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 서민경제도시 파주

 [3-1]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및 내일채움공제 추진----- 일자리경제과

 [3-2] 지역청년일자리 확대정책 추진--------------  일자리경제과

 [3-3] 상생 강화를 통한 골목상권 경쟁력 강화---------- 일자리경제과

 [3-4] 골목상권 활성화 위한 지역화폐 도입---------- 일자리경제과

 [3-5] 사회적경제 지원으로 사회적 일자리 창출-------- 도시재생과

 [3-6] 월롱 도심상권 활성화(젊음의 디지털 문화거리 조성)------- 일자리경제과

 [3-7] 금촌통일시장 활성화 및 원도심 상권 활성화추진----도시재생과

 [3-8] 파주 장단콩 웰빙마루 조성사업 공론화 통한 재추진--농업진흥과

 [3-9] 지식기반산업벤처기업 창업 지원 ------------- 기업지원과

 [3-10] 문화로, 명동로 전주 지중화 사업 조기 추진---- 기업지원과

 [3-11] 문산시내 전주 지중화 사업 추진 ------------ 기업지원과

 [3-12] 운정신도시 첨단산업단지 유치 -----------  통일기반조성과

 [3-13] 파평산업단지 조기 조성 추진 ------------  통일기반조성과

 [3-14] 적성일반산업단지 확장 추진--------------- 통일기반조성과

 [3-15] 법원산업단지 조기 조성----------------- 통일기반조성과

 [3-16] 환경친화적R&D단지, IT·BT중심 첨단기업 유치---- 통일기반조성과

 [3-17] 파주희망프로젝트 사업 추진 ------------- 통일기반조성과

 [3-18] 금촌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 도시재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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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부번 부서 공약명 단계
달성목표

연    도
완료지표

추진실적

(2021)

3-1 일자리경제과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및 내일채움공제 추진 완료 2018 참여율 50% 달성 지속추진

3-2 일자리경제과 지역청년일자리 확대정책 추진 완료 2019
청년일자리지원센터 조성ž운영

청년일자리 창출(60명)
지속추진

3-3 일자리경제과 상생 강화를 통한 골목상권 경쟁력 강화 완료 2019
상생협약 및 운영자금

지원확대
지속추진

3-4 일자리경제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지역화폐 도입 완료 2019 지역화폐 도입 및 사용 지속추진

3-5 도시재생과 사회적경제 지원으로 사회적 일자리 창출 완료 2019 사회적 경제기업 30% 증대 추진완료

3-6 일자리경제과 월롱 도심상권 활성화(젊음의 디지털 문화거리 조성) 완료 2019
상생협의체 구성 및

디지털 문화거리 조성
추진완료

3-7 도시재생과 금촌통일시장 활성화 및 원도심 상권 활성화 추진 완료 2020
금촌문화 난장 

어울림장터 운영
지속추진

3-8 농업진흥과 파주 장단콩 웰빙마루 조성사업 공론화 재개 추진 완료 2019 공론화 추진 및 사업 재개 추진완료

3-9 기업지원과 지식기반산업벤처기업 창업 지원 완료 2018 청년창업사관학교 개소 추진완료



번호 부번 부서 공약명 단계
달성목표

연    도
완료지표

추진실적

(2021)

3-10 기업지원과 문화로, 명동로 전주 지중화 사업 조기 추진 완료 2018 지중화 사업 완료 추진완료

3-11 기업지원과 문산시내 전주 지중화 사업 추진 완료 2021 지중화 사업 공사 착공 추진완료

3-12 통일기반조성과 운정신도시 첨단산업단지 유치 완료 2021 민간사업자 재공모 추진완료

3-13 통일기반조성과 파평산업단지 조기 조성 추진 완료 2021 파평산업단지 착공 추진완료

3-14 통일기반조성과 적성일반산업단지 확장 추진 완료 2019 적성산단 확장 준공 추진완료

3-15 통일기반조성과 법원산업단지 조기 조성 추진 2022
1지구 : 착공

2지구 : 준공
추진중

3-16 통일기반조성과 환경친화적 R&D단지, ITžBT중심 첨단기업 유치 완료 2020
R&D단지, 첨단기업

투자 유치
추진완료

3-17 통일기반조성과 파주희망프로젝트 사업 추진 완료 2021
4,5단계 민간사업자 

공모추진
추진완료

3-18 도시재생과 금촌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 완료 2021 도시재생사업 공모 선정 추진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