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 세계를 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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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와 소통하는 글로벌 국제교류 중심도시 수원시
- 2013~2017년 수원시 국제교류 협력 사례를 중심으로-

Ⅰ 추진배경
수원시는 현재 기초자치단체 중 가장 많은 13개국 16개 도시와 국제
자매 및 우호결연을 체결하여 활발한 국제교류 및 국제협력 활동을 전개
하고 있다. 또한 125만 수원시민이 글로벌 시대 주역이 되어 세계무대
에서 활동하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2011년, 국제화 업무를 전문적으로 추진하는 재단법인 국제
교류센터를 건립하여 시민 글로벌 의식 함양을 위한 시민 외국어클럽 및
글로벌 문화강좌, 국제교류 서포터즈, 해외 자매 우호도시와의 축제·예술
스포츠 교류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다양한 국제행사와
회의를 유치하여 시민들에게 새로운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게 되었으며,
세계적으로 수원의 위상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

수원시 국제화 사업의 주요 방향은 수원 시민의 국제화 역량을 강화
시키고, 수원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거주 만족도 향상을 위한 다양한 사업
지원을 통해 민간 외교 활성화의 초석을 다지는 것이다.

수원시는 더 큰 수원 완성을 위해 시민들과 함께 미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미래를 선도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되기 위해 앞선 국제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대표적인 몇 가지 우수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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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추진체계 및 전략
1. 수원시 국제교류센터(SWCIC) 현황
수원시국제교류센터는 수원시의 자매도시를 비롯한 세계의 여러
도시와 폭넓은 국제교류를 추진함으로써 수원시 발전에 기여함은 물론,
시민의 국제사회 이해 증진과 국제친선을 도모하기 위해 설립된 국제교류
전문기관임.
○ 수원시 국제교류센터 설립 및 운영조례 제정 : 2011. 4. 1
○ 기구표

이사회(12)

이사장
감 사(2)
사무국
(센터장)

○ 정․현원

구 분
정원
현원

계

5급

6급

7급

8급

9급

14

1

3

4

4

2

12

1

1

3

0

7

2. 국제화 추진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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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더 넓은 세계로 나가자
1. 외국어 능력 향상을 시작으로
 토크 라운지 운영
클럽별 자유로운 스터디방식으로 외국어를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수원시 국제행사 외국어 자원봉사 네트워크 구축
○ 기

간 : 2016년 ~ 2018년

○ 클 럽 수 : 5개 클럽(영어 2개, 중국어 2개, 일본어 1개, 스페인어 1개)
※ 시민들의 요청에 따라 2018년 스페인어 클럽 신규개설

○ 운영방법 : 매주 주제에 대해 원어민과 자유 토론 진행
○ 참여인원
년도

인원

총 계(명)

영 어

중국어

일본어

2016년

1,918

758

780

380

2017년

1,974

848

733

393

○ 관련사진

○ 추진성과
∙ 설문조사결과 : 사업만족도(매우만족 93%), 재참여 의사(희망 85%)
∙ “언어·문화연수”, “해외인재 유치사업”, 및 “홈스테이” 사업 등 다양한
사업에 토크라운지 회원들이 참가하는 등 수원시민들의 국제교류
참여 기반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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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후쿠이시와 화상언어 교류
후쿠이시와의 민간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민간국제교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발판 마련
○ 기

간 : 2014년 ~ 2018년

○ 참여인원 : 일본어 가능자(연 60명 참여)
○ 운영방법 : 매회 주제에 대한 화상 자유 토론 진행
○ 추진성과
∙ 지속적인 시민교류를 통한 일본어 커뮤니티 형성 및 시민상호 교류 강화
∙ 설문조사 결과 : 사업만족도(만족 83%)
○ 관련사진

○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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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생, 외국어로 말해요~
수원시 외국어 자원봉사자 양성을 통해 각종 국제행사에서 수준 높은 외국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자발적으로 국제교류 활동을 기획·
운영할 수 있는 국제교류 서포터즈 운영
1. 국제교류서포터즈 SCVA(Suwon Center's Volunteer Activators)운영
○ 기

간 : 2014년 ~ 2018년

○ 대

상 : 수원시 소재 대학생 및 수원시민인 대학생

○ 참여인원 : 현재까지 총 85명
○ 선발절차
모집 및 선발

모집기간 : 1월 ~ 2월
모집대상 : 수원시 소재 대학생 및 수원시민인 대학생


오리엔테이션

발대식 및 오리엔테이션 실시



팀별 활동

기획홍보팀 : 수원시 주요행사 영문기사 작성을 통한 대외국인
홍보 강화
문화교류팀 : 대외국인 한국문화 체험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한국어버디팀 : 한국어 수강 외국인 보충학습 지도


