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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2

운영자금 대출 및 이자 지원을 통한 코로나19 위기 극복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

코로나19로 인한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특례보증과 이자지원을 통해 피해회복과 경영정상화를 도모합니다.

지역경제
추진중

소비자와 소상공인이 상생하고, 지역경제는 살아납니다.

공공배달앱 「배달특급」 운영

경기도와 파주시가 함께하는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은 언택트
시대 소상공인의 새로운 판로로써 소상공인과 소비자를 위한 공공
정책입니다 .

이렇게 추진하고 있어요

이렇게 추진하고 있어요

사업취지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영난 해소

사업취지 민간 배달앱 시장의 독과점에 따른 폐해를 방지하고 소비자와 소상공인이
상생하는 경제의 장 구현

핵심내용

핵심내용 소상공인의 배달앱 수수료 비용 절감 및 광고비 무료, 소비자의 지역화폐 사용 시

- 담보 없는 소상공인의 경영자금 대출(특례보증) 지원 확대 (※본예산 기준)
5억원(‘20년) → 10억원(‘21년)
- 특례보증 출연금 증액에 따른 이차보전 확대
2.5억원(‘20년) → 8억원(’21년)

할인 혜택을 통한 지역경제 선순환 도모

자세히 알아보아요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이 무엇인가요?

자세히 알아보아요

공공배달앱의 장점은 ?

‘특례보증’과 ‘이차보전’은 무엇인가요?

1｜지역화폐를 공공배달앱과 연동하여 온라인에서
사용 가능

담보가 없어 대출이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파주시 보증을 통해 5천만원 한도 내 운영자금
대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특례보증의 이자를 4년간(1년 거치, 3년 균등상환) 일반2%,
청년 2.5% 지원합니다.

2｜지역화폐 소비자
지역화폐 10% 선 할인 + 총 결제금액의 5% 쿠폰 제공
3｜가맹점주
광고비無, 중개수수료 1%(‘21한시적),
외부결제 수수료 최소(1.2% ~ 2.5%)

지원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상담·접수·심사

추천·결정

보증서 발급

대출

이자지원

경기신용보증재단

파주시

경기신용보증재단

협약은행

파주시

보증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어떻게 이용할 수 있나요?
앱스토어와 구글플레이, 혹은 ‘배달특급’ 공식 홈페이지(www.specialdelivery.co.kr)를
통해 내려 받을 수 있습니다.

- 보증대상은 파주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으로 사업자 등록을 한 후 영업개시 3개월
경과한 자가 됩니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기준에 해당하는 자)

결제는 지역화폐로만 할 수 있나요?

* 다만, 금융·보험 관련 업종(대부업, 대부중개업)이거나 향락적 투기를 조장할 수 있는 업종,
금융기관과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소상공인, 지방세 등 체납자에 해당되는 경우 등은 특례보증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배달특급 가맹점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문의처  :  일자리경제과  ☎  940-4523
8

추진중

체크·신용카드 / 휴대폰 결제 등 다양한 결제수단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배달특급 홈페이지 또는 배달특급 고객센터(1599-9836)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문의처  :  일자리경제과  ☎  940-4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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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역경제

4

전통시장 온라인 서비스 도입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소비가 급증하고 온라인중심으로 유통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전통시장에 온라인 서비스를 도입하여 매출
증대와 지역상권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지역경제
｜시행｜
'21년 1월

청년 창업자 임대료 지원

파주시 청년 창업 활성화를 위해 창업 개시 6개월 미만 청년
창업자들에게 임대료를 지원합니다.

｜시행｜
'21년 1월

새롭게 시작해요

새롭게 시작해요

사업취지 대면․ 방문쇼핑이 대부분인 전통시장의 열악한 환경을 극복하기 위한 전통시장

사업취지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창업을 선택한 용기 있는 청년창업자들을 위해 창업

온라인 쇼핑몰 도입으로 소비자에게는 선택의 폭을 넓히고 지역상권 활성화

초기 임대료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창업 청년의 안정적 정착 유도

핵심내용 ‘네이버 동네시장 장보기’ 서비스를 이용한 온라인 플랫폼 구축

핵심내용 6개월 간 임대료의 50% 지원(최대 월40만원)

자세히 알아보아요

자세히 알아보아요

‘네이버 동네시장 장보기’ 서비스는 무엇인가요?

지원대상이 누구인가요?

‘네이버 동네시장 장보기’ 서비스 개요
- 대 상 시 장 : 금촌전통시장
- 참 여 점 포 : 96개 품목 (반찬, 분식, 두부, 떡 등)
- 배달가능지역 : 금촌동, 금릉동, 아동동, 야동동, 검산동
- 배달이용시간 : 오전 10시 ~ 오후 7시
(2시간 이내 배송)
- 배 달 요 금 : 4,000원(최소 주문금액 15,000원)
- 이 용 방 법 : 네이버에서 동네시장 장보기 검색,
네이버 쇼핑-장보기-동네시장에서 검색

언제, 어떻게 이용할 수 있나요?
2020년 12월 29일 금촌전통시장에 대해 서비스를 개시하며, ‘네이버동네시장 장보기’
코너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파주시에서는 어느 시장이 대상인가요?
최초 금촌전통시장에 대해 온라인 서비스를 시작으로 점차 문산자유시장 등 다른 시장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문의처  :  일자리경제과  ☎  940-4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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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이 창업하기 쉬운 도시

공고일 기준 ①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34세 이하 청년이면서
② 파주시에 사업장을 두고
③사업자등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창업한 자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몇 명이나 선발되고 선발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총 10명이 선발되며. 신청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와 함께 면접을 통해 평가한 후 상위
점수순으로 선발합니다.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총 10명이 선발되며. 신청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와 함께 면접을 통해 평가한 후 상위 점수
순으로 선발합니다.
참여청년 모집 및 선발
21년 1월

참여청년 임대료 지원
21년 2월 ~ 21년 7월

임대료 정산
21년 8월

※ 지원대상 및 일정 등은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한업종은 없나요?
프랜차이즈 및 각종 유흥업소는 지원이 불가 합니다.
  문의처  :  일자리경제과  ☎  940-4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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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이 행복한 도시 만들기

청년 학자금 대출 신용회복 지원

지역경제

학자금 대출 연체로 인해 신용 정보 등록이 되어 취업 등 사회
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을 위해 학자금 대출 신용회복
지원 사업을 신규 추진합니다.

｜시행｜
'21년 2월

지역경제

지역경제의 버팀목인 중소기업이 힘을 낼 수 있도록

중소기업 지원시책 확대

중소기업에 대한 다양한 지원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합니다.

새롭게 시작해요

이렇게 추진하고 있어요

사업취지 학자금대출 연체로 인한 신용도판단정보 등록으로 취업 및 경제활동에 곤란을

사업취지 중소기업 피해 최소화와 위기극복을 위한 지원시책 사업 확대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신용회복 기회를 제공하여 경제적 재기 및 취업 환경 조성

핵심내용 학자금 대출로 인해 신용도판단정보가 등록된 청년에게 1인당 100만원 한도 내
에서 분할 납부를 위한 초입금과 학자금 상환 자금 지원

- 기업정보검색서비스 제공으로 기업 간 거래 활성화 촉진
-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중소기업 위기 극복 지원을 위한 경영안정 자금 확대

자세히 알아보아요

누구에게 지원되나요?

2021년 신규 지원 정책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학자금 대출로 신용도판단정보 등록이 된 만34세 이하 청년

1｜스마트공장 보급 지원

01

대상자 통보

02

추진중

핵심내용 - 스마트공장 보급 추진으로 제조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및 경쟁력 강화

자세히 알아보아요

스마트 공장 보급 지원이란 무엇인가요?

어떻게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 접수

03

선 정

04

지 원

중소기업 제조 현장에 적합한 다양한 형태의 스마트공장 구축·고도화 비용을 지원하여 기업의 제조
혁신 및 경쟁력을 향상시키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 스마트 공장 : 데이터에 기반하여 중소 제조기업 제품의 생산, 관리와 개발 과정을 컨트롤하고
개선해 나가는 지능형 공장으로 최소 비용·시간으로 최적의 제품을 생산

1단계

한국장학재단 : 대상자에게 사업 참여 가능 여부 통보

2단계

대상자 : 파주시에 지원 신청서 접수(일자리 플랫폼 '잡아바' 예정)

3단계

파주시 : 지원자 자격 검토 후 선정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4단계

한국장학재단 : 선정자 대상 지원 시작

- (신규구축) 기업자부담 15% 이내 지원 (최대 10백만원) / 20개사 내외 지원
- (고 도 화) 기업자부담 10% 이내 지원 (최대 20백만원) / 5개사 내외 지원

어떤 지원이 이루어지나요?
유형

장기연체자 분할 상환 약정 초입금 지원

성실 납부 장기연체자 학자금 상환 지원

지원액

학자금대출의 10%(최대 100만원)

1인당 최대100만원(10만원×10개월)

내용

분할상환약정 체결 시 필요한 초입금
마련이 어려운 대상자에게 신용회복을
위한 디딤돌 제공

분할상환약정 등을 통해 부실채무를 성
실하게 상환하는 등 적극적 변제 의지를
가진 대상자들의 조기 상환 지원

  문의처  :  일자리경제과  ☎  940-455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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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중소기업 정보검색서비스 구축
중소기업 정보검색 서비스는 무엇이고,
어떤 점이 좋아지나요?
파주시 소재 기업 정보를 기업체명, 업종,
취급 품목, 지역 등을 키워드로 온라
인상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파주
상공회의소 홈페이지(http://pajucci.
korcham.net)내 기업 정보검색 서비스
구축합니다.

2021 달라지는 정책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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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지역경제의 버팀목인 중소기업이 힘을 낼 수 있도록

중소기업 지원시책 확대

7
지역경제

슬기로운 공유생활! 내 근처에 있는 공유시설을 더 쉽게 만나보세요.

공유시설 통합 예약시스템 구축 운영

‘경기공유서비스’는 유휴 공유시설 및 공간을 시민에게 개방하고
시민에게 보다 편리하게 제공하는 온라인 및 모바일을 통한
고품질의 예약서비스입니다.

3｜중소기업 경영안정 자금 확대
코로나19 확산 및 장기화로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영안정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특례보증 업종 제한을 완화합니다.
- (운전자금)
· ´21년 18억 예산으로 총900억원 규모의 융자 지원 (´20년 675억 → ´21년 900억)
· 연매출 100억 이상 지역 강소기업 운전자금 융자한도 상향 (3억원 → 5억원)
- (특례보증) 보증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업종 제한 완화
· 제조업(3억) → 제조업(3억), 그 외 업종(1억, 경기도자금 적합 업종)
또한 중소기업이 필요한 시기에 신속하게 운전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일반기업은 분기별,
코로나19 피해기업은 수시로 접수·결정 실시합니다.
- (일반 중소기업) ´20년 연2회(상반기, 하반기) → ´21년 연4회(분기별)
- (코로나19 피해기업) 수시 지원 결정

｜시행｜
'21년 1월

새롭게 시작해요
사업취지 경기도 및 2개 시군(파주, 안양) 시범 구축하여 유휴 공유시설 및 공간을 시민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예약 시스템 제공

핵심내용 온라인 및 모바일을 통한 일원화된 예약 통합창구 제공으로 사용자 접근성 및
편의성 증진

자세히 알아보아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 및 모바일에 http://share.gg.go.kr 또는 “경기공유서비스” 검색 및 파주시
홈페이지로 접속하여 신규회원 등록 후 공유시설 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파주시 위치한 공유시설은 얼마나 되나요?

- 파주시 기업지원과(☎940-4532)에 지원시책 문자알림서비스를 신청하시면,
사업 신청 에 대한 내용을 문자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아울러, 2021년도 파주시 기업지원 시책은 파주시청 홈페이지의 고시․ 공고란, 또는
경기도 기업SOS넷(www.giupsos.or.kr)을 통해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파주시(45개) 시설로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21, 경기관광공사 4, 파주시청 20
(도서관 13,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7)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세부시설구분으로는 소회의실 16, 중회의실 16, 대회의실 6, 강의실 1, 행사장/강당 4,
실내체육시설 1, 실외체육시설 1 입니다.
※ 2021년 서비스 확대 : 파주시 체육시설(축구장, 야구장, 풋살구장) 22개소

‘공유시설 통합 예약시스템’은 어떻게 이용하나요?
온라인 및 모바일 접속
(경기공유서비스) → 공유시설 검색
→ 공유시설예약 및 결제
※ 공유시설 예약방법, 신청방법,
이용대상, 운용시간 및 이용요금
등 확인 후 신청

  문의처  :  기업지원과  ☎  940-4531
14

  문의처  :  회계과  ☎  940-4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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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활성화 지원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 북서센터 설립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 북서센터 설립으로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소상공인에 대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추진합니다.

｜시행｜
'21년 1월

9
지역경제

취업취약계층이라면 누구나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

일할 능력과 의사가 있음에도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취업지원 및 생계지원을 통해 구직촉진과 생활안정을 도모합니다.

