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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등 현수기 현황 및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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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등 현수기 신청방법

현수기 설치 개요

수원 시내 도로(센터 인접도로 포함) 신청은
부착시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9년 4월 ~ 5월 5일 부착분
센터
인접도로

→ 3월 중, 구청(민간기업) 또는 시청(공공기관) 접수
19년 5월 6일 ~ 6월 2일 부착분

센터

→ 4월 1일, 경기도옥외광고물협회 수원지부 방문 접수

19년 6월 3일 시작분 부터
→ 5월 1일부터 수원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접수
센터 인접도로는

수원컨벤션센터로 관리권한 이양 요청한 상태로,
확정 후 재 안내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페이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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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시기별 신청방법
현수기 신청방법은 수시로 변동될 수 있으니 사전에 수원시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9년 4월 ~ 5월 5일 부착분

19년 5월 6일 ~ 6월 2일 부착분

19년 6월 3일 시작분 및 5월 13일 이후
미매정분 ~

수원시내 (센터 인접도로 포함)

수원시내

수원시내

접수처

(민간기업) 각 구청 건축과
(공공기관) 수원시청 도시디자인과

경기도옥외광고물협회 수원지부2)

경기도옥외광고물협회 수원지부

신청기간

3월 중 수시 접수
(최소 1주일 전)

4월 1일

부착 10주 전부터
(게시 7일 전까지 / 매주 1주분씩 증가)

배정기준

선착순
(신청구역 내 기 부착물이 없는 경우)

선착순

선착순

신청방법

신청서1), 도안, 구간리스트(예:성대역~
만석공원), 설치위치(지도) 제출

협회 방문접수
(4/1, 10:30~)

온라인 신청
(5/1 부터, 수원시청 홈페이지)

허가기준

공공성
(관련 법률을 근거로 각 구청별 평가)

문화/공연/전시행사

문화/공연/전시행사

신청 가능
기간

최대 1개월 (4월 내)

2주 단위

2주 단위

신청 가능
위치

수원시내 가로등 전체
(단, 사전 타 홍보물 부착여부 확인)

지정구역3)

지정구역

수수료

조당 6,000원 방문 결제
(민원창구 현금/카드 결제)

조당 21,000원
(위치 확정 후, 협회 결제)

조당 21,000원
온라인 신청시 결제

부착시기

1) 옥외광고물등 표시 및 안전점검 신청서 (수원시청 홈페이지 내 분야별 정보 > 도시 > 옥외광고물 내 옥외광고물 관련서식)
2) 5월부터 수원시 전체 옥외홍보물 신청/탈부착/불법 게시물 철거 등 관리 업무 전체가 경기도옥외광고물협회 수원지부에서 위탁, 대행 예정입니다.
3) 5월부터 현수기 부착 ”지정구역” 제도 시행예정으로, 센터 인접도로 및 맞은편 도로가 지정구역 추가 예정입니다. (센터 인접도로는 센터에서 배정관리 예정)
수원시내 전체 확정된 지정구역 위치는 수원시 홈페이지 내 옥외홍보물 신청 페이지에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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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내) 현수기 설치위치 현황
수원시청 홈페이지 내 현수기 신청 페이지 접속시, 확대 검색 가능
http://www.suwon.go.kr/web/placard/mapView.do?showAll=all&q_typ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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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신청절차

4월 ~ 5월 5일 게시분 까지
대행업체

구청/시청 수시 접수

공공성 평가/선착순 배정

대행업체

설치 위치/기간 확인

신청서 이메일 접수

승인내역 확인,
수수료 결제

현수기 부착/제거

부착희망 구역 내 기 부착물

구청(민간기업) / 시청(공공기관)

조당 6,000원 방문 결제

부착 14일 전까지

여부 사전 확인

신청서, 도안, 구간리스트, 설치위치(지도)

5월 6일 게시분 부터
5월 협회 / 6월 시청 홈페이지

선착순 신청

신청과 동시 결제

경기도 옥외광고협회 수원지부

(5월) 방문 접수
(6월) 온라인 접수

구간 그룹, 기간 선택

사용료 결제

현수기 실물 전달

(5월) 4월 1일 방문접수

사전 희망 설치구간 확정 필요

조당 21,000원 사용료 결제

부착 14일 전까지

(6월) 부착 10주 전부터 온라인

2주 단위 신청

온라인 신청 페이지 : http://www.suwon.go.kr/sw-www/deptHome/dep_city/city08/city08_14.jsp#n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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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이후 부착분) 수원시청 홈페이지 신청방법
① 홈페이지 회원가입 ▶ ② (하단) 사업자 클릭 ▶ ③ (상단 좌측) 옥외광고물 클릭

4

④ (좌측) 현수막·현수기 게시대 게시신청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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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이후 부착분) 수원시청 홈페이지 신청방법
⑤ 가로등 현수기 신청 버튼 클릭

게시대 현황 확인
(하단) 전체지도보기로 지도 확인가능

6월 게시분
(5월 접수분)
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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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연락처

경기도옥외광고협회 수원지부 사용료 결제 및 현수막 배송관련 세부사항
고객센터 : (전화) 031-239-1800, (팩스) 031-239-1801
주

소 : (16484)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장다리로 306번길 26(평은빌딩 102호)

관계기관

옥외광고물 인허가 및 사용료 결제 / 4월 게시분 한정

수원시 도시디자인과 (공공기관 신청처) : 고강현 주무관 , 031-228-2398

영통구청 건축과 (민간기관 신청처) : 김민우 주무관, 031-228-8944
팔달구청 건축과 (민간기관 신청처) : 김병욱 주무관, 031-228-7502
권선구청 건축과 (민간기관 신청처) : 임선규 주무관, 031-228-6504
장안구청 건축과 (민간기관 신청처) : 박미연 주무관, 031-228-5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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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센터 인접도로 ‘지정구역’지정 예정위치
광교호수공원로 2개 / 광교중앙로 6개 / 법조로 – 3개
파란색 - 설치가능, 빨간색 - 설치 불가, 회색 – 신호등

4153-1
4188-22
4153-2
4188-21
4153-3
4188-20
출입구 4153-4
출입구

숫자는 수원시 가로등 관리번호입니다.

4153-5

3개

4153-6

4188-19
4188-18

4153-7
4153-8

6개

수원컨벤션센터

4153-9

4153-10
4153-11

4060-34
4060-33

2개

4060-32
4060-31
406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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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현수기 가이드라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