎞, 221억원, 

2020년) 

•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침수예방사업 추진(11.76km, 

333억원, 2020년)  

하천환경 정비 

•  황구지천(1지구) 하천 환경정비사업(1.84km, 363억원)

•  원천리천 하천 환경정비사업(3.34km, 513억원, 2022년)

•서호천 농대교 주변 하천정비사업(58억원, 2020년)

365일 더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생산·공급

•노후 정수처리시설 보수·보강(7건, 907백만원)

•상수원 및 수돗물 엄격한 수질검사 

•  단수 제로화 배수관로 복선화 사업(4.096km 9,148백만원, 

2023년까지)

•  수원 스마트워터 시티 상수도 고도화 시스템 구축 용역(30
억원, 2020년 5월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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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를
돌봅니다

탄탄한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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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복지

시민 맞춤형 사회보장

•수원형 기초보장제도 기본계획 수립

•찾아가는 「의료급여 상담소」 운영(연 8회 100명 이상) 
•  수요자 중심 맞춤형 지역사회 서비스 추진

     (8개 사업 3,000여 명 모집)

•더 탄탄한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연차별 시행계획  
•  “온(溫)갖 김치 나눔은행” 운영

행복한 복지시설 운영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처우개선 위원회 설치 운영(2019. 1월)
•시민이 공감하는 맞춤형 사회복지관 운영(6개소)

취약계층 복지 지원

•수원다시서기 노숙인취업지원센터 운영(35백만원)
•  노숙인 대상 지역사회 재정착 복지서비스 제공

   (7개 시설 115명)

맞춤형 복지서비스로 복지사각지대 해소

•  우리 동네 복지사랑방 『온(溫)수원 36.5℃, 온(ON)수원 

365』 운영
•  희망을 두드리는, 똑똑! 365 위기가정 지원

    (긴급지원, 무한돌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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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 복지

안정된 노후생활 기반 조성

•  공공 일자리지원 확대 : 15개 기관 4,100명(‘18년 대비 

12,8% 증가)

•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시니어클럽) 리모델링(2019. 7월 준공)

•  독거노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운영(소방방재청 U-119 
시스템 연계) : 2,133가구

어르신 사회참여 기회 확대

•노인복지관 운영(6개소, 7,392백만원)
•  사회참여와 권익증진을 위한 노인활동 지원(597백만원)
•WHO 고령친화도시 재인증 추진(53개 과제)

장애인 사회참여 및 자립 지원 강화

•발달장애인 종합지원센터 설치 연구용역 추진(2019. 4월)
•  중증장애인 탈 시설을 위한 중장기 자립지원 정책 수립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을 통한 삶의 질 향상

•따뜻함을 나누는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17,427백만원)
•  중중장애인 맞춤형 활동지원 및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제공

(1,803명, 35,236백만원)

장애인 재활·자립기반 확충 

•정자동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신축(2019. 9월 준공)

•수원시 사회복지타운 건립(2019. 9월 착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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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평등 사회 
4

건강 도시

양성평등문화 확산

•고위공직자 및 공공기관 관리자 성평등 교육 「오블리주 5.0+」  
•  여성친화도시 조성 및 성별영향평가 내실화

•  여성문화공간-休 상담 거점 공간 구축(구별 1개소)

가족친화적 분위기 조성

•「행복플러스」 한부모가족 복지서비스

•  맞춤형 통합 서비스(건강가정육성, 아이돌보미) 제공

•  다둥이축제, 출산장려 캠페인 등 추진

보건의료서비스 인프라 구축

•  권선구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리모델링

　(2019. 6월)
•  팔달구 보건소 청사 확장(1단계) 및 치매안심센터 개소

(2019. 6월)

‘마음건강지원사업’

•정신건강문화페스티벌(2019. 6월)
•누구나 쉽게 정신건강 UP “마음건강로드맵” 앱 활용

저출산 극복, 모자·아동 보건사업

•산후조리비 지원(1인당 50만원)
•  저출산 대응!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확대

반려동물 선진문화 조기 정착

•  동물보호센터 건립 및 운영(1,918.3㎡, 100마리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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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을
예방합니다

촘촘한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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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도시 

촘촘한 안전대책 추진

•  수원시 종합안전대책(4S) 종합관리

     (4대 전략, 14대 과제, 69개 사업)

•  지역적 특색을 반영한 맞춤형 안전체험공간 「시민안전

체험관」 건립(2021년 개관)

•  건설사업장 보행안전 도우미 제도화

취약계층 안전 관리

•  취약가구 “화재지키미” 지원 

    (화재안전 취약가구 10,000여 세대)

•  사회복지시설 안전모니터단 확대 운영

수원형 맞춤 재난관리 대응체계 구축

•  기후변화 및 현실 대응 재난관리

•  재난상황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수원형 맞춤 재난관리 
•  재난 예·경보시설 확충 및 보강 설치(신규 6대, 교체 13대)

시설물 안전관리 추진

•  재난취약시설에 대한 재난요인 정밀분석 및 사전 안전

점검(1,903개소)
•  기동안전점검단 신설 운영 
•  지하시설물 안전점검 TF 구성 운영(8개 기관)

