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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8. 9. ~ 2021. 12.
  ○ 사업대상 : 수원화성 관광특구
  ○ 사업내용
    ⦁ 2018 수원화성 관광특구 활성화 사업‘밤빛 품은 관광특구, 수원화성’추진
      - 빛의 산책로 조성, 스마트 관광전자지도 구축, 수원화성 문화관광  
        재현 배우 육성 
    ⦁ 2018 문화유적지 관광 활성화 사업 ‘빛의 산책로, 수원화성’추진
      - 빛의 산책로 경관·특수조명 연출, 야간체험프로그램·포토존 운영
    ⦁ 2019 관광특구 활성화 공모사업 ‘빛의 산책로, 수원화성’추진
      - 수원화성 야간관광 프로그램 추진(야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야간
        자전거택시 운영), 야간개장 상설프로그램 운영(소망뒤주 솟대 만  
        들기 등 상설콘텐츠, 낭만 夜 고궁음악회 등 특별프로그램)
    ⦁ 수원야간관광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추진 
  ○ 소요예산 : 2,510백만원

2. 예산투자현황 및 투자계획
  (단위 : 백만 원)

구   분 합계 기투자
2018.7.~12. 2019년 2020년 2021년 2022.6월까지 2022.7월 이후

집행 집행 계획 계획 계획 계획

계 1,552 0 292 330 330 600 0 0

국    비 651 21 165 165 300

도    비 150 150

시    비 751 121 165 165 300

민간자본 0

3. 연도별 성과지표

성 과 지 표 단위
연도별 성과지표

2018 2019 2020 2021 2022

관광객 유치 만명 820 850 900 950

누적이행(진도)율 100% 20% 50% 70% 100% %



4. 성과지표별 추진현황(2019. 12. 31. 기준)

성 과 지 표 추   진   현   황

관광객 유치

【2018년】

○ 밤빛 품은 성곽도시, 2018 수원 문화제 야행(夜行) 추진 

  ∙ 사업기간 : 2018. 8. 10. ~ 8. 11.(1차)/2018. 9. 7. ~ 9. 8.(2차)

  ∙ 추진장소 : 화성행궁 공방길, 화성행궁, 화령전, 행궁광장 등

  ∙ 사업내용 : 야간 공연, 문화체험 프로그램 운영, 관광탈거리 연장 운행

○ 관광형 탈거리 야간 연장 운행

  ∙ 사업기간 : 2018. 7. 6. ~ 9. 1.(기간 중 매주 금‧토/ 19:00 ~ 21:00)

  ∙ 사업내용 : 야간 자전거택시, 플라잉수원 야간 연장 운행

○ 빛의 산책로, 수원화성 개최-------------------- 2018. 9. 14.~ 9. 23.

  ∙ 빛의 산책로 조성(특수조명), 벼룩시장‧체험 등 문화야시장

○ 밤빛 품은 야간 프로그램 운영

  ∙ 수원화성 불빛축제 ---------------------------------- 2018. 8. 25.

  ∙ 정조이야기 ‘행궁야사’-- 2018. 9.(21,23,25,26일), 10.(8,9,12일)

【2019년】

○ 수원화성 빛의 산책로 조성 공사 추진 ----- 2019. 10. ~ 2020. 1.

  ∙ 수원화성(화서문 ~ 화홍문) 성곽길 경관조명 및 보행자 조명 보완 

○ 화성행궁 상설 야간개장 -- 2019. 7. 2.~ 10. 26./누적방문객 수 47,069명(10.31기준)

○ 야간관광 프로그램 운영

  ∙ 야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 2019. 7. 16.~ 10. 26.

  ∙ 빛의 산책로, 수원화성 자전거 택시운영 ------- 2019. 8. 8. ~ 10. 5.

○ 관광특구 상설프로그램 운영 ----------------- 2019. 7. 23. ~ 9. 28.

  ∙ 화성행궁 야간개장연계 상설체험마당 운영 : 7개 프로그램

  ∙‘행궁음악회’등 다양한 특별공연 프로그램 운영

○‘대형 달’등 추억의 포토존 운영 : 화홍문, 장안사랑채 주변 7개소

○ 수원야간관광 활성화방안 연구용역 추진 --------- 2019. 1. ~ 10.

 ○ 2019 시민과의 약속 평가결과(2019. 5. 9.) 개선 및 제안사항 추진실적

개선 및 제안사항 추진실적(추진계획 포함)

⦁수원의 역사 문화를 발굴하고  

  스토리를 활용하여 다양한   

  관광자원 접목 및 프로그램 개발

⦁수원화성 빛의 산책로 조성 공사 추진 시 수원의 역사·문화

  스토리를 활용한 콘텐츠 접목 예정(2019. 12월 준공)



5. 자체 평가결과

【잘 된 점】

  ○ 주간의 관광 프로그램과 차별화되는 다양한 야간 관광 프로그램 운영  

     으로 관광객 수 증대 및 주변상권 활성화 기여하였으며, 언론매체 보도,

     SNS를 통한 관람객 후기 등을 통한 수원관광 홍보효과 극대화

  ○ 특히 2019년부터는 상설 야간개장을 추진하여 외부관광객 뿐 아니라   

     지역주민까지 함께 즐길 수 있는 생활관광의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야간  

     상설 콘텐츠·프로그램 제공으로 방문객의 단기간 집중보다 관광객   

     분산 효과를 도모하였음

【미흡한 점】

   ○ 해당 없음

6. 향후 추진계획

  ○ 수원화성‘빛의 산책로’준공 --------------------------- 2020. 1.

  ○ 2020년 수원화성 상설 야간개장 추진 --------------- 2020. 5.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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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광과

관광과장 김기배 2409

관광정책팀장 신성용 2086

주무관 김성훈 208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