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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장 친서민, 농업
제1 절 작지만 가치 있는 생활행정
1. 3대 100% 프로젝트
○ 근본적으로 시정의 주인은 시민이며, 지방자치단체의 기본방향은 시민이 가장 행복한 도시를 만드는
것으로, 도시 인프라가 잘 갖춰진 지역에서 거주하는 일반적인 시민들은 그 의미를 잘 모를 수도
있으나, 소외되고 가난한자, 도심 변방에서 거주하는 시민들에게도 행복한 권리는 있음
○ 민선4기에 들어서 시장공약사업, 역점시책사업으로 어려운 서민들을 대상으로 작지만 의미있고 가치
있는 사업들을 전개하여 2006년 34.7%의 보급률을 보이던 단독주택 지역의 도시가스 보급률을
83.5%까지 확대 공급하였고 상수도를 전 세대에 공급하였으며, 농촌의 열악한 농로를 확대·포장
하는 이른바 3대 100%(도시가스, 상수도, 농로)프로젝트를 추진하였음

가. 단독주택 도시가스 확대 공급
□현

황

○ 사업목적
- 단독주택 지역은 도시가스 공사비 과다로 인한 경제성 저하를 이유로 도시가스 사업자의 신규
투자 우선순위에서 배제되어 도시가스 공급시기가 불투명하고 단독주택지역 대부분이 영세
서민들이 거주하고 있음에도 경유 등 값비싼 연료를 사용하고 있어 편리하고 청정에너지인
도시가스를 보급함으로서 서민살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공동주택
거주민과 계층간 양극화 심화 해소 및 친환경 생태도시 조성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07 ~ 2014년(계속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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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규모 : 61,240세대(270km)
- 사 업 비 : 13,300백만원(도비 100, 시비 13,200)
· 12년까지 투자금액 : 9,692백만원
- 추진방법 : 도시가스 배관 100m당 보급신청 30가구 미확보 지역의 공급관 공사비 중 주민분담금
일부 보조
· 주민분담금 200만원 이하 : 50% 이내
· 주민분담금 200만원 이상 : 100만원초과부터 250만원까지

□ 추진상황
○ 2006년 9월
- 단독주택 도시가스 보급 확대사업 기획
- 사회문회위원회 간담회 실시 및 관련조례 입법 예고
○ 2006년 12월
- 전주시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의결
○ 2007년 1월
- 전주시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공포
- 전주시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 확대 협약(전주시⇔ 전북도시가스)
-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 추진위원회 구성
○ 2009년 2월
- 전주시 단독주택 청정에너지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 주민분담금 조정 및 대체청정에너지 보조금 지원
○ 2013년 5월
- 전주시 단독주택 청정에너지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주민분담금 조정)
○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 추진위원회 회의 개최 : 11회(´07 ~´13)
- 년도별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 보조사업 대상지역 심의 선정

□ 추진성과
○ 도시가스 보급 현황(2013년 9월)
구 분
주택별
공급세대
보급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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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계
246,373
228,545
92.8

공동주택
146,007
144,787
99.2

단독주택
100,366
83,758
83.5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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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년도별 지원현황(2013년 9월)
구

분
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지원액(백만원)
10,724
868
1,352
2,279
998
1,711
2,484
1,032

공급세대수
16,762
4,854
3,037
3,334
1,278
1,126
2,380
753

지원지역수
167
33
20
24
15
25
33
17

비

고

※ 2013년 1회 추경예산 50억을 확보하여 20억원은 도시가스 공사비 과다 소요 등으로 소외 되었던
인후동 동초교 북측 등 30개소 886가구 964세대에 도시가스 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나머지 30억
원도 도시가스 배관이 매설되지 않아 도시가스 공급이 어려웠던 삼천동 비아 및 망월마을 등에 도시
가스를 공급하고자 도시가스 공급망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향후 발전방향
○ 도시가스 보급대상지역 도시가스 조속 보급 ⇒ 2014년까지
○ 변방동 및 고지대 주민을 위한 대체에너지 보급
-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태양열, 태양광, 지열 등) 활성화
○ 주택재개발 해제지역 도시가스 우선 보급
○ 도시가스 배관망 확충 등 주거환경 변화에 따라 신속 보급
도시가스공급관 매설

도시가스공급관 공사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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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농로 100% 포장 프로젝트
□ 사업목적
○ 민선4기를 맞이하여 그간 도시지역에 비해 소외받고 있었지만, 도시와 다를 바 없는 농촌지역의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지난 2007년 9월에『농로포장100% 프로젝트』
선포
○ 도시민을 위한 복지도 중요하지만 우리 생명의 탯줄이라 말할 수 있는 농업환경을 개선하여 농촌의
고령화와 이농현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농촌지역의 기계영농을 도와주고, 농민들이 손쉽게 농기
계를 농사현장에 투입하여 농업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계기마련
○ 도심속의 전원마을 조성사업에도 탄력을 받는 등 농촌지역 경쟁력 강화에 밑거름을 조성하기 위하여
역점으로 추진하였음
□ 사업개요
○ 농업기반시설 인프라 구축으로 농업생산성 향상 및 안전영농 도모
○ 추진기간 : 2007년 ~ 2010년(4년)
○ 총사업비 : 56.7억원(국비 38, 도비 5.1, 시비 13.6)
○ 사 업 량 : 57.5km(경지정리지구 55.5km 일반농로 2km)
□ 그동안 사업비 투자내역
2007년

2008년

예 산 액 : 8억원
포장실적 : 8km

▶

예 산 액 : 22억원
포장실적 : 21km

2009년
▶

예 산 액 : 20억원
포장실적 : 21km

2010년
▶

예 산 액 : 6.7억원
포장실적 : 7.5km

□ 추진성과 및 의미
○ 농기계의 원활한 통행으로 농업인의 편리도모 및 기계화 영농 촉진
○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도로와 하수 등 기반시설에 적극 투자하던 것을 소외된 농촌지역 농로포장에
투자하여 영농환경 개선과 농촌생활 여건 개선으로 농업생산성 향상
○ 기계화 경작로외 지역으로 농지의 이용분포가 높은 지역 농로포장을 위하여 2011년 2.9㎞ 3억원,
2012년 2.5㎞ 3억원, 2013년 4억원을 투자한데 이어 1회 추경에 확보한 50억원을 추가로 투입하
여 농로, 농수로 등 농촌지역 지속적인 정비를 통한 영농불편을 해소하고 있음
□ 향후 추진계획 및 발전방향
○ 농촌지역 농로포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농촌생활환경 개선은 물론 농기계 통행불편을 해소하여
안전영농과 기계화 영농 촉진
2008년도 성덕지구 공사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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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상수도 100% 공급사업
□ 사업개요
○ 민선4기 시장공약사업의 일환으로 전주시 도심지역과 농촌동 외곽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하여 상수
도 100% 공급사업의 확대 추진으로 상수도공급 혜택을 받지 못하고 지하수 등을 음용수로 사용하고
있는 지역에 상수도를 공급하여 시민 보건위생 개선 및 행정신뢰도 제고
□ 그간 추진사항
○ 1999년부터 2010년까지 민선4기(2006년~2010년) 중점 추진으로 사업비 약 175억원 예산을
투자하여 배수관 포설 L=152km 및 가압시설 13개소 설치로 총 128개마을 4,223세대 16,605명이
상수도 공급의 혜택을 받게 하였음.
○ 연도별 사업비 집행내역

(단위:백만원)

민선 4기 (2006~2010)

구분

총투자
규 모

1999~
2005

소 계

2006

2007

2008

2009

2010

시비

17,354

6,298

11,056

6,822

1,720

890

978

646

비고

농촌동 상수관로 매설

□ 추진성과 및 의미
○ 도심 외지역 상수도 공급 혜택을 받지 못하고 계곡수나 지하수 등 간이상수도를 사용하는
시민들에게 맑고 깨끗한 상수도를 공급함으로서 전주시 상수도 보급률을 1999년 92.5%에서 2010년
99.6% (환경청 통계)로 상승시켰음
□ 향후 추진계획 및 발전방향
○『상수도 100%공급사업』이후 소규모 취락 가구 중 남아있는 미급수 지역을 대상으로 상수도 공급
을 위한『소규모 배수관 포설사업』
을 연차적으로 추진함으로서 미급수 지역 제로화 달성에 박차를
가하겠음

853

제 7 장 친서민, 농업

2.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추진
○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국가에너지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환경성·경제성 측면에서 최적의
에너지공급믹스를 도출하여 화석연료 비중을 대폭 줄이고 저탄소 청정에너지의 비중을 확대하기 위하
여 대대적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 공공건물, 사회복지시설 및 도시 변방지역 에너지복지 소외가구 등의 에너지 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태양광, 지열, 태양열 등의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에 앞장서게 되었고 저탄소 녹색도시를 조성

덕지노인복지회관 태양광(30KW) 및 태양열 설비

환경사업소 태양광발전소(190KW)

□ 사업개요
○ 고유가 등 에너지 수급 불안정에 대비하고 에너지 해외 의존도를 낮추는 한편,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신재생에너지원의 보급을 추진하여 저탄소 녹색도시를 조성함

□ 그간 추진사항
○ 2009년에는 사회복지시설인 자림복지재단 등 3개소에 총 사업비 5,454백만원(국비 3,274, 도비
545.5, 시 544.5, 민간 1,090)을 투입하여 지열냉난방 시설 설치
○ 2010년에는 안골노인복지관, 전주요양원, 전주환경사업소에 총사업비 1,323백만원(국비 661, 도비
132.3, 시비 510.2, 민간 19.5)을 투입하여 각각 지열냉난방시설(287kw), 태양열급탕시설(집열 면적 84
㎡) 태양광발전시설(105kw) 설치
○ 2011년에는 전주환경사업소, 효자4동 및 호성동주민센터, 전주시청에 총사업비 14,048백만원(국비
702.4, 도비 111.88, 시비 590.52)를 투입하여 각각 태양광발전시설 84.5kw, 30kw, 30kw, 40kw 설치
○ 2012년에는 금암노인복지회관, 덕진노인복지회관, 조촌동주민센터에 총사업비 516백만원(국비
258.5, 도비 36.2, 시비 221.3)을 투입하여 각각 지열냉난방시설(105kw), 태양광발전시설(30kw) 및
태양열 온수시설(67.8㎡), 태양광발전시설(30kw)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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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구 그린홈100만호 보급사업)으로 279가구에 태양광발전시설(3kw)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 보급

□ 추진성과 및 의미
○ 신재생에너지의 기술 개발 및 산업화가 촉진되었으며 태양열, 태양광, 지열 등 다양한 신재생에너지원
이 보급됨. 특히 신재생에너지 주택보급사업을 통하여 많은 단독주택가구에 신재생에너지원이 설치됨

□ 향후 추진계획 및 발전방향
○ 신축 공공기관의 신재생에너지 설비 의무화제도,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의 확대,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 확대 등을 통하여 신재생 에너지의 기반시설 확충 및 저변을 확대하겠음
○ 2030년까지 세계 최고수준의 에너지기술과 함께 가정, 상업 등 각 분야에서 신재생에너지원의 생활화
를 통하여 저탄소 녹색사회를 이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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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수도 전면개량을 통한 맑은물 공급사업
○ 2008년 이전까지는 수도시설 확충위주의 정책으로 인하여 노후관 교체와 노후계량기 교체 등의
유지관리사업에 적정 예산을 투자할 수 없었으며 수동적, 산발적으로 투자하여 유수율이 오히려
낮아지는 상황까지 직면하게 되었음
○ 이에 전주시는 민선4기에 접어들어 유수율 제고 종합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수돗물의 생산과 공급 등
상수도 전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과 대책 마련을 준비하였음. 2007년 유수율 제고를 위한 기본
계획 용역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 결과 누수가 심한 구도심에 대한 노후관 전면 교체와 급수구역
전체에 대한 블록시스템 구축, 선진 관망관리시스템 구축 등에 집중 투자하여야 한다는 결론을 얻게
되었음
※ 서울시의 경우 2000년부터 6년간 7,500억원을 집중 투자하여 68.2%에서 88%까지 급상승
○ 사실 맑은물 공급사업은 많은 예산이 투입됨에도 사업초기에는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도로
굴착으로 인한 통행불편으로 시민들의 많은 민원을 유발하는 사업으로 타 기초단체에서는 단체장들이
인기 하락을 염려하여 쉽게 시작할 엄두를 내지 못하는 사업임.
○ 그러나 전주시는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 머지않은 미래에 시민들에게 더 큰 불편과 더 많은 재정적
부담을 드리게 됨을 염려하여 당장의 시민불편과 재정적 부담을 무릅쓰고 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하
였으며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장래 우리 자손들에게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일념으로 전국 230여개 기초단체 중 최초로 시작하게 되었음

