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절 대한민국 탄소산업 중심도시 조성

제 1 장 탄소산업
1-1 탄소산업
제 1 절 대한민국 탄소산업 중심도시 조성
1. 탄소섬유 생산공장 건립 및 양산화
가. ㈜효성 탄소섬유공장 착공 및 국내 최초 탄소섬유 양산화
○ 2006년 열악한 산업기반과 상대적으로 부족한 연구역량을 가진 전주시는 민선4기 공약 중“힘찬경제”
만들기 시정방침으로 지역의 산업구조를 첨단 미래형으로 혁신하여 누구나 잘사는 경제도시, 미래를
준비하는 전주를 만들기 위해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산업을 육성하고자 모험과도 같은‘탄소산업’에
뛰어듦
- 전국에서 유일한 전문부서“탄소산업과”신설
- 그간 메카트로닉스에 치중하던 한국탄소융합기술원(구, 전주기계 탄소기술원)이 탄소섬유 생산시스템
기반구축사업에 매진
- 2008년 ㈜효성과 탄소섬유 대량생산 공동R&D 돌입, 3년만에 중성능 탄소섬유(2천톤) 개발 성공
- 전주시민 설문결과 전주시 최고의 시정성과 : ㈜효성 유치 및 탄소산업 육성

□ 사업개요
○ ㈜효성 탄소섬유공장은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881번지에 부지 182,000 ㎡, 연면적 13,735㎡(지상3층),
종업원 100여명, 탄소섬유 연2000톤을 생산하는 규모의 공장으로 2013년 5월 준공과 더불어 전국
최초, 세계 3번째로 고성능 탄소섬유인“탠섬”
을 생산 출시함.
- 2020년까지 1조 2천억원 투자 탄소섬유 연산 17,000톤까지 증설, 신규 일자리 1천명 고용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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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간 추진사항
○ 2007년 말 구축된 연 150톤 규모의 탄소섬유 탄화공정 PILOT를 활용하여 탄소섬유 양산기술을
함께 연구할 대기업 물색
- 한일합섬, 태광섬유, 코오롱, 포항제철, 효성등이 동참을 검토하고 추진 방안 등을 논의하여 최종
적으로 ㈜효성과 추진하기로 결정
○ 2008년 4월 ㈜효성과 JMRC((현)한국탄소융합기술원), 전주시간 공동기술 개발 계약
○ 2009년 말 범용섬유 개발, 2011년 3월 중성능 섬유 양산화 개발 완료
- 일본, 미국에 이어 세계 3번째 양산기술 구축
○ 2011년 6월 ㈜효성, 전주시, 전라북도 공동 투자발표
- 2013년까지 2,500억원 투자, 탄소섬유 연산 2,000톤 규모로 전주공장 건립
- 2020년까지 1조 2천억원 투자 탄소섬유 연산 17,000톤까지 증설 및 신규 일자리 1천명 고용
○ 2013년 4월 전주산 탄소섬유 탠섬 론칭
- 대한민국 최초 기초자치단체와 대기업이 공동연구개발의 산물인 전주산 탄소섬유가 세상에 나왔다는
것은 일본, 미국에 이어 세계 3번째 고강도 탄소 섬유 생산국가로서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이는
역사적인 사건임
- 또한 전주시 산업구조를 100년 먹거리 첨산산업도시로 전환해 탄소소재 산업의 글로벌 허브로
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했음
○ 2013년 5월 ㈜효성 탄소섬유 전주공장 준공
- 탄소섬유 전주공장 준공까지 많은 장애물로 순탄치 않은 과정의 연속이었음
- 2011년 말 탄소공장이 들어설 부지의 토지 소유주의 보상 가격 인상 요구로 공장 착공에 우여곡절을
겪었음
- 하지만 기업유치를 염원하는 탄소기부 천사, 시민단체 등 시민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성원에 힘입어
첨단복합산업단지에 역사적인 착공식을 가짐
- 또한 공사과정에서 문화재가 출토되어 공사가 지연되었지만 순조롭게 문화재 발굴이 완료(1라인)됨
- 2013년 5월 드디어 역사적인 효성 전주공장 준공식을 가지고 첨단 탄소산업도시 전주 선포

□ 추진성과 및 의미
○ 꿈의 신소재인 전주산 탄소섬유 양산으로 전주시 산업구조가 기존 식품, 내의 제조 등 중소기업 내수
위주의 영세 산업구조에서 글로벌 첨단 부품소재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되는 기폭제로 작용해
관련 기업의 투자를 이끌고 전주시가 명실상부한 탄소산업도시로 거듭날 수 있는 전환점이 됨
○ 탄소섬유 국산화로 무역역조 개선은 물론 전주시가 글로벌 탄소소재 산업의 수출 전진기지로서 국가
신성장동력의 견인차 역할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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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추진계획 및 발전방향
○ 효성은 2020년까지 탄소섬유 분야에 총 1조2,000억원을 투자하여 생산능력을 1만7,000t 까지
끌어올릴 계획임. 이는 국내 탄소시장 규모를 6배 뛰어넘는 수치이며, 세계 탄소거래시장의 30%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탄소시장의 판도 변화를 주도해 나갈 것임
○ 또한 전주산 탄소섬유가 일본 기업들의 제품과 어깨를 나란히 해 세계 톱클래스 수준으로 자리매김
할수 있도록 업그레이드된 공정기술 개선 추진, 공격적인 마케팅, 철저한 품질관리, 원가 경쟁력이
우수한 탄소섬유 개발 등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임
○ 전주시는 효성 전주공장 준공을 계기로 탄소ㆍ복합재의 지속적인 연구개발, 탄소전문 인력양성 등을
내실있게 준비하여 2020년 까지 제2, 제3의@효성@같은@대기업@2개사 이상, 핵심 중소기업 100
여개 유치를 목표로 탄소기업 집적화를 위해 매진할 계획임
- 지역내 매출액이 10조원에 이르고 관련 종사자가 6000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며
- 2030년에는 탄소관련 중핵기업 20개 2만여명의 근로자들이 종사하는 탄소시대가 열릴 것으로 기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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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친환경첨단복합산업단지 조성(3-1단계)
○ 민선4기
‘전통·현대·미래 3축 기반형 도시만들기’
공약 중 미래 도시성장축으로 첨단과학 광역화,
국제화에 대비한 신성장거점 개발 필요
○ 또한 2007년말 구축된 연 150톤 규모의 탄소섬유 탄화공정 PILOT를 활용하여 탄소섬유 양산기술을
함께 연구할 관련 대기업을 물색하는 과정에 ㈜효성과 추진하기로 결정, 2008년 4월 ㈜효성과 한국
탄소융합기술원, 전주시간 공동기술 개발계약을 체결하고, 2009년말 범용 섬유 개발 및 2011년 3월
중성능 섬유 양산화 개발에 성공함으로써 대량생산 및 경쟁력 있는 제품생산을 위해 적기에 공장부지
제공을 위한 산업단지 조성에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됨

□ 사업개요
○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 4가 및 동산동 일원 284천㎡(8만평)에 부지매입비 351억, 기반조성비 158억
등 총사업비 509억원이 투입되어 2011년 7월 부지매입을 시작으로 2013년 7월 완공을 목표로
조성되고 있는 전주 친환경 첨단복합 산업단지 3-1단계 조성사업임

□ 그간 추진사항
○ 산업단지 계획은 2011. 2월 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에 착수하여 30여개 관련부서 및 기관의 협의를
마치고 2011. 11월 전라북도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1. 12월 산업단지 계획을
승인 받아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사업비 재원마련은 지방채를 발행할 경우 이자 비용이 발생됨에
따라 지방채 발행 없이 (주)효성과 협의하여 분양대금 430억원의 90%인 387억원을 선수금으로
받아 사업비에 충당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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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지보상 대상은 총 284,498㎡ (86,060평)중 국공유지를 제외한 토지 161필지 268,576㎡(소유자
148명)와 물건 등 250건(소유자 25명)에 대하여 보상비 352억원을 투입해 2011. 7월부터 2012.
3월까지 보상을 완료함
○ 2011. 7. 11일 토지 및 물건조사, 감정평가, 지적측량 등을 실시하기 위하여 편입부지의 토지주와
관계인에게 출입 통지 공문을 발송하였고 2011. 7.20일에는 보상계획을 공고하고 개별 통지함
○ 이때부터 토지주들로 구성된 보상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토지등에 무단출입 불법조사, 도시계획상
용도지역으로 변경 후 보상평가 실시, 40년간 생산녹지로 묶어놓고 공시지가 기준 보상 절대 반대
와 시장님 면담과 공청회 실시 요구 등 반발이 거셈
○ 토지주 및 관계인 1/3이상이 포함된 보상협의회를 11명으로 구성하여 2011. 9. 14일 회의를 개최
하고 3개 감정평가기관(나라,삼창,태평양)에 감정평가를 의뢰함
○ 2011. 9. 29일에는 보상대책위원회에서 전주지방법원에“산업단지 조성사업계획 무효 확인 등
청구의소 및 행정처분 효력정지 신청서”
를 제기하였으나 효력정지 신청은 기각되고 무효 확인 청구의
소는 취하한 바 있음
○ 2011.11.15일 감정평가가 완료되어 보상금을 토지주와 관계인에게 2011. 12.30일까지 보상협의
요청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토지의 보상가격이 평당 평균 40만원 정도(토지주 평당 70만원이상 요구)로
예상보다 낮게 평가되자 토지주들의 반발이 더욱 더 심해짐에 따라 ㈜효성이 완주산업단지와 군산
산업단지로 이전해야한다는 지역여론과 구미로 공장을 이전한다는 언론보도가 나오면서 LH본사
이전 실패와 함께 ㈜효성 유치 실패 우려에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하였고, ㈜효성 측 또한 일정이
자꾸 늦어질 경우 마냥 기다리고 있을수는 없다는 의사를 밝혀왔음
○ 이에 따라 전주시에서는 보상협의를 조기에 마무리하기 위하여 녹색산업산단과에서 2011. 8. 1일부터
자체전담반 3개반 10명을 구성 반별로 토지주 50여명씩 전담 지인 등을 파악하였고 1차 협의기간인
2011. 12. 30까지 보상협의 실적이 보상협의 24필지 41,320㎡(24명), 기공승낙 27필지 30,563㎡
(20명)으로 인원대비 29.1%로 극히 저조함에 따라 신성장산업본부 직원 7개반 21명과 각 국소
직원으로 특별지원반을 구성하여 토지주 1명씩을 전담 설득하고, 각 구청과 동에서도 관내에 거주
하는 토지주를 대상으로 시 산하 전직원이 주야간, 휴일 없이 주거지 방문 및 전화 등으로 설득하였음
○ 이러한 설득과 인내, 특히 기업유치를 염원하는 탄소기부 천사의 자발적인 성금 쾌척, 시민단체 등의
전폭적인 지지와 성원에 힘입어 토지 보상가에 반발해 오던 토지주들도 시민들의 기업유치열정
에 동화돼 기공 승낙이 촉진되는 등 협조적인 자세로 변하였고 타지역 공장 설립까지 고려했던
㈜효성의 임원진들도 크게 감동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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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2개월간 협의 및 기공승낙 실적이 면적대비 80.6% 실적을 거두어 2011. 2. 8일에 사업장 현지
에서 사업 착공을 알리는 안전기원제를 개최하였음.
○ 2012. 1. 13일에는 당시까지 협의되지 않은 127필지(소유자 119명)에 대하여 전라북도에 수용재결을
신청하여 2011. 2. 13일 개최한 수용재결 결과 당초보상액 29,352백만원보다 1.36%인 4억원 정도
증액되어 보상금을 지급하였고 수령하지 않은 재결보상금 5,915백만원(22명)은 2012. 3. 12일자로
전주지방법원에 공탁하고 2012. 3. 13일자로 소유권을 전주시로 이전됨에 따라서 기공 승낙된 토지를
중심으로 2012. 2월 산업단지와 2012. 3월 효성 탄소섬유공장을 착공함.
○ 산업단지 조성사업은 별도의 감리용역 없이 직접감독업무를 수행하면서 산업단지 부지조성과
㈜효성의 탄소섬유 양산 공장 건축공사가 병행되어 추진하는 과정에서 문화재 발굴, 시공사의 공사
지연 등 수많은 난관이 발생함
○ 특히 조성부지 내 일부 구간은 문화재 발굴조사에 따른 관련부서 협의 및 행정절차 등 발굴 완료시
까지 13개월 동안 공사 지연으로 산업단지 조성공사에 막대한 차질이 발생되었으나 공사지연으로
인한 시간적 손실을 만회하여 탄소섬유 공장 건립공사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낮밤과 휴일 없이
단지공사에 매진하였음
○ 특히 동절기 부실공사를 예방하기 위해 교량 공사기간에는 녹색산업산단과 직원을 자체 근무조로
편성하여 현장관리 업무를 수행함
○ 또한 산업단지 조성원가 절감을 위해 사업계획 단계에서부터 단지조성에 필요한 흙을 무상으로
제공받고자 市와 민간에서 발주되는 사토 발생 사업장의 전수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를 위한
관련부서 협의 69회, 현장방문 100회, 홍보용 플레카드 게첨 14개소 등 무상의 토사를 확보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함
○ 외부토 총 반입량 339천㎥ 중 65천㎥의 흙을 무상으로 공급받아 5억원의 예산을 절감함은 물론
산업단지 조성원가를 낮추어 공장용지를 공급함에 따라 입주기업체의 부담을 최소화 하는 등의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둠
○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마침내 2013. 5월 ㈜효성의 전주공장 준공식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으며,
2013. 7월 산업단지를 완공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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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성과 및 의미
○ 보상협의 이전인 2011. 8월부터 녹색산업산단과 전담반 3개반 10명이 각 반별로 토지주 50명에
대하여 지인 등을 파악하였고, 2011. 12월부터 본부 7개반 21명이 토지주 각 5명씩을 전담하고,
시 본청 전부서 직원이 토지주 1명씩을 전담하여 설득하였을 뿐만 아니라 각 구청 및 동에서도
관내에 거주하는 토지주를 방문 설득하는 등 시 산하 전 직원이 주·야간, 휴일 없이 주거지 방문
및 전화 등으로 설득한 결과 전체면적 284,498㎡중 232,719㎡(전체면적 대비 80.6%)에 대한
협의 매수 및 기공승낙을 받아 2012. 1. 13일 수용재결 신청이 가능하였고, 2012. 2. 8일에는 산업
단지 착공을 알리는 안전기원제를 개최함으로서 전주시 미래성장 동력산업인 탄소산업의 초석이 될
㈜효성과 약속한대로 공장 부지를 적기에 공급함으로서 대외적으로 신뢰도를 높이고 기업하기
좋은 도시라는 이미지를 제고함
○ 행정이 아닌 시민과 단체 모두가 참여하고 익명의 기부 천사가 2,013만원 기부한 소식이 전달되면
서 동참 기부로 총 31명 9,260만원을 모금하고 기업유치 다짐대회 등 시민이 앞장서 기업을 유치한
감동이 살아있는 도시가 되었음

□ 향후 추진계획 및 발전방향
○ 탄소산업 집적화를 위한 R&D시설 및 ㈜효성의 탄소섬유 생산에 따른 산업용지 추가 수요를 대비
하기 위해 산업단지 확충이 시급함으로 친환경 첨단복합 산업단지 3-1단계 조성사업 인근부지
1,533천㎡(46만평)을 3,275억원을 투입하여 약 5년간 민·관 합동개발방식에 따라 특수목적
법인을 설립하여 개발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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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R&D 중심의 탄소밸리 구축
가. 한국탄소융합기술원
○ 2003년 재단 설립당시 기계산업리서치센터는 지역전략산업인 기계, 자동차부품 산업 육성을 위한
친환경부품 신소재, 초정밀가공, 지능형 메카트로닉스 등 3대 특성분야를 수행하여 탄소소재, 마그네슘,
타이타늄 등 친환경 신소재 개발 분야에서 뚜렷한 성과를 거두었음
○ 이러한 사업의 성과를 확대 추진하기 위해 2008년 10월 전주기계 탄소기술원으로 법인명을 변경
○ 그간 기술원이 주도한 탄소산업 및 기계부품소재산업은 지역산업을 선도하는 단계를 넘어 차세대
국가 전략산업으로 다루어지고 있어 차세대 국가전략산업인 탄소산업을 주도하는 국가 연구기관의
필요성 대두

