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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8년 ~ 2022년

  ○ 사업대상 : 수원화성문화제

  ○ 사업장소 : 화성행궁, 연무대, 장안공원 등 수원화성 일원

  ○ 사업내용 

   ⦁세계유산 수원화성을 배경으로 정조대의 효심, 부국강병의 꿈을 알릴 

수 있는 다양한 축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으로 수원관광 활성화 

2. 예산투자현황 및 투자계획
(단위 : 백만 원)

구   분 소요예산 기투자
2018.7.~12. 2019년 2020년 2021년 2022.6월까지2022.7월 이후

확보 집행 확보 집행 확보 집행 계획 계획 계획

계 13,467 0 2,806 3,329 2,932 2,832 1,500 1,500 1,500

국    비 229 79 92 108 58

도    비 824 39 486 54 299

시    비 12,414 2,688 2,751 2,475 1,500 1,500 1,500

민간자본
 

 

【변경 요구사유】

  ○ 정조대왕 능행차 변경 추진계획에 따라 2021년 수원화성문화제와 정조

대왕 능행차 분리 개최[관광과-15468(2020.08.14.)호]  

3. 연도별 성과지표

성 과 지 표 단위
연도별 성과지표

2018 2019 2020 2021 2022

문화관광축제 지정 % 유망축제 우수축제 문화관광축제 문화관광축제 문화관광축제

누적이행(진도)율 100% 25% 50% 70% 80% 100%



4. 성과지표별 추진현황(2020. 9. 30. 기준)

성 과 지 표 추   진   현   황

문화관광축제 지정

 ○ 2018. 10. 5. ~ 10. 7 : 제55회 수원화성문화제 및 정조대왕 능행차 

공동재현 개최

  ⦁방문객수 : 489,814명 / 직접경제효과 108억원 / 만족도 5.32   
 ○ 2018. 11. 30. : (문화체육관광부) 2019년 문화관광축제 ‘우수 

축제’ 및 (경기도) 2019 경기관광대표축제 선정
 ○ 2019. 01. 17. : 제56회 수원화성문화제 기본계획 수립
 ○ 2019. 08. 26. : 제56회 수원화성문화제 세부 추진계획 수립
 ○ 2019. 10. 3. ~ 10. 6. : 제56회 수원화성문화제 개최
  ⦁방문객수 : 739,228명 / 직접경제효과 130억원 / 만족도 5.33  
 ○ 2019. 11. : 문화관광축제 지원제도 개선
 ○ 2019. 11. 20. : (문화체육관광부) 2020~2021년 문화관광축제 지정 

및 (경기도) 2020 경기관광대표축제 선정
 ○ 2020. 01. 28. : 수원화성문화제 추진위원회 운영계획 수립
 ○ 2020. 02. 26. : 수원화성문화제 스폰서십 유치계획 수립
 ○ 2020. 02. 27. : 제57회 수원화성문화제 및 정조대왕 능행차 

공동재현 기본계획 수립   
 ○ 2020. 04. 03. : 2020~2021 문화관광축제 추가 예산 지원
 ○ 2020. 06. 10. : 「수원화성문화제 추진위원회 운영 조례」 시행 

(전부개정)
 ○ 2020. 06. 11. :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제57회 수원화성문화제 

기본계획 수정(방역대책 수립, 축소운영)
 ○ 2020. 06. 24. : 수원화성문화제 추진위원회(2기) 위원 위촉
  ⦁위원 수 88명(당연직 3명, 위촉직 85명), 4개 분과
 ○ 2020. 5. ~ 8. : 정조대왕 능행차 공동 개최기관 회의 개최(3회) 

(서울시, 경기도, 수원시, 화성시) 
 ○ 2020. 07. 09. : 수원화성문화제 및 정조대왕 능행차 변경 추진 

시민의견 수렴(추진위원회 제1차 운영위원회)
 ○ 2020. 7. ~ 8. : 수원화성문화제 추진위원회 각 분과별 회의 개최
  ⦁기획홍보분과(7.22/8.12.) : 시민참여사업 기획 및 홍보
  ⦁지역참여분과(7.24/8.10./8.14.) : 행궁동 골목길 활용 사업 
  ⦁모니터링분과(7.17/7.23.) : 시민의견수렴 및 축제 모니터 활동
  ⦁자원봉사분과(7.16.) : 행사 안내 및 사회적 약자 배려 사업
 ○ 2020. 08. 07. : 코로나19 위험도 평가에 따른 수원화성문화제 

