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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현황 및 여건 분석

 역사적 배경

1. 화성읍치 이전

○ 1789년(정조 13년) 7월 11일, 어전회의에서는 사도세자 무덤을 수원읍의 주산인 화산 

아래로 옮기는 일을 결정하고, 수원읍을 다른 곳으로 이전할 것을 정함

○ 새로 이전되는 수원읍의 위치는 팔달산 아래로 정하고, 읍세를 확장하기 위하여 광주군에 

속해 있던 일용, 송동 두 면을 수원부로 편입시킴

○ 화성이 완성되고 신도시 수원의 도시골격은 성곽 안팎의 거주구역 2개부로 나누어 

지고, 성안에는 4개의 거주지로 편성함

○ 남북대로의 서편(서성자내, 남성자내)은 관아와 객사가 입지하고, 종로와 팔부자길 주변 

으로 상가가 형성, 나머지 북문과 남문 주변으로 민가가 입지함

< 수원읍에서 신읍으로 이전 경로 > < 화성내부의 가로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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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화성의 축성

가. 화성축성의 개요

○ 총공사기간 : 34개월(1794. 1. 7 ~ 1796. 9. 10)

○ 총공사경비 : 약 87만냥 + 백미 약 1,500석

○ 공사기구 : 거중기, 유형거, 대차 등

○ 규모 : 면적 392천여평, 둘레 약 5.7㎞, 성벽높이 5~6.5m

○ 형태 : 평산성(平山城) - 평성과 산성의 혼합적인 형태

○ 재료 : 전축성(석재와 벽돌)

나. 화성축성의 의의

○ 화성성역은 정조의 효심의 발로이기 보다는 조선왕조의 발전 

방향과 당시의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면서 신료들의 학문과 경륜, 

민의 호응과 조선의 경제·문화·정치적 역량이 총 집결된 왕권 

강화와 탕평정치의 성과물이라 할 수 있음

○ 화성은 E.Hward에 의한 전원도시 구상보다 100년이나 앞선 

신도시이자 전원도시로서 수도인 한양을 모도시로 계획적으로 

조성한 위성도시임

○ 신도시의 번성을 위해 수도의 기능일부를 이전하여 자족적인 

도시로 키우려고 했다는 점으로 봐서 현재의 계획신도시의 개념과 

일치함

○ 실학정신을 반영하고, 기록문화(화성성역의궤, 원행을묘정리의궤)의 

성취를 높임

< 화성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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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화성변천

가. 조선후기(1800년대)

○ 정조는 화성을 유수부(留守府)로 승격시키고 성곽 및 행궁을 

건설하는 대공사와 함께 산업진흥정책을 마련하여 행정·군사· 

경제의 중심도시로서 발전시키려 함

○ 정조의 죽음으로 수원부 유수의 지위는 유지되었으나 역할이 

축소되었고, 지리적인 이점으로 상업적인 기능만 유지

나. 일제점령기 및 전쟁시기

○ 일제점령기와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화성의 일부가 파손되고, 

행궁의 대부분이 철거되어 교사 및 병원으로 사용되었음

○ 경부선 개통으로 팔달문에서 수원역까지 연결도로 선상으로 번화가가 생김

○ 1911년 지적도 당시까지 중영, 이아, 무고행각, 수직청, 수문청, 

북지, 동지, 남지 등 주요시설 등이 관청 소유지임

다. 1960년대

○ 정조로가 포장되었고, 창룡문 주변까지 주거지가 확장됨

○ 기존의 팔달상권과 더불어 매산로를 중심으로 상권이 확장됨

라. 1970년대

○ "화성복원정화사업(1974년~1979년)"으로 장안문, 창룡문 등의 

복원 및 장안 공원 조성, 순환도로 등 개설

마. 1980년대

○ 동수원 개발로 수원의 중심기능이 점차 이전됨으로써 도심기능의 점진적 상실

○ 화성성곽 복원 등 문화재 보수가 본격적으로 시작됨

바. 1990년대

○ 영통 및 북수원의 개발로 화성내는 주거기능도 이탈되며 슬럼화 현상이 나타남

○ 팔달문 주변으로 상업기능 유지

○ 행궁이 복원되고,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1997.12.6) 되면서 화성의 

문화 가치 재발견

사. 2000년대

○ 화성행궁광장, 수원화성박물관, 무형문화재 전수회관, 수원화성 

홍보관, 수원화성 호스텔 조성을 통한 역사문화관광기반 마련

○ 종루, 성신사 복원을 통한 역사적 문화적 가치 증진

○ 2006년 지구단위계획, 2007년 역사문화도시기본계획 수립으로 

체계적인 관리 방안 마련

아. 2010년대

○  남수동, 연무동 문화재구역 복원 및 정비를 통한 수원화성 문화재 

가치 증진

○ 생태교통 수원 2013 개최 등 환경수도 수원으로서의 기틀 마련

< 일제점령기 지적도 >

장안문장안문

팔달문팔달문

창룡문창룡문

화서문화서문

<　1960년대　＞

장안문장안문

팔달문팔달문

창룡문창룡문

화서문화서문

＜　1980년대　＞

＜　1990년대　＞

＜　2000년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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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위계획 및 관련법규

1. 상위계획

가.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 (2019. 12.)

1) 계획의 비전 및 목표

2) 국토 발전전략

개성있는 지역발전과 연대ㆍ협력 촉진

 - 지역 간 연대ㆍ협력을 통한 경쟁기반 구축  - 지역 특성을 살린 상생형 균형발전 추진

지역 산업혁신과 문화ㆍ관광 활성화

 -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신산업 육성기반 조성과 지역산업

생태계 회복력 제고
 - 매력있는 문화공간 조성과 협력적 관광 활성화

세대와 계층을 아우르는 안심 생활공간 조성

 - 인구 감소에 대응한 유연한 도시개발ㆍ관리

 -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도시ㆍ생활공간 조성

 - 수요 맞춤형 주거복지와 주거공간의 선진화

 - 안전하고 회복력 높은 국토대응체계 구축

품격있고 환경 친화적 공간 창출

 - 깨끗하고 지속가능한 국토환경 관리

 - 국토자원의 미래가치 창출과 활용도 제고
 - 매력 있는 국토ㆍ도시 경관 창출

인프라의 효율적 운영과 국토 지능화

 - 네트워크형 교통망의 효율화와 대도시권 혼잡 해소

 - 인프라의 전략적 운영과 포용적 교통정책 추진

 - 지능형 국토ㆍ도시공간 조성

대륙과 해양을 잇는 평화국토 조성

 - 한반도 신경제구상 이행과 경제 협력  - 한반도~유라시아 경제공동체 육성과 글로벌 위상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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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도권 발전방향 - 동아시아의 중심대도시권으로 육성

n 기본목표

○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식경제체제 형성

○ 동아시아 관문역할을 위한 국제 교통·물류 인프라 구축

○ 자율적인 광역성장관리체제 구축 및 권역 간 연계협력 강화

○ 녹색성장 선행모델과 문화관광브랜드 구축을 통한 삶의 질 확보

n 발전방향

○ 동아시아 경제 선도를 위한 전략거점 및 지식산업클러스터 육성

○ 국제 물류인프라 구축 및 교통인프라 기능 확충

○ 다핵공간구조 형성과 낙후지역 지원

○ 환경친화적 도시정비 및 관광경쟁력 강화

○ 수도권의 광역행정 협조체제 구축 및 권역간 협력 강화

4) 지역별 발전방향 (경기도)

n 기본목표

○ 공정과 균형발전이 실현되는 경기

○ 삶의 질과 환경생태가 보장되는 경기

○ 편리하고 빠른 교통인프라를 가진 경기

○ 첨단산업과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경기

○ 남북교류와 경제통합을 준비하는 경기

n 발전방향

○ 공정사회ㆍ포용사회를 실현하는 토지이용과 균형발전

○ 주거ㆍ문화ㆍ의료ㆍ교육 서비스시설의 시민접근성 개선

○ 기후변화에 대응한 환경ㆍ에너지 혁신

○ 대중교통 확충으로 수도권 내 30분 통행권 구축

○ 4차 산업혁명 대비 산업 혁신과 좋은 일자리 공급

○ 한반도 평화ㆍ경제공동체의 거점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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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제3차 수도권 정비계획(2006~2020) (2016. 07.)

1) 기본방향 및 추진전략

○ 인구안정화를 전제로 수도권의「질적 발전」추구

○ 높은 경쟁력을 갖추고 지방과 상생 발전하는 수도권 지향

2) 4대 정비목표

○ 적절한 성장관리와 기반시설 정비를 통하여 선진국 수준의 삶의 질을 향유할 수 있도록 

정비

○ 다음 세대의 필요한 환경용량을 고려한 장기적인 관점에서 적정 수준의 성장이 

가능하도록 자원 절약적이고 지속가능한 수도권 성장관리기반 구축

○ 국가균형발전 시책과 연계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적절한 역할분담으로 지방과 더불어 상생 

발전하는 수도권 구현

○ 지식기반 강화와 혁신 클러스터의 조성 등을 통하여 다국적 기업이 집적하고 국제교류가 

활발한 동북아의 경제중심지로서 경쟁력 있는 수도권 형성

 
3) 수도권 공간구조 개편

○ 서울 중심적 공간구조를「다핵연계형」 공간 구조로

전환하여 서울 및 주변 지역의 과밀 완화

○ 지역 특성별 클러스터형 산업배치로 산업 경쟁력 제고와

수도권 내 균형발전 도모

○ 서울 중심의 방사형 교통체계를 환상 격자형으로

개편하여 네트워크형 공간 구조 형성 유도

○ 산림과 수계, 연안역 등 수도권의 자연 조건을

충분히 고려한 인구 및 산업배치로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공간구조 구축

4) 권역별 정비방안

n 과밀억제권역 (16시 - 수원시)

○ 과밀화 방지

○ 도시문제 해소

n 성장관리권역 (12시, 3군)

○ 이전기능 수용

○ 자족기반 확충

n 자연보전권역 (5시, 3군)

○ 한강수계 보전

○ 주민불편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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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서울 중심적 공간구조를 「다핵연계형 공간구조」로 전환

○ 통근권과 생활권, 역사성 등을 고려하여 인천·

경기지역에 10개 내외의 자립적 도시권 형성 

 인천·부천·김포권, 수원·화성권, 성남·용인권, 안양·군포·의왕권, 

남양주·구리권, 평택·안성권, 의정부·양주·동두천권, 안산·시흥권, 

파주·고양권, 이천·광주·여주권 등

○ 중심도시의 집중적 육성·정비로 업무, 상업, 

교육, 문화, 오락 등 다양한 분야에서 도시권별

자족성 제고

6)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클러스터형 산업벨트 구축

○ 산업벨트를 중심으로 다양한 형태의 혁신

클러스터를 구축하여 국제적 산업 경쟁력 제고

○ 수원·인천 지역 : 수원의 반도체산업 클러스터, 

안산, 시흥의 부품소재 클러스터, 인천의 경제

자유구역 및 인천공항·항만 등을 핵심거점으로

하는 「국제물류 및 첨단산업벨트」로 육성

7) 수도권 내 낙후지역 개발을 통해 균형있는 발전을 촉진

○ 도시내부의 노후 주거지역 및 공업지역을 정비하고, 수도권내 저발전지역의 정주여건 

개선 등 소득 향상방안을 추진

 서울․인천․성남․안양 등의 구도심권과 신규개발지간, 수도권 중심지와 접경지역 등 수도권 외곽지역간의 균형발전을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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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020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2009. 05.)

