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년도 1/4분기

민선6기 시장 공약사항 추진상황

1  총    괄  

 공약사항 현황 : 6대 분야 86개 과제

분              야 과 제(건) 임기내 완료 임기후 완료(임기내 반영, 착수)

계 86 64 22
 1. 청정에너지 친환경 도시건설 14 8 6
 2.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생태도시 20 12 8
 3. 신명나는 교육 문화 예술 구현 15 12 3
 4. 복지사각지대 없는 사회안전망 구축 21 20 1
 5. 소득향상을 위한 친환경 농어촌 육성 12 9 3
 6. 투명한 행정, 안전한 도시 실현 4 3 1

 사업구분별
 (단위 : 건)

구분 공약 연속성 여부 완료 시기 예산 소요 여부
신규 계속 임기내 임기후 비예산 예산

86 61 25 64 22 5 81

 사업주체별
                                                                      (단위 : 건)

구    분 중앙정부 강원도 삼척시 비고
86 1 2 83

 연도별 실천계획
                                                                 (단위 : 건, 백만원)

구    분 합  계 임 기 내 임기 이후소  계 2014 2015 2016 2017 2018
완료계획 86 64 4 12 7 9 32 22
투자계획 2,138,213 312,980 40 12,803 4,776 31,665 263,696 1,825,233



 세부 투자계획

     분야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분 야 별 계 국비 도비 시비 민자 기타
합 계 2,138,213 523,643 135,756 382,422 1,085,690 10,702

 1. 청정에너지 친환경 도시건설 1,294,034 112,912 6,681 112,667 1,060,000 1,774
 2.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생태도시 555,517 347,031 88,351 98,939 12,900 8,296
 3. 신명나는 교육 문화 예술 구현 122,720 46,242 13,233 55,145 8,000 100
 4. 복지사각지대 없는 사회안전망 구축 56,281 6,727 2,142 47,412
 5. 소득향상을 위한 친환경 농어촌 육성 105,954 10,731 25,349 64,552 4,790 532
 6. 투명한 행정, 안전한 도시 실현 3,707 3,707

 ※ 2015년 3월말 기준 사업비

     년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연도별 계 국비 도비 시비 민자 기타
합 계 2,138,213 523,643 135,756 382,422 1,085,690 10,702
기투자 45,820 2,076 23,259 20,192 34 259

임
기
내

소   계 922,845 259,756 108,955 246,571 297,570 9,993
2014년 14,169 7,199 517 6,135 318
2015년 38,185 12,010 1,665 17,543 4,756 2,211
2016년 163,425 29,830 6,793 53,864 69,600 3,338
2017년 339,434 96,517 59,952 73,027 106,600 3,338
2018년 367,632 114,200 40,028 96,002 116,614 788

임기이후 1,169,548 261,811 3,542 115,659 788,086 450

     기능별
                                                                       (단위 : 건수, 백만원, %)

구    분 건수 예산액 비율 구    분 건수 예산액 비율
합 계 86 2,138,213 100.00%

일반공공행정 4 121 0.0% 보건 5 2,809 0.1%
공공질서및안전 1 1,556 0.1% 농림해양수산 20 152,551 7.1%

교육 6 17,790 0.8% 산업‧중소기업 11 908,414 42.5%
문화및관광 18 220,050 10.3% 수송및교통 2 397,450 18.6%
환경보호 0 0.0% 국토및지역개발 2 380,000 17.8%
사회복지 17 57,472 2.7% 과학기술 0 0.0%



 분야별 추진상황

                                                                         (단위 : 건)

분              야 계 완료
추진중 추진보류

미착수 추진불가
정상 부진 유보 예산

계
86

(100.0%)

5

(5.8%)

51

(59.3%)

2

(2.3%)

4

(4.7%)

0

(0.0%)

22

(25.6%)

2

(2.3%)

