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부번 주관부서 공약명 단계 달성
목표연도

완료지표 추진실적('20년)

5-1 공공건축건립추진단 (운정동·교하동)교하동 주민센터 신축 검토 2022 건축설계 부지검토

5-2 통일기반조성과 (운정동·교하동)운정3지구 성공적 개발 추진 2022 1·2단계 사업 준공 운정3지구 최초입주
(A12BL)

5-3 공공건축건립추진단 (운정동·교하동)커뮤니티센터 부지 조기 개발 검토 2022 커뮤니티센터건립(1개소) 건립계획 검토

5-4 통일기반조성과 (운정동·교하동)학교, 주민센터 등 기반시설 확충 완료 2019
운정1·2지구
공공시설 토지매입 완료 토지매입 완료

5-5 도시재생과 마을만들기 사업 활성화 추진 완료 2020 특성화마을 조성 조성완료

5-6 도시재생과 읍·면사무소 소재지 중심 지역생활권 육성 완료 2019 발전계획 수립
읍면별 
발굴용역 수립

5-7 통일기반조성과 주한미군 반환공여지 국가주도 개발 추진 2021 개발계획 수립 추진중

5-8 평화협력과 (법원읍)부대 이전 및 군인아파트 추진 완료 2020 부대이전 및 군인아파트 추진
부대이전 및
군숙소 추진 확정

5-9 ① 기업지원과 도시가스 공급지역 확대 및 LPG배관망사업 추진 추진 2022 도시가스 보급률 80% 79.52%

5-9 ② 기업지원과 신재생 에너지 공급확대 추진(민북지역) 완료 2019
민북지역 신재생에너지
보급(50가구) 70가구 보급

5-10 기업지원과 (군내면)마을 단위 소형LPG저장탱크 사업 추진 완료 2019
군내면(109세대)
LPG소형저장탱크 보급 124세대 보급

5-11 기업지원과 영농형 태양광·연료전지 발전사업 보급 지원 추진 2022
영농형태양광 : 500kW허가
친환경연료전지 :20,000kW

영농형태양광 : 300kW
연료전지 : 8,100kW

5-12 노인장애인과 낙원공원 공동묘지 등 경관개선 완료 2020 경관식재 및 보완 식재완료

5-13 노인장애인과 (광탄면)용미리 주민불편 해소 서울시 상생협약 체결 완료 2020 실무협의체 구성 실무협의체 구성

5-14 교육지원과 소규모학교, 6차 산업 연계로 확충 완료 2019
6차산업 연계
특성화프로그램 지원 지속추진

5-15 주택과 탄현지구 공적임대아파트 건설 추진 완료 2020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5-16 주택과 행복주택 조기 추진 완료 2019 행복주택 준공 준공

5-17 도시재생과 (파주읍)용주골 창조문화밸리 프로젝트 추진 추진 2021 용주골 창조문화밸리 조성 우선사업 착공

5-18 도시재생과 (법원읍)희망마을만들기 프로젝트 추진 추진 2021 돌다리 문화마을 조성
주민거점 3개소 및
환경개선사업 등 

5-19 토지정보과 (법원읍)개발부담금 50% 감면 추진 추진 2021 법률 개정 법률개정안 요청

5-20 농업정책과 다양한 귀농·귀촌 정책 추진 완료 2020
귀농가구 유치
(연 70가구이상) 지속추진

5-21 농업정책과 농업용수 확충(민북지역, 파평, 광탄) 추진 2021
농업용수 확충
(1지구 착공, 2지구 준공)

공사2, 기본계획 1

5-22 농업진흥과 (적성면)농산물 가공지원센터 설립 추진 완료 2020 농산물가공 지원센터 구축 구축완료

5-23 농업정책과 농업용 드론 운영 과학영농 실천 완료 2020 드론도입(15대) 드론도입(18대)

5-24 스마트농업과 (군내면)스마트팜 혁신밸리 추진 일몰 2020 공모선정 공모탈락

5-25 스마트농업과 (파평면)스마트 농업 연구개발센터 설치 완료 2019 사업완료(4개소) 사업완료(4개소)

5-26 스마트농업과 LG디스플레이 방류수 자원화 추진 추진 2022
기반조성 시설 설치
(폐온배수 관로설치)

조합원 및 출자금 확보

5-27 의회법무과 상대적 낙후 수도권 접경지역 규제 완화 추진 완료 2020 연 10건 규제건의 및 수용 11건

5-28 법원읍 법원 희망 빛 축제 특화 추진 추진 2022 율곡문화제 연계 특화 축제 코로나19로 축제 취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