□ 사업개요
○ 전주시는 광역상수도 공급 이전에 수원부족으로 물 확보에만 급급하여 매설된 상수관로 절반이상이 노
후되어 체계적인 정비가 미흡하였고,
○ 망목식이 아닌 수지상식 배수관망과 계량기 불감수량, 통합관리시스템 미구축, 부정급수, 각종공사로
인한 수도관 손상 및 원상복구 미흡 등이 저조한 유수율의 원인
○ 전주시는 유수율 제고를 위하여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한 결과 급수구역에 대하여 블록구축계획을 수립,
전주시 전체를 139개 소블록으로 구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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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중 서부신시가지(8), 하가지구(1), 혁신도시(1), 효천지구(1)를 제외한 128개 블록에 대하여 관망정비,
노후관 및 노후계량기 개·대체, 통합시스템 구축 등을 통한 안정급수 및 균등급수 체계를 구축하여
상수도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함으로써 2016년 12월까지 상수도 유수율 85%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그간 추진사항
○ 2006년 06월 : 사업계획 수립
○ 2007년 09월 14일 :Turn - key 입찰고시(전주시 → 조달청)
○ 2008년 02월 19일 : 실시설계 적격자 선정통보(조달청)
○ 2008년 11월 27일 : 실시설계 적격자 재심의 → 실시설계 적격자 재선정

((주)포스코건설 외 4개사)

○ 2009년 01월 15일 : 실시설계 적격 심의회 개최
○ 2009년 03월 24일 : 공사계약 및 착공
○ 2010년 07월 23일 : 1차분 사업 준공완료(사업비:2,560백만원) 상수관로
: 124.5km, 계량기교체 : 9,991EA
○ 2010년 12월 31일 : 2차분 사업 준공완료(사업비:890백만원) 상수관로
: 33.8km, 계량기교체 : 1,604EA
○ 2012년 04월 22일 : 3차분 사업 준공완료(사업비:11,800백만원) 상수관로
: 72.5km, 계량기교체 : 8,202EA
○ 2012년 09월 08일 : 4차분 사업 준공완료(사업비:18,675백만원) 상수관로
: 63.9km, 계량기교체 : 8,893EA
○ 2013년 02월 28일 : 5차분 사업 준공완료(사업비:19,798백만원) 상수관로
: 106km, 계량기교체 : 5,068EA
□ 추진성과 및 의미
○ 유수율 향상에 따른 수돗물 생산비용 절감
- 2009년부터 현재까지 관망정비 및 노후관로 교체 420km, 계량기 33,758개를 교체함으로서 2008
년 유수율 61.3%에서 2012년 유수율 67.3%까지 향상하여 매년 33억원 정도의 수돗물 생산비용을
절감하게 되었음. 사업이 완료되는 2016년에는 유수율이 80%까지 향상, 연간 80억원 정도의 수돗물
생산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 상수도사업 경영 합리화 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게 됨.
<전주시 연간 유수율>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유수율

61.3%

61.9%

62.8%

65.5%

6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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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수다발지역 상수관로 정비로 누수민원 감소
- 블록시스템 정비구역 상수관망 정비를 통해 수압이 안정화되고, 노후관이 새 관으로 교체되어 연간
누수신고건수가 줄어들어 시민생활 안정 및 누수 복구 비용 절감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누수신고건수

2,373

1,969

1,795

1,285

○ 전국 자치단체 최초로 맑은물공급사업 시행
- 전주시는 그동안 노후된 관로가 제때 교체되지 않아 적수 출수 등 수질이 악화되는 상황이 빈번히 발
생되고 있는 상황이었으나, 낡은 관로를 새 관로로 교체하여 정수장에서 생산된 수질 그대로 각 가정
까지 공급함으로서 시민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
□ 향후 추진계획 및 발전방향
○ 블록시스템 구축 및 간접급수방식으로 전환
`

- 현재 전주시는 직·간접 급수방식으로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는데 이에 따른 수압 불균형 및 누수
감시가 어려운 상황임.
- 맑은물공급사업은 10개 배수지를 정비, 신축한 뒤 배수지를 중심으로 10개 대블록을 구축하고 다시
10개 대블록 아래 33개 중블록과 그아래 128개 소블록을 만들어 수돗물 공급체계에 대한 네트워크
를 구성하는 사업임.
- 이같은 블록시스템은 수돗물 공급과 관련해 블록별 감시 및 제어를 가능하게 하고 블록별 특성에
맞도록 운영가능한 정보화 시스템도 마련할 수 있게 해 수도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유지관리비
증가 요인을 최소화 할 수 있게 하는 효과를 가져 오게 됨.
○ 78개 블록 정비사업 추진
- 맑은물공급사업은 128개블록을 구축하고 그중 50개 블록을 전면개량하는 사업으로 사업 완료 후
연간 절감되는 수도생산비용 80억원을 나머지 78개 블록에 집중투자하게 되어 전면 개량을 하게 됨.
○ 지구 온난화 대비 물관리 효율 향상
- 유엔기구중의 하나인 유엔환경계획(UNEP)은“20세기는 국가간 분쟁이 석유때문이었다면 21세기는
물 분쟁 시대가 될 것”
이라고 경고하였고,
- 또한, 국제인구행동연구소(PAI)는 현재 우리나라를 물 부족 국가로 분류하여 2025년도에는 심각한
물 부족현상이 벌어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 실정이며,
- 최근 지구 온난화로 인해 우리나라 기상은 점점 열대화 되어가는 상황에서 우리생활에 가장
필수적이며 모든 산업의 기본이 되는 소중한 자원인“물”
의 낭비를 줄이고 아껴 써야 되는 상황임
- 따라서, 맑은물 공급사업 완료 후 수돗물의 공급과정에서 손실되는 양을 줄여 요금수입으로 받아들이
지 못하는 양을 최소화하고,
- 생산 및 공급비용을 절감하여 상수도 경영개선에 이바지함은 물론 상수도의 생산과 공급, 사용량에
대한 모든 시스템의 효율을 높임으로써 상수도 행정의 경영 합리화를 도모하고, 소중한 수자원을 보
존할 수 있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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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편안한 하천산책로 정비사업
○ 시민들의 여가 생활공간으로 자리잡고 있는 도심 하천내에 산책로를 정비하여 시민들의 편안한 여가
공간 조성
○ 산책로 보수, 정비 등 유지관리와 계단, 징검다리, 안내판 설치등으로 시민 모두에게 편안하고
안전한 산책 환경 제공

□ 그간 추진사항
○구

간 : 전주천. 삼천. 아중천. 건산천 등 도심하천

○ 사 업 량 : 연장 22km
○기

간 : 연중

○내

용 : 산책로. 징검다리. 계단. 운동기구 및 편의시설 개선

□ 추진성과 및 의미
○ 전주시 관내 도심 하천은 주변 환경이 수려하고, 생태계가 잘 보존되어 갈수록 하천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증가함에 따라 시민들의 하천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연중 하천 정비 시행
□ 향후 추진계획 및 발전방향
○ 하천이용 시민들의 친수시설 설치 및 개선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생태계 보전과 친수시설이
조화를 이룰수 있도록 하천관리에 세심한 검토후 사업 추진
○ 하천과 사람이 공존할 수 있는 하천관리 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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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생활권 등산로 정비사업
○ 고령화 시대를 맞아 건강에 대한 관심 증대로 등산에 대한 수요 및 맞춤형 산림복지 서비스 요구
증가로 추진하게 되었음
- 등산객 급증에 따른 훼손된 숲길 및 주변 정비(보수) 필요
- 이용객의 안정성 및 편리성을 고려한 정비로 숲길 이용객의 만족도 제고
○ 도시화에 따른 환경오염, 인간성 상실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 정서함양을 위한 숲길 이용의 활성화가
전망됨
- 숲을 보전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자연의 훼손을 최소화하고 지역의 산림생태·문화·역사를
연계할 수 있는 숲길 조성·관리 필요
- 산림생태계 및 경관보전을 고려하여 자연친화적인 공법으로 정비

목계단 설치

이정표 설치

□ 사업개요
○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총 11억2천만원을 투입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산행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등산객들이 즐겨찾는 학산, 고덕산, 행치봉, 묵방산, 기린봉 일원 18개 노선, 55km의 친환경적 등산로
를 정비

□ 그간 추진사항
○ 2007년부터 생활권 등산로 정비사업으로 고덕산 일원에
- 이정표, 데크계단 등 9종 1,200여점 설치
○ 2008년 고덕산, 학산 일원에
- 등의자, 횡단배수로, 통나무계단 등 8종 800여점 설치
○ 2009년 묵방산과 학산 일원에
- 정자, 목교, 등의자 등 8종 756점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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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 행치봉과 학산 일원에
- 전망대, 운동시설 등 8종 708점 설치
○ 2011년 완산칠봉과 고덕산 일원에
- 안내판, 데크계단, 배수로 등 9종 530점 설치
○ 2012년 기린봉, 고덕산, 학산 일원에
- 목계단, 횡경계목 등 6종 504점 설치하여
- 훼손된 등산로 복원 및 안전시설·편익시설 설치로 등산로 이용객 만족도 제고

□ 추진성과 및 의미
○ 등산객 급증으로 훼손된 등산로 및 주변 정비로 훼손지역 복원
○ 등산객이 즐겨찾는 친환경 등산로를 조성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산행 서비스 제공

□ 향후 추진계획 및 발전방향
○ 지리·지형의 역사적 이야기 거리와 괴암·바위·희귀목 등 볼거리 등을 적극 발굴하여 경관, 환경,
기능적 측면을 고려한 스토리텔링이 있는 친환경적 등산로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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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시민이 만족하는 공원 시설물 관리
○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고령화 시대의 건강에 대한 관심증대와 생활권내 도시공원의 복지서비스
요구 증가로 지속적인 공원시설물 유지관리가 필요하여 추진하게 되었음
○ 도심공원내 운동시설과 편익시설을 확충하여 쾌적하고 편안한 휴식공간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공원시설물 관리추진

□ 사업개요
○ 전주시 관내 227개 생활권공원을 시민이 만족하는 도심공원으로 개선하여 쾌적하고 편안한 휴식공간
을 제공하고자,
○ 2006년부터 2012년까지 총사업비 1,850백만원을 투입하여 공원내 시설물(등산로 정비, 이정표 및
공원안내판설치, 노후공원시설물 교체 및 설치·보수, 도심공원 조도개선 및 노후공원등 정비)
유지관리 및 시민불편사항 등을 수시정비
※ 도시공원 226개 공원(근린 54, 어린이 140, 주제 7, 소공원 25) 도시자연공원 1개공원(모악산도립공원)

□ 그간 추진사항
○ 2006년부터 2012년까지 227개 공원내 등산로 정비 25km, 안내판 및 이정표 250개, 어린이놀이시설
정비 55개소, 체육시설 정비 75개, 수변공원 준설 16,000㎡, 노후공원등 150개를 정비하였음.

□ 향후 추진계획 및 발전방향
○ 매년 5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쾌적한 공원환경 조성 및 이용객 편익 증진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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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사회취약계층 주택개보수사업
○ 저소득취약계층의 주택보수 추진
- 국토해양부에서 기초수급자 중 자가주택에 대하여 600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지붕보수, 설비,
창문 등을 보수하여 주는 사업으로 국비 80%와 시비 20%를 매칭하여 추진하는 사업임.

□ 사업개요
○ 위 치 : 전주시 일원
○ 사업내용 : 기초수급자중 자가 주택에 대하여 주택보수 지원
○ 사업규모 : 동당 6백만원 이내
○ 사업기간 : 2010년 ~ 2012년
○ 지원형태 : LH공사에서 사업추진(국 80%, 시 20%)

□ 그간 추진사항
○ 2010년 52호 사업 완료
○ 2011년 170호 사업 완료
○ 2012년 150호 사업 완료

□ 추진성과 및 의미
○ 경제적으로 어려운 저소득 계층의 집수리를 통하여 자활의지를 높이는 등 서민주거 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향후 추진계획 및 발전방향
○ 2013년 국토교통부 예산 미확보로 일시 중단된 사업으로 2014년 이후 예산 확보 시 사업추진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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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빈집 리모델링을 통한 희망의 집 고쳐주기 추진
○ 서민주거복지 향상에 기여
- 빈집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민간주택사업자의 사회이익환원의 일환으로 주택을 리모델링하여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무료로 임대하는 사업으로 저소득계층의 주거복지향상에 기여한 사업임.

□ 사업개요
○ 빈집 소유자의 무료임대(5년 이상) 주택을 리모델링하여 사회취약계층에게 무상으로 거주토록 함
○ 주거복지센터와 건설업체(주택사업자)가 협력하여 리모델링 추진

□ 그간 추진사항
○ 제1호 희망의 집
- 2011년 7월에 완료하여 거주중임 (중화산동)
○ 제2호 희망의 집
- 2012년 11월에 완료하여 거주중임 (인후동)
○ 제3호 희망의 집
- 2012년 12월에 완료하여 거주중임 (노송동)

□ 추진성과 및 의미
○ 저소득계층에 대한 주거복지를 지원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과 함께 자활의지를 높이는 등 행정에 대한
주민만족도 향상에 기여

□ 향후 추진계획 및 발전방향
○ 최근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건설경기가 위축되어 사업추진이 중단된 상황으로 건설경기 회복 후 사업
추진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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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노후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 공동주택 관리업무와 관련하여 주택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자체관리 능력이
부족한 노후공동주택에 대해 관리비용 일부를 지원함으로서 주거환경개선과 서민 주거안정을 도모
하고자 전주시주택조례를 개정시행하게 되었음.
○ 노후공동주택관리비용지원은 사용검사 후 15년이 경과된 노후시설 보수를 지원·정비하는 사업으로서
옥상방수, 외벽도색 등 아파트 내구성을 위한 보수공사와 단지내 담장 철거 후 조경식재, 도로, 주차장
등 부대시설의 보수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단지별로 지원해 주는 친서민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음.
○ 우리시의 주거형태 중 공동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은 날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다수의 인원이 밀집
되어 생활하는 시설의 유지관리 등이 그 어느 건축물보다 중요시됨에 따라 건물 노후화로 이미지를
해쳐왔던 낡은 공동주택의 일부분등을 새롭게 단장함으로써 도심의 환경정비로 건강한 활력소 제공과
쾌적성을 개선하고 입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앞장서고 있어 입주민들로부터 큰 관심과 호응을 받고
있음.