 1. 청정에너지 친환경 도시건설 14 1 7 6

 2.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생태도시 20 13 2 5

 3. 신명나는 교육 문화 예술 구현 15 1 6 3 4 1

 4. 복지사각지대 없는 사회안전망 구축 21 1 12 7 1

 5. 소득향상을 위한 친환경 농어촌 육성 12 12

 6. 투명한 행정, 안전한 도시 실현 4 2 1 1

완료, 
5, 6%

추진중(정상), 51, 
59%

추진중(보류), 2, 2%

추진보류(유보), 
4, 5%

추진보류

(예산), 0, 0%

미착수, 
22, 26%

추진불가,
2, 2%



관리

번호
공 약 명

목표

연도

총사업비

(백만원)

추진

상황
부서명

　6개분야  86개 공약 　 2,138,213 　

1. 청정에너지 친환경 도시건설 (14개 공약)

1-1. 원전건설 정책 재검토(백지화) 추진 (2개 공약)

1-1-1 원전건설 정책 재검토(백지화) 추진 2018 0 추진중(정상) 미래전략과

1-1-2 원전건설 백지화 주민투표 2014 0 완료 자치행정과

1-2. 태양광발전소 건설 및 연계산업 육성 (8개 공약)

1-2-1 200MW 규모 추적식 태양광발전소  단계적 건설 2020 750,150 추진중(정상) 미래전략과

1-2-2 태양광발전 연구단지 및 태양광기자재  생산단지 조성 2020 350,000 미착수 미래전략과

1-2-3 태양광기자재 기업유치 및 삼척태양광  시민펀드 조성 2020 50,000 미착수 미래전략과

1-2-4 태양광축제 "솔라  페스티벌" 개최 2017 900 미착수 미래전략과

1-2-5 태양광발전시설 아래 공터 농지(유리온실  식물공장 등) 조성 2018 20,000 미착수 농업정책과

1-2-6 태양광발전테마파크내 장애인 자립기반  구축 2018 4,000 미착수 사회복지과

1-2-7 태양광발전테마파크 배후주거단지 단계적  개발 2020 30,000 미착수 건축과

1-2-8 삼척 햇빛 생태, 나눔 발전소 설치 2020 1,750 추진중(정상) 지역경제과

1-3. 신재생에너지 산업육성 및 LNG 배관망 구축 (3개 공약)

1-3-1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건설 및 도계주민  무료전기 공급 2018 50,060 추진중(정상) 자원개발과

1-3-2 신재생에너지 발전기자재 공장유치 2018 10,000 추진중(정상) 자원개발과

1-3-3 친환경 LNG 공급배관망 구축 2020 22,000 추진중(정상) 지역경제과

1-4. 신재생에너지 보급 (1개 공약)　

1-4-1 에너지자립형(마을, 개별주택) 녹색기반  조성사업 2018 5,174 추진중(정상) 지역경제과

2.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생태도시 (20개 공약)

2-1. 오십천 주변 생태공원 및 유원지 조성 (2개 공약)　

2-1-1 오십천 생태공원 및 유원지 조성 2020 54,020 미착수 관광정책과

2-1-2 고성산 생태공원 조성 2023 20,000 미착수 문화공보실

2  사업별 추진상황

   총 86건 / 완료 5, 추진중 53 (정상 51, 부진 2), 추진보류 4 (유보 4. 예산 0), 미착수 22, 추진불가 2



관리

번호
공 약 명

목표

연도

총사업비

(백만원)

추진

상황
부서명

2-2. 삼척번개시장 새벽명소화 (1개 공약)

2-2-1 삼척번개시장 새벽명소화사업 2018 9,560 추진중(부진) 지역경제과

2-3. 이사부 테마파크 조성 (1개 공약)

2-3-1 이사부 테마파크 조성 2020 19,900 추진중(정상) 관광정책과

2-4. 정라진 종합개발 (5개 공약)

2-4-1 삼척수협 이전 및 13통 재정비 2015 432 추진중(정상) 해양수산과

2-4-2 정라진 수산물센터 정비 및 확충 2016 200 미착수 해양수산과

2-4-3 울릉도 정기 유람선 취항 2016 50 추진중(부진) 해양수산과

2-4-4 이사부광장 재정비 2020 6,030 미착수 해양수산과

2-4-5 나릿골 감성마을 거리조성 2017 2,200 추진중(정상) 관광정책과

2-5. 도계 친환경 생태단지 육성 (1개 공약)