｜시행｜
'21년 1월

새롭게 시작해요

새롭게 시작해요

사업취지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강화

사업취지 저소득 구직자, 청년 실업자, 경력단절여성, 중장년층 등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핵심내용
-위
치 : 파주시 금바위로 42, 운정 법조타운 5층
-규
모 : 면적 445㎡, 직원 20여명
- 추진업무 : 소상공인 경영지원, 골목상권 지원, 지역화폐 관리 등
- 관할지역 : 파주, 고양, 부천, 김포, 양주
- 개소시기 : ‘21. 1. 4.(예정)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

핵심내용 취업지원서비스(맞춤형 취업상담, 일경험·직업훈련, 창업지원 프로그램,심리
상담, 금융지원, 육아지원 등 복지연계서비스)와 소득지원(구직촉진수당)제공

자세히 알아보아요
언제부터 시작되나요?

자세히 알아보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하게 되나요?
경기도의 자영업, 전통시장, 소상공인 관련 36개 지원사업의 상담, 접수, 안내 및 소상공인
교육 등의 업무를 하게 되며, 경기도 공모사업 중 노후상가거리 활성화 사업, 경기도 희망상권
프로젝트 등 2개 사업을 주관하게 됩니다.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따라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취업을 원하는 청년, 장기실업자, 경력단절여성, 저소득 구직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취업취약계층으로 인정되는 분들에게 지원됩니다.

지원유형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북서센터가 설립되면 무엇이 좋아지나요?

Ⅰ유형

소상공인 각종 지원사업의 상담, 접수 등이 용이하고, 소상공인 교육 및 컨설팅 등 역량강화
기회를 쉽게 제공받을 수 있는 이점이 있으며, 향후 파주시는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과 협업
체계 구축을 통해 소상공인 관련 각종 지원정책의 다양화 및 활성화 방안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요건심사형] 15∼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50% 이하 & 재산 3억원
이하이면서, 취업경험(최근 2년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있을 것
[선발형] 요건심사형 중 ① 취업경험이 없거나 ②청년(18∼34세) 중 중위소득 50∼120% 이하

Ⅱ유형

[저소득층] 중위소득 50% 초과 ∼ 60% 이하, 특정취약계층, 월 250만원 미만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영세자영업자 등
[청년] 중위소득 120% 초과
[중장년] 중위소득 60∼100% 이하

지원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Ⅰ유형 : 취업지원서비스 + 구직촉진수당 최대 300만원
Ⅱ유형 : 취업지원서비스 + 취업활동비용 최대 265만원

신청접수는 어떻게 하나요?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www.국민취업지원제도.com) 또는 파주고용센터 (금촌)
  문의처  :  일자리경제과  ☎  940-4521
16

  문의처  :  고용노동부  국번없이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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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국민취업지원제도 본격 시행에 따른

파주고용센터 별관(금릉) 개소 및 업무조정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2021. 1. 1.)에 따라 파주고용센터 일부
업무가 파주고용센터 별관(금릉)에서 새롭게 출발합니다.

｜시행｜
'21년 1월

무엇이 달라지나요

[참고자료] 파주고용센터 업무이전 안내문

사업취지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에 따른 파주고용센터 업무 확대로 방문자 편의서비스
제공을 위한 업무 조정

핵심내용 파주고용센터 별관 개소

자세히 알아보아요
업무시작일 : 2021. 1. 4.(월)
구역별 센터 업무는 어떻게 되나요?
파주
고용센터
(금촌)

파주
고용센터
별관
(금릉)

-  국민취업지원제+취업성공패키지
-  실업급여업무
-  기타  유관기관  업무
※ 파주시 중앙로 328, MH타워 8층 ☎ 031-860-0402
-  취업지원 : 채용·취업지원 서비스, 일자리 발굴(알선) 등
-  모성보호 : 육아휴직(육아기 단축)급여
출산급여(배우자, 고용보험 미적용자 등) 신청
-  조기재취업수당 : 조기재취업수당 신청
※ 파주시 금릉역로 84, 청원센트럴타워 8층 ☎ 031-860-0401

어떻게 운영되나요?
구역별로 센터업무가 다르게 수행됩니다.
방문 전 구역별 업무를 확인하시고 방문하셔야 업무처리(상담, 접수, 신청)가 가능합니다.

  문의처  :  파주고용센터  ☎  860-040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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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용복지

2

첫째아이 출산에도 출산축하금 지급

출산축하금 확대

아이 키우기 편한 도시 파주를 위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포용복지

심화되는 저출산·고령화 인구구조에 대응하고 출산 친화적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파주시 출산축하금 지원 대상 및 지원 금액을
확대합니다.

｜시행｜
'21년 1월

국공립어린이집을 확대하여 아이 키우기 좋은 보육환경을 조성해
나갑니다.

추진중

무엇이 달라지나요

무엇이 달라지나요

사업취지 파주시에 거주하는 시민에게 첫째아부터 출산을 축하하고 경제적 비용의 부담을

사업취지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신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 국공립어린이집의

경감하기 위한 출산축하금 확대 지급

설치·운영을 의무화 함에 따라 2021년 사용승인 예정인 운정3지구 공동주택
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사업내용 출산축하금 대상 확대
2020년

2021년

셋째아 이상 80만원

첫째아 10만원
둘째아 30만원
셋째아 이상 100만원

변경내용 (2020년) 26개소 -> (2021년) 33개소로 확대

자세히 알아보아요
2021년 신규 설치되는 국공립어린이집은 어디인가요?

자세히 알아보아요

세대수

준공일(입주일)

개원(예정)

276.39

’20. 12. 18. (’21. 2. 19.)

’21. 3.

1,000

487.83

’21. 1. 19.(’21. 3월말)

’21. 4.

1,010

227.59

’21. 7. 18.(’21. 7. 31.)

’21. 8.
’21. 8.

7,058

지원 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와동동 A04BL(3지구)

1,422

- 출산축하금은 첫째 자녀는 10만원을, 둘째자녀는 30만원을, 셋째 이상 자녀는 100만원을
각각 지원하며, 쌍생아일 경우에는 출생순서에 따라 각각 지원합니다.

동패동 A25BL(3지구)
동패동 A27BL(3지구)

보육면적(㎡)

다율동 A15BL(3지구)

846

169.77

’21. 6.(’21. 8.)

거주기간 제한이 있나요?

동패동 A28BL(3지구)

820

216.00

’21. 9. 30.(’21. 10월초)

’21. 10.

- 거주기간 조건은 없으며, 자녀의 출생신고일 당시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시민은 지급대상입니다.

당하동 A01BL(3지구)

1,282

208.08

’21. 5. 19.(’21. 10.)

’21. 10.

동패동 A30BL(3지구)

678

158.80

’21. 4. 25.(’21. 11월초)

’21. 11.

어떻게 신청하나요?

※ 어린이집 정원 및 개원일정은 준공일 및 리모델링 등으로 인하여 변경될 수 있음.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출생신고 후 행복출산원스톱서비스 신청으로 아동수당,
양육수당, 산후조리비 지원 등과 같이 일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기한은 출생신고일로
부터 1년 이내 입니다.

신규 국공립어린이집 입소대기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문의처  :  여성가족과  ☎  940-4492
22

위치
7개소

『파주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통하여 【입소일정안내 공고】 확인 후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사이트(www.childcare.go.kr)를 통해 입소대기를 신청합니다.

  문의처  :  보육청소년과  ☎  940-4412
2021 달라지는 정책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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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용복지

4

아동의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 지원을 위한

파주시 다함께돌봄센터 확충

맞벌이, 한부모 가족 등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가정의 초등학생
자녀가 안전한 환경에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다함께돌봄센터를
확대 설치합니다.

포용복지
추진중

청소년의 꿈이 자라는 자유이용 공간

청소년 휴카페(2호점) 조성

청소년 전용공간 “청소년 휴카페”를 조성하여 지역의 청소년들이
편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참여형 휴식공간을 제공합니다.

무엇이 달라지나요

새롭게 시작해요

사업취지 초등학생 아동에 대한 방과후 돌봄공백 해소를 위해 다함께돌봄센터 추가 설치를

사업취지 청소년들에게 안전하고 행복한 문화여가 및 휴식 공간 제공

통해 맞벌이 가정 등에 돌봄서비스 지원

｜시행｜
'21년 6월

변경내용 문화시설 소외지역 內 청소년 전용 자유이용 공간 조성

사업내용 다함께돌봄센터 추가 설치(2개소 신설)
2020년

2021년

자세히 알아보아요

3개소
아동 65명

5개소
아동 105명

어디에 설치되나요?

자세히 알아보아요
다함께돌봄센터란 무엇인가요?
- 맞벌이나 한부모 가정 등의 초등학생 자녀에게 방과후 돌봄을 지원함으로써 방과후
초등학생 아동의 안전한 보호, 급‧ 간식 지원, 체험활동 및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돌봄공백을 방지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합니다.

-위
치 : 파주시 적성면 청송로 1017(적성면문화센터 內)
-규
모 : 지상 3층, 4층
- 이용대상 : 지역 청소년 누구나
- 개 관 일 : 2021. 6월 예정

청소년 휴카페가 조성되면 무엇이 좋아지나요?
- 공공시설 리모델링을 통해 청소년 시설이 부족한 지역에 청소년 이용 공간이 마련됩니다.
- 청소년 누구나 휴식을 즐기는 자율적 공간과 북카페, 미디어 체험, 보드게임 등 놀이와
여가 공간, 지역 청소년들의 자발적 동아리 모임 등 공동체 활동 공간이 조성될 계획입니다.

어디에 설치되나요?
- 다함께돌봄센터는 주로 공동주택단지 내 유휴공간이나 주택가 등 접근성이 높은 지역에
설치하기 때문에 아동의 거주지와 가까워 이용이 편리하고 안전하다는 강점이 있습니다.
- 현재 교하동 2개소(교하노을빛마을, 교하책향기마을 13단지) 및 문산읍 1개소(문산선유3
단지) 운영 중이며, 2021년 10월까지 2개소(설치지역 미정)를 추가 설치할 예정입니다.

어떻게 이용하나요?

휴카페 1호점 전경
(파주읍 술이홀로 481)

목공체험 프로그램 활동

팝아트 프로그램 활동

-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누구나 소정의 이용료(월 50,000원~100,000원)로 이용가능하며,
상시돌봄은 물론 긴급한 상황발생 등 필요한 경우에도 수시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문의처  :  여성가족과  ☎  940-2492
24

  문의처  :  보육청소년과  ☎  940-5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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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용복지

6

‘공공 아동보호체계’ 본격 실행

아동보호 전담인력 채용

아동보호 전담인력 채용으로 아동학대 예방 및 아동이 건강하게
양육되는 환경을 조성하여, 아동보호체계에 대한 공적 책임성을
강화해 나갑니다.

포용복지
｜시행｜
'21년 10월

국가보훈대상자 나라사랑 희생에 대한 예우 강화

보훈명예수당 지급 연령 확대

파주시 국가보훈대상자들의 국가 수호를 위한 희생과 헌신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자 보훈명예수당 지급 대상 연령을 확대 합니다.

새롭게 시작해요

무엇이 달라지나요

사업취지 보호대상 아동들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돌봄으로써 우리 아이들이 꿈을 키우고

사업취지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강화를 위한 보훈명예수당 지급 대상 확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아동복지 업무체계 변경

변경내용 보호가 필요한 지역 아동을 지자체가 책임지고 보호하기 위해 아동보호 전담

｜시행｜
'21년 1월

변경내용 보훈명예수당 지급 대상 연령 확대
2020년

2021년

65세이상 월7만원

65세이상 월7만원
65세미만 월5만원

인력을 채용하여 각종 지원 연계

자세히 알아보아요
자세히 알아보아요
아동보호전담인력은 어떤 업무를 하나요?
▶ 아동보호전담요원(2명 채용)
- 아동학대, 부모 이혼 등의 사유로 가정에서 분리되어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발생하면
아동상담․가정환경 조사, 보호계획 수립, 양육상황 점검, 원가정 복귀 등 전 과정을
전문적으로 사례관리합니다.
- 아동복지관련 자료 또는 정보를 통합해 안정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위기아동의 실태를
파악하고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아동 통합정보시스템을 운영합니다.
▶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21. 10월 채용 예정)
-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하면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이 경찰과 출동하여 학대 여부조사,
필요시 응급조치(분리보호 등), 학대 여부 판단 및 피해아동 보호계획을 수립하는 등
민간기관(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하던 일을 공무원이 직접 수행합니다.

보훈명예수당을 받는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보훈명예수당은 「파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지급하고
있으며, 지급대상은 파주시에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 및 유족으로써 국가보훈처에서
국가유공자증, 국가유공자 유족증을 발급 받은 자 입니다.

보훈명예수당은 언제, 얼마나 지급되나요?
보훈명예수당은 신청하신 계좌로 매월 20일에 지급되며, 만65세이상인 경우 월 7만원,
만65세 미만인 경우 월 5만원이 지급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보훈명예수당 신청은 거주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시면 신청한 달부터 보훈명예
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타 지역에서 수령하시다가 전입하신 경우 전입한 달은 기존
전출지에서 지급함에 따라 파주시에서는 그 다음 달부터 지급하게 됩니다. 보훈명예수당은
신청을 해야 지급되며, 시군별로 지원금액, 지원대상이 다르므로 반드시 전입, 전출시 지원
혜택을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계좌로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보훈명예수당은 연금통장, 압류방지통장 등에는 입금이 제한됨에 따라 신용불량 등의
사유로 본인의 계좌개설이 어려운 경우에는 가족의 계좌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문의처  :  여성가족과  ☎  940-2491
26

  문의처  :  복지정책과  ☎  940-4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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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의 생활 안정 도모를 위한

기초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수급을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
해소를 위해 기초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합니다.