정비 전

정비 후

□ 사업개요
○ 대상단지 : 사용검사를 받은 후 15년이상 경과된 공동주택 단지
○ 지원사업 : 옥상방수 등 공용부분 보수비용 일부 지원
○ 지원금액 : 단지별 사업비 70%이하, 1,000만원이하 보조
- 기지원 단지는 3년이 경과한 후 재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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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간 추진사항
○ 노후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주택조례 제정 : 2005. 6. 24
- 15년이상 경과된 전용 60㎡이하 50%이상인 공동주택
○ 15년이상 경과된 전체 공동주택 지원 확대 조례개정 : 2007. 10. 5
○ 기지원 실적 (´05~´12년까지 224단지 33,232세대 2,160백만원)
구 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단지수

21

31

31

50

31

20

20

20

세대수

2,182

5,541

4,293

6,741

4,710

4,902

1,594

3,269

지원금

198

287

294

488

293

200

200

200

□ 추진성과 및 의미
○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자체 관리능력이 부족한 노후공동주택에 대해 관리비용 일부를 지원하여 주거환
경개선 및 서민주거안정 도모
○ 낡은 공동주택에 대한 시설 개·보수로 새롭게 단장함에 따라 이미지 개선으로 도시미관 환경개선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향후 추진계획 및 발전방향
○ 다수의 주민이 밀집하여 생활하는 공동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이 날로 증가하고 있어 시민 주거불편해소
및 도시환경개선을 위해 확대 추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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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도심지역 폐·공가 정비사업
○ 천년도시 아트폴리스 경관향상에 기여
- 구도심지역에 방치된 폐.공가를 정비하여 주차장, 텃밭 등으로 활용함으로서 도시경관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2008~2010년까지 추진하다 사업비 미확보 및 폐.공가 소유주
의 동의가 어려워 중단되었으나 2013년부터 예산이 확보되어 재 추진중인 사업임.

정비 전

정비 후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구도심지역에 방치된 폐·공가 625개동
○ 사 업 비 : 동당 15백만원 소요되며 ´13년도 6개동 정비예정
○ 사업내용 :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폐.공가를 정비하여 공영주차장 조성
□ 그간 추진사항
○ 2008 ~ 2009년 48개동 정비
○ 2010년 희망근로사업으로 10개동 정비
□ 추진성과 및 의미
○ 폐·공가 정비를 통하여 주민공동으로 사용이 가능한 주차장, 텃밭 등을 조성함으로서 행정에 대한
주민 만족도 향상과 도시미관 개선에 기여
□ 향후 추진계획
○ 2013년 예산 90백만원으로 6개동을 정비 할 예정이며, 추경 및 지속적인 예산 확보로 폐·공가 정비
추진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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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공사중 방치건축물 울타리 설치
○ 아트폴리스 전주의 도시 경관향상에 기여
- 건축중인 공사장의 부도로 인하여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공사장 주변에 울타리를 설치하여
보행하는 시민들의 안전 및 울타리를 그림으로 도색하여 도시미관 향상에도 기여한 사업임

현황사진

□ 사업개요
○ 공사중 사업주 부도등으로 방치된 건축공사장에 가설울타리를 설치하여 도시미관 개선
□ 그간 추진사항
○ 사업기간 : 2008년
○ 사 업 비 : 50백만원
○ 사업대상지 : 2개소
- 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 603-3번지
-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 1가 377-1 번지
□ 추진성과 및 의미
○ 부도로 중단된 건축공사장에 가설 울타리를 설치하여 도시미관 개선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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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절 전통시장 환경개선 및 경쟁력 강화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 전통시장을 둘러싼 유통환경은 ´03년도부터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으며, 대형마트와 기업형수퍼의
진출, 전자상거래 활성화로 전통시장 및 원도심 지역의 상점가가 급속히 쇠퇴하기 시작하였음.
○ 대형자본과 경쟁해야 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는 노후화된 점포, 불편한 쇼핑환경, 부족한 편의시설,
상인 불친절, 경영마인드 부족 등의 이유로 매출액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였고 이는 지역경제의 심각한
위축을 가져왔으며 대형자본에 의한 자금의 역외 유출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었음.
○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민선4기, 민선5기 공약사업으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를 위한
시설현대화사업을 의욕적으로 추진하여 주차장, 고객지원센터, 아케이드, 공중화장실, 진입도로 확장
등 상업기반 시설 확충과, 상인대학 운영, 특가판매, 할인판매, 택배서비스 제공, 문화행사, 가요제
개최, 공동저온창고 신축 등 많은 사업이 추진되었음.

□ 시장 및 상점가 현황

시 장 명
중앙상가
남부시장
모래내시장
동부시장
서부시장
신중앙시장
풍남문상점가
동문상점가
전자상가
서부시장상가

소 재 지
완산구 태평3길 70
완산구 풍남문1길 19-3
덕진구 모래내4길 8-8
완산구 충경로 109
완산구 효동2길 18
완산구 태평5길 33
완산구 풍남문3길 19
완산구 동문길 50
덕진구 기린대로 317
완산구 효동2길 18

상가대표
김연제
하현수
임승기
장판옥
바동희
반봉현
김홍기
이종근
김종성
박동희

판매품목
의류, 귀금속
식당, 주단
농수산물
과일, 야채
의류, 야채
잡화, 의류
주단, 잡화
인쇄, 의류
음향, 영상
식당, 잡화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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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간 추진사항

시 장 명
계
중앙상가
남부시장
모래내시장
동부시장
풍남문상점가
신중앙시장
동문상점가

(단위 : 백만원)

추진 사업 내용
고객지원센터, 리모델링, 주차장
1,3동 리모델링, 주차장, 저온창고
아케이드, 저온창고, 공중화장실
소방공사
전통체험관
아케이드, 고객지원센터
동문문화센터, 경관거리, 조형물

사업비
35,402
5,440
8,638
1,992
273
5,162
8,488
5,409

비 고

□ 추진성과 및 의미
○ 주차장 등 상업기반시설 확충으로 쇼핑환경이 크게 개선되었으며 상인의식 변화, 전문가 컨설팅을 통한
선진 경영기법 도입으로 다시 찾는 전통시장으로 탈바꿈하고, 고객수 및 매출액 증가로 이어져
지역경제가 활성화되었음.
□ 향후 발전방향
○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시설현대화사업은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으며 이후로는 경영현대화 사업에 집중
투자하여 고객 유치를 위한 소프트웨어 창출에 집중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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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동문·풍남문상점가 문화·관광형시장 조성
○ ´03년부터 추진되어온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사업이 주차장, 아케이드, 고객지원센터 등 기반시설
확충에 치중한 경향이 있어 문화와 관광자원을 활용한 활성화 방법을 모색하던중,
○ ´09년도에 경기전, 풍남문, 한옥마을 등 문화·관광자원을 연계한 테마 상점가를 동문·풍남문상점
가에 조성하기 위해 중소기업청 공모에 응모하여 선정되었음.

□ 사업개요
○ 사업 구간은 동문 상점가, 풍남문 상점가 일원이며 사업 기간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간이며,
소요 예산은 8,150백만원으로 국비 4,894백만원, 시비 3,225백만원, 자부담 31백만원이며,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동문상점가는 동문문화센터 신축, 경관거리 조성, 간판정비, 한전주지중화 등이며 풍남문상
점가는 풍남문 전통체험관 건립, 한전주 지중화 등임.
□ 그간 추진사항
○ 중소기업청 공모사업 선정 : ´09. 3
○ 기본계획 연구용역 시행 및 추진계획 수립 : ´09. 6 ~ 11
○ 동문문화센터, 풍남문전통체험관 부지 매입 : ´10. 2 ~ 11
○ 동문문화센터 설계용역 : ´10. 5 ~ 12
○ 경관거리조성 등 기본(디자인) 및 실시설계용역 : ´10. 8 ~ ´11. 2
○ 동문문화센터 신축 :´10. 12 ~ ´11. 8
○ 풍남문 전통체험관 건립 : ´11. 5 ~ 10
○ 동문상점가 경관거리 조성 : ´11. 6 ~´12. 12
○ 동문상점가 간판 정비 :´13. 1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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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후 추진계획
○ 동문상점가 인도 및 조형물 설치 : ´13. 7 ~ 11
□ 추진성과 및 의미
○ 도심공동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동문·풍남문상점가에 문화센터 신축, 전통체험관 건립, 한전주 등
지중화, 간판 정비, 경관거리 조성을 완료하여,
○ 사업 추진 전 15개소의 빈점포가 지금은 모두 입점하여 영업하고 있으며, 지가가 2~3배 정도 상승하고
업종도 카페, 옷가게 등 고부가 가치 점포로 변화하고 있어 한옥마을 관광객 증가와 맞물려 매출액이
상승하는 등 상점가가 활성화 되어 가고 있음.
□ 향후 발전방향
○ 사업이 완료되면 상인회를 중심으로 상가가꾸기, 문화·예술행사 개최, 상인대학 운영 등을 통한 경영
마인드 혁신으로 다시 찾는 상점가로 거듭나야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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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문화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
○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문화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응모 선정
- 전통시장에 문화의 숨결을 불어넣어 지역문화 공간이자 일상의 관광지로 조성하여 지역주민의
문화향수 확대 및 서민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공모계획 통보(2010. 10. 15.)
- 남부시장은 1473년 우리나라 향시의 효시로 태동, 1903년 공설시장의 형태로 재탄생 한 후 지금
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호남을 대표하는 시장으로 번영을 누려왔으나, 최근에는 대부분의 점포들이
영세한 상황이고, 시장상인들의 고령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이에 따라 전통시장에 젊은 청년장사꾼을 육성하여 한옥마을과 연계한 관광형 시장으로 활성화
하고자 함 (2010. 11. 25 응모, 12월 최종 선정, 2011년부터 사업 추진)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1년 ~ 2013년(3년간)
○ 대 상 : 전주남부시장
○ 사 업 비 : 750백만원(국비 410, 시비 340)
연 도

계

(단위 : 백만원)
2011년

2012년

2013년

계

750

300

350

100

국 비

410

150 (50%)

210 (60%)

50 (50%)

시 비

340

150 (50%)

140 (40%)

50 (50%)

○ 사업내용 : 청년 장사꾼 투입을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
- 시장 내 빈 점포를 활용한 청년장사꾼 육성 청년몰 조성
- 상인간의 화합을 위한 문화동아리 운영(풍물, 민요교실)
- 고객 유입을 위한 주말 청년 야시장 운영
- 시장 현장 체험 및 투어 안내
- 화장실, 전기시설 등 시장 내 공용 공간 수리 및 대청소 등 환경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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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간 추진사항
○ 문화체육관광부 공모 사업 선정 : ´10. 12.
- 2011. ~ 2013년 / 3개년 지원사업
○ 청년장사꾼 육성 및 청년몰 조성
- 1차년도(2011) 청년장사꾼 아카데미 운영 및 시범점포 2개소 조성, 청년장사꾼 아카데미(10명) 청년
들의 시선을 전통시장으로 전환, 수료자중 사업계획서를 심사하여 2개소 시범점포 대상 선정
- 2차년도(2012) 청년몰 조성 (총 12개소) 남부시장 2층 빈점포 밀집 공간을 대상으로 청년장사꾼
모집, 사업계획서 심사 선정 후 리모델링, 창업 컨설팅, 2012년 임대료, 문화체험 마케팅 지원, 언론
홍보 활동 등
- 3차년도(2013) 청년몰 확장 (총 21개소) 상인들이 창고로 사용하는 빈점포를 정리하여 청년장사꾼
추가 입점 (리모델링, 임대료 등 자부담)
※ 자부담으로 입점하는 점포도 사업계획서 심사 후 선정하고 있으며, 지속 확장계획임
○ 상인 문화동아리 운영 : 2개반(풍물, 민요) / 주 2회
- 상인간 화합 기여, 시장내 주요 행사 시 공연단 활동
- 3차년도(2013년)는 예산지원 없이 자체 회비로 운영중
○ 정기 야시장 운영(5월 ~ 10월) : 매월 첫째, 셋째 토요일 저녁
- 관광객 유입 및 청년몰을 알리는데 큰 역할을 함
□ 추진성과 및 의미
○ 고령화된 상인, 낙후 된 시설, 식료품 위주의 상행위가 중심인 시장의 이미지를 벗어나 청년몰을 중심
으로 야시장, 청소년 및 일반시민 /시장상인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쇼핑과 문화활동을 즐길 수 있는
전통시장으로 이미지 변화.
○ 시장의 지속가능성과 다양한 문화 컨텐츠를 확보할 수 있는 청년과의 결합으로 전통시장 활성화와
청년실업 문제의 좋은 대안으로 평가받고 있음.
⇒ 전국 청년 단체 및 각급 기관에서 연간 70여 건 이상의 현장 방문 및 간담회, 시장투어 안내 등이
있었음.
○ 한옥마을의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한 활발한 홍보 및 야시장 등의 문화콘텐츠 마련으로 지역 전통시장
의 관광화에 기여
□ 향후 추진계획 및 발전방향
○ 청년회관(2013. 6월 오픈)을 중심으로 청소년 시장 문화 체험장, 다양한 사회네트워크 모임, 지역 사회
이슈 포럼 개최 등 소셜 네트워크 거점 역할 수행
○ 한옥마을과 연계한 시장 미션투어 체험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으로 관광객 유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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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 절 영세상권 보호를 위한 상생협력 방안 마련
1. 전주유통발전상생협의회 조직 및 기능 강화
○ 대형유통업체의 진출로 재래시장 및 중소유통업의 매출감소 등 지역 경제 침체와 대·중소 유통업간
갈등이 지속됨에 따라 전주시에서는「유통산업발전법」
제7조의5에 근거 상생협력을 추진하고
○ 대형유통업의 협약사항 이행여부 점검과 공동감시기능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코자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구성
- 대형유통업체의 상생이행협약 및 상거래 지도점검
- 지역상품의 구매 및 판로개척을 위한 협력
- 대·중소 유통업 균형발전을 위한 조사연구 및 토론회 개최
- 기타 대·중소 유통업 상생협력에 관한 사항 등
○ 전주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는 대·중소 유통업간 경제적 갈등을 해소하고 자발적 상호협력을 통한
동반성장 실현은 물론 지역공헌 사업, 교육사업, 동반사업 등의 협력사업을 발굴하고 지원하여 상생
기반을 마련하는데 힘써 왔으며
○ 대형유통업체들에게 지역기여를 위한 활동과 중소 유통업체와의 상생협력을 위한 경영활동을 지속적
으로 요구하고 있음