건축공사장 점검 및 건물관리 컨설팅

•건축공사장 가설시설물 디자인가이드라인 확대 적용

    (연면적 2,000㎡) 
•건축공사장 전문가와 합동 점검, 건물관리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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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교통안전 서비스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 침해대응 강화

•  국가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 지정 : 교통신호제어, 방범

CCTV
•  보안취약점 분석평가, 침해사고 예방 등 보호대책 마련

방범 CCTV 통합관제 운영

•  수원시 CCTV 위치정보 서비스 제공(3,116개소) 
•  안전사각지대 CCTV 확대 설치 및 성능 개선

  - 신설 132개소, 성능개선 96개소

교통약자 맞춤형 안전환경 조성 

•  교통약자 보호구역 신규지정 확대 및 시설개선

•  어린이보행안전 지도사업 확대(36개 노선)

•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약자 이동지원(135대, 14,000여 명)

교통안전 시설물 개선

•  교통안전시설물 유지 보수(시선유도봉, 노면표시, 표지판, 
충격흡수시설 등)

•  교통안전시설공사(횡단보도, 신호등 신설) 

안전한 조명시설관리

•  QR코드를 활용한 스마트민원 관리시스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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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먹거리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  급식 지원대상 확대(2019년 고2~3학년 13,710백만원)
•  학교급식지원센터 먹거리 컨트롤타워 역할 확대

수원 푸드플랜 2020 실천

•  안심 먹거리 정책 도출을 위한 푸드거버넌스 구축

•  수원푸드플랜 실행을 위한 행정제도 기반 착수

축산물 위생관리 강화

•  축산물 취급 및 유통업소 관리(1,377개소, 분기별 1회)
•  백화점 및 대형유통업체 유통매장 먹거리 안전성검사 

안심할 수 있는 식품안전관리

•  식품제조·가공업소 및 유통식품 판매업소 위생관리

(21,586개소)
•  식중독 예방 관리 및 확산 조기차단을 위한 비상연락체계 
운영(5개반/20명)
•  부정불량식품 및 위해식품 유통차단을 위한 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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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을 
키웁니다

똑똑한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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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환경 조성 

기초가 튼튼한 보육 인프라 확장

•바른 인성·자연친화 『수원형 어린이집』 운영(80개소)
•『행복씨앗 영유아 성장지원 프로그램』 운영

-   문제 행동 및 장애경계선 조기발견을 위한 발달검사, 인성 교육 

• 공보육인프라 구축을 위한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51개소→57개소)
- 공동주택 관리동 무상임대, 공공시설 내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아동이 행복한 복지환경

•보편적 아동 돌봄 『다함께 돌봄 센터』 설치(2개소)
•  학교 유휴 공간 활용 『시립지역아동센터』 운영

•아동의 문화적 권리실현 『드림스타트 센터』 운영(3개소)
•정책사업 아동영향평가 『아동 FIRST!』 추진 
•학대아동 지킴이 『수원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어린이집 운영 지원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7개 사업 34,676백만원)
•치유와 성장을 위한 보육교직원 힐링캠프 운영

•  어린이집 운영 지원(1,136개소 20,941백만원)
•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원(223,470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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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 교육 도시

행복한 교육을 위한 공교육 지원

•  다자녀 학자금 지원(지원 조례 제정, 2020년 예산 반영 지급)

•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지원 (4,735백만원)
•  창의혁신교육프로그램지원 (22개교, 1,550백만원)

수원형 혁신교육지구 운영

•  빛깔있는 수원형 혁신교육 운영(1,020백만원)
•  지역과 함께하는 마을탐방(초등학교 3학년 전학급, 147백만원)
•  1학생 1악기 뮤직스쿨(초·중·고, 200백만원)
•  21C 코딩학교(200백만원), 글로벌 다문화교육(300백만원)
•  마을도서관 체험교실(초등학교 4학년 전학급, 141백만원)

쾌적한 교육시설 환경개선 

•  학교체육관 건립지원(10개교, 3,587백만원)
•  쾌적한 학교조성사업지원(11,000백만원)

글로벌 평생학습도시

•  수원시 평생학습관, 수원외국어마을활성화

•  글로벌 학습도시 네트워크를 위한 평생학습포럼 개최

청소년 공간 확충

•  남자 단기 청소년쉼터 공공형 전환사업 추진(1,300백만원)
•  수원유스호스텔 개관(2019. 4월) 및 운영(수원시 청소년재단)

•  청소년 자유공간(청개구리 연못) 개관(고색중, 수원제일중, 
서호초)

32



3

청년도시 수원!

성장하는 청년다(움)

•  청년스러운 공간 제공, ‘청년바람지대’ 활성화

•  무료공간대여, 취창업 지원, 심리상담 및 치료, 청년회의 

희망찬 발돋(움)

•  청년 청년혁신 융·복합센터 건립(연면적 4,600㎡, 지하

1층, 지상3층)
•  한상기업 청년채용 인턴십(연 3회, 회차별 100명 선발)

•  청년활동 지원 공모 - MADE IN ‘수원 청년’(60백만원)

삶이 안정되는 비움·채(움)

•  청년배당 ‘지역화폐’ 지원(만24세 청년, 연100만원)
•  취업준비 청년 지원 : 청카드(교통비), 청나래(면접 정장)

•  청년 1인 가구 공유경제 지원(정보제공, 자취 재료방 운영)

