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확실한 변화!
검증된 능력!
실천하는 힘은
박일호!

책자형 선거공보

밀양시장 선거 

박일호
일 잘하는 시장!



후보자 정보공개자료
밀양시장선거

기호 소속정당명 후보자성명 성별 생년월일(세) 직 업 학 력 경 력

2 국민의힘 박일호 남
1962.07.21.

(59세)
밀양시장

영국 이스트앵글리아 
대학교 환경대학원 졸업
(환경경제학 박사
 2000. 9.~2003. 4.)

전)대통령비서실
     행정관(부이사관)

현)밀양시장  

재산상황(천원) 병역사항

계 후보자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후보자
18세이상
직계비속

2,123,062 1,493,122 599,617 해당없음
장남:30,323
장녀:없음

육군일병
(복무만료, 소집해제)

장남: 5급
전시근로역

소득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납부 및 체납실적(천원)

후보자 전과기록
구분 납세액

체납내역

체납액 누계 현 체납액

계 53,348 0 0

해당없음

후보자 52,170 0 0

배우자 1,178 0 0

직계존속 해당없음

직계비속 0 0 0

1. 인적사항

2. 재산상황 및 병역사항

3. 최근 5년간 세금납부·체납실적 및 전과기록

4. 소명서



든든하고 일 잘하는 밀양시장 
             박일호가 약속하면 반드시 지킵니다.

밀양 예산 1조 원 시대 빚 없고 재정이 
튼튼한 밀양

2022년 6월 준공 예정 
사업비: 904억 원
청년창업보육센터, 
임대형스마트팜, 실증단지 등

2019년 12월 개관 
사업비: 58억 4,840만 원
LED 재배실, 식물증식연구실, 
배양실, 육묘실, 등

2024년 준공 예정
사업비: 465억4,000만 원
본관, 생활관, 가변형 진로정보 
탐색·체험시설, 지원관리시설 등

농촌협약 

농림축산식품부-밀양시

2021 ~ 2025 (5년간) 500억 원

2022 ~ 2026 (5년간) 200억 원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2개소(무안면, 부북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청도면)

•시군역량강화, 농촌축제지원사업 등

5개분야 13개사업 / 문화를 통한 밀양다운 도시브랜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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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민선6기 민선7기

밀양시 년도별 예산규모

7개 국도립기관 유치

2020년 5월 개관
사업비:109억 원
기상관련 전시·체험시설
아리랑우주천문대와 공동개관

국립밀양기상과학관 국립생물자원증식연구센터 스마트팜혁신밸리경남진로교육원

2023년 준공 예정
사업비: 80억 원
교육체험시설, 강의실, 식당 등

국립등산학교&인공암벽장
2025년 준공 예정
사업비: 421억 원
개방형수장고, 열린 공연장,
주민편의공간, 사무공간 등

국립무형유산원 영남분원
2021년 11월 개관
사업비: 795억 4,100백만 원
25개 기관 기업
(국책연구소 4, 대학 6, 기업 15)

나노금형상용화지원센터

외지인 관광소비액 증가로 지역경제 UP ●

●

●

●

●

20년 외부방문객 증가율 전국 2위 (6.7% 증가)

21년 외부방문객 증가율 경남 1위 (9.2% 증가)

외부관광객 3년 연속 7%대 성장
(18년 1,141 / 19년 1,219 / 20년 1,301 / 21년 1,420만 명)

21년 밀양 관광 검색량 전국 2위 (전년대비 8배 증가)

제3차 법정문화도시 선정

전국 2위, 경남 1위밀양 외부방문객 증가

공약이행률 
93.1%

사업 완료(계속 포함) 54개, 
정상 추진 3개, 

폐기 1개(가요박물관)

한국매니페스토 
공약이행 평가 

A등급 획득

부채 0원
ZERO



차별 없는 균형 발전으로 하나되는 밀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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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권역 종합정비사업
인산지구 소규모 배수 개선 사업
농촌협약 

밀양아리랑 수목원
남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농어촌관광 휴양단지 진입교량 

청도지구 다목적 용수 개발사업
초동지구 하천 재해예방사업
밀양아리솔 학교

한국나노마이스터고
도시침수 예방사업
농촌협약

수산제 역사공원
수산~명례간 도로 확·포장공사
하남지구 농촌용수 이용체계 재편사업

나노융합
국가산업단지

울산~밀양~함양 
고속도로

밀양~김해 
고속도로

나노그린타운
(공공주택단지)