1) 기본목표

○ 수도권 주민의 삶의 질 제고

○ 수도권의 지속가능한 도시발전 도모

○ 수도권의 국제경쟁력 강화

2) 기본전략

○ 선진국형 지식경제체제를 구축하여 동북아의 중심도시로 육성

○ 수도권 공간구조를 다핵공간구조로 하고, 지역별로 자족도시권 형성

○ 공간구조 구상과 도시성장관리를 고려하여 개발제한구역 해제대상지역 설정

○ 광역생태녹지축 구성 및 녹지 및 여가공간 연결 생태여가·관광벨트 구축

○ 효율적이며 친환경적인 대중교통중심의 광역교통체계 구축

○ 광역시설 서비스를 협력적으로 공급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 구축

○ 광역적 차원에서의 대기질·수질·생태계 보전 체계

3) 공간구조 개편구상

○ 수도권 거점도시 육성 : 인천, 수원은 서울 도심기점 30km권 외곽지역에 위치한 1차 

거점도시로 육성하여 수원은 수도권 남부거점도시로서의 기능 제고

○ 교통축중심의 개발축 설정 : 내륙지역과 인천(국제공항)을 연결하는 동서방향의 2개축을 각각 

설정하되, 제1축은 서울의 도심·거점지역을 관통하는 경인·경춘축을 근간으로 하고, 제2축은 

인천·수원·여주의 수인·영동축을 근간으로 설정

○ 녹지축 설정 : 비무장지대, 광덕산, 북한산, 팔당지역, 관악산, 남산, 삼봉산, 서운산 

일대 등 8개 지역을 녹지거점으로 확보

4) 다핵화 추진전략(수도권 남부권역)

○ 1차 거점도시 수원과 2차 거점도시 평택을 중심으로 인근의 용인시, 화성시, 오산시, 

안성시, 성남시, 의왕시와 도시기능을 상호분담·보완하여 수도권 남부지역의 자족 

도시권 형성 유도

○ 수원시는 교육·행정분야, 전자계열 산업 관련업무 및 상업·유통기능을 강화하여 경기 

남부지역 지식기반 산업벨트의 중심도시로 육성하고 인접 지역의 활동거점으로 

발전시켜 서울로 유입되는 통행 분산



13

<수도권 공간구조 골격구상도>

5) 경관관리

n 개성있는 농촌 및 도시경관의 보전과 형성

○ 특색있는 자연․역사․문화 경관요소를 발굴하여 지역의 고유한 경관으로 보존,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일정지역을 경관지구로 지정 관리

n 경관요소별 관리와 경관기본계획 수립

○ 주요 역사경관자원에 대하여 상징성 고양을 위한 주변 건축물 높이 제한 등의 

도시계획적 수법을 강구하여 주변 경관을 정비하며, 이와 연계하여 역사탐방로 등을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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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경기도 종합계획(2012~2020) (2012. 02.)

1) 비전 

○ "환황해권의 중심, 더불어 사는 사회″

2) 목표 및 기본과제

n 목 표

○ 대한민국 성장의 선도 지역 역할

○ 참살이가 보장되는 복지공동체 실현 

○ 건강한 녹색사회의 실현

○ 살고 싶은 문화생활 공간 조성

n 8대 기본과제

○ 국제교류 협력과 남북공동번영 거점의 조성

○ 동북아 신성장산업의 거점 조성 

○ 수요자 중심의 통합복지체계 완성

○ 교육과 인적자원 개발의 중심지 육성

○ 저탄소 녹색환경 기반 구축

○ 수도권 광역·녹색교통체계 완성 

○ 품격 있는 문화, 창조산업의 선도 지역 실현

○ 매력 있고, 살고 싶은 신생활 지역 조성 정책 정립

3) 공간구조 형성전략

n 중심지 체계 : 8광역거점 - 8전략거점 - 17지역거점

○ 8광역거점 : 수원, 안산, 부천, 고양, 양주, 남양주, 성남, 평택

○ 8전략거점 : 용인, 안양, 오산동탄, 화성남양, 김포, 파주문산, 의정부, 이천

○ 17지역거점 : 안성, 과천, 광명, 의왕, 군포, 시흥, 하남, 파주, 여주, 안중, 구리, 광주, 

동두천, 가평, 양평, 포천, 연천

n 발전축

○ 경부축 (성남∼수원∼평택∼(천안))

○ 서해안축 (광명∼안산∼화성∼평택항∼(서산·당진))

○ 경의축 (고양∼파주∼(개성))

○ 경원축 (의정부∼양주∼동두천∼연천∼(철원·원산) 

○ 경춘축 (구리∼남양주∼가평∼(춘천))

○ 경인비지니스축((서울)~부천~(인천)), 동부내륙축 1·2축, 북부동서축, 남부동서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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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공간구조전략

○ 다중심화 전략과 연계형 광역생활권 형성 전략 추진

○ 서울의 주변에서 초광역권의 활동중심 지역으로 역할 전환

○ 성장축을 중심으로 한 공간구조 형성 전략

○ GTX, 광역·도시철도를 중심으로 한 수도권 철도망 완성과 TOD 역세권 개발

○ 5+2 광역경제권 충청권, 강원권, 개성권과 연계 강화

4) 핵심 추진전략의 구상

○ 2020년까지 실현 가능성과 정책적 목표를 고려하여 공간구조 형성전략을 실현할 핵심 

추진전략 구상

○ 7대 핵심 추진전략 구상

 글로벌 교육·과학·연구 벨트 조성 "과학기술 수도"

 서해안권 신성장산업 전략특구 조성 "수퍼 경기만"

 경기북부지역 신성장밸리 조성 "신활력 지역거점"

 동아시아 문화허브 창조도시 건설 "한류 허브"

 수도권 광역철도망 확충과 역세권 개발 (GTX 광역 환승체제 구축) "글로벌 메가시티"

 저탄소 녹색사회 실현을 위한 스마트 공간기반 구축 "스마트 경기도"

 남북한 경제교류협력 및 통일 대비 기반 조성 "남북 통합경제거점"

5) 지역별 전략계획 (경부권역 : 수원, 성남, 용인, 과천, 안양, 군포, 의왕, 안성)

n 발전방향

○ 권역 내 지식산업거점을 특화기능별로 집적화하고 거점 간 상호연계하여 클러스터화 

함으로 광역경제권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 강화

○ 기존 역사문화관광자원을 활용하여 지역관광산업을 발전시키고, 주민 소득 수준 향상에 

따른 여가·문화생활·소비거점 개발

○ 기존의 택지개발지구 중심의 도시개발에서 벗어나 기존시가지와 연계한 통합적인 

정주생활권 형성으로 지역정체성 확립 및 대중교통중심의 정비를 통해 녹색도시 구축

n 경부권 핵심 전략 구상

○ 수도권 Grand R&D 벨트

○ 수원화성 – 용인민속촌 - 에버랜드 역사문화·관광 벨트

 수원화성, 한국민속촌, 에버랜드를 거점으로 하는 역사 + 문화·예술 + 위락 관광벨트 구축, 경기도 역사문화관광의 

아이콘화

 관광거점을 중심으로 역사관광자원, 문화·예술관광자원, 위락관광자원 등 특성화 된 관광자원을 패키지(Package)화하여 

개발·육성

○ 제2경부고속도로(성남-용인-안성) 주변지역 개발

○ 경기 남부지역 내륙 산업·물류 클러스터

○ 향유와 체험의 녹지인프라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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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부권 핵심 전략 구상도 >

n 수원시 발전전략

구     분 발   전   전   략

지식기반 산업도시
·전문화된 부품산업, 고급서비스산업 육성

·수원 산업단지 조성,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 육성

역사문화 관광도시
·숙박시설, 안내소 등 관광기반시설의 정비

·도시환경 및 건축공간의 배리어프리 (Barrier free) 디자인 추진

환경·교육도시 ·생태하천 가꾸기와 특성 있는 공원화 사업추진을 통한 그린네트워크 조성

건강복지 도시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노인복지기반 확충

·자원봉사, 평생학습 등을 통해 생애에 걸쳐 자기실현이 가능한 사회환경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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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2030년 수원도시기본계획(변경) (2018.12.)

1) 수원시의 미래상

     

2) 도시공간구조 설정

○ 원도심 : 역사문화관광산업

○ 신도심 및 동수원지역 : 지식기반정보산업

○ 서수원지역 : 첨단환경산업, 신성장동력산업

○ 북수원지역 : 생태, 친환경 기능

3) 생활권 개발방향 (화성생활권)

n 범위(행정동)

○ 영화동, 연무동(일부), 세류1동(일부), 세류3동(일부), 권선1동(일부), 행궁동, 매교동, 

매산동, 고등동, 화서1동, 화서2동(일부), 지동, 우만1동(일부), 우만2동(일부), 인계동, 매탄1동

n 주요기능 : 문화, 관광, 중심상업

n 개발방향

○ 수원화성을 중심으로 한 문화·관광 기능 강화

○ 도시 재생을 통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 수원역 ~ 장안문의 지역 상권 활성화 도모

n 인구배분계획

구 분 2010년 2015년 2020년 2025년 2030년

수원시 110.5만인 123.0만인 127.9만인 130.6만인 132.2만인

화성생활권 26.3만인 25.1만인 25.3만인 25.4만인 25.6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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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원천변 친수공간과 연계한 관광ㆍ보행 네트워크 구축

n 수원천변 친수공간 조성

○ 수원천변 도로 확폭 및 일방통행을 시행하여 친수공간 

조성 및  행 활성화 도모

 연장 : 약 1km, 도로 폭 : 15m(1차선 운행, 보행공간 확보 등)

n 역사문화중심 보행네트워크 정비

○ 수원화성 내 역사적 보전대상, 주요시설 및 관련 계획 연계

○ 역사체험 + 수원천 + 노면전차 + 보행의 융복합형 보행 네트워크 구축

○ 역사문화중심 보행네트워크 개발

점 (문화재, 주요시설)