•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연 2회 평균 30,000원/1인)
•  「수원의 宿」 장학관(3개) 운영(30명 선발)

함께하는 즐거(움)

•  수원 청년축제(2019. 8월), 한·중 청년포럼(2019.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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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공동체 중심 도서관

망포도서관 조감도

공공도서관 확충

•  망포도서관 개관(2019. 3월, 기부채납)
•  금곡도서관 건립(2021. 12월)
•  가족형 독서캠핑장 조성(2019. 6월/캠핑장 5동, 화장실 1동)

정보공유 플랫폼 구축

•  무인스마트도서관 ‘책나루 도서관’ 서비스 확대(4개→6개)
•  24시간 전자정보도서관 운영(30개관)
•희망도서바로대출서비스 운영(19개 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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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를 
준비합니다

공평한 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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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분권 실현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수원특례시」 

•광역시 급에 걸맞은 특례권한 요구 확대

•특례시 명칭 부여 법제화 요구

•  ‘특례시 추진 공동 기획단’ 연계활동 전개(세미나, 공동 연구)

•시민참여형 특례시 도입 공감대 확산 홍보활동

수원형 마을자치 기반 강화

•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마을공유소(가칭) 도입·운영

(2019. 7월)
•마을자치 역량강화 프로그램 연중 지속 운영

- 마을르네상스 공모(561백만원), 주민제안 공모(330백만원)

민선 7기 「수원형 자치분권 추진 로드맵」 

•획기적인 수원형 권한 위임과 자치행정 추진(2019. 6월)
•동장 주민추천제 시행(4개동 시범 도입)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결정하는 수원형 주민자치회 추진

- 시범동 8개동(2019년 ~ 2020년) → 전면시행(2021년)

•국·도 지방이양사무 발굴 및 건의

•지방재정 확충으로 재정분권 추진

•  시민으로부터, 수원으로부터 시작되는 자치분권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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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버넌스 행정 

시 승격 70주년 기념사업 추진(41개 사업)

•  공중파 연계 축하행사(열린음악회), 70주년 회고 학술대회, 
토크콘서트, 전시회 등

3.1운동·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 100주년 
기념사업(5개 분야 28개 사업)

수원고등법원·고등검찰청 개원(청) 지원
(2019. 4월말까지)

•     민·관 합동지원위원회(23명) 및 수원시 행정지원단(20명) 

수원시의회 복합 청사 건립
(22,356㎡, 84,919백만원, 2019년 7월 착공)

•  시민참여공간 – 수원시민 廳(2,250㎡), 시민정책 도서관

(1,200㎡)

협치로 도약하는 시민의 정부 실현

•온라인 플랫폼  「수원만민광장」 운영

•  수원시 협치위원회 구성 및 운영(30명 이내, 공동위원장 2명)

수원형 남북 평화협력 시대 준비 사업 

•여자아이스하키 교류(2019. 연중)
•  제15회 대한민국 청소년 박람회 남북청소년 교류(30여 명, 

2019. 5월)

수원시의회복합청사 조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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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 혁신 행정
4

지능형 정부

수요자 중심 민원 행정 

•  「가사홈서비스」 동·하절기 공공취약시설 사전 점검서

비스로 확대

•  투명한 원문공개 확대(과장급 전결이상 결재문서 공개 

2020년 1월)
•  납세자 보호관 운영(인권전담조직 신설)

•  태장동 분동(태장동 → 망포1동, 망포2동) 

지능형 지방정부 종합 플랜 추진

•수원시 지역정보화 마스터 플랜 개발(2020년~2024년) 
•행정 협치 시스템 구축(2019. 9월)

•4차 산업혁명 인프라, 수원시 공공 클라우드 확대 추진

4차 산업혁명 및 데이터 기반행정

•수원시 공공빅데이터 통합 플랫폼 구축(2019. 12월)
•수원시 맞춤형 빅데이터 분석 및 상시서비스

•빅데이터 기반 「수원시민 민원분석 플랫폼」 운영(2019.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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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를 
더합니다

살고픈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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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용적 도시공간 

가치를 담은 도시구조 개선

•목표 2025년 수원도시관리계획 일제 재정비 
•  권선구 일원 생산녹지 지역의 난개발 방지 및 계획적 공간 
관리방안 수립 
•체계적, 계획적 도시관리를 위한 지구단위계획 추진

체계적인 도시관리계획 수립 및 도시정비사업 
•  수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리계획 수립(전수조사 
및 종합검토, 265백만원)

미래 지향적 시민 친화 도시 구현

•수원시 스마트도시계획 수립(230백만원) 
•청년이 꿈꾸는 미래도시 수원 연구(30백만원)
•  70년 수원 도시공간의 역사편찬(수원의 탄생과 성장)

    (260백만원)
•  농업 역사·문화·전시체험관 건립(공사비 814억원, 
농림축산식품부)

시민과 소통하는 맞춤형 부동산 정책

•도로명주소 신규 및 업무 확대

-  4차 산업 지원 주소정보 구축, 사물주소 부여, 도로명주소 정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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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회복력 있는 도시
3

공동체 주거문화 조성

공동체 주거문화 조성

• 공동주택관리 지원센터 설치(2019. 12월 개소)

안전과 환경, 사람 중심의 건축문화 선도

•에너지절약형 친환경 주택단지 확대(사업계획 승인 대상)

