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38 건강 Up 미세먼지 Down 도시숲 조성
부서

자체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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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속 - - 63% 2022. 12. 녹지경관과

1.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8. 9월 ~ 2022. 12월

  ○ 사업내용 : 미세먼지 저감형 도시 숲 조성 및 기능제고

   ∙ 도시공원, 녹지, 공공공지 등 오픈스페이스 큰나무 심기 추진

   ∙ 벽면녹화, 내 나무 가꾸기, 바람 길 숲(하천 숲) 기능 제고

   ∙ 미세먼지 저감 도시 숲 조성 매뉴얼 제작 등

  ○ 사 업 량 : 2,481천㎡

  ○ 사 업 비 : 120,893백만원(국비, 도비, 시비, 민간자본 포함)

2. 예산투자현황 및 투자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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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획(e) 계획(f) 계획(g)

계 120,893 0 50 50 17,998 17,998 17,500 17,500 59,746 22,033 3,566

국   비 2,568 87 87 481 481 1,000 1,000

도   비 6,213 793 793 3,420 3,420 1,000 1,000

시   비 55,351 50 50 12,883 12,883 9,657 9,657 12,728 20,033

민간자본 56,761 4,235 4,235 3,942 3,942 45,018 3,566

(단위 : 백만원)

※ 2019. 2. 「미세먼지 저감 도시숲 조성계획」 용역에 따른 연차별 계획

3. 연도별 성과지표

성 과 지 표 단위 2018 2019 2020
2021 2022.

6월까지
2022.

7월이후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도시공원 등 큰나무심기 주 - 500 500 - 300 - 200 300 200

도시 숲(녹지) 조성 개소
1식

(용역)
100 90 - 56 - 37 57 37

누적 추진율
목표 % 52.6 60 76.3 90 100

현재 % 5% 29 52.6 52.6 63 - - - -

※ 추진실적은 상·하반기(6월,12월) 취합



4. 성과지표별 추진현황(2018. 7. ~ 2021. 6. 30.)

성 과 지 표 추   진   현   황

도시공원 등 큰 나무심기

 ○ 2019년 3,532주 식재(컨벤션센터, 4대하천 녹음형 수목식재 등)

 ○ 2020년 13,496주 식재(글빛누리공원 조성, 열림공원 정비 등)

 ○ 2021년 상반기 19,089주 식재(4대하천 녹음형 , 광교호수공원 수목식재 등)

도시 숲(녹지) 조성

 ○ 2019년 147개소 596,418㎡ 조성 

 ○ 2020년 199개소 460,069㎡ 조성  

 ○ 2021년 상반기 46개소 162,986㎡ 조성          

5. 추진성과 

 ○ 녹지서비스 소외지역 내 도시숲 조성으로 녹지서비스 확대

    ∙ 도심내 개발로 인한 분절된 자투리 공간, 미활용 공지 등 토지활용도 제고

      - 소규모 자투리공간 녹지화를 통한 녹음 및 주민편의공간 조성으로 

미활용부지 활용을 통한 지역주민 여가공간 확대 및 그린네트워크 구축

    ∙ 시설노후, 관리미흡 슬럼화 지역 등 녹지 리모델링을 통한 도시 이미지 개선

      - 관리 미흡 또는 사각지대에 있는 공간 리모델링을 통한 깨끗한 

마을 및 쾌적한 환경조성

 ○ 도시 열섬화 완화 및 미세먼지 저감 등 기후변화 대응 기여

    ∙ 가뭄, 미세먼지, 열섬화 등의 기후변화에 따른 영향력을 완화시키고 

정서적 안정감 부여

 ○ 맞춤형 도시숲 조성 기준마련 및 시민참여율 활성화 제고

    ∙ 미세먼지 저감 도시숲 조성 매뉴얼 제작‧배부로 수원시 맞춤형 기준마련

    ∙ 식목활동, 토론회 등 도시숲 만들기 사업 활성화로 수원시민 참여율 제고

 

6.「2020년 하반기 좋은시정위원회 평가결과 개선 및 제안사항」추진실적

개선 및 제안사항 추진실적(추진계획 포함)

⦁ 개선사항 
  - 기후위기, 미세먼지, 온실가스, 그린뉴딜 등에 

대한 현실적 대응의 필요성에 대한 대시민, 
행정 등 홍보와 교육 강화, 적극적 시민, 기업 
참여의 도시숲 조성

⦁ 제안사항
  - (가칭)‘수원시 시민참여형 도시녹화 지원’  
     조례 제정
  - 기후위기, 미세먼지, 온실가스, 그린뉴딜 등의  
    인식제고를 위한 홍보 확대
  - (가칭)수원시민참여 천만그루 나무심기 범  
    시민운동본부 운영 지원

⦁ 2019. 2. 수원시 미세먼지 도시숲 조성 
   계획(4개년) 수립 및 지속추진
   (산림청, 경기도 및 지자체에서 벤치마킹)
⦁ 수원시 맞춤형 미세먼지 저감 도시 숲 조성 
   매뉴얼을 제작하여 관련 부서, 관내 설계 
   업체 40부 배포
⦁ 시민 참여 및 대시민 홍보를 위한 수원시 
   미세먼지 도시숲 조성 계획 및 매뉴얼 
   홈페이지에 대국민 공개 
⦁ 수원시민참여 천만그루 도시숲 만들기 보조금 

사업 지속 추진
   - 식목활동(교목 5종 240주, 관목 6,500주, 

초화 600본 등)
   - 범시민운동본부 출범을 위한 토론회 추진



 7. 자체평가 결과

 【잘된점】

 ○ 수원시 관내 도시숲 조성 관련 모든사업을 포괄하는 지표로 체계적 관리

 【문제점 및 미완료 사유】 

 ○ 22년 12월 완료 예정인 장기계속사업으로 수원시 전체 도시숲 조성실

적을 반영

 ○ 공원, 녹지, 건축, 토목 등 각종 개발사업이 조성시기가 다르고, 도시

숲 조성율 실적취합 시점이 반기별(상/하)로 시행

 【대응방안】

 ○ 연도별 사업 추진 지속으로 목표량 달성

 8. 향후계획

  ○ 2021년 도시숲 조성 및 유지관리 추진 -------------- 2021. 7. ~ 12.

  ○ 도시숲 조성사업 지속추진 ------------------------- 2022. 1. ~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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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지경관과
녹지경관과장 차선식 4565
푸른조경팀장 박동삼 4570

주무관 국선옥 4571

협조부서 직(직급) 성  명 전화번호

생태공원과
생태공원과장 김우영 4506
공원계획팀장 이민형 4434

주무관 채수연 4552

공원관리과
공원관리과장 오기영 4190
공원운영팀장 박형순 4181

주무관 박경림 418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