밀양상생형
일자리 사업

무안~내이간 지방도
1080호선 확·포장

쌍방형 
회전교차로

상남~부북간 국도 25호선 건설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
먹거리 통합지원센터

제대~운전간 국도 58호선 건설
밀양아리나 재정비 및 명품화
농촌협약

나노융합국가산업단지

•삼양식품 밀양공장
•한전 및 한국동서발전 MOU 체결
•CJ대한통운(주) 경상권Hub 
   스마트 물류센터 MOU 체결
•㈜보광외 36개 기업 MOU 체결

제5차 국도·국지도 사업

•부북 ~ 상동간 국도 58호선 건설
•부북 ~ 상남간 국도 25호선 건설
•무안 ~ 부북간 국도 58호선 건설
•삼랑진 삼랑 ~ 송지간 국도 58호선 건설
•부북 제대 ~ 운전간 국도 58호선 건설

청도~밀양간 국도 25호선 건설
상동역사 증축사업
밀양강 안인지구 환경정비 사업

삼랑~송지간 국도 58호선 확장
행정복지센터 및 문화센터 건립
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

도시재생 뉴딜사업



시민과 함께 박일호가 
                     밀양의 지도를 다시 그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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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음골신비 테마관
미래형 스마트 과수원 육성사업
동천 하천재해 예방사업

도래재자연휴양림&치유의 숲
재약산 산들늪 국가생태 탐방로
단장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농어촌관광
휴양단지

국립등산학교
&인공암벽장

국립생물자원
증식연구센터

밀양아리랑아트센터

국립무형유산원 영남분원
무형문화재 전수 교육관

국립밀양기상과학관
밀양아리랑우주천문대

경남진로교육원

나노교

밀양강철도교 개량 사업

밀양문화원

공공산후조리원

밀양역 재건축

국궁장

한국폴리텍대학 밀양캠퍼스

의열기념관·의열체험관

스마트팜 
혁신밸리

농어촌관광 휴양단지

•농축임산물 종합판매타운
•재약산 사자평 고산습지센터
•영남알프스 생태관광센터
•농촌테마공원
•스포츠파크
•반려동물 지원센터
•국제웰니스토리타운
•S'파크리조트
•친환경 골프장 18홀
•관광휴양단지 진입교량

삼랑~송지간 국도 58호선 확장
행정복지센터 및 문화센터 건립
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

시내권



검증된 실력 그리고 성과
큰 일꾼이 큰 일을 합니다!

지난 8년 동안 오직 밀양 발전만을 생각하며 쉬지 

않고 달려 왔습니다.

어려움과 좌절의 순간도 많았지만 시민 여러분의  

애정과 지지 속에 “영남권 허브도시 밀양”으로 

재도약의 기틀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시민의 꿈과 희망이 현실이 될 수 있도록 반드시  

박일호를 시민의 일꾼으로 선택해 주십시오.



시민이 
키운

박일호

내 삶을
바꾸는

밀양시장



내고향 
우리 밀양을 
위한  

結者解之
결자해지

결자해지(結者解之) ‘매듭은 묶은 사람이 
풀어야 한다’는 뜻으로, 일을 저지른 사람이 

책임지고 해결해야 한다는 고사성어

•나노융합국가산단 수소저장특화단지 
    및 스마트 산단 조성
•나노융합국가산단 2단계 조속 추진
•나노융합산업 연구지원 체계 강화
•스마트 유통물류단지 조성

•전략적 기업유치 및 지원으로 
    경제성장 동력 확보
•전통시장 및 지역상권 활성화
•근로자 존중도시 밀양 조성
•경남 스포츠산업 지원센터 
    유치 및 스포츠산업 활성화

다함께 잘사는 지역경제1



•밀양형 스마트팜 기반확대
•로컬푸드 지원확대 및 지역푸드플랜 구축
•경남 특화형 농식품수출가공 클러스터 조성
•스마트 영농 지원체계 구축
•청년농부 인큐베이팅 사업
•취약 농업인 영농지원 확대
•밀양형 귀농귀촌 플랫폼 구축
•치유농업 활성화
•어린이 수산제 미래 상상체험관 건립