□ 사업개요
○ 사업추진목적
- 탄소복합소재 분야 핵심원천소재 및 상용화 기술개발 및 성과확산, 기술지원 및 관련 전문인력 육성
기반을 마련하고,
- 탄소기반 융복합소재 원천기술과 상용화 기술의 체계적 연계를 통한 첨단 탄소산업 허브도시로 육성
하기 위함
○ 위 치 :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 도시첨단산업단지 내
○ 규 모 : 연면적 27,997㎡, 167종 장비구축(300억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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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간 추진사항
○ 2002년 지역진흥산업의 일환으로 국내에 총 70여개의 특화센터와 함께 태동한“한국탄소융합기술원”
은
당초“전주기계산업리서치센터”
라는 이름으로 운영되어오다가 2006년부터 탄소산업을 전문으로 하는
연구소로 추진되었으며 이를 계기로 2008년“전주기계탄소기술원”
으로 변경하게 되었고, 2013년 4월
산업통상자원부의 승인을 받아 2013년 5월 한국탄소융합기술원으로 명칭을 바꿔 새롭게 출범하게
됨에 따라 기술원이 우리나라 탄소산업을 대표하는 연구기관으로서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음

□ 추진성과 및 의미
○ 2008년 4월 ㈜효성과 탄소섬유 대량생산 공동R&D에 돌입해 계획보다 3년 앞당겨 2011년 3월
중성능 탄소섬유개발을 성공해냈음
○ 국제탄소연구소를 2011년 완공하고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연구기관 및 대학과 함께 국제공동연구를
수행하여 탄소산업 분야의 국내 기술수준을 국제적 수준으로 끌어 올리는 계기가 되었음.
○ 또한 지난해 고용노동부와 중소기업청으로부터 확보한 탄소기술교육센터 건립(250억), 탄소복합재
창업보육센터(35억원) 건립 사업이 2013년도에 완공되면 R&D–창업보육–전문인력양성 등의 일관
시스템을 구축, 국내 최고의 탄소소재 종합지원 연구기관으로의 면모를 갖추게 됨

□ 향후 추진계획 및 발전방향
○ 우리나라는 탄소산업 전체에 대한 전략 및 이를 선도할 국가 차원의 전문연구기관이 현재까지 부재한
상황임
미래의 유망 고부가가치 분야로 국가 간 경쟁에서 미래 산업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탄소분야 국책연구
기관으로의 위상을 확보할 예정임
○ 독보적인 자체 R&D 역량과 기업지원·인력양성 시스템을 활용하여 탄소소재 기술경쟁력 확보와
체계적인 제품화전략을 수립, 탄소소재 산업의 종합지원기관으로 비상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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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탄소밸리 조성사업 추진
○ 민선5기
‘100년을 내다보는 경제 도약’
실천방향에 따른 기업하기 좋은 도시 만들기의 세부 공약사업
으로「탄소밸리 조성사업」
을 추진하게 됨
○ 탄소소재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실현하고 미래 신성장동력의 견인차 역할을 담당할 핵심소재로 부상함
○ 국내업계는 대부분 일본, 미국 등 탄소소재기술 선진국으로부터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점차 무역수지
적자폭이 커지고 있음
○ 최근 탄소섬유의 응용분야가 계속 확대되고 있으나 탄소섬유의 저가 대량 양산 기술은 현재 기술개발
의 초기 단계로 기술개발에 따른 국제시장의 선점이 가능함
○ 특히, 일본의 경우 정부의 적극적 지원하에 탄소섬유 관련 업계가 컨소시엄을 이뤄 저가 탄소섬유 및
자동차부품 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대응이 시급히 요구됨

□ 사업개요
○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개년 간 국비 1,087억원 등 총사업비 1,991억원을 투자하여 탄소소재 원천
및 응용기술 개발과 R&D 지원 장비를 구축하는 사업임.

□ 그간 추진사항
○ 기초 자치단체인 전주시가 국가간 이동도 제한되고 고성능의 경우 거래가 아예 통제되는 전략품목인
탄소섬유 개발을 독자적으로 추진
- 전주기계탄소기술원(현 한국탄소융합기술원), 한국탄소학회와 공동으로 기획하여 2009년 8월 정부
예비타당성 조사 신청
- 2010년 8월 R&D 사업으로는 드물게 B/C 1.17과 AHP 0.78로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함
- 2011년 9월 R&D 과제 및 장비구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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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성과 및 의미
○ 중앙정부에서도 전주시의 탄소산업 육성 의지와 개발 성과를 인식하게 되었으며 전주시가 국내 탄소
소재산업의 중심지로 인식하는 계기가 됨

□ 향후 추진계획 및 발전방향
○ 기술경쟁력 제고 및 탄소소재 국산화 실현
- 선진국 대비 기술경쟁력을 현재 27% ⇒ 90%
- 탄소소재 국산화를 현재 20% ⇒ 90% 이상으로 도달 계획
○ 복합소재산업이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하는 것은 물론 2020년 기준 전국대비 30%(100개 이상)의
탄소기업 집적화를 통해 대한민국의 탄소소재 관련 산업의 수출전진기지로 변모 기대

177

제1장 탄소산업 / 1-1탄소산업

다. 국제탄소연구소 건립 및 국내외 공동연구 추진
○ 일본,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탄소섬유 연구개발과 더불어 탄소나노 튜브 등을 이용한 기술이 사업화
적용단계로 넘어가고 있으며 주변기술의 발달과 핵심요소기술의 빠른 개발로 급속한 상업화와 시장
확대가 가시화되고 있는 상태임
○ 국내에서는 탄소나노튜브 등 탄소소재 R&D 관련 사업의 추진이 개별 기업 및 개별 특화센터를
중심으로 산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전주지역에 탄소소재 R&BD의 구심점이 될 국제적인 연구소를 설립하여 세계 우수연구소와 탄소소재
분야 등 국제 공동연구 추진 및 선진 기술 교류 등 국제협력 사업 활성화를 통해 선진국들과의 기술
격차를 해소하고 우수한 연구인력 양성을 통해 탄소산업의 최첨단 연구 허브 구축

□ 사업개요
○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한 기술력 확보와 국제 네트워크를 통한 탄소산업 발전을 도모
- 전주시비 35억원을 투입하여 2010년 10월 국제탄소연구소 개소

□ 그간 추진사항
○ 세계 우수 연구소와 공동연구 활동 추진
- 국제공동연구 MOU 체결 : 5개국 6개 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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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니시노 카본연구소), 미국(텍사스주립대학), 호주(ANSTO연구소), 독일(뮌헨대학 LCC연구소,
프라운호퍼 ICT연구소), 영국(AMRC)
- 주요 공동연구
·고연비, 고효율 자동차용 탄소융합부품 제조기술 : ICT
·고속브레이딩 기술을 활용한 프리폼 제조기술 : LCC
·친환경 고성능 탄소섬유 생산 신기술 개발 : 텍사스 주립대
·극초단파 경화기술 이용 자동차용 탄소복합재 개발 : AMRC

○ 교류도시 조인(전주시 vs 영국 셰필드시) : 2013. 7월
- 탄소산업 등 신산업, 소재산업, 복합재 산업 관련 상호 협력

□ 추진성과 및 의미
○지식경제부(현 산업통상자원부) 국제공동 연구(2개 과제) 확정 시행
- 독)프라운호퍼 ICT연구소, 뮌헨대학 LCC연구소 연구과제 국비지원
○ 한국탄소학회와 SAMPE KOREA도 입주
- 국제탄소페스티벌 등 각종 포럼 및 세미나 등도 활발히 추진

□ 향후 추진계획 및 발전방향
○ 기존 연구과제 지속 추진 및 신규 연구과제 발굴로 국제공동 연구 및 세미나 등 국제 교류 강화
○ 탄소산업 국내ㆍ외 홍보 지속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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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기업유치ㆍ중소기업 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
1. 기업유치ㆍ중소기업 지원
가. 대기업 콜센터 유치
○ 전주시는 청년실업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고용창출 효과가 큰 콜센터 기업유치를 시책으로
삼고 지금까지 12개사 1,952석을 유치, 전주시 투자유치촉진조례를 2011.7.5 개정하여 지원사항의
폭을 넓힘
▶ 기업유치 지원사항
[전주시 투자유치촉진조례 제19조(교육훈련보조금 지원)]
- 시설투자금액 10억원 이상, 상시고용인원이 100명 이상인 경우
·6개월 범위내, 초과인원 1인당 월 60만원이하(최고 2억원)
·사업개시일부터 2년이내 신규채용
[전주시 투자유치촉진조례 제25조의3(사업지원서비스업 지원)]
- 상시고용인원 50명이상
·건물임대료 : 연간 임대료의 50% 이내로 3년간(최고 2억원)
·시설장비설치비 : 설치비의 30%범위 내(최고 3억원)
- 상시고용인원 100명이상
·건물임대료 : 연간 임대료의 50% 이내로 3년간(최고 2억원)
·시설장비설치비 : 설치비의 30%범위 내(최고 3억원)
·시설투자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교육훈련보조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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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개요
○ 콜센터는 제조업처럼 막대한 공장 부지를 마련하기 위한 초기투자 비용 없이도 수백개의 일자리와
시내 중심가 빌딩의 빈 사무실에 입주해 구도심 활성화 기대할 수 있는 장점
○ 지식정보서비스 산업으로써 청년실업 해소와 여성일자리 창출에 파급 효과가 큰 콜센터 유치로 고용창출
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
□ 그간 추진사항
○ 전주시는 청년실업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고용창출 효과가 큰 콜센터 기업유치를 시책으로
삼고, 콜센터 기업유치에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인 결과, 지금까지 12개사 1,952석을 유치. 지역내에
소규모로 운영되고 있는 콜센터를 포함하면 2,200석정도 운영 함. 지역 내에 이러한 규모의 콜센터가
운영되고 있는 것에는 전주시의 콜센터 유치 노력이 크게 기여
년도
2013
2012
2011
2010

업체수(개)
12
12
10
10

규모(석)
1,952
2,000
2,031
1,815

현원(명)
1,743
1,647
1,625
1,635

비고

※ SK텔레콤 280, SK브로드밴드 79, 동부화재 335, The-K손해보험 130,
LG유플러스 550, 흥국화재 80, 이스타항공 35, 신한생명 100, 흥국생명 122,
미래에셋생명 91, 동양생명보험 70, 삼성화재새상보험 60, 현대라이프 90

○ 전주가 콜센터 입지 명당으로 부상하고 있는 것은 인적, 경제적 여건이 양호한 때문으로 풀이됨. 우선
표준어를 구사하는 인적자원이 풍부하다는 점, 콜센터가 집중돼 있는 수도권과 대도시에 비해 1/4정도
저렴한 건물 임대료 수준 등 콜센터가 위치하기에 안성맞춤임.
□ 추진성과 및 의미
○ 콜센터는 여성인력이 90%이상을 점유하고, 20대에서 40대까지 폭넓은 직업연령층을 형성하고 있으며,
정시 출퇴근과 함께 100% 내근 등으로 기혼여성에게 인기가 높은 직업으로
○ 그동안 콜센터 유치로 인해 연간 약 396여 억원의 임금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집계되는 등 콜센터
유치를 통한 전주시의 지역경제 기대효과가 상당하다는 분석임
□ 향후 추진계획 및 발전방향
○ 콜센터는 여성고용 창출에 큰 몫을 차지하고 있으며 앞으로 전주에 입점하는 콜센터에 대한 행정·
재정적 지원을 통하여 전주를 콜센터 메카로 만들고 콜센터 고용인원을 2,300명으로 끌어올릴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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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첨단우량기업 유치 및 지원
○ 열악한 산업기반과 상대적으로 부족한 연구역량을 가진 전주시는 민선4기 시작과 함께“더 큰 미래를
열어가는 천년전주”비전 아래 시정목표의 첫 번째를“힘찬 경제”
로 정하고, 소비도시인 전주의 체질을
생산도시로 바꾸고자 전주권 기업 300개 유치를 공약으로 삼았으며, 이러한 기업유치를 통해 일자리
창출을 유도함으로써 살기좋은 서민경제를 이루고자 함
○ 특히, 민선 5기에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기반으로 한 친환경 첨단기업 300개 유치를 공약으로 삼고,
불모지나 다름없던 탄소산업 시장을 국내최초로 선점하여 전주의 주력인 신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
- 효성 전주공장 준공을 계기로 탄소·복합재의 지속적인 연구개발, 탄소전문 인력양성 등을 내실있게
준비하여 2020년까지 제2, 제3의 효성 같은 대기업 2개사 이상, 핵심 중소기업 100여개 유치
목표

□ 사업개요
○ 경제살리기 일환으로 역점 추진한 기업유치 성과가 541개 기업을 유치하여 투자규모로 9,809억원,
9,968명의 고용 효과를 거둠.
○ 생산업종별로는 자동차·기계부품 관련기업 272개, 섬유기업 37개, 식품·생물 관련 기업 47개,
콜센터 13개, 영상정보 기업 65개, 기타 107개 기업을 유치
○ 유치 지역별로는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이 121개, 경남 창원 등 기타 지역이 78개, 창업한 기업은
342개로 구분

【유치기업 현황】
○ 생산업종별
구분
계
민선4기
민선5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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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541
307
234

기계부품
272
169
103

섬유
37
22
15

식품생물
47
19
28

콜센터
13
9
4

영상정보
65
28
37

기타
107
60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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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전 지역별
구분
계
민선4기
민선5기

계
541
307
234

수도권
121
109
12

충청권
23
21
2

영남권
14
9
5

기타
41
19
22

창업
342
149
193

□ 그간 추진사항
○ 기업유치 전담반을 별도로 구성하고 수도권 산업단지 내 사무소를 개소하여 현지에 상주 유치 활동을
전개한 것은 전주라는 지역의 친근감을 더해줘 기업 이전에 결정적인 역할을 함.
○ 특히, 민선5기에는 탄소산업 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 기업유치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탄소관련 기업에
최고 100억원이라는 전국 최고 수준의 인센티브 지원근거를 마련하였고,
○ 더불어 도내기업이 전주에 투자하는 경우 최고 50억원까지 지원하는 인센티브를 통해 기업의 외부
이전을 방지하고 도내 투자를 통해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추진성과 및 의미
○ 541개 기업유치 성과는 전주시의 중장기 발전 전략과 연계되면서 향후 전주시가 꿈꾸는 첨단산업
기반을 조성하는 계기를 마련함
-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을 주축으로 탄소산업의 인프라가 조성됨에 따라 ㈜효성을 비롯한 탄소기업의
집적화로 전주시가 지향하는 탄소산업 중심도시로 발돋움하는 기틀을 마련
- OLED, 지능형부품, 초경량 원천소재 등 미래형 첨단산업의 핵심분야와 관련된 기업들이 유치됨으로
써 국가 산업의 중간 기지화가 가능
- 사출, 금형 등 생산기반 집적화는 일련의 생산과정이 한 지역에서 가능하게 됨으로써 유치기업의
원활한 생산환경을 마련
- 9만평 규모의 친환경 첨단복합 산업단지를 마련하여 30개 기업 및 연구소 유치로 지역 전략산업의
클러스터 기능을 담당할 수 있는 성장 가능성이 열림.
□ 향후 추진계획 및 발전방향
○ 탄소산업의 개발기술, 장비 인프라 구축, 인력 양성사업이 집적화됨과 동시에 효성의 투자 성공과 연계
하여 탄소산업 중심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관련 기업 적극 유치
○ 기계, 식품, 섬유 및 콜센터 등 고용효과가 큰 기업을 유치하여 실업난 해소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할 수 있는 기업 유치추진
○ 창업보육센터, 지역혁신센터(TP, TIC, 나노, JMC 등)와 연계한 창업 보육, 강소기업 육성
○ 이전기업에 제공할 적정부지의 부족으로 전주시에 국한된 유치활동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전북도 및 인근
시·군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유치된 기업에 대하여 행·재정적 원스톱 지원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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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전기업에 대한 기업보조금제도 확대 운영
○ 2004년 산업자원부 고시인「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 기준」
이 제정되어 수도권 기업을 지방으로 유치하는 기초가 마련되었으나 지원 대상 폭이 좁아 유치 및
지원할 수 있는 기업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민선4기인 2006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총 4회에 걸친
조례 개정을 통해 대폭적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함.
○ 특히 2009년도에는 전주시의 전략산업인 탄소분야 기업에 대한 특급 대우라 할 만큼 전국 최초, 유일,
최대의 지원 제도를 만들어 아시아 최고의 탄소산업 메카를 꿈꾸는 전주시의 탄소산업 육성책에
초점을 맞추게 됨.

