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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2]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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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내역
(단위 : 천원)

월별 집 행 내 역 금 액 비  고

총      계 441,827

1월

132건 29,995

설맞이 군장병(제7075부대) 위문 1,000 단일건

설맞이 군장병(제9585부대) 위문 1,000 단일건

설맞이 전북경찰청 의경 위문 1,500 단일건

설맞이 전주완산경찰서 의경 위문 1,500 단일건

설맞이 전주덕진경찰서 의경 위문 1,500 단일건

한옥마을 전통문화관광명소 지속발전 간담 1,432 단일건

설맞이 군장병(206, 506항공대) 위문 2건 1,000

시정 공유 및 주요시책 홍보 간담 등 11건 841

국가예산 확보 및 현안사업 추진계획 논의 간담 등 23건 5,811

폐기물처리 등 현안해결을 위한 관계자 간담 등 12건 2,615

전주푸드 활성화 추진 홍보 간담 등 14건 2,532

전시 컨벤션, 호텔 등 유치를 위한 간담 등 9건 1,531

사회적기업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한 간담 등 13건 1,345

2017년 회기일정 및 의회 운영 계획 홍보 간담 등 10건 1,390

AI 방역소독 관련 단체 간담 140

청년희망단 일자리정책 관계자 간담 등 17건 1,960

구정발전 논의를 위한 유관기관 간담 등 14건 2,900

2월

177건 31,676

2017년도 적십자회비 모금 분위기 조성을 위한 특별회비 2,000 단일건

시민 소통 및 홍보를 위한 간담 등 14건 1,666

국회 시정주요현안 건의 및 운영방향 제시를 위한 간담 등 44건 9,525

사람중심 전주형 복지체계 구축을 위한 간담 등 19건 2,679

전주 전통문화도시 조성사업 추진방안 논의 등 21건 2,638

전주 첫 마중길 수목식재 방향 업무 협의 등 6건 615

젠트리피케이션 및 마을기업 관련 간담 등 18건 2,170

전주첨단벤처단지 입주업체 간담 등 17건 2,188

100세 행복경로당 건강관리사업 추진 간담 등 37건 8,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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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별 집 행 내 역 금 액 비  고

3월

202건 34,965

지방행정연수원 고급리더과정 교육생 벤치마킹 현장방문 기념품 1,695 단일건

고급리더양성과정 타지자체 공무원 한옥마을 벤치마킹 기념품 2,197 단일건

시정 홍보, 다울마당 실무자 간담 등 20건 2,749

혁신도시 현장점검 및 주민건의사항 해소대책 협의 등 49건 9,582

업사이클센터 건립 운영방향 설정을 위한 간담 등 20건 2,114

문화공연 콘텐츠 개발, 운영을 위한 공연전문가 간담 등 36건 4,792

전주시 주거복지 기복계획 수립추진 논의 등 15건 3,239

온두레공동체 활성화 사업 공모 추진 등 22건 1,845

한국탄소융합기술원 국책기관 지정 간담 등 8건 1,127

쓰레기 반입지연 해결을 위한 주민지원협의체 간담 등 10건 2,535

청년건강검진 사업 추진 간담 등 20건 3,098

4월

170건 28,989

시정 공유 및 주요시책 소통·공감 간담 등 19건 2,236

전주시 아동·청소년센터 건립을 위한 업무 논의 등 61건 12,893

노인일자리창출을 위한 유관기관 관계자 협의 등 19건 2,860

U-20월드컵 관광 프로그램 발굴을 위한 업무 협의 등 19건 2,736

노후공동주택관리비 지원관련 협의 등 8건 2,274

착한소비 바자회 관련 지역자활센터 관계자 간담 등 11건 1,128

탄소복합재 및 3D프린팅 산업 활성화를 위한 간담 등 14건 2,175

중화산동 가구의거리 인도환경 개선사업 추진간담 등 19건 2,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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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별 집 행 내 역 금 액 비  고

5월

171건 33,103

공무원 단체 소통 간담 1,275 단일건

무형문화재 전수활동 지원 의견수렴 간담 1,160 단일건

U-20월드컵 국가대표팀 전지훈련 환영 간담 1,794 단일건

시정 공유 및 주요시책 소통·공감 간담 등 19건 1,941

평생학습 도시 사업 활성을 위한 업무 추진 논의 등 49건 12,048

녹색커튼사업 확산을 통한 도심열섬줄이기 간담 등 13건 2,340

전주국제영화제 발전방안 전문가 간담 등 28건 4,112

민간임대아파트 분쟁 조정 등 주민의견청취 간담 등 10건 1,830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대책 추진 등 15건 1,507

청년소통문화 창출공간 활성을 위한 간담 등 7건 1,068

전주국제영화제 개막식 현장종사자 격려 등 7건 1,272

2017년도 감염병 표본감시기관 간담 등 20건 2,765

6월

169건 27,386

전주국제영화제 조직위원회 관계자 간담 1,030 단일건

원탁회의 우수정책팀 간담 등 20건 2,428

전주문화특별시 지정 및 지원특별법 제정 정책세미나 등 51건 11,364

지역중심 민간모금 조성 관련 공동모금회 관계자 간담 등 15건 1,169

2017 전주문화재 야행 추진방향 논의 등 22건 3,144

생태도시 현안사업 추진 관련 간담 등 7건 1,227

전주형 공유경제 활성화 정책 마련을 위한 간담 등 16건 1,094

드론축구 스포츠 산업 발전을 위한 간담 등 8건 1,208

첫 마중길 상권 활성화를 위한 간담 등 29건 4,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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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별 집 행 내 역 금 액 비  고