선 (성곽도로, 옛길, 노면전차)

면 (주민주도 특화공간, 시장 등)

스토리텔링
역사문화중심

보행네트워크구축

○ 수원 화성 내 정비방향

 정조로 좌측 : 전통적 공간, 기존가로 및 획지 유지

 정조로 우측 : 현대와 전통이 공존하는 공간

 위락시설 및 전문숙박시설은 성곽 외부로 유도, 성곽 내부는 화성의 역사성을 고려한 체험 위주의 기능 도입

< 관광ㆍ보행 네트워크 구축 >

< 수원천변 도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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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수원화성~용인민속촌~에버랜드 역사문화관광벨트 구축

n 개 요

○ 수원화성, 용인 한국민속촌, 에버랜드 등 수도권 내 대표적인 문화관광지로 국ㆍ내외적

으로 인지도 보유

○ 풍부한 역사문화관광자원과 우수한 교통인프라를 기반으로 자원간 연계 강화를 통한 국제

적 관광거점으로 발전

n 기본방향

○ 수원화성, 한국민속촌, 에버랜드를 거점으로 하는 역사+문화ㆍ예술+위락 관광벨트 구축, 

경기도 역사문화관광의 아이콘화

○ 관광거점을 중심으로 역사관광자원, 문화ㆍ예술 관광자원, 위락관광자원 등 특성화된 

관광자원을 페키지(Package)화하여 개발ㆍ육성

n 사업계획

○ 역사문화관광자원간 광역연계프로그램(상품) 구축

○ 역사문화체험탐방 프로그램 : 수원화성, 용인민속촌, 경기도 박물관, 백남준아트센터 등

○ 휴양ㆍ위락 프로그램 : 에버랜드, 쇼핑시설 등

○ 숙박시설, 대규모 쇼핑센터 등과 연계하여 개발하는 관광체류형의 인프라 구축

< 역사문화관광벨트 구상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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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계획

가. 수원시 기본경관계획(2025년)

1) 추진전략

○ 경관미래상(사람과 자연이 행복한 도시환경 구현)을 구현하기 위해 수원화성을 기반 

으로 하는 역사문화도시, 자연환경을 향유하는 생태도시, 느긋하게 걷기 좋은 도시, 

지역특성을 살린 매력적인 도시의 4가지  표를 설정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5가지 

경관형성전략을 제시함

○ 각각의 4가지 목표와 5가지 경관형성전략들이 서로 조화롭게 적용 될 수 있도록 

연계하여 계획을 수립함

< 수원시 기본경관계획 추진전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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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역사문화경관권역

○ 세계문화유산의 명소성을 확립하는 경관적 관리

○ 수원화성을 중심으로 역사문화경관과 조화로운 시가지 경관 형성

○ 역사문화경관을 저해하고 있는 시설물의 부정적인 경관 정비

< 역사문화경관권역 계획도 >

보전 관리 형성

∙ 수원화성 주변 녹지의 연속성 보전

∙ 역사문화자원 조망경관 보호

∙ 역사문화자원 주변 경관 개선

∙ 수원천 주변 경관 정비

∙ 전통시장 경관 정비

∙ 주거지 경관 정비

∙ 부정적인 경관(육교, 휀스 등) 정비

∙ 수원 옛 경관 복원

∙ 특화가로 형성

∙ 동서연결 녹지축 형성

∙ 지역 커뮤니티 거점 형성

∙ 주변과 조화로운 경관 형성

< 역사문화경관권역 관리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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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역사문화경관거점

○ 수원화성을 중심으로 입지하고 있는 장안문, 화서문, 창룡문, 팔달문 등을 제외한 

왜소화되어 있는 경관자원의 인지성 제고

○ 수원시의 옛 경관인 수원춘·추8경의 복원을 통한 역사문화도시 이미지 강화

○ 역사문화경관자원과 조화를 고려한 주변 지역 경관 관리

○ 역사적 이야기를 담고 있는 문화공간 창출

< 역사문화경관거점 계획도 >

보전 관리 형성

∙ 역사적 상징성 보존 ∙ 역사문화자원 주변 경관 관리 ∙ 역사문화자원의 인지성 제고

∙ 문화공간 조성

∙ 수원춘·추8경 복원

< 역사문화경관거점 관리방안 >



23

4) 역사문화중점경관관리구역

n 수원화성

○ 경관심의대상 선정

 최대개발규모(수원화성 지구단위계획 내 대지규모 기준)를 초과하는 경우

 숙박시설(건축법시행령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15호에 따른 숙박시설)

 주요 도로(정조로, 창룡대로, 팔달로, 경수대로) 경계에 면하는 필지에 건축하는 건축물

 수원천 : 수원천로 도로경계에 면하는 필지에 건축하는 건축물

○ 경관관리지침 작성

 중점경관관리구역 전체 지역에 대한 관리지침과 함께 정조로 및 수원천변 관리지침을 추가적으로 마련하여 공간별 특성에 

맞는 관리지침 작성

 수원화성의 경관 보호 및 조화로운 경관 형성 유도

 정조로 및 수원천 주변의 특색 있는 경관 형성 유도

 수원화성 지구단위계획과의 정합성 확보

n 능행차로

○ 경관심의대상 선정

 정조로(운동장사거리 ~ 매교삼거리) 도로 경계에 면하는 필지에 조성하는 건축물

 정조로(매교삼거리 ~ 수원시 남측경계) 경계에 면하는 필지에 조성하는 5층 이상의 건축물

 주요도로(경수대로, 장안로346번길, 장안로, 송정로) 경계에 면하는 필지에 조성하는 5층 이상 건축물

○ 경관관리지침 작성

 건축물의 입면 개선을 중심으로 능행차로의 특성을 부각시킬 수 있는 관리지침 작성

 능행차로와 연계된 전통적인 경관 요소를 활용한 건축물 입면 정비

 안정감 있는 건축물 입면 형성 유도



24

< 수원화성 역사문화중점경관관리구역 계획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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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수원화성역사문화도시기본계획(2014.02)

1) 기본방향 및 전략

n 기본방향

○ 세계문화유산인 수원화성의 가치를 보전하고 정체성 고양

○ 정조의 주요 사상을 계승하여 미래지향적인 가치 창출

○ 주민참여에 기반을 둔 지속적인 도시재생방안 마련

○ 실행력을 고려한 장기적인 종합계획 수립

n 추진전략

○ 문화재 보호와 관리 : 세계문화유산의 보전과 품위 있는 도시환경 형성

○ 문화정책수립 : 역사문화공간 역량 강화 및 유기적인 네트워크체계 형성

○ 생활환경 개선 : 주민과 함께하는 정책 실현 및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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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간구상

○ 창의적인 역사문화도시 형성을 위한 전략을 공간적 구성과 연계하여 구상

n 자연환경보전과 수원화성 주변 환경 관리

○ 팔달산과 동공원 일대의 녹지를 중심으로 수원화성

성곽을 따라 형성된 순환녹지축을 보호하고 확충함

○ 수원천을 따라 물과 녹음이 어우러진 매력적인 수변

녹지축을 형성하고 순환녹지축과 연계함

○ 도시조직을 고려하여 단계별로 미복원시설을 복원

하고 옛풍경을 계승하여 발전시킴

n 주민과 함께 하는 도심재생

○ 상업가로와 성곽 주변 노후한 환경을 정비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며 수익성을 높일 수 있도록 개선함

○ 도로, 주차장, 공원 등의 공공공간 및 공공시설을

정비･확충하여 주거환경 편의를 제고함

○ 한옥건축을 지원하여 도시정체성을 강화함

n 역사문화관광기능 강화

○ 전통역사문화벨트, 예술문화벨트, 인문학벨트 등 문화

예술 기반을 형성함

○ 문화거점은 공공영역의 주요 시설을 중심으로 문화

기능을 강화하고 이를 주변으로 확산시켜 선도적이고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함

○ 전통시장이나 주민에 의해 자생적으로 발전한 문화

공간을 지원하여 다양한 도시활력 요소를 창출함

○ 거점간 걷기 즐거운 환경을 조성하여 자연스러운

네트워크체계를 유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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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본계획

n 세계문화유산의 보전과 지속적인 관리

○ 주변 환경과의 조화와 상생을 고려한 단계적 문화재 복원

○ 풍부한 역사 문화 자원의 가치 제고 및 활성화

○ 주･야간의 경관 관리 및 대표경관 창출

○ 공공디자인 개선

n 역사문화공간의 역량 강화

○ 창의적인 미래가치 형성을 위한 전략 및 계획수립

○ 거점별 차별화 된 기능 강화에 의한 특성화 공간 형성

○ 종합관광안내거점 시스템 구축에 의한 편의성 증진

n 유기적인 네트워크체계 형성

○ 안정적인 생태환경 네트워크 확충

○ 문화네트워크 형성

○ 머물며 걷는 도시, 걷기 편한 환경 형성

○ 다양한 관광동선 활성화

n 주민과 함께하는 생활환경 개선

○ 과도한 개발규제와 특정개발에 대한 기대심리는 투자기피와 건물의 노후화로 이어졌고 

이는 편의시설 부족과 유동인구 감소를 초래하여 생활환경이 악화되고 도시여건이 

침체되는 악순환으로 연결됨

○ 지속가능한 마을 발전을 도모하고, 주민의 역량과 자율성을 키워 점진적으로 생활 

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주민과 함께하는 도심재생 방안을 추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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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법규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 2020. 07. 30.)

구   분 주       요       내       용

법 제25조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

① 도시ㆍ군관리계획은 광역도시계획과 도시ㆍ군기본계획에 부합되어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도서(계획도와 계획조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이를 보조하는 계획설명서

(기초조사결과ㆍ재원조달방안 및 경관계획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도시ㆍ군관리계획은 계획의 상세 정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기반시설의 종류 등에 

대하여 도시 및 농ㆍ산ㆍ어촌 지역의 인구밀도, 토지 이용의 특성 및 주변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차등을 두어 입안하여야 한다. 

