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 공약지도 (지역별 83개 공약 세부실천과제)

체류형 공릉관광지 조성 추진

조리 배드민턴 전용구장 설치

야구 전용구장 건립

조리~금촌선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 반영

조리읍 버스노선 조정 및 증차

소령원 개방 추진

마장호수 주차장 등 콘텐츠 추가시설 도입

용미리 주민불편 해소 서울시 상생협약 체결

공공하수처리시설 확충

월롱~광탄 360번 도로 신설 추진

광탄도서관 건립 

조리,광탄

운정호수공원 평화 불꽃축제 개최

GTX운정역 주변 대규모 문화공연 콤플렉스 조성

청룡두천 친환경 테마공원 조성

유비파크에 가족친화형 문화체험공간 확충

운정3지구 성공적 개발

커뮤니티센터 부지 조기 개발

학교, 주민센터 등 기반시설 확충

노인·장애인복지관 건립 추진

교하동 다목적 실내체육관 건립

운정 광역보건지소 신축

GTX-A노선 연내 착공 및 차질 없는 완공

3호선(일산선) 파주 연장선 예비타당성 조사 추진

교하 광역급행버스 신설 및 증차

야당역~운정역 간 순환도로 개설

도시계획순환도로 조기착공

야당역 환승주차장 확충

운정신도시 상업부지 내 주차공간 확충

야당동, 상지석동 학교설립 추진

파주희망프로젝트 사업 추진

용주골 창조문화밸리 프로젝트 추진

문화체육센터 추진

실내 족구장 설치

환경순환센터 현대화 사업

월롱 도심상권 활성화(젊음의 디지털문화 거리 조성)

LG디스플레이 방류수 자원화 추진

LG디스플레이 등 산업단지 주차환경개선

폴리텍대학 파주캠퍼스 정상 개교

파주,월롱

애룡저수지 상설 공연장 설립 및 남북합동공연 추진

법원산업단지 조기 조성

신석기유적지 공원화 추진

부대 이전 및 군인아파트 추진

희망마을만들기 프로젝트 추진

개발부담금 50% 감면 추진

법원 희망 빛 축제 특화 추진

게이트볼 구장 설치

북한군, 중국군 묘지 활용한 관광벨트화

적성일반산업단지 확장 추진

감악산 라키스트 힐링파크 인프라 확충

농산물 가공지원센터 설립 추진

법원,적성

파주 장단콩 웰빙마루 조성사업 공론화 통한 재추진

오두산성 복원 추진

통일동산지구 활성화 추진

탄현지구 공적임대아파트 건설 추진

탄현면 체육공원(시설) 설치 추진

맥금동 버스차고지 이전

자유로 탄현면 진출입로 추가 설치

갈현~축현 간 359번 지방도 확포장 조기 추진

탄현

리비교 주변 관광활성화 추진

파평산업단지 조기 조성 추진

임진강 거북선 훈련장(임진나루와 임진진터) 복원 추진

율곡 이이 생가 및 화석정 정상복원

스마트 농업 연구개발센터 설치

마을 단위 소형 LPG저장탱크 사업 추진

스마트팜 혁신밸리 추진

문산시내 전주 지중화사업 추진

문산 노인복지관 건립

문산 제2체육공원 추진

문산천 정비 및 문산~내포 도로 확포장

자유로IC~당동산업단지 진입로 확포장 추진

파주북부 거점 도서관 건립

산부인과 개설 추진

대학수능시험장 유치

파주시 청소년 수련관 건립

문산

금촌통일시장 활성화 및 원도심 상권 활성화 추진

문화로, 명동로 전주 지중화 사업 조기 추진

낙원공원 공동묘지 등 경관 개선

노인복지관 편의시설 확충

장애인복지회관 환경 개선

금촌행정문화센터 건립 추진

금촌 다목적실내체육관 건립 추진

금릉 로데오거리 청소년 문화거리 조성

금촌

운정,교하

파평,장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