•녹색건축 설계기준 심의 가이드라인 마련 및 인센티브 확대

수원시 맞춤형 주거복지정책 지원 

•  「수원 휴먼주택」 확충(12,267백만원, 200호, 2022년까지)
•  주거취약계층 임대료 지원 확대(2019년 이후, 867백만원)

 도시재생사업 

•매산동 수원형 도시르네상스사업(50억원, 2019년)
•  행궁동 도시재생사업 추진(100억원, 2020. 12월)
•  매산동 도시재생뉴딜사업(250억원, 2022. 12월)
•  경기도청 주변 도시재생사업 추진(99억원,  2022. 12월) 

도시 환경 개선 및 원도심 정비

•  수원역 성매매집결지 내 도로 개설(250억원, 2021년까지)
•  고등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362,872㎡, 4,916세대 및 공동시설)

•  재건축사업 추진(462,286㎡, 10개소, 기존 7,495세대 / 
계획 8,050세대)
•  재개발사업 추진(1,174,584㎡, 11개소, 기존 15,802세대 

/계획 20,454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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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복합형 미래도시 

균형발전과 쾌적한 도시개발 추진

•  “탑동지구 도시개발사업” (335,620㎡, 2022년)
•  종전부동산(이목, 망포, 효행지구) 도시개발 사업

(1,153,663㎡, 9,949세대)
•  수원당수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969,648㎡, 7,949세대, 

2021년)

수원MICE산업 기반시설 건립 및 운영

•  수원컨벤션센터 개관(2019. 3월), (주)킨텍스 위탁운영

    (2년간 5,697백만원)
•국제회의도시 지정 신청(2019. 하반기)

도심속 생태공원 조성

•  수원생태 랜드마크, 수원수목원 조성(101,500㎡, 

59,400백만원, 2021년)
•테마가 있는 명품 민간공원 조성

 -   망포동 테마형 생태공원(45,103㎡), 대유평 도시숲 정원

(114,746㎡)

•시민의 힐링공간, 쾌적한 공원 조성

-   만석공원(26,073㎡, 19,500백만원) 및 테마화장실 조성(750
백만원)

- 인계3호공원(2단계) 조성(34,585㎡, 50,150백만원)

•영흥공원 민간개발 「시민의 숲」 조성 (593,311㎡, 2020년)

수원화성 군 공항 이전으로 고품격 미래도시 완성

•체계적인 계획수립으로 성공적인 군 공항 이전 추진

•군 공항 이전 갈등 해소 및 상생발전 도모

수원컨벤션센터 조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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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을
바꿉니다편리한 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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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교통 환경

격자형 철도망 구축

•  친환경 교통수단인 「도시철도 1호선 노면전차」 도입

(2022년) 
•수인선(5.35km) 복선전철 건설(2019. 12월 개통 예정)

•  인덕원~수원(13.7km)~동탄간 복선전철 건설

    (2026년 개통 예정)

•신분당선(광교~호매실, 11.14km) 복선전철 건설

•수원발 KTX 직결사업(2024년 예정)

•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C노선(GTX-C) (양주~수원)(2021년 착공)

철도 유휴부지의 효율적 활용

•  수인선 상부 공원 조성(고색동 ~ 오목천동 L=3.0㎞, 
A=93,721㎡, 424억원) 
•  고색역 상부 공간 활용 기본계획 수립(주민요구 도입시설 
배치 및 규모 검토)

안전한 주차환경 조성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영주차장」 조성(4개소 405면)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2019. 12월, 205면)
•화서역 복합 환승주차장 조성(2022년까지)
•나눌수록 행복한「주차공유사업」 확대(7개소→15개소)
•성균관대역 환승주차장(2019. 1월, 19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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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 서비스 
3

도로교통 인프라 구축

안전하고 쾌적한 대중교통 서비스

•  시내버스 맞춤형 공기 정화필터 도입(1,314대)
•  서울방면 출·퇴근형 2층버스 도입 확대(25대→35대) 
및 전세버스 지원(54대)
•  안전한 승·하차 여건 조성을 위한 버스정류장 환경 개선 

선진 교통 환경 조성

•  운수종사자와 지역주민이 함께하는 『녹색교통회관 운영』 
(2019. 2월)
•  특별교통수단 배차예약 모바일웹 및 실시간 교통정보지원 
시스템 도입

대중교통 질서확립

•  노선버스 운송사업 및 운수종사자 지도점검 실시

•  택시·화물·전세버스 등 사업용자동차 지도·단속

•  교통안전 봉사단체의 교통질서계도 추진

사람중심 도로정책 추진

•  터미널사거리 교통개선사업(L=70m, B=3.5m, 300백
만원)

•수원외곽순환(북부) 도로 민간투자 사업(2020년까지)
•  권곡사거리 지하차도 건설(L=560m, B=20m, 2019. 

