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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한탄강 임진강 유역을 연계하는 개 권역 개발추진· 4

사업
이행도

완료
이행후

계속추진
정상추진 일부추진 보류 폐기

임기중
목표대비
진도율

● 87%
사업주체 연천군 임기구분 임기내 신규여부 신규

◈ 공약내용: 한탄강 임진강 주변의 체계적인 개발을 통한 지역관광 인프라 확충, 

◈ 공약이행 확인지표 개 권역 개발을 위한 주요사업 이행률: 4

사업개요

사업내용 

위    치 한탄강 임진강 유역 권역   : · ( )

    사 업 비 백만원 기존사업비 포함: 75,053 ( )

    사업내용

    - 권역 자연휴양권역(1 ) 재인폭포 공원화 조성사업 : 

    - 권역 자연생태권역(2 ) DMZ 임진강 유원지조성사업 연강 조성사업 : , -Forest

    - 권역 주상절리권역(3 ) 세계지질공원 인증: 

    - 권역 역사문화체험권역(4 ) 고: 랑포구 역사공원 조성 호로고루 사적공원 확대 , 

 추진전략

한탄강 임진강 유역의 체계적인 관광인프라 구축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

예산투입 실적 및 계획

 계획( ) 

 실적( ) 

구분 총계
백만원( )

기투자
임기내

임기후
소계 2018 2019 2020 2021 2022

총계 75,053 23,815 51,238 14,725 9,981 5,756 20,776

국비 19,480 4,464 15,016 2,400 700 1,905 10,011

도비 28,367 13,147 15,220 9,967 5,253

군비 27,206 6,204 21,002 2,358 4,028 3,851 10,765

기타

임진강유원지 억원 연강 억원 재인폭포 공원화사업 억원(468 ), forest(195 ), (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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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달성 확인지표

단위( : %)

지표명 구분 이행률 2018 2019 2020 2021 2022

공사 추진율
자연 휴양권역(1. · )

계획① 100 80 90 100

실적② 95 83 95 100

달성률 ÷② ① 95% 103% 105% 100%

공사 추진율
자연생태권역(2.DMZ )

계획① 100 30 40 60 80 100

실적② 46 39 46 48 50

달성률 ÷② ① 46% 130% 115% 76%

공사 추진율
주상절리권역(3. )

계획① 100 60 90 100

실적② 100 60 90 100

달성률 ÷② ① 100% 100 100 100%

공사 추진율
역사문화체험권역(4. )

계획① 100 85 100 100

실적② 100 90 100 100

달성률 ÷② ① 100% 105 100 100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권역 자연휴양권역1 : (100%)

   사업명 재인폭포 공원화 조성사업: 

용수공급사업 착공    - 2018.06. 

공원화사업 관련 설계용역 추진 및 환경영향평가 착수    - 2019.06. 

용수공급사업 공사 준공    - 2019.07.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협의 완료    - 2019.12. 

재인폭포 공원화사업 착공    - 2020.02. 

재인폭포 공원화사업 완공    - 2020.10. 

 권역 자연생태권역2 : DMZ (46%)

   사업명 임진강 유원지 조성사업 도시과: ( )

민간투자사업 관리 위탁 협약 체결    - 2018.12. 

임진강유원지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설계변경    - 2019.03. 

전시관 및 진입도로 우선 설계 추진 및 사업계획 확정    - 2019.06. 

임진강유원지 조성사업 추진상황 보고회 개최    - 2019.08. 

임진강유원지 조성사업 민간사업자 실시협약 해지    - 20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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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강 조성사업 도시과-Forest ( )

경기도 투자심사 통과 조건부    - 2018.11. ( )

연천군 농업정책심의회 통과    - 2018.12. 

연강 조성사업 민간사업자 선정    - 2019.03. -Forest 

경기도 연천군 민간사업자 체결    - 2019.06. · · MOU 

토지보상 열람공고 및 토지보상 시행 중    - 2019.11. 

    - 2 공공사업부분 기본계획 안 수립020.12. ( ) 

농어촌관광휴양단지 변경 고시    - 2021.07. 

관련부서 및 기관 협의 추진 중 산지 농지 및 군부대 협의    - 2021.10. ( ,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완료    - 2021.11. 

   태풍전망대 활성화 안보관광 및 화장실 리모델링 추진완료: 

 권역 주상절리권역3 : (100%)

   세계지질공원 인증

유네스코 한탄강 세계지질공원 인증    -2020.7.10. 

 권역 역사문화체험권역4 (100%)

   고랑포구 역사공원 조성사업

공사 착공 건축 토목 조경 등    -2015.03.02. ( , / )

    -2017.12.31. 공사 준공 건축 토목 조경 등 ( , / )

    -20 전시시설 설계 및 제작설치 납품 완료18.06.29. 

연천 고랑포구 역사공원 관리 및 운영조례 제정    -2018.09.28. 

    -2018 연천군의회 민간 관리위탁 동의.10.18. 

연천 고랑포구 역사공원 민간 관리위탁 계획보고를 통해     -2018.11.05. 

연천군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                  

   호로고루 사적공원 확대

공약입법 조례 추진현황 해당 없음 

문제점 및 대책 해당 없음 

중앙부처 경기도 특이사항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