□ 사업개요
○ 전주시에 투자하려는 국내·외 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지역 내 투자를 촉진하고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2000년 9월 전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를 제정하였음
○ 민선 4· 5기 기간 내에 총 6회에 걸쳐 조례를 개정함으로서 투자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제도를
점차적으로 확대 운영하고 있음

□ 그간 추진사항
○ 민선4기에는 2006년 7월과 2008년 7월, 2009년 4월, 2010년 2월 등 총 4회에 걸쳐 투자유치촉진
조례를 일부 개정하였고
○ 민선5기에는 2011년 7월과 2013년 9월(예정) 등 2회에 걸쳐 조례를 개정함으로서 보조금 지원 대상
및 규모를 확대하고 규제를 완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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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성과 및 의미
【주요성과】
○ 2006년 7월 개정에서는 수도권 이전 기업의 상시고용인원 기준을 하향 조정하여 지원 대상의 폭을 넓혔고,
2008년 7월에는 고용·훈련보조금 지원 규정과 지역 창업 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규정을 신설
○ 2009년 4월에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탄소산업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 규정을 신설하고 관광사업 투자기업
지원 신설, 유망 중소기업 창업 지원 확대, 대규모 투자기업 지원 확대, 고용·훈련보조금 지원 확대,
수도권 이전기업 입지보조금 비율을 상향 조정함으로서 대폭적으로 지원 범위를 확대하였음
○ 또한 2010년 2월에는 고용·훈련보조금 지원 확대, 도내기업 지원확대, 유망중소기업 창업 보조금
한도를 상향 조정하였고
○ 2011년 7월에는 신·증설 기업 지원을 신설하고 투자기업 사후 관리기간을 10년에서 7년으로 단축
하였으며
○ 2013년 9월에는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지원 규정을 신설하고 투자 기업에 대한 사후관리 기간을 7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여 규제를 완화함

【의 미】
○ 전국에서 유일하게 있는 탄소산업 투자기업 지원을 비롯하여 도내 투자기업 지원, 유망중소기업 창업
지원, 콜센터 투자 지원 등을 통하여 지원 범위를 확대하였고
○ 타시·군에 비해 높은 지원 비율(5% ⇔ 10%)로 중소기업의 재정적 부담을 최소화하고 일자리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함

□ 향후 추진계획 및 발전방향
○ 앞으로도「전주 이전 및 투자 기업 융합협의회」
와의 지속적인 소통과 애로사항 청취 등을 통하여
미비한 지원내용은 상향 또는 확대하고 과도한 규제 등은 개선 또는 폐지할 계획임
○ 타시·군의 우수하고 모범적인 지원 사례는 검토·반영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원 시책 발굴을 위해 노력
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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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중소기업육성자금 안정적 지원
○ 민선 4기 공약‘함께 잘사는 경제 일으키기’
를 실천하고 중소기업체의 자금난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융자금에 대한 이차 차액보전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기업경영을 도모하고 생산성 향상으로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사업개요
○ 전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조성하여 제조업체, 시 지정음식점, 바이전주, 벤처기업 , 소상공인 등 시내
중소기업에 대해 육성자금을 지원하여 유망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에 기여하고자 추진

□ 그간 추진사항
○ 중소기업육성기금 48억원 조성과 8대 은행과 연계 저리로 대출 지원
- 2013년도 지원 규모 : 150개 업체 150억원
○ 대출에 따른 이자를 일반기업(소상공인 포함) 3.5% 여성기업 4% 벤처, 바이전주, 시지정음식점등 5%
이차보전을 매년 20억원 정도 최대 3년간 지급

□ 추진성과 및 의미
○ 중소기업체에 저금리 융자 지원으로 경영안정도모와 중소, 벤처기업 육성을 통한 고용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융자 실적
(단위 : 백만원)
구분
업체수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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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2006

1,056

107

121,263 13,582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83

95

284

170

100

150

67

12,567

14,095

19,917

18,997

16,992

18,278

6,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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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융자 실적
(단위 : 백만원)
연도별
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6월)

계
업체수
2,762
180
246
278
316
412
468
452
410

일반기업(소상공인 포함)
금액
9,921
646
929
589
1,436
1,710
1,865
1,860
886

업체수
1,761
146
189
200
183
252
285
277
229

금액
5,184
462
598
347
623
879
943
930
402

벤처기업
업체수
596
25
43
59
99
90
96
90
94

금액
3,498
130
233
175
695
601
677
627
360

여성기업
업체수
405
9
14
19
34
70
87
85
87

비고

금액
1,239
54
98
67
118
230
245
303
124

□ 향후 추진계획 및 발전방향
○ 2014년까지 60억원을 확대 조성하여 보다 많은 중소기업체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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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바이전주 우수상품 마케팅 지원
○ 민선4기 지역산업보호 육성을 위한 세부 공약사업으로‘바이전주 사업 확대’운영
○ 바이전주 우수상품이라는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대표성 있고 전통의 맥을 잇는 상품을 발굴,
선정하여 홍보·판로확대 지원 등을 통해 지역기업의 매출 신장을 촉진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추진

□ 사업개요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민·관·업체의 공조체계 구축 강화와 바이전주 우수상품 지속적 확대 발굴 및
국내·외 우수상품 홍보를 통해 인터넷, 해외시장 판로의 지속적 개척으로 시장 확대를 통한 매출 신장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
○ 바이전주 우수상품은 2013년 6월 현재 26개 품목으로, 전주소재 부품소재 또는 상품을 직접 생산하는
업체로 우수상품 중 시장 경쟁력 확보가 가능한 업체(상품)를 대상으로 바이전주운영위원회 및 실무
위원회에서 심의 선정함

□ 그간 추진사항
○ 바이전주우수상품 홍보 및 마케팅 지원
- 홍보관 2개소, 전시판매소 1개소, 마케팅 지원 년 60백만원
○ 전시회, 홈쇼핑 출시 판촉활동을 통한 브랜드 가치상승 지원(년 7회 이상)
○ 바이전주 홈페이지 및 우수상품 인터넷 쇼핑몰 운영
○ 지역 중소기업의 경쟁력 증대로 전주상품 홍보 및 수출 판로 개척
○ 행·재정적 지원을 통한 온·오프라인 마케팅 강화
○ 명절 및 단오제 등 각종 축제기간 특별할인 판매행사 개최(년 4회 이상)
○ 전주시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5% 이차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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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성과 및 의미
○ 바이전주우수상품 확대 : 6개 품목 ⇒ 26개 품목
○ 바이전주 우수업체 매출신장
- '12년 총 매출액 996억원 : '05년(421억원) 대비 136% 증가
○ 바이전주 업체 고용 증가로 일자리 창출
- '12년 총 고용인원 557명 : '05년(163명) 대비 241% 증가
○ 인증마크 부여를 통한 상품의 브랜드파워 제고와 지역업체 인지도 상승으로 업체의 매출 신장과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 향후 추진계획 및 발전방향
○ 바이전주우수상품 지속적 추가 발굴 확대와 홍보 및 마케팅 추진을 강화하고,
○ 서울국제식품산업전시회 등 해외전시회 및 국제 박람회 참가 지원을 통하여 해외시장 적극 개척과 시장을
세계 각지로 넓혀 가고,
○ 혁신도시 이전기관 등 공공기관 방문, 추석맞이 특별할인 판매, 발효식품 축제 전시 판매 등 다양한
판촉 활동으로 업체의 실질적인 매출 신장이 되도록 하며,
○ 다중집합장소 플렉스 광고 등 외부매체를 활용한 바이전주 홍보를 실시하여, 바이전주 이미지 제고와
업체 신뢰도를 높여 경쟁력을 갖춘 바이전주우수상품으로 발전시킬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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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개척 및 박람회 참가지원
○ 민선 4기 지역산업 보호 육성을 위한 세부 공약사업으로‘중소기업의 해외시장 개척 및 박람회 참가
지원’추진
○ 해외 마켓팅 능력이 부족한 유망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해외 수출 가능 품목 개발과 디자인 개선 등을
지원하고, 국·내외에서 개최 되는 각종 상품박람회 및 전시회에 참가시켜 중소기업의 수출 활성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추진

□ 사업개요
○ 해외시장 진출을 희망하지만 독자적인 해외마케팅 능력이 부족한 관내 유망 중소기업체를 대상으로
국,내외 박람회 참가 지원을 통하여 신규 판로 개척 지원

□ 그간 추진사항
○ 관내 중소기업체를 대상으로 해외시장 개척단을 구성, 수출 유망지역에 파견하여 해외무역관 등 지원
기관의 협조를 통해 해외시장개척 활동을 적극 지원
○ 유망 상품을 보유한 수출 가능한 중소기업체를 선정하여 국,내외 전시회 및 박람회 참가비 및 운송비 지원

□ 추진성과 및 의미
○ 유망 상품을 보유하였으나 해외 마케팅 능력이 부족한 관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판로 개척의 기회를
부여하고 적극적인 지원으로 지역의 경쟁력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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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통상지원 현황 및 실적
구 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참가업체수

55업체

45업체

70업체

20업체

32업체

10업체

10업체

9업체

참가 횟수

15회

15회

10회

23회

14회

11회

10회

9회

참가 지원액(백만원)

78

90

60

50

40

40

40

40

수출 실적(미회 천달러)

3,000

3,000

10,757

9,005

15,211

27,196

23,633

진행중

사업 내용

무역사절단/해외지사화사업/해외시장개척단파견

국,내외 박람회 참가 지원

□ 향후 추진계획 및 발전방향
○ 무역 전문가를 초청한 해외 수출 판로 설명회를 개최하여 수출 애로사항과 관련한 전문 컨설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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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전주국방벤처센터 운영
○ 전주첨단기계벤처단지와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전주국방벤처타운으로 지정하여 단지 내 입주기업의 국방
사업 참여를 지원하고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국방관련 신규업체를 유치하여 적극 육성하고자 함.
○ 전주국방벤처센터는 방산분야 중소·벤처기업 육성, 중소기업의 방산전문기술 교육 및 연구개발 지원,
군용화 개발에 필요한 정보제공을 통해 지역내 중소·벤처기업의 기술경쟁력 확보는 물론 일자리
창출 및 연관 산업 파급 효과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

□ 사업개요
○ 2009년 9월 전주국방벤처센터를 개소하고 국방분야 사업 참여 지원 및 국방분야 적용 가능한 중소·
벤처기업을 발굴 지원
- 전주지역 민수분야 우수중소기업의 방위산업 진출 기회 부여
- 전주지역 중소기업의 국방분야 시장 개척 지원
-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국방분야 부품의 국산화 개발 참여를 통한 군용물자의 국산화 제고
- 방산 핵심부품 생산에 지역 중소·벤처기업의 첨단기술과 아이디어를 접목한 국방핵심기술 확보와
국방분야 저변 확대를 목적으로 함

□ 그간 추진사항
○ 2008. 11월 전주국방벤처센터 공동운영 협약 체결(전주시, 국방기술품질원, 전북대학교TIC)
○ 2009. 3월부터 6월까지 전주국방벤처타운 조성을 위한 기획연구 진행
○ 2009. 9월 전주국방벤처센터 개소 및 16개 협약기업 선정
○ 2013. 6월 현재 27개 기업과 협약체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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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성과 및 의미
○ 기술지원 분야
- 기업이 보유한 기술을 활용한 군 사업과제 발굴 및 개발지원
- 국방과학연구소, 국방벤처 과제공모, 방산 체계업체를 통한 군 과제 발굴 및 내·외부 전문가 연계를
통한 전문 기술지원
○ 경영지원 분야
- 전문교육 및 경영컨설팅을 통한 체계적인 운영체계 구축
- 시험분석, 국내·외 품질인증, 산업재산권 획득 등 비용지원
- 전시회 참가지원 및 기업홍보물 제작을 통한 마케팅 지원
○ 대내·외 협력체계 구축 분야
- 군 관련기관, 방산체계업체 등 협력지원 및 대내·외 전문가와 업무협력를 통해 군과제 발굴, 사업화
추진

□ 향후 추진계획 및 발전방향
○ 협약기업 군 사업화 과제 발굴 및 추진과제의 판로개척 강화
○ 협약기업 실무자의 국방분야 전문교육 강화
○ 전주시의 핵심전략 산업인 탄소섬유 분야를 특화하고,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와 연계한 발효식품 분야를
특화하여 운영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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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에코인쇄전자 창업보육센터 건립 및 운영
○ 창업보육센터 신규 설치·운영을 통해 창업 초기기업 입지제공을 강화하고, 녹색기술·문화컨텐츠 등
특화분야 사업계획을 갖춘 창업 보육센터 육성을 통해 창업보육 인프라 확충
○ 나노기술집적센터의 연구역량 및 첨단시설을 활용하여 첨단산업인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전장,
인쇄전자 분야의 창업자 발굴 및 육성, 관련 기업유치를 통한 첨단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며
장기으로는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OLED 등 친환경 IT분야의 기업의 창업 보육을 통해 새만금에
구상중인 첨단 과학기술 비즈니스 벨트 형성에 기여

□ 사업개요
○ 전주시, 전라북도, 전북지방 중소기업청의 지원으로 추진해온 사업으로 총 35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반도체, 디스플레이, 인쇄전자, 신재생에너지 등 첨단 기술분야의 창업을 촉진하고 기존 창업 기업의
성공을 위한 보육을 목적으로 설립됨
□ 그간 추진상황
○ 2010년 4월 중소기업청의 창업보육센터로 지정되었고 2011년 12월 지상 3층, 연면적 2,500㎡,
23개의 보육실을 보유한 건물을 완공하고 2012년 7월 개소하여
○ 2013년 현재 9개의 순수 창업기업과 타지역에서 이주해온 기업이 입주해 있음.
□ 추진성과 및 의미
○ 2012년 7월 센터개소 이후 2013년 현재까지 짧은 기간이지만 9개 기업을 유치함으로써 지역 경제의
발전에 기여함
○ 또한, 도내 대학, 기존 나노기술집적센터는 물론 지역내 혁신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시너지효과 창출은
물론 반도체, 디스플레이, 인쇄전자 등의 첨단산업 창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향후 추진계획 및 발전 방향
○ 지역내 젊은 인재의 창업을 활성화하고 창업기업의 유치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함으로써 매년 10개
이상의 창업기업을 육성할 계획이며,
○ 반도체, 디스플레이, 인쇄전자 첨단 기술분야에서 미래의 스티브잡스나 빌게이츠를 꿈꾸는 지역의 젊은
인재들에게 꿈과 도전의 기회를 제공하는 센터로 발전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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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벤처촉진지구 운영 및 지원
○ 벤처촉진지구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8조에 의거 기존 기업의 벤처기업으로의
전환과 벤처기업의 창업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한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지정 및 운영(2001.3.26.)
○ (사)전주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발전협의회는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지원 사업운영요령 제28조(촉진
지구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의거 촉진지구의 효율적인 관리 및 육성을 위한 발전협의회를 구성
하여 운영 중 전주벤처촉진지구클러스터협의회를 근거로 전국 최초 법인 형태로 운영하여 2008.12
벤처촉진지구현황조사(중소기업연구원)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됨

□ 사업개요
○ 벤처촉진지구는 전주첨단벤처단지, 전주제1·2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전북대창업보육센터 등
7개소 280여개 입주업체에 대해 제품개발, 마케팅, 인력연계, 재직자 교육 등 맞춤형 기업육성을 목적
으로 운영
○ 주요사업으로는 △우수 아이디어 상품화를 지원하는 시제품제작지원사업, △기업의 브랜드 강화를
위한 혁신형 중소·벤처기업 인증 지원사업, △유망 중소기업을 선정, 맞춤형 방식으로 지원하는
캐시-카우 전문기업 육성사업, △우수 제품의 경쟁력 향상을 지원하는 성장가속화지원사업, △중소기업
직무능력향상지원 및 일자리 연계 사업 등이 있음

□ 그간 추진사항
○ 시제품제작지원사업을 통해 중소·벤처기업의 우수아이디어의 신상품개발 및 사업화, 생산성 향상을
위해 232개사를 지원하여 중소·벤처기업의 기업경쟁력 제고 및 질 좋은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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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년부터 현재까지 252개사에 벤처기업 및 기술혁신형중소기업(INNO-BIZ), 경영혁신형기업
(MAIN-BIZ) 인증지정을 지원하여 각종 지원사업 및 조달사업 등에 우대 받을 수 있도록 기업경쟁력을
제고하고 있음
○ 41개사에 중소·벤처기업의 수출경쟁력 제고를 위한 우수제품 해외마케팅 지원 및 중소기업청 주관
“지방벤처활성화사업”
에 선정되어 3개사에 우수아이디어 조기상품화 지원
○ 2009년부터는 중소·벤처기업 16개사에 지속가능한 수익창출 제품육성을 위한 캐쉬/카우전문기업
육성지원사업 지원