12월 착공)

•  보행중심형 도로환경 가이드라인 수립(소로 10m 이상, 
중로 25m 미만) 

탄탄한 도로망 확충

•사통팔달 간선도로망(10m이상) 구축(2022년까지)
- 수인산업도로~의왕저수지간(왕송못서길) 도로개설 등(신규 8건)

•생활밀착형 소방도로망(10m미만) 확충(2021년까지)
- 하광교동 408-8번지선 도로개설 등(신규 3건) 

편리한 교통정보 신속 제공  

•  버스도착알림이 확대 설치

•버스도착알림이 시인성 개선(25개소)
•  지능형교통체계(ITS) 구축(2,940백만원, 2019년 12월 
준공)

시민중심 선진 자동차 등록 문화 

•자동차 매매상사 등록 민원 전문화

  - 온라인 원스톱 이전시스템 이용률 50%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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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생태교통 문화 조성

사람중심 보행환경 개선사업

•  영통1동 차 없는거리 운영지역 보행환경 개선(2019. 3월)
•  생태교통마을 지원(15백만원)

자전거 이용 활성화

•  스테이션 없는 무인대여자전거 확대 도입(시 전역 

10,000대)
•  전기자전거를 공영자전거로 민간사업자 유치(3,000대 이상) 
•  한눈에 보는 수원시 자전거 홈페이지 플랫폼 개편(10백
만원) 

익숙하고 친숙한 생태교통 

•  주민주도의 「수원형 자동차 없는 날」 공모(16개소, 228백
만원)

•  「도심 속 힐링 차 없는 거리」 조성, 생태교통 365 시민속으로

자전거 인프라 구축 

•  자전거도로 연계 및 정비사업 추진(3,550백만원)
•  수원형 자전거 전용차로 시범설치 추진(L=2km, 

B=3.0m, 600백만원) 
-   자동차 속도제한, 차선 다이어트를 통한 맞춤형 자전거 전용차로 
시범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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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7기 시정방침

“사람중심 더 큰 수원의 완성”

시민과 함께 해온 오늘의 수원,

이제 더 큰 수원을 향해 한걸음 더 나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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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완성

의활기찬 
지역경제

탄탄한
사회복지

똑똑한
시민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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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2조 7,292억원

  (일반회계 20,256억원, 특별회계 7,036억원)

일반회계 
2조 2,795억원

특별회계  
4,973억원

총 예산규모

2조 7,768억원
(재정자주도 56.16%)

476억원 증가
1.7% 증가

인구·면적

조직·인력

예산규모

주요시설

 - 전국의 2.3%
 - 경기도의 9.2%

(보급률 94.2%) (개설률 84.1%)

사회복지25, 여성9, 노인 611, 
장애인 43, 기타9

대학 7, 고등 44,  중 56, 
초 98, 특수 3

(1인당 13.61㎡) (공공 20, 소규모 4, 
 사립 2, 작은도서관 147)

2실 7국 5직속기관 9사업소 4구 
124과·관·단 43동 610팀

 - 전국의 0.14% 
 - 경기도의 1.2%

인구

주택 도로

복지시설 학교

공원 도서관

조직 인력

면적 행정구역

1,243,041명

324,811호  950.1㎞

770개 208개

 16.905 ㎢ 173개

3,234명

121.03 ㎢
4구 43동

1,576통 7,183반

1  일반현황

시정 기본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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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2019

2  숫자로 보는 수원의 하루

3  숫자로 보는 수원 9년의 변화

출생

26명

55,956호 증가

123.08㎞ 증가

12개소 신설
(250%증가)

1,243,041명

324,811호

950.1㎞

20개

1,098,364명

268,855호

1조 4,356억원

827.02㎞

8개

혼인

19.5쌍
사망

12.7명
이혼

6.4쌍
쓰레기 처리

1,034톤

주택

1조 3,412억원 증가

재정

도로

공공
도서관

2조 7,768억원

교통사고

13건

144,677명 증가

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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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성과
2 0 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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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 
베스트  7

수원시는 시민의,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일 잘하는 지방정부입니다. 프랑스에 있는 한글

본 ‘정리의궤’를 복제하여 수원의 자랑 ‘화성’을 보존하는데 한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이것

은 중앙정부도 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또한 특례시 발표를 통해 획기적인 수원형 자치

분권을 실시할 수 있게 된 것은 2018년에 시민이 이룬 일대 쾌거였습니다.

1
2

3
4

6 7

나눌수록 행복한

 「주차공유사업」 

“화성시 상생·협력의 길을 걷다.”

황구지천 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사업 

수원시 최초! 

학교부설주차장 시민 개방실내온도 3℃ 낮추는

그린커튼
(Green Curtain)

5 전국 최초 

자동차 온라인이전등록
시스템 운영

‘숲속의 파티’ 

2018 수원연극축제
『The 22th Suwon Theatre Festival』

2018 수원한국지역
도서전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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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 / 행정

도시 / 환경

일자리 / 경제

보건 / 복지

문화 / 체육 /
교육

교통

2018 대외평가 
수상

시상(평가)명  주 관 우리시 성과

2017년도 전국 자치단체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평가 행정안전부 최우수

전자정부발전유공 행정안전부 장관표창

2017년 일하는 방식 혁신 및 협업 우수사례 행정안전부 장 려

2018 매니페스토 지방선거부문 약속대상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최우수

2018 제20회 지속가능발전대상 공모전 환경부 최우수상(국무총리상) 
2018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인사혁신처 혁신행정 수상

2017년 옥외광고업무 평가 행정안전부 우 수(대통령기관표창)