성과보고회

일간 주요성과 발표, 피드백, 활동 수료식

○ 관련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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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 특강_멘토와의 만남
현재 글로벌 리더로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문가의 생생한 경험담을
통해 청소년들의 꿈과 희망을 펼칠 수 있는 동기 부여
○ 기

간 : 2013년 ~ 2018년

○ 대

상 : 관내 중 · 고등학교 학생

○ 추진실적
구 분

강 연 주 제

강 연 자

장 소

1회

세계로 나가는 외교관

김상일 경기도 국제관계대사

영복여고

2회

국제기구에서 일하기

정홍상 APEC기후센터 소장

영신여고

3회

나를 스토리텔링하라

손관승 세한대학교 교수

동우여고

4회

나를 스토리텔링하라

손관승 세한대학교 교수

수일고

글로벌시대

선현우 Talk To Me In Korean

한국어가 가진 경쟁력

팟캐스트대표

나를 스토리텔링하라

손관승 세한대학교 교수

국제기구 진출과

임지성 유엔협회세계연맹 서울사무국

성공을 부르는 아이디어

협력담당관

해외원조와 봉사활동

신교승 (전)코이카 정책추진 단장

5회
6회
7회
8회

○ 관련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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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고
광교고
장안고
매원고

2. 독일 시민들과 교류하다
시민이 주도적으로 참여·운영하는 협회를 결성하여 자매도시인 프라이부르크를
중심으로 상호 방문에 따른 실질적인 교류 추진
○ 기

간 : 2016년 ~ 2018년

○ 회 원 수 : 34명
○ 운영방법 : 매월 정기모임에서 독일 사회·문화에 대한 주제발표와 토론 진행
○ 추진성과
∙ 수원시 자매도시 독일 프라이부르크시와의 실질적인 교류 진행
- ‘수원-독일사랑협회’ 회원 강호정 프라이부르크 촬영팀 인터뷰
- 수원화성문화제 기간 중 ‘프라이부르크-수원 친선협회’ 회원
수원방문 시 교류진행
∙ 독일에 관심을 갖게 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학습의 장 형성
- 시민 독일어 스터디 클럽 운영 (초급/중급)
- 수원시정연구원 ‘시민연구사업 공모’ 지원
○ 관련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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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글로벌 인문학을 배우다
글로벌 인문학 강좌를 추진하여 우리 시민에게 다문화 이해를 넓힐 수
있는 기회 제공
○ 기

간 : 2016년 ~ 2018년

○ 장

소 : 영통도서관

○ 대

상 : 중학생 이상 시민

○ 추진실적
∙ 연간 약 1,000여명의 시민이 참석하며, 회당 60명 정도가 참석하고,
설문조사 결과 매우만족 (91%), 재참여 의사 (희망 85%)를 보이고 있음
구 분

일 시

강 좌 명

강 연 자

2016. 1월

이희수 교수와 함께하는 이슬람문화

이희수 교수

2016. 3월

동아시아 신화로 문화읽기

김선자 연구가

2016. 5월

우리가 알지 못한 유럽사

원종우 교수

2016. 7월

아프리카인의 삶

장용규 교수

2016. 9월

아프리카의 발견

박규병 교수

2016. 11월

라틴아메리카의 고대문명

정혜주 대표

2017. 4월

동남아시아의 오늘을 걷다 Ⅰ

2017. 4월

동남아시아의 오늘을 걷다 Ⅱ

2017. 6월

이슬람 문학 : 아라비안나이트와 노벨 문학상

2017. 10월

라틴아메리카, 그 아픔과 희망의 역사 Ⅰ

2017. 10월

라틴아메리카, 그 아픔과 희망의 역사 Ⅱ

2016년

2017년

○ 관련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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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현 작가
김정아 교수
김기현 교수

Ⅳ 수원에서 세계를 만나다.
 국제자매도시 전통공연, 수원에서 즐기다.
매년 수원화성문화제 기간에 국제자매도시의 전통공연단을 초청
하여 다채로운 세계 전통예술 공연을 수원시민에게 제공하고, 자매도시
간 우의를 돈독히 하여 교류추진
○ 기