□ 추진성과 및 의미
○ 2006년 1월부터 현재까지 전라북도와 함께 전주벤처촉진지구를 활성화하기 총 4,150백만원
(도비 2,060 시비 2,090)을 583개사에 지원하여 매출 13,401백만원, 고용 139명을 창출하였고,
○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자금유치지원 2,830백만원, 재직자 35명 직무능력 향상교육을 지원하였으며,
○ 중소·벤처기업의 수출경쟁력 제고를 위한 우수제품 해외마케팅을 통해 1,001천불 현장 수출 계약을
지원하는 등 기업의 실질적인 성장을 견인
○ 기업지원성과(2006~201 2년)
구 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합계

도비

200

250

300

350

300

330

330

2,060

시비

200

250

300

350

330

330

330

2,090

합계(백만원)

400

500

600

700

630

660

660

4,150

지원성과
지원업체수

62

85

105

92

70

75

65

554

매출(백만원)

720

_

1,060

2,732

7,000

870

1,019

13,401

고용(명)

4

_

7

19

77

12

20

139

자금유치(백만원)

_

_

_

0

0

1,500

1,330

2,830

인력양성(명)

_

_

_

0

0

20

15

35

해외수출(현장계약,천불)

441

330

230

_

_

_

_

1,001

○ 경공업기반 노동집약적 산업구조를 첨단기술기반 고부가가치 산업구조로 변모시키는데 전주시의 열정과
노력이 높은 평가를 받아 2년(2010년, 2011년) 연속 전국벤처촉진지구 평가 최우수 기관 및 2013년
우수기관으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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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추진계획 및 발전방향
○ 전주첨단벤처단지, 첨단 산업 육성을 위한 벤처생태계 조성
- 전통산업(제지,섬유)에서 고부가가치 첨단산업으로 변화의 중심 역할 수행
-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창의적/도전적 벤처생태계 구축
- 첨단 융합기술 발굴 및 육성을 위한 체계적인 네트웍 구축
- 2014년 혁신형기업 20% 증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2011년말 기준 전주벤처촉진지구내 벤처기업 71개사, 기술혁신형기업 64개사임)

[혁신형기업 육성을 통한 벤처생태계 조성]

벤처기업 85개사, 기술혁신형기업 77사 육성
○ 산·학·연·관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맞춤형 기업육성 지원
- 중소·벤처기업의 기술 혁신 촉진을 위한 지역 대학 및 연구기관 등과 연계될 수 있는 가교 역할 지원
- 우수 아이디어 상품화 촉진을 위한 혁신기관과의 협력적 네트워크 구축 및 활용을 통한 적시 상품화 지원
○ 지속적인 맞춤형 기업육성 프로그램 지원
- 창업(초기)기업의 성장에 특화된 지원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기업 성장별 지원을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원-스탑(ONE-STOP) 서비스 제공
- 기업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지원사업 발굴 및 운영
- 벤처기업에 대한 금융, 세제, 행정 등 지원시스템 구축등 벤처기업 창업, 기술개발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제도적 지원장치 마련 기존기업과 벤처기업간 네트워크 구축 정보공유 지원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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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지역내 IT·SW기업 경쟁력 강화사업 육성지원
○ (재)전주정보영상진흥원은 처음 소프트웨어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소프트웨어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소프트웨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근거해 정보통 신부에서 1999년 11월에 전주
소프트웨어지원센터로 개소.
○ 이후 전주시가 중점육성 하고자 하는 IT, 문화영상산업 중심도시로 육성하기 위하여 2001. 8월에
전주시 정보영상벤처타운 설치운영조례에 근거하여 전주시 출연기관으로 (재)전주정보영상진흥원이
설립되었음. 당시 정보산업육성 및 벤처기업 지원 등 정보영상 산업분야 중심의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이후 국가로부터 문화산업진흥지구로 선정 (’
08)되어 게임, 애니메이션 등 문화산업분야까지 사업이
확대됨에 따라 정보와 문화산업의 특성을 부각 시킬 수 있는 (재)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으로 ’
12. 4월
기관 명칭을 변경
○ 이후 정보문화산업 육성을 위하여, 전주시정보영상벤처타운설치운영 조례를“전주시 재단법인 전주정보
문화산업진흥원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로 전면개정(2012. 7)하여 지역 IT·SW산업육성을 위해 기업
성장 단계와 수요에 따라 마케팅 기술개발, 인력양성, 네트워크 구축 등 다방면의 기업지원 사업 추진
- 주요업무
▷ 정보문화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조성 및 진흥 사업
▷ 정보문화산업 전문인력 양성 지원
▷ 정보문화산업 발전을 위한 홍보 및 마케팅 지원
▷ 정보문화산업진흥원 시설·장비의 관리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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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황

○ 지역 IT·SW산업 일반현황
<전북 IT·SW기업 매출 현황>

(단위 : 백만원)

매출액 현황
구분
IT 합계
사업 SW
분야 정보통신서비스
정보통신기기제조

2009년

2010년

2011년

기업 수

합계

평균

기업 수

합계

평균

기업 수

합계

평균

228

472,340

2,071.7

245

547,387

2,234.2

257

567,256

2,207.2

77

130,025

1,688.6

85

135,422

1,593.2

93

159,697

1,717.2

86

181,747

2,113.3

90

194,322

2,159.1

93

200,291

2,153.7

65

160,568

2,470.3

70

217,644

3,109.2

71

207,268

2,919.3

- 전북지역 IT기업 수 및 매출액은 2009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와 함께
SW기업 매출액도 소폭 증가하고 있음
<전북 IT·SW기업 인력 현황>

(단위 : 명)

종업원 현황
구분

2009년

기업수 합계
IT 합계
228 2,656
632
77
사업 SW
분야 정보통신서비스
1,006
86
정보통신기기제조
1,018
65

2010년

평균
11.6
8.2
11.7
15.7

기업수
245
85
90
70

합계
2,809
678
1,020
1,111

2011년

평균
11.5
8.0
11.3
15.9

기업수
257
93
93
71

합계
2,912
754
1,079
1,079

2012년 7월

평균
11.3
8.1
11.6
15.2

기업수 합계
267 3,064
805
99
1,110
95
1,149
73

평균
11.5
8.1
11.7
15.7

- 전북지역 IT/SW기업 총 고용자수는 2009년 이후 소폭씩 증가하고 있으며, 분야별로도 고르게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음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1년 ~ 2013년
○ 사업예산 : 총5,053백만원
- 2011년/1,236백만원, 2012년/1,773백만원, 2013년/2,044백만원
○ 주요지원내용 : 국내 IT·SW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추세와 지역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중장기 마스터
플랜을 수립하여, 지역의 특성과 전략산업에 부합하는 과제를 도출, SW산업과 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중점사업들을 시행하고 있음
① 마케팅 지원사업
마케팅 관련 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영세한 지방 IT·SW업체의 기본적인 마케팅 역량을 강화하고,
국내·외 유명 전시회의 참가 독려와 지원을 통하여 지역업체 제품 홍보와 판로개척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업체 매출액 및 수출액 증가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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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인력양성사업
기업의 신규 채용인력 수요파악으로 산업에 즉시 투입이 가능한 현장중심의 전문인력 양성을 통하여
지역업체 고용창출 및 IT·SW산업 발전을 위한 인적 인프라 구축
③ 기술지원사업
SW의 품질관리에 대한 실질적인 테스팅 시설을 설치하여 SW테스팅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확산
시키고 업체 내에서 SW테스팅 및 관리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 인력 양성 등을 위하여 호남SW품질
역량센터와 연계하여 사업추진하고 있음. 또한, 지역의 특성과 전략산업에 부합하는 과제를 도출하여
상용차 부품산업과 SW기술 융합하는 지역SW 융합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④ 네트워크 구축사업
권역 내 IT/SW산업관련 산·학·연·관 사업 주체들 간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지원사업 추진에
있어 시너지 효과 제고

□ 추진상황
○ 선도기업 육성 지원 (렉스젠 등 14개사/410백만원)
○ 기창업자 지원 (우리요 등 17개사/168백만원)
○ 기업 품질인증 지원(GS인증, 산업재산권 취득 등 /11개사)
○ 성장기업 맞춤형 마케팅 지원사업(36개사/92백만원)
○ 해외시장 개척 및 국내·외 전시회 참가 지원(㈜호미 등 39개사)
○ 지역 SW산업 네트워크 조성사업 추진(포럼 등 26회)
○ 지역 IT·SW산업 현황 통계조사('11.년 ~ '13년)

□ 추진성과
○ (업체지원성과) 2011년 수혜기업 42개사의 경우 전년 대비 매출증가율(22.1% : 40,320백만원 →
49,243백만원), 수출증가율(49% : 4,045백만원 → 6,027백만원), 고용증가율(17.5% : 365명 → 429명)
에서 모두 상승세를 보였음
○ (지원체계구축) 입주기업 및 도내 IT/SW기업에 대한 지원사업 추진 외에 SW산업 기반조성을 위한
지원 인프라 및 시스템 구축 등 전방위적 지원체계 가동
- 센터 내 유휴공간을 입주 공간 및 편의시설로 확보하여 지역의 유망 SW기업을 유치하고 입주사들의
만족도 제고
- 기업애로상담 체계 구축 및 업체들에 대한 전담자 지정으로 업체들을 밀착 지원 관리하고 정기적
분석회의를 통해 기업지원방안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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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사업분야 발굴 및 연계) 지역SW산업 저변확대를 위한 신규 사업분야 발굴 및 사업추진
- 지역 SW융합사업 추진
사 업 비 : 총 1,672백만원(국비 700, 시비 700, 민자 272)
사업기간 : 2012. 2 ~ 2013. 12
사업주요내용 :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상용차를 원격제어 할 수 있도록 스마트단말기 제품 및 차량
조정 원격제어 SW 개발
- 지역 SW품질역량사업 추진
사 업 비 : 총 350백만원(국비 200, 시비 150)
사업기간 : 2011. 2 ~ 2013. 12
사업주요내용 : SW테스팅 툴 지원 및 SW프로세스·GS인증 컨설팅 지원, SW품질 인식확산
세미나 개최, SW테스트 전문가 양성교육
- u-City(u-천사마을) 시범도시 구축 사업수주 및 추진
사 업 비 : 총 1,400백만원(국비 700, 시비 700)
사업기간 : 2012. 11 ~ 2013. 6
사업주요내용 : 지역의 도시재생 추진 노하우를 바탕으로 도시자원의 효과적인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운영을 통한 도시재생형 u-City 모델 정립
○ (스마트융합콘텐츠 성장지원사업 추진) 스마트 미디어시대가 본격화됨에 따라 미래성장 선도분야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창작기반을 마련하여, 1인 창업 및 팀 창업 유도로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사 업 비 : 총 550백만원(시비 550)
사업기간 : 2011. 1 ~ 2013. 12
사업주요내용 : 지역내 스마트콘텐츠 프로젝트 발굴·지원을 통한 창작인재 POOL구축 및 창업
활성화, 오프라인 커뮤니티 운영으로 스마트콘텐츠개발자간 최신기술 및 정보교류
활성화

□ 향후 추진계획 및 발전방향
○ 지역 내 경쟁력 있는 IT·SW기업을 선발하여 집중 지원함으로써 지역을 대표하는 선도기업으로 육성
- 단계별 추진목표와 성과 달성 등을 모니터하여 향후 지역 선도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
-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을 통하여 잠재력 있는 기업발굴과 지역제품의 상용화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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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SW기업의 제품에 대한 국내외 시험·인증획득 지원을 통한 지역 기업 제품의 시장진출 지원 및
제품 경쟁력 강화
- 지식재산권 취득 지원을 통한 지역 기업들의 기술 개발 활성화 및 지역 내 기업 개발물의 권리확보와
인지도 확대
○ 지역SW산업 네트워크 조성
- 유관 기관 및 협회와 간담회, 워크숍 등의 공동 네트워킹 활동을 통한 지역IT/SW산업의 지속적인
성장 토대 마련
- 도내 IT/SW기업의 경영 안정화에 따른 단단한 산업기반 형성으로 고용증대, 창업 증대 등 안정화
정책 마련
○ 지역 IT·SW산업 통계조사 실시
- 지역 IT/SW산업 육성정책 수립 및 업체지원에 활용할 수 있는 객관적인 데이터 및 지표 확보를 위한
IT/SW산업 통계조사 보고서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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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 전주경제키우기 시민운동체계 구축
○ 전국 5대도시에서 15대 도시로 전락하고, 산업화에 뒤쳐져 낙후된 전주권의 경제를 회생시켜야 한다는
시대적인 요구와 섬유, 식품 등 영세한 산업구조에서 첨단 기술, 집약산업으로 구조를 고도화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관주도의 경제 활성화 정책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
○ 진정한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지역 산업의 기반을 튼튼히 하기
위해서는 시민의 역량과 지혜를 결집하여 인접 시군과의 갈등 해소는 물론 상생의 전략을 추진하는
순수 시민운동을 주관할 구심체가 절실
○ 전주시가 지향하고 있는 5대 신역동산업 육성을 뒷받침하는 순수 시민운동을 펼쳐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 선진기술의 진흥,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등을 실천하고
○ 미래 지향적인 경제비전의 제시와 서민경제를 보호할 수 있는 시책을 개발하여 경제시책으로 제안하는
등 시민들이 함께 실천할 수 있는 경제키우기 시민실천 운동 전개

□ 사업개요
○ 전주경제살리기 5대 신 역동산업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민의 의지와 역량을 결집하는 구심체
역할을 도모하기 위해 2007년 9월 창립하여 운영지원단 등 5개 사업단, 1사 1랜드마크 등 3개소
위원회 등으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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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간 추진사항
○ 5대 역동산업 성공지원 세미나ㆍ포럼 개최
○ 수도권 투자유치 및 대기업 네트워크 구축
○ 1사 1랜드마크 운동
○ 재래시장 이용하기, 바이전주상품 애용하기, 내고장기업 사랑하기 등 전주경제키우기 시민운동 실천 추진

□ 추진성과 및 의미
○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로 발족한 순수 시민운동으로 경제분야 범시민 운동 전개
□ 향후 추진계획 및 발전방향
○ 전주경제키우기 운동에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해 지속가능한 시민운동을 추진하여 참여의식
고취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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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기업애로 솔루션 600! 확대 운영
○ 기업애로 솔루션 600!은 관내 600여개 기업에 대한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신성장산업본부
직원으로 기업체 전담반을 편성하여 현장방문을 실시하여 왔으나 신성장산업본부 전직원 및 본청
담당급 공무원으로 확대 편성하여 1인 3~5개 업체를 지정하여 멘토링제로 기업체와 소통 체계를
구축하고, 기업애로를 해결해 주는 시책사업으로 추진

□ 사업개요
○ 기업체와 상시 소통체계를 구축하여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신속하게 해결되도록 다각적 밀착지원으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관내 600여개의 기업에 대한 현장을 방문하여 애로사항을 수시로
파악하고 즉시 해결함은 물론 자금, 인력, 판로개척 지원 등 각종 경제시책 정보 제공

□ 그간 추진사항
○ 2007년 공무원 4개반 86명이 1인 5개 기업을 전담하는「기업애로 솔루션 500」
운영을 최초 시행하고
년 3회의 500개 기업에 대해 일제출장을 실시하여 156건의 기업애로 사항 처리를 시작으로
○ 2008년 120건, 2009년 124건, 2010년 166건의 애로사항을 해결
○ 2011년부터는 전담 공무원을 관련부서에서 시 본청 담당급으로 구성하고 600개 기업으로 확대 운영하는
「기업애로 솔루션 600」
을 추진하여 415건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2012년에는 861건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해결
○ 또한, 2012년 12월 미래창조과학부의 기업지원토탈사이트인 G4B에 전주시를 협업기관으로 구축 완료
하여 인터넷 기업애로처리 시스템을 구축
○ 2013년 2월부터는 기업 지원 전담반이 매일 기업현장을 찾아가 기업애로 사항을 청취하고 자금, 인력,
판로개척 등 각종 경제시책 정보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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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성과 및 의미
○ 기업 애로사항 접수 및 처리 실적
계

