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6-62 안전마을 체계적 관리 

사업구분 완료종료 완료지속추진 추진중(추진율) 목표연월 담당부서 비고

약속 - - 80% 2022.06. 시민안전과

1.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8. 3. ~ 지속

 ○ 사업대상 : 기 조성된 안전마을 8개동 및 안전취약지역 개선사업 대상지 관리

  ∙ 안전마을 8개동, 안전부스 및 폴리스박스 8개소

  ∙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모델사업(지동) 대상지

  ∙ 곡반정동 원룸 밀집지역 안전인프라 개선사업 대상지

  ∙ 경기도 안전환경 조성사업(2019년~) 대상지

  ※ 안전마을 조성 현황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2022년

안전마을
(10개소)

송죽동(1차) 
송죽동(2차)
 매교동 

세류3동, 매산동
 매탄3동 

영화동,연무동
서둔동,원천동

기존 10개소 유지관리 및 안전취약지역개선
(2022년부터 8개동으로 관리)

안전부스
(8개소)

- -
세류3동,매산동

매탄3동
영통3동(2개소)

-
인계동

(폴리스박스)
지동

곡반정동
(폴리스박스)

8개소
유지관리  

* 안전마을 조성(2014 ~ 2017년, 10개소) 후 2018년부터 기 조성한 안전마을 관리 체제 추진

* 안전마을 10개소(9개동) 관리대상에서 8개동으로 정정(송죽동 1,2차→송죽동, 매교동 재개발에 따라 제외)

2. 예산투자현황 및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소요예산
(a~g합계)

기투자
(a)

2018.7월~12월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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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 9,570 7,636 340 263 205 193 180 179 150 149 150 0 1,000

국   비 1,300 1300

도   비 0

시   비 8,270 6336 340 263 205 193 180 179 150 149 150 0 1000

민간자본 0

【변경사유】 

 ○ 2018~2021 집행예산 현행화



3. 연도별 성과지표  

성 과 지 표 단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2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7월이후

당
초

안전마을 시설물 관리 

및 연계확대 공사추진
건수 5 10 5 1 2 1 1 - 3 2

누적 추진율
목표 % 20 40 60 60 70 75 80 80 100 지속

현재 % 20 40 60 60 70 75 80 80 100

4. 성과지표별 추진사항 (2022. 3. 31.기준)  

성 과 지 표 추   진   현   황

⦁안전마을 시설물 유지
  보수 및 연계확대 공사  
  추진

 ⦁2018년 5개소(송죽동,매교동,매산동,연무동,인계동) 유지보수 완료
 ⦁2019년 10개소 안전마을 유지보수 대상 수요 조사 및 유지보수
   완료(영화동, 연무동, 세류3동, 지동, 매탄3동, 영통3동)
 ⦁곡반정동 안전부스&폴리스박스 cctv설치, 고보조명 설치, 망포동
   안전펜스 설치, 세류1동 안심등 설치 완료
 ⦁2020년 안전마을 유지관리 및 개선 추진 (세류1동, 지동, 인계동)
 ⦁안전환경 조성사업(도비) 10개 사업 추진(범죄・교통・생활안전분야)
 ⦁수원공고 및 원천동 주변 안전인프라 개선공사 추진
 ⦁안전부스 및 폴리스박스 2개소 시스템향상 추진
 ⦁세류3동 보행환경 개선 도로개설 공사 및 자동염수분사장치 덮개 설치
 ⦁원천동 나촌말 안전마을 등 2개소 개선공사 추진
 ⦁범죄예방을 위한 안심귀갓길(3개소) 조성공사 추진(도비보조)
 ⦁매탄로140번길 등 6개소 생활안전시설 설치 추진(행안부특교)
 ⦁송죽동 안전마을 벽화도색 등 정비공사 추진
 ⦁원천동‧화서1동 안심귀갓길 및 안전인프라 개선공사 추진
 ⦁2022년 안전마을 정비 대상지 조사
 ⦁2022년 경기도 안전환경 조성사업 세부물량 조사 및 관계부서 협의

5. 추진성과 

 ○ 2021년 안심귀갓길 조성 3개구간(2021.7월 조성완료)

  ∙ 국가균형발전위원회(NABIS) 로컬콘텐츠 큐레이션 소개 부분에 수원시  

    안심귀갓길 웹툰으로 소개됨(2021.8.26.)