2-5-1 도계 친환경 생태단지 육성 2019 2,925 추진중(정상) 농업정책과

2-6. 미로, 신기, 하장지구 생태문화 체험단지 개발 (5개  공약)

2-6-1 대규모 힐링숲 조성 2019 11,400 추진중(정상) 산림녹지과

2-6-2 준경묘와 영경묘 일대 문화체험단지 개발 2018 2,000 추진중(정상) 문화공보실

2-6-3 준경묘와 영경묘 일대 오토캠핑장 조성 2017 2,000 미착수 관광정책과

2-6-4 두타권역 생태문화 체험단지 조성 2020 4,350 추진중(정상) 농업정책과

2-6-5 하장 댓재터널 국가기본계획 반영 2020 397,100 추진중(정상) 건설과

2-7. 근덕, 노곡지구 생태문화 체험단지 개발 (3개 공약)

2-7-1 근덕⋅노곡지구 생태체험단지 조성 2018 1,750 추진중(정상) 농업정책과

2-7-2 근덕⋅노곡지구 문화체험단지 조성 2018 1,500 추진중(정상) 문화공보실

2-7-3 초당지구 농촌테마공원 조성 2018 6,600 추진중(정상) 내수면개발사업소

2-8. 가곡지구 산촌생태관광마을 개발 (2개 공약)

2-8-1 풍곡 산촌 생태관광마을 육성 2017 4,000 추진중(정상) 관광정책과

2-8-2 가곡온천 개발사업 2017 9,500 추진중(정상) 관광정책과

3. 신명나는 교육 문화 예술 구현 (15개 공약)　　

3-1. 품격높은 교육문화 육성 (7개 공약)　



관리

번호
공 약 명

목표

연도

총사업비

(백만원)

추진

상황
부서명

3-1-1 시립 도서관 건립 및 작은도서관 보급 2020 20,000 미착수 문화공보실

3-1-2 인재육성관 및 인재육성재단 설립 2018 8,500 추진중(정상) 특화산업과

3-1-3 100% 고교 친환경 무상급식 실현 2018 6,444 추진보류(유보) 특화산업과

3-1-4 고교 무상교육 전면실시 2018 2,846 추진보류(유보) 특화산업과

3-1-5 특성화고 관련학과 신설 2014 0 완료 특화산업과

3-1-6 특수학교 유치 2014 0 추진불가 특화산업과

3-1-7 강원대 도계캠퍼스 도계학생 특례입학  전형 2020 0 추진보류(유보) 자원개발과

3-2. 생활문화예술 활성화 (6개 공약)

3-2-1 삼척문화예술재단 설립 2018 4,030 추진중(정상) 문화공보실

3-2-2 역사문화유적지 생태공원화 2023 10,000 추진중(정상) 문화공보실

3-2-3 지역생활문화예술 활성화 2018 600 추진중(정상) 문화공보실

3-2-4 작은영화관 건립 2015 2,200 추진중(정상) 문화공보실

3-2-5 예술인촌 건립 2018 20,000 미착수 문화공보실

3-2-6 삼척민속예술축제 2018 1,000 미착수 문화공보실

3-3. 시민 건강도시 실현 (2개 공약)　

3-3-1 삼척복합스포츠단지 조성 2018 40,400 추진중(정상) 문화공보실

3-3-2 도계 국민체육센터 건립 2018 6,700 미착수 문화공보실

4. 복지사각지대 없는 사회안전망 구축 (21개 공약)　　

4-1. 장애인 지원 확대 (4개 공약)

4-1-1 장애인 보조장구 수리비용 지원 2015 34 완료 사회복지과

4-1-2 장애인 전용 체육관 건립 2018 3,000 미착수 문화공보실

4-1-3 여성장애인 어울림센터 운영 2015 200 추진중(정상) 사회복지과

4-1-4 장애인 바우처 콜택시 추가지원 2016 1,070 추진중(정상) 교통행정과

4-2. 어르신 행복마을 건설 (6개 공약)　