인력지원

자금지원

1,842

536

363

판로·기술지원 도로·교통
329

276

상·하수도

기타(청소 등)

61

277

○ 기업애로 해소 대표적인 처리 사례
- 산업단지 송전선로 지중화 사업완료 후 서부우회도로변에 방치되어 있는“팔복동 구 송전선로탑
13개 철거(2008년)
- (유)셰플러코리아 연수원 앞 방음시설 설치(2009년)
- 제1산단 기업인들의 40년 숙원사업인 감수2 철도건널목 설치(2010년)
- 매년 집중호우시 침수가 발생하는 기린대로 상습 침수구간 배수 개선(2012년) 등
○ 전주대표기업 및 산업단지 입주기업 간담회 개최 28회
○ 기업애로 통합처리시스템(G4B) 구축 완료‘12. 12월

□ 향후 추진계획 및 발전방향
○ 기업애로 솔루션 600 운영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하여 기업체와 상시 소통체계를 구축하고 기업애로
사항을 신속히 파악 해소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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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 1사 1랜드마크 사업 추진
○ 전주시는 지역경제 활력화를 위한 5대 역동산업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집중 육성하고 있으며, 특히
『기업하기 좋은 환경』
을 만들어 가는데 주력하고 있음
○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기업 유치, 지역기업 사랑, 지역 상품 사주기 운동을
『전주경제키우기
시민운동본부』
를 중심으로 범 시민운동차원에서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음
○ 기업 사랑운동의 일환으로 전주권 소재 대표기업을 상징하는 랜드마크를 설치하여 기업 홍보·이미지
부각은 물론 시민 생활속에서 함께 호흡함으로써 기업 사랑운동을 확산코자 함

□ 사업개요
○ 시민의 생활속에서 기업 사랑운동을 확산하고자 도시첨단산업단지 앞 교차로에 2008년 1월에서
12월까지 기업을 상징·홍보할 수 있는 시설, 조형물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전주시와 전주경제키우기
시민운동본부가 주관하고 참여기업이 자율 시행함.
□ 그간 추진사항
○ 2007년 1사 1랜드마크 사업추진 소위원회를 전주경제키우기운동본부에 설치하고 당해 사업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2008년 1월 관련조례를 개정하였으며
○ 전주대표기업간담회 등 5회의 홍보활동과 전주권 기업을 방문하여 10회의 사업설명 및 협의를 통하여
2008년 12월 사업비 150백만원을 들여 도시첨단산업단지 앞 오거리 교차로 개선공사 완료
□ 추진성과 및 의미
○ 도시첨단산업단지앞 오거리 교차로 개선사업 준공으로 전주시 5대역동산업인 부품소재 R&D기관 및
기업체가 집적되고, 향후 조성될 탄소밸리 산실을 상징하는 랜드마크 역할
□ 향후 추진계획 및 발전방향
○ 효성, LS엠트론, 현대자동차 등 전주권 기업과 1사 1랜드마크 사업을 발굴 추진하여 기업인의 자긍심
고취와 기업하기 좋은 도시 이미지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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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기업인이 존경받는 도시 조성
○ 민선 5기‘기업하기 좋은 도시’만들기 세부 공약사업으로「기업인이 존경받는 도시 조성」
추진
○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향토(이전) 기업 및 기업인을 예우하여 기업인이 존경받는
도시환경 풍토 조성과 기업인 자긍심 고취를 위하여 지속적인 관심과 유기적인 지원 협조체제
확대 필요

□ 사업개요
○ 기업인이 존경받는 도시 조성을 위해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전주산업단지 및 개별입지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총사업비 90백만원을 들여 기업예우의 날 운영, 우수 중소기업인 선정 문화·체육행사 초청
예우 추진
□ 그간 추진사항
○ ㈜샷뽀, 비나텍㈜, ㈜어드밴스드웨이브, ㈜효성 전주공장 등 공장 준공식행사 지원과 산단 가을밤 음악회,
산단내 철도건널목 개통식, 전주페이퍼 불우이웃돕기 마라톤행사, 산업단지형 어린이집 준공식 등 기업
예우의 날을 운영하여 17건 54백만원 지원
○ 전주국제영화제 행사 등 4대문화 축제 초청 : 4회 80명
○ 우수 중소기업인 발굴 선정 : 6명
□ 추진성과 및 의미
○ 기업인이 존경받는 도시 조성으로 사기양양과 생산활동 긍지를 고취하여 기업활동 촉진 및 기업하기
좋은 도시 이미지 제고
□ 향후 추진계획 및 발전방향
○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향토기업·기업인을 예우하여 기업이 존경받는 우대 풍토
조성과 기업인의 자긍심 고취를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유기적인 협조체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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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문인력 양성
가. 탄소융합부품소재 창업보육센터 건립
○ 전주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탄소밸리 구축사업에서 ㈜효성은 탄소섬유 국산화 개발을 통한 중간재
및 응용제품의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생산되는
탄소섬유를 이용하여 사업화를 추진할 기업 필요
- 이러한 기업들에 대한 기술적, 경영적 측면에서 종합적인 지원 및 대책이 미흡한 실정임
○ 이에 중소기업청에서 실시한「2012년 창업 인큐베이팅」지원 공모사업 신청
☞ 특화형 창업보육센터 건립 지원사업에 선정됨
○ 이를 통해 실질적 창업, 성장에 기여하는 지역 특화형 창업보육센터 건립을 추진함으로써 탄소산업
분야의 창업 초기 보육 인프라 확충
- 전북 및 전주시의 중점추진 육성사업과 연계한 탄소융합부품소재 관련 예비창업자를 근접 지원
함으로써 창업보육 전문기관으로서의 역할 충실

□ 사업개요
○ 탄소밸리 구축사업의 성공을 위해 탄소융합부품소재기업의 발굴 및 우수 핵심기술을 보유한 인력 및
기업의 창업 유도와 더불어 창업 초기 기업의 집중적이고 체계적인 육성(BI → post BI → 강소기업 →
산업단지 이전)이 필요하나 창업보육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임
○ 탄소융합부품소재 창업보육센터 설립을 통하여 탄소산업에 관심을 가진 예비창업자, 벤처기업 또는
관련 부품소재 기업들을 대상으로 창업을 지원하고 지속성장 가능한 졸업 기업들에 대해서는 한국탄소
융합기술원이 추가적인 기술인력 및 인프라를 지원하여 강소기업으로 육성함으로써 탄소밸리 구축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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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보육센터 개요
▲ 위 치 :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 2가 836-2 (친환경 1단계 부지 내)
▲ 사업규모 : 부지면적 : 9,754㎡, 건축면적 : 2,698㎡, 지상3층(보육실 15실 규모)
▲ 사 업 비 : 64.4억원 (국 14.4, 도 6, 시 44)
▲ 사업기간 : 2012. 5 ~ 2013. 9

□ 그간 추진사항
○ 2012년 4월 중소기업청 공모사업에 탄소융합부품소재 창업보육센터 건립사업이 선정됨으로써
탄소분야 글로벌 핵심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성장의 터를 마련함
○ 2012년 7월 설계용역에 착수하여 경관심의 및 일상감사, 입찰공고를 통해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2013년
2월에 공사를 착공함
○ 2013년 3월부터 입주기업 모집(16개 기업)을 위해 11회에 걸쳐 18개 기업을 방문하였으며, 36개 기업이
참여하는 사업설명회를 통해 적극적인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모집활동을 펼쳤음
□ 추진성과 및 의미
○ 2016년 이후 신규 고용창출 및 탄소섬유 신규시장 확대에 따른 지역경제 파급효과로 신규 고용인원
150명, 매출액 150억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음
○“탄소전문교육센터”
와 더불어 인력양성, 기술창업유도, 탄소밸리 테스트베드 구축, 국제 R&D 실증연구
등을 통해 탄소산업 발전을 위한 기초 로드맵을 완성함
○ 효성의 중성능 탄소섬유 출시와 함께 전주시는 탄소산업에 관한한 전국 최초, 최고, 유일의 도시, 탄소
산업 중심도시로의 위상을 재정립하게 됨
□ 향후 추진계획 및 발전방향
○ 탄소융합부품소재와 관련한 중소, 벤처기업 유치 및 창업 활성화와 설계, 해석, 디자인, 성형, 사업화,
마케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전문 기업 육성 공간으로 역할을 수행하게 됨
- 탄소소재분야의 전방산업인 항공기, 방산, 자동차, 풍력, 원자력, 해양레저 스포츠 등에서 요구되는
탄소융합부품소재 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핵심인력 공급, 산학연 네트워크 활성화, One-stop 기업
지원 시스템을 통한 신규사업 발굴과 국내외 마케팅으로 기업지원 활성화 추진
- 창업보육 기업들의 개발 제품의 마케팅을 위해 현재 한국융합탄소기술원 40여개 회원사와 상호 협력
할 수 있도록 기업 Coupling 사업을 추진하여 개발 제품의 신규 시장 진입이 용이하도록 전략 추진
- 기술원의 국제협력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마케팅 추진

210

제 2 절 기업유치ㆍ중소기업 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

나. 탄소산업 전문인력 양성사업
○ 민선5기‘적극적인 일자리 창출’
을 위한 시장 세부공약사업으로「탄소산업 전문인력 양성」
사업 추진
- 사업기간 : 2011년 ~ 2014년(4년)
- 사 업 비 : 지경부 및 고용노동부 인력양성 공모사업 연계추진
- 사업주관 : 한국탄소융합기술원, 전북 TP, 전북대, 전주대
- 사업내용 : 탄소산업 전문인력 및 생산인력 양성
○ 탄소복합소재 산업 육성과 탄소산업의 조기정착 실현 및 본격적인 탄소밸리 구축사업 추진에 따른
인력수요에 대비하여
○ 연구개발 및 탄소복합소재부품 성형가공 기술 등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취업과 연계

□ 사업개요
○ 탄소산업의 지속적인 성장 기반 구축 및 성장 동력 창출을 위해 탄소ㆍ복합소재 전문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함
○ 탄소밸리 구축사업과 연계하여 효성, GS칼텍스 등 대기업을 포함한 60여 기업의 집적화로 탄소소재
기술개발에 따른 연구인력과 방사·탄화 과정 생산 전문인력의 수요에 대비하고자 함
□ 그간 추진사항
○ 2011년 탄소소재 전문인력은 전문가 60명, 생산인력 443명 등 총 503명을 양성하였음
- 전문분야는 전주대학원 탄소나노 부품소재 공학과 40명과 전주기계탄소기술원에서 복합소재 R&BD
전문가 20명을 양성하였으며
- 생산인력은 지경부사업으로 복합소재 현장애로 기술해소 과정 등 8개과정 308명을 양성하였고,
고용노동부 사업으로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20명, 전라북도사업으로 탄소복합소재 성형
가공기술 인력양성사업 등 4개사업 115명을 양성하였음
○ 2012년 탄소소재 전문인력은 전문가 53명, 생산인력 390명 등 총 443명을 양성하였음
- 전문분야는 취업연계 융복합 인력양성사업으로 53명
- 생산인력은 지경부사업으로 실무중심형 현장애로 기술 외 10개 사업으로 390명을 양성하였음
○ 2013년에는 탄소소재 전문인력은 취업연계 융복합사업으로 전문가 100명, 생산인력 고용노동부
사업으로 773명을 양성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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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성과 및 의미
○ 그동안 탄소 복합소재산업 육성과 탄소산업의 조기정착 실현 및 본격적인 탄소밸리 구축사업 추진에
따른 인력 수요에 대비하여 인력양성에 매진하였으며
○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탄소복합소재부품 성형 가공 및 현장 생산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취업과 바로
연계하여 교육과 취업에서의 미스매치를 해소하였음
□ 향후 추진계획 및 발전방향
○ 기업 맞춤형 융복합 교육 프로그램 운영
- 대학교에서 기업이 요구하는 교육내용에 맞춰 융복합 특성화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수요기업과
협의하여 교육과정 개발, 강사진 구성, 현장실습 및 인턴쉽, 산학 프로젝트 등을 자율적으로 구성
○ 현장 실무중심의 교육과정 운영
- 교육생의 산업현장 적응력을 제고하기 위해 수요기업 또는 산업현장 임직원, 연구기관 연구원 등
외부전문가를 겸임교수로 위촉하여 현장실무 중심의 교육과정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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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탄소기술 전문인력 양성센터 건립 운영
○ 환경오염, 유가 상승, 제품의 고급화로 인하여 전 산업에 걸쳐 탄소소재의 사용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탄소섬유, 인조흑연, 활성탄소, 탄소 나노튜브(CNT)는 매년 10% 이상의 급속한 수요 추세
○ 탄소소재분야는 국가적인 수요에 대응하고 글로벌 탄소소재 강국을 실현하기 위해 탄소소재 개발에서
중간재, 응용제품 분야까지 전주기적인 핵심 기술력 확보를 위한 국가 차원의 전략적 육성정책을
추진중이며 탄소산업의 지속적인 성장 기반 구축 및 성장 동력 창출을 위해서 절대적으로 탄소·복합
소재 전문 인력이 필요
○ 전국단위 탄소·복합소재 인력양성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선 체계적인 교육시스템 및 교육 인프라 구축
절실
- 탄소기술 전문인력양성 센터 조성을 통한 전국단위 탄소·복합소재 분야 인력수급의 허브 구축,
산학연관 교류 활성화, 관련 산업 수요기업 맞춤형 전문 인력 교육 프로그램 운영
○ 이에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실시한 「2012년 국가인적 자원 개발」지원 공모 사업 신청
☞ 탄소기술 전문인력 양성센터 건립 및 전국 탄소·복합재관련 기업 직무향상교육 추진사업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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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개요
○ 2011년 11월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산업인력공단 공모 사업에 선정된 탄소기술 전문인력 양성센터는
컨소시엄을 맺은 전국 탄소ㆍ복합소재기업에 종사하는 재직자 및 신규 채용자를 대상으로 탄소기술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사업으로 2017년까지 총사업비 250억원을 투입함
○ 탄소기술교육센터는 탄소융합복합소재 창업보육센터 부지내에 실습실, 강의실, 세미나실, 강당 등 연면적
3,193㎡, 지상 3층 규모로 2013년 6월에 착공하여 11월 준공 예정
□ 그간 추진사항
○ 센터 설계용역 입찰 및 계약, 공사 입찰공고 및 공종별 계약추진
○ 한국탄소융합기술원에서 기존 교육 시설을 이용하여 2013년도 1월 22일부터 섬유공학의 이해를
시작으로 탄소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있음
□ 추진성과 및 의미
○ 2012년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사업에 선정돼 탄소산업 전문교육센터를 유치, 전국 유일 최고의
탄소인력양성기관 위상 확보
○ 국내 탄소산업 조기정착 및 전국 탄소전문기업유치, 탄소인력 양성의 요람으로 연결돼 대규모 지역
일자리 창출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향후 추진계획 및 발전방향
○ 2013년도 100개 기업을 대상으로 660명의 탄소산업 전문인력양성을 시작으로 2014년에는 140개
기업 700명을 배출하는 등 향후 연차적으로 확대하여 2017년에는 300개 기업과 2,000여명의 전문인
력을 배출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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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정보산업 전문인력 양성과 취업지원
○ (재)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의 인력양성 사업은 2002년 6월 모바일 게임공장을 출범으로 시작되었으며,
그 이후 전주IT멤버쉽교육지원, 산업체재교육지원 등 고용확산 사업을 계속하여 추진하여 왔음
○ 2006년부터는 지역 내 우수한 SW분야 전문인력에 대한 기업맞춤형 교육추진으로 인력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역 내 IT·CT기업 재직자를 위한 전문역량 강화교육도 적극 지원하고 있음
○ 또한 2010년에는 고용노동부 지원 공모사업으로 디지털 영상편집 교육이 선정되어 2013년까지
추진하고 있으며, 2012년에는 고용노동부 지원 공모사업으로 스마트 콘텐츠 맞춤형 교육이 선정되어
2014년 까지 진행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06. 7 ~ 2012. 12
○ 사업내용
- SW전문인력양성 : 스마트 콘텐츠 개발, 임베디드 등
- SW기업역량강화 : 기획 및 PT스킬, 웹접근성, 제이쿼리 등
- 지역맞춤형일자리창출지원사업 : 디지털 영상편집, 스마트 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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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간 추진사항
○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인력양성 사업은 민선 4기를 기점으로 활성화 되기 시작하였으며, 지역 IT·
CT분야 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중소기업 중앙회와 정보통신부에서 주관하는 인력양성사업예산을
확보하여 스마트폰(모바일) 콘텐츠 및 IT 프로그래밍교육, UCC 강사양성교육, 애니메이션 제작인력교육,
디지털 영상·음향교육, 전주문화영재육성교육, 기업체 역량강화를 위한 재교육 지원 등을 적극 지원
○ 또한 전주지역 내 신규 창업 활성화를 위해 온라인 창업교육을 적극 지원하여 새로운 시장창출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임
- 스마트폰(모바일) 콘텐츠 교육지원은 진흥원 특화사업인 모바일 IT분야 전문인력양성을 통한
‘지역업체의
인력수급의 용이성 및 우수기업 전주유치의 초석’
을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주로 교육과 실무
프로젝트 수행으로 운영이 되고 있으며, 우수 교육생을 선발하고, 국내 최고 강사의 교육과정 수료 후
지역 IT·CT기업체 인턴쉽 및 채용연계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또한 디지털 콘텐츠의
기획·개발이 가능한 인력 양성 등에 중점을 두어 추진
- 디지털 콘텐츠(UCC, 영상, 음향, 애니메이션) 교육은 영화의 도시 전주의 기반이 되는 지역 내 관련
업체 채용과 연계하여 2007년도부터 현재까지 적극적으로 추진해오고 있으며, 405명이 수료하여
80%의 취업률을 기록
- 전주문화영재육성교육지원은 문화산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시스템 구축을 통해 전주를
‘문화영재 육성의 메카’
로 자리매김하고 다양한 사업 및 산업화로 문화영재도시 전주의 위상을 높이고
주력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문화영재육성사업은 전주지역 초등학교 4학년을 대상으로 참신한
아이디어의 시도와 다양한 도전을 허용하는 양질의 콘텐츠와 교육환경을 바탕으로 기반조성을
해 왔으며, 놀이와 교육이 함께하는 최초의 교육을 통하여 교육생들이 자신의 흥미와 재능분야를
발견하고 스스로 학습하고자 하는 동기부여에 중점을 두어 진행을 해옴
- 기업체 역량강화를 위한 재교육 지원은 전북지역 IT·CT기업 임직원들의 업무능력강화를 위한
Up-Grade 교육으로써 기업의 핵심인력 체계구축 및 지역기업의 우수인력 확보를 통한 기업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업무중심의 관리능력향상, 가치 중심의 실용교육 등 참여와 변화를 통한 핵심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기업의 수요 파악을 통한 커리큘럼 구성을 하여 진행
- 주요분야로는 기획서작성 및 PT스킬, 비즈니스 외국어 회화, 웹 접근성 전문교육, SNS비즈니스
기획, Android 중급개발과정, 파워스피치 과정, 자바스크립트&제이쿼리교육, HTML5와 CSS3
프로그래밍 교육 등이 이루어짐
○ 지역 내 인력수요 급증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지역 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사업에 공모·선정
되어, 2010년부터 2013년 현재까지 지역 내 기업체에서 원하는 교육과정(디지털 영상편집 전문가
양성과정, 스마트 콘텐츠 전문가 양성과정)을 개설하여, 지역 내 인력난 해소에 앞장서고 있으며, 고용
창출에 크게 기여
- 스마트 콘텐츠 전문가 양성과정 교육은 안드로이드 개발과정과 UX/UI 콘텐츠 전문과정으로 나뉘어서
운영되고, 2012년~2013년 현재 2년차 교육을 수행중이며, 전주지역 스마트 콘텐츠 개발기업체의
인력수요를 반영한 커리큘럼을 통해 구성 되었으며, 2012년도 사업추진 결과 전국 300여개 교육
기관중 상위 5%에 해당하는 A등급의 우수한 성과를 내어 현재 2차년도 사업(2개과정 총 40명)을 추진
- 디지털 영상편집 전문가 양성과정 교육은 2010년~2012년(총3년)까지 추진되었으며, 전주지역 약
60여개 영상업체 채용수요를 반영하여 운영하였으며, 국내 최고의 강사교육 참여로 3년간 80명이
수료하여 85%의 높은 취업률을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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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성과
○ IT·CT분야 고용창출 확대 및 우수인력 외부유출 방지
- 지역 IT·CT기업에서 원하는 맞춤형 인력을 양성, 지역 내 우수기업에 적극적인 채용을 연계함으로
써, 기업의 가장 큰 애로사항 해결에 앞장서고 있으며, 기업체에 근무중인 우수 인력들의 타 지역으로
의 이직을 방지하고자 최신 기술 및 재직자의 역량강화에 필요한 전문교육 수요 파악 및 관련분야
최고의 전문강사를 섭외하여 적극 운영하고 있음
※ 총1,329명 양성 / 1,070명 취업 (취업률 80%)