｜시행｜
'21년 1월

8

탈수급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자활수급자 탈수급 장려금 지원

포용복지

근로가능한 자활근로사업 참여자의 자립 기반을 마련하고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탈수급 장려금을 지원합니다.

｜시행｜
'21년 7월

무엇이 달라지나요

새롭게 시작해요

사업취지 기초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를 통한 비수급 빈곤층 해소 등 저소득층

사업취지 자활근로사업 참여자에게 일정기간 탈수급 정책자금을 지원해줌으로써 경제적

기본생활 보장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변경내용 보건복지부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에 따라 2021년부터 노인 및 한부모

부담을 경감하여 탈수급 활성화 유도

변경내용 본인희망으로 생계급여 탈수급시 3개월간 매월 10~20만원 지원

수급권자 가구 대상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자세히 알아보아요
자세히 알아보아요
부양의무자 기준이란 무엇인가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격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으로 수급대상자 뿐만 아니라 1촌 직계혈족
(부모, 자식) 가구의 소득·재산 수준도 함께 고려하는 기준입니다.

어떤 부분이 달라지나요?
기초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단계적으로 폐지되어, 생계급여를 신청하는 본인의 소득·
재산이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인 경우 부양의무자 유무에 상관없이 생계급여를 지원받게
됩니다.
- 2021년 : 노인, 한부모 수급권자 가구 대상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2022년 : 그 외 가구 대상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단, 연소득 1억 원 또는 부동산 9억 원을 초과하는 고소득·고재산을 가진 부양의무자는
기준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누가 지원 받을 수 있나요?
조건부수급자(근로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수급자)중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 (1순위) 2년 이상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 (2순위) 본인희망에 의해 생계급여 탈수급을 희망하는 자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원기간 : 3개월
- 지원내용 : 1~2인 가구 월 10만원, 3인 가구 이상 월 20만원
- 지원조건 : 생계급여 탈수급 이후 1년 이상 탈수급 유지

신청 및 지원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신청

대상자 선정

지원

모니터링

지역자활센터

복지지원과

지역자활센터

복지지원과
지역자활센터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자의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상담 후 관련 서류 준비하여 신청·접수 합니다.

  문의처  :  복지지원과  ☎  940-5012
28

  문의처  :  복지지원과  ☎  940-5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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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체계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노인 및 장애인복지시설 확충

시민이 만족하고 안정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복지시설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포용복지
추진중

치매로부터 안전한 도시 만들기

치매안심센터 운영

치매 통합 관리서비스 제공을 통한 치매 중증화 억제로
치매환자와 가족, 일반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추진하고 있어요

이렇게 추진하고 있어요

사업취지 노인 및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사회안전망 구축과 한층 더 체계적인 복지서비스 제공

사업취지 치매환자의 삶의 질 향상 및 가족부담 경감, 치매 예방관리 서비스를 통한

추진중

치매안심도시 파주 구현

변경내용 노인·장애인 복지관 복지시설 확충

변경내용 파주시 치매안심센터 및 치매단기쉼터, 치매상담실 운영

자세히 알아보아요
자세히 알아보아요
어떤 복지시설들이 확충되고 있나요?
구분

파주시 노인복지관
부설주차장

파주시 장애인회관
리모델링 및 증축

파주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위치

금릉동 430

금촌동 108-16

금촌동 108-16
(장애인회관 내)

내용

철골주차장
32대 ⇒ 83대로 확대

기존건물 리모델링 및
증축을 통한 가족지원
센터, 무료급식소,
프로그램실 등 설치

장애인가족 인식개선,
돌봄 및 휴식지원,
종합상담과 교육에
관한 사업 지원 등

2021. 상반기(예정)

2021. 상반기(예정)

완료시기

2021. 12.(예정)

치매안심센터는 무슨일을 하나요?
구분

주소

주요 서비스

문의 (전화번호)

파주시
치매안심
센터

조리읍 봉일천로
68(봉일천리)

치매조기검진(선별・진단검사),
치매환자 등록, 치매치료비
지원, 인지재활 프로그램 운영

940-5139

파평쉼터

파평면 파평산로
327(마산리)

월롱쉼터

월롱면 휴암로9번길
12(위전리)

파주시 보건소
후곡로 13 (금촌동)
치매상담실

경증치매환자 인지재활
프로그램 운영 등 낮시간 보호

940-3728
940-3748

치매 선별검사, 사전연명의료
의향서 상담 및 등록

940-3738

앞으로 더욱 확대할 예정입니다

장애인회관 투시도

  문의처  :  노인장애인과  ☎  940-8414,  ☎  940-8412,  ☎  940-4401
30

운정광역보건지소(2022년 개소 예정) 및 문산광역보건지소(2023년 개소 예정)개소 시 치매
안심센터 설치 운영 예정으로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이 멀리까지 이동하지 않고 거주지
부근에서 치매안심센터를 이용 할 수 있도록 권역별 치매안심센터 설치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문의처  :  파주시보건소(치매안심센터)  ☎  940 -  3721
2021 달라지는 정책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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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환자 및 가족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어갑니다.

치매 어르신 스마트 돌봄

치매어르신에게 인형로봇을 통해 건강생활관리 및 우울증 예방의
정서·안전관리 등 스마트 돌봄을 제공합니다.

포용복지
｜시행｜
'21년 1월

스마트하게 건강해지는 비법! 파주시가 건강습관을 관리해 드립니다.

모바일 헬스케어
｜시행｜
'21년 1월

코로나19 시대 운동과 영양 등 건강습관을 스마트 워치 기기를
이용해 체크하고 건강 유지관리 상담을 지원합니다.

새롭게 시작해요

새롭게 시작해요

사업취지 포스트 코로나시대 치매어르신에 대한 비대면 서비스 제공 및 돌봄체계 구축

사업취지 규칙적인 운동과 영양 습관을 유지할 수 있도록 비대면 상황에서도 모바일을
이용한 시민건강증진 사업 추진

변경내용 인형로봇을 통한 치매어르신의 생활·정서·안전관리 등 스마트 케어 지원

변경내용 모바일 기기(스마트 워치)를 이용해 생활습관을 피드백 하며 건강관리 교육 상담

자세히 알아보아요
사업대상은 누구인가요?
-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되어 있는 경증치매 어르신으로 독거이거나 노인 부부 대상 15명에게
우선 지원 됩니다.

자세히 알아보아요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이 무엇인가요?
- 건강 위험요인이 있는 시민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고 보건소 건강 전문가(의사, 코디네이터,
간호사, 영양사, 운동전문가)가 언제 어디서나 맞춤형 건강상담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운영 기간은 언제인가요?

자가 건강관리

- 2021년 1월 ~ 2022년 12월까지로 2년입니다.

- 운동이력, 소모칼로리 확인
- 개인목표 실시간 확인
- 일일 건강미션 제공 및 응원문자 발송

인형로봇은 어떤 기능을 하나요?
- IoT 맞춤형 생활관리로 어르신 건강과 안전을 지켜드립니다.(식사/복약/체조알람 등)
- 정서적 지지로 어르신의 일상을 활기차게 만들어 드립니다.(노래/말벗/ 반김 인사 등)
- 사용자 친화적 센서를 활용하여 어르신의 라이프패턴 데이터를 실시간 수집합니다.
- 언제 어디서든 혼자 계신 어르신을 챙겨드릴 수 있습니다.(모니터링/ 음성메시지 등)
* 일정시간동안 움직임이 없으면 보호자에게 알림, 약복용, 발신자 목소리로 음성메시지
전달 등이 가능합니다.

건강정보 분석 및 상담

누가 이용할 수 있나요?
- 약을 복용하지 않는 건강위험 요인 1개 이상 보유자로 건강습관을 유지 관리하고 싶어 하는
파주 시민(건강위험 요인 多보유자 우선 선정)을 대상으로 합니다.
건강위험 요인과 판정수치
항 목
① 혈압

수축기/
이완기

② 공복 혈당
③ 허리둘레

남
여

④ 중성지방
⑤ 고밀도지단백(HDL) 콜레스테롤

  문의처  :  파주시보건소(치매안심센터)  ☎  940-3721
32

- 건강상담 영역별 동영상 교육
▸ - 분야별 전문가 상담
- 건강 모니터링 결과에 따른 코디네이터
위험요인 개선관리

남
여

판정 수치

건강위험 요인

130mmHg/85mmHg이상

고혈압 전 단계

100mg/dL이상

공복혈당 장애,
내당능장애

90cm이상
85cm이상
150mg/dL이상
40mg/dL 미만
50mg/dL 미만

복부비만 위험
고지혈증 장애
고지혈증 장애

2021 달라지는 정책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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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하게 건강해지는 비법! 파주시가 건강습관을 관리해 드립니다.

모바일 헬스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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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백세시대 파주 만들기

건강 『이리 ON』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건강한 백세시대를 누릴 수 있도록 언제나 쉽게, 가까워진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사업을 추진합니다.

어떻게 신청할 수 있나요?
- 보건소에 문의하세요. (방문 및 전화접수)
*운정보건소 : 2021년 1월 시작 / 파주시보건소 : 2021년 3월 시작

｜시행｜
'21년 2월

무엇이 달라지나요
사업취지 심뇌혈관질환의 선행질환인 고혈압, 당뇨병에 대한 교육 및 상담을 언제나, 쉽게,
가까운 곳에서 접할 수 있게 하여 환자의 자기관리 능력 향상과 건강수명 연장 도모

변경내용 정해진 장소와 시간에 실시하던 보건소 집합교육에서 환자가 주로 방문하는
의료기관과 언제나 쉽게 접할 수 있는 온라인으로 건강교실 운영

자세히 알아보아요
온라인 고혈압·당뇨병 건강교실은 어떻게 운영되나요?
▶ 건강 『이리 ON』 고혈압·당뇨병 환자 건강교실 운영
-기
간 : 2021. 2월 ~ 12월
-대
상 : 30세 이상 고혈압·당뇨병 환자 및 질환위험군
-방
법 : 네이버 카페 ‘건강 『이리 ON』’ (https://cafe.naver.com/pajuhealthy) 접속
-내
용 : 고혈압·당뇨병 관리를 위한 질환·영양·운동 교육 동영상 탑재
- 사후관리 : 저염·저당 행복레시피·건강소식지 우편 발송

의료기관에서도 고혈압·당뇨병 건강교육을 받을 수 있나요?
▶ 의료기관 고혈압·당뇨병 교육 표준화 사업
- 기 간 : 2021. 2월 ~ 12월
- 대 상 : 파주시 관내 의료기관 및 이용 환자
- 방 법 : 수요 조사 후 의료기관 고혈압·당뇨병 표준화 교육자료 무료 지원
의료기관 종사자 및 환자 대상 『찾아가는 고혈압·당뇨병 건강교실』 운영
- 내 용 : 경기도 고혈압·당뇨병 광역교육센터가 제작한 표준화 교육자료 지원 및 교육 실시

전화로도 교육이나 상담이 가능한가요?
▶ 건강검진 후 고혈압·당뇨병 미치료자 관리
- 기 간 : 2021. 1월 ~ 12월
- 대 상 : 건강검진 결과 고혈압·당뇨병 유소견자
- 방 법 :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안내문 우편 발송, SMS 발송, 1:1 전화상담
- 사후관리 : 저염·저당 행복레시피, 고당 다이어리, 건강소식지 우편발송
  문의처 : 운정보건지소 ☎ 940-5683, 파주시보건소 ☎ 940-5245
34

  문의처 : 파주시보건소 건강증진과 ☎ 940-5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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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래형 인재를 양성하는

시민 삶의 질 향상

스마트 혁신교육지원

4차 산업혁명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미래 교육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학교 교육환경과 공교육 개선을 지원합니다.

비대면으로 안전하게 도서를 대출 하세요

시민 삶의 질 향상

｜시행｜
'21년 2월

비대면 안심도서대출 서비스 확대

코로나19 시대, 비대면 안심 도서대출 서비스를 확대하여 보다
안전한 독서문화를 조성합니다.

｜시행｜
'21년 1월

새롭게 시작해요

새롭게 시작해요

사업취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변화하는 교육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스마트 혁신교육 추진

사업취지 기존의 도서관 방문 및 도서 직접수령을 시대적 흐름에 맞게 확장한 비대면
도서대출 서비스를 통해 보다 안전한 독서문화 구현

핵심내용 스마트교육 ICT 환경조성과 디지털 기반 진로직업교육, 미래교육 환경에
대응하는 지역특색 마을강사 연계 프로그램 지원

자세히 알아보아요

핵심내용
- 교하도서관 안심도서대출함 설치
- 무인대출반납기 부엉이책장(U-도서관)

스마트 혁신교육이란 무엇인가요?

자세히 알아보아요

- 4차 산업혁명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온라인·비대면 학습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학교
교육환경 개선과 공교육 지원을 강화하는 사업입니다.

