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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도 3/4분기 

민선6기 시장 공약사항 추진상황 

1  자체평가  

 총   평

✔ 공약사항을 항목별로 분석하면,
○ 공약 연속성 : 86건 (신규 61, 기추진 25)
○ 완 료 시 기 : 86건 (임기내 63, 임기후 23)
○ 예 산 소 요 : 86건 (비예산 5, 예산 81)
○ 사 업 주 체 : 86건 (국가 1, 강원도 2, 삼척시 83)
○ 사  업  비 : 1조7,429억원(국비 5,246, 도비 1,344, 시비  3,759, 기타 7,080)

✱ 2015년도 투자사업비 : 346억원 소요
▷ 국비 120억원(35%) ․도비 17억원(5%)
시비 140억원(40%) ․민자및기타 69억원(20%)

✔ 2015년 3/4분기 추진상황˚ ˚ ˚ ˚ ˚ ˚ ˚ ˚ ˚ ˚ ˚ ˚ ˚ ˚  자체분석 결과, 
○ 총 86건중 완료 11건(12.8%),  추진중 49건(56.9%), 추진보류 3건(3.5%), 

미착수 20건(23.3%), 추진불가 3건(3.5%)으로 나타나 시민과의 약속을 이행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 완    료(11건) : 원전건설 백지화 주민투표, 특성화고 관련학과 신설, 강원대 도계캠퍼스
                       도계학생 특례입학전형, 장애인 보조장구 수리비용 지원,
                       장애인 바우처 콜택시 추가지원, 주민참여 100인 위원회 구성․운영,       
                       시민소통 정책제안 공모, 여성장애인 어울림센터 운영,
                        민관이 함께하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찾아가는 의료이동상담실 운영
                       벽지노선 행복도우미 천원 택시
  ✍ 추진보류(3건) : 100% 고교 무상급식, 고교 무상교육, 삼척시 사회적경제센터 건립
  ✍ 추진불가(3건) : 특수학교 유치, 자녀 출산장려금 및 다자녀가정 지원 확대
                    태양광발전시설 아래 공터농지(유리온실 식물농장 등)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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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약사항중 미착수 20건에 대해서는
○ 태양광발전과 관련된 공약사항은 현재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단지 조성 

종합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용역’과 연계된 시기 미도래 공약이 다수 
있음

  - 태양광발전 연구단지 및 태양광기자재 생산단지조성
  - 태양광기자재 기업유치 및 삼척태양광 시민펀드 조성
  - 태양광축제 ‘솔라페스티벌’ 개최
  - 태양광발전테마파크내 장애인 자립기반 구축
  - 태양광발전테마파크 배후 주거단지 단계적 개발

○ 대규모 투자사업비가 소요되는 사업에 대한 타당성 용역 및 투자심사 등 
사전 행정절차 이행 및 시기 미도래로 다소 시간이 소요되는 공약이 다수 있음

  - 오십천 생태공원 및 유원지 조성
  - 고성산 생태공원 조성 정라진
  - 수산물센터 정비 및 확충
  - 이사부광장 재정비
  - 준경묘와 영경묘 일대 오토캠핑장 조성
  - 시립 도서관 및 작은 도서관 보급
  - 예술인촌 건립
  - 도계 국민체육센터 건립
  - 장애인 전용 체육관 건립
  - 어르신 전용 이천원 목욕탕 건립
  - 시립 치매전문 요양시설 건립
  - 도계 노인복지회관 건립
  - 고령자 임대주택 제공
  - 노인행복마을 조성
  - 청소년·아동 상담복지센터 확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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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약사항 분석  

1 총   괄

 공약사항 현황 : 6대 분야 86개 과제

분              야 과 제(건) 임기내 완료 임기후 완료(임기내 반영, 착수)
계 86 63 23

 1. 청정에너지 친환경 도시건설 14 8 6
 2.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생태도시 20 1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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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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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 4 11 7 7 34 23
투자계획 1,742,925 301,156 40 10,603 6,856 16,165 267,492 1,441,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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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 투자계획
  

 분야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분 야 별 계 국비 도비 시비 민자 기타

합 계 1,742,925 524,633 134,384 375,944 697,490 10,474
(100.0%) (30.1%) (7.7%) (21.6%) (40.0%) (0.6%)

 1. 청정에너지 친환경 도시건설 904,034 112,912 6,681 112,667 670,000 1,774 
 2.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생태도시 554,812 350,071 87,407 94,566 14,700 8,068 
 3. 신명나는 교육 문화 예술 구현 119,420 45,232 12,735 53,353 8,000 100 
 4. 복지사각지대 없는 사회안전망 구축 56,316 6,687 2,152 47,477 0 0 
 5. 소득향상을 위한 친환경 농어촌 육성 105,739 9,731 25,349 65,337 4,790 532 
 6. 투명한 행정, 안전한 도시 실현 2,604 0 60 2,544 0 0 