4-2-1 어르신 전용 이천원 목욕탕 건립 2017 3,000 미착수 사회복지과

4-2-2 시립 치매전문 요양시설 건립 2018 8,000 미착수 사회복지과

4-2-3 시니어클럽 활성화 및 노인일자리 창출 2018 13,417 추진중(정상) 사회복지과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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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약 명

목표

연도

총사업비

(백만원)

추진

상황
부서명

4-2-4 도계 노인복지회관 건립 2018 4,600 미착수 사회복지과

4-2-5 고령자 임대주택 제공 2017 3,600 미착수 사회복지과

4-2-6 노인행복마을 조성 2018 12,000 미착수 사회복지과

4-3. 여성과 아동이 행복한 도시 (6개 공약)

4-3-1 여성인력개발센터 유치 및 운영지원 2016 483 추진중(정상) 사회복지과

4-3-2 삼척의료원 소아과병동 신설 및 소아입원비 50% 지원 2015 390 추진중(정상) 보건정책과

4-3-3 삼척의료원 산후조리원 개설·운영 지원 2016 1,250 추진중(정상) 건강증진과

4-3-4 자녀 출산장려금 및 다자녀가정 지원  확대 2020 930 추진불가 건강증진과

4-3-5 청소년·아동 상담복지센터 확대 운영 2016 200 미착수 사회복지과

4-3-6 청소년 방과후 활동지원 확대 2018 1,568 추진중(정상) 사회복지과

4-4. 소외없는 복지실현 (5개 공약)　　

4-4-1 민관이 함께하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2015 695 추진중(정상) 주민생활지원과

4-4-2 찾아가는 공공복지 2015 631 추진중(정상) 주민생활지원과

4-4-3 찾아가는 의료이동상담실 운영 2015 26 추진중(정상) 보건정책과

4-4-4 지역응급의료센터 강화 2018 213 추진중(정상) 보건정책과

4-4-5 다문화가족 지원확대 2015 974 추진중(정상) 사회복지과

5. 소득향상을 위한 친환경 농어촌 육성 (12개 공약)　

5-1. 살맛나는 행복한 농촌 (2개 공약)　

5-1-1 삼척시 귀농·귀촌지원센터 설립 2018 1,140 추진중(정상) 교육연구과

5-1-2 벽지노선 행복도우미 천원 택시 2015 350 추진중(정상) 교통행정과

5-2. 6차산업 집중육성 (4개 공약)

5-2-1 삼척왕마늘 집중육성 2016 1,523 추진중(정상) 농촌지원과

5-2-2 장뇌 특화단지 육성 2018 6,000 추진중(정상) 농업정책과

5-2-3 고랭지채소 대체 신소득작목 육성 2017 2,465 추진중(정상) 농촌지원과

5-2-4 농협을 통한 농산물 유통시스템 구축 2018 1,223 추진중(정상) 농업정책과

5-3. 활기찬 바다마을 조성 (6개 공약)　

5-3-1 삼척수산물브랜드화사업 2020 300 추진중(정상) 내수면개발사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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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2 체험·체류관광어항 개발 2019 60,437 추진중(정상) 해양수산과

5-3-3 장호권역 어촌체험마을 특성화 개발 2019 11,911 추진중(정상) 해양수산과

5-3-4 임원 관광수산시장 및 회센터 지원 2017 4,000 추진중(정상) 해양수산과

5-3-5 초곡 촛대바위 주변 경관길 조성 2018 9,815 추진중(정상) 해양수산과

5-3-6 작진마을 이주단지 조성사업 지원 2015 6,790 추진중(정상) 에너지산업과

6. 투명한 행정, 안전한 도시 실현 (4개 공약)

6-1. 투명한 행정, 안전한 도시 실현 (4개 공약)

6-1-1 주민참여100인위원회구성·운영 2014 40 완료 기획감사실

6-1-2 시민소통 정책제안 공모 2015 81 완료 기획감사실

6-1-3 삼척시 사회적 경제센터 건립 2020 2,030 추진보류(유보) 지역경제과

6-1-4 확실한 재난안전 대응시스템 구축 2018 1,556 추진중(정상) 안전총괄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