유통상생협의회 원산표지
캠페인

대형유통업체의 판매 농축산물
생산지에 대한 토론회

의무휴업에 따른 매출액 및
소비 행동변화 토론회

□ 사업개요
○ 구 성 : 2007. 8. 13(현인원 21명)
○ 운 영 : 정례회의(분기별) / 장 소 : 소비자정보센터 사무실
○ 실 적 : 43회 운영(2007. 8. 13 ~ 2013.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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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간 추진사항
○ 대형마트의 지역기여 협약사항 분기별 점검활동
○ 도내 상품 매입 확대 활동
○ 전통시장활성화 및 이용 캠페인
○ 전통시장과 대형마트간 결연 협약 및 노하우 전수
○ 중소유통업체와 대형유통업체간의 상생협력사업 발굴 추진
○ 대형마트의 용역업체 및 지역입점 업체 애로사항 논의
○ 지역경제와 상생발전을 위한 토론회
○ 상생협력 기여자 포상활동
○ SSM 소위원회 운영활동

□ 추진성과
○ 지역 농축산물 매입확대 및 벤더업체 발굴
○ 대형마트 지역기여 이행협약 체결
○ 대·중소 유통업 상생을 위한 토론회
○ 대형마트 지역기여 이행 재협약 및 이행협약 결과발표
○ 대형마트 입점 우리농산물 판매 관련 토론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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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주시 대형마트 지역기여 권고조례 제정
○ 대형유통업체의 확산으로 중·소매업 및 재래시장 위축에 따른 유통 산업의 양극화, 대형마트의
불공정거래로 인한 중소기업 경영난, 지역상권잠식, 지역자금 역외 유출 등의 부작용을 해소하고자
○ 전주시에서는
「유통산업발전법」
규정에 따라 유통산업의 효율적인 진흥과 상호상생을 위한 지역기여
권고사항을 마련하여 지역 중소·상인을 보호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국 최초로 지역기여
권고조례를 제정함
- 2009년 2월 대형마트 지역기여 권고 조례 제정
-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회의시 이행협약 추진계획 토의
- 2009년 3월 대형마트별 포괄적 이행협약 합의(각 점장)
○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와 각 마트간 지역기여 이행 협약식 체결
- 지역기여를 위한 전주지역 유통업체 이행협약식 2회 개최
- 협약식 이후 분기별로 협약된 내용에 대하여 계량적 자료분석으로 상생협약이행 지속 점검
○ 전주시 대형마트 지역기여 권고조례는 전국 최초로 제정되었다는 점에 시사하는 바가 크며, 전국
각 자치단체의 벤치마킹 대상이 됨

□ 사업개요
○ 제정사유
- 대형유통기업의 대형마트가 지역상권을 독점하여 지역의 중·소 유통업체(전통시장 및 중소상인)는
매출이 급격히 감소, 폐업이 날로 증가하는 실정임
- 지역의 영세상인 보호 및 자금의 역외유출 등의 최저기준을 마련하고 대형유통의 지역기여를 적극
권고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지역기여 권고 기준(안 제4조)
- 지역기여 권고 적용배제(안 제3조) - 농협하나로마트, 지역마트
- 대형마트 상생노력(안 제5조)
· 지역주민 고용촉진을 위하여 70%이상 채용
· 지역농축산물 및 지역상품 등의 매입판매
· 현금 매출액의 지역은행 일정기간 예치 후 본사 송금
· 공익사업 참여를 통한 지역사회환원(복지분야, 인재양성 등)
· 그 밖에 지역의 우수업체의 보호 및 협력에 필요한 사업 등
- 실천협약 및 이행점검(안 제6조)
- 협약의 평등(안 제7조)
- 영업권보호(안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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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간 추진상황
○「전주시 대형마트 지역기여 권고 조례」제정 입법예고 : ’
09. 1. 9
○「전주시 대형마트 지역기여 권고 조례」공포 : ’
09. 2. 27

□ 추진성과
○ 신규입점 억제
- 대형마트 입점 이행절차 강화를 통한 신규업점 억제
○ 지역기여도 향상
- 지역생산품 구매확대 추진
- 지역민 고용확대
- 지역 용역업체 이용 확대
- 지역발전기여금 조성 협력
- 이웃돕기, 봉사활동 등 지역사회 환원 실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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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역 중소 유통 보호를 위한 조례개정
○ 대형유통업체의 지역경제진출이 확산됨에 따라 우리 지역의 막대한 자본이 지역외로 유출되고 영세한
전통시장과 중소상인들이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 전주시에서는 오래전부터 유통법 개정을 주장해왔고, 시의회 의장 등은 무려 103일 동안이나
대형마트 앞에서 영업시간 제한 등을 요구하며 천막 농성을 실시하였음
○「유통산업발전법」
에서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 점포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대형마트 및 기업형 슈퍼에 대하여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다고 하였음
- 이에 근거 전주시가 전국 최초로 지역 중소유통 보호를 위한 조례 개정 추진에 앞장섬
○ 대형유통업체를 제외한 다수의 시민이 둘째·넷째 일요일 휴업 등의 영업제한에 찬성함(대규모점포,
중소상인, 시민 등의 의견수렴을 20일간 실시)
○ 영업제한 처분 등의 조례개정으로 전통시장 및 중·소상인 매출액 증가

□ 사업개요
○ 규제 대상 : 24개소(대형마트 및 기업형슈퍼)
- 대형마트 : 6개소
〔이마트(전주점), 롯데마트(송천점, 전주점), 홈플러스(전주점, 완산점, 효자점)〕
- 기업형슈퍼 : 18개소
〔이마트에브리데이전주(평화점), 롯데마트(덕진점, 롯데슈퍼(삼천점, 효자점, 인
후점, 송천점, 신성점, 평화점, 아중가맹점, 붓내가맹점, GS슈퍼(서신점, 서곡점, 인후점, 동산점, 호
성점, 후곡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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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 내용
- 영업시간제한 : 오전 0시부터 ~ 오전 8시까지
- 의무휴일지정 : 매월 2일(둘째·넷째 일요일 의무 휴업)
※ 의무휴업 최초시행일 : ′
12. 3. 11일(SSM), ′
12. 4. 22일(대형마트)
□ 그간 추진상황
○「유통산업발전법」개정 공포 : ´12. 1. 17
○
「전주시 대규모점포 등 의무휴업 일부 개정 조례」공포 : ´12. 2. 27
○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 운영
- 기업형수퍼(SSM) : 10회(3. 11 ∼ 7. 22)
- 대형마트 : 7회(4. 22 ∼ 7. 22)
○ 조례 공포(2차) : ´12. 7. 10
○ 조례 공포(3차) : ´12. 8. 30
○ 처분 결의 : ´12. 9. 7
○ 처분의 사전통지 : ´12. 9. 7 ∼ 18(11일간)
○ 처 분 : ´12. 9. 20
◆ 0시부터 ∼ 8시까지 영업시간 제한
◆ 둘째·넷째 일요일 의무휴업(매월 2일)
- 대형마트 · SSM : 11회(9. 23 ∼ 현재까지)
□ 추진성과
○ 전통시장 매출액 증가 : 15~25%
○ 중형수퍼 매출액 증가 : 25~40%
○ 소형수퍼 매출액 증가 :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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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중소공동유통물류센터 건립 및 운영 컨설팅 지원
○ 민선5기 시장공약사업으로
「유통산업발전법」
제17조의2에 근거 거대자본을 앞세운 대기업 유통의 무
차별한 영업행태에 맞서 전주시에서는 지역내 영세유통 소상인들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총사업비 26
억원(국·도비포함)을 들여 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 지원
- 대량구매를 통해 저가로 물품을 공급할 수 있으며 소비자 구매욕구를 제때 충족할 수 있는 다양한
상품확보
○ 물류센터와 중소상가간 판매정보를 관리하기 위해 전주시에서는 7 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판매시점관리시스템(POS)구축
- 중소마트의 판매실적, 재고관리, 입출고 현황 등을 한눈에 파악하기 쉬워 중소마트의 인건비와
물류비 절감을 통한 가격경쟁력 확보
○ 물류센터는 중소상인을 위한 상품전시와 보관, 배송 등 공동물류 사업뿐 아니라
유통물류정보시스템을 이용한 정보수집제공, 유통인 능력향상을 위한 교육·연수 등도 실시하여,
영업환경 개선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음

□ 사업개요
○명

칭 : 전북전주수퍼마켓협동조합 공동물류센터(이사장 : 최진원)

○ 소 재 지 : 전북 전주시 덕진구 장동 1051-4
○면

적 : 대지 4,960㎡ / 건물 2,959㎡

○ 사 업 비 : 2,611백만원(국비 : 723, 도비 : 300, 시비 : 664, 자부담 : 924)
○ 준 공 일 : 2007년 7월 4일
○ 취급상품 : 공산품일체, 주류일체, 생활용품 등 9,700여 품목
○ 주요시설 : 물류창고, 냉동실, 냉장실, 사무실, 휴게실, 회의실 등
○ 주요장비 : 2.5t 1대, 1.4t 1대, 1.2t 1대, 지게차 4대, 업무용 승합차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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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간 추진상황
○ 중소유통물류센터 건립 : 2007년 7월 4일
○ 중소물류센터와 중소마트간 POS 구축사업(200대) : 2008년
○ 물류센터 증축(64평) 및 판매장비(지게차) 등 구입 : 2010년
○ 1차 신선식품 냉장 냉동고 설비 : 2012년
○ 중소유통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영업활성화 교육(매년)

□ 추진성과
○ 연도별 매출액
구

분

매출액

(단위 : 백만원)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6,586

14,903

19,693

20,544

22,135

23,015

○ 지역별 내역
지 역

가입자

지 역

가입자

지 역

가입자

지 역

가입자

전 주

396

군 산

68

정 읍

26

전북 시·군

34

익 산

119

김 제

37

완 주

53

타 시·군

17

○ 대기업 대형 유통에 대한 조합원수퍼 경쟁력 강화
- 1차식품 입점확대(야채 과일등 신선식품, 냉장냉동식품 등)
“주부들의 반찬거리 욕구충족 시키는 골목수퍼 만들기”
○ 대량구매를 통한 Buying power로 출고가격을 지역 내 최저가 공급
- 2013년 이용 조합원 750명 확보, 일매출 1억1천만원 목표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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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 절 재해재난으로부터 안전도시 실현
1. 종합재난관리시스템 구축
○ 안전도시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살기 좋은 지역건설 대비
○ 재난대비 예·경보시설을 상시 점검, 실시간 모니터링, 과거 침수흔적 등 재난상황 자료 분석 및 예찰
활동 강화
○ 실행프로그램 작동을 위한 장비설치 및 신속한 대책 마련으로 재난피해 최소화
○ 종합상황실 상시운영 및 유관기관과의 합동대응 체계 구축

□ 추진배경
○ 종합관제시스템 구축, 재해 예·경보시스템 구축
- CCTV 설치, 음향장치, 수위, 유량 관측시설, 전광판 등
○ 재난종합상황실 365일 운영
- 국비지원 근거 마련 및 시민의 생명 및 재산피해 최소화

□ 그간 추진사항
○ 2009년에 국비 지원을 받아 각종 재난 예·경보시설을 설치, 상황실에서 실시간 자료를 관측하고 있으며
○ 시민의 안전을 위해 시청내에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을 365일 가동하면서 유사시 민·관·군 합동
대응 체계를 유지하고 있음

□ 추진성과 및 의미
○ 자연재난 및 인적재난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유사시 유관기관과 신속한 합동대응으로 인명 및 재산피해
최소화