교하도서관 안심도서대출함

어떤 교육을 지원하나요?
코로나19로 인해 대면수업보다 비대면 원격수업이 크게 증가하는 등 교육환경이 급변하고
있어 2021년부터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맞춘 스마트 혁신교육을 지원합니다.
- (스마트교육 ICT 환경 조성) 온라인 원격수업에 필요한 웹캠, 태블릿PC 등 다양한 기자재를 지원합니다.
- (지역특색 마을강사 연계 프로그램 지원 및 온라인멘토링) 미래기술(3D프린팅, 과학, 유튜브 등), 문화

▶ 안심도서대출함은 어디에 설치 되나요?
교하도서관 지하출입구와 보도출입구 사이에 설치(20.10월)하였으며, 향후 운영 상황 등에 따라
확대 설치 할 예정입니다.

▶ 안심도서대출함은 어떻게 이용하나요?
안심예약서비스 (홈페이지, 전화) 신청

예술(미술, 음악 등), DMZ·물·숲 생태, 마을역사 등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지역특색 마을강사 연계
프로그램을 지원하며, 관내 진로 체험처와 대학 학과별 진로 멘토링을 온라인 비대면으로 운영합니다.

SMS (대출함 번호, 비밀번호) 확인

- (스마트 진로·직업교육) 학생들은 코딩, 드론 등을 활용해 미래직업을 체험해 볼 수 있으며, 직업계고
학생들에게는 AI모의면접을, 학부모들에게는 모바일 진로상담을 지원합니다.

무엇이 좋아지나요?
- 다양한 콘텐츠 제공·활용과 플랫폼 활용으로 학생들의 다양한 교육 욕구 충족에 따른
미래형 인재 성장의 계기가 마련되고,
- 학교와 마을이 동반 성장하는 지속 가능한 마을교육 생태계가 구축됩니다.

  문의처  :  교육지원과  ☎  940-5033~6,  940-5031~2 
38

안심도서대출함 (비밀번호 입력) 수령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파주시 도서관 대응 기준>에 따라 파주시 도서관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안심도서대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안심도서대출함 설치로 무엇이 달라지나요?
기존 한정된 시간 안에 직원을 통해서만 도서를 수령해야했던 안심도서대출 서비스를 휴관일 및
수령시간에 구애 없이 100% 비대면 도서 수령이 가능합니다.
현행

개선

직원에게서 직접수령

안심도서대출함 간접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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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삶의 질 향상

비대면으로 안전하게 도서를 대출 하세요

비대면 안심도서대출 서비스 확대

3

시공간 제약 없이 다양한 형태의 영어전자책을 만나보세요

시민 삶의 질 향상

영어전자도서관 서비스 제공

언제 어디서나 다양한 형태의 온라인 영어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는 영어전자책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시행｜
'21년 3월

새롭게 시작해요

무인대출반납기 부엉이책장(U-도서관)

사업취지 영어원서 비대면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온라인

▶ 부엉이책장은 어디에서 이용 가능한가요?

콘텐츠를 제공하고, 정보접근의 편의성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 경의중앙선 야당역과 문산역('21.5월 예정)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핵심내용

▶ 부엉이책장은 어떻게 이용하나요?
- 파주시 도서관 회원카드 또는 신분증만 있으면 24시간 언제든지 방문하여 비치된 책을
빌릴 수 있습니다.

▶ 대출권수와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 전자책(E-book), 오디오북(Audio-book), 멀티미디어북(Read-Along) 등 디지털 콘텐츠
1,000여 종 제공 : 최신간 해외 전자책, 문학상 수상작, 고전문학, 베스트셀러 등
- PC, 모바일(스마트폰, 태블릿) 등을 통한 편리한 정보접근
- 이용자 대출/예약 자료에 근거한 맞춤형 도서추천 서비스 제공

- 대출규정 : 1인 2권, 14일간 대출가능(기간연장 및 예약불가)
- 연체 시 연체일수만큼 대출정지됩니다.

자세히 알아보아요
영어전자도서관은 어떻게 이용할 수 있나요?
- 최초 1회 파주시 도서관 홈페이지 로그인 후 영어전자책 홈페이지 접속이 필요합니다.
파주시 도서관 홈페이지 → 영어전자책 로그인(파주시도서관 ID / 비밀번호)
- 이 후 별도의 뷰어 설치 없이 인터넷 페이지를 통해 대출·반납 및 콘텐츠 열람이 가능합니다.

영어전자도서관은 별도의 회원가입이 필요한가요?

야당역 부엉이책장

- 파주시 도서관 정회원(회원증 발급자)이라면 누구나 이용 가능합니다.
- 준회원(홈페이지 가입회원)은 도서관에 방문하여 회원증 발급 후 이용 가능합니다.

영어전자도서관 대출권수와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 대출권수 : 1인 3권(종)
- 대출기간 : 7일(반납일이 되면 자동반납, 예약자가 없을 시 1회 연장가능)

  문의처  :  교하도서관  ☎  940-5153 /  교육지원과  ☎  940-5042
40

  문의처  :  교하도서관  한빛분관팀  ☎  940-5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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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민이 하나되는 화합의 장

시민 삶의 질 향상

2021년 경기도종합체육대회 개최

경기도 31개 시·군이 참여하여 1,370만 경기도민의 화합과
결속을 다지는 축제의 장인 2021년 경기도종합체육대회가
역사상 최초 파주시에서 개최됩니다.

｜시행｜
'21년 5월

새롭게 시작해요

개회식과 경기장소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사업취지 매년 열리는 경기도종합체육대회를 파주시에서 개최함에 따라 스포츠도시로의
파주시 이미지 제고와 체육시설 확충 및 개선

자세히 알아보아요

대회 개최로 어떤 점이 좋아지나요?

경기도종합체육대회는?
구

분

제67회 경기도체육대회

제32회 경기도생활체육대축전

시

기

2021. 5. 13.(목) ~ 15.(토) (3일간)

2021. 10. 1.(금) ~ 4.(월) (4일간)

31개 시·군 12,000여 명

31개 시·군 20,000여 명

참가규모

경기종목

육상, 축구, 테니스, 배구, 탁구, 궁도,
배드민턴, 농구, 볼링, 태권도, 검도,
보디빌딩, 씨름, 수영, 소프트 테니스, 복싱,
역도, 유도, 골프, 우슈, 당구, 바둑, 사격,
야구, 레슬링

분

제11회 경기도장애인체육대회

2021 경기도장애인생활체육대회

시

기

2021. 5. 27.(목) ~ 29.(토) (3일간)

2021. 10. 7.(목) ~ 8.(금) (2일간)

31개 시·군 3,600여 명

31개 시·군 2,100여 명

경기종목

육상, 축구, 테니스, 탁구, 배드민턴, 농구,
볼링, 수영, 역도, 게이트볼, 당구,
댄스스포츠, 파크골프, 론볼, 보치아, 조정,
e-스포츠

- 노후된 체육시설 개선 및 확충으로 파주시민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뿐만 아니라 엘리트
및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할 것입니다.
- 경기도 31개 시·군 선수단 및 응원단 파주시 방문으로 숙박, 음식, 관광 등 소비 촉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육상, 축구, 테니스, 배구, 탁구, 궁도,
배드민턴, 농구, 볼링, 태권도, 검도,
보디빌딩, 야구, 게이트볼, 족구, 체조,
합기도, 롤러스포츠, 국학기공, 산악, 씨름,
파크골프, 자전거, 그라운드골프

구

참가규모

- 개회식, 종목별 경기일정 및 경기장소는 경기도종합체육대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경기도종합체육대회 홈페이지는 2021년 2월 오픈 예정
- 개회식 및 경기관람은 누구나 무료로 이용 가능합니다.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탁구, 농구, 태권도, 게이트볼, 당구, 족구,
댄스스포츠, 파크골프, 론볼, 보치아, 조정
(명랑운동회) 단체줄넘기, 디스크골프,
슐런, 쇼다운, 윷놀이, 투호, 한궁, 훌라후프,
휠체어경주, 단체댄스

  문의처  :  체육과  ☎  940-5089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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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균형적인 생활체육시설 확충

조리 실내배드민턴장 건립

조리지역 실내배드민턴장 건립으로 사계절 배드민턴장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시민 삶의 질 향상

｜시행｜
'21년 9월

율곡수목원 이용이 편리해집니다.

율곡수목원 방문자센터 조성

율곡수목원 방문자센터를 조성하여 방문객에게 다양한 정보와
편의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렇게 추진하고 있어요

새롭게 시작해요

사 업 명 조리 실내배드민턴장

사업취지 방문자센터를 조성을 통한 지역관광자원 활성화

사업규모 연면적 999.35㎡. 지하 1층 / 지상 1층

핵심내용 방문객 편의서비스 제공을 위한 방문자센터 조성

｜시행｜
'21년 5월

공사기간 2021. 3. ~ 2021. 9.

자세히 알아보아요
자세히 알아보아요
어떻게 설치되나요?
어디에 설치되나요?
- 파주시 조리읍 봉일천리 187-8, 187-9

어떤 시설이 설치되나요?

파주시 파평면 율곡리 산5-1번지 일원에 위치한 율곡수목원 입구에 방문자센터가 신축됩니다.
※율곡수목원 방문자센터 조성(1동/2층/682㎡)
(1층) 방문자센터, 매표소, 카페, 화장실, 농산물판매장, 현장관리실
(2층) 사무실, 회의실, 서고, 화장실

- 배드민턴 코트 5면, 부대시설(사무실, 샤워실 등)

배드민턴장이 조성되면 무엇이 좋아지나요?

방문자센터는 언제부터 이용할 수 있고, 무엇이 좋아지나요?

- 가족단위 여가활동 증가와 생활스포츠에 대한 주민수요 충족 등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참여기회 확대로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

율곡수목원 방문자센터는 2021년 5월 준공 예정으로, 업무시설과 방문자센터·카페·농산물
판매장·화장실·수유실 등을 운영하여 방문객을 위한 편의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문의처  :  체육과  ☎  940-5232
44

  문의처  :  공원녹지과  ☎  940-4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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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정호수공원 ‘유비파크’가 어린이문화체험공간으로 재탄생합니다.

(가칭)운정EBS파크

조성

파주시·EBS협업을 통하여 유휴시설인 운정호수공원 유비파크를
어린이문화체험공간 '(가칭)운정EBS파크'로 재탄생시켜 시민에게
가족친화공간을 제공합니다.

8

유아들이 행복한 파주를 만들어갑니다.

시민 삶의 질 향상

추진중

운정 유아숲체험원 조성

유아가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체험함으로써 정서를 함양하고
전인적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유아숲체험원을 조성합니다.

｜시행｜
'21년 6월

이렇게 추진하고 있어요

새롭게 시작해요

사업취지 가족이 함께 즐길수 있는 문화체험공간 조성

사업취지 유아가 숲에서 마음껏 뛰어 놀며 오감체험을 통해 창의성과 자연 존중, 신체적
건강을 키우는 공간으로 유아의 전인적 성장 도모

핵심내용
-위
치 : 와석순환로 500(운정호수공원 유비파크 건물)
- 사업규모 : 본관(3,118㎡), 부속동 A(577㎡), 부속동 B(407㎡), 잔디마당(6,850㎡)
- 공사기간 : 2019. ~ 2021. 5 [5월중 개장 예정]

핵심내용 유아숲지도사가 운영하는 계절별 숲체험 프로그램과 학습 및 놀이시설 등을
활용한 녹색 교육 제공

자세히 알아보아요
자세히 알아보아요
어떤 시설물이 만들어 지나요?
- 본관동: 신비한 스토리 라인을 바탕으로 한 판타지 플래닛으로, EBS캐릭터와 누리교육과정을
결합한 교육체험형 콘텐츠로 꾸며집니다.
- 부속동: 방문자 이용카페이며, 지역예술가·지식인들 연계한 복합문화커뮤니티센터로
조성됩니다.

파주 놀이구름이 만들어지면 무엇이 좋아지나요?
- EBS 보유 캐릭터 및 방송 콘텐츠를 활용한 전시체험 공간 조성과, 지속적인 콘텐츠 개발 및
업그레이드로 아이들과 가족들이 함께 즐기는 가족친화형 놀이공간을 누릴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공공건축건립추진단  ☎  940-3703
46

어디에 조성되나요?
와동동 1412번지 운정호수공원에 조성됩니다.

어떻게 신청할 수 있나요?
유아숲체험원은 5월 조성 완료 후, 6월부터 운영 예정입니다.
5월 중 시청 홈페이지에 예약 방법을 공고할 예정으로, 이를 참고하여 관내 유아 교육기관은
구비서류를 갖춰 사전 예약 신청하면 됩니다.

어떻게 운영 되나요?
정기형과 자율형 2가지 유형으로 운영됩니다.
정기형은 유아숲지도사 지도 하에 프로그램을 체험하고, 자율형은 신청한 유아 교육기관
지도하에 유아숲체험원 공간을 이용하게 됩니다.

  문의처  :  공원녹지과  ☎  940-4633
2021 달라지는 정책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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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녹색생활환경 제공과 삶의 가치 향상을 위한

파주형 그린뉴딜사업 추진

생활권 내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도로변 초록담 조성 등을 통해 시민
들에게 쾌적한 녹색생활환경을 제공하고 삶의 가치를 높여갑니다.

시민 삶의 질 향상

｜시행｜
'21년 6월

미세먼지 걱정 없는 대기환경 개선

우리 동네 미세먼지 실시간 알림시스템

지역별 편차가 심한 미세먼지 농도를 보다 정확하게 시민에게
제공하고자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설치 및 우리 동네 미세먼지
실시간 알림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합니다.