④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수립기준, 도시ㆍ군관리계획도서 및 계획설명서의 작성기준ㆍ작성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법 제28조
(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

① 국토교통부장관(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제25조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할 때에는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도시ㆍ군관리계획안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국방상 또는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

하는 것만 해당한다)이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에 따른 주민의 의견 청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법 제30조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① 시ㆍ도지사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

장관이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시ㆍ

도지사가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시ㆍ

도지사가 지구단위계획(지구단위계획과 지구단위계획구역을 동시에 결정할 때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이나 제52조제1항제1호의2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으로 대체하는 용도지구 폐지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법」 

제4조에 따라 시ㆍ도에 두는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⑤ 결정된 도시ㆍ군관리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정을 고시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는 관계 서류를 관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송부하여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특별시장ㆍ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는 관계 서류를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⑦ 시장 또는 군수가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시장 또는 군수"로,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는 "제113조제2항에 따른 시ㆍ

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로, "「건축법」 제4조에 따라 시ㆍ도에 두는 건축위원회"는 "「건축법」 

제4조에 따라 시 또는 군에 두는 건축위원회"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는 

"시장 또는 군수"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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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주       요       내       용

법 제32조
(도시ㆍ군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 
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

관리계획 결정(이하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이라 한다)이 고시되면 지적(地籍)이 표시된 지형도에 

도시ㆍ군관리계획에 관한 사항을 자세히 밝힌 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대도시 시장은 제외한다)이나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형도에 도시ㆍ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구역의 지정ㆍ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은 제외한다)에 관한 사항을 

자세히 밝힌 도면(이하 "지형도면"이라 한다)을 작성하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지형도면의 승인 신청을 받은 도지사는 그 지형도면과 결정ㆍ고시된 도시ㆍ군관리계획을 대조하여 

착오가 없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그 지형도면을 승인하여야 한다. 

법 제43조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ㆍ관리) 

① 지상ㆍ수상ㆍ공중ㆍ수중 또는 지하에 기반시설을 설치하려면 그 시설의 종류ㆍ명칭ㆍ위치ㆍ규모 등을 

미리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용도지역ㆍ기반시설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고, 그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라 설치한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국가가 관리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

자치단체의 조례로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법 제50조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은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법 제52조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①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제2호와 

제4호의 사항을 포함한 둘 이상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제1호의2를 내용으로 하는 지구

단위계획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세분하거나 변경하는 사항

   1의2. 기존의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그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이나 그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을 대체하는 사항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

   3.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 또는 계획적인 개발·정비를 위하여 구획된 일단의 토지의 규모와 

조성계획

   4. 건축물의 용도제한, 건축물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 또는 최저한도

   5. 건축물의 배치·형태·색채 또는 건축선에 관한 계획

   6. 환경관리계획 또는 경관계획

   7. 교통처리계획

   8. 그 밖에 토지 이용의 합리화, 도시나 농·산·어촌의 기능 증진 등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사항

 ② 지구단위계획은 도로, 상하수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군계획시설의 처리·공급 및 수용능력이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있는 건축물의 연면적, 수용인구 등 개발밀도와 적절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제76조부터 제78조까지의 규정과 「건축법」 제42조ㆍ제43조ㆍ제44조

ㆍ제60조 및 제61조, 「주차장법」 제19조 및 제19조의2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지구

단위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법 제54조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의 건축 등)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물을 건축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려면 그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하여야 한다. 다만,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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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시행 2020. 09. 10.)

구   분 주       요       내       용

제5조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규모) 

도시ㆍ군계획시설은 당해 지역 기능의 유지 및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장래의 수요 및 다른 

시설의 대체활용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규모로 결정하여야 하며, 부당하게 과대하거나 

과소한 규모로 결정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
(건축물인 

도시·군계획시설의 구조 및 
설비)

① 건축물인 도시ㆍ군계획시설은 그 구조 및 설비가 「건축법」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거나 소유하는 건축물인 시설로서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공공청사, 문화시설, 사회복지시설 및 청소년수련시설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에 

따른 녹색건축의 인증과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아야 한다.

제10조
(도로의 일반적 결정기준)

도로의 일반적 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로의 효용을 높이기 위하여 당해 도로가 교통의 소통에 미치는 영향이 최대화 되도록 할 것

  2. 도로의 종류별로 일관성 있게 계통화된 도로망이 형성되도록 하고, 광역교통망과의 연계를 

고려할 것

  3. 도로의 배치간격은 다음 각목의 기준에 의하되, 시ㆍ군의 규모, 지형조건, 토지이용계획, 

인구밀도 등을 감안할 것

 가. 주간선도로와 주간선도로의 배치간격 : 1천미터 내외

 나. 주간선도로와 보조간선도로의 배치간격 : 500미터 내외

 다. 보조간선도로와 집산도로의 배치간격 : 250미터 내외

 라. 국지도로간의 배치간격 : 가구의 짧은변 사이의 배치간격은 90미터 내지 150미

터 내외, 가구의 긴변 사이의 배치간격은 25미터 내지 60미터 내외

   4. 국도대체우회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에는 집산도로 또는 국지도로가 직접 연결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5. 도로의 폭은 당해 시ㆍ군의 인구 및 발전전망을 감안한 교통수단별 교통량분담계획, 

당해 도로의 기능과 인근의 토지이용계획에 의하여 정할 것

   6. 차로의 폭은 「도로의 구조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할 것

   7. 보도, 자전거도로, 분리대, 주ㆍ정차대, 안전지대, 식수대 및 노상공작물 등 필요한 시설의 

설치가 가능한 폭을 확보할 것

   8. 연석, 장애물 및 차선 등을 설치하여 차로, 보도 및 자전거도로 등으로 공간을 구획

하는 경우에는 특정 교통수단 또는 이용주체에게 불리하지 아니하도록 공간 배분의 

형평성을 고려할 것

   9. 도로의 선형은 근린주거구역, 지역 공동체, 도로의 설계속도, 지형ㆍ지물, 경제성, 안

전성, 향후의 유지ㆍ관리 등을 고려하여 정할 것

   10. 도로가 전력ㆍ전화선 등을 가설하거나 변압기탑ㆍ개폐기탑 등 지상시설물이나 상하수도

ㆍ공동구 등 지하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는 기반이 되도록 할 것

   11. 기존 도로를 확장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한쪽 방향으로 확장하도록 하고, 도로의 

선형, 보상비, 공사의 난이도, 공사비, 주변토지의 이용효율, 다른 공공시설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도로부지에 국ㆍ공유지가 우선적으로 편입되도록 할 것

   12. 일반도로, 보행자전용도로 및 보행자우선도로의 경우에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ㆍ어린이 

등의 이용을 고려할 것

   13. 보전녹지지역ㆍ생산녹지지역ㆍ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

지역에는 원칙적으로 다음 각 목의 도로에 한정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가. 당해 지역을 통과하는 교통량을 처리하기 위한 도로

  나. 도시ㆍ군계획시설에의 진입도로

  다. 도시ㆍ군계획사업 및 다른 법령에 의한 대규모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구역과 연결

되는 도로

  라.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설치하는 도로 및 지구단위계획구역과 연결되는 도로

  마. 기존 취락에 설치하는 도로 및 기존 취락과 연결되는 도로

    14. 개발이 되지 아니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는 지역개발에 필요한 주간선

도로 및 보조간선도로에 한하여 설치하고, 주간선도로 및 보조간선도로외의 도로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후 이에 의하여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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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주       요       내       용

제30조
(주차장의 결정기준 및 

구조·설치기준) 

1. 주차장은 원활한 교통의 흐름을 위하여 주간선도로의 교차로에 인접하여 설치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2. 주간선도로에 진ㆍ출입구가 설치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별도의 진ㆍ출입로 또는 완화

차선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대중교통수단과 연계되는 지점에 설치할 것

4. 재해취약지역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의 주차장

에는 지형 및 배수환경 등을 검토하여 적정한 규모의 지하 저류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고려

할 것. 다만, 하천구역 및 공유수면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건축물이 아닌 주차장에서 유출되는 빗물을 최소화하도록 빗물이 땅에 잘 스며들 수 있는 구조로 

하거나 식생도랑, 저류ㆍ침투조 등의 빗물관리시설을 설치하고, 나무나 화초를 심는 경우에는 

그 식재면의 높이를 건축물이 아닌 주차장의 바닥 높이보다 낮게 할 것

제53조
(공원의 결정기준 및 

구조·설치기준) 

① 도시지역 안에 설치하는 공원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공원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61조
(공공공지의 구조 및 

설치기준)

1. 지역의 경관을 높일 수 있도록 할 것

2. 지역 주민의 요구를 고려하여 긴의자, 등나무ㆍ담쟁이 등의 조경물, 조형물, 옥외에 설치하는 

생활체육시설(「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체육시설중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등 공중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할 것

3. 주민의 접근이 쉬운 개방된 구조로 설치하고 일상생활에 있어 쾌적성과 안전성을 확보할 것

4. 주변지역의 개발사업으로 증가하는 빗물유출량을 줄일 수 있도록 식생도랑, 저류ㆍ침투조, 식생대, 

빗물정원 등의 빗물관리시설을 설치할 것

5. 바닥은 녹지로 조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투수성 포장을 하거나 블록 및 

석재 등의 자재를 사용하여 이용자에게 편안함을 주고 미관을 높일 수 있도록 할 것

제95조
(공공청사의 결정기준 

및 구조·설치
기준)

① 공공청사의 결정기준 및 구조ㆍ설치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각종 교통수단의 연계를 고려할 것

   2. 보행자전용도로 및 자전거전용도로와의 연계를 고려할 것

   3. 교통이 혼잡한 상점가나 번화가에 설치하여서는 아니되며, 공무집행에 적합한 환경을 유지

할 수 있도록 인근의 토지이용현황을 고려할 것

   4. 중추적인 시설은 시ㆍ군 전체의 공간구조를 고려하여 침수 및 산사태 등 재해발생 가능성이 적은 

지역에 단독형으로 설치하고, 국지적인 시설은 이용자의 분포 상황을 고려하여 분산형으로 할 것

   5. 동사무소, 보건소 및 우체국 등 지역 주민이 많이 이용하는 공공청사는 이용자의 편의를 위

하여 일정한 지역에 집단화하여 설치하고 어린이집, 노인복지시설 및 운동시설 등 생활편의

시설을 함께 설치하여 지역 공동체의 거점으로 조성하는 것을 고려할 것

   6. 주차장ㆍ휴게소ㆍ공중전화ㆍ구내매점 등 이용자를 위한 편익시설과 안내실ㆍ업무대기실ㆍ화장실 

등 부대시설을 충분히 확보할 것

   7. 장래의 업무수요의 증가에 대비하여 시설확충이 가능하도록 할 것

   8. 물류ㆍ유통업무를 수행하는 공공청사에는 이용자 및 지역 주민들의 편의를 위하여 주유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고려할 것

   9. 이용자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고 장애인, 노약자 및 외국인 등 모든 사람이 이용하기에 편리한 

구조로 설치할 것

   10.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고 지역의 경관을 선도할 수 있도록 할 것

   11. 기획단계부터 지역 특성에 맞는 디자인 및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고려하고 「건축기본법」 