•영남알프스 산림휴양벨트 조성
•영남루 및 시내권 관광벨트 활성화
•밀양농어촌관광휴양단지 운영 활성화
•삼랑진 낙동강 디지털 타워 및 에코로드 조성
•글로벌 브랜드 밀양아리랑을 통한 문화예술 활성화
•밀양아리랑 디지털정원 조성
•밀양아리랑 한옥마을 조성
•맛의 도시 밀양 선포
•월연정 및 암새들 힐링 지방정원 조성
•시립 밀양아리랑예술단 구성
•시립미술관 건립
•대한민국 연극 테마 파크 조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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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농업, 부자농촌2

쉼표있는 문화, 머무는 관광3



•4차 산업혁명 대비 글로벌 인재 양성
•청소년 진로체험 교육 활성화
•시민이 행복한 평생학습도시 조성
•다문화가정 맞춤형 정착 지원
•어르신 행복경로당 만들기
•치매 걱정없는 열린 기억도시 조성
•노인종합복지관 건립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및 출산 종합지원 체계 구축
•아이키우기 좋은 도시 조성
•청년취업을 위한 청년드림 프로젝트 추진
•장애인 복지시설 증설 및 사회참여 기회 확대
•종합 장례문화 시설 설치
•미리벌학습관 전면 개편
•시민과 함께하는 토크콘서트
•찾아가는 시장과 만남의 날
•시민소통 플랫폼 구축
•출향인과 함께하는 고향사랑 네트워크

육아·교육·노년 걱정 없는 밀양4



할 일 많은 밀양, 
앞으로 4년이 더 중요합니다

•김해 ~ 밀양 고속도로 건설사업 조속 추진
•동대구 ~ 밀양 ~ 창원간 고속철도 조기 건설
•제5차 국도·국지도 사업 조속 추진
•삼문제방도로 4차선 확장
•교동 ~ 삼문동 연결도로 건설
•하남 ~ 삼랑진간 도로 건설
•스마트팜 진입교량 건설
•삼랑진 ~ 원동간 도로 건설
•삼문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밀양역 주변 신활력 프로젝트
•도시가스 시설 및 읍면 
    LPG시설 지원 확대
•도심숲·시민공원 확대
•제대천 생태하천 조성
•밀양다운 도시경관 프로젝트
•도심 공영주차장 확충
•시민친화적 교통환경 조성
•미세먼지 저감 종합 대책 추진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속 추진

사통팔달 교통요충지, 친환경도시 밀양5



 ■ 선거사무소 (055) 356-8930   밀양시 중앙로 413  

•태화출판인쇄  경남 밀양시 시청로 43 (055)352-5689

•1962년 밀양 출생

•하남 백산초등학교(23회)

•하남 동명중학교(30회)

•마산고등학교(40회)

•중앙대 정치외교학과(학사)

•서울대 행정대학원(행정학 석사)

•영국 이스트앵글리아대(환경경제학 박사, 

    2000.9.~2003.4.)

•행정고등고시 합격(제 34회)

박일호 www.facebook.com/ilhopark01

학력

•국민훈장 목련장 수훈

•근정포장, 대통령 표창

상훈

•환경부 생활공해과장, 자원재활용과장(전)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부이사관(전)

•김앤장법률사무소 고문(전)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전)

•국립공원관리공단 비상임이사(전)

•환경부 규제심사 및 자체평가위원회 위원(전)

•기상산업진흥원 비상임이사(전)

•한국전자산업환경협회 사외이사(전)

•밀양시장(현)

경력

지난 8년, 박일호는 밀양 구석구석을 땀으로 적셨습니다.
여당 야당이 아니라 땀에 투표해주십시오.
6월 1일, 우리의 꿈과 박일호의 땀이 만납니다.

오늘도 국토방위에 헌신하고 계신 국국장병 

여러분은 국가발전의 초석입니다.

당신이 있기에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당신이 있기에 고향 밀양이 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 오는 날, 당신을 위한 일자리와 변화된

밀양을 만날 수 있도록 박일호가 땀 흘리겠습니다.

국군장병 여러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