7월

186건 37,551

제23회 전국 대학생 모의유엔회의 참석자 간담 2,640 단일건

향토방위 및 시민안전 노고 군장병(106연대) 위문 2,000 단일건

시민 안전사고 예방 및 질서유지 노고 완산경찰서 의경 위문 1,000 단일건

시민 안전사고 예방 및 질서유지 노고 덕진경찰서 의경 위문 1,000 단일건

향토방위 및 시민안전 노고 군장병(제9585부대) 위문 1,000 단일건

시정 공유 및 주요시책 소통·공감 간담 등 32건 4,180

혁신도시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법제화 추진 논의 등 42건 10,778

장애인 맞춤 훈련센터 전주 유치 추진 등 21건 2,222

2017 세계종교문화축제 성공개최를 위한 간담 23건 2,759

도시건설위원회 위원과 간담 등 6건 1,473

우리기업 기살리기 프로젝트 의견수렴 간담 등 11건 1,914

꿈꾸는 아이들 문화복지사업 추진 유관기관 간담 등 46건 6,589

8월

166건 23,796

2017 하계학술회의 개최에 따른 참석자 간담 1,050 단일건

시정 공유 및 주요시책 소통·공감 간담 등 28건 2,720

정부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 방향 논의 등 34건 6,249

장애인 생활시설 인권문제 개선방안 유관기관 협의 등 16건 2,044

혁신도시 지붕없는 공연장 활성화 간담 등 20건 2,690

효천지구 도시개발사업 주요현안 논의 간담 등 14건 2,448

사회적경제박람회 행사 준비 관계자 회의 등 12건 918

농생명 융합 생태계 조성관련 관계기관 간담 등 5건 822

아중천 환경개선방안 의견수렴 간담 등 36건 4,8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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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별 집 행 내 역 금 액 비  고

9월

236건 42,810

추석맞이 전북경찰청 의경대원 위문 1,000 단일건

추석맞이 전주완산경찰서 의경대원 위문 1,000 단일건

추석맞이 전주덕진경찰서 의경대원 위문 1,000 단일건

추석맞이 군장병(제7075부대) 위문 1,000 단일건

추석맞이 군장병(제9585부대) 위문 1,000 단일건

농산물 판매촉진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홍보 특산품 구입 1,078 단일건

추석맞이 군장병(206, 506항공대) 위문 2건 1,000

시정 공유 및 주요시책 소통·공감 간담 등 35건 3,868

2017 대한민국 독서대전 성공 개최를 위한 간담 등 77건 15,612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환 관계자 간담 등 19건 2,818

한옥마을 평일 야간상설공연 운영에 따른 간담 등 33건 4,340

전시컨벤션 호텔 건립을 위한 간담 등 5건 1,063

중소기업연수원 건립 연구용역 관련 간담 등 12건 2,507

덕진보건소 신축을 위한 주민설명회 및 관계자 회의 등 47건 5,533

10월

194건 27,610

전주시 공공디자인 전문가 간담 등 28건 2,957

사회적 기업 발굴 및 지원을 위한 논의 등 70건 12,083

통합사례관리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간담 등 21건 2,058

추석연휴 관광객 만족도제고를 위한 문화시설 관계자 간담 등 14건 1,688

주거복지 공공건축가 간담 등 12건 2,214

첫마중길 빛의거리 조성관련 지역주민 간담 등 12건 1,292

3D프린팅 활용 경진대회 개최 관련 협의 등 11건 1,399

저소득가정 청소년 드림체험 관련 유관기관 간담 등 26건 3,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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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별 집 행 내 역 금 액 비  고

11월

282건 49,324

주거복지 컨퍼런스 개최에 따른 환영행사 3,680 단일건

도시행정 선진지 견학 및 간담 1,188 단일건

범죄예방 및 공공조형물건립 등 도시디자인 전문가 간담 등 38건 5,131

국제관광도시 도약을 위한 효율적 전주홍보 방안 논의 등 98건 20,343

저출생 인구 감소에 따른 보육정책 개발 간담 등 21건 2,583

세계슬로포럼 & 슬로어워드 추진 논의 등 30건 3,336

마을기업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대표자 간담 등 27건 2,544

농생명SW융합클러스터 구축 관계자와 간담 등 15건 2,624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방안 논의 등 51건 7,910

12월

324건 74,622

공동현안 협업을 위한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간담 2,540 단일건

글로벌 관광명소 전주 한옥마을 홍보 기념품 구입 1,200 단일건

시정 공유 및 주요시책 소통·공감 간담 등 36건 5,296

전주시 역점사업 전주역 신축관련 추진계획 논의 등 122건 32,739

미세먼지저감 등 도시환경개선을 위한 관계기관 간담 등 37건 4,459

한옥마을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협력방안 마련 간담 등 38건 6,388

만성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협의 간담 등 17건 5,808

전주동물원 휴게공간 활용 방안 마련 간담 등 18건 2,898

글로벌 스타기업 육성을 위한 관계기업 간담 등 18건 5,292

농촌지역 제설대책 방안 마련 회의 등 36건 8,0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