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 생태문화도시 파주

 [4-1] 지역 고유문화 콘텐츠 발굴을 통한 관광자원화----- 문화예술과

 [4-2] 운정호수공원 평화 불꽃축제 개최--------------  문화예술과

 [4-3] GTX운정역 주변 대규모 문화공연 콤플렉스 조성 ---------- 문화예술과

 [4-4] 대형복합문화 공연장 및 전시장 건립------------ 문화예술과

 [4-5] ICT·VR 활용 가상동화체험관 설치 ----------- 문화예술과

 [4-6] 스토리텔링과 증강현실 기술 접목-------------- 문화예술과

 [4-7] 오두산성 복원 추진----------------------- 문화예술과

 [4-8] 임진강 거북선 훈련장(임진나루와 임진진터) 복원 추진---문화예술과

 [4-9] 율곡 이이 생가 및 화석정 복원 추진 ------------문화예술과

 [4-10] 신석기유적지 공원화 추진----------------- 문화예술과

 [4-11] 소령원 개방 추진 ------------------------ 문화예술과

 [4-12] 문화역사관광벨트 조성 ----------------------  관광과

 [4-13] 통일동산지구 활성화 추진 ---------------------  관광과

 [4-14] 마장호수 주차장 등 콘텐츠 추가시설 도입---------- 관광과

 [4-15] 체류형 공릉관광지 조성 추진------------------- 관광과

 [4-16] 주한미군 반환공여지 개발 활성화-----------통일기반조성과

 [4-17] 평화누리길 자전거도로 조성 ------------------- 건설과

 [4-18-➀] 하천 수질개선 및 생태계 복원------------- 환경보전과

 [4-18-②] 생태 친수 공간 조성----------------------- 건설과

 [4-19] 감악산 라키스트 힐링파크 인프라 확충------------ 관광과

 [4-20] 청룡두천 친환경 테마공원 조성--------------- 공원관리과

 [4-21] 파주·개성 인삼박물관 추진------------------ 기술지원과

 [4-22] 유비파크에 가족친화형 문화체험공간 확충----공공건축건립추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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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부번 부서 공약명 단계
달성목표

연    도
완료지표

추진실적

(2021)

4-1 문화예술과 지역 고유문화 콘텐츠 발굴을 통한 관광자원화 완료 2018 마을문화 조성사업 추진 지속추진

4-2 문화예술과 운정호수공원 평화 불꽃축제 개최 완료 2018 불꽃축제 개최 지속추진

4-3 문화예술과 GTX운정역 주변 대규모 문화공연 콤플렉스 조성 추진 2022 민간투자 유치 추진중

4-4 문화예술과 대형복합문화 공연장 및 전시장 건립 추진 2022 공연장 및 전시장 착공 추진중

4-5 문화예술과 ICTžVR 활용 가상동화체험관 설치 완료 2020 가상동화체험관 설치 및 운영 추진완료

4-6 문화예술과 스토리텔링과 증강현실 기술 접목 완료 2021
역사ž문화 콘텐츠

디지털 복원 착수
추진완료

4-7 문화예술과 오두산성 복원 추진 완료 2021 군협의 후 발굴조사 착수 추진완료

4-8 문화예술과 임진강 거북선 훈련장(임진나루와 임진진터) 복원 추진 완료 2021 2차 학술발굴조사 착수 추진완료



                                                         

번호 부번 부서 공약명 단계
달성목표

연    도
완료지표

추진실적

(2021)

4-9 문화예술과 율곡 이이 생가 및 화석정 복원 추진 완료 2021 화석정 디지털 복원 착수 추진완료

4-10 문화예술과 신석기유적지 공원화 추진 완료 2019 신석기유적 공원 조성 추진완료

4-11 문화예술과 소령원 개방 추진 추진 2022 문화재청 개방 개방요청

4-12 관광과 문화역사관광벨트 조성 완료 2020
문화역사 관광벨트

조성 계획 수립
추진완료

4-13 관광과 통일동산지구 활성화 추진 완료 2019 관광특구 지정 추진완료

4-14 관광과 마장호수 주차장 등 콘텐츠 추가시설 도입 완료 2018 사업 준공 추진완료

4-15 관광과 체류형 공릉관광지 조성 추진 완료 2020 사업 준공 추진완료

4-16 통일기반조성과 주한미군 반환공여지 개발 활성화 완료 2020 개발계획 수립 추진완료



                                                         

번호 부번 부서 공약명 단계
달성목표

연    도
완료지표

추진실적

(2021)

4-17 건설과 평화누리길 자전거도로 조성 완료 2020 자전거도로 조성 완료 추진완료

4-18

-� 환경보전과 하천 수질개선 및 생태계 복원 완료 2020
환경기초시설(3개소)확충 및

생태계복원사업(3개소) 
지속추진

-‚ 건설과 생태 친수 공간 조성 완료 2019
금촌천 생태복원 준공 및 

문산천 하천정비 준공
추진완료

4-19 관광과 감악산 라키스트 힐링파트 인프라 확충 완료 2020
감악산 라키스트 힐링파크 

준공
추진완료

4-20 공원관리과 청룡두천 친환경 테마공원 조성 완료 2021 공원조경공사 착공 추진완료

4-21 기술지원과 파주ž개성 인삼박물관 추진 일몰 - - -

4-22
공공건축건립

추진단
유비파크에 가족친화형 문화체험공간 확충 완료 2021 문화체험시설 개관 추진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