□ 향후 추진계획 및 발전방향
○ 각종 자연 및 인적재난에 대비하여 예찰활동 강화는 물론 재난안전네트워크 회원(1,318명)과 지역 자율
방재단(317명)등과도 협조체제를 강화하여 재난에 공동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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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 규정에 의거 우리시의 풍수해 특성, 피해 발생원인, 재해위험도, 저감대책과
관련사항을 종합적으로 조사·분석하여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예방 또는 저감하기 위하여 지역
방재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는 중장기적인 계획 수립
○ 계획수립으로 안전한 시민생활을 도모하는 데 활용하고, 사업시행을 위한 재원을 확보(국도비 지원
근거 확보)하기 위함

□ 사업개요
○ 법적근거 :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
○ 계획내용
- 풍수해 위험요인을 조사·분석하여 피해예방 및 저감을 위한 각종 구조적·비구조적 대책을 종합적
으로 제시하는 방재분야 최상위 종합계획
- 지형적·지리적 여건, 과거 풍수해 특성 및 피해원인 분석 등
- 하천재해, 내수재해, 사면재해, 토사재해, 바람재해 등 대비대책

□ 그간 추진사항
○ 2009년 10월에 용역을 착수하여 주민설문조사, 현장조사, 전문가 및 관련기관 의견수렴 등을 실시하고
○ 주민 공청회, 간담회 등을 통해 누락된 재해위험 현장이 없도록 수차례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반영하였음

□ 추진성과 및 의미
○ 풍수해(태풍, 홍수, 호우, 강풍, 대설 등 자연현상)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로부터 시민을 보호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을 수립함으로써 국비지원의 근거가 마련됨
- 위험지구 36개소 선정
(하천재해 3, 내수재해 13, 사면재해 19, 토사재해 1)

□ 향후 추진계획 및 발전방향
○ 2013년까지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을 확정할 계획으로
○ 사업시행계획에 의거하여 매년 풍수해저감 사업비를 국비로 지원받아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풍수해
로부터 주민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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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야별 방범·감시용 CCTV 통합 운영을 위한 통합관제센터
○ CCTV 통합관제센터는 각 부서에 설치된 방범, 교통·주차단속,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재난·재해
감시, 시설관리와 학교주변 및 내에 설치된 어린이보호 등 다양한 목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CCTV 관제기능을 하나로 통합·연계하여 각종 범죄예방과 치안유지, 생활안전 업무 등에 필요한
모든 상황조치를 합동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설치
○ CCTV 통합관제센터는 전문 관제인력이 24시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함으로서 각종 범죄와 불법
행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고, 경찰 등 관련기관 간 유기적인 정보공유 및 협조체계로 강력범죄
검거율이 향상 되는 등 시민의 안전을 지켜주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

관제실

회의실

□ 사업개요
○ 다양한 용도의 CCTV 영상정보를 통합 운영
- 방범, 어린이보호구역, 녹색주차, 감시 등 총 531대 CCTV를 통합 운영하여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관리 대응체계 마련
□ 그간 추진사항
○ 2012년 1,506백만원을 투자하여 전주시청 8층에 통합관제센터 구축하였으며 2012. 12월 3일 개소 운영
- 경찰관서와 영상정보 공유로 1건의 현행범 검거(성추행), 경찰관서175건의 자료제공으로 30건의
범죄 용의자 검거 및 해결
□ 추진성과 및 의미
○ 분야·용도별 운용되는 CCTV의 통합운영으로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는 물론 범죄로부터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거둠
○ CCTV 중복설치 방지 및 분산된 시스템 통합으로 업무 효율성 향상 및 예산 절감
□ 향후 추진계획
○ 영상정보(개인정보)의 보안 대책 강화로 주민 사생활 침해예방 및 지능형 영상분석, 경찰청 수배
DB 연계 등을 통해 범죄예방 극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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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도로기반시설물 공간정보 구축
○ 대구 가스폭발 사고, 성수대교 붕괴 등 국가 차원의 정보 인프라 구축 부재에 대한 심각성이 인식
되면서 정부에서는 1995년『국가 GIS 구축기본계획(1995~2000)』
을 수립하여 광범위한 지리정보
전산화 작업에 착수하였으며,
○ 우리시에서도 GIS 구축사업의 필요성을 일찍이 인식하고 적극적인 사업추진 노력을 기울여 정부로부
터 1998년에는 상수도, 2000년에는 하수도 전산화 사업의 거점도시로 선정되었으며, 1998년부터
2013년까지 국비지원 54억원을 포함 총 162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GIS 사업을 전면적으로 추
진한 결과, 우리시 관내 모든 도로기반 시설물(도로, 상·하수도 등)에 대한 지리정보 전산화 작업을
완료하였음
○ GIS 사업의 결과로 신속·정확한 행정업무 처리가 가능하게 되었고, 각종 지하공간의 재난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게 되었으며, 효과적인 시설물 유지관리 체계가 구축되어 운용중에 있음

□ 추진배경
○ 복잡하게 산재된 도로 및 지하시설물에 대해 전산화를 통해 행정전반에 안전하고 체계적인 공간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각종 국토개발 계획수립과 친환경적인 국토개발에 필요한 디지털
국토정보를 제공하고 도시행정의 합리적인 의사 결정 및 대민 서비스 질적 향상을 위해 추진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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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황

○ 사업기간 : 1998. 2 ~ 2014. 2
○ 사업예산 : 총16,200백만원
연 도

2000년 이전

2001~2005년

2006~2010년

2011~2013년

사업비(백만원)

3,665

4,607

5,522

2,406

○ 총사업량 : 도로기반 시설물 DB구축 L=4,912㎞
- 도로 1,138㎞, 상수도 2,221㎞, 하수도 1,553㎞
□ 추진성과
○ 인트라넷 GIS시스템 공간정보 시스템 구축
- 모든 직원들이 내부 인트라넷을 통하여 각종 공간정보(도로, 상·하수도, 수치지형도, 새주소, 영상정
보, 토지정보등)를 관련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든 웹기반을 구축하여 각종 계획·민원 및 업무처
리 등에 이용, 업무 능률 향상
○ 도로시설물, 상·하수도, KT, 한전, 도시가스, SK브로드밴드, 데이콤 등 지하시설물 통합관리로 각종
재난사고 예방 및 도로굴착에 따른 예산 중복투자 방지, 사업계획 수립시 공간정보에 관한 의사 결정
자료 제공 등 직원들의 인트라넷 GIS 공간정보시스템 활용을 통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통해 대시민
서비스 질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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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생활안전 방범용 CCTV 설치 운영
○ 범죄예방 및 수사에 도움을 주지 못하는 노후 CCTV 기능 보강으로 영상정보의 활용도를 높이고,
○ 우범지역에 CCTV를 설치하여 범죄 사전예방효과 및 범인 검거율 향상에 기여
- 차량번호 및 신원식별로 범죄 수사에 큰 도움
- 범죄 발생이 많은 야간시간대 영상 촬영으로 범인검거에 기여
- 도내 성범죄 발생현황 : ´10년 538, ´11년 619, ´12년 242건

차량번호인식 CCTV

방범용 CCTV

□ 사업개요
○ 범죄 없는 도시를 위한 CCTV 도시안전망 대폭 강화
- 부녀자 성범죄 등 범죄발생 우려가 높은 지역의 CCTV를 설치함으로써 범죄예방 효과 극대화 도모
- 특히 늦은 밤 방과 후 귀가하는 학생의 안전한 하교길 보장
□ 그간 추진사항
○ 2006년부터 시작한 방범용 CCTV 구축사업은 2012년까지 7년간 사업비 15.5여억 원을 들여 총 136
여 대의 CCTV를 설치하여 도시안전망 구축
- 2006년 8대 1.2억원/ 2007년 12대 1.8억원/ 2008년 3대 0.6억원
2009년 4대 0.68억원/ 2010년 5대 0.82억원/ 2011년 16대 2.93억원
2012년 88대 7.51억원
○ 다양한 용도의 CCTV 영상정보를 통합하여 공동 활용할 수 있는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
□ 추진성과 및 의미
○ 생활안전 방범용 CCTV 설치는 범죄율 감소 등에 직접적인 효과를 가져다줌으로써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도시, 범죄 없는 도시 안전 확보에 기여
□ 향후 추진계획
○ 상시 모니터링 및 자체 점검을 통해 최적시스템 관리로 도시안전망 구축
- 영상 선명도, 네트워크 정비, 카메라 방향조정, 청결유지, 수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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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덕적천 재해예방사업
○ 덕적천 상류지역은 급격한 도시개발로 우수 도달시간이 빨라짐에 따라 하천통수단면 부족으로 경간이
좁은 교량에 부유물이 많이 퇴적됨으로 하천통수기능이 저하되고, 삼천 만수위시 유수 방해로 덕적
천 하천수가 월류돼 마을 및 농경지 침수피해가 발생하는 지역이었음
○ 2009년 집중호우시 2 개 마을 20가구 25세대와 농경지 0.5ha가 침수피해를 입어 2010년에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되었고 소방 방재청 국비를 확보하여 사업 추진

□ 사업개요
○ 덕적천 상류는 주변 도시화로 하천이 범람하고 있는 상습침수지역으로 2010년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되어 8월 설계용역을 실시하고 2011년부터 공사 착수하여 2013년 사업을 완료함
□ 그간 추진사항
○구

간 : 평화동 동아현대아파트 ~ 삼천 합류지점

○ 사 업 량 : 연장 1.5km(폭 16~23m) 교량가설 5개소
○ 사 업 비 : 14,290백만원(국비 8,334, 도비 2,778, 시비 3,178)
○기

간 : 2010 ~ 2013(4개년)

□ 추진성과 및 의미
○ 도시화로 인해 우수 도달시간이 빨라지고 통수 단면이 부족하여 하천이 범람하고 있는 상습침수지역
1.5km 구간에 대하여 배수개선사업을 실시함으로써 주택 및 농경지피해를 예방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시민생활 편익증진
□ 향후 추진계획 및 발전방향
○ 상습적인 침수피해지역인 덕적천의 재해예방사업이 완료되어 사전에 재해예방을 할 수 있게 됨은 물론,
덕적천 생태공원화로 수변공간을 확보하고 주변 시민들에게 쾌적한 공간을 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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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재해위험지구 정비
○ 최근 급속한 기후변화로 과거와 달리 집중호우가 빈번해지고 태풍 및 호우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상습 침수지역에 대한 철저한 재해예방 준비와 항구적인 대책마련 필요
○ 이에 상습침수지역인 진북동 어은마을, 팔복동 야전마을, 전미동 진기마을을 2010년 2월 자연재해
위험지구로 지정하였으며, 지역 주민의 생명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업의 시급성을 인식하고
조속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국비 확보에 적극 나선 결과 3개 재해 위험지구 사업비(국비)를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음

□ 사업개요
[야전 재해위험지구 정비]
○ 사업개요
-기

간 : 2013 ~ 2015 (3개년)

-위

치 : 팔복동 야전마을 일원

- 총사업비 : 12,020백만원
- 사업내용 : 유수지 설치 및 배수관로 개선 L= 6㎞
○ 추진상황 : 기본 및 실시설계중(´13. 5. 3 착수)
○ 금후계획 : 공사 시행(´13. 12월~´15), 용지보상 추진
[진기 재해위험지구 정비]
○ 사업개요
-기

간 : 2014 ~ 2015 (2개년)

-위

치 : 전미동 일원

- 총사업비 : 10,000백만원
- 사업내용 : 유수지 설치 1개소, 배수문비 개선, 배수로 개선및신설 등
○ 추진상황 : 자연재해위험지구 지정(´10.2.26), ´14년 예산 확보(16억)
○ 금후계획 : 실시설계 및 용지보상 추진(´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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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은 재해위험지구 정비]
○ 사업개요
-기

간 : 2014 ~ 2015 (2개년)

-위

치 : 진북동 어은골 일원

- 총사업비 : 10,000백만원
- 사업내용 : 유수지 설치, 배수로 매설, 쌍다리 잠수교 철거 등
○ 추진상황 : 자연재해위험지구 지정(´10.2.26), ´14년 예산 확보(16억)
○ 금후계획 : 실시설계 및 용지보상 추진(´14~´15)
□ 추진성과 및 의미
○ 상습침수 피해지역으로 ´10.2월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되었으나 예산 미확보로 공사추진이 지연
되면서 조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중앙부처 국비지원 확보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
○ 야전지구는 ´13년부터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어은지구 및 진기들 2개 지구에 대해서도 ´14년
국비를 확보하여 고질적인 상습피해지역의 숙원사업을 해결하게 됨
□ 향후 추진계획 및 발전방향
○ 주민의 생명과 재산이 직결된 사업인 만큼 조속하게 사업을 완료하여 주민들이 더 이상 침수피해 걱정
없이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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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 절 농업경쟁력 강화
1. 농업경영사업소의 농업기술센터로 환원 및 기능강화
○ 민선4기 시장공약사업으로 WTO와 FTA 등 급변하는 세계농업환경 변화 속에서 상대적으로 취약
한 전주 농업인들의 경쟁력 강화 및 대 농업인 서비스 강화를 위하여 추진됨
○ 농업기술센터의 폐지와 농업행정과 통합된 농업경영사업소의 부활로 인해 인근 지역 농업인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농촌지도 서비스 강화를 위하여 순수한 농촌지도 기능을 갖춘 농업
기술센터로의 환원 및 농촌지도 본연의 업무수행 역할을 강화하고자 기획됨
○ 농촌지도와 농업행정 업무의 분리를 통해 각 본연 업무의 기능 강화로 분야별 전문성을 확보하게
되었고, 농업인들의 수요에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통한 서비스 질 향상에 크게 이바지하였음

