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05월 25일 14시 11분



2
3
3
3
3
4
4

목차

목차
공약 총괄도표 및 개요

공약 총괄 및 체계도
공약 개요

분야별 공약성격 구분
총사업비 : 4조 1,278억원

재원투자계획 총괄표



공약 총괄 및 체계도

7대 분야, 14개 과제, 101개 세부과제

7대 분야 14개 과제 공약 (101건)

원도심·영산강 연계 문화·관광·스포츠 활성화
1. 영산강 국가정원 조성

2. 원도심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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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지속가능한 농업과 살맛나는 농촌

1. 돌아오는 농촌

2. 존중받는 농업

3. 지속가능한 축산 구현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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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가람 혁신도시, 자부심 넘치는 자족도시 완성 1. 혁신도시 정주여건 획기적 개선 11

에너지 신산업 선도 미래 첨단과학도시 기반 조성
1. 에너지 국제대학도시 건설

2.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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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 교육도시 조성 1. 교육환경 개선 6

모두가 행복한 복지공동체 도시

1. 생애 주기별 맞춤형 복지 실현

2. 모두가 행복한 복지 실현

3.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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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로 일하는 확 바뀐 시정
1. 시민중심 행정

2. 행정의 정상화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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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 개요

(성 격 별) 예산 92, 비예산 9

(기 간 별) 임기 내 완료 87, 임기 후 지속 14

(신규여부) 신규사업 70, 확대 계속사업 31

분야별 공약성격 구분

분 야

사업 성격 사업기간 신규사업 여부

예산 비예산 임기내 임기후 신규 계속

합 계 92 9 87 14 70 31

원도심·영산강 연계문화·관광·스포츠활성화 23 - 18 5 19 4

지속가능한 농업과 살맛나는 농촌 17 - 16 1 10 7

빛가람 혁신도시, 자부심 넘치는 자족도시 완성 10 1 7 4 7 4

에너지 신산업 선도 미래 첨단과학도시 기반 조성 10 2 9 3 7 5

명품 교육도시 조성 5 1 6 - 6 -

시민과의 약속 공약현황 공약개요 공약 총괄도표 및 개요공약 총괄도표 및 개요

(http://www.naju.go.kr)

http://www.naju.go.kr/mayor/promise
http://www.naju.go.kr/mayor/promise/promise_situation_f
http://www.naju.go.kr/mayor/promise/promise_situation_f/summary
http://www.naju.go.kr/mayor/promise/promise_situation_f/summary/chart


모두가 행복한 복지공동체 도시 20 2 21 1 17 5

제대로 일하는 확 바뀐 시정 7 3 10 - 4 6

분 야

사업 성격 사업기간 신규사업 여부

예산 비예산 임기내 임기후 신규 계속

총사업비 : 4조 1,278억원

(재원별) 국비 2조 5,461억원(61.7%) / 도비 2,224억원(5.4%) / 시비 8,806억원(21.3%) / 민자(기타) 4,785억원(11.6%)

(시기별) 기투자 1,270억원(3.1%) / 임기내 3조 1,823억원(77.1%) / 임기후 8,185억원(19.8%)

재원투자계획 총괄표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국비 도비 시비 민자(기타)

총사업비 (A+B+C) 4,127,845 2,546,178 222,436 880,642 478,592

기투자(A) 127,027 72,441 13,888 35,698 5,000

임기 내(B)

합계 3,182,314 2,222,612 147,315 521,146 291,244

2022 80,952 21,929 6,320 40,232 12,472

2023 106,063 26,400 14,042 49,866 15,754

2024 348,065 70,157 28,355 167,262 82,292

2025 400,902 99,897 42,290 150,438 108,278

2026 2,246,333 2,004,229 56,308 113,348 72,448

임기 후(C) 818,504 251,125 61,233 323,798 18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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