2018 대한민국 국토대전  국토교통부 국무총리상

2018 친환경 기술진흥 및 소비촉진 유공 평가 환경부 환경부장관

제9회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우수활용사례 환경부, 국토교통부 대상(국무총리상)

2018 Green Awards 환경개선분야 ‘스마트레인시티 수원’ The Green Organization 은 상 
2018 에너지 글로브 어워드 에너지글로브어워드재단 국가상

2017년도 공공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이행실적 우수기관  환경부 장관표창

폐가전제품 무상 방문수거 우수지자체 경진대회 환경부 장관상

서호천, 2018 생태하천복원사업 우수사례 콘테스트 환경부 우 수

2018년 대한민국 지방정부 일자리정책박람회 행정안전부,일자리위원회 우 수

2018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 고용노동부 최우수

2018 Green World Awards 혁신(사회공헌) 분야 '고색뉴지엄' The Green Organization 은 상

2018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우수 고용노동부 장관표창

아동친화도시 인증 유공 지방자치단체 포상 보건복지부 장관표창

2018년 치매극복의 날 장관표창 보건복지부 장관표창

2017년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결과 평가 보건복지부 우 수

2017년 여성친화도시 조성 유공  여성가족부 최우수(국무총리)

2018 아동성폭력방지 유공 여성가족부 장관표창

2018 복지행정상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제공」 부문 보건복지부 대 상

2018년 시간제보육유공 지방자치단체 포상 보건복지부 장관표창

제9회 방과후학교 대상(지역사회파트너 부문) 교육부 우 수
제50회 한국도서관상  한국도서관협회 감사패

한국관광혁신대상 UN WTO 대 상
‘장안사랑채’2018 대한민국 한옥공모전(한옥준공 부문) 국토교통부 대 상

2018 수원 문화재 야행 우수사업 선정 문화재청 우수

자전거 이용 활성화 우수 단체 공모 행정안전부 장관표창

2018 지속가능 교통도시 평가 국토교통부 최우수

분야

수원시는국내외적으로 수원의 가치를 드높인 한해였습니다. 시 행정 

전 분야에 걸친 놀라운 수상 실적을 시민과 함께 축하하며 품격 높은 

시정으로 보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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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자리, 경제

199,924명
(117.6% 달성)

민선6기 지역일자리 창출 더 좋은 일자리 창출 및 창업지원 
•수원형 새-일 공공일자리 

   43개 사업 132명
•창업지원센터 운영 

   47개 기업 147명 고용

•세대융합창업캠퍼스 
   20개팀 49명 

분야별 으뜸성과

활기찬  
지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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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임금제 시행 

665명 

1,484백만원 지급

청년층 지원
•  K-Move 스쿨 (일본IT기업 취업과정)

    : 3기 25명 전원 취업

•취업준비 청년 교통비 및 면접정장 대여    

    : 청카드 908명, 청나래 1,277건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 

4년 연속 최우수
(2015~2018)

수원역세권 상권활성화 
사업 공모 선정 

5년간 80억

나들가게 육성 선도지역 
지원사업 선청 

3년간 8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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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2  도시, 교통, 환경

수원발 KTX 직결사업 
기본계획 고시

2018년 2월 28일

인덕원~수원~동탄 
복선전철 기본계획 고시 

2018년 3월 29일

무인대여자전거 확대 

6,000대 
(가입자 211,014명, 
이용누적 1,836,032명)

주차장 공유 

781면 

자동차 등록 매매상사 
온라인 이전 

9,195건 

(일일등록률 29%)

라돈측정기 대여(공유) 

2,35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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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문화, 관광, 체육

국내 최초, 
한글본 정리의궤 

13책 복제본 제작

근대문화유산 수원 
구 부국원 개관 

2018년 11월 29일

정조대왕 능행차 
공동재현 (10.5.~10.7.)

9개 지자체 59.2km, 

행렬단 5,096명 
말 690필 

숲속의 파티 수원연극축제
(5.25.~5.27.) 

32개 작품 , 83회 공연 

15만여명 관람

국내 최초 여자 아이스하키 실업팀 
수원시청 여자아이스하키팀 창단
(12.20.)

2018 관광특구 
활성화공모사업 선정 

1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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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탄한 
사회복지

1  사회복지

 2  교육, 청소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38개 → 51개소 

2018 수원한국지역도서전

33개 프로그램, 2천여권 

지역도서 전시 수원시 청소년의회 출범
(9.14.) 37명 

지역서점 연계 희망도서 
바로대출 서비스 운영 

19개소, 일 평균 63건 대여

공공도서관 확충 

20개소 (11개소 증가, 3배 증가 )

* 2018년 2개소 (광교푸른숲, 매여울도서관)

* 2010년 9개소

무상급식 확대 

44개 고교 35,507백만원 

동 복지허브화 사업 확대

43개동 기본형 동 복지허브화 완료

수원휴먼주택 운영

(2018년~2022년, 200호 매입), 
2가구 입주(6자녀, 8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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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안전, 건강

장안구 치매안심센터 개소
(10.12.)