간 : 2013년 ~ 2018년

○ 공연현황
참석

년도

참석 도시수

공연내용

2013

인도네시아 반둥시 등 7개 도시

92

인도네시아 Sundanese, 원주민 전통춤

2014

베트남 하이즈엉성 등 6개 도시

55

북부베트남, 소수민족 전통 춤

2015

러시아 니즈니노브고로드 등 5개 도시

78

소즈베즈디 예술학교 러시아 전통춤

2016

멕시코 톨루카 등 5개 도시

42

멕시코 톨루카 전통춤

2017

독일 프라이부르크 등 7개 도시

79

독일 프라이부르크 전통춤

2018

터키 얄로바 등 6개 도시

60

터키 민속 전통춤

인원

○ 주요성과
∙수원의 대표축제로 자리매김하며, 외국인과 수원시민이 함께 즐기고
문화를 교류하는 소통의 자리로 발전하고 있음.
∙국제자매도시의 밤 관람객수는 해마다 늘어, 2017년에는 2,500명
에 달했고, 인근의 오산, 화성 등에서도 국제자매도시의 밤을 관람
하러 오는 사례가 있었음.
∙총 5가지 외국어(영어, 중국어, 일본어, 독일어, 러시아어)를 구사
하는 외국어 서포터즈를 모집하여 행사를 원활히 운영하였음.
∙러시아 니즈니노브고로드 공연단을 비롯한 고려인, 요리사 등 다
양한 대표단 초청으로 시너지 효과 발생, 확장적인 교류 가능성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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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사진

○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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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자매·우호도시 소식! 통신원에게서 받다
수원시 국제 자매·우호도시에 현지인 및 거주 교민을 해외통신원으로 구성,
매달 각 도시의 사회, 문화 주요 소식을 받아 번역 후 홈페이지에 게시
○ 기

간 : 2013년 ~ 2017년

○ 주요실적
년도

해외 통신원 수

센터 홈페이지 기사 게재

서포터즈 번역봉사 건수

총계

62

308

50

2013

16

110

10

2014

13

70

10

2015

10

48

10

2016

10

35

10

2017

13

45

10

○ 추진성과
∙기사 조회 수 : 총 23,000회 (기사당 평균 조회 수 510회)
∙학업, 대외활동, 문화‧언어 교류, 기부 실현으로 선순환구조 형성

일본 사이타마 소식글

브라질 꾸리찌바 소식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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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니즈니노브고로드 소식글

 외국인, 한국가정 생활체험
외국인이 한국가정 문화를 체험하는 홈스테이를 우리시 관광 아이템과
연결하여, 글로벌 수원 이미지의 도시 구현
○ 기

간 : 2016년 ~ 2018년

○ 운영방법
∙홈스테이 가정모집 : 국제교류센터 홈페이지를 통한 수시모집
∙외국인 게스트 유치 (유관기관 수요조사 및 협력)
○ 주요실적 : 총256명
○ 추진성과 : 홈스테이를 통해, 시민의 자긍심 고취 실질적인 수원시 해외
홍보에 기여
○ 관련사진

○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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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매도시 의미, 거리에 새기다
수원시에는“국제자매도시 테마거리”가 있어 이색 조형물을 감상할 수 있는
멋진 문화, 휴식공간으로서 시민과 관광객이 즐겨찾는 명소로 활용되고 있음
○ 기

간 : 2009년 ~ 2018년

○ 설치 조형물

중국 지난시 (2009)
도시 상징탑

베트남 하이즈엉성 (2009)
전통도자기

호주 타운즈빌시 (2009)
대리석 벤치

캄보디아 시엠립주 (2009)
앙코르왓트

인도네시아 반둥시 (2010)
전통악기 앙클룽

중국 항저우시 (2011)
도시 상징탑

중국 주하이시 (2011)
어녀상

일본 후쿠이시 (2011)
우호의 등

러시아 니즈니노브고로드시 (2013)
드미트리예프스카야 타워

터키 얄로바시 (2013)
전통식수대

일본 아사히카와시 (2014)
시가지와 대설산 연봉

루마니아 클루지나포카시(2016)
오픈브릿지

독일 프라이부르크(2016)
도시 휘장

국제자매도시 이정표(2017)

자매도시 사인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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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세계로 뻗어나가는 수원
 국제기구 가입 및 국제회의 참가
1997년 아시아 태평양 지역 지방자치단체간 네트워크 기구 가입을
시작으로 총 8개 기구에 가입되어 있으며, 회의에 참석하여 국제적
수준의 지속가능 발전을 도모하고 있음.
국제회의 기구명
아시아태평양지역
지방자치단체국제협력기구
CITYNET
UN 평화사절도시연합회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Peace Messenger
Cities(IAPMC)

설립목적
지방자치단체 간
네트워크를 통한

유네스코 글로벌 학습도시
네트워크
UNESCO Global Network of
Learning Cities(GNLC)

