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임
시간   

해초와 마초

(4분임)

바위섬

(5분임)

<안건 1>
10:50~11:30

(40’)

[3] 다목적 해조류 육상 종묘시설 사업

※ 공약명 변경

(자료집 86페이지)

[10] 구도심 활성화 사업

※ 사업비 변경

(자료집 104페이지)

수산양식과 해조류담당

(고철휴 550-5660)

지역개발과 지역계획담당

(이성식 550-5600)

11:30~13:00 중식

<안건 2>
13:00~13:40

(40’)

[6-4] 농・수・축산업 연계 지역융합산업 

육성

(폐사어를 이용한 액비처리 시설 사업)

※ 사업계획 변경

(자료집 92페이지)

[34] 완도항~신지대교 간 임항도로 개설

※ 사업계획 변경

(자료집 110페이지)

수산양식과 어패류담당

(문제술 550-5690)

지역개발과 어항개발담당

(최명신 550-5630)

<안건 3>
13:40~14:20

(40’)

[12-2] 친환경 농ㆍ수산물 가공기업 집중 육성

(웰빙비파 사업 육성)

※ 사업계획 변경

(자료집 98페이지)

[35] 완도~고흥간 연도ㆍ연륙사업 

가시화

※ 사업계획 변경

(자료집 116페이지)

농업축산과 농업정책담당

(황창령 550-5710)

안전건설과 도로시설담당

(최봉구 550-5770)

14:20~14:30 휴식

분임 자유 토의 분임 자유 토의



                                
’17. 3. 20.(월) 10:30
완도군청 대회의실

민선6기 공약조정 심의를 위한민선6기 공약조정 심의를 위한

완도군 주민배심원 2차 회의 완도군 주민배심원 2차 회의 



민선6기 공약조정 심의를 위한민선6기 공약조정 심의를 위한

완도군 주민배심원 2차 회의 완도군 주민배심원 2차 회의 

❍ 공약조정에 대한 적정 여부를 심의하기 위해 정책전문가와 지역 주민들이 

협업하여 행정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고 주민소통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여 

참다운 지방자치를 실현하고자 함.

Ⅰ 개 요

  ○ 일    시 : 2017년 3월 20일(월) 10:30~15:30

  ○ 장    소 : 완도군청 대회의실

  ○ 참석대상 

     - 완도군(15명) : 심의안건 해당 실과소장 및 담당, 기획담당 등

     - 주민배심원(약37명) : 주민배심원단 1차회의에 참석한 주민배심원 

     -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8명) : 광주전남본부장, 촉진자 등

  ○ 내    용 : 민선6기 완도군수 공약 중 변경 또는 조정되는 사항에 대한 심의 및 질의 응답

Ⅱ 진행 순서

시간계획 소요(분) 내       용 비  고

10:30~10:40 10‘
○ 개    회

○ 공약이행현황 설명
기획담당

10:40~10:50 10‘ ○ 분임별 시간 (2차, 3차 회의 진행 안내 등)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10:50～15:10 160‘

○ 분임별 공약 설명 및 질의응답 
   (주관부서 ⇒ 주민배심원)

  -분임별로 공약사업담당자가 직접 설명, 
주민배심원 질의에 대한 답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공약 추진부서
담당자

○ 안건 4건
 - 10:50~11:30(40’) 안건1
 - 13:00~13:40(40’) 안건2  
 - 13:40~14:20(40’) 안건3
 - 14:20~14:30(10’) 휴식
 - 14:30~15:10(40’) 안건4

○ 안건 3건
 - 10:50~11:30(40’) 안건1
 - 13:00~13:40(40’) 안건2 
 - 13:40~14:20(40’) 안건3
 - 14:20~14:30(10’) 휴식
 - 14:30~15:10(40’) 분임토의

11:30~13:00 90‘ ○ 중식
15:10~15:25 15‘ ○ 분임별 자유토의 (분임활동 계획 세우기, 소감나누기)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15:25~15:30 5‘ ○ 다음 일정 안내, 폐회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Ⅲ 심의 조정 안건 및 보고순서

분임
시간   

완도사랑

(1분임)

보길도

(2분임)

해조류

(3분임)

<안건 1>
10:50~11:30

(40’)

[4-3] 해조류산업 
미래성장 동력화

(미역 Day 선포식)
※ 공약세분화

(자료집 5페이지)

[14] 어부사시사 테마길 

조성

※ 공약명, 사업비 변경

(자료집 23페이지)

[6-3] 농・수・축산업 연계 
지역융합산업 육성

(해조류를 이용한 축산사료 공장 시설)
※ 조정내용

(자료집 55페이지)

경제산업과 시장개척담당

(조승호 550-5570)

문화체육과 문화예술담당

(우홍래 550-5460)

해양수산정책과 해양보전담당

(문경선 550-5140)

11:30~13:00 중식

<안건 2>
13:00~13:40

(40’)

[13] 해양레저 거점마을 

조성

※ 사업계획 변경

(자료집 10페이지)

[16] 원교 이광사 문화컨텐츠 

자원화 사업

※ 사업계획 변경

(자료집 29페이지)

[6-5] 농・수・축산업 연계 

지역융합산업 육성

(관내 수산물을 이용한 가공공장 시설)

※ 조정내용

(자료집 65페이지)

관광정책과 시설담당

(정경석 550-5420)

문화체육과 문화예술담당

(우홍래 550-5460)

해양수산정책과 해양보전담당

(문경선 550-5140)

<안건 3>
13:40~14:20

(40’)

[15] 슬로시티 청산도 에코뮤지엄 

(자연박물관) 조성

※ 사업계획, 사업비 변경

(자료집 16페이지)

[6-1] 농・수・축산업 연계 

지역융합산업 육성

(지역EM활성액 가공업체 활용 

해조류 액비공급 사업)

※ 공약세분화

(자료집 35페이지)

[12-1] 친환경 농ㆍ수산물 

가공기업 집중 육성

(수산물 가공기업 육성)

※공약세분화

(자료집 74페이지)

관광정책과 관광마케팅담당

(한지영 550-5430)

해양수산정책과 해양보전담당

(문경선 550-5140)

해양수산정책과 해양보전담당

(문경선 550-5140)

14:20~14:30 휴식

<안건 4>
14:30~15:10(40’)

분임 자유 토의

[6-2] 농・수・축산업 연계 

지역융합산업 육성

(친환경 쌀 생산위한 퇴비공급)

※ 공약세분화

(자료집 45페이지)

[29] 수산대학 설립 유치

※ 사업계획

(자료집 80페이지)

해양수산정책과 해양보전담당

(문경선 550-5140)

해양수산정책과 해양수산정책담당

(양응열 550-51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