상담인원 9,895명

안전사각지대 CCTV 신규설치 

133개소, 519대

365일 24시간 
재난안전상황실 전담운영 

5명, 4교대
시민맞춤형 
재난문자 서비스 

76회
(등록인원 5,266명)

건설현장 보행안전 도우미

3,865명 배치

특별교통수단(휠체어탑승특장)증차 
78대 → 88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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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 
시민 정부

1  자치분권 
시민과 함께 하는 자치분권 및 
특례시 실현 촉구

2  거버넌스

지방분권 개헌회의 
수원회의 출범(1.2.) 

120개 단체 9만여명

민선7기 
더큰수원기획단 운영 

4개 분과 74명

민선7기 
100대 약속사업 확정 

약속사업 77, 희망사업 23

한국매니페스토 
민선6기 공약이행평가

SA등급 획득

찾아가는 시민참여, 
소통박스 운영

2회, 1,979건

시민주권 온라인 플랫폼 
수원 만민광장 오픈(2018.12.)

지방분권 개헌 
천만인 서명운동 전개 

322,255명 달성

(목표인원 236,000명)

인구 100만이상 대도시, 
특례시 추진 공동대응기구 출범 

4개시 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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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청사 야간/휴일 확대개방

월 평균 321회

수원시 카톡친구 

369,651명

휴먼콜센터 운영 상담콜

401,361건

시내버스 무료 WIFI 
서비스개선

1,048대

전화활용 불법광고물 정비
(자동안내 및 이용정지) 

7,044건 185,698회
(감소 392%)

3  행정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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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주요 투자사업

(단위 : 백만원)

분야 사 업 명 총사업비 기투자액 2018년 2019년 2020년 이후
도로
교통

수원 도시철도 1호선 노면전차(트램) 도입 170,000 455 - - 169,545
매향동21번지 일원 주차장 조성 8,400 - 400 8,000 -
수원 화물 공영차고지 조성 20,004 5,200 9,804 5,000 -
통합주차정보시스템구축 5,686 - 2,541 1,592 1,553
수원외곽순환도로 민간투자사업 373,670 182,223 137,946 34,951 18,550
권곡사거리 지하도건설사업 53,250 - 350 2,200 50,700
화서1동 공영주차장 조성 15,500 - 3,348 12,152 -
매탄2동 공영주차장 조성 2,990 - 1,990 1,000 -
매탄3동 공영주차장 조성 2,332 - - 2,332 -

문화
체육
관광

화성행궁복원(2단계) 51,715 43,925 354 300 7,136
화성일원 문화재보호구역 정비 355,444 87,889 12,314 11,600 243,641
남수동 문화재구역 및 도시계획시설 정비 13,660 10,160 3,500 - 
남수동 한옥체험마을 조성 19,200 3,300 20 4,500 11,380
희망등대센터 신축 4,710 1,610 3,100 - 
영통 국민체육센터 건립 17,500 2,400 8,700 6,400
고색중보들공원 실내테니스장 건립 5,000 - 200 4,800
망포국민체육센터 건립 26,100 - 200 1,200 24,700
종합운동장 스포츠문화 복합시설 조성 12,700 2,700 200 9,800
광교 복합체육센터 건립(개발이익금 등) 50,000 - - 50,000
팔달구 문화센터 건립 9,800 1,900 300 4,000 3,600
정조테마공연장 건립 9,500 - - 6,000 3,500
금곡동 도서관 건립 9,800 - - 9,800

보건
복지

정자동장애인주간보호시설 신축 4,890 130 2,301 2,459 -
수원시 사회복지타운 건립 21,770 - 1,151 10,619 10,000
수원시 마음건강치유센터 건립 30,012 - 4,600 1,519 23,893
권선구보건소(치매안심센터) 리모델링 1,998 - 1,898 100 -
팔달구보건소 청사 확장(치매안심센터) 9,453 - 1,970 - 7,483

일반
행정

수원시의회 복합청사 건립 84,919 23,874 800 22,516 37,729
영화동 주민센터 및 공영주차장 복합건립 16,307 3,556 3,100 9,651 -
서둔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18,342 6 578 9,721 8,037
지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11,496 1,692 2,885 6,919
고등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6,821 - 280 6,541
수원시민안전체험관 및 청년혁신 융복합센터 연계 건립 25,998 - 681 3,900 21,417

환경
녹지

음식물자원화시설 증설 27,100 1,160 10,349 7,188 8,403
수원시 연화장 시설개선 23,923 308 1,959 21,656
황구지천(1지구)하천환경 조성사업 36,337 20,819 5,000 10,518 -
원천리천 하천환경 조성사업 38,461 800 300 200 37,161
친환경 황구지천 하수처리장 건설 114,940 3,000 18,612 40,000 53,328
하수도 중점관리지역 침수예방사업 33,324 13,462 11,354 8,508 -
하수관로 정비(입북, 금곡, 호매실)공사 22,121 10,869 5,284 5,968 -
노후 하수관로 정비(1.2단계)공사 48,814 1,576 7,987 15,700 23,551
수원수목원 조성 59,400 18,427 900 3,500 36,573

지역
개발

수원컨벤션센터 건립 334,199 89,411 138,115 106,673 -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사업 106,111 25,139 22,881 18,632 39,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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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달라지는 제도

분야 제도명 주요내용 시행시기

자치/
행정

주민등록증 사진규격 완화 •6개월 이내 촬영한 탈모 상반신 사진(3.5cm×4.5cm) ’19. 1. 1.