○ 지역맞춤형일자리창출지원사업을 통한 맞춤형인력 지원
- 지역 내 영화영상분야 전문기업 및 스마트 콘텐츠(게임, 콘텐츠) 분야 우수기업 신사업 진출과 사업방향
전환에 필요한 맞춤형 인력을 적극 발굴하고 실무 프로젝트 수행이 가능한 교육을 지원하여 기업이
원하는 인재를 연계하고 있음.
□ 향후 추진계획
○ 최신 기술 교육프로그램 운영
- 현재 지역 내 기업체에서 근무중인 우수인력들의 외부유출 방지를 위해서 현업에서 원하는 다양한
최신 기술 교육프로그램을 전주지역에서 자체 개설하여 운영하도록 할 계획임
○ 게임분야 특화교육 프로그램 발굴
- 전주지역 내 게임기업체 집적화를 위한 스마트폰 게임 전문교육 프로그램을 발굴 개설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지역 내 게임산업을 이끌어갈 인재를 양성할 계획임

217

제1장 탄소산업 / 1-1탄소산업

제 3 절 보다 많고 보다 좋은 지역 일자리 창출
1. 좋은 지역 일자리 창출
가. 사회적기업 활성화로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 그간 정부 주도의 취약계층 지원 및 일자리지원사업(공공근로, 자활근로사업 등)이 단기 일자리 창출
위주로 추진되어, 불안정한 고용 및 근로의욕 저조 등 근본적 해결에 어려움이 많았음.
○ 또한 2007년 외환위기 이후 더욱 심화된, 고용 없는 성장과 급속히 증가하는 실업률, 쓰레기 문제,
지구온난화와 같은 환경문제, 노인인구 증가, 질병 및 차별 등 사회문제, 공동체 정신의 약화로 인한
개인주의와 인간의 탐욕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사회적기업이 대안으로 제시됨.
○ 전주시는 사회서비스 확충 및 취약계층에게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과, 안정적 자립기반을 갖추고 지역
특성을 살린 성공적인 비즈니스모델 발굴을 목표로 2008년 전국 최초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사회적기업 육성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음

□ 사업개요
○
「사회적기업 육성법」
이 2007. 7.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동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한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사회적기업 지원시책을 수립 시행하기 위한
지원 조례 마련
- 지역특성에 맞는 사회적기업 지원시책 수립 및 시행
- 사회적기업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부지구입비·시설비 등을 지원·융자하거나 국·공유지 임대할수
있는 근거 마련
-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구매 추진
- 지방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 지원
○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사회서비스(교육, 보육, 보건, 복지, 문화예술, 환경, 집수리, 재활용,
청소, 간병 등)를 확대하기 위하여 지원조례 등 지원근거 마련
○ 민선5기 시장 공약사업 : 사회적기업 30개 육성
- (예비)사회적기업 발굴 및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 사회적기업 지원업무 추진계획(기업진흥과-3646, 2007.6.5.)
※ 전주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정계획(기업진흥과-6528, 2007.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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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간 추진사항
○ (예비)사회적기업 육성 발굴 확대 : 총 40개
- 인증사회적기업 : 23개(고용노동부장관 인증)
- 예비사회적기업 : 17개(도지사 지정)
※ 전라북도 : 125개(인증57, 예비68)
※ 전국 인증 : 913개

○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제도 마련
- 2008. 1월 : 전주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정(전국 최초)
- 2009. 2월 : 전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사회적기업 추가)
기업창업 및 운영자금 등 최고 3억원 지원
- 2009. 5월 : 전주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규칙
사회적기업 3년간 면제규칙 추가
- 2010. 1월 : 전주시 단독주택 헌옷수거함 관리 및 재활용 촉진 조례
사회적기업에 관리·운영 지정 내용 추가
○ 사회적기업 자생력 향상 및 일자리창출을 위한 재정지원 확대
- 일자리창출사업 및 사업개발비 지원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일자리창출사업

6개기업(46명)

21개기업(150명)

32개기업(269명)

36개기업(294명)

사업개발비

22개기업(632백만원)

20개기업(449백만원)

36개기업(622백만원)

33개기업(425백만원)

○ 사회적 기업가로서의 소양과 자질을 갖춘 인적자원 양성과 우수 모델 발굴을 위한 아카데미 실시
- 사회적기업 운영 아카데미

: 2010.12월 (수강생76명)

- 사회적기업 경영코칭 아카데미 : 2012. 3월 (수강생43명)
- 청년사회적기업가 아카데미 : 2012. 4월 (수강생40명)
- 사회적기업 한식분야 아카데미 : 2012.11월 (수강생30명)
- 청년사회적기업 창업 아카데미 : 2013. 5월 (수강생5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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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기업 홍보 및 생산품 구매촉진을 위한 아트마켓 한마당 행사 개최
- 운영횟수 : 3회(2010년 10월/2012년 4월, 10월)
- 참여기업 : 42개(사회적기업38, 마을기업3, 참살이사업단1)
- 장 소 : 전주 풍남문광장 등 한옥마을 일원
- 내 용 : 사회적기업 생산품 판매·홍보 및 참여근로자 위로, 사랑나눔행사 등

사회적기업 아트마켓 한마당(문화공연)

공동나눔체

○ 문화예술분야 사회적기업‘한여름밤의 콘서트’
를 통한 사회서비스 제공
- 운영횟수 : 2011년 14회, 2012년 3회
- 장 소 : 전주 아람길공원 등
- 공연내용 : 국악, 타악, 실내악, 오케스트라 등
- 참여기업 : (사)꼭두 등 6개 사회적기업
○ 사회적기업 등 지역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노력
- 문화예술사회적기업 네트워크 아리 결성 : 2011. 9월
- 전주시 사회적기업협의회 구성 : 2012. 4월
참여기업 : 39개 (예비)사회적기업
전주시 사회적기업간 네트워크 구성 및 상호연계 상생방안 모색
□ 추진성과
○ 2010년 사회적기업 육성 우수지자체로 선정되어 사업개발비 지원금 1억원 추가 확보
- 이명박대통령 주재 제7차 국가고용전략회의 우수사례 발표
전국 지자체 최초로 사회적기업 육성조례 제정, 재활용분야 사화적기업(사람과 환경)에 전국최초로
민간위탁사업 실시 등 사회적기업 육성 우수사례 발표
○ 사회적기업 존재의미 부여를 위한 사회적 목적 실현
- (유)공동체 나눔환경 장학금 기부 : 2011. 7월
재활용 의류 수거를 통한 얻은 수익금 8백만원 전북 사랑의 장학금고 기탁
- 사회적기업 사랑나눔행사 : 2012. 10월
사회적기업들의 기부금 및 기부물품 700여만원 지역경로당 및 지역아동센터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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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서비스 민간위탁기관 선정시 가산점 부여로 사회적기업 우대
- ㈜사람과 환경 재활용품관련 위탁기관 선정
완산구 재활용품 수집 운반 등 민간관리 위탁
위탁기간 : 2010. 8월 ~ 2013. 현재
- 헌옷 수거함 설치 및 관리 위탁기관 선정
공동체나눔환경, 함께하는사람들 우선 사업자 선정 : 2013년
○ 2012 SELF Asia with ASES(아시아사회적기업 리더 공동포럼)에 문화포럼 나니레 등 7개 문화예술
분야 사회적기업 문화공연 참여
○ 2012 사회적기업 특화사업비 50백만원(국비) 확보 : 2012. 3월
- 문화예술분야 사회적기업 공동창작작품“이화우 흩날릴제”공연
○ 지역 브랜드일자리경진대회 사회적기업부분 우수상 수상 : 2012. 9월
- 전주한옥마을 문화공동체 사회적기업 육성사업
- 공동브랜드 사업개발비 1억4천만원 확보 : 소셜아츠페스타 2013 사업
○ 사회적기업 육성을 통한 안정적인 일자리창출
- 사회적기업 참여근로자 : 42개기업 700여명
○ 사회적기업 네트워크 활성화를 통한 사회적기업 활성화
- 전주시↔창원시 사회적기업협의회 자매결연 협약체결(2013.4.17)을 통한 상호 교류 추진
- 사회적기업 워크숍 및 벤치마킹을 통한 역량강화 : 2013. 6월
순천시 공동판매장 방문 등 우수사례 벤치마킹

사회적기업 사랑나눔 행사(2012. 10월)

2012년 특화사업“이화우”공연

2012 지역 브랜드경진대회 우수상 수상

2013년 청년사회적기업 창업 아카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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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추진계획 및 발전방향
○ 긴밀한 네트워크 구축으로 기업간 결속력 강화 및 상생 발전 확산
- 프로보노 봉사자 발굴 및 전문분야 컨설팅 강화
- 사회적기업간 협동조합 구성 등 자생력 강화
○ 사회적기업 생산품 및 서비스 홍보로 자생력,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
- 사회적기업 홍보 홈페이지 구축
- 사회적기업 홍보 동영상 및 책자 제작후 유관기관 배포
- 생산품 전시·홍보기회 확대 : 각종 행사 축제 등 판매부스 운영
○ 사회적기업 아카데미, 성과보고회, 워크샵 등 사회적기업 질적 향상을 통한 발전방향 모색
- 세무, 회계, 마케팅, 사업계획 수립 등 교육을 통한 우수 사회적기업가 양성
- 재정지원에 따른 중간,최종성과보고회 및 워크샵을 통한 올바른 사업방향 제시 및 사회적 목적 실현을
위한 정보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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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맞춤형 취업알선센터 운영
○ 서민들의 일자리 창출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기업하기 좋은 도시 건설로 기업환경 개선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하여 인력지원 우수사례를 발굴 하던 중 전국최초로 취업알선센터를 개설 운영한 대구
북구청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전국에서 2번째로 취업알선센터를 개설 운영하였음
○ 전주시내에 근접하여 타기관보다 지리적으로 접근성이 용이하여 시민들이 찾아오기 편리하고,
맞춤상담과 지속적인 관리로 취업을 성사시켜 구직자들의 숨통을 틔어주고 있어, 실업자가 늘어가고
취업이 바늘 구멍 통과하기보다 어려운 이 시대에 앞으로도 더욱 많은 이들이 취업알선센터를 찾을
것으로 기대됨

□ 사업개요
○ 추진배경
취업취약계층의 취업률 향상을 위한 구직자 관리, 대규모 구인업체에 대한 수시 구인·구직 만남의 장,
직업의식교육, 이동취업상담 등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현장 중심의 취업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함
○ 주요기능
구

분

상 세 내 용

직업소개

구인신청
구직신청
구인·구직알선

직업지도

직업적성검사
직업정보의 제공, 직업상담 및, 권유
직업에 관한 지도

직업정보제공

일자리 관련 행사

직업상담행정

비

고

직업안정법 제1장
4조의 2근거

고용정보 수시·정기적으로 수집 및 정리
노동력 수요와 공급에 급격한 변동 및
현저한 불균형 시 대책 수립 및 추진
채용박람회
구인·구직만남의 날
이동취업상담센터운영
문서작성 및 관리하기
회의 및 세미나 참석하기
유관기관과 협력업무하기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직무분석자료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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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알선 흐름도

