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 아이키우기 편한 도시 파주

 [8-1]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 강화------------------ 여성가족과

 [8-2] 민간보육시설 국공립 수준 서비스 향상 지원------  여성가족과

 [8-3] 차액보육료 지원으로 부모 부담 경감--------------보육청소년과

 [8-4] 어린이집 안전공제회비 추진--------------------보육청소년과

 [8-5] 파주교육예산 단계적 증액-----------------------교육지원과

 [8-6] 혁신교육지구 지정 추진---------------------------교육지원과

 [8-7] 접경지역 교육인프라 확대---------------------교육지원과

 [8-8] 야당동, 상지석동 학교설립 추진-----------------교육지원과

 [8-9] 중학교 교복, 고등학교 급식, 통학버스 지원------- 교육지원과

 [8-10] 초등학교 1학년 투명우산 보급---------------- 교육지원과

 [8-11] 실내체육관 미설치교 건립 추진 -------------교육지원과

 [8-12] 공기청정기 확충으로 학생 건강권 보호------------ 교육지원과

 [8-13] 학교시설 개선 전수조사 및 4개년 계획 수립------- 교육지원과

 [8-14] (문산읍)대학수능시험장 유치---------------- 교육지원과

 [8-15] (월롱면)폴리텍대학 파주캠퍼스 정상 개교--------교육지원과

 [8-16] 한국방송통신대학 파주학습터 설치--------------교육지원과

 [8-17] 도서관 건립 추진--------------------------- 교육지원과

 [8-18] (문산읍)파주북부 거점 도서관 건립---------------교육지원과

 [8-19] 광탄도서관 건립---------------------------- 교육지원과

 [8-20] 금릉 로데오거리 청소년 문화거리 조성----------보육청소년과

 [8-21] (문산읍)파주시 청소년 수련관 건립------------보육청소년과

 [8-22] 안전한 등·하굣길 만들기---------------------- 대중교통과

 [8-23] 에어바운스 풀장 등 어린이 물놀이터 설치-------- 공원관리과

 [8-24] 초등학생 치과주치의제------------------------- 건강증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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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부번 부서 공약명 단계
달성목표

연    도
완료지표

추진실적

(2021)

8-1 여성가족과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 강화 완료 2020 돌봄시설 확충(4개소) 지속추진

8-2 여성가족과 민간보육시설 국공립 수준 서비스 향상 지원 완료 2020
민간보육시설 고품질 

보육을 위한 지원 강화
지속추진

8-3 보육청소년과 차액보육료 지원으로 부모 부담 경감 완료 2019
부모 부담 경감을 위한

차액보육료 전액 지원
지속추진

8-4 보육청소년과 어린이집 안전공제회비 추진 완료 2019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단체협약 체결 지급
지속추진

8-5 교육지원과 파주교육예산 단계적 증액 완료 2021
교육예산 3%이상 

달성 및 유지
지속추진

8-6 교육지원과 혁신교육지구 지정 추진 완료 2019 혁신교육지구 지정 추진완료

8-7 교육지원과 접경지역 교육인프라 확대 완료 2019
접경지역 교육 인프라

확대 지원
지속추진

8-8 교육지원과 야당동, 상지석동 학교설립 추진 추진 2022 학교설립 추진 지원 지속추진

8-9 교육지원과 중학교 교복, 고등학교 급식, 통학버스 지원 완료 2019
교복비ž무상급식ž통학버스

운영비 지원
지속추진



번호 부번 부서 공약명 단계
달성목표

연    도
완료지표

추진실적

(2021)

8-10 교육지원과 초등학교 1학년 투명우산 보급 완료 2019 투명우산 보급지원 추진완료

8-11 교육지원과 실내체육관 미설치교 건립 추진 완료 2020
실내체육관 건립

(12개교)
지속추진

8-12 교육지원과 공기청정기 확충으로 학생 건강권 보호 완료 2019 초등학교 설치 완료 추진완료

8-13 교육지원과 학교시설 개설 전수조사 및 4개년 계획 수립 완료 2019 4개년 계획 수립 추진완료

8-14 교육지원과 (문산읍)대학수능시험장 유치 완료 2019 대학수능시험장 유치 추진완료

8-15 교육지원과 (월롱면)폴리텍대학 파주캠퍼스 정상 개교 추진 2022 폴리텍대 정상 개교 지속추진

8-16 교육지원과 한국방송통신대학 파주학습터 설치 완료 2021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전용서가 및 

학습커뮤니티 장소 운영
추진완료

8-17 교육지원과 도서관 건립 추진 완료 2020 도서관 건립(4개소) 추진완료

8-18 교육지원과 (문산읍)파주북부 거점 도서관 건립 완료 2021
도서관 설계공모 완료

(기본 및 실시설계 착수)
지속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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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9 교육지원과 광탄도서관 건립 완료 2021 도서관 착공 지속추진

8-20 보육청소년과 금릉 로데오거리 청소년 문화거리 조성 완료 2019 문화거리 조성 추진완료

8-21 보육청소년과 (문산읍)파주시 청소년 수련관 건립 완료 2021 청소년수련관 착공 지속추진

8-22 대중교통과 안전한 등ž하굣길 만들기 완료 2020 설치완료 (160개소) 추진완료

8-23 공원관리과 에어바운스 풀장 등 어린이 물놀이터 설치 완료 2019 물놀이터 확대 설치 추진완료

8-24 건강증진과 초등학생 치과주치의제 완료 2019 치과주치의제 시행 지속추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