무연고자 사망 시, 통장없이 예금 인출 가능 •지자체, 복지기관이 무연고자 장례 비용 사용시 적용 ’19. 1. 9.

경제/
세정

2019년 수원시 생활임금 •(’18년) 9,000원) → (’19년) 10,000원 ’19. 1. 1.

경기도 청년배당 시행 •만 24세 청년 지역화폐 100만원(분기별 25만원) ’19. 1. 1.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 범위 확대 •연간 매출액 5억원 이하 → 30억원 이하 개인 또는 법인 ’19. 1. 31.

2019년 근로·자녀장려금 지원 확대 •(근로장려금) 30세 미만 단독 가구 포함, 소득 요건 완화
•(자녀장려금) 생계급여 수급자 포함, 지원금액 확대

’19. 1. 1.

농산물 표준규격 변경 •품질정보를 농산물 포장재에 직접 표시
    (고추 “매운정도” 표시, 과실류 당도 표시모형과 구분표 병행)

’19. 1. 1.

보건/
복지

경기도 출생아 산후조리비 지원 •출생아 1인당 지역화폐 50만원(소득 무관, 1년 이상 거주) 연중 도입

아동수당 지급 범위 확대 •부모소득수준 상위 10% 제외 → 소득기준 미 적용
•만6세 미만 아동(90%) → 만7세 미만(’19. 9월 예정)

’19. 1. 1.

고등학교 급식경비 지원 확대 •(’18년) 고 3학년 → (’19년) 고 2~3학년 ’19. 1. 1.

청년층 국민건강보험 일반건강검진 대상 확대 •(’18년) 40세 이상 → (’19년)20세 이상 ’19. 1. 1.

문화/
체육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사업 바우처
카드 도입

•현물 지원 →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 ’19. 1. 1.

도시/
환경

수원시 상하수도 전용 홈페이지 오픈 •신용카드 자동납부 신청, 이사정산 및 실시간 수납
•수용가 명의 변경, 자가 검침 신청 및 등록

’18. 12. 1.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전국 확대 •비상저감 조치 전국 확대 및 발령기준 세분화 ’19. 2. 15.

안전/
교통

자동차 등록번호 체계 변경 •자동차 등록번호 앞자리(2자리 → 3자리) ’19. 9월중

음주운전 처벌 강화 •혈중알콜농도 기준 강화(0.05% → 0.03%)
•벌칙 수준 강화
    - 1년 ~ 3년 징역이나 500만원 ~ 1천만원 벌금
     → 2년 ~ 5년 징역이나 1천만원 ~ 2천만원 벌금

미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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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오거리

장안문

장안구

권선구

호매실

오목천역
고색역

화서역

성균관대역

수원역

장안구청

수원kt위즈파크

1

1
57

8
6

2

6

4

2

6

7

7

3

5

한눈에 보는 
수원특례시

1  파장초등학교 주변 안전마을 만들기
     (2019년)  파장동

2  수원수목원 조성
     (2021년)  천천동 일월공원

장안구

권선구

3  이목지구 에듀타운
      (2021년)  이목동

5  대유평 도시숲 & 화서역 복합환승센터  
     (2022년)  정자동

7  인덕원 ~ 수원 ~ 동탄 복선전철
     (2026년) 장안구 이목동 ~ 영통구 영통동

6  종합운동장 스포츠 문화 복합시설 조성
     (2025년)   조원동

4  수원도시철도(트램) 1호선
     (2022년)  수원역 ~ 장안구청

1  수인선 개통 및 상부공간 공원 조성
     (2019년) 고색동

4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
     (2021년) 권선동

3  수원시 사회복지타운
      (2020년)  곡반정동

2  수원시 자동차복합단지
     (2019년) 고색동

8  신분당선 연장(광교 ~호매실 구간) 
      호매실동

7  수원 스포츠 콤플렉스 조성
     (2025년) 호매실동

5  서수원 지역 종합병원
     (2021년)   고색동

6  농업 역사문화전시체험관
      (2021년)   서둔동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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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동사거리

팔달문

화성행궁

문

팔달구
영통구

매교역

광교역

광교중앙역

세류역

수원시청역

매탄권선역
망포역

영통역

청명역

3

4

1 1

5

6

3

4

7

8

2

58

팔달구

영통구
5  팔달경찰서

     (2021년) 지동
4  수원시 의회 복합청사

     (2021년)  인계동

7  경기도청 주변 도시재생뉴딜
     (2022년)  고등동

3  영통 국민체육센터
     (2019년) 이의동

2  수원고등법원·고등검찰청 개원(청) 
      (2019년)  하동

1  수원컨벤션센터
      (2019년)  하동

5  경기융합타운(도청 신청사)
      (2020년) 이의동

4  영흥공원 민간개발 “시민의 숲”
      (2020년)  영통동

8  청년혁신 융복합센터 & 시민안전체험관
      (2021년)  영통동

7  망포 국민체육센터
      (2021년) 망포동

6  광교 복합체육센터
      (2021년) 하동

6  매산동 도시재생뉴딜
     (2022년)  매산동

8  남수동 한옥체험마을 
      (2022년)       남수동

1  (가칭)팔달문화센터
      (2020년) 남수동

3  행궁동 도시재생뉴딜
      (2020년)   행궁동

2  정조테마공연장
      (2020년)   팔달로1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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