년도

(사무국)

개최⦁참가실적

1997

138개도시
(서울)

⦁2017
콜롬보총회 참가

인간정주 보장
지역 간 협력을 통한
공동발전 도모

지방자치단체 국제환경협의회
The International Council for
자치단체의 지속가능발전
local
역량 구축 지원
Environmental
Initiatives(ICLEI)

세계정보화사회 포럼
Intelligent Community
Forum(ICF)
세계역사도시연맹
The League of Historical
Cities(LHC)

회원도시

아시아·태평양지역

국제안전도시네트워크
안전도시 선정을 통한
International Safe Community
도시안전 역량강화 지원
Network(ISCN)

세계물위원회
World Water Council(WWC)

가입

수자원 관리 개선 운동
및 지속가능한 물 사용
정보화 우수도시 선정을
통한 지역사회 정보화
역사문화 도시 간
교류를 통한 전통보존

학습도시 간 협력체계를
통한 지속적인 발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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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2002

2005

112개도시
(스위스)

336개도시
(스웨덴)

⦁2008
집행이사회 개최

⦁2010
국제안전
도시학회 개최

⦁2015, 2017
동아시아집행위원회 참가
70개국
⦁2017
1,227개도시
세계집행위원회참가
(독일)
⦁2018
세계총회 참가
40여개국

2009

310여개단체

-

(프랑스)

2010

130개도시
(미국)
61개국

2014

102개도시
(일본)
47개국

2016

195개도시
(독일)

⦁2010
브로드밴드
경제구축회의 참가
⦁2014
총회 참석
⦁2016
총회 참석
⦁2017
학습도시 국제회의
참가
⦁2017
유네스크세계성인교육
회의 개최

 UNESCO 제6차 세계성인교육회의 성공적 개최
2016년 유네스코 글로벌 학습도시 네트워크 가입 이후, UNESCO와
유네스코 평생학습연구소(UIL) 주관하는 세계성인교육회의를 유치하고, 세계성인
교육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함.
○ 기간 : 2017. 10. 25 ~ 27 (3일간)
○ 장소 : 대한민국 수원시
○ 주최 : 수원시, 오산시, 유네스코 평생학습연구소(UIL)
○ 참가인원 : 유네스코 195개 회원국 대표ㆍ성인학습 전문가 등 500명
○ 참가도시 : 독일, 호주, 뉴질랜드, 일본 등
○ 공식언어 : 한국어, 영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 주요내용
∙국제 성인학습교육 협력을 위한 글로벌 의제에 의해 주어진 잠재력과
옵션 탐색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교육 2030 실천과 도시 간 성공적인 성인
교육 정책과 사례공유
∙세계평생학습 발전을 위한 포럼 개최
○ 추진성과
∙세계가 인정한 평생학습도시 수원 : 2017. 9월 아일랜드 코크시
에서 개최된 『제3차 학습도시 국제회의』에서 우리 시가 ‘2017 유네스코
학습도시상’ 을 수상하고, 그 자리에 참석한 전 세계 사람들이 크게
감명 받은 수원시장의 평생교육 사례 발표와 세계성인교육회의
수원개최 홍보로, 성공적인 회의를 개최함.
∙수원, 유네스코 학습도시 네트워크를 위한 아태지역 선두역할 :
‘성인학습의 힘, VISION 2030’이란 주제로 열린 이번 국제회의는
세계 학습도시 간 지속적인 네트워크의 중요성 인식으로 국제적
학습도시로 급부상한 ‘수원’이 아태지역 학습도시 네트워크 협력을
위한 선도자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여겨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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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

과 : 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서 문용린 前교육부장관(2007년)과

김신일 前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장관(2008년) 등 4명 밖에 없을
정도로 선정 절차가 까다로운 『세계평생교육 명예의 전당』에 올해
신규 헌액자 9명 중 우리 시 추천으로 정지웅 서울대 명예교수와
박영도 제일평생학교장이 선정되어 감동적이고 모범적인 수원시 평생학습
사례의 우수성을 세계적으로 홍보
○ 관련사진

○ 관련 보도자료

유네스코 학습도시상 수상

세계성인 교육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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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성인 교육회의 개막

 수원시 우수정책, 아시아 넘어 아프리카까지
수원시의 우수정책이 세계로 전파되고, 해외도시가 수원시 우수정책을
벤치마킹하는 등 수원시 정책은 아시아를 넘어 아프리카, 중남미까지 이어지고 있음.