□ 사업개요
○ 농업경영사업소를 농업기술센터로 명칭개칭
○ 농촌지도업무와 농업행정업무를 분리하여 각각의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농업경쟁력 확보
□ 그간 추진사항
○ 1998년 농업기술센터 폐지 후, 2001년 농업행정과 농촌지도, 도매시장 관리기능 수행을 위한 농업
경영사업소 설치
○ 2006년 8월 8일 농업관련 부서의 조직개편을 통해 농업경영사업소를 농업기술센터로 환원
- 지도기획, 인력육성, 생활개선, 기술보급팀 등 4개팀으로 구성하여 순수한 농촌지도 기능강화 추진
- 2013년 6월 현재 변화하는 농업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지도기획, 교육개발, 환경농업, 소득개발팀 등
4개팀으로 직제 개편을 통한 농촌지도업무 수행
□ 추진성과 및 의미
○ 농업기능 확대·강화를 통한 농업경쟁력 확보로 변화하는 농정에 적극 대응하여 도시근교농업 육성
발전 도모
○ 고령화되고 소외되어 가는 농업·농촌의 침체된 분위기에 농업전문조직 운영을 통해 활력을 불어넣어
줄 수 있는 계기 마련
□ 향후 추진계획 및 발전방향
○ 도·농 상생을 통한 농업인과 소비자를 만족시킬 수 있는 농촌지도사업 전개
○ 과학영농시설 확충을 통한 농촌지도 전문기관으로서의 위상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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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청 과 단위 부서 신설
○ 전주시는 지도사업과 행정사업의 일원화를 통해 업무효율을 높이고 대민 서비스를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2001년 본청에서 농업경영사업소로 통합하였음
그러나 민선4기 이후 지도사업을 보다 전문화하고 변화하는 농업환경에 대응하여 우리의 뿌리이자
생명력의 상징인 농업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2006년 농업기술센터는 통합이전처럼 기술지도와 연구
업무만 맡고 농업행정부서는 본청 조직으로 편제돼 분리시켰음
○ 전주시 농업발전을 위하여 농업의 위상에 맞게 격상했으며 주민행정 수요를 반영, 대민행정 업무의
효율을 극대화 하는데 초점을 맞췄음 대내외적으로 변화하는 농업환경 속에서 우리의 농업정신,
농경문화를 굳건히 지켜가며 국내외적으로 위기에 처한 우리 농촌을 살려가기 위한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고 농민의 요구를 반영하기 위한 농업체계 재편성 필요

□ 추진배경
○ 변화하는 대내외적 농업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선택과 집중전략으로 전주시 농업을 집중
육성하여 농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시 본청에 농업관련 과 부서 신설
○ 부서별 역할분담으로 체계적인 지원 및 교육을 통한 강한 농업 육성

□ 추진경과
○ 2006년 8월 : 농업경영사업소를 농업기술센터로 조직개편
→ 농업정책 관련 업무를 생활경제과로 이관
○ 2008년 2월 : 시 본청에 친환경농업과 신설

□ 추진성과 및 의미
○ FTA에 대응하여 농업부분 경쟁력 제고를 위한 규모화, 조직화, 단지화 추진
○ 농산물을 단순생산에서 탈피하여 유통·가공 등의 농식품 사업으로 확대
○ 지역특화 품목 집중육성으로 전주농산물 경쟁력 강화 및 근교농업 발달
○ 축산시설 현대화 및 조사료 생산 공급확대로 축산농가 경쟁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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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농업인 복지서비스 확대
○ 전주시는 농업 인력의 지속적인 고령화, 농산물 수입개방과 가격 불안정, 유가 상승에 따른 각종
농자재가격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5천여 농축산인을 위하여 농가들이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할 수 있도록‘농업인 안전공제’등 7개 사업의 복지업무추진
○ 농축산인 복지사업은 안정적인 영농활동, 재해에 대비한 정책보험, 보육 및 교육 등 맞춤형 복지지원
으로 다양한 사업 추진을 통해 농축산인의 부담 경감과 농축산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여 누구나
살고 싶은 복지농촌을 만들고자 추진함

□ 사업개요
○ 농업인 자녀에 대한 학자금 지원 등으로 교육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 농작업 중 발생하는 사고 및 질병으로부터 농업인 보호, 자연재해로 인한 경영불안요인 해소 등
안정적인 영농활동 지원을 통한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 농업인자녀 학자금·농작물 재해보험·농업인 안전공제 지원 등 6개 분야 지원
□ 그간 추진사항
○ 농어촌지역 거주 농어업인 자녀중 고등학생 학자금 지원 : 718명
○ 2010년부터 산재보험가입에서 제외된 농업인 보호를 위하여 농업인 안전공제 가입비 지원 : 13,078농가
○ 2010년 농가부담 비율 하향 조정으로(40%→25%) 많은 농가가 가입할 수 있도록 농작물재해보험 지원
확대
○ 농촌에 소재한 보육시설에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지원으로 보육여건 개선 : 515명
- 농촌지역에 소재한 어린이집 보육교사에 매월 11만원 지원
○ 농업경영컨설팅 및 영농도우미 지원 : 161명
□ 추진성과 및 의미
○ 맞춤형 농업정책 추진으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농업인 복지증진 및 농가 경영안정화에 기여
○ 안정적인 농업 생산활동 적극지원으로 농가의 소득 및 농업 재생산성 향상과 농업인 생활안정 도모 및
사회 안정망 구축
□ 향후 추진계획 및 발전방향
○ 다양한 맞춤형 농업복지정책으로 농촌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삶의 질 향상과 농촌생활 만족도를 높여
젊은 층의 거주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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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FTA 대응 경쟁력 있는 농업육성
가. 과수현대화 사업
○ 전주의 특산품인 배와 복숭아에 대한 품질 고급화 계속 추진
- 자유무역협정체결에따른농어업인등의지원에관한특별법에 의하여 개방화에 대응하여 과수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17년까지 고품질 생산시설현대화와 과수생산단지 기반조성 등을 통해 고품질
과실 생산체계를 확립
○ FTA등으로 수입 농산물과 무한경쟁 시대로 들어서면서 "전주"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과일 배, 복
숭아를 육성하기 위하여 민선5기 공약사업으로 선정, 전주 온고을 복숭아와 전주 으뜸배 브랜드 생
산 농가에 친환경과원관리(IPM), 우수 품종개량사업과 지주시 설치 등 생산기반 지원사업을 통해
차별화된 브랜드로 육성하고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고품질 과수 생산·공급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추진하게 되었음
□ 사업개요
○ 저가의 수입 과일과 품질경쟁이 가능하도록 전주시 대표 농산물로 인정받고 있는 배·복숭아 재배농가
에 고품질 생산 및 재해예방 등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관정개발 등 15종의 사업 지원으로 과수농가
생산성향상 기반구축
□ 그간 추진사항
○ 배·복숭아 재배 농가 생산기반 시설 지원 : 11개 사업, 385농가
- 예산규모 : 4,730백만원
- 지주시설, 비가림 시설, 방풍시설, 관정개발, 친환경과원관리 등
* 지원 단체 : 전주으뜸배영농조합법인, 전주온고을복숭아영농조합법인
○ 배 생산시설 현대화 추진을 통한 매출 증대
- 공동처리시설 설치 : 선별기 1식, 비파괴 당도측정기 1식
□ 추진성과 및 의미
○ FTA 등으로 인한 수입 농산물과의 무한경쟁에서 이기기 위하여 배·복숭아 재배농가 생산기반
지원사업을 통해 차별화된 브랜드로 육성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고품질 과수 생산·공급 기반
조성
○ 과수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생산비 및 에너지 절감 등 비용을 절감하여 과수산업 경쟁력 제고
○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와 과수생산단지 기반조성 등을 통해 고품질 과실 생산체계를 확립하여 단위면
적당 생산량 증가
□ 향후 추진계획 및 발전방향
○ 고품질 생산, 구조개선을 촉진시키는 방향으로 지원
○ 품목별 생산자조직 육성과 연계하여 조직참여 농가에 지원함으로서 고품질 생산·유통체계 정착 뒷받침
- 농업인 스스로의 필요와 판단에 따라 사업에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사업효과 극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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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화훼경쟁력 제고사업
○ 화훼경쟁력 제고사업인
‘시설원예품질개선사업’
과
‘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
은 국제유가 및 농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농가의 경영비 부담을 경감해 주기 위해 시행하는 중앙사업임
○ FTA/DDA 등에 대응하여 원예전문생산단지 시설의 현대화, 규모화(증·개축) 전문화를 지원함으로
써 원예작물의 품질개선 및 안정적인 수출기반 구축, 국제유가 및 농자재 가상승으로 인한 농가의
경영비 부담을 경감해 주기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관행농법에서 탈피하여 고소득 작물육성
기반 마련으로 농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음

□ 사업개요
○ FTA 등에 대응하여 원예전문 생산단지 시설의 현대화, 온실 규모화(증·개축), 전문화를 기함으로써
원예작물의 품질개선 및 안정적인 수출기반 구축
○ 유가 및 농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화훼 농가의 경영비 부담 경감과 에너지이용 효율화 등을 위해 에너
지 절감시설 보급
□ 그간 추진사항
○ 시설원예전문단지 생산시설 현대화 및 온실 증·개축 : 60개소
- 양액시설, 보광시설, 유리온실·자동화온실 증축 및 기존시설 구조개선 등
○ 난방비 절감을 위한 에너지 절감 시설 : 108개소
- 목재펠릿난방기, 공기열난방시설, 다겹보온커튼, 배기열 회수장치 등
○ 화훼종합유통센터 준공(2012년) : 1개소
□ 추진성과 및 의미
○ 도시근교 시설원예농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으로 원예작물 품질개선 및 안정적인 생산기반
조성
○ 유가 및 농자재 가격상승으로 인한 농가의 경영비 부담 경감과 신재생 에너지 이용기술의 농업시설
적용 및 확대보급 기반 구축으로 친환경 녹색성장을 선도하고 온실가스 절감
□ 향후 추진계획 및 발전방향
○ 화훼농가의 규모화, 조직화, 브랜드화 및 시설현대화를 통해 수입 개방에 적극 대응하고 고품질
화훼생산으로 농업인 경쟁력 향상
○ 다양한 품종개발 및 해외마케팅을 통한 수출시장 개척으로 판로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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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축사시설 현대화 지원사업
○ 한미 FTA를 비롯한 동시다발적 FTA 추진과 DDA 협상 재개 등 대외개방 확대에 대응하여 축사
및 축산시설 등을 개선하여 생산성 향상 도모
○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조(농어업 등의 경쟁력 제고)에 의
거 한우, 돼지, 닭, 오리 등 축산시설현대화 지원을 통해 시설 보강등을 통한 경쟁력을 강화시켜 축산
농가 소득 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추진하게 되었음

□ 사업개요
○ 축사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으로 고품질 축산물 생산을 통해 농가 경쟁력 강화
- 소독시설, 볏짚절단기, 가축음용수기기 등 축산기자재 현대화를 위해 275백만원을 축산농가에 지원
함으로서 고품질 축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하여 축산농가 소득증대와 농가 경쟁력 강화

□ 그간 추진사항
○ 축사시설 현대화를 위한 연도별 지원내역(2008~2013)
연도별

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지원내역

55농가
275백만원

10농가
50백만원

10농가
50백만원

10농가
50백만원

5농가
25백만원

10농가
50백만원

10농가
50백만원

- 소독시설, 볏짚절단기, 가축음용수기기 등 축산기자재 지원

□ 추진성과 및 의미
○ FTA 등 축산물 수입 개방으로 인한 지역 영세 축산농가가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소독시설, 가축음
용수기기(정수기) 및 장비 등을 지원하여 고품질 축산물 생산으로 우리 축산물의 위상 제고와 영세한
축산농가 경쟁력 강화

□ 향후 추진계획 및 발전방향
○ 축산농가의 경쟁력 확보와 소득증대를 위한 기자재 등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
- 특히, 가축질병 제로화와 고품질 축산물 생산을 위해 소독시설과 사육환경개선을 추진방향으로 설정
하여 집중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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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역특화품목 육성을 위한 생산기반 구축
○ 우리시 농산물 중 경쟁력이 강화 품목을 지역대표 농산물로 집중 육성하여 품질의 우수성 확보로
내수 및 수출 시장개척으로 판매 확대
○ 쌀 위주의 농업구조에서 탈피하고 이상기상에 대응 가능한 고품질 농산물 생산기반을 구축하여
경쟁력 있는 고소득 농업구조로 개선하기 위하여 추진하게 되었음
※ 지역특화품목(8종) : 미나리, 밀, 배, 장미, 콩나물, 토마토, 포도, 딸기

□ 그간 추진사항
○ 단동하우스 및 연동하우스 설치 지원 : 50개소 16ha

(단위 : ㎡, 천원)

구 분

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개소/면적

50/160,023

4/14,000

-

9/25,648

13/42,130

16/54,314

8/23,931

사업비

5,119,046

323,422

-

681,859

1,591,066

1,484,699

1,038,000

○ 전주 대표농산물인 미나리 공동작업장 설치(7개소)
○ 2008년부터「전주콩나물」
생산량 확대를 위한 재배사 증축 및 2009년 지리적 표시제 등록으로 브랜드
가치 제고
→「전주콩나물」
과 대상FNF(주) MOU체결로 이마트, 홈플러스 등 전국 판매망 확보
○ 2010년「전주시 우리밀·우리콩 육성에 관한 조례」제정

□ 추진성과 및 의미
○ 저온피해 등 이상기후에 대비하고 기존 재래식 시설에서 내재해형 현대화 시설로 탈바꿈함으로써 연중
생산체계 구축 및 농가 소득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지역단위 농식품 클러스터 공급기지 역할 수행

□ 향후 추진계획 및 발전방향
○ 개별농가 지원방식에서 탈피하여 생산자단체 중심으로 집중지원 하고, 기존에 분산되어 있는 생산자
조직을 통폐합하여 통합 브랜드 개발을 통한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
○ 노지재배 방식에서 시설재배 방식으로 전환을 유도하여 냉·동해 피해를 예방하고 조기출하를 통한
틈새시장을 겨냥하여 고소득화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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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화훼종합유통센터 건립
○ 전북 생산 화훼가 서울 양재동으로 출하되고 있는 실정으로 물류비 및 품질저하 방지를 위하여
´09년도에 농림수산식품부 원예브랜드 공모사업을 신청하여 ´10년부터 ´12년까지 3 개년
계획으로 화훼종합유통센터 건립을 추진하게 되었음
○ 전주시 21농가와 전라북도 93농가 로즈피아 회원은 장미, 국화, 거베라 등을 화훼유통센터에 의뢰
선별, 포장하여 (주)로즈피아 브랜드로 수출할 수 있는 기반 마련, 또한 전라북도 내 350여개의 꽃
가게 등은 신선하고 품질 좋은 꽃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됨으로써 유통비용 절감은 물론 수요에 맞추어
적기에 받을 수 있게 되면서 화훼 소규모사업도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됨.

