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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마을보물·전통발굴 육성

사업
이행도

완료
이행후

계속추진
정상추진 일부추진 보류 폐기

임기중
목표대비
진도율

● 33%

사업주체 연천군 임기구분 임기내 신규여부 신규

◈ 공약내용: 마을 보물 및 지역 전통 발굴 및 육성

◈ 공약이행 확인지표: 마을 보물 발굴 및 육성실적

 사업개요

 ❍ 연천군 정체성 정립을 통한 군민의 자긍심 제고와 지역 화합 도모

   ‣ 연천군 지역 정체성 정립

    - 연천 옛길과 연계한 지명 및 역사 인물 스토리 발굴

   ‣ 군민의 눈높이에 맞춘 연천군 역사 문화 정보 전달

    - 스토리텔링 안내판, 지명유래 지도제작, 이야기 릴레이

   ‣ 사라져 가는 연천군 고유 전통 발굴 및 육성

    - 아미산 울어리 재현, 지역 고유 전통 기술 및 문화 기록화

 ❍ 추진전략

   ‣ 지역주민의 눈높이에 맞는 지역 정보 제공을 통한 이해도 제고

    - 스토리텔링 방식을 통한 공감 이야기 발굴, 다양한 전달 매체를 활용한 효율적

인 대주민 정보 전달

   ‣ 지속적인 연천 고유 전통문화 발굴 및 육성 지원

    - 지역 주민 기능자 육성을 통해 지속가능한 지역 문화행사  

    - 지역 고유의 전통문화에 대한 미시적인 기록화 작업을 통해 사라져 가는 지역 

고유 전통이 후대에 전승될 수 있는 자료 확보 

 예산투입 실적 및 계획

구분 총계
(백만원)

기투자
임기내

임기후
소계 2018 2019 2020 2021 2022

총계 1,000 1,180 86 80 680 334
국비
도비
군비 1,000 1,180 86 80 680 334
기타



 공약달성 확인지표

(단위: 건)

지표명 구분 이행률 2018 2019 2020 2021 2022

마을 보물 발굴 
건수

계획① 10 - 1 2 5 2

실적② 3 1 2

달성률②÷① 30% 100% 100%

마을 전통 발굴 
육성 사업 지원 

건수

계획① 11 - 2 2 5 2

실적② 4 2 2

달성률②÷① 36% 100% 100%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 2019년

   ‣ 연천군 연혁 정비, 스토리텔링 지명유래 구축 및 정보 제공

    - 2019. 12. 스토리텔링 지명유래 지도 및 안내판 제작 설치

   ‣ 마을 전통 발굴 육성 사업 추진

    - 2019. 10. 전통 목궁장 경기도 무형문화재 지정신청 추진

    - 2019. 11. 연천군 세시풍속제 개최(ASF로 취소)

 ❍ 2020년

   ‣ 연천군 항일투쟁인물 신규 발굴 및 서훈 추서 

    - 2020. 7. 항일투재 인물 서훈 신청(22명) 

   ‣ 마을 전통 발굴 육성 사업 추진

    - 2020. 1. ~ 12월 아미산 울어리 계승사업 추진 지원

    - 2020. 4. ~ 9. 전통문화 기록화 작업(목궁장)

    - 2020. 10. ~ 12. 우리고장 연천 교재 및 영상 제작

 ❍ 2021년

   ‣ 문화도시 아카이브 구축

   ‣ 연천군지편찬 

   ‣ 문화도시 교육사업

   ‣ 연천군 항일의병 역사조명 학술세미나 개최

   ‣ 마을 전통 발굴 육성 사업 추진

    - 아미산 울어리 계승사업 추진 지원

    - 마을보물 교육(체험, 공연 등) 사업 추진

    - 전통문화 기록화 작업 추진



 공약입법 조례 추진현황  해당없음

 문제점 및 대책  해당없음

 중앙부처․경기도 동향  특이사항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