제23조에 따른 민간전문가의 참여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설계공모를 적극 활용할 것

   12. 재해 발생 시 「자연재해대책법」 등에 따라 대피소 기능을 하는 경우에는 주민일시체류시설을 

설치할 것

   13. 빗물이용을 위한 시설의 설치를 고려하고, 불투수면에서 유출되는 빗물을 최소화하도록 빗물이 

땅에 잘 스며들 수 있는 구조로 하거나 식생도랑, 저류ㆍ침투조, 빗물정원 등의 빗물관리

시설 설치를 고려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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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주       요       내       용

제95조
(공공청사의 
결정기준 및 
구조·설치

기준)

② 공공청사에는 다음 각 호의 편익시설(제1항제6호의 편익시설은 제외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가목부터 마목까지 및 사목의 시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가목(극장, 영화관, 음악당 및 비디오물소극장에 한정한다)ㆍ라목

ㆍ바목ㆍ파목(골프연습장은 제외한다) 및 하목(금융업소에 한정한다)의 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바목의 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가목(어린이집, 아동복지관 및 지역아동센터에 한정한다)ㆍ나목

(노인여가복지시설에 한정한다) 및 다목(사회복지관에 한정한다)의 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골프장 및 골프연습장은 제외한다)의 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바목의 시설 중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

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수소연료공급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다목의 시설

제98조
(문화시설의 구조 

및 설치기준)

① 문화시설에는 다음 각 호의 편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시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가목(극장, 영화관, 음악당 및 비디오물소극장에 한정한다)ㆍ

라목ㆍ바목ㆍ아목ㆍ자목ㆍ파목(골프연습장은 제외한다) 및 하목(금융업소에 한정한다)의 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가목(극장, 영화관, 음악당 및 비디오물소극장에 한정한다) 및 

라목의 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바목의 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가목(어린이집, 아동복지관 및 지역아동센터에 한정한다)ㆍ나목

(노인여가복지시설에 한정한다) 및 다목(사회복지관에 한정한다)의 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골프장 및 골프연습장은 제외한다)의 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시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문화시설의 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공연법」

   2.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3. 「지방문화원진흥법」

   4. 「문화예술진흥법」

   5.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6.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7. 「전시산업발전법」

   8.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9. 「도서관법」

제108조
(사회복지

시설의 결정기준) 

 사회복지시설의 특성에 따라 인근의 토지이용현황을 고려하고, 인구밀집지역에 설치하는 것이 부적

합한 시설과 주거환경에 좋지 아니한 영향을 미치는 시설은 도시의 외곽에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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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 여건 분석

1. 입지여건

○ 수원시는 경기도의 중남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동쪽은 용인시 수지구와 기흥구, 서쪽은 

안산시와 화성시 매송면, 남쪽은 화성시 태안읍, 북쪽은 의왕시에 접해 있음

○ 경기도 도청 소재지로 경기도 행정, 경제, 문화의 중심지이며, 주요 도시간 거리는 서울 

33㎞, 인천 40㎞, 안양 15㎞, 성남 23㎞ 임

○ 교통여건으로는 고속도로(경부고속도로, 영동고속도로, 과천-봉담간 고속화도로), 철도(경부선)・전철, 

국도(1, 42, 43호선) 및 지방도(306, 343, 393호선)로 연결되는 결절점에 입지

○ 수원시의 현재 행정구역 면적은 2018년 12월 121.0㎢로 장안구 33.3㎢ (27.5%), 

권선구 47.2㎢(39.0%), 팔달구 12.9㎢(10.6%), 영통구 27.7㎢ (22.9%)로 구성되어 있음

< 위치도 >

2. 자연환경

가. 지형·지세

○ 수원시의 북부에는 광교산(582.0m), 백운산(566.0m), 형제봉, 매봉, 서부에는 칠보산 

(238.5m), 고금산(98.9m), 동부에는 소실봉, 청명산(190.0m) 등이 위치하여 시의 북동서 

3면을 산림지역이 둘러싸고 있고, 남측으로는 평야가 넓게 펼쳐져 있어 전체적으로 

북고 남저형의 지세를 형성함

○ 팔달산(145.5m), 숙지산(124.0m), 여기산(104.1m) 등의 낮은 구릉이 솟아 있고 이를 

중심으로 시가지가 발달되어 있음

○ 시가지 지역은 표고 100m 미만, 평균경사도 5% 미만의 저지대 평탄지에 형성되어 

있고, 주거와 상업 시설이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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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표고 

○ 북측에 광교산, 서측에 칠보산, 중앙에 팔달산, 여기산이 위치해 있고, 서측과 남측은 

평탄한 농경지로 구성되어 있음

○ 표고 100m 미만의 지역이 전체의 82.1%를 차지함

< 표고 분석도 >

구       분 면적(㎢) 구성비(%)

합       계 121.1 100.0

100m  미만 99.4 82.1

100m~200m 15.1 12.4

200m~300m 4.3 3.5

300m~400m 1.7 1.4

400m~500m 0.6 0.5

500m  이상 0.1 0.1

자료 : 2030년 수원시 도시기본계획

< 표고 분석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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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사

○ 경사도 5%미만인 지역이 전체 면적의 69.0%를 차지하고 있어, 개발에 유리한 

지형여건을 갖춤

○ 광교산 일원으로 경사도 25%이상의 지역이 분포함

< 경사 분석도 >

구       분 면적(㎢) 구성비(%)

합       계 121.1 100.0

5% 미만 83.5 69.0

5~10% 10.7 8.8

10~15% 8.2 6.7

15~20% 7.7 6.3

20~25% 5.2 4.3

25% 이상 5.9 4.9

자료 : 2030년 수원시 도시기본계획

< 경사 분석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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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수계

○ 수원시는 작은 하천이 여러 줄기 흐르고 있으며, 대부분 광교산을 비롯한 산맥에서 

발원함

○ 광교산에서 남으로 내린 물은 대황교 근처에서 본류와 합쳐지고, 광교산에서 서쪽으로 

내린 물은 일왕저수지와 서호로 유입됨

○ 일왕저수지에서 흐르는 물줄기는 서호천에 합류함

○ 윗광교와 아랫광교로 내린 물은 광교천에서 합류하여 광교저수지에 유입 되고, 다시 

흘러 수원시내를 관통하여 수원천을 이룸

○ 시의 중심부를 통과하는 수원천은 유네스코로 등록된 수원화성을 관통하고 있으며, 

최근 복원되어 수변공간을 활용하여 시민들이 즐겨찾는 곳으로 활용됨

자료 : 2030년 수원시 도시기본계획

< 수계 분석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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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문화재 및 관광

가. 문화재 현황

○ 수원 화성, 행궁, 팔달문 등을 포함하여 국가지정문화재 17개소, 등록문화재 6개소, 

도지정 문화재 46개소, 향토유적 20개소 등이 있음

계
국가지정 문화재

등록
문화재

지방지정 문화재 수원시 
향토
유적소계 국보 보물 사적

무형
문화재

민속
문화재

소계
유형

문화재
기념물

문화재
자료

무형
문화재

90 18 - 11 3 3 1 6 46 26 8 8 4 20

자료 : 수원의 문화재, 수원시 홈페이지(2019.12.)

< 문화재 현황 >
(단위 : 개소)

나. 문화와 축제

1) 수원화성 문화제

○ 조선 제22대 정조대왕의 효심과 부국강병의 원대한 꿈으로 축성된 세계문화유산 수원 

화성에서 펼쳐지는 대표적인 전통문화관광축제, 정조대왕 능행차 공동재현을 필두로 

전통재현행사, 그리고 수원천에서 수원사랑 등불축제와 공연, 체험행사 진행

2) 정조대왕 능행차 공동재현

○ 정조대왕 능행차 공동재현 서울에서 시작하여 안양, 의왕, 수원을 거쳐 화성에 도착 

하는 대한민국 최대 왕실 퍼레이드로 웅장하고 화려하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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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원연극축제

○ 자연친화적인 공연예술제 콘셉트를 살리기 위해 숲 속의 파티란 슬로건 아래 대형 무대를 

지양하고 자연환경을 최대한 활용한 공연

4) 수원재즈페스티벌

○ 대한민국 최고경관으로 꼽힌 '광교호수공원'을 배경으로 국내외 재즈 아티스트들이 

모여 편안하고 감미로운 재즈음악으로 꾸미는 페스티벌

5) 수원발레축제

○ '발레, 아름다운 나눔' 이라는 공통 주제로 전국의 민간 발레 단체들의 예술세계를 

발표하고, 소통과 체험의 장을 마련하여 시민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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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수원정보과학축제

○ 2004년부터 매년 수원에서 개최되었으며, 청소년들이 과학과 첨단IT 문화를 체험하고 

참여할 수 있는 축제

7) 지동벽화마을

○ 예술가들, 지역주민들, 자원봉사자들이 함께 국내 최대 규모의 벽화마을을 만들어 가고 

있는 마을, 골목골목마다 벽화를 그리고 문화를 심어 골목이 아름다운 걷기 좋은 길을 

만날 수 있음

8) 생태교통마을벽화

○ 행궁동은 세계 최초 한 달간 차 없는 마을사업으로 '생태교통 2013 수원'을 추진 하면서 

사람 중심의 마을로 거듭, 역사가 있는 동네로 화서문 옛길, 나혜석 옛길을 걸어보면서 

백년 세월의 여유와 깊이를 느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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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행궁동벽화골목

○ 대안공간눈에서 진행한 2010년 '이웃과 공감하는 예술프로젝트 행궁동 사람들'을 시작 

으로 작가와 주민,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오랜 시간을 거치며 낙후된 골목을 추억의 장소로 

변화

다. 관광 현황

○ 내국인 관광객은 2016년 수원화성 방문의 해로 급격히 증가하여 연간 300만명 이상을 

유지하고 있음

○ 외국인 관광객은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고 있으며 2018년 외국인 관광객의 수는 94만명임

 

구 분 집계관광지수

방문객수

유료관광지 방문객수 무료관광지
방문객수내국인 외국인

2012년 4,517,013  2,731,296  1,646,832 1,084,464 1,785,717 

2013년 4,247,772 2,833,623 1,739,026 1,094,597 1,414,149 

2014년 4,191,996 2,988,163 1,916,637 1,071,526 1,203,833 

2015년 4,369,400 2,554,245 1,660,259 893,986 1,815,155 

2016년 7,158,954 4,299,827 3,093,421 1,206,406 2,859,127 

2017년 8,075,268 4,845,161 3,678,857 1,166,304 3,230,107

2018년 7,264,377 4,358,626 3,415,864 942,762 2,905,751

자료 : 제59회 수원기본통계(2018년 기준)

< 관광객 현황 >
(단위 :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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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인구

1) 인구현황

○ 시 승격 당시인 1949년 인구는 7만4천명에 불과 하였으나 1950년부터 급격한 인구 

증가를 나타냄

○ 광교신도시의 입주로 2011년 이후 인구증가율이 급격히 증가하다가 2015년 이후 점차 

둔화하는 현상을 보이며, 2018년 말 492,939세대, 1,242,212명을 나타냄

2) 인구밀도

○ 수원시 인구밀도는 10,262명/㎢로 지속적인 증가 추세임.

