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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어르신들이 부담없이 즐길 수 있는 파크골프장 신설

사업
이행도

완료
이행후

계속추진
정상추진 일부추진 보류 폐기

임기중
목표대비
진도율

● 90%
사업주체 연천군 임기구분 임기내 신규여부 신규

◈ 공약내용: 어르신 체육활동 증진 및 파크골프 활성화

◈ 공약이행 확인지표: 공사 준공

 사업개요

 ❍ 사업내용

   ‣ 파크골프장 신설: 임진강 군남면 진상리 임진교 아래

    - 사업규모: 파크골프장 조성 1식(A=38,510㎡), 부대시설 1식(관리동, 화장실 등)

   ‣ 사 업 비: 1,500백만원(국비 150, 군비 1,350) 

 ❍ 추진전략

   ‣ 최근 게이트볼 및 그라운드 골프 인구가 파크골프로 전향하는 추세로 남녀노소가 

모두 즐길 수 있는 스포츠 종목 필요

   ‣ 사업부지 확보에 따른 토지매입 비용을 절감하고자 국유지(하천부지)사용 협의하

여 추진

   ‣ 소규모환경영향평가(한강유역환경청) 및 하천점용(서울지방국토관리청) 협의 완료

 예산투입 실적 및 계획

 ❍ (계획) 체육진흥시설지원사업(균특)(노인건강생활체육시설) 공모사업

 ❍ (실적) 

구분 총계
(백만원)

기투자
임기내

임기후
소계 2018 2019 2020 2021 2022

총계 1,770 1,770 1,500 270

국비 150 150 150

도비

군비 1,620 1,620 1,350 270

기타



 공약달성 확인지표

(단위: %)

지표명 구분 이행률 2018 2019 2020 2021 2022

파크골프장 공사 
추진율

계획① 100 30 100 100

실적② 40 20 90 100

달성률②÷① 40% 66% 90% 100%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 2019년

   ‣ 2019. 03. 하천부지 및 하천구역 사용 사전협의(긍정 검토)

   ‣ 2019. 04. 실시설계 용역 착수

   ‣ 2019. 06. 2019년 제2회 추경 편성(1,000백만원)

   ‣ 2019. 09. 파크골프장 36홀 조성 국토청 하천점용 실무세부 협의

   ‣ 2019. 10. 환경청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서 작성

   ‣ 2019. 12. 환경청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서 제출

 ❍ 2020년

   ‣ 2020. 04. 실시설계 용역 완료

   ‣ 2020. 06. 행정절차[소규모환경영향(환경청) 및 하천점용(국토청)] 이행 완료

   ‣ 2020. 07. 공사착공

   ‣ 2020. 12. 파크골프장 시설공사 완료(예정)

 공약입법 조례 추진현황  해당 없음

 문제점 및 대책

 ❍ 하천점용협의 시 골프장(잔디) 관리등 하천오염방지 방안 제시

   ‣ 친환경 잔디관리 : 제초제 사용자제 및 인력제초 – 시설관리공단에 위탁관리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시 공사 및 준공 후 2년간 모니터링 제시

   ‣ 공사시(6개월) 와 준공 후 2년간 모니터링 용역 시행

 중앙부처․경기도 동향

 ❍ 국토청에서 시행하는 군남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에 반영하여 파크골프장 계획구역 

라인에 조경(나무식재) 완료 – 국토청 시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