□ 그간 추진사항
○ 취업박람회 및 구인·구직만남의 날 행사를 통한 취업
○ 일자리창출사업 추진과 구인업체 인력수요 동향파악
○ 전화, 방문, 인터넷을 통한 구직상담 및 취업알선
○ 찾아가는 이동상담 추진(직업훈련교육기관 수강생 등)
○ 일자리 유관기관 협력을 통한 지역고용여건 향상
○ 운영실적(06~12년)
- 직접상담 35,881건, 전화상담 182,735건, 구인 2,639개업체 8,497명, 구직 17,431명,
알선(10,094개업체, 40,788명), 취업 (2,152개업체, 6,878명)
□ 향후 추진방향
○ 청년일자리 취업률 제고를 위한 청년드림 전주캠프 운영
○ 탄소산업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구인사항 적극 매칭지원
○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구인·구직 만남의 날 상설운영
○ 취업 취약계층 공공일자리 참여 후 안정적인 일자리 알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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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청년실업해소를 위한 청년취업 2,000
○ 우리지역의 청년실업자에 대한 정규직으로의 취업기회를 제공하고 미취업 잠재된 우수 청년인력 발굴
및 타 지역으로의 이탈을 방지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청년실업률을 해소할 필요성이 있음.
또한, 높은 실업률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의 인력난은 여전히 높아 일자리 미스매치는 여전함
→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청년 미취업자들이 중소기업 근무체험을 통해 중소기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체험 종료 후 정규직으로 전환함으로써 청년실업 해소와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동시에 해결
하고자 함
○ 청년취업 2000 사업이란
- 기업체에 청년인턴을 배치하여 2011년부터 향후 4년간 2,000명을 정규직화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1 ~ 2014년(4년간)
○ 지원대상 : 5인이상 고용보험 가입기업 / 도내거주 만25~39세 미만 미취업 청년
○ 사업내용 : 기업체 신규채용1인당 월80만원 보조금 지급(대기업 60만원)
○ 지원기간 : 12개월간(1인당 80만원씩 3개월, 정규직 전환 시 9개월 추가 지원)
○ 지원한도 : 상시근로자수의 30% 범위 내에서 지원
○ 근로장려금 지급 : 30인미만 기업체 생산직 청년취업자에 지급(총100만원)
□ 그간 추진실적
○ 연도별 추진상황
- 2011년 : 69개업체 153명 채용(예산 1,261백만원)
- 2012년 : 109개업체 246명 채용(예산 1,920백만원)

정규직 137명
정규직 221명

- 2013년(9월말) : 102개업체 209명 채용(예산 1,440백만원)

정규직 162명

○ 근로장려금 지급 : 27개업체 32명 지급
○ 청년취업2000사업 성공추진을 위한 산ㆍ학ㆍ관 간담회 개최
- 도, 시 일자리 담당, 청년취업2000 참여기업, 청년취업자, 대학 등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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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성과
○ 기업체 보조금 지원으로 기업인력 비용절감으로 인한 신규채용 증대 효과와 근로자에게는 실업난
해소로 지역경제 활성화
□ 향후 발전방향
○ 청년취업 2000 사업비 추가확보 및 참여기업 확대로 지속적인 청년 일자리창출 기대

청년취업2000사업 성공다짐
한마당 개최(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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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취업 토론회

제 3 절 보다 많고 보다 좋은 지역 일자리 창출

라. 희망 전주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운영
○ 중소기업청 공고 제 2011-34호「2011년도“1 인 창조기업 지원사업”운영계획 공고」
에 응모하여
1 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로 지정 됨
○ 이후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국민의 1인 창조기업의 설립을 촉진하고 그 성장기반을 조성하여 1인
창조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이 대통령령으로 제정(2011. 10.5)됨
에 따라 지속적으로 확대됨
- 지식서비스 및 제조업등의 1인 창조기업에 대한 전용 사무공간 및 창업교육 등 지원
- 세무·회계·법률·특허·컨설팅 등 1인 창조기업 설립 및 운영을 위한 전문 경영지원 실시
- 1인 창조기업 확대를 위한 창조산업 및 창업관련 각종 세미나 등을 통한 1인 창조기업의 홍보
- 추진체계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1. 1 ~ 2013. 12
○ 사업규모 : 연면적 427.5㎡(지상2층) / 입주형17실(19석), 이용형2실(8석)
○ 지원내용 : 1인 창조기업(예비창업자) 발굴, 교육 및 세미나 개최 등
○ 총사업비 : 500백만원(국비 300, 시비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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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간 추진상항
○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개관
- 인재를 키워 지역 경제를 살리는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는 2010년 12월 중기청에서 국비 지원
사업으로 지정되어 2011. 4월에 입주기업실 20개실과 공동작업공간, 세미나실 등을 구축하여 오픈
했음. 그 이후로 2012년에 6개실, 2013년에는 1개실을 추가 구축하여 현재 총 27개실이 운영중에 있음

《 시설현황 》
연면적 : 428㎡(지상 2층)
- 총 27개실
- 공동작업공간 17.67㎡, 세미나실 77.84㎡,
휴게실·컴퓨터실 55.93㎡

○ 1인 창조기업 예비창업자(패밀리카드 신규발급) 발굴 138명
○ 1인 창조기업 전문가 상담 30회/141건
○ 1인 창조기업 시제품제작 지원사업 19개사/90백만원
○ 1인 창조기업 공모전 수주 93건/1,155백만원
□ 추진성과 및 의미
○ 2011년 4월에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를 개소한 이후 약 1년 5개월만인 2012년 9월, 1인
창조기업이 100호를 돌파하는 등 전주·전북지역의 지식서비스 및 기타 창조경제 분야의 창업인구
확대를 위하여 노력
○ 전주·전북지역의 예비창업자의 창업지원과 창조경제의 핵심으로 떠오른 1인 창조기업의 성공적인
창업과 사업화 지원을 통해 138명이 1인 창조기업으로 새롭게 창업을 시작하였고 1인 창조기업의 안정적인
창업과 확대 발전을 위하여 창업교육 및 창업 세미나, 분야별 전문가 상담, 그리고 시제품 제작지원 등
창조적인 아이디어의 사업화 지원을 통해 창업 및 성장에 기여
① 연도별 1인 창조기업 등록 현황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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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등록현황

예비창업자

기창업자

138명

76명

62명

2013년

26명

11명

15명

2012년

47명

30명

17명

2011년

65명

35명

30명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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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연도별 1인 창조기업 시제품 제작지원 현황

(단위 : 천원)

합계

2013년

2012년

2011년

지원기업 수

19개사

9개사

5개사

5개사

총 지원금액

90,000

40,000

25,000

25,000

비고

③ 연도별 1인 창조기업 경영지원 현황
경영 지원
합계

전문가 상담

창업 교육

세미나 개최

30회 / 141명

23회 / 277명

7회 / 420명

2013년

1회 / 5명

-

-

2012년

13회 / 50명

12회 / 152명

3회 / 170명

2011년

16회 / 86명

11회 / 125명

4회 / 250명

비고

□ 향후 발전방향
○ 1인 창조기업의 양적인 팽창에서 질적인 성장위주의 지원 정책을 통해 고용창출 및 안정적인 성장기반
마련
- 성장 가능한 1인 창조기업의 고용창출 사무공간 및 과제지원
1인 창조기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하여 1차 고용단계(피고용인 1~2명)까지 사무공간 지원 확대
1인 창조기업이 고용을 창출할 수 있도록 피고용자의 급여 지원에서 지속적으로 고용을 유지 할 수
있도록 사업화 과제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고용 및 성장기반 지원
○ 1인 창조기업간 협업공간 지원을 통해 상호보완 및 공동 프로젝트 수주를 통한 1인 창조기업의 성장
지원
- 1인 창조기업간의 협업화 지원을 통해 협동조합단계로의 성장 지원
○ 지역 내 창업보육센터와의 연계를 통한 2차 고용단계 지원
- 1차 고용단계의 창조기업의 지역 창업보육센터로의 확대 지원
- 1인 창조기업의 졸업기업의 지속적 관리체계를 통해 졸업기업의 지속적 성장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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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스마트전주 모바일서비스 기반 구축
○ 최근 스마트폰 시장 급성장에 따른 이용자 확산과 함께 정보 서비스 이용기반이 PC에서 스마트폰으로
급격하게 변화됨
○ 스마트폰, 무선인터넷, QR코드를 활용하여 전주시 방문객에게 관광가이드나 해설사가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처럼 현장에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문화 인프라 구축
○ 스마트폰과 모바일 환경에 적합한 동영상, 음성 등 멀티미디어컨텐츠를 강화하고, 트위터 등 SNS
서비스와 연계하여 자발적인 서비스 확산 유도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0. 4~2012. 4
○ 사업내용 : 모바일 홈페이지 및 앱 개발
- 전주시 홈페이지 연동, 시정안내 서비스(새소식, 공연행사, 고시 등)
- 관광정보 서비스(한옥마을, 축제, 맛집, 공연 등)
- QR코드 대민서비스 (시정홍보, 관광정보, 동물원 에피소드 제공 등)

230

제 3 절 보다 많고 보다 좋은 지역 일자리 창출

□ 그간 추진사항
○ 2010년 4월 : 무선인터넷 존 구축 16개소(한옥마을 및 주요관광지)
○ 2012년 3월 : QR코드 대민서비스(행사홍보, 월간소식지 등)
- 한옥마을 스토리텔링 서비스(QR제공) : 21개소(경기전 외)
- 동물원 스토리텔링 서비스(QR제공) : 38종 동물(앵무새 등)
○ 2012년 4월 : 모바일 홈페이지 및 앱 서비스(운영장비포함)
- 시정정보 : 홈페이지 연계 실시간 자료제공
- 관광정보 : 한옥마을 안내, 맛집 소개, 축제안내 등
○ 2012년 9월 : 식도락 전주 앱 서비스(대표 맛집, 여행코스 등)
○ 2012년 10월 : 생활불편신고 모바일 민원서비스(안행부)
○ 2013년 7월 : 생활폐기물 배출신고서 앱 서비스
□ 추진성과 및 의미
○ 모바일 서비스를 구축하여 시간과 공간적 제약을 받지 않고 언제, 어디서든지 다양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게 되어 관광객 및 시민의 편의성이 증대됨
○ 한옥마을 및 주요관광지에 스토리텔링 QR코드 서비스로 스마트폰 사용자에 맞춤형 서비스 실시
□ 향후 추진계획 및 발전방향
○ 미래 ICT융합 서비스 확산이 필요해 짐에 따라 통신망과 IT기술을 활용한 모바일 영상서비스 기술
등이 적용되어 모바일 매체를 통해 시민들과 실시간 소통 및 공감하는 환경구축이 활성화 될 것으로 전망
○ 정부 3.0 추진과제에 부응하여 공공정보의 개방, 공공정보 활용기반 지원 등 시민의 능동적 참여를
발굴하여 스마트 폰 기반의 다양한 모바일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전망됨
○ 각종 컨텐츠를 활용한 영상서비스와 참여와 공유, 융ㆍ복합 등으로 대변되는 스마트 미디어 중심의
서비스로 변화될 것임

한옥마을 QR 게시대

한옥마을QR (경기전)

동물원QR (왕관앵무)

천년전주 소식지

231

제1장 탄소산업 / 1-2 신성장산업

1-2 신성장산업
제 1 절 미래유망 신산업 등 첨단산업 육성
1. 미래 신성장 동력산업 육성
가. 친환경적 OLED 조명기술 개발사업
○ OLED는 기존 제품 대비 우수한 에너지 절감, 탄소배출 저감효과와 친환경 소재의 사용으로 기후
변화 및 국제 환경규제에 대응할 수 있는 녹색新성장동력 분야로 환경규제, 에너지 절감, 삶의 질
향상으로 인간 친화적 감성조명의 필요성이 확대되고 있어 차세대 조명시장 선점을 위한 OLED 분야의
투자와 연구개발이 필요함.
○ 나노기술집적센터의 첨단 시설과 장비를 활용하여 OLED(유기발광 다이오드) 조명 시작품 제작 및
디자인 개발 지원을 통한 중소 조명업체의 OLED 조명 기술 개발 촉진 및 상용화 지원

□ 사업개요
○ 전주시, 전라북도, 산업통상자원부(구 지식경제부)로부터 지원을 받아 LG화학, 디엠에스, 선익시스템,
에스엔유프리시젼 및 전자부품연구원이 컨소시움을 구성하여 2010년 6월부터 2012년 8월까지
『OLED 조명용 5세대급 고생산성 대면적 증착장비 및 공정기술 개발』
과『OLED 조명 부품소재 개발
지원』
사업을 추진함
○ 세계 최초 OLED 조명용 5세대급 증착장비를 개발하여 OLED 조명 사업 활성화 및 신규 시장을 창출
하고 OLED 조명 패널 공급을 통하여 국내 중소기업의 부품소재 개발 지원을 목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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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간 추진상황
○ 2010년『OLED 조명용 5세대급 고생산성 대면적 증착장비 및 공정기술 개발』
을 통하여 세계 최초로
생산성 1분 이하의 대면적 증착 장비 개발 및 LG화학을 통한 장비 평가를 완료
○ 2010년 상반기 4개 기업, 2010년 하반기 6개 기업 등 총 10개 기업에 OLED 조명 패널을 공급함으로
서 OLED 조명 관련 부품소재 개발을 지원

□ 추진성과 및 의미
○ 해외 선진 기업의 경우 2, 3세대급의 OLED 증착장비 개발에 머물러 있는데 비해 본 과제를 통해 세계
최초로 5세대급 OLED 조명용 증착 장비를 개발함으로서 우리나라의 OLED 조명 사업의 발전에 기여
하였으며 또한 전주시가 OLED 조명 사업을 선도할 수 있는 기반 마련
○ 또한 OLED 조명 부품소재 개발 지원을 통하여 국내 중소기업의 신규시장 창출 및 도내 조명 관련 기업과
협력을 통한 지역내 차세대 기술 개발의 가속화에 기여

□ 향후 추진계획 및 발전 방향
○ 5세대급 OLED 조명용 증착 장비를 기반으로 하여 OLED 조명 사업 및 연구개발을 활성화하고 OLED
조명 관련기업 도내 유치 계획
○ OLED 조명과 관련한 세계 전문 기관과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활성화를 통하여 OLED 조명 전문
기관으로서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에서도 기술을 선도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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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풍력에너지 전력망 적응기술 개발사업
○ 교육과학기술부 2010년도 선도연구센터(ERC) 육성사업에 공모하여 2010년 9월부터 2017년 8월까지
7년간 총 사업비 120억원(국비 81, 도비 14, 시비 7, 기타 18) 규모의 센터 구축사업에 선정
○ 풍력에너지가 가장 경쟁력 있는(발전단가가 가장 저렴) 신재생 에너지원으로 급부상하고 있는바
풍력발전단지의 전력망적응기술 개발을 통한 풍력에너지 수용한계 극대화 및 발전 가속화로 신재생
에너지의 보급 확산에 기여
○ 학문적 가치 및 실용적 구현이 가능한 원천기술을 개발하고 개발기술의 공유 및 확산을 통한 상생적
연구체계를 구축
○ 글로벌 인적/기술적 네트워크를 활용한 원천기술 개발 및 전문 연구인력을 양성하고자 함

□ 사업개요
○ 교육과학기술부 2010년도 선도연구센터 육성사업 공모사업 선정
- 사업기간 : 2010. 9 ~ 2017. 8(7년간)
- 사 업 비 : 120억원(국비 81, 도비 14, 시비 7, 기타 18)
- 주관기관 : 전북대학교
○ 주요사업 내용
- 풍력발전단지전력망 적응기술개발을 통한 풍력에너지 수용한계 극대화
- 풍력발전단지의 전력망 적응형 운영, 보호, 제어, 설계, 모니터링 분야의 원천기술 개발
- 전력망 적응기술 분야의 전문 연구인력 양성 등
○ 단계별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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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간 추진사항
○ 기술개발
- 풍력발전단지 전력망 적응형 운영 보호 기술, 전력망 적응형 풍력발전기 전력변환시스템 구조설계
/출력제어 기술, 풍력발전단지 센서/통신 네트워크 기술 3가지 총괄과제로 연구를 추진 중
- 위 기술과 관련된 특허 및 논문발표 실적으로는 SCI 44편, 비SCI 16편, 특허 출원 22건, 등록 2건
○ 학술활동
- 참여교수진 서로의 연구 내용 및 결과를 검토하고 토론하는 ERC 세미나와 WeGAT 워크숍, WeGAT
기술세미나를 개최하여 연구자료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연구 활성화, 기술교류를 통한 연구 경쟁력을
강화(ERC 세미나 27회, WeGAT 워크샵 5회, WeGAT 기술세미나 25회 )
- 산·학·연·관 풍력에너지 관련 저명인사를 자문평가위원으로 선정하여 센터의 연구 성과와 차년도
계획에 대한 평가와 자문을 받는 자문/평가위원회를 연차마다 개최하여 센터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기여(자문/평가위원회 2회 개최)
○ 국제협력
- 2011년 6월 University of Strathclyde와 해외 교류협약 체결 이후 10개의 대학과 협약을 체결하여
해외 공동연구를 추진 중
- WeGAT 국제학술회의는 2012년 10월 24일부터 26일까지 제주도에서 영국 등 5개국으로부터의
77인이 참석한 가운데 38편의 학술논문 및 연구개발 성과를 발표
- 해외공동(방문)연구, 해외단기연수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글로벌 인재 양성 및 해외 선진기술 습득하는
프로그램을 운영 중