추진중

새롭게 시작해요

이렇게 추진하고 있어요

사업취지 녹색생활환경 제공 및 삶의 가치 향상

사업취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으로 인한 시민들의 건강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핵심내용 미세먼지 차단숲, 스마트가든, 경기 초록담 조성

보다 정확한 지역별 미세먼지 정보를 시민에게 제공

핵심내용 각 읍면동별로 미세먼지 간이측정기(1등급) 설치 및 실시간 알림시스템 구축

자세히 알아보아요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은 무엇이고, 어떻게 추진되나요?
- 대 상 : 문산 당동산업단지 주변 완충녹지
- 목 적 : 산업단지 주변에 미세먼지 차단을 위한 빽빽한 숲을 조성하여 미세먼지가
주거지역인 생활권으로 유입·확산되는 것을 억제
- 내 용 : 교목·관목 식재 중심의 숲을 조성
- 일 정 : 6월 완료(예정)

자세히 알아보아요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설치 현황 및 추가 설치 계획은?
- ‘20년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 13개소(문산2, 조리1, 광탄1, 탄현1, 월롱1, 교하3, 운정3, 금촌1)
- ’21년 추가 설치 계획 : 3개소(법원1, 적성1, 파평1)

미세먼지 정보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스마트가든 조성사업은 무엇이고, 어떻게 추진되나요?

- 파주시 홈페이지(PC,모바일) 상단의 미세먼지 정보 또는 우리동네 미세먼지 배너 클릭!

- 대 상 : 8개소(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 1개소, 산업단지 내 7개 기업체)
- 목 적 : 식물자동화 관리기술을 활용하여 설치하는 새로운 형태의 실내정원으로 의료기관 종
사자 및 산업단지 근로자들의 근로환경개선 및 휴식공간 제공
- 내 용 : 관수, 바람, 습도 조절 등 자동화 관리기술을 활용한 실내정원
- 일 정 : 6월 완료(예정)

◀클릭!

경기 초록담 조성사업은 무엇이고, 어떻게 추진되나요?
- 대 상 : 책향기 교차로 ~ 석곶초등학교 도로변 보행로
- 목 적 : 자동차에서 발생되는 미세먼지, 매연 등에 노출된 가로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도로변에 상록성 관목을 식재하여 쾌적한 가로환경 제공
- 내 용 : 서양측백나무(H1.2×W0.4) 10,000주 식재
- 일 정 : 6월 완료(예정)
  문의처  :  공원녹지과  ☎  940-4632,  ☎  940-4371
48

미세먼지 정보는 어떻게 활용되나요?
- 지역별 미세먼지 정보는 시민들에게 제공은 물론 도로청소, 지도점검, 미세먼지 대책 수립 등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문의처  :  환경보전과  ☎  940-3791
2021 달라지는 정책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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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차(전기자동차, 전기이륜차, 수소전기차) 구매를 지원합니다.

그린모빌리티 보급 확대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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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감축 및 미세먼지 저감을 위하여 전기자동차 및 전기
이륜차, 수소전기차 등 친환경차 구매 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중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하세요.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 지원

파주시는 질소산화물(NOx)의 배출이 적고, 에너지 효율이 높아
난방비를 절감할 수 있는 저녹스 보일러 교체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추진하고 있어요

이렇게 추진하고 있어요

사업취지 운행 중 대기오염물질 및 CO2 배출이 없는 전기자동차, 전기이륜차, 수소전기차

사업취지 친환경 보일러 교체지원을 통한 대기질 개선

보급을 통해 대기환경을 개선하고 친환경차 기술개발을 촉진

핵심내용 친환경차(전기자동차, 전기이륜차, 수소전기차) 구매 시 보조금 지원

자세히 알아보아요
2021년 보조금 지원규모는 어떻게 되나요?

추진중

핵심내용
- 사업기간 : 2021. 2. 1.(월) ~ 예산 소진 시까지
- 사 업 량 : 총 2020대 (일반 2,000대, 저소득층 20대)
- 지원금액 : 1대당 일반 20만원, 저소득층 60만원 지원

자세히 알아보아요

- 전기승용차 500대, 전기화물차 332대, 전기이륜차 103대, 수소전기차 89대로 계획

2021년 친환경차 구매시 얼마의 보조금을 지원 받을 수 있나요?
- 전기자동차(계획) : 1대당 승용 최대 1,100만원, 화물 2,300만원(차종별로 상이)
- 전기이륜차(계획) : 1대당 180만원(차종별로 상이)
- 수소전기차(계획) : 1대당 3,250만원

신청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구매자는 구입을 희망하는 제작·판매점을 방문하여 구매계약 체결 후 구매 지원신청서를
판매점에 제출
제작·판매점 방문 후
구매지원신청서 접수

저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
스템 지원신청서 제출

(7일 이내 문자로 승인문자 전송)

구매자→제조·판매자

제조·판매자→파주시

파주시→구매자, 제조·판매자

차량 출고·등록

구매보조금 신청

구매보조금 지급

(대상자 선정 문자 통지일 이후 2개월 이내)

(출고·등록 이후 10일 이내)

(서류접수 이후 14일 이내)

제조·판매자

제조·판매자→파주시

파주시→제조·판매자

  문의처  :  환경보전과  ☎  940-3794
50

지원대상자 선정·통보

지원대상이 어떻게 되나요?
- 당해 연도 환경표지인증 받은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를 설치(교체)하는 시민들에게 지원 합니다.
(단,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7조제5호에 따라 체납 시 지원 불가)

구비서류는 어떤 걸 준비해야 하나요?
- 보조금 지급 요청서 1부.
- 보일러 설치 확인서 1부.
- 견적서 1부.
- 현금영수증, 카드영수증, 세금계산서(간이영수증 불가)
- 통장사본 1부.
- 건물등기부등본 or 건축물대장 1부.
- 정보제공동의서 1부.
- 탄소포인트제신청서 1부. (파주시 홈페이지에서 양식 다운로드 가능)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
- 방문접수, 등기우편접수 가능합니다.

  문의처  :  환경보전과  ☎  940-3793
2021 달라지는 정책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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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모두가 함께 만드는 미세먼지 없는 푸른 하늘

배출가스 5등급차량 운행제한 실시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통해 대기오염물질과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줄여 나갑니다.

추진중

이렇게 추진하고 있어요

자세히 알아보아요

사업취지 노후경유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저감하고 저공해조치(조기폐차,

저공해조치 대상차량과 저공해조치 종류는 어떻게 되나요?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를 유도

① 대상 차량 :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② 저공해조치 종류 :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조기폐차
-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 매연 등을 필터에 포집하여 연소·산화시키는 장치 부착

핵심내용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실시
구분

LEZ(노후경유차 운행제한)

비상저감조치 운행제한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근거법

대기관리권역법

적용기간

연중

미세먼지 비상저감 발령 시
06시 ~ 21시
(주말ㆍ공휴일 제외)

12월 ~ 다음해 3월
06시 ~ 21시
(주말ㆍ공휴일 제외)

경기도에 등록된 5등급
경유차 중
1.저공해 조치명령 미이행 차
2.자동차 종합검사 불합격 차
3. 대기관리권역 외 지역 등록
차량 중 60일 이상 경기도 운
행하는 사업용차

전국 5등급 자동차

전국 5등급 자동차

* 접수처 : 파주시청 환경보전과(☏ 940-3796, 4456)

- 조기폐차 : 운행 가능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조기에 폐차할 경우 보조금 지원

대상

제외대상

저감장치 부착차량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 접수·문의처 : 한국자동차환경협회(☏1577-7121)
(등기우편) 인천광역시 부평구 길주로 635, 11층(삼산동, 엘림타워)/ (이 메 일) 1577-7121@aea.or.kr

- 저감장치 부착차량
- 긴급차,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의 생계형차,
특수공용목적차 등

유예대상

1. 매연농도 10%미만 차량
2.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차량

-

저공해조치 신청, 저감장치 미
개발, 장착불가 차량(`21.3월
까지)
*(인천) 경기도와 동일, (서울)
`21.11월까지 저공해조치 시
과태료 환급(미부과)

벌칙

1회 경고
2회부터 20만원 과태료
(월 1회)

10만원 이하 과태료
(1일 1회)

10만원 이하 과태료
(1일 1회)

  문의처  :  환경보전과  ☎  940-3795,  3792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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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으로부터 안전한 도시 만들기

파주시 시민안전보험 보장 확대

파주시가 자연재난, 화재, 붕괴 등의 안전사고로 피해를 본 시민의
생활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시민안전보험’을 확대 추진합니다.

｜시행｜
'21년 1월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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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가 살기 좋은 도시 파주를 위한

파주시 노동복지센터 설치

노동자 권익보호 및 문화 휴식공간 제공을 통한 일과 삶의 균형
있는 노동복지 실현을 위하여 ‘노동복지센터’ 설치를 추진합니다.

무엇이 달라지나요

새롭게 시작해요

사업취지 피해에 대한 보상항목 확대를 통한 시민의 편익 증진

사업취지 ‘노동복지센터’ 설치를 통한 노동자 누구에게나 열린 공간 제공

핵심내용 2개 신규 보장항목 추가

핵심내용 노동자들의 권익신장 및 복지증진을 위한 파주시 노동복지센터 설치

2020년

2021년

<총13가지 항목>
①자연재해사망, ②폭발·화재·붕괴·사태 상해사
망, ③폭발·화재·붕괴·사태 상해 후유장해, ④대중
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⑤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
유장애, ⑥강도 상해사망, ⑦강도 상해후유장해, ⑧
의료사고 법률지원, ⑨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
비, ⑩의사상자 상해 보상금, ⑪성폭력상해 보상금,
⑫농기계상해 사망, ⑬농기계상해 후유장해 등

▶2021년 신규항목 <2가지>
- 감염병 사망
-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자세히 알아보아요
시민안전보험이란 무엇인가요?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시민의 생활안정을 보장하기
위하여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파주시민을 대상으로 자동 보험가입 되는
제도입니다.
파주시에서는 사업 추진을 위해 2019년 7월 19일 「파주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를
제정·공포하였으며, 2020년 최초로 보험에 가입·시행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시민들이
보장받을 수 있는 항목을 확대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시행｜
'21년 3월

- 위 치 : 파주시 금빛로 27 광장프라자 6층(금릉역 앞)
- 규 모 : 339.26㎡
- 개소일 : 2021년 3월 (예정)

자세히 알아보아요
어떤 시설이 설치되나요?
교육·문화·복지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프로그램실과 소회의실, 노동상담과 심리치유를 위한
상담실 및 휴게 쉼터 등이 설치될 예정입니다.

노동복지센터 설치로 어떤 점이 좋아지나요?
노동복지센터는 노동법률학교,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등의 교육사업, 노동자들을 위한
근골격계 질환 예방 요가스트레칭 및 감정노동자 심리치유 프로그램 운영 등의 복지사업을
진행하여 노동자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예정입니다.
또한, 노동자를 대상으로 부당해고, 산업재해, 임금체불 상담 및 법률지원을 통해 노동권익 향상을
도모하여 노동자가 살기 좋은 도시 파주를 만들어 나갈 예정입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시민이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되며, 전입·전출자 또한
자동으로 가입·해지되기 때문에 별도 가입절차 없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안전총괄과  ☎  940-4686
54

  문의처  :  기업지원과  ☎  940-5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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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편의와 안전을 위한 스마트 기반시설 구축

방범용 CCTV 확충

시민 삶의 질 향상

관내 범죄예방을 위해 소외지역, 주택밀집지역 등에 신규 방범
CCTV 110개소를 확대 설치합니다.

｜시행｜
'21년 7월

누구나 무료로 무선인터넷 사용이 가능합니다.

공공 와이파이(Wi-Fi) 확대 구축

버스정류장, 공공청사 민원실, 공원 등 유동인구가 많은 장소에
공공 와이파이를 설치하여, 파주시민 누구나 무료로 와이파이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무엇이 달라지나요

이렇게 추진하고 있어요

사업취지 방범 CCTV를 확충하여 각종 범죄로부터 사건‧ 사고를 예방하고 시민들이 안심

사업취지 공공 와이파이 확대를 통한 시민 편의 증진

할 수 있는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

추진중

핵심내용 관광지, 공원, 문화재 등 50개소에 공공 와이파이 확대 구축

핵심내용 CCTV 110개소 추가 설치
2020년

2021년

1,177개소

1,287개소

* 2020년 현재 버스정류장, 공공청사, 공원 등 310개소에서 공공 와이파이 서비스가
운영중입니다. 서비스 제공 지역에는 아래와 같은 사용가능 지역 표시가 되어있으며,
와이파이 접속 시 파주시 현안사항 안내화면이 나타납니다.

자세히 알아보아요
방범 CCTV를 설치하면 무엇이 좋아지나요?
- 범죄 발생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 설치된 방범 CCTV는 범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으며, 방범
CCTV마다 비상벨이 설치되어 있어 사고 발생 시 경찰의 신속한 현장 출동이 가능합니다.
또한, 방범 CCTV를 활용한 경찰의 범죄 수사 해결 건수가 증가하고 있어 시민안전 지킴이로
서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습니다.

