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대 으뜸성과 선정(안)
1.  태풍 재난위기 선제적 대응

민 관의 선제적인 초기대응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었다는 정부

평가와 함께 응급복구 현장에 이어진 온정의 손길, 중앙과 강원도의 현장

방문으로 빠른 시일 내 재기의 꿈을 찾음.

2.  대진원전 예정구역 지정철회

정부가 2019년 5월 31일 전원개발사업 추진

위원회를 개최, 대진원전 예정구역 지정철회 건을

심의 의결하고 관보에 최종고시

◦지정 :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2-217호(2012.9.14)

◦철회 :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88호(2019.6.5)



3. 수소에너지 거점도시 물꼬 터(물꼬를 트다)
1조 7천억원대 투자규모의 수소생산 및 액화수소 생산시설 구축으로

삼척을 수소거점 등 동해안권역 에너지 자원벨트 교두보로 육성

◦태양광등 재생에너지와 연계하여 수전해 수소생산 P2G 단지조성
◦수소어선 드론, 수소자동차 보급(102대), 수소충전소(1기) 등 구축



4.  전국 지자체평가 종합순위 6위

지난해 27위에서 21단계 수직 상승한 종합

순위 6위에 올라 사회복지, 일자리, 경제,

문화, 주민 만족도 등 삼척시의 자치역량이

대폭강화 됨.

5.  평택-삼척 동서고속도로 조기착공 청와대 국민청원

당초목표(20만명) 대비 13%인 26,374명이 참여

(9.2～10.2)하여 목표달성에는 미치지 못하였

으나, 더 큰 염원과 열정 그리고 국민공감대

라는 큰 성과를 얻음.

○ 조기착공 외연 확장을 위해 대국민 서명운동

전개(2020.2월～3월)

6.  해안의 명품 ｢초곡 용굴 촛대바위 길｣ 개장

해안 접근로가 없어서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가야만 볼 수 있었던 풍광을 관광자원화를
위해 2014년 착공, 2019년 7월 개장으로 
100살 드신 어르신도 가뿐히 관광

◦총 3.26㎞[기 추진 0.66㎞(초곡～용굴)
추가연장 2.60㎞(용굴～용화)



7. 제2의 백종원을 꿈꾸는 ｢ 청년 몰 ｣ 개장

빈점포 등 유휴공간을 활용, 로컬 푸드 테마형 F&B(식음료), 체험 

콘텐츠 등 젊은 감성을 살린 청년 몰 개장으로 꿈의 일자리 제공

◦청년 몰 창업 공간(25개소), 노브랜드 입점, 전통시장과의 상생스토어 구축

으로 지역특색을 살린 인프라 구축

8.  美 인증기관, 실화재시험연구센터 시험기관 지정

미국 안전인증기관 U L(Underwriters’ Laboratories)로부터 삼척 실화재

시험연구센터가 아시아 및 중동지역 시험기관으로 지정



9.  2019 정부합동평가 우수기관 선정

전국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5대 국정목표, 17대 국정전략, 43대 국정

과제, 156개 지표 등을 대상으로 평가.

삼척시는 98개 정량지표 가운데 70개 지표에서 S등급(71.4%)을 달성

하였으며 지역경제 사회복지 보건 환경 농업 등 전 분야에서 고르게

좋은 평가를 받음.

10. 정부 공모사업 ｢35개 사업 약 860억｣ 확보

‘ 단 한 푼도 거저 얻어지은 것은 없다 ’는 진리 속에 발품 을 팔아 

생활 SOC분야 등 국 도 시비를 포함하여 859억원을 확보함으로써 

재정규모 7천억 시대 양적성장 발판의 계기 마련

◦수소생산기지 구축사업(70억)

◦에너지기술개발사업(58억)

◦신재생에너지보급 융 복합지원 사업(48억)

◦노후상수관망정비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307억)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