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1 철도교통과 GTX-A노선 연내 착공 및 차질 없는 완공 완료 19 착공 공사시작

7-2 철도교통과 GTX-A노선과 SRT 연계 검토 21 국가계획반영 반영건의(도→국토
부)

7-3 철도교통과 3호선(일산선) 파주 연장선 예비타당성 조사 추진 추진 21 예·타통과 국토부용역시행

7-4 철도교통과 (조리읍)조리~금촌선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 반영 추진 21 국가계획반영 반영건의(도→국토
부)

7-5 철도교통과 경의중앙선 급행열차 증차 및 야당역 급행열차 정차 추진 20 급행열차 운행 개선
(야당역 정차) 관계기관 협의

7-6 철도교통과 문산역~도라산역 2단계 조기 추진 및 운천역 신설 추진 20 2단계준공 공사(1단계)

7-7 철도교통과 제2자유로 법곳·강매IC 도로정체 개선 검토 21 도로정체개선
(법곳IC준공)

강매IC개선 준공
법곳IC개선 착공

7-8 대중교통과 종합적인 버스노선 체계 개편 검토 21 용역완료(2회)
및 교통계획 수립 용역수행

7-9 대중교통과 교하 광역급행버스 신설 및 증차 검토 20 광역버스 운송개시 노선계획

7-10 대중교통과 (조리읍)조리읍 버스노선 조정 및 증차 완료 19 운송개시 운송개시

7-11 대중교통과 (탄현면)맥금동 버스차고지 이전 검토 20 운송개시 노선계획

7-12 대중교통과 마을버스 준공영제 도입 추진 20 준공영제 시행 용역

7-13 대중교통과 따복버스 증설 및 천원택시 신설 완료 19 운송개시 운송개시

7-14 건설과 문산~법원(78호선) 4차선 확장 추진 21 선유리구간 착공 추진

7-15 건설과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조기 개통 추진 22 파주~양주 구간 조기 개통 추진

7-16 건설과 (탄현면)자유로 탄현면 진출입로 추가 설치 추진 20 진출입로 설치 완료 추진

7-17 건설과 (탄현면)갈현~축현 간 359번 지방도 확포장 조기 추진 추진 22 갈현~축현 준공 설계

7-18 건설과 (운정동·교하동)야당역~운정역 간 순환도로 개설 추진 22 야당역~운정역
순환도로 준공(2단계 준공) 보상

7-19 건설과 (운정동·교하동)도시계획순환도로 조기착공 추진 20 야당동~상지석간
연결도로 준공 착공

7-20 건설과 (문산읍)문산천 정비 및 문산~내포 도로 확포장 추진 21 문산천 정비 및
문산~내포 준공

문산천 정비 준공
문산-내포 공사중

7-21 건설과 (문산읍)자유로IC~당동산업단지 진입로 확포장 추진 검토 21 시도23호선 개설 보상

번호 부번 주관부서 공약명 단계 달성
(목표)년 추진실적('19년)완료지표



번호 부번 주관부서 공약명 단계 달성
(목표)년 추진실적('19년)완료지표

7-22 건설과 (광탄면)월롱~광탄 360번 도로 신설 추진 추진 21 2단계 공사 착공 추진

7-23 도시경관과 (운정동·교하동)야당역 환승주차장 확충 추진 20 공영주차장 조성 설계중(20.2.착공예
정)

7-24 도시경관과 (운정동·교하동)운정신도시 상업부지 내 주차공간 확충 추진 21 공영주차장 조성 설계중

7-25 도시경관과 (월롱면)LG디스플레이 등 산업단지 주차환경개선 완료 19 주차환경 개선 주차환경 개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