 ※ 2015년 9월말 기준 사업비

   년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연도별 계 국비 도비 시비 민자 기타
합 계 1,742,925 524,633 134,384 375,944 697,490 10,474
기투자 46,032 2,076 23,259 20,404 34 259 

임
기
내

소   계 851,728 254,655 106,370 225,068 255,870 9,765
2014년 13,839 7,199 517 5,805 0 318 
2015년 34,634 11,970 1,677 14,070 4,756 2,161 
2016년 124,924 25,772 5,384 29,976 61,100 2,692 
2017년 331,362 95,779 59,116 74,761 97,900 3,806 
2018년 346,969 113,935 39,676 100,456 92,114 788 

임기이후 845,165 267,902 4,755 130,472 441,586 450 

   기능별 예산액
                                                                       (단위 : 건수, 백만원, %)

구    분 건수 예산액 비율 구    분 건수 예산액 비율
합 계 86 1,742,925 100.0%

일반공공행정 4 121 0.0% 보건 5 2,764 0.3%
공공질서및안전 1 453 0.0% 농림해양수산 20 151,796 8.7%

교육 6 17,790 1.0% 산업‧중소기업 11 518,414 29.7%
문화및관광 18 216,585 12.4% 수송및교통 2 397,450 22.8%
환경보호 0 0.0% 국토및지역개발 2 380,000 21.8%
사회복지 17 57,552 3.3% 과학기술 0 0.0%



- 6 -

 분야별 추진상황
                                                                       (단위 : 건)

분              야 계 완료
추진중 추진보류

미착수 추진불가
정상 부진 유보 예산

계
86 11 48 1 3 0 20 3

(100.0%) (12.8%) (55.8%) (1.1%) (3.5%) (0.0%) (23.3%) (3.5%)

 1. 청정에너지 친환경 도시건설 14 1 7 5 1

 2.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생태도시 20 14 1 5

 3. 신명나는 교육 문화 예술 구현 15 2 7 2 3 1

 4. 복지사각지대 없는 사회안전망 구축 21 5 8 7 1

 5. 소득향상을 위한 친환경 농어촌 육성 12 1 11

 6. 투명한 행정, 안전한 도시 실현 4 2 1 1

(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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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번호
공 약 명

목표

연도

총사업비

(백만원)
추진상황 부서명

6개분야  86개 공약 　 1,742,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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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재생에너지 발전소(태양광 중심) 
단계적 건설

2020 360,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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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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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산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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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산업과

1-4. 신재생에너지 보급 (1개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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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생태도시 (20개 공약)

2-1. 오십천 주변 생태공원 및 유원지 조성 (2개 공약)　

 2 사업별 추진상황 총괄현황

    총 86건 : 완료 11, 추진중 49 (정상 48, 부진 1), 추진보류 3 (유보 3, 예산 0), 미착수 20, 추진불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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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번호
공 약 명

목표

연도

총사업비

(백만원)
추진상황 부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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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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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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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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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200 미착수 해양수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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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4 이사부광장 재정비 2020 6,000 미착수 해양수산과

2-4-5 나릿골 감성마을 거리조성 2018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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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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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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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09 추진중(정상) 농업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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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3 초당지구 농촌테마공원 조성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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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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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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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2 가곡온천 개발사업 2018 9,500 추진중(정상) 관광정책과

3. 신명나는 교육 문화 예술 구현 (15개 공약)　　

3-1. 품격높은 교육문화 육성 (7개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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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 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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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2,200 추진중(정상) 문화공보실

3-2-5 예술인촌 건립 2018 20,000 미착수 문화공보실

3-2-6 삼척민속예술축제 2018 1,000 추진중(정상) 문화공보실

3-3. 시민건강도시 실현 (2개 공약)　

3-3-1 삼척복합체육공원 조성 2018 37,100 추진중(정상) 문화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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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복지사각지대 없는 사회안전망 구축 (21개 공약)　　

4-1. 장애인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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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료 사회복지과

4-1-4 장애인 바우처 콜택시 추가지원 2016 750 완료 교통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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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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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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유치 및 운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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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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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료 주민생활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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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3 찾아가는 의료이동상담실 운영 2015 26 완료 보건정책과

4-4-4 지역응급의료센터 강화 2018 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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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40 추진중(정상) 교육연구과

5-1-2 벽지노선 행복도우미 천원 택시 2015 350 완료 교통행정과

5-2. 6차산업 집중육성 (4개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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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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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4,000 추진중(정상) 해양수산과

5-3-5 초곡 촛대바위 주변 경관길 조성 2018 9,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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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3 추진중(정상) 안전총괄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