□ 추진경위 및 사업개요
○ 전주를 우리나라 중남부권 화훼유통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09년도 원예브랜드 육성 공모사업 선정
○ 전주시 덕진구 강흥동에 선별장 5,402㎡, 유리온실 10,096㎡, 저온저장고 770㎡ 등을 갖춘 총 19,840
㎡ 규모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큰 화훼종합유통센터 건립
○ 연도별 사업비 및 사업내용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기금

도비

시비

민자

합 계

9,825

3,990

2,045

2,045

1,745

사 업 내 용

2010년

2,570

1,140

310

588

533

화훼선별장, 저온저장고, 자동화포장라인,
사무실 및 일반창고, 조직운영

2011년

3,229

1,240

879

600

510

화훼선별장, 자동화선별라인, 저온저장고,
차량구입, 교육장 등

2012년

4,025

1,610

856

857

702

공동육묘장, 시험포장 유리온실,
수출시장개척 및 조직운영

○ 사업주체 : ㈜로즈피아(대표 정화영) (회원수 93명/전주시 2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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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간 추진사항
○ 2010년 10월부터 2011년 11월 화훼선별장 공사착공 및 완공
- 자동화선별라인, 하역장시설, 포장기기, 저온저장고, 냉장차량구입 등
- 1일 장미 5만송이정도 포장 가능
○´10년도 원예브랜드사업 연차평가 결과「우수기관」
으로 선정
- 인센티브 100백만원(국비) 배정
○ 2010년 11월부터 (주)로즈피아 사무실 임실→전주 이전 및 화훼선별장 가동
○´11년도 원예브랜드사업 연차평가 결과「우수기관」
선정 및 인센티브 배정
○ 2013년 2월 유리온실 공사 완공

□ 추진성과 및 의미
○ 전북지역 화훼 생산량의 90%가 서울 양재동으로 출하되고 있어 장거리 수송으로 인한 물류비 부담 및
화훼 품질저하 등 이중고를 겪었으나 화훼종합유통센터 건립으로 물류비 절감과 품질저하를 방지하고,
출자형식의 자부담 확보로 참여농가 의욕 고취
○ 화훼농가의 연간 10억원의 수수료 환원, 물류비 절감 등 소득 증대 기여

□ 향후 추진계획 및 발전방향
○ 우리나라 중남부권 화훼산업단지 구축으로 전북지역 화훼 생산기반을 강화하고, 화훼 유통구조의 혁신
으로 화훼 수출 산업 활성화
○ 중부권의 화훼를 집산할 수 있는 유통센터 설립으로 품질향상, 수출증대 등 농가 경쟁력 제고 및 지역경
제 활성화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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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우리 밀 가공유통 진흥사업
○ 민선5기 공약사업으로 2010년 전주시 우리밀·우리콩 육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보리수매제가
전면 폐지됨에 따라 농가소득 감소에 적극 대응하고 우리밀을 이용한 영양성 강화식품, 기능식품
개발로 국민건강증진 및 식품가공업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추진하게 되었음
- 2010년 전주시 우리밀·우리콩 육성에 관한 조례 제정
○ 우리밀 생산농가와 가공식품업체, 음식업소와 연계한 시스템을 구축하여 전주시의 특화품목인 우리밀
산업을 발전시키고자 중점 육성하였음

□ 사업개요
○ 겨울철 소득작물인 우리밀 재배 확대 및 고품질 우리밀 가공식품을 생산하여 농가에게는 소득증대, 시민
들에게 안전한 먹거리 제공과 우리밀 소비촉진 및 우수성 홍보를 위하여
- 전주시 덕진구 용정동에 2008년부터 우리밀 가공공장, 보관창고, 체험장, 제분시설 등 구축
○ 우리밀 가공공장 연도별 사업내용

(단위 :백만원)

사 업 내 용

구 분

계

국비

시비

민자

합 계

3,272

1,636

887

749

2008년

672

336

207

129

공장건물 신축, 기계설비(원료정선기, 밀쌀도정기,
저장탱크 및 계량포장기)1식

2009년

1,000

500

200

300

제품보관창고 신축 336㎡
제분기계 설치 4종

2010년

1,000

500

300

200

제분기계 설치 3종
제품보관창고 증축 273㎡

2011년

600

300

180

120

원료곡 보관창고 신축 462㎡
우리밀 체험장 시설보완 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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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간 추진사항
○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우리밀 가공공장 신축(3,272백만원)
⇒ 제분시설 3종(제분롤러, 이송장치, 포장장치), 전기제어장치 설치
⇒ 체험장 신축(231㎡), 교육장 설치
⇒ 케익 및 빵만들기 체험, 밀가루 반죽놀이, 우리밀 우수성 교육 등
○ 335ha('09) → 560ha('11)로 밀 계약재배면적 확대
○ 우리밀을 원료로 하는 생산시설 지원 : (주)강동오케익 / 1,000백만원
○ 우리밀 소비촉진 추진 : 2005~2012년 / 1,139백만원
○ 우리농산물 사용 협약 체결 : 전주시↔우리밀영농조합↔우리밀 사용 음식점
○ 우리밀 관련 제품 소비촉진을 위한 직거래 행사 개최 : 4회
○ 지역식품 선도 클러스터 육성사업 선정 : 2013∼2014년 / 1,580백만원
- 전주시 특화품목인 국산밀을 이용한 생산·가공·유통·체험관광과 연계한 클러스터 사업 추진

□ 추진성과 및 의미
○ 우리밀 재배단지 규모화로 안정적인 공급 체계 구축 및 농가소득 증대 기여
○ 우리밀 제품 품질 고급화를 통한 소비 촉진
○ 국제곡물가격 상승에 대처하여 우리밀 재배확대 및 유휴농경지를 활용한 농가 소득증대 도모

□ 향후 추진계획 및 발전방향
○ 우리밀을 활용한 다양한 체험행사를 통해 우수성 홍보 및 소비촉진
○ 우리밀 생산자 조직화, 식품기업과 계약재배 활성화로 품질 균일성 도모 및 안정적인 원료 수급체계 구축
○ 대량 소비처 지속적 발굴 및 전국 체인망 구축 :´13년 ~ ´15년

902

제 5 절 농업경쟁력 강화

8. 친환경농업 육성으로 농가소득 증대
○ 수입산 농산물이 쏟아지는 현실에서 시민들은 친환경 농산물, 믿고 신뢰할 수 있는 농산물 구입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 친환경 농산물을 공급하여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자 민선5기 공약사업
으로 선정하여 추진하였음
○ 생산자 측면에서 장기간 화학비료 사용으로 인한 지력 저하와 생산량 감소, 소비자 측면에서 농약의
안전성 위협과 먹거리 불신 팽배로 환경보존 및 식품안전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어 친환경
농업의 중요성 인식이 확대되고 있음

□ 사업개요
○ 소비자들의 안전농산물 소비 선호도에 부응하고 지속가능한 농업환경을 보전하는 농업정책 전개
○ 친환경농업육성으로 농업의 환경보전 기능 증대와 친환경농산물 재배농가의 경영안정 도모

□ 그간 추진사항
○ 친환경 무농약쌀 학교급식단지 1개소 338ha 조성
○ 친환경농업 공동이용시설(유용미생물 배양기) 지원 : 3개소 3대
○ 친환경농업 확대를 위한 인증비용 지원 : 423농가 370ha
○ GAP(우수농산물)검사비 지원 : 59농가 52ha
○ 토양개량제(규산,석회) 및 유기질 비료 지원
- 토양개량제 6,559톤, 유기질비료 40,827톤
○ 도시민 초청 친환경농산물 수확체험 지원 : 연 1회/2개소
○ 친환경농산물 유통조직 육성 : 1개소(전북친환경유통사업단)
○ 친환경농산물 직불제 및 인증확대 지원 : 437농가 330ha

□ 추진성과 및 의미
○ 친환경농업 육성으로 안전한 먹거리 수요에 부응하고 농업환경 보전
- 친환경 무농약쌀 생산 전량을 학교 급식으로 제공하여 학생 건강 증진 도모
- 농약잔류검사, 토양검사 등으로 환경보전 의식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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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환경농업 실천 농가의 소득보전으로 영농의욕 고취
- 계약재배 등으로 안정적인 판로 확보
- 초기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 지원으로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장려 및 친환경농업 조기 정착 도모

□ 향후 추진계획 및 발전방향
○ 학교 및 공공급식의 친환경농산물 수요에 대비하여 친환경농산물 유통시스템 구축
- 친환경농산물 생산에서 유통까지 관리하는 시스템 구축
- 유통단계 축소를 통한 직거래로 생산자와 소비자 윈-윈
- 안정적인 판로 확보로 친환경 실천 농가 소득증대 및 친환경농업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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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콩나물 프로젝트
○ 쌀 생산량이 남고 농업구조가 다양하지 못하여 단종 농업 체계가 유지됨에 따라 이를 탈피하기
위하여 논에 타작물 재배를 권장, 생산에 대한 차액을 보전해 줌으로써 콩 면적 및 생산량을 소비하기
위해 비빔밥, 국밥 이미지에 맞는 전주 고장의 특산물 콩나물을 육성하여 명품 콩나물로 거듭나기
위하여 콩나물 프로젝트를 기획하게 되었음
○ 이에 따라 재래식 콩나물 재배방식을 탈피하고 20억 가량의 예산을 투입, 현대식 콩나물 공장을 신
축하여 전주시가 지역특화품목으로 선정, 역점을 두어 지원하여 전주 콩나물 전국 도약의 발판을 마
련하는 계기가 되었음

□ 사업개요
○ 우리콩 재배면적 및 전주콩나물 생산 확대로 전주콩나물의 전국적인 유통활성화를 통한 명품 전주콩나
물 프로젝트 추진
- 전주 콩나물의 명품 인증을 위하여 1차 - 우리 콩 재배면적 확대
2차 - 콩나물 재배사, 저온저장고 등 가공 인프라 구축
3차 - 대상 FNF(주)와의 MOU체결 등 대형마트 및 백화점 입점
확충으로 판로 및 대형 유통망 확보
○ 연도별 사업비 및 사업 내용

(단위 :백만원)

구 분

계

국비

시비

민자

총 계

1,900

950

360

590

2009년

1,000

500

200

300

콩나물 재배사 신축 1,044㎡

2010년

600

300

100

200

콩나물 재배사 증축 672㎡

2011년

300

150

60

90

저온저장고 신축 330㎡

사 업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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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간 추진사항
○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콩나물 재배사, 저온저장고 등 가공 인프라 구축
○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등록 (특허청)

: 2012. 1.

○ 전주콩나물영농조합법인 GAP(우수관리시설) 인증(농산물품질관리원)

: 2012. 10.

○ 대상FNF㈜ 업무 협약 체결

: 2012. 11.