2021년 방범 CCTV 설치는 어떤 지역을 대상으로 하나요?
- 주민참여위원회에서 추천한 5개소, 중‧ 고등학교 통학로 대상으로 4개소, 파주경찰서로부터
추천받은 4개소, 읍·면·동 및 민원 요청사항으로 97개소를 신규 설치 대상지로 선정하였습니다.

버스정류장

공공청사

와이파이 접속화면

자세히 알아보아요
2021년에 설치되는 장소는 어디인가요?
운정건강공원, 탄현 풍뎅이공원 등 공원 23개소, 적성면문화센터, 청소년 자유공간 쉼표 등 문
화시설 8개소, 감악산 출렁다리 6개소, 화석정, 자운서원 등 문화재 6개소, 버스정류장 6개소,
야당역 앞 1개소로 총 50개소에 설치됩니다.

공공 와이파이가 설치되면 무엇이 좋아지나요?
통신요금 부담 없이 관광지, 공원, 버스정류장 등에서 누구나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정보통신과  ☎  940-8791
56

  문의처  :  정보통신과  ☎  940-4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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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소까지 이동해야 했던 불편함은 이제 그만

법인전용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파주시청 내 법인전용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하여 행정민원서류
에서 법인민원서류까지 일괄 해결하는 신속하고 편리한 민원행정
서비스를 제공

시민 삶의 질 향상

｜시행｜
'21년 3월

세수증대부터 복지사각지대 해소 및 일자리 창출까지, 1석 3조의 효과!

맞춤형 체납실태조사

납세자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납세자별 맞춤형 세금징수 방안을
마련하고, 소액납부가 어려운 실정의 생계형 체납자는 긴급 복지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추진중

새롭게 시작해요

이렇게 추진하고 있어요

사업취지 관내 등기소 이전에 따른 불편민원 해소 및 수요자 중심의 행정서비스 제공

사업취지

핵심내용 법인전용 무인민원발급기 1대 설치

자세히 알아보아요

- 납세자 거주지 가가호호 방문 납부독려로 세수증대
- 생계형 체납자 복지연계를 통한 복지사각지대 해소
- 납세기피자에게는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조세정의 실현
- 체납실태조사원에 취업취약계층을 우대 선발하여 고용창출

어디에 설치되나요?

핵심내용

- 파주시청 국민행복민원실 1층 주출입구

납세자 사정을 고려하지 않는 획일적 체납처분 대신 맞춤형 체납징수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납세자 방문조사를 통해 체납사유나 납부능력 등 체납실태 파악

어떤 서류가 발급 가능한가요?
-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자세히 알아보아요
서류를 발급받으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 법인인감증명서 : 법인인감카드 + 비밀번호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법인등록번호 혹은 법인상호명
-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 해당 물건주소

기존에 법인전용 무인민원발급기가 설치된 곳은 어디인가요?
- 파주등기소 1층(3대)

체납실태조사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 파주시민들로 구성된 체납관리단이 납세자의 주소지를 직접 방문하여 체납사유 파악, 납부
방법 안내, 고충사항 청취 등 각종 세금 관련 상담을 해드립니다.
- 소액납부도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의 경우 분할납부, 결손검토, 복지연계를 지원합니다.
*2020년에는 체납실태조사를 통해 192건의 복지연계가 이루어졌습니다.

체납실태조사원에 지원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지방세 및 세외수입에 관심있고 열정적인 파주시민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 홈페이지 채용공고 게시판을 참고하세요.
(‘21년 상반기 중 채용공고 예정)

체납실태조사원의 방문에 놀라지 마세요! 파주시 체납관리단은 시민 여러분들의
세금문제를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문의처  :  민원봉사과  ☎  940-4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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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징수과  ☎  940-4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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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시민 삶의 질 향상

코로나19 대비 비대면 행정체계 구축을 위한

건축설계도서 이메일 전송 서비스

코로나19 대비 행정정보공개 대면업무를 개선하고자 선제적으로
건축설계도서 이메일 전송 서비스를 운영합니다.

｜시행｜
'21년 1월

21
시민 삶의 질 향상

투명하고 공정한 주거문화

집합건물 관리 투명성 제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일정규모 이상 집합
건물에 대하여 회계감사 의무 시행 및 점유자에게도 관리비 사무내역
을 보고토록 하여 집합건물 관리 투명성 제고 방안이 시행됩니다.

새롭게 시작해요

무엇이 달라지나요

사업취지 건축물 유지관리 등 여러 사유로 설계도서(종이서류) 정보공개요청(대면수령) 증가

사업취지 집합건물 관리의 투명성 제고를 통한 공정한 주거문화 조성

｜시행｜
'21년 2월

추세에 따른 방안 마련

핵심내용 건축물 사용승인 시 선제적으로 건축주에게 설계도서 ‘이메일 전송 서비스’ 운영
하여 생활 공감 건축행정 서비스 정착

핵심내용
종 전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① 관리단 집회 소집 ×
② 관리인 선임 ×
③ 회계감사 의무 ×
④ 지방자치단체 감독 의무 ×

자세히 알아보아요
건축설계도서 이메일 전송 서비스란 무엇인가요?

변 경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① 1/2이상 이전등기 한때 관리단 집회 소집 의무
② 50호 이상 관리인 선임 의무
③ 150호 이상 회계감사 의무 시행
④ 지방자치단체 감독 의무 (과태료 부과)

- 건축물 사용승인 후 건축주가 설계자로부터 제공받은 설계도서(종이서류)를 분실 등의
사유로 보관하지 못하고 정보공개요청(대면수령)하는 사례가 빈번하여, 시로 제출된
설계도서를 선제적으로 사용승인과 함께 건축주에게 이메일(비대면)로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자세히 알아보아요

어떻게 신청할 수 있나요?

투명한 집합건물 관리를 위해 어떤 점이 달라지나요?

- 건축물 사용승인과 동시에 건축주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로 별도의 신청이 필요 없습니다.

① 분양자는 예정된 매수인이 1/2이상 이전등기 한때 「규약설정 및 관리인 선임을 위한 관리단
집회 소집」을 3개월 이내 할 것을 통보

건축설계도서 이메일 전송 서비스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② 구분소유자 10인 이상일 때는 관리단을 대표하는 관리인을 선임하고 「전유부분이 50호
이상일 경우 관리인 선임 신고」 의무 확대

파주시 ▶ 설계자

파주시

파주시 ▶ 건축주

건축 인·허가 시
제공안내

사용승인 시
전자파일 확인

사용승인 후
전자파일(PDF파일)
이메일 제공

기대효과

③ 「전유부분 150호 이상 집합건물은 감시인의 회계감사」를 1년 1회 이상 의무
<단 50호 이상 150호 미만 집합건물은 구분 소유자의 1/5 이상 연서하여 요구하는 경우
회계감사를 받을 수 있음>
④ 위 내용 지방자치단체 감독 규정 신설
- ①, ② 위반 시 과태료 200만원이하 부과
- ③ 위반 시 과태료 500만원이하 부과

코로나19 생활 속 거리두기로 ‘비대면’ 서비스 실현
설계도서 선제적 제공으로 건축주 시간적 경제적 부담 경감
  문의처  :  건축과  ☎  940-4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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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건축과  ☎  940-4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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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시민 삶의 질 향상

이륜자동차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대상 확대

이륜자동차에 대한 정기검사가 기존 260cc초과 차량에서 중․ 소형
(50cc ～ 260cc)차량까지 확대 적용됩니다.

｜시행｜
'21년 1월

23
시민 삶의 질 향상

건설기계 조종사의 안전과 전문성 확보를 위한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소지자 안전교육 의무화

건설기계 조종사의 안전의식 제고 및 건설현장 등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2019년에 정기적성검사, 2020년에 안전교육
도입 시행

무엇이 달라지나요

이렇게 추진하고 있어요

사업취지 대기환경 개선과 적정한 소음관리로 시민의 생활불편 최소화

건설기계조종사 면허 정기적성검사

핵심내용 2021. 1. 1.부터 중소형 이륜자동차까지 정기검사 대상을 확대 시행
종 전

변 경

대형(260cc초과)

대형(260cc초과)
+
2018. 1. 1. 이후 제작·신고된
중․ 소형(50cc이상 260cc이하)

자세히 알아보아요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신청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각각 31일 이내
* 유효기간 : 2년 (신규차의 경우 최초 주기 3년)

이륜자동차 정기검사는 어디서 받아야 하나요?
-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 보험가입증명서를 지참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 또는 지정
정비사업자에서 받으면 됩니다.

이륜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지 않는 경우 어떻게 되나요?
- 정기검사 신청기간(검사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1일 이내) 만료일의 다음날부터 적합 판정을
받은 날의 전일까지 경과일자를 산정하여 최대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기간만료일부터 30일이내 2만원, 30일 초과시 매 3일 초과 시마다 1만원씩

추진중

- 건설기계 조종사면허를 취득한 자는 10년(65세 이상인 경우 5년)마다 정기적성검사를
받도록 의무화 함.(’19. 3.19.부터 시행)
* 근거법령 : 건설기계관리법 제29조,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81조
- 2021년 검사대상 : 조종사 면허 발급일이 2011.1.1.~2011.12.31. 인 자
(65세 이상인 경우 발급일이 2016.1.1.~2016.12.31. 인 자)
- 구비서류 : 사진1매(6개월이내 촬영한 반명함), 1종자동차운전면허증 또는 신체검사서
- 신청장소 : 전국 시·군 차량등록사업소(과)
※ 적성검사 기간 경과시 과태료 부과(최고50만원), 미수검시 1년 뒤 면허 직권취소

건설기계조종사 면허 소지자 안전교육
-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최초로 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31일까지 안전교육을 받도록 의무화 함.(‘20. 1. 1.부터 시행)
* 근거법령 : 건설기계관리법 제31조,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83조
- 2021년 교육대상 : 조종사 면허 발급일이 2009.12.31. 이전인 자
- 교육기관 : 국토교통부 지정11개 전문교육기관
교육기관

연락처

홈페이지

(사)한국크레인협회

02-252-1507

www.cranes.or.kr

(사)한국건설안전기술사회교육원

02-741-8183

www.kspeaedu.com

(사)안전보건진흥원

02-804-7900

www.shai.or.kr

(사)한국안전보건협회

02-3666-9777

www.csha.or.kr

031-403-8050, 405-7767

www.kungi.kr

02-588-6541

edu.kcesi.or.kr

1522-8497

edu.kcea.or.kr

한국건설기계정비협회

043-272-3691

www.kcema.or.kr

(재)건설산업교육원

02-573-7123

www.con.or.kr

(사)한국건설기계산업협회

070-8661-0809

www.kocema-edu.org

(사)건설기계안전기술연구원

031-493-6289

cestri.co.kr

(사)건설기계개별연명사업자협의회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대한건설기계협회

비고

※ 안전교육을 이수하지 않고 건설기계 조종(운행) 적발시 과태료 부과(최대 100만원)
  문의처  :  차량등록사업소  ☎  940-4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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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차량등록사업소  ☎  940-5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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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통혁신

교차로 정체구간 해소하여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

상습정체구간 개선사업

교차로의 좌·우회전 차로 용량 부족으로 상습정체가 발생되는
도로에 대기차로 추가 확보를 통하여 교통흐름을 원활히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시행｜
'21년 1월~

새롭게 시작해요
사업취지 교차로 대기차로 및 우회전 전용 차로 추가 확보를 통한 교통정체 해소

책향기교차로(운정)

자세히 알아보아요

지방도359호선(서측우회도로) 책향기
교차로에서 산내마을 방향 우회전 가속
차로를 우회전전용 차로로 변경하는
사업으로 불필요한 차로변경을 줄여
정체구간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상습정체구간 개선사업은 도로 가용부지를 활용하여 차로를 확보함으로써
교통정체를 해소하는 사업으로, 소규모 예산으로 효과를 극대화하는 교통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대원사거리(조리)

핵심내용 4개소(아동사거리(금촌)/갈현사거리(탄현)/책향기교차로(운정)/대원사거리(조리))

사업대상지와 사업내용에 대하여 알려주세요

대원사거리에서 일산(설문동)방향
교통량이 많은 우회전 차로를 연장
설치하여 상습정체를 해소하는
사업입니다.

아동사거리(금촌)
금촌3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파주시청
방향에 위치한 아동사거리 우회전
차로를 연장하는 사업으로, 2021년
에는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갈현사거리(탄현)
금촌에서 성동IC로 진행되는 지방도
360호선 노선 중 갈현교차로에서
운정․교하 방향 좌회전 차로를 추가
확보하여 대기차로를 연장하는
사업입니다.

  문의처  :  도로관리사업소  ☎  940-4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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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통혁신

3

시민의 출퇴근이 편리해 질 수 있도록

광역급행버스 신설

서울로 출퇴근하는 시민들을 위해 광역급행버스를 신설하여
개통할 예정입니다.