【생태교통 축제】
○ 기간 : 2013. 9월
○ 장소/주최 : 수원시 행궁동 / 수원시, ICLEI(지방자치단체 국제환경협의회)
○ 내용
∙축제기간 동안 자동차를 사용하지 않고, 자전거와 같은 비동력 이동
수단, 대중교통 사용
∙지구 온난화의 심각성과 미래 생태교통의 필요성을 전 세계에 전파
○ 추진실적
∙국내외 관람객 100만명에 달했고, 성공적인 축제는 해외로 전파
되었으며, 세계적 축제로 자리매김함.
∙2015년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서 제2회 생태교통 축제,
2017년 대만 가오슝에서 제3회 생태교통 축제가 열렸음.

【정조대왕 능행차_루마니아 벤치마킹】
○ 기간 : 2011 ~ 2018년
○ 벤치마킹 정책 : 수원시 정조대왕 능행차
○ 내용 : 루마니아 클루지나포카시 대표단은 수원화성문화제 기간에
능행차 재현을 인상 깊게 본 후 2011년부터 ‘루마니아 클루지의 날
퍼레이드’에서 루마니아의 전통과 역사를 재현한 공연, 시민퍼레이드
등을 보여줌

【스마트 레인시티 수원_중남미 벤치마킹】
○ 기간 : 2018. 3월
○ 방문단 : 콜롬비아, 파라과이, 볼리비아 환경정책 관계자 등 13명
○ 내용
∙스마트 레인시티(안전한 물순환도시 조성)을 위해 도시에 자연 상태에
근접한 물 순환 구조를 만드는 정책 소개 및 홍보
∙빗물 공급장치(주유기 모양), 노면살수 시스템, 지하수 오염물질
줄이는 LID(저영향 개발)시설 등을 설명하고, 활용방안 소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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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성과】
○ 우수시책 수상
∙2013 UN해비타트 대상, 2017 유네스코학습도시상, iF디자인 어워드,
2017 커뮤니케이션 디자인, 2018 에너지 글로브 어워드 등
○ 수원시 사례 책자 소개
∙마이클 블룸버그(Michael Bloomberg) (전 뉴욕시장)은 저서 『Climate of Hope』
에서 수원시장이 언급한 “도시가 주도권을 가지다” 라는 문구를
인용하며, 수원시가 기후변화 해결을 위해 중대한 역할 및 혁신적
해결책 마련을 하며 솔선수범하고 있는 내용을 다루기도 하였음.

“도시가 주도권을 가지다”
도시 인구의 증가에 따라, 예전과 같은 자동차
기반의 시나리오에 더 이상 의존할 수 없게
되었다’ –수원시장 염태영-

○ 관련사진

제2회 생태교통 축제(대만)

제3회 생태교통축제(남아공)

스마트레인시티 벤치마킹(중남미)

루마니아 “클루지의 날 퍼레이드“

UN해비타트 상 수상

2018 에너지 글로브 어워드

- 20 -

Ⅵ 향후 발전방안
1. 세계와 소통하는 글로벌 국제교류 중심도시 수원
☞ 수원시에서 국제행사 및 회의를 유치하여, 세계인이 방문하고,
그들과 소통하는 국제교류 중심도시 수원 완성
☞ 2019년에는 “유네스코 제4차 학습도시 국제회의”를 유치하여
계획하고 있으며, 글로벌 평생학습도시의 위상을 제고하고자 함.
2. 수원의 국제적 도시경쟁력 선도
☞ 수원시의 선진화된 정책이 다른 나라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는 노력과 함께, 각종 권위있는 어워드에 응모하고 있음.
ex. 영국 “그린월드어워드”, “광저우 ”국제혁신도시상“, 싱가폴 ”IDC 어워드“,
”에너지 글로브 어워드“ 등
3. 시민과 함께하는 국제교류로 글로벌 도시 성장
☞ 홈스테이 가족동아리 활동 확대로 민간교류 활성화
☞ 독일사랑협회와 같은 자매도시별 협회를 만들어, 서로의 다양성을
이해할 수 있는 시각으로 빈곤, 불평등, 기후변화와 같은 인류공존의
문제를 생각하는 성숙한 시민 글로벌 마인드 향상
4. 국제교류사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국제화 지원
☞ 수원시의 국제자매도시 10·20·30주년이 되는 도시들이 있는바,
이들 도시들과 우호증진을 위해 국제 스포츠 대회 등을 개최하여
상호문화 이해와 소통의 기회제공
☞ 수원권 대학교 외국인 유학생 대상으로 글로벌 인턴쉽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해외 우수인재 유치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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