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33 4대 하천 생태-녹지 연계축 조성

사업구분 완료종료 완료지속추진 추진중 (추진율(%)) 목표연월 담당부서 비고

약속 - - 88% 2021.12. 녹지경관과

1.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9. 1. ~ 2022. 12.

 ○ 사업대상 : 수원 4대하천(수원천, 서호천, 원천리천, 황구지천)

  ∙ 수원 4대하천을 중심으로 하천, 보행자 전용도로, 공한지, 시설녹지,

    공원 등 연계구축

 ○ 사업내용

  ∙ 4대하천을 중심으로 그린코리더(녹지회랑) 구축을 통한 생태적 기반 마련

   - 하천, 공원, 팔색길, 가로수, 시설녹지, 공한지를 연결하는 녹지축 조성

   - 생태기반지와 생태연결통로의 연결성 강화

  ∙ 거점지역 산림과 하천간의 생태적 연결성 확보

   - 광교산, 팔달산 등 연결을 위한 산림축을 설정하고 4대하천의 수계축과 연결성 확보

 ○ 소요예산 : 1,600백만원

2. 예산투자현황 및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소요예산
(a~g합계)

기투자
(a)

2018.7월~12월 2019년 2020년 2021년 2022.6월까지 2022.7월이후

확보 집행(b) 확보 집행(c) 확보 집행(d) 확보(e) 집행 계획(f) 계획(g)

계 1,600 0 0 0 700 700 330 330 570 170 0 0

국   비 0

도   비 200 200

시   비 1,400 700 700 330 330 370 170

민간자본 0

3. 연도별 성과지표  

성 과 지 표 단위 2018 2019 2020
2021년 2022.

6월까지
2022.

7월이후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당
초

사업량 ㎞
/㎡

0.958㎞
/15,000㎡

0.55㎞
/1,000㎡

0.55㎞
/500㎡

0.55㎞
/1,000㎡

사업비 백만원 700 300 170 300

변
경

사업량
㎞
/㎡

8.6㎞
/15,000㎡

4.81㎞
/4,810㎡

1.85㎞/
1,850㎡

4㎞/
4,000㎡

-

사업비 백만원 700 330 170 400 -

누적 
추진율

목표 % 75 100

현재 % 43 64 75



4. 성과지표별 추진사항 (2018. 7. ~ 2021. 9. 30.)  

5. 추진성과 

 ○ 각종 개발로 황폐해진 도심 내 녹지축 보전 및 녹지 네트워크의 구축

  ∙ 4대 하천등 생태-녹지 연계축 조성을 위하여 주요하천변에 큰나무 

15,007주 식재를 완료하여 15.24km의 녹지축을 연결하였음.

 ○ 변화하는 환경에 대비하고 생태적으로 안정적인 친환경 도시 조성

  ∙ 폭염, 건조, 온난화 등 기후변화에 대비하고 미세먼지, 매연 등 대기질 

정화를 위하여 도심지에 녹음형 수목 식재

6.「2021 상반기 좋은시정위원회 평가결과 개선 및 제안사항」추진 실적

개선 및 제안사항 추진실적(추진계획 포함)

⦁하천수변에는 생물들을 배려해 식
이식물을 식재하고 공원에는 그늘
목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수
종으로 선정하는 등 장소성에 맞는 
수종을 선정해 식재할 필요가 있음

⦁수종 선정 시 대상지에 대한 다각
적인 분석이 필요함

⦁2021년 녹지연계축 사업에서는 장소에 맞는 수종을 
선정해 식재 추진

성 과 지 표 추   진   현   황

사업량

 ○‘18년도 하반기 호매실천 녹음형 수목식재 완료 -- 2018. 11월

  ·권선구 호매실천 / L=0.64km A=1,920㎡, 이팝나무 108주

 ○‘19년도 녹음형 수목식재공사 완료 –-------------- 2019. 5월
  ·물향기공원 / A=5,257㎡, 이팝나무 등 18종 12,763주

 ○‘19년도 4대하천 녹음형 수목식재공사 ------------ 2019. 6월

  ·금곡천, 호매실천 / L=2.535km A=7,150㎡, 이팝나무 등 2종 394주

 ○‘19년도 하반기 4대하천 녹음형 수목식재공사 ---- 2019. 10월

  ·권선구 금곡천 / L=0.74km A=2,600㎡, 이팝나무 155주

 ○‘19년도 녹음형 수목식재지 하부 화관목 식재공사 --2019. 11월

  ·물향기공원 / 개쉬땅나무 960주, 맥문동 16,200본

 ○ 녹음형 수목식재공사 ----------------------- 2020. 4월

  ·서수원로(두암골사거리~매송고색로) / L=3.3km 이팝나무 271주

 ○ 4대하천 녹음형 수목식재공사(금곡천) ------------- 2020. 4월

  ·권선구 금곡천(어울림공원) / 이팝나무 등 2종 185주

 ○ 서수원로 유휴지 수목식재공사 -------------- 2020. 4월

  ·서수원로(호매실동 130번지 일원~두암골사거리) / 이팝나무 64주

 ○ 녹음형 수목식재공사 ----------------------- 2021. 4월

  ·물향기공원(호매실동 1384번지) / 이팝나무126주

 ○ 4대하천 녹음형 수목식재공사 완료 --------------- 2021. 4월

  ·황구지천(입북교 등 3개 지점) / 왕벚나무 등 2종 133주

 ○ 경기선형공원 조성(1단계) / L=0.53km ------------- 2021. 6월

  ·광교산로(느티나무보호수~한미조경일원) / 무궁화 이식 61주, 조팝나무등 2종 8,500주



7. 추진중 사업 분석

 【잘된점】

 ○ 민선 7기 약속사업을 약속기간보다 단축하였으며, 당초 목표 대비 

    140% 이상 달성 예정임.

 ○ 4대 하천을 중심으로 공원, 녹지 등과 연계 녹지축을 구축하여 그린

    네트워크를 형성, 생태도시로서의 수원 이미지 구현

 【문제점 및 미완료 사유】 

 ○ 해당없음

 

 【대응방안】

 ○ 해당없음

8. 향후계획   

 ○ 4대 하천 생태-녹지 연계한 선형공원(2단계) 조성 --------- 2021. 10.

 ○ 4대 하천 생태-녹지 연계축 조성 완료 ------------------- 202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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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지경관과

녹지경관과장 차선식 4565

녹지계획팀장 한관태 4566

주무관 이병학 4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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