교통혁신
｜시행｜
'21년 상반기

이제 ‘말’이 아닌 ‘손가락’으로 호출, ‘대답 있는 택시 어플’

파주콜택시 모바일 앱 개선

기존 파주콜택시 모바일 앱을 대폭 개선하여 파주시민이 누구나
신속하고 안전하게 택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시행｜
'21년 4월

새롭게 시작해요

새롭게 시작해요

사업취지 빠르게 서울로 진입할 수 있는 광역급행버스 신설로 서울로 출퇴근하는 시민들의

사업취지 ‘파주콜택시 모바일 앱 개선’을 통한 ‘파주콜택시’ 경쟁력 강화 및 시민의 보다

교통수요 충족

핵심내용 서울역-광화문까지 운행하는 광역급행버스 노선 신설

안전하고 편리한 택시 이용 도모

핵심내용 도착지 이동경로 표시 및 안심귀가 기능 탑재 등 고객 맞춤형 ‘파주콜택시 모바일
앱’ 개선

자세히 알아보아요
자세히 알아보아요
버스운행구간은 어떻게 되나요?
교하택지 지구에서 출발하여 운정신도시를 경유하여 서울역 정차 후 광화문까지 운행하는
광역급행버스 노선입니다.
(* 상세 경유노선은 추후 확정되는 대로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버스는 언제부터 운행하고 자세한 운행시간을 알 수 있나요?

무엇이 어떻게 개선이 되나요?
(개선 전)현 파주 콜택시 모바일 앱
▶ 배차차량 기사현황 표시
- 기사이름
▶ 출발지, 목적지 선택 가능

현재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로부터 CNG차량으로 사업계획을 승인받았으나,
운행경비 절감과 친환경차량 확대를 위해 전기버스로 변경하는 계획을 요청 중에 있으며,
사업계획 확정 시 ’21년 상반기부터 운행을 개시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버스 운행시간은 ’21년 운행개시 전 운송업체와 협의를 통해 최종 결정될 예정이나,
12대 72회, 배차간격은 10~20분 간격으로 운행할 예정입니다.

버스요금은 어떻게 되나요?

(개선 후) 활성화 하고자 하는 기능
▶ 배차 차량 기사현황 표시
- 차량번호 + 기사사진, 면허번호 등 추가
▶ 출발지, 도착지 구분하여 각각 입력 기능
▶ 도착지 이동경로 및 개략 요금 표시 기능
▶ 안심귀가 기능
- 승하차시 미리 설정해 둔 가족에게 본인이 탈 택시
정보를 문자로 알려주는 기능
▶ 승객 요청사항 사전 전송 기능
- 조용히 가고 싶어요, 천천히 가주세요 등 기사에게
대면으로 요청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해 앱을 통해
간편하게 사전 전달함으로써 고객 만족도 제고
▶ 하차 후 운행기사 평가 기능
- 모니터링을 통해 평가 후 가점 또는 페널티 부여

교통카드 요금 기준으로 일반인은 2,800원, 청소년 2,000원, 어린이 1,600원입니다.

어떻게 신청할 수 있나요?
스마트폰 다운로드 앱에서(플레이스토어, 앱스토어)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대중교통과  ☎  940-5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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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교통혁신

시민중심 교통정보 서비스 제공

스마트 교통체계(ITS) 구축

긴급차량 우선신호, 보행자 스마트 횡단보행, 주요교차로 실시간
교통량 분석 및 주차정보를 통합 제공하여 시민 안전과 교통
소통을 증진하는 첨단교통서비스를 구축합니다.

교통혁신
｜시행｜
'21년 7월

새롭게 시작해요
사업취지 시민안전과 쾌적한 교통소통 지원
핵심내용 긴급차량 우선신호 서비스, 교통약자 스마트횡단 시스템, 주차정보 통합제공
시스템, 스마트 교차로 시스템

자세히 알아보아요
스마트 교통체계(ITS)란 무엇인가요?
ITS(Intelligent Transport System)은 전자·정보·통신·제어 등의 기술을 교통체계에
접목시킨 지능형 교통시스템입니다.

② 교통약자 스마트횡단 시스템
- 횡단보도 내 보행자를 검지 및 추적하여 정해진 보행시간 동안 횡단을 하지 못한 보행자에
대하여 허용된 시간 범위 내에서 보행신호를 연장해주는 시스템입니다.
- 어린이, 어르신, 임산부 및 장애인 등 사회약자를 배려하는 시스템입니다.

주요 서비스는 무엇이 있나요?
① 긴급차량 우선신호 서비스
- 응급상황 발생 시 긴급차량의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목적지까지 신호연동을 자동으로
제어하는 시스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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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교통혁신

시민중심 교통정보 서비스 제공

스마트 교통체계(ITS) 구축

5

안전하고 편리한 이용자 중심의 교통복지 실현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 개선

교통혁신

파주시가 안전하고 편리한 이용자 중심의 교통복지 실현을 위해
이용요금 인하, 바우처 택시 확대 등으로 교통약자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③ 주차정보 통합제공 시스템
-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주요 공영주차장에 주차 여유공간 안내와 비대면 신속결제 시스
템을 구축하여 감염병 예방 및 출차 시 교통흐름을 원활히 하고자 하는 시스템입니다.
- 경차, 친환경차, 국가 유공자 등 차량별 즉시 자동감면 정산으로 편리함을 더합니다.

｜시행｜
'21년 1월

무엇이 달라지나요
사업취지 특별교통수단 운영 확대 등 이용자 중심의 교통복지서비스 개선으로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증진하고 사회참여 기회 확대 및 복지 증진 도모

핵심내용 교통소외지역 바우처 택시 확대 운영, 이용요금 인하, 경기도 광역이동지원
시스템 연계 운영
구분
특별교통수단
이용요금

2020년
- 기본요금(관내) 1,250원,
- 추가요금(관외) 100원/1km
21대

40대

모바일서비스 미실시

광역이동지원시스템 연계 운영을 통해 수도권 내
통합 운행 및 모바일이용시스템을 구축하여 이용자의
편의성을 확대

바우처 택시
모바일 서비스

④ 스마트 교차로 시스템
- 진입방향에 설치된 카메라에서 교통 객체(보행자, 방향별 교통량, 차종구분, 신호대기열
등)를 검지하고 추적 알고리즘과 딥러닝 기반의 영상분석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교차로내
수집데이터의 활용 가치를 극대화 할 수 시스템입니다.

2021년
- 기본요금(관내) 1,250원,
- 추가요금(관외) 100원/5km

자세히 알아보아요
특별교통수단이란 무엇인가요?
휠체어 탑승설비를 장착하여 교통약자 분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하실 수 있도록 도입·
운행하는 차량을 말합니다. 파주시는 현재 임산부 전용차량 2대, 맞춤형 셔틀버스 1대를 포
함한 특별교통수단 총 36대와 특별교통수단 외 차량으로 바우처 택시 19대를 운영하고 있습
니다.

특별교통수단 이용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장애인 또는 65세 이상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임산부 및 일시적 휠체어 사용자
등의 교통약자 중 등록을 하신 분에 한하여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등록절차는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 관련 서류(신청서, 장애인등록증 사본, 신분증 사본,
의사소견서, 임신확인서 등)를 제출하신 후 심사를 거쳐 등록 가부가 결정되며, 이용자
등록을 완료하신 후 콜센터(080-699-6199)로 접수하여 주시면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처  :  남북철도교통과  ☎  940-5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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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교통혁신

7

주차 불편 없는 안전한 파주

공영주차장 확충

주차공간 확충을 통해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환경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통혁신
｜시행｜
'21년 하반기

교통안전, 시민을 지키는 든든한 힘입니다

생활밀착형 교통안전정책 추진

‘파주시 교통사고 제로화’를 목표로 보행자와 운전자가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교통안전 환경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추진하고 있어요

이렇게 추진하고 있어요

사업취지 공영주차장 확충을 통해 시민들의 주차 불편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사업취지 안전사고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스쿨존 및 학원가를 대상으로 ‘보행신호

｜시행｜
'21년 1월

보조음성장치’ 및 ‘스쿨존 과속경보 시스템’ 설치

핵심내용 야당역 환승주차장 및 가람마을 공영주차장 조성
핵심내용

자세히 알아보아요
2021년 준공되는 공영주차장은 어디일까요?

야당역 환승주차장 확충
- 위치 : 야당동 1087번지 (야당역 2번출구)
- 규모 : 건물식 5층6단, 주차 51면→305면
- 준공 : 2021년 8월 (예정)

가람마을 공영주차장 조성
- 위치 : 와동동 1591번지 (근린공원 11호)
- 규모 : 지하2층, 주차 235면
- 준공 : 2021년 11월 (예정)

  문의처  :  도시경관과  ☎  940-4784
74

▶ 보행신호 보조음성장치 - 적외선 센서를 통해 보행자가 안심하고 횡단보도를 건널 수
있도록 음성으로 안내해주는 시설물
▶ 스쿨존 과속경보시스템 -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차량을 운행하는 운전자들의 과속운전을
예방하기 위해 센서를 통해 차량의 속도 감지 및 표시

자세히 알아보아요
사업이 추진될 경우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 ‘보행신호 보조음성장치’는 시민의 눈이 되어 생명을 보호해 줄 수 있습니다. 학생, 아동 등이
스마트폰을 사용하며 보도를 이용하다 신호를 보지 못하고 횡단보도와 차도의 경계부분
정지선을 벗어나 사고가 유발될 수 있으나, 음성안내를 통해 안전한 보도위치를 알려줌으로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스쿨존 과속경보 시스템’은 차량 운전자의 주의력 제고를 위해 속도표지판을 설치함으로써
어린이 교통사고 제로화에 한걸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사업이 추진될 경우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 파주시 내 교통사고에 대한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경찰서 등 관련기관과 협의를 통해
어린이 보호구역, 학원상가 및 보행자가 많은
도로를 선정, 시범적으로 설치·운영할 계획입
니다.

  문의처  :  안전총괄과  ☎  940-4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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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균형발전
1 마을공동체 주민제안 공모
2 빈집재생 프로젝트
3 농촌상생형 친환경 연료전지 발전시설 확대
4 파주장단콩 웰빙마루 조성
5 제1회 도시농업박람회 개최
6 고품질쌀(참드림) 수매장려금 지원
7 농산물 안전성분석실 구축 운영
8 QR코드를 활용한 농기계 유튜브 교육영상 제공
9 동물등록제 재료비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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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마을의 지역특성을 살려 자생력을 키워갑니다.

마을공동체 주민제안 공모

균형발전

균형발전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를 중심으로 마을현안을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며 주민이 주도하는 도시와 농촌이 상생하는 도시, 젊은 층이
돌아오는 파주를 만듭니다.

｜시행｜
'21년 상반기

핵심점포 육성 및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빈집재생 프로젝트

방치된 빈집으로 인한 각종 안전사고 위험 및 주거환경 악화 등
다양한 사회문제 예방을 위해 빈집재생 프로젝트를 추진합니다.

｜시행｜
'21년 2월

무엇이 달라지나요

새롭게 시작해요

사업취지 마을의 특색, 역사, 문화를 바탕으로 주민들이 마을의 현안을 함께 고민하고 살기

사업취지 장기간 방치 된 빈집은 안전사고 및 범죄발생의 우려가 높고 도시미관과 주거환경에

좋은 마을을 만들기 위한 주민 주도형 마을 회생 프로젝트

장애가 되는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유발함에 따라 선제적 대응이 필요

핵심내용 주민공동체를 바탕으로 우리 마을을 살리기 위한 5가지 마을사업 유형을 토대로

핵심내용 빈집활용을 통한 핵심점포 육성, 빈집철거 및 시설조성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

주민이 직접 사업을 추진

자세히 알아보아요
자세히 알아보아요

빈집활용 핵심점포 육성
▶ 핵심점포 육성이란 어떤 내용인가요?

어떻게 신청할 수 있나요?

관내 지역 상권에 장기적으로 공실 상태인 빈 집 또는 빈 점포에 대하여 창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5개소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 2개소는 파주를 대표하는 사업 아이템을 활용하여 핵심점포로 육성하고, 3개소는 주민들이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 아이템에 대하여 창업을 지원합니다.

- 신청자격: 5인 이상의 주민으로 구성된 마을공동체
- 신청예정: 2021년 상반기 파주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 예정(2월~4월)
- 신청접수: 읍면 마을살리기팀, 동 마을공동체팀

▶ 어떻게 신청할 수 있나요?

어떤 사업을 신청하면 되나요?

주민 공모를 통해 신청 접수를 받아, 사업계획 심사 후 참여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파주형 마을살리기 유형

▶ 어떤 지원이 있나요?

01

02

03

04

05

정주환경개선형

농촌소득창출형

지역공동체복지형

생태자원관광형

문화역사보존형

마을테마 만들기
담장정비, 벽화사업
특화거리조성
주민커뮤니티 공간 조성
주민안심거리,
담장정비

로컬푸드 직판장
향토사업육성 개발
전통시장 활성화
지역자원브랜딩
마을카페, 식당 운영
체험휴양시설 조성

공동육아 아동돌봄
사회, 기업 교육 지원
복지사각지대 지원
공동체프로그램 운영
문화, 스포츠, 취미 활동
자원봉사활동 지원

환경생태 보존, 개발
마을정원 조성사업
마을텃밭 조성
지역자원 관광개발

고전가옥 거리보존
역사사건 재조명
예술, 전통사업 복원
근대문화재 재조명
무형문화 고부가사업

5개소 공통적으로 1년간 임차료 및 창업 교육, 재료비 등을 지원하며 핵심점포 2개소는 내·외부
리모델링 비용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빈집철거 및 재생
▶ 빈집철거 및 재생사업은 어떤 내용인가요?
소유자 동의가 있는 관내 1년 이상 방치된 빈집을 대상으로 하며, 주택밀집지역 및 주요 도로변의 위험
주택 등 우선순위를 검토하여 추진됩니다. 사업은 철거 또는 소규모 공원, 텃밭 주차장 등의 시설을
대상지 특성에 맞도록 조성하여 지역 재생 사업과 연계 될 수 있도록 추진 할 예정입니다.

