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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8년 ~ 2022년 

○ 사업대상 : 수원화성문화제(정조대왕 능행차 공동재현)

○ 사업장소 : 화성행궁, 연무대, 장안공원 등 수원화성 일원

○ 사업내용

∙ 개·폐막연 등 대표·시민·야간프로그램 등

∙ 정조대왕 능행차 공동재현(서울↔수원↔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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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382 0 2,806 3,329 2,770 3,159 3,159 3,159

국    비 171 79 92

도    비 795 39 486 270

시    비 17,416 2,688 2,751 2,500 3,159 3,159 3,159

민간자본 0

【변경 요구사유】 

○ 2019. 수원화성문화제 및 정조대왕능행차 공동재현 사업비 정산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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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2. 31. 기준)

성 과 지 표 추   진   현   황

문화관광축제 지정

 ○ 제56회 수원화성문화제 범시민기부캠페인 전개-------------------연중
   ∙수원화성문화제추진위원회 주관(307,454천원 모금)
 ○ 제56회 수원화성문화제 세부 추진계획 수립---------------2019. 8. 26.
   ∙실행 프로그램 선정 : 존(Zone)별 전시·체험·공연프로그램 운영
   ∙문화제 굿즈 판매, 유료 및 야간 프로그램 확대, 성안마을 잇기 사업 
   ∙방문객 편의시설 확충(종합상황실, 셔틀버스, 물품보관함 운영 등)
   ∙행사장 안전·위생관리 대폭 강화(퇴직소방관 전문안전관리자 배치 등) 
 ○ 제56회 수원화성문화제 안전관리계획 심의----------------2019. 9. 24.
 ○ 제56회 수원화성문화제 시정브리핑(홍보)------------------2019. 9. 24.
 ○ 제56회 수원화성문화제 지원부서 간담회 개최-------------2019. 9. 25.
 ○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한 축제 축소 발표------2019. 9. 30.
 ○ 제56회 수원화성문화제 개최---------------------2019. 10. 3. ~ 10. 6.
 ○ 제56회 수원화성문화제 평가보고회 개최-----------------2019. 11. 20.
 ○ 2020~2021년 문화관광축제 지정 신청--------------------2019. 12.. 4.
 ○ 수원화성문화제 전문가 토론회 개최---------------------2019.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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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선 및 제안사항 추진실적(추진계획 포함)

⦁개선사항

 -시민주도형 축제로의 발전 방향에 대한 명확한 
개념 정립

 -태풍 등 유사시 긴급사태 발생에 따른 대응   
매뉴얼 마련

 -단순 시민참여 프로그램을 축소하고 수원만의 
독특한 시민참여 콘텐츠 확대

⦁제안사항

 -수원화성문화제추진위원회 역량 및 자립강화
 -글로벌 축제로 성장하기 위한 주민·상인·기업인 
등 시민참여 확산

 -수원화성의 정체성(효)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   
운영 

⦁제56회 수원화성문화제 안전관리계획 심의
  [관광과-16353(2019.09.09.)호]
 - 태풍 등 유사 시 긴급사태 발생에 따른 대응 매뉴얼 

마련 및 숙지
⦁ASF 확산 방지 및 태풍 등 상황 대처능력 강화  
 - 추진위원회 중심 거버넌스를 통해 결정
 - 온·오프라인 홍보를 통한 상황 전파(안내)
 - ASF 방역 및 종합상황실 운영으로 상황 관리

⦁수원화성문화제추진위원회 법인화 재검토 및 향후 
운영방안 보고[관광과-17004(2019.09.19.)호]

 - 법인화 추진 재검토(재정확보 방안 마련 후 추진)
 - 추진위원회 향후 운영방안 검토(위원회 규모 축소, 

다양한 시민 참여, 추진위원회 자력운영 강화 등)

⦁제56회 수원화문화제 범시민기부캠페인 <기부참여> 
확대를 통한 시민참여 콘텐츠 확대

 - 장안공원 일원 시민 기획프로그램 운영(15개)
 - 시민경연 및 사회공헌 퍼레이드 개최

⦁제56회 수원화성문화제 성안마을 잇기 프로젝트 
<함께가게> 사업을 통한 지역주민·상인의 참여 
확대 도모

 - 성안마을 카페, 음식점 200개소 함께가게로 모집 및 
홍보, 관람객 대상 이벤트 추진 

⦁제56회 수원화성문화제 ‘효’를 주제로 한 프로그램 강화
 - 미디어아트 진찬연 ‘한중록 1795’대표 

프로그램으로 개발(유료 공연)
 - 기타 효 관련 프로그램 운영(효의 성곽순례, 

3세대가 함께하는 정조사랑 효사랑 등)



5. 자체 평가결과

【잘 된 점】

○ 시민 중심의 축제 운영(관광객 중심의 프로그램, 시민편의시설 확충,

경축타종, 고유별다례 등 다양한 시민참여 영역 확대 등)

○ 디자인 강화를 통해 세련된 축제 이미지 구축(행궁광장 디자인 부스 

운영, 전문 포스터디자인, 글꼴 개발로 통일된 홍보 이미지 사용 등

○ 대표 프로그램(혜경궁홍씨 진찬연, 야조 등) 지속적인 성장 가능성 발견 

○ ASF(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긴급상황 발생에 따른 상황대처 능력 향상

【미흡한 점】

○ 자원봉사자 관리 및 운영체계 미흡

○ 축제 행사장 간의 이동수단 및 이동 시 즐길거리 부족

○ 행궁광장 대표 프로그램 부재로 참여자 집중도 저하 등

【대     책】

○ 체계적 자원봉사자 운영체계 구축

○ 축제 행사장 간의 이동동선 고려한 이동수단 마련 및 프로그램 개발

○ 수원화성문화제 대표 프로그램(킬러 콘텐츠) 지속 개발

6. 향후 추진계획 

○ 제57회 수원화성문화제 기본계획 수립 2020. 1.

   ⦁제56회 수원화성문화제 평가보고회 및 전문가 토론회 시 제안된 각종 

평가결과와 향후과제 적극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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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광과

관광과장 김기배 2409
관광산업팀장 서정안 2414

주무관 이해인 3068
관광개발팀장 신소영 2900

주무관 김진호 29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