구 분
세 대
(가구)

인 구(인) 인구밀도
(명/㎢)

인구증가율
(%)남 여

2002년 345,411 1,023,875 515,074 508,801 8,455 -

2003년 359,103 1,040,223 522,912 517,311 8,592 1.60

2004년 365,667 1,042,132 523,215 518,917 8,607 0.18

2005년 346,371 1,044,113 525,544 518,569 8,625 0.19

2006년 395,615 1,082,271 543,739 538,532 8,941 3.65

2007년 399,898 1,086,773 545,777 540,996 8,820 0.42

2008년 402,462 1,090,678 547,640 543,038 9,013 0.36

2009년 406,565 1,098,364 552,244 546,120 9,077 0.69

2010년 412,253 1,104,670 556,870 547,800 9,129 0.57

2011년 416,036 1,118,220 563,276 554,944 9,241 1.21

2012년 427,790 1,147,955 577,797 570,158 9,479 2.66

2013년 439,996 1,178,509 593,469 585,040 9,301 2.66

2014년 454,072 1,209,169 609,213 599,956 9,989 2.60

2015년 463,154 1,221,975 615,646 606,329 10,095 1.06

2016년 472,194 1,231,224 620,498 610,726 10,171 0.76

2017년 483,558 1,240,480 625,921 614,559 10,247 0.75

2018년 492,939 1,242,212 627,004 615,208 10,262 0.14

자료 : 제59회 수원기본통계(2018년 기준)

< 연도별 인구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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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구구조

○ 수원시의 연령별 인구구성을 보면 40~49세 인구가 전체 17.5%로 가장 많으며, 

50~59세가 16.1%, 30~39세가 16.0% 순으로 구성되어 있음

○ 대상지가 걸쳐 있는 팔달구와 장안구는 0~9세 인구는 수원시에 비해 낮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50세 이상 인구는 높은 비율을 차지하여 고령화 구조의 인구구성을 

나타내고 있음

구 분
수 원 시 팔 달 구 장 안 구

인구(인) 구성비(%) 인구(인) 구성비(%) 인구(인) 구성비(%)

합  계 1,201,166 100.0  180,974 100.0 264,474 100.0

0~4세 51,295 4.3  5,438 3 11,970 4.5

5~9세 58,279 4.9  6,235 3.5 12,003 4.5

10~14세 58,127 4.8  6,786 3.7 14,555 5.5

15~19세 70,405 5.9  9,204 5.2 9,043 3.4

20~24세 89,991 7.5  13,107 7.2 8,918 3.4

25~29세 97,594 8.1  15,297 8.5 21,535 8.1

30~34세 86,647 7.2  12,692 7 16,235 6.1

35~39세 105,384 8.8  14,185 7.8 21,008 7.9

40~44세 98,346 8.2  13,602 7.5 22,286 8.4

45~49세 111,136 9.3  16,194 8.9 27,735 10.6

50~54세 100,992 8.4  15,598 8.6 25,977 9.8

55~59세 92,254 7.7  15,787 8.7 23,491 8.9

60~64세 63,460 5.3  12,258 6.8 16,541 6.3

65~69세 38,789 3.2  8,094 4.5 10,328 3.9

70~74세 29,352 2.4  6,365 3.5 8,138 3.1

75~79세 23,378 1.9  5,030 2.8 6,840 2.6

80~84세 14,974 1.2  3,046 1.7 4,534 1.7

85세이상 10,763 0.9  2,056 1.1 3,337 1.3

자료 : 제59회 수원기본통계(2018년 기준)

< 연령별 인구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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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토지이용

가. 토지이용현황

1) 지목별 현황

○ 수원시 지목별 총면적은 121.05㎢임

○ 지목별 토지이용현황은 대지가 29.64㎢로서 전체면적의 24.5%를 차지 하고 있으며, 

그 다음은 임야 26.59㎢(22.0%), 답 14.07㎢(11.6%), 전 8.99㎢(7.4%)의 순으로 분포함

구     분 계 전 답 대지 임야 기타

수원시
면적(㎢) 121.05 8.99 14.07 29.64 26.59 41.76

구성비(%) 100.0 7.4 11.6 24.5 22.0 34.5

장안구
면적(㎢) 33.34 1.56 1.18 7.00 15.70 7.90

구성비(%) 100.0 4.7 3.5 21.0 47.1 23.7

권선구
면적(㎢) 47.18 6.23 11.28 8.36 5.60 15.71

구성비(%) 100.0 13.2 23.9 17.7 11.9 33.3

팔달구
면적(㎢) 12.86 0.36 0.29 6.54 1.20 4.47

구성비(%) 100.0 2.8 2.3 50.9 9.3 34.8

영통구
면적(㎢) 27.67 0.84 1.32 7.74 4.09 13.68

구성비(%) 100.0 3.0 4.8 28.0 14.8 49.4

자료 : 2030년 수원시 도시기본계획

< 지목별 현황 >

자료 : 2030년 수원시 도시기본계획

< 지목별 현황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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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용도지역 현황

○ 2018년 12월 계획구역 면적은 121.14㎢이며, 녹지지역이 54.4%를 차지

○ 시가화구역 면적은 주거지역 44.93㎢(37.1%), 상업지역 6.21㎢ (5.1%), 공업지역 

4.12㎢(3.4%)로 구성되어 있음

○ 자연녹지지역이 전체면적의 48.1%를 차지하고 있음

구      분 면   적(㎡) 구성비(%)

합      계 121,138,690 100.0

주거지역

소  계 44,934,578 37.1

전용주거지역 128,886 0.1

일반주거지역 42,282,634 34.9

준주거지역 2,523,058 2.1

상업지역

소  계 6,213,026 5.1

중심상업지역 1,388,231 1.2

일반상업지역 4,536,771 3.7

근린상업지역 288,024 0.2

공업지역

소  계 4,117,641 3.4

전용공업지역 - -

일반공업지역 4,011,201 3.3

준공업지역 106,440 0.1

녹지지역

소  계 65,873,445 54.4

보전녹지지역 1,083,333 0.9

생산녹지지역 6,584,513 5.4

자연녹지지역 58,205,599 48.1

자료 : 제59회 수원기본통계(2018년 기준)

< 수원시 용도지역 현황 >

3) 용도지구 현황

○ 용도지구는 12.01㎢가 지정되어 있음

구분 계 경관지구 고도지구 방화지구 보호지구 취락지구

면적(㎢) 12.01 5.47 2.07 3.87 0.08 0.52

자료 : 제59회 수원기본통계(2018년 기준)

< 용도지구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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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화성 여건 분석

1. 입지여건

가. 위치적 여건

○ 화성은 수원행정구역의 중앙에 위치하며 과거 수원의 행정・상업중심지로 역할을 담당

○ 화성주변으로 국도1호선, 국도42·43호선이 연접하며 구시가지의 중심가로인 정조로가 

관통하여 교통의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

나. 주변 개발여건

○ 화성내부는 토지구획정리사업 외에는 개발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은 자연 발생적으로 형성된 

시가지

○ 정조로를 중심으로 상업지역이 지정되었으나, 화성으로 인한 높이 제한으로 개발에 제약

○ 구도심을 중심으로 수원화성 인접지에 도시정비사업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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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연환경

가. 지형·지세

○ 화성은 서측으로 팔달산, 동측으로는 동공원이 입지하고 있으며 표고는 40~100m로 

표고차는 약 60m 정도임

○ 팔달산을 제외한 전 지역이 시가지로서 대부분 10% 이하의 완만한 경사로 대부분 

평지임

수원화성 항공뷰

나. 수계

○ 화성의 중심부를 관통하는 수원천이 주 수계를 형성하고 있으며, 복개된 지동시장 인근 

일부 구간도 생태하천으로 복원되어 주민들이 휴식 및 운동공간으로 이용함

수원천 생태하천복원구간 화홍문 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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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문화재 및 관광

가. 수원화성

1) 화성 문화재 현황

n 문화재 지정 현황

○ 1963. 01. 21. 수원화성과 화령전이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된 이후 팔달문, 화서문, 

화성행궁, 방화수류정, 서북공심돈이 사적과 보물로 지정됨

○ 1997. 12. 06.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됨 

구   분 지정현황 문화재명 지정년도

국가지정문화재
(보물 5, 사적 3)

보물 402호 수원 팔달문 1964.09.03

보물 403호 수원 화서문 1964.09.03

보물1709호 수원 방화수류정 2011.03.03

보물1710호 수원 서북공심돈 2011.03.03

보물2035호 화령전 운한각·복도각·이안청 2019.08.29

사적   3호 수원 화성 1963.01.21

사적 115호 수원 화령전 1963.01.21

사적 478호 수원 화성행궁 2007.06.08

자료 : 수원의 문화재, 수원시 홈페이지

n 문화재 복원 현황

○ 복원시설 : 총 106개의 시설물 중 원형 16개소, 복원 57개소

○ 미복원시설 : 33개소(중영, 이아, 수직청, 창고(5), 북지, 남지, 중포사 등)

구   분 시설수 원 형 복 원 복  원 미복원 비 고

총  계 106 16 57 33

성곽시설 57 11 35 11

행궁시설 21 1 17 3

기타부대시설 28 4 5 19

자료 : 수원의 문화재, 수원시 홈페이지

화성행궁 성신사 남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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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화성 역사문화자원 현황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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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화성 이외의 문화재 현황

○ 보물 : 수원 창성사진각국사대각원조탑비, 시복본(2개소)

○ 경기도 기념물 : 팔달산지석묘군, 아담스기념관(2개소)

○ 문화재자료 : 수원향교

○ 향토유적 : 거북산당

○ 문화유산 : 이정수 가옥, 장준식 가옥, 팔달사, 묘수사, 포교당

○ 무형문화재 : 단청장(김종욱), 승무&살풀이춤(김복련), 소목장(김순기)