  ∙ 안심귀갓길 조성 신문기사 등 적극 홍보 추진(21개사)

  



 ○ 안전마을 및 연계확대 사업 대상지의 5대 범죄 발생 12.54% 감소

구분 계 2014 ~
2015 2016 2017 2017 ~

2019
2019 ~
2020

사업 대상지 10개소 송죽동 세류3동, 매산동 
매탄3동

연무동, 영화동
서둔동, 원천동 지동 곡반정동

조성 전 범죄 연간 
발생평균 (건수) 1,759 179 1,204 74 243 59

조성 후 범죄 연간 
발생평균 (건수) 1538.3 159 1,023 66.3 235 55

5대범죄 발생 
감소율 (%) 12.54 11.17 15 10.4 3.29 6.8

 ※ 2021년 상반기 기준 (2021년 신규 안심귀갓길 등 조성구간 추가하여 2022년 하반기 내   

     조사 추진예정)

  ※ 수원 남부・중부・서부 경찰서 자료 제공

  ※ 사업대상지 해당동의 사업구간으로 한정하여 분석하였음

  ※ 조성 후 1년이상 경과한 곳 10곳으로 대상지를 선정

 ○ 안전마을 연계 사업 추진(특교세 및 도비 확보)

  ∙ 2019년 곡반정동 원룸 밀집지역 안전인프라 개선사업(범죄예방사업 일환)

   - 행안부 특교세 확보 : 300백만원 

   - 관할 경찰서와 협치하여 안심귀갓길 지정 및 안전인프라 개선공사 추진

      ☞ 안전부스 및 폴리스박스 1개소, 로고젝터 28개소, 수목이식 및 식재 보행자도로 

정비(1,899㎡), 측구수로관 25본 설치 등

  ∙ 2019년 ~ 2020년 경기도 안전환경 조성사업(범죄․교통․화재․생활안전 분야)

   - 도비 보조금 확보 : 297백만원

   - 경기도 안전기획과와 협조하여 범죄․자연재해․교통․화재․생활안전 분야 

안전취약지역 개선사업 추진

      ☞ 안심귀갓길 조성, 가스배관 형광물질 도포사업,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cctv 설치, 

자동염수분사장치 설치 등

  ∙ 2021년 특교세 및 도비보조금 확보 및 추진완료(2021.9.)

   - 2021년 경기도 안전환경 조성사업(총사업비 476백만원 ※도비238백만원)

   - 매탄로140번길 등 6개소 생활안전시설 설치사업(특교)(260백만원)

  ∙ 2022년 경기도 안전환경 조성사업(도비) 500백만원 예산 확보(도비250, 시비250)

   - 안심귀갓길 5개소 조성 추진(남부‧중부‧서부경찰서와 협력)

   - 어린이공원 내 놀이시설 정비(장안구 녹지공원과로 재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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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선 및 제안사항 추진실적(추진계획 포함)

⦁안전마을 조성에 있어 조사‧통계를 

바탕으로 논리적이고 과학적 접근 

필요 및 적극적 홍보

⦁2014년부터 시작된 사업의 성과에 

대한 세밀한 조사분석 및 수원형 

범죄예방 마을조성기법 연구

⦁기 조성한 안전마을 및 안심귀갓길 구간의 조성전/조성후 

범죄발생률 조사를 통한 체계적 관리 추진

⦁적극적 홍보 추진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NABIS 로컬컨텐츠에 안심귀갓길  

  조성 소개됨(2021.8월)

  - 21개사 신문기사에 안심귀갓길 조성 게시

⦁관할경찰서와 협력하여 지속적으로 범죄예방환경디자인 

적용을 통한 공사 추진(안심귀갓길 조성)

7. 추진중 사업 분석

 【문제점】 

 ○ 완료 이후 기 조성한 안전마을 및 안심귀갓길 조성 구간의 노후 안전  

    시설물 지속 관리에 따른 예산 필요

 【대응방안】

 ○ 기 조성된 안전마을 등 노후 시설물 관리와 관련하여 시비 확보 추진

 ○ 안심귀갓길 조성사업은 국도비 확보 및 신규 단위사업으로 2023년부터  

    추진 계획 수립

8. 향후계획   

 ○ 안전마을 8개소 노후시설물 정비 대상지 선정 및 사업 추진 --- 2022. 4. ~ 6.

 ○ 2022년 안전환경 조성사업(도비) 사업 추진 ----------- 2022. 4. ~ 11.

  ∙ 안심귀갓길 5개소 조성, 어린이공원 3개소 놀이시설 정비

 ○ 2023년 경기도 안전환경 조성사업 도비 확보 추진 ---- 2022. 8. ~ 12.

 ○ 안전마을 지속적인 관리 예산 및 안심귀갓길 조성 예산 확보 추진 -- 2022. 8. ~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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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안전과

시민안전과장 민효근 2790

안전정책팀장 김선기 2936

주무관 윤호식 29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