□ 추진성과 및 의미
○ 전주콩나물의 브랜드를 전국에 알려 대형매장(마트, 백화점, 슈퍼, 대리점 등 135개 정도)에 1일 7,000
봉의 콩나물 판매로 전국 판매망 확보
○ 콩나물영농조합에 계약재배하여 콩을 생산하는 154농가는 생산면적이 2008년 40ha에서 2013년
103ha로 대폭 증가하였으며 농가소득도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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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농촌 농배수로 정비사업
○ 민선4기에 친서민 농업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한 농로포장(기계화 경작로 100% 포장)이 마무리됨에
따라, 농촌 마을의 친환경 생산기반 시설정비를 위해 그동안 소홀하게 관리되었던 농수로를
단계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어 민선5 기 공약사업으로 추진하였음
○ 대부분의 농수로가 토사제방으로 집중호우시 침식 및 붕괴로 인한 농경지 침수 등 재해발생 우려가
대두되어 농수로 정비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어 민원해소 및 농업행정 신뢰구축을 위하여 추진
하게 되었음
○ 투자가 적은 농촌지역의 생산기반시설 투자로 농촌지역의 상대적 소외감 해소 및 영농편의 도모

사 업 추 진 (전)

사 업 추 진 (후)

□ 추진배경
○ 농수로가 토사로 되어있어 호우시 침식 및 붕괴로 농경지 침수 등 재산피해 발생되므로 이를 정비 개선
하여 재산피해 예방과 농업용수의 원할한 공급 등 농업생산성을 향상하기 위해서 정비 필요
□ 그동안 사업비 투자내역
○ 제방붕괴 우려지역 석축쌓기 및 개거U형Box 설치
2010년
예 산 액 : 2.9억원
석축쌓기 : 1.2km

2011년

⇨

예 산 액 : 5억원
석축쌓기 : 1km

2012년

⇨

예 산 액 : 5억원
석축쌓기 : 1.1km

2013년

⇨

예 산 액 : 3억원
석축쌓기 : 630m

□ 추진성과 및 의미
○ 토사로 되어 있는 배수로를 석축으로 정비하여 자연재해 사전 예방으로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지원함으
로써 농업인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영농 기틀 마련
□ 향후 추진계획
○ 농촌동에 넓게 분포되어 있는 배수로를 장기계획으로 지속적인 정비를 실시하여 재해예방 및 농업생산
성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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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 전주시의 배후 녹지지역인 농촌주거환경개선 추진
- 농촌마을의 도시기반시설인 도로, 상.하수도 등을 정비하여 환경개선 및 정주여건 개선에 기여
○ 농촌마을의 지속적인 투자를 통한 도.농 균형발전 추진
- 마을공동 시설인 마을회관, 마을 진입로, 농로 및 농수로 등의 정비를 통하여 농촌마을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살기좋은 농촌마을 만들기를 위하여 추진하게 되었음.
○ 2005년 ~ 2014년까지 10년동안 총170억의 사업비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2009년 국토교통부의
도시활력증진사업으로 선정되어 2010년부터 2014년까지 국비30억을 지원받아 추진중임.

정비전

□ 사업개요
○ 위 치 : 전주시 농촌동 181개 자연마을(완산 66, 덕진 115)
○ 사업규모 : 농촌마을 환경개선(진입로, 상하수도 개설 등)
○ 총사업비 : 17,000백만원
○ 사업기간 : 2005 ~ 2014
□ 그간 추진사항
○ 농촌지역개발계획 용역 완료 : 2005. 2.
- 2009년 이전 추진 : 221건 완공, 110억원 집행
○ 국토부 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사업 선정 : 2009. 6.
○ 투융자 재심사 완료(재원변경) : 2010. 6.
- 예산 재원변경【지방비〉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국토부)예산】
○ 추진실적 : 2012년까지 293개소 완료, 146억원 집행
□ 향후 추진계획
○ 2013년 24개마을 30개소 사업 추진(예산액 : 1,140백만원)
○ 농촌지역의 지속적인 환경개선 추진으로 살기 좋은 농촌 만들기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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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시민농원 조성사업
○ 최근 급속한 도시의 성장과 지역개발로 인해 녹지감소와 환경오염, 도심 열섬화 현상이 대두되고
도시화로 인한 공동체문화 파괴 등 부작용이 높아짐에 따라 안전한 먹을거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
지면서 도시경관과 친환경 생태도시 전환을 위해 도시농업에 관심이 높아지게 되었음
○ 산업화와 도시화, 초고령 사회의 도시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으로 텃밭 가꾸기 등 도시농업이 세계적인
흐름으로 대두되고 도시생활 속에서 녹색 여가활동을 갈망하는 도시 소비자들을 위해 시민농원 조성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음

□ 사업개요
○ 농촌마을을 휴양기능이 있는 복합적 공간 조성
- 도시민과 후계세대(초·중·고교생)가 농촌체험을 할 수 있는 주말농장을 조성하여, 녹색 여가활동
공간을 마련
- 텃밭을 이용 신선채소 등을 가꾸며 가족의 단합을 이루는 계기와 자연과 함께하는 휴식공간을 제공
- 농업과 농촌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켜 어린이들을 우리농산물의 잠재적 소비자로 육성하는 도·농상생
의 장을 만들고자 함
□ 그간 추진사항
○ 농촌전통테마마을 조성 : 1개소 (´08 ~´09)
- 구비시설 : 주말텃밭, 팬션, 쉼터(정자), 세면대, 관수시설, 화장실 등
○ 주말 가족농장 : 5개소, 24,600㎡ (´11 ~´15)
- 운영지역 : 평화동 원석구, 삼천동 만장, 호성동 만수, 우아동 왜망실, 장동 월드컵 농장
- 구비시설 : 쉼터, 세면대, 관수시설, 농기구 보관고, 화장실 등
○ 도시농업 연구사업 및 스쿨팜 운영 (´12 ~´14)
- <연구사업> 도시민과 함께하는 도시농업모델 현장적용 및 효과검증
· 지 역 : 덕진동 하가지구, 4,300㎡
· 연구내용 : 시민참여 커뮤니티 농원 및 열린 장터 운영 효과
도시농업 매개 농업인 소득 창출모델 구상
- <스쿨팜> 생태체험농장(학교텃밭) 지원사업 (´12 ~´13)
· 사 업 량 : 5개교(초등 3, 중등 1, 고등 1)
· 사업내용 : 식물과 상호작용을 통한 정서함양 및 소통능력 향상, 농업의 소중함과 가치 인식 및
공동체 정신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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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성과 및 의미
○ 먹을거리의 안정성에 대하여 시민들의 관심도가 높아짐에 따라 도시농업의 인지도 향상
- 친환경농산물 생산을 위한 도시민 체험농장 수요 증가
·신선채소류 등을 직접 길러 소비하는 패턴 정착
- 가족·지인들의 모임 장소로 주말농장 이용하는 사례 증가
○ 스쿨팜(교과과정 연계) 운영으로 학습능력 향상 및 정서함양
- 문제해결·협동능력 향상을 위한 실습 및 토론 학습 진행
- 식물과 원예활동 교과과정의 효과적인 교육 추진
- 도심의 학교에서 자연을 느끼고 배울 수 있는 기회와 공간 제공

□ 향후 추진계획 및 발전방향
○ 도시농업 연구를 통한 농업인 소득창출 모델을 개발하여 도시민과 농업인이 상생하는 방안 강구
- 도시농업을 통한 농업인 수익창출 모델 연구(2012~2014)
· 농장관리, 종묘공급, 직거래 등 농업인 소득 창출
○ 주말농장을 매개로 농특산물 직거래 추진
- 농장 주변마을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 운영
○ 유휴지를 이용한 텃밭 조성으로 주말농장 이용 수요 흡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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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전주미나리 특화단지 농작업 환경개선
○ 전주미나리는 전주 10미의 하나로 전주비빕밥의 주요 식재료로 사용되고 있으며, 채소분야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관행적 재배로 인한 생산성 저하, 수확, 선별, 포장 등 작업환경 낙후로
3D업종으로 전락하였으며 미나리 세척, 포장을 위한 농업용수 부족, 친환경인증, GAP인증 등
품질 인증이 미흡하고, 미나리 생산을 위한 환경조건이 전반적으로 열악한 실정임
○ 전주미나리의 오랜 숙원이던 열악한 작업환경 개선과 노동의 생력 기계화를 위하여 전주미나리 시설
현대화 및 유통시설 개선사업을 2011년도 농촌진흥청 공모사업에 응모하여 2012~2013년도(2년차
계속) 사업으로 선정됨
○ 전주를 대표할 수 있는 농산물이 될 수 있도록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키고, 미나리 부가가치 증대에도
기여 할 것으로 기대
□ 사업개요
○ 2012 ~ 2013년까지 2년차 계속사업으로 국비
공모사업을 통하여 412백만원의 국비예산을
확보하여 추진
○ 미나리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현대화 및
농작업 생력화 장비 공급
□ 그간 추진사항
○ 농작업 환경개선을 위해 공동선별장과 저온저장고를 신축하였으며 대형관정 2공을 설치하여 환경개선 추진
○ 미나리결속기 13대, 퇴비살포기 5대, 동력살분무기 21대, 전동지게차 1대 등 노동력 절감을 위한 농기
계 공급
○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재배기술, 유통, 마케팅, 현장교육 등 11회 235명에 대해 전문교육 추진
□ 추진성과 및 의미
○ 공동선별장 및 저온저장고 신축에 따른 단기간 홍수출하 조절과 신선도 유지로 농가의 안정적 소득향상에 기여
○ 미나리 농작업 생력화로 부족한 노동력 대체 및 열악한 작업환경 개선
○ 전주미나리 재배농가의 오랜 숙원인 공동선별 및 저온저장시설을 통하여 신선도 유지와 출하조절에
필요한 여건 조성으로 농가의 안정적 소득향상에 기여
□ 향후 추진계획 및 발전방향
○ 1년차 생산 기반시설이 완료됨에 따라 미나리 공동브랜드 개발, 지리적 표시제 단체표장 등록, 컨설팅
및 유통마케팅 지원, 가공품 개발 등으로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특산품 브랜드 가치상승과 인지도
제고를 통한 부가가치를 상승시켜 전주를 대표하는 특성화 품목으로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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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전주명품 복숭아 큰잔치
○ 전주 복숭아의 우수성을 알리고 농업인에게는 고품질 복숭아 생산의욕을 갖게 함으로서 여름철 건강
과일로 사랑받는 전주 복숭아 옛 명성을 되찾고자 기획함
○ 1999년도 1 회 행사를 시작으로 해마다 3,000~5,000여명이 행사장을 방문하고 있으며,
행사시기는 당해연도 기상이나 작황에 따라 약간씩 차이는 있지만 매년 7월말에서 8월초에 2일간
전주종합경기장내 주차장에서 열리고 있음

□ 그간 추진사항
○ 1999년 1회 행사를 시작으로 올해(2013년) 15회째를 맞이하며, 매년 3,000~5,000여명이 행사장을 방
문하고 있음
○ 최근 5년간(´08~´12) 전주복숭아 직거래 결과를 보면 판매량 90여톤(4.5kg 19,960상자)에 약 4억원
(4.5kg 상자당 평균 20,000원) 정도의 매출을 올리고 있음

□ 추진성과 및 의미
○ 매년 품질 향상을 위한 복숭아 농가들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전주복숭아 품위가 크게 향상되었으며
○ 직거래에 출시되는 복숭아는 전주농협유통센터를 통한 엄격한 품질관리와 공동선별로 품종, 크기, 당도
등을 표준화ㆍ규격화 함으로서 소비자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음

□ 향후 추진계획 및 발전방향
○ 여름철 폭염과 국지성 강우에 따른 시민 참여도 저하 방지를 위한 실내행사 개최, 좀 더 다양한
볼거리·즐길거리 행사를 마련함으로서 행사장 방문객이 쾌적한 환경에서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 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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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탑프루트 생산기술 시범단지 육성
○ 탑프루트 프로젝트(2006년 처음 시작)는 농촌진흥청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과·배·
포도·복숭아·감귤·단감 등을 크기, 당도, 색도, 안전성 등을 최고품질 기준에 의해 선별·생산하는
시범단지를 육성하는 사업으로 사업효과 극대화를 위해 3년간 관리함
○ 연구·지도 전문가로 구성된 중앙기술기술지원단을 편성·운영하여 매월 1회 시기별 핵심요인(토양
관리, 수형개선, 결실관리 등) 현장 컨설팅을 통한 재배기술 향상 및 기술체계 확립으로 농산물 손질
개방에 대응 국내소비 촉진 및 국제경쟁력 향상을 목적으로 추진 하게 되었음
○ 전주시는 2012년 삼천동 일원에 복숭아 천중도백도·장호원황도 품종을 중심으로 27ha(22농가 참
여)의 시범단지를 조성하였으며, 전국 90여개 시범단지가 참여하는 중앙단위 평가에서 우수단지상과
우수농가상을 수상하여 전주복숭아 우수성과 기술력을 인정받았음

□ 그간 추진사항
○ 전주시는 2009~2011년 도비 시범사업으로 138백만원을 투입 덕진구 원동에 20ha 규모의 탑프루트
(배) 시범단지를 조성하였으며, 사업시작 첫해인 2009년 전국 시범단지 중앙평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
했으며
○ 2012년도부터는 국비 시범사업으로 삼천동 일원에 복숭아 탑프루트 시범단지 27ha를 조성 2014년까지
165백만원을 투입할 예정이며, 2012년도 전국 90여개 시범단지 평가에서 우수 단지상과 우수 농가상을
수상하였음
□ 추진성과 및 의미
○ 대형 할인마트에서는 일반과실 보다 탑프루트 스티커가 부착된 과실을 선호함으로서 경쟁력 향상
○ 매월 시기별 중앙기술지원단의 핵심요인 기술지원으로 전주지역 복숭아 재배기술 향상 및 기술체계 확립
□ 향후 추진계획 및 발전방향
○ 탑프루트 시범단지는 1년 1회 이상 의무적으로 토양검정을 실시하며, 최고품질 과실 기준에 의해
생산된 과실에 대해서는 탑트루트 프로젝트에 의해 생산된 과실임을 증명하는 스티커를 부착 출하하여
소비자 신뢰도 향상 및 농가 자긍심 고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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