구   분 지정현황 문화재명 지정년도

국가지정

문화재

보물 제14호 수원 창성사지 진각국사탑비 1963.01.21

보물 제1477-1호 시복본(수원화성박물관 소장) 2006.12.29

도지정

문화재

경기도 기념물 제125호 팔달산 지석묘군 1991.10.12

경기도 기념물 제175호 아담스기념관 2001.01.22

경기도 무형문화재 제8호 승무, 살풀이춤 1991.10.19

경기도 무형문화재 제14호 소목장 1995.08.07

경기도 무형문화재 제28호 단청장 1999.10.18

경기도 문화재자료 제1호 수원향교 1983.09.19

향토유적

(시지정

문화재)

수원시 향토유적 제2호 거북산당 1986.04.08

수원시 향토유적 제16호
남창교 표석

2006.12.26
하류천 표석

수원시 향토유적 제20호 화성문화제 "능행차연시" 2007.06.03

수원시 향토유적 제21호 조선의 무예 "무예24기" 2007.06.03

문화유적

비갈:기념비 노리마쯔 마사야스 기념비

-

불교건축(사찰):사찰

수원 남수동 포교당

수원 북수동 묘수사

팔달사

주거건축:고가
이정수 가옥

장준식 가옥

노거수

수원 남창동 느티나무

수원 매향동 느티나무

수원 신풍동 느티나무

지동 느티나무1

지동 느티나무2

자료 : 수원시의 역사와 문화유적(지표조사 보고서)(수원시, 2000)

< 수원화성 이외 문화재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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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화성 외 역사문화자원 현황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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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근대건축물

○ 경기도 지정 근대건축물 : 대상지 내 4개소, 대상지 외  9개소

○ 수원시 지정 근대건축물 : 천주교 수원성지, 팔달사 등 11개소

구  분 문화재명 위  치 종  류 비  고

경
기
도
근
대
문
화
유
산

13-04-가-01-06 아담스기념관 매향동 104-1 근대건축
경기도 기념물 제175호

수원시 근대문화유산 232

13-04-가-02-03 팔달사 팔달로 3가 115 사 찰 수원시 근대문화유산 226

13-04-가-02-05 종로감리교회 북수동 368 유 지 수원시 근대문화유산 257

13-04-가-02-06 거북산당 영동 43-2 수원시 향토유적 제2호

13-04-가-03-04 국립보훈원 영화동 44-5 대상지 외

13-04-가-03-05 경기도청 매산로3가 1 〃

13-04-가-03-06 권선구청 교동 74-1 〃

13-04-가-03-07 조흥은행수원지점 중동 35-1 〃

13-04-가-04-01 수원시민회관 〃

13-04-가-02-02 수원교회 교동 2 〃

13-04-가-03-08 수원시청 교동 74-1 근대건축
대상지 외

수원시 근대문화유산 143

13-04-가-03-09 부국원 교동 93-7 근대건축
대상지 외

수원시 근대문화유산 142

13-04-가-04-02 수원극장 교동 128 유 지
대상지 외

수원시 근대문화유산 266

수
원
시
근
대
문
화
유
산

94 이정수 가옥 북수동 251 고 가

224 장준식 가옥 남창동 24 고 가

95 묘수사 북수동 72 사 찰

233 수원시교당(수원포교당) 남수동 92 사 찰

253 경성지방법원 수원지원 신풍동 192 유 지

254 수원경찰서 신풍동 257 유 지

255 옛 수원군공립소학교 신풍동 246 유 지

258 옛 소화강습소 북수동 323 유 지

256 옛 천주교수원본당 북수동 316 유 지

267 관립수원 자혜의원 남창동 6-2 유 지

268 수원면사무소 팔달로 2가 유 지

274 양성관 가옥터 남창동 95 유 지

293 기독동신교회 매향동 116 유 지

228 김진목 가옥 구천동 18-1 고 가 대상지 외

229 김학현 가옥 구천동 10-35 고 가 〃

142 옛 주식회사 부국원 교동 93-7 근대건축 〃

270 수원전기주식회사 구천동 13 유 지 〃

269 화성금융조합 중동 유 지 〃

< 수원화성 근대건축물 현황 >



52

< 수원화성 근대문화유산 현황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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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관광 및 축제

1) 관광객 수요분석

○ 화성을 방문하는 관광객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매월 평균 26,984명이며 5월과 

10월에 관광객이 몰리는 형태를 보이고 있음

구  분
경기도 수원시 화성

관광객(인) 구성비(%) 관광객(인) 구성비(%) 관광객(인) 구성비(%)

1월 3,266,058 4.4 89,161 4.7 8,180 4.0

2월 3,383,708 4.6 93,136 5.0 10,524 5.1

3월 4,685,724 6.4 136,002 7.2 16,174 7.9

4월 6,420,163 8.7 187,761 10.0 26,607 12.9

5월 8,663,663 11.7 242,951 12.9 32,130 15.6

6월 7,192,358 9.7 163,528 8.7 13,180 6.4

7월 6,112,136 8.3 114,935 6.1 6,970 3.4

8월 6,942,948 9.4 146,634 7.8 6,874 3.3

9월 7,491,753 10.1 197,776 10.5 20,869 10.2

10월 9,251,992 12.5 251,150 13.4 33,742 16.4

11월 5,879,490 8.0 143,113 7.6 19,771 9.6

12월 4,551,657 6.2 113,985 6.1 10,638 5.2

합계 73,841,650 100.0 1,880,132 100.0 205,659 100.0

자료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관광지식정보시스템, 주요관광지점 통계

< 2018년 경기도·수원시·화성 월별 관광객 비교 >

자료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관광지식정보시스템, 주요관광지점 통계

구 분 계 수원화성 화성행궁 수원화성박물관

2014년 937,631 365,260 365,102 207,269

2015년 982,191 336,539 409,541 236,111

2016년 1,146,537 325,053 471,073 350,411

2017년 1,140,679 333,295 474,981 332,403

2018년 972,217 258,883 380,661 332,673

자료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관광지식정보시스템, 주요관광지점 통계

< 수원화성 시설별 관광객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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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프로그램 및 축제현황

○ 수원화성 관광 프로그램이 주로 4월, 10월에 집중되어 있음

○ 전국적 휴가철(7,8월)의 관광 프로그램이 부족하며 동절기 관광상품 개발 필요

프로그램 장소 주최
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세시풍속 북새통 주간 수원전통문화관 수원문화재단 　 　 　 　 　 　 　 　 　 　

무예24기 시범공연 주간 화성행궁 수원시립공연단

활동기록사진전 주간 수원전통문화관 수원문화재단

제야행사 야간 화성행궁 수원시/수원문화재단

화중지병 주간 수원전통문화관 수원시/수원문화재단

특별체험전 주간 수원전통문화관 수원문화재단

수원화성돌기 주간 창룡문 경기신문, 수원문화원

나혜석 생가터 문화예술제 주간 나혜석 생가터 나혜석 생가터 문화예술제위원회

조선의 읍성과 수원화성 주간 수원화성박물관 수원시/수원화성박물관

화성행궁 상설한마당 주간 화성행궁 수원시/수원문화재단

장용영수위의식 주간 화성행궁 수원문화재단

토요상설공연 주간 화성행궁 수원문화재단

문화도시 수원 주간 남문로데오아트홀 수원시/수원문화재단

로맨틱한 수원화성으로의
초대, 달달한 행궁로맨스 주간 수원화성 일대 수원시/수원문화재단

수원화성 달빛동행 야간 수원화성 일원 수원문화재단

더불어 경기 우리춤 축제 야간 화성행궁 경기도문화의전당

수원이와 놀자 주간 화성행궁 수원시, 수원문화재단

낭만 夜 고궁 음악회 야간 화성행궁 (사)수원음악진흥원

수원 화령전 보물 지정
기념 고유제 및 축하연희 야간 화령전 수원시

수원문화재야행 야간 수원화성 일원 수원시/수원문화재단

수원무형문화재전수회관 주간 수원무형문화재전수회관 수원문화재단

수원시립공연단 주간 창룡문 수원시,수원문화재단

정조대왕 능행차 공동재현 주·야간 창덕궁~화성행궁~융릉 수원시/수원문화재단

수원화성문화제 주·야간 수원화성 일원 수원시/수원문화재단

월별 행사 종류 수 4 3 5 11 8 11 7 8 8 9 3 3

자료 : 수원문화재단

< 수원화성 월별 주요 프로그램 및 축제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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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광현황

n 화성탐방행태

○ 화성의 탐방은 접근의 용이성, 조망성, 경관성에 따라 코스의 선호도가 결정되는데 

화성탐방 11개 코스 중 성곽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화양루-서장대 코스와 경관성이 

가장 뛰어난 화홍문-방화수류정 코스의 선호도가 가장 높음

구  간 행 태 특 성 비 고

화양루-서장대 성곽 전체 조망탐방

서장대-화서문 급경사 지형을 이용한 성곽 탐방

화서문-장안문 장안공원과 어우러진 수평 지형을 이용한 성곽 탐방

장안문-화홍문 수평 지형과 하천 지형(수원천)을 이용한 성곽 탐방

화홍문-방화수류정
경사 지형, 높은 지형, 소(용연)와 어우러져 만들어진 방화수류정을 

중심으로 한 대표적인 성곽 명소 탐방

방화수류정-동장대 다양한 지형에 적응한 성곽을 볼 수 있는 탐방

동장대-창룡문 화성 동쪽 관문과 연결되는 성곽 탐방

창룡문-동남각루 가장 긴 수평 성곽과 봉돈을 탐방할 수 있는 코스

동남각루-팔달문 미복원 성곽의 탐방 루트

팔달문-서남암문 도심에서 접근하는 급경사 성곽 탐방

화성 행궁 조선시대 행궁의 모습을 탐방

< 화성탐방 행태 >

n 화성관광루트 현황

○ 화성의 관광코스는 팔달문에서 장안문까지 시계방향으로 도는 코스가 모두 성곽위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시작점과 끝나는 지점이 다르게 되어 관광객의 이동에 따른 부담이 

발생하며 화성내의 역사·문화자원이 체계적 으로 연결되지 못하는 실정임

구  간 주 요 경 유 지 운행요일 소요기간

1코스
수원역-해우재-화서문-장안문-화성행궁-화홍문-연무대

-수원화성박물관-수원역
화~일요일 약 3시간

2코스
수원역-해우재-화성행궁-연무대-지동시장-화홍문

-수원화성박물관-광교호수공원-수원역
토요일 약 7시간

3코스
수원역-화서문-장안문-화홍문-화성행궁-연무대-지동시장

-팔달문-융·건릉-용주사-수원역
일요일 약 7시간 30분

< 화성내 관광루트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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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화성어차 운행 현황

○ 운행현황

 시    간 : AM 09 : 40 ~ PM 17 : 30

 운행열차 : 4대(36인승)