행사내용 변경 시민의견 수렴(추진위원회 제2차 운영위원회)  
 ○ 2020. 08. 11. : 수원화성문화제 자문단 구성 및 회의 개최
  ⦁자문단 구성 : 13명(시 단위 단체장, 문화예술단체장, 전문가 등)
  ⦁수원화성문화제 발전방향 자문 추진
 ○ 2020. 08. 14. : 정조대왕 능행차 변경 추진계획 수립
  ⦁정조대왕 능행차 2021. 4월 연기 개최 결정(2021. 4. 24. ~ 4. 25.) 
 ○ 2020. 08. 16. : 중대본,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조치(각종 집합·모임·행사 등 지역축제 개최 불가)
 ○ 2020. 09. 02. : 제57회 수원화성문화제 취소 시민의견 수렴
    (추진위원회 제3차 운영위원회)
 ○ 2020. 09. 02. : 제57회 수원화성문화제 취소 (비대면 온라인 

프로그램 추진 검토) 



 ○ 2020 상반기 시민과의 약속 평가결과의 개선 및 제안사항에 대한 추진실적

개선 및 제안사항 추진실적(추진계획 포함)

⦁개선사항
  -시민주도형 축제에 대한 명확한 

방향설정이 필요
⦁제안사항
 -현재 시민주도형 축제추진에 대한 

시민참여 방안 再論 필요
 ·단순히 시민이 참여하는 것에 

그치는 것은 상당한 한계가 있음
 ·축제준비, 계획단계에서 보다 

높은 시민관여도 필요
  -역사에 기반한 체험프로그램은 

수도권에 크게 집중되어 있음
 ·수원화성의 차별화된 체험거리 

발굴 필요

⦁2020년 수원화성문화제 추진위원회 운영 계획 수립
   [관광과-1830(2020.1.28.)호]
  - 지역 주민 중심 지역사회에 기반한 축제분위기 확산사업 

추진(지역참여분과 신설)
  - 다양한 시민 아이디어 수렴 및 모니터 활동추진 (모니

터링분과 신설)
⦁수원화성문화제 추진위원회(2기) 구성
  - 85명 위촉(공개모집을 통해 지역주민, 상인, 전문가 등 

다양한 시민으로 구성)
⦁수원화성문화제 자문단 구성
  - 13명(수원화성문화제 역사와 가치 보존, 지속적 계승·

발전을 위하여 시 단위 단체장, 문화예술단체장, 전문가 
등으로 구성)

⦁수원화성의 차별화된 체험거리 개발 및 확대 운영 추진
  - 수원화성 성곽 등 문화재 활용 투어 콘텐츠 확대 
  -‘조선시대’ 컨셉 홍보 콘텐츠 개발을 위한 ‘갓’등  

 한복 소품 제작, 판매, 대여
  - 지역문화 프로그램 공모 추진 : 10개 선정(23개 신청)

5. 추진성과
 ○ 2020~2021 문화관광축제 지정 및 2020 경기관광대표축제 선정

6. 추진 중 사업 분석
【미완료 사유】
  ○ 추진 중인 사업    

   ⦁제58회 수원화성문화제 : 2021. 10월중 개최

【문제점 및 개선대책】
  ○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대규모 축제·행사 개최 불투명 

   ⦁제57회 수원화성문화제 취소 : 비대면 온라인 프로그램 추진 검토 중

  ○ 포스트코로나에 적합한 축제 프로그램 개발 추진

7. 향후 추진계획
  ○ 제58회 수원화성문화제 개최 2021. 10.

민선7기 시민과의 약속 정책실명제
담당부서 직(직급) 성  명 전화번호

관광과

관광과장 김기배 2409

관광축제팀장 서정안 2414

주무관 이해인 3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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