지원규모는 어떻게 되나요?
- 신규사업과 기존사업를 구분해서 총 10개소 내외 지원예정
(세부내용은 추후 공고문을 통해 안내 예정)
  문의처  :  도시재생과  ☎  940-4647
78

▶ 어떻게 신청할 수 있나요?
사전 수요조사를 통해 신청접수를 받고, 적정여부 검토 후 사업대상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 어떤 지원이 있나요?
각종 인‧ 허가 행정절차 및 철거, 환경개선 등이 무상 지원됩니다.

  문의처  :  도시재생과  ☎  940-8466(핵심점포육성),940-5722(빈집철거‧ 재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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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마을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다

농촌 상생형 친환경 연료전지 발전 시설 확대

도시가스 미 공급 농촌마을에 도시가스 공급과 연계한 「농촌
상생형 친환경 연료전지 발전」 사업인 '생활 SOC형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중

이렇게 추진하고 있어요

도시가스는 어떻게 공급되나요?

사업취지 농촌과 상생하는 친환경 연료전지사업으로 농촌마을에 도시가스 공급
핵심내용
2020년 월롱면 도내리 시범사업 준공(2020년 8월)에 이어, 2021년에는 탄현면,
문산읍으로 연료전지 발전 시설 확대 추진
1. 탄현 낙하리 연료전지 발전

- 연료전지 발전시설의 원재료가 도시가스로 사용됨에 따라 발전시설 부지까지 도시가스가
공급되면서 발전시설 인근 마을까지 도시가스 공급관을 연결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발전소부터 마을까지는 도시가스 가정관 공사를 설치하여 마을 전체 도시가스가
공급되는 형태입니다.

사업대상지 선정은 어떻게 되나요?

- 발전용량 : 19.8MW [고체산화물(SOFC)]

- 도시가스 보급 시범사업에 적합한 마을의 목록을 작성하고 파주시와 한국동서발전 합동으로
해당주민을 대상으로 설명회 및 인근 연료전지 발전소 견학 시행 등 친환경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설명·소통을 통해 선정됩니다.

2. 문산 운천리 연료전지 발전
- 발전용량 : 8MW [고체산화물(SOFC)]

연료전지 발전시설이 건립되면 무엇이 좋아지나요?

연료전지 발전시설

마을 도시가스 공급

- 연료전지 발전시설 가동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특별, 기본지원금이
발생되어 농촌 마을 복지사업을 지원할 수 있으며
- 지역주민 도시가스 공급관, 가정관 공사비를 사업자가 설치비를 지원하여 주민들의 도시가스
배관설치 세대부담금이 발생하지 않으며
- 기존 에너지원(기름, LPG 등) 에서 도시가스(LNG)로 공급되면 이용에 대한 편리성, 안전성,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농촌 마을의 지가 상승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자세히 알아보아요
친환경 연료전지 사업은 무엇인가요?
- 도시가스 공급 소외지역 개선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로 정부 에너지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파주시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신재생에너지 사업 모델로서,
- 주민이 수용하는 친환경 연료전지 발전사업을 건설하고 지역사회 공헌의 일환으로 도시가스
배관망 무상지원 설치(지역주민), 신재생에너지 판매 의무이행 확보(발전사), 도시가스 판로
확보(서울도시가스) 등 「지역사회 + 발전사 + 가스공급사」 모두가 만족하는 '생활 SOC형
신재생에너지' 사업입니다.
80

  문의처  :  기업지원과  ☎  940-8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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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파주농업인과 시민이 상생하며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파주장단콩 웰빙마루 조성

파주장단콩 및 파주농특산물을 기반으로 파주농업의 가치를
재창출하는 통합 플랫폼을 구축합니다.

도시에서 먹을거리를 가꿉니다.

제1회 도시농업박람회 개최

균형발전
추진중

도시농업박람회를 통해 시민에게 도시농업에 대한 공감대 형성 및
도농 상생의 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시행｜
'21년 5월

이렇게 추진하고 있어요

새롭게 시작해요

사업취지 파주장단콩을 활용해 생산·가공·유통·판매와 체험·관광·문화가 어우러진 6차

사업취지 먹을거리는 물론 건강과 환경개선 및 교육, 공동체 회복 등 도시민의 삶의 질 향상

산업복합단지 조성

핵심내용
-위
치 : 탄현면 성동리 678, 682번지
- 시설규모 : 지하1층~지상4층, 5개동(4,483㎡)
- 사업기간 : 2020. 4 ~ 2021. 7. [‘21. 9월중 개장 예정]

도모

핵심내용 시민들에게 도시농업에 대한 홍보와 다양한 체험기회를 제공하여 건전한
여가활용과 삶의 질 향상

자세히 알아보아요
자세히 알아보아요
어떤 시설물이 만들어 지나요?
- 생산가공동: HACCP기반의 깨끗하고 위생적인 장류를 생산하며 장독체험·분양사업이
이루어집니다.
- 판매관리동: 파주시 농특산물을 최우선으로 한 로컬푸드직매장으로, 즉석 장단콩두부를
제조․ 판매할 예정입니다.
- 전시외식동: 파주장단콩 중심의 지역농산물을 사용한 차별화된 메뉴로, 한식과 어울리는
전통적 요소에 현대적 요소를 가미하였습니다.
- 문화체험동: 파주장단콩의 역사와 우수성, 파주농업의 가치에 대하여 전시·홍보하며
관광객을 대상으로 교육·문화·여가가 어우러진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제1회 도시농업박람회는 2021년 5월 1일부터 5월 5일까지 5일간 운정호수공원 유비파크
일원에서 개최됩니다.

주요 프로그램이 무엇인가요?
도시의 다양한 공간을 활용하여 식물을 재배하는 텃밭 작품 전시를 위한 전시누리, 개막행사·
시상식을 위한 무대누리, 전시공간에서 보고 느낀 것을 직접 만들어 보기 위한 체험누리,
사회적 문제를 도시농업 관점으로 바라보기 위한 지식누리, 도시농부의 농자재 소개 및 홍보를
위한 장터누리, 파주시의 정책 및 농업 관련 알림을 위한 시정홍보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파주장단콩 웰빙마루가 만들어지면 무엇이 좋아지나요?

어떻게 참여할 수 있나요?

- 파주장단콩 중심의 6차산업 지역특화 관광사업을 통하여 콩 수요를 촉진하고, 농가 소득을
증대시키며,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누구나 행사기간 동안 방문할 수 있으며, 모든 프로그램에 자유롭게 참여 가능합니다.

  문의처  :  농업진흥과  ☎  940-4814
82

언제, 어디에서 개최 되나요?

  문의처  :  농업진흥과  ☎  940-4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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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품질 국내육성 품종 참드림의 수매장려금을 지원합니다.

고품질쌀(참드림) 수매장려금 지원

파주시가 고품질 국내육성 품종인 참드림의 재배확대를 위하여
참드림 수매 장려금을 지원합니다.

｜시행｜
'21년 12월

7
균형발전

신뢰받는 파주의 안전한 먹거리

농산물 안전성분석실 구축운영

파주에서 생산되는 농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신뢰도를 높이고 지역농업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시행｜
'21년 10월

새롭게 시작해요

새롭게 시작해요

사업취지 타품종(추청, 삼광)보다 제현율이 낮은 참드림 쌀의 수매장려금을 지원함으로써

사업취지 PLS 제도 시행으로 인한 부적합 농산물의 유통 차단 및 안전한 농산물의 생산 및

고품질 국내육성 품종인 참드림의 재배확대 기반조성

유통지원

핵심내용 참드림 1포(40kg) 당 수매장려금 2,000원 지원

핵심내용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 설치 및 잔류농약 분석

자세히 알아보아요

자세히 알아보아요

추진배경은 무엇인가요?

PLS(Positive List System) 제도가 무엇인가요?

- 현재 파주시 벼 재배면적의 35%를 점유하는 추청이 2022년부터 정부 보급종에서 제외됨에
따라 대체품종의 재배 확대 필요
- 소비자 선호도가 높으며, 지역특성에 적합한 국내 육성 품종인 참드림의 재배확대를 위하여
수매장려금 지원 추진

‘농약허용물질 관리제도’로서 국내에 사용등록 또는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된 농약 외에
등록되지 않은 농약은 원칙적으로 사용금지하는 제도입니다.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농산물에 대해서는 불검출 수준인 0.01ppm(일률기준)으로 적용합니다.

안전성 분석실은 언제 어디에 생기나요?
지원대상은 누구인가요?
- 정부 보급종으로 참드림 종자를 신청하여 경작한 관내 벼 재배농가

어떻게 추진되나요?
- 2021. 11. : 수매장려금 지급 대상자 확정
- 2021. 12. : 수매장려금 지급

2021년 10월, 농업기술센터(파주시 통일로 600) 농업과학교육관 1층에 설치하여 운영 예
정입니다.

어떠한 작물을 분석하나요?
파주시의 대표 작물인 인삼, 쌀, 콩 등을 포함한 가공되지 않은 ‘모든 농산물’의 분석이 가능합
니다.

검사항목은 어떻게 되나요?
잔류농약 320종을 분석합니다.

검사의뢰는 일반인도 할 수 있나요?
분석 의뢰는 농가만 가능합니다.

  문의처  :  기술지원과  ☎  940-4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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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기술지원과  ☎  940-4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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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발전

비대면 안전교육으로 보다 스마트하고 안전해지는 농촌

QR코드를 활용한 농기계 유튜브 교육영상 제공

코로나 시대, 비대면 방식 유튜브 영상을 통해 농업기계 작동법 및
안전교육 영상을 언제 어디서든 쉽게 제공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시행｜
'21년 4월

9
균형발전

소유자 인식 등 생명존중이 기본이 되는 동불복지 추진

동물등록제 재료비 등 지원

동물등록제는 반려동물의 소중한 생명을 사랑으로 지켜나갈 수
있는 최소한의 배려입니다

새롭게 시작해요

이렇게 추진하고 있어요

사업취지 임대농업기계를 사용하는 농업인이 기계에 부착된 QR코드를 활용, 주요 작동법 및

사업취지 동물 보호와 유실·유기방지, 불필요한 안락사 감소

안전교육 내용이 포함된 유튜브 영상을 바로 시청함으로써 농작업 시간 단축 및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

추진중

핵심내용 유기동물 중 새로이 분양되는 동물에 대해 동물등록 재료비 지원
반려동물(반려견) 내장칩 구입 및 시술비 지원

핵심내용
- 농기계임대사업소 보유 농업기계 운전 방법을 기종별로 동영상 촬영하여 유튜브 업로드
- 농업기계에 부착된 QR코드를 통해 농업기계를 사용하는 농업인이 쉽게 유튜브 채널에
접속하여 교육영상을 시청

자세히 알아보아요

자세히 알아보아요
동물등록은 왜 해야 하나요?
- 반려동물을 잃어버렸을 때 동물등록정보를 통해 소유자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 반려견을 소유한 사람은 반드시 동물등록을 해야합니다. (월령 2개월 이상인 개)
*등록하지 않을 경우 동물보호법에 따라 과태료(1차 20만원/2차 40만원/3차 60만원) 부과

QR코드는 어디에 부착이 되나요?

동물등록은 어떤 방법으로 하나요?

- 농업기계 외부 식별이 용이한 부분에 명판 형식으로 부착됩니다.

- 반려견마다 15자리 고유 번호를 부여합니다. 번호는 마이크로칩(내장형, 외장형)에
새겨지고, 동물등록번호들은 APMS(www.animal.go.kr)에서 관리합니다.

교육영상 시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스마트폰 네이버 앱으로 농업기계에 부착된 QR코드를 촬영하면 자동으로 농업기계 작동법
및 안전교육 유튜브 영상에 접속됩니다.
- 유튜브에 등록된 교육영상 중 원하는 기종을 선택하여 시청하면 됩니다.

동물등록 시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유기동물 입양 시 내장형칩 지원
- 일반 반려견 등록 시, 마리당 2만원 지원

추가 서비스가 있나요?
- 유튜브에 접속하면 농업기계 교육영상 뿐 아니라, 파주시 농기계임대사업소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접할 수 있습니다. (농기계임대사업소 소개, 농업기계 임대절차 등)

  문의처  :  스마트농업과  농업기계팀  ☎  940-4918
농기계임대사업소 본소 ☎ 940-4505, 북부지소 ☎ 940-5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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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켜주세요!! 반려동물 공공예절 ♡
· 반려견과 외출 할 때에는 목줄, 입마개, 인식표를 착용해주세요
· 반려견이 머물다간 자리, 배변처리 잊지 마세요! (뒤처리도 깔끔하게)
· 타인의 반려동물을 만지기 전 반드시 동의 구하기
· 큰소리를 내며 갑자기 다가가지 않기
· 노란 리본을 발견하면 적당한 거리 유지 (*노란 리본: 예민하거나 훈련중인 강아지를 의미)

  문의처  :  농축산과  ☎  940-4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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