 운행구간 : (동절기) 연무대 – 화홍문 – 화서문 – 장안문 – 화성행궁 광장 앞 – 팔달문 – 여민각

        – 수원화성박물관 - 연무대

(하절기) 연무대 – 화홍문 – 화서문 – 장안문 – 화성행궁(미술관) - 팔달문 – 수원 남문시장

        – 수원화성박물관 - 연무대

 승 차 장 : 연무대, 화성행궁

 

< 화성어차 운행노선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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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인구

가. 대상지 인구현황

○ 대상지 내 전체 인구는 26,456명이며, 세대수는 12,903세대, 평균 2.1인/ 세대로 나타남

○ 대상지 내 팔달구의 전체 인구는 18,108명이며, 세대수는 9,118세대, 평균 2.1인/ 세대로 

나타남

○ 수원시 전체 인구는 2013년 대비 증가하였으나 수원화성 내 인구는 오히려 감소함

구  분
면 적
(천㎡)

세대수
세대당
인구수

인구수
(인)

구성비
(%)

2013년 대비
인구증감

인구증감율
(%)

총  계 2,240 12,903 2.1 26,456 100.0 ▽ 774 -2.7

팔달구

행궁동 1,369 6,106 2.0 11,917 45.0 △ 51 0.4

지동 310 2,565 2.0 5,223 19.7 ▽ 289 -4.4

매교동 47 244 2.2 526 2.0 ▽ 63 -7.8

우만1동 37 203 2.2 442 1.7 ▽ 37 -8.0

화서1동·

매산로3가
40 - - - - -

장안구
영화동 291 2,394 2.2 5,331 20.2 ▽ 371 -6.7

연무동 146 1,391 2.2 3,017 11.4 ▽ 65 -1.9

자료 : 제59회 수원통계(2018년 기준)

※ 행정동 기준 편입된 지구단위계획 편입면적비율로 인구산출
화서1동·매산로3가는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에 건축물이 존재하지 않아 인구산출 제외

< 수원화성 인구현황 >

< 2013년 대비 2018년 인구증감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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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인구변화

○ 화성 내 인구는 매년 감소하는 추세임 

○ 2013년 29,083명에서 2018년 26,456명으로 2,627명 감소함

○ 가장 많은 인구가 줄어든 행정동은 지동으로 2013년에서 2018년까지 371명이 감소함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팔달구

행궁동 12,364 12,211 11,827 11,721 11,540 11,917

지동 6,573 6,530 6,430 6,231 6,028 5,223

매교동 807 811 793 782 764 526

우만1동 464 457 440 447 665 442

화서1동·

매산로3가
- - - - - -

장안구
영화동 5,498 5,541 5,511 5,471 5,355 5,331

연무동 3,377 3,333 3,277 3,251 3,148 3,017

총 계 29,083 28,883 28,278 27,903 27,500 26,456

자료 : 제59회 수원통계(2018년 기준)

< 수원화성 연도별 인구변화 >

< 수원화성 연도별 인구변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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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토지이용

가. 토지현황

1) 지목별 현황

○ 전체 면적 중 대지가 125.0만㎡로 55.8%를 차지하고, 도로가 18.1%, 임야가 9.5%를 

차지하고 있음

○ 대상지의 대부분이 시가지로 대지와 도로로 분포되어 있고, 일부 학교용지와 성곽 

주변으로 임야 및 수원천의 하천용지로 분포

구  분 면적(만㎡) 구성비(%) 구  분 면적(만㎡) 구성비(%)

합 계 224.0 100.0 도 로 40.6 18.1

대 지 125.0 55.8 하 천 5.0 2.2

전 6.3 2.8 종 교 2.3 1.0

임 야 21.1 9.5 사적지 2.8 1.3

학 교 10.4 4.7 기 타 10.5 4.6

자료 : 토지대장(2018), 수원시

< 지목별 현황 >

< 지목별 현황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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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규모별 현황

○ 주거지역의 최소분할기준 면적인 60㎡미만 필지는 4,203개로 38.6%를 차지하고, 

1,000㎡이상 대형 필지는 279개로 2.6%의 분포를 보임

○ 정비가 필요한 소형필지들은 성곽주변으로 밀집하여 있음

구  분 계 60㎡ 미만
60

~150㎡
150

~300㎡
300

~1,000㎡
1,000㎡

이상

필지수

개 10,871 4,203 3,182 2,281 926 279

비율(%) 100.0 38.6 29.3 21.0 8.5 2.6

자료 : 토지대장(2018), 수원시

< 필지 규모별 현황 >

< 필지 규모별 현황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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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유자별 현황

○ 대상지 내 필지 소유자 구분은 사유지 면적이 103.3만㎡, 46.1%로 가장 많으나, 타 

지역에 비해 국공유지의 비율이 높은 편임

○ 대부분의 국공유지는 화성 성곽 및 행궁, 근린공원, 박물관, 주차장, 도로, 하천 등임

구  분 면  적(만㎡) 구성비(%)

합 계 224.0 100.0

공유지 66.3 29.6

국유지 54.4 24.3

사유지 103.3 46.1

자료 : 토지대장(2018), 수원시

< 소유자별 현황 > 

< 소유자별 현황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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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개별공시지가별 현황

○ 공시지가는 50만원~100만원지역이 3,231개 34.6%로 가장 많이 차지함

○ 상업지역 안에서도 정조로 인접지역 및 정조로 인근지역과 주변 지역과의 공시지가 

차이가 크게 나타남

○ 팔달문 동남측 영동시장 일대의 지가가 가장 높음

구  분 필지수(개) 구성비(%)

합  계 9,331 100.0

50만원/㎡ 미만 2,328 25.0

50~100만원/㎡ 3,231 34.6

100~200만원/㎡ 3,031 32.5

200만원/㎡ 이상 741 7.9

자료 : 토지대장(2018), 수원시
※ 대장정보가 없는 필지 제외(수원화성 성곽, 도로)

< 개별공시지가별 현황 >

< 개별공시지가별 현황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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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건축물현황

1) 건축물 층수별 현황

○ 계획구역 내 1~2층 건축물이 71.8%로 대부분을 차지

○ 정조로 주변 상업지역 및 주요 간선도로변으로 3층 이상 건축물이 분포

○ 행궁을 중심으로 남측보다 북측 상업지역의 층수가 낮음

○ 2014년 이후 건축물 수가 983동 감소하였으며 감소한 건축물의 대부분이 1~3층의 

저층 건축물임

구 분 계 1층 2층 3층 4층 5층 6층 이상

건축물수 3,797 1,350 1,377 698 266 92 14

구성비(%) 100.0 35.6 36.2 18.4 7.0 2.4 0.4

자료 : 건축물대장(2018), 수원시

< 건축물 층수별 현황 >

< 건축물 층수별 현황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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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축연도별 현황

○ 계획구역 내 전체 건축물 중 1980년대 이전 건축물이 47.6%로 대부분을 차지

○ 2015년 이후 87동의 건축물이 신축됨

○ 영화동, 연무동 인근으로 신축건축물 분포

구 분 계 1980년 이전 1980~2000년 2000~2015년 2015년 이후

건축물수 3,797 1,805 1,600 305 87

구성비(%) 100.0 47.6 42.1 8.0 2.3

자료 : 건축물대장(2018), 수원시

< 건축연도별 현황 >

< 건축연도별 현황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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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건축물 구조별 현황

○ 계획구역 내 건축물 중 벽돌/블럭조가 55.8%, RC구조가 29.0%를 차지

○ 정조로변으로 철근콘크리트구조가 대부분 분포함

○ 저층 주거지 일대 목조 및 벽돌조 위주 분포함

구 분 계 RC조 철골조 목조 연와조 벽돌/블럭조 기타구조

건축물수 3,797 1,103 88 301 177 2,118 10

구성비(%) 100.0 29.0 2.3 7.9 4.7 55.8 0.3

자료 : 건축물대장(2018), 수원시

< 건축물 구조별 현황 >

< 건축물 구조별 현황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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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건축물 용도별(1층) 현황

n 용도별 분포

○ 계획구역 내 1층 용도는 주거가 74.2%로 가장 많으며, 북수동 및 행궁동 일대에는 

상업지역 임에도 불구하고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음

○ 주거 다음으로 판매시설이(21.1%) 가장 많으며 팔달문 주변에 많이 분포함

○ 장안문 인근에 대부분의 숙박시설이 분포함

구 분 건축물(동) 구성비(%) 구 분 건축물(동) 구성비(%)

합 계 3,797 100.0 창고/공장 3 0.1

주 거 2,817 74.2 업 무 22 0.6

판매/근생 802 21.1 종 교 13 0.3

교육/연구 16 0.4 숙 박 84 2.2

문화/집회 22 0.6 기 타 18 0.5

자료 : 건축물대장(2018), 수원시

< 건축물 용도별(1층) 현황 >

< 건축물 용도별(1층) 현황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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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현황종합분석

가. 자연환경

○ 대상지 서측에 팔달산(팔달공원), 동측에 동공원이 입지하고 대상지 내부를 수원천이 

북남으로 종단하고 있어 풍부한 자연 요소를 지니고 있음

○ 친환경적인 개발계획 및 수원천과 연계한 수변공간 조성으로 도시적 특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나. 토지이용

○ 정조로를 중심으로 전면부는 상업·업무기능, 이면부는 주거용도가 혼재 되어 있고, 

성내 노후건축물이 증가하여 주거생활환경이 열악함

○ 성곽 주변의 불량주거지는 공원화하거나 주거환경정비를 유도하고, 기반 시설을 

정비·확충하여 주거생활환경을 개선함

○ 정조로 일대의 상업 활성화 유도방안이나 상업기능과 주거기능 분리를 유도하는 

근본적인 개선방안이 필요함

다. 교통체계

○ 간선도로의 통행량 집중과 수원천변 양방통행 및 부분 일방통행으로 교통이 혼잡함

○ 좁은 보도와 이면가로의 보차혼용체계로 인하여 보행환경이 열악함

○ 도로의 연계체계를 고려한 차량·보행동선 계획 수립 및 건축선 이격, 보행자 중심의 

도로환경 개선이 필요함

라. 경관 및 관광

○ 성곽 주변 및 수원천변 등 주요 경관을 저해하는 건축물이 다수 밀집해 있음

○ 주요 성곽시설 중 일부는 조망경관이 차폐되거나 주변 건축물들의 규모로 인하여 

왜소화 현상이 발생함

○ 화홍문 및 행궁관광 등의 일부 시설을 중심으로 둘러보는 단순한 관광이 주를 이루며 

재방문이나 체류형 관광으로 연결되기에는 관광매력이 낮음

○ 체류형 관광여건 조성 및 관광홍보와 야간활동 등을 고려한 다양한 관광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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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황종합분석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