○ 산학협력
- 참여기업은 1차년도 효성중공업, 일진전기, 모비트론, YPP와 협약을 체결하여 현재까지 3차년도는
효성중공업, 일진전기가 참여하고 있음
- 풍력에너지 및 풍력발전기 관련 산업계의 연구·개발 분야에 종사하는 산업체 연구원을 대상으로
풍력발전기 제어의 기본 원리 및 대용량 해상풍력발전단지의 전력망 수용률 향상 기술과 시스템 운영
기술에 대한 센터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한 산업체교육프로그램(연 2회, 총 5회 개최)을 개최하고
이와 함께 참여대학원생과 산업체연구원과의 기술면담 및 취업 Interview를 목적으로 대학원생
취업 연계프로그램인 Poster-Session도 실시
○ 기획홍보
- 센터 홍보 및 연구자료 DB 구축을 위해 격월간 센터 Newsletter를 제작하고, 센터 홈페이지를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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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발전방향
○ 전력망의 풍력에너지 수용한계 대폭 확대(8%→30%)를 위한 전력망 적응기술을 개발하고 대용량 전력망
적응형 풍력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으로 전력망 안정도/신뢰도를 확보할 수 있는 지속적인 기술개발
○ 지속적으로 학술활동(ERC 세미나, WeGAT 워크샵, WeGAT 기술세미나 등), 국제협력(교류협약체결,
공동 워크샵, 국제학술회의 등), 산학협력(One-Shot On-Site 세미나, 산업체교육프로그램 등)프로그램
진행
○ 더불어 전력망 적응형 분야의 글로벌 역량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고, 전력망 적응형 기술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에 기여함으로써 녹색성장을 선도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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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수소용 수소연료전지 실용화기술 개발사업
○ 2008년 지식경제부 지정 지역혁신사업으로 선정되어 총 사업비 192억원을 투입 2010년 완주군
봉동읍 둔산리에 부지 약 2천평, 건평 550평을 조성.
○ 전라북도의 전략산업인 신ㆍ재생에너지분야와 자동차부품 및 기계 분야를 융합하여 성장잠재력이
크고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수소연료전지 부품 및 응용기술 확보와 산업화를 통한 지역산업 구조개선과
중소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에 크게 공헌

□ 사업개요
○ 지식경제부 2008년도 지역혁신센터 공모사업 선정
- 사업기간 : 2008. 7 ~ 2018. 6(10년간)
- 사 업 비 : 192억원(국비 71, 도비 7, 시비 5, 기타 109)
- 주관기관 : 우석대학교
○ 주요사업 내용
-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산업을 육성하고
- 수소연료전지 부품 및 응용기술을 확보하여
- 수소연료전지 부품 및 응용기술을 통한 산업화로 지역산업 구조개선과 중소기업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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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사항
○ 2008년 08월 운영 및 제반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건축관련 이사회 심의 통과, 지식경제부와의 협약
체결로 수소연료전지부품 및 응용기술 지역혁신센터(RIC) 개소.
○ 2009년 중소기업청 예비창업자 육성사업에 선정, 창업지원단, 창업기업 멘토 지정식을 거행.
○ 2010년 지식경제부와 2단계 협약, 우수 사업으로 선정, 수소연료전지 부품소재 및 응용기술 지역혁신
센터(RIC)전용공간(400평) 입주, 창업보육동(150평) 준공
○ 2012년도 우수기관 선정 및 포상, 지역우수사업 국회전시, 지역발전주간 우수사업 전시
○ 2013년도 06월 신 지역특화사업 에너지 변환 저장 고도화 사업 참여 확정
□ 추진성과
○ 수소연료전지 부품 및 응용기술 지역혁신센터 건물을 2,000평 규모로 2010년 완공하였으며, 그 중 약
400여 평 규모의 센터 본부동과 150여평의 창업보육동이 건립되었으며 8개 업체가 입주하여 활발한
사업을 수행 중임
○ 도입장비로서는 현재 고전류 배터리 충방전기 등의 천만원 이상 장비를 50여종 약 30억원 규모의 장비
도입이 완료 되었으며, 향후 장비가 추가로 구축되어 지역 내 수소연료전지산업을 진흥시키는데 큰
힘이 될 것임.
○ 또한 수소연료전지 부품 및 응용기술 지역혁신센터는 수소연료전지 표준화 기술 워크숍 등 교육훈련
통하여 기술인력 양성 및 기술 인력의 연구개발 능력향상에 힘씀.
○ 중소기업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기 위해 기업의 애로기술 지도 및 기술이전을 하고 있으며, 기업에
꼭 필요한 경영/회계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 연구 성과로는 연료전지용 체결기의 기술개발 등 16건의 기술개발과 49개의 논문, 26개의 특허를 출원
○ 수년간 지역우수사업 국회 전시 및 지역발전 주간에 지역 R&D 사업의 성공사례로 선정되어 전시에 참가
○ 나아가 끊임없는 성장을 위하여 국내ㆍ외 유수 기관 및 기업체와 43개의 MOU를 체결하여 기술 교류
및 인적네트워킹을 통한 연료전지 및 에너지 저장 산업의 활성화와 센터 자립기반 확립

중국 과학원 대련 화학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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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추진계획 및 발전방향
○ 지역혁신사업을 우석대, 영남대, 순천대, 관동대, 원광대, 울산대와 컨소시엄으로 구성하여 초광역 기업
지원, 장비의 공동활용 및 평가능력, 품질 향상, 네트워크 구성을 통한 협력체계 구축, 특허 및 공동연구를
추진할 계획임
○ 태양광을 연계한 에너지저장 시스템 실용화를 위하여 센터 내 40kW의 시스템을 설치하여 연구 및
개발에 활용할 예정
○ 신 지역특화사업 에너지 변환 저장 고도화 사업 참여로 에너지 변환 및 저장 부품의 핵심부품 소재 공급
거점화를 위한 수요창출형 기술개발사업 발굴을 지원, 전문기업 육성 및 역량 강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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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스마트 소재 성형기술 R&D 클러스터 구축사업
○ 산업자원부“지방기술혁신사업”공모 :`07년 2월 지역연구개발 클러스터구축사업 선정(1순위) :
`07년 6월
○ 전북지역에 위치한 현대자동차, GM대우 등 완성차 생산업체 및 자동차전문 부품업체의 지역내
분포로 인해 넓은 시장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전북지역으로 이전 및 유치 예정인 고강도 경량합금 및
복합소재 관련 업체들을 클러스터화하여 적극적인 육성이 필요하여 사업 시행
○ 지역전략산업인 기계/자동차산업 발전을 위해 고강도 경량화부품 소재성형기술개발 경쟁력을
확보하고,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자금 및 행정 지원, 혁신기관, 연구소, 학교의 연구인력 지원, 기업체의
생산시스템 결합 필요
○ 산·학·연·관 클러스터를 형성하여 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하고, 이 결과를 제품화하여 사업화로
연결시키는 과정을 통해 기업의 매출향상과 지역 내 고용창출 효과 유도

○ 스마트 소재 성형기술 R&D클러스터 구축사업은 2007년 5월에 지식경제부 지방기술혁신사업에
선정되어 2007년 7월부터 2013년 6월까지 6년간 총 172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되어 55개의 세부과제를
운영하여 옴
○ 전북지역에서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기계/자동차 산업과 관련하여 우리지역 대기업/ 중소기업의
생산시설과 연구기관의 연구역량을 집적화하고, 상호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경량화 자동차 부품을
개발하고 양산형 부품개발로 연결시킴으로써 지역기업의 매출향상과 고용창출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사업임
○ 단계별 사업 목표를 설정하여 전략적으로 운영하여 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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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간 추진사항
○ 2007년 8월 전북테크노파크에 R&D클러스터 사업단을 구성하고 총 6년간 사업을 진행해왔으며,
2013년 6월 말에 사업이 종료됨
○ R&D클러스터사업단에서는 R&D클러스터 사업의 성과 제고를 위해 세부과제 연구개발 지원
(총 55건), 사업화지원사업 실시, 자체평가실시, 실무위원회 개최(총 23회), 현장실태조사 실시,
워크숍 개최(총 10건), 최종성과보고회 개최 등의 노력을 해왔음
□ 추진성과 및 의미
○ R&D클러스터 구축사업은 R&D클러스터사업단을 중심으로 도내 대학 및 기관, 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기계 및 자동차 분야의 사업화를 이뤄내고 있으며, 특히 특허 및 논문/발표, 사업화, 고용 등의
부분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어 참여 기업 및 도내 기계 및 자동차 분야의 경쟁력 확보에 기여함

[스마트 소재성형기술 R&D클러스터 구축사업 6년간 성과]

□ 향후 추진계획 및 발전방향
○ R&D클러스터 구축사업의 성과 활용기간동안 참여기관(기업)이 성과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성과
관리 및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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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성 식품소재(동물사료첨가제, 유산균 소재, 화장품)

○ 식품산업 육성을 위한 기능성 식품소재 개발, 안전한 친환경 식재료 개발과 함께 테이크 아웃 비빔밥 개
발 등 음식창의 도시 전주 브랜드 이미지 및 경쟁력 강화
- Take-out 비빔밥 연구개발
항당뇨 등 기능성 비빔밥 개발(7종), 특허출원(2건)
비빔밥 개발 기술이전 : (사)비빔밥세계화사업단

2012년 테이크아웃 비빔밥 관련 언론보도내용(KBS, YTN 방송화면)

□ 향후 추진계획 및 발전방향
○ 민선 4, 5기 전주시 전략산업의 일환으로 적극 육성된“생물생명산업”
은 바이오소재 발굴과 글로벌화
를 위한 기술 경쟁력 확보에 앞장서 전북지역의 식품소재산업 중심 연구 거점으로서 지역 기술 경쟁력
및 시장 경쟁력 강화 추진
- 국가R&D 연구개발 과제 수주를 통한 연구개발
- 연구인력 양성사업을 통한 우수인재 확충
- 지역기업 애로기술 해결 및 기술이전, 공동연구개발 등
○ 혁신도시 내 생물산업 관련 연구기관 이전과 익산 국가식품 클러스터 등 관련 연구분야의 인프라 집적
과 우수 인력유입 등 긍정적 여건을 바탕으로 생물생명산업 분야 연구협력 추진
- 혁신도시내 이전 생물산업 관련 이전 연구기관
(한국식품연구원, 농촌진흥청, 농업과학원 등 7개 기관)
- 국가식품클러스터(익산), 민간육종단지(김제) 등
○ 전주 브랜드 이미지 강화를 위한 지역자원 활용 연구개발 추진
- 전주비빔밥 표준화 사업, 테이크아웃비빔밥 사업화, 전주10미를 활용한 나물음료 개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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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역혁신센터 활성화 지원
가. 전북테크노파크 운영
○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 산업기술단지(테크노파크) 사업시행자 지정 : 2003. 12. 29(산업자원부)
○ 전북지역 산·학·연·관의 유기적인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지역혁신사업간 연계 조정 등 지역혁신거점
기관으로서 지역전략산업의 기술고도화와 기술집약적 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고 지역경제활성화와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 사업개요
○ 지역 균형발전의 일환으로 자동차기계, 식품·생물, 방사선융합기술(RFT), 신재생에너지 등 전북의
전략산업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함에 따라
○ 전북지역 산·학·연·관의 유기적인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지역혁신사업간 연계·조정 등 지역혁신
거점기관으로서 기술고도화와 기술집약적 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고 지역경제활성화와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 그간 추진사항
○ 전북테크노파크의 주요 추진사업 및 역할
- 지역산업 혁신주체간 연계 등 지역혁신거점 기능 수행
- 지역 기술정책·산업정책 등 지역전략산업 기획업무 총괄
- 산업기술지도 작성 등 지역전략산업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
- 지역 내 기술혁신역량 조사 및 개별사업에 대한 평가·관리
- 산업기술단지 조성·운영사업, 지역산업진흥사업 관리
- 산·학·연 연계를 통한 공동기술개발, 창업보육, 연구개발, 정보이용, 교육훈련, 경영지도, 시험인증
등 기업지원 사업
- 기술사업화 및 기술이전사업, 산업과 기술에 관한 정보의 유통, 연구개발시설 및 장비 공동이용사업,
혁신거점 설치 등 지역특화센터 운영
- 특화센터 등의 장비도입 통합심의 등 지역의 장비 및 시설의 통합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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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성과 및 의미
○ 2007년 연구개발지원센터 연구동(5,955㎡), 2008년 본부동(4,701㎡), 생산지원동(2개동 7,933㎡) 및
연료전지핵심기술연구센터(1,464㎡), 2009년 연구개발지원센터 창조관(3,960㎡), 2010년 벤처지원동
(6,600㎡) 및 방사선영상기술센터(1,386㎡) 완공으로 기업지원 및 R&D 등을 위한 시설, 장비 등
인프라 구축 완료, 11년도 부안 신재생에너지테마파크 운영사업자 선정 단지활성화와 신재생에너지산업
허브 구축
○ 기업의 R&D 및 제품 생산을 위한 장비 구축 현황은 2006년 8종 351백만원, 2007년 4종 111백만원,
2008년 8종 618백만원, 2009년 37종 3,851백만원, 2010년 30종 1,719백만원, 2011년 14종 1,391
백만원, 2012년 6종, 1,129백만원 총 107종 9,170백만원으로, 최근 3년간 총 50종 4,238백만원의
장비 및 시설이 구축됨.
○‘13년 현재 45개 기업이 입주하여, 427명의 고용창출과 529억원의 연매출을 달성하고 있음.
○ 전북테크노파크, 특화센터(전북자동차기술원, 전북생물산업진흥원, 한국탄소융합기술원), RIC 등 지원
기관 설립을 통한 인프라구축과 함께 R&D, 기업지원, 인력양성 등의 지원을 통해 전북 전략산업의
발전을 주도함.
□ 향후 추진계획 및 발전방향
○ 전북도내 R&D기관(특화센터 및 정부출연연구소) 및 기업지원기관의 정확한 현황분석 및 긴밀한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역할을 분담하고, 기 구축된 지역산업육성자원의 활용 극대화를 통한 사업간
상호 시너지효과를 창출하며, 지역산업진흥협의회 및 전략산업 분야별, 기능별 통합협의체 구성운영으로
전북테크노파크의 대표성 확립
○ 도내 산·학·연 통합시스템 구축 및 컨택센터를 활용한 수요자 중심의 중소기업 애로사항 해결기업지원
단일창구 구축(기술·경영지원 통합플랫폼 구축)
○ 기 구축된 인프라를 활용한 기술완성도제고 연구개발지원과 전북기술이전센터(JTTC)와 연계한 기술
사업화 지원, TP-창업보육센터 연계 활성화, 창업 후 보육지원, 가족기업 맞춤형 지원을 통한 기술
중심 기업의 중견기업으로 성장 지원 등 기술중심의 중소·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기업 지원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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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전주나노기술집적센터 운영
○ 나노기술은 상당부분 규명이 되지 않아 기술적 성숙과 상업화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등 초기
개발단계에 위치
○ 나노기술의 특성과 발전방향에 맞도록 고가 장비와 시설이 집적된 대규모 인프라 투자가 필요
○ 기업수요에 맞게 연구개발부터 생산, 판매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장비이용, 정보교류, 사업연계가
가능한 센터 구축이 긴요
○ 산업화 수요가 크고 발전가능성이 큰 나노/반도체/디스플레이 분야 공정/장비의 연구개발 및 산업화
지원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한 신산업 창출, 전문인력 양성 필요

□ 사업개요
○ 전주시, 전라북도, 산업지원부(구, 지식경제부)의 지원으로 2004년부터 시작된 전주나노기술집적센터
구축사업은 전주시 팔복동 도시첨단산업단지에 745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2009년 구축완료
○ 반도체, 디스플레이 분야 공정장비의 연구개발과 산업화 지원, 전문인력 양성 등을 위해 설립된 센터로서
전북권내에서는 가장 큰 클린룸 시설과 인쇄전자, 반도체, 디스플레이의 연구개발을 위한 70여대의
최신 장비를 구축
○ 인쇄전자, Signage, OLED, 태양광, RFID, 디스플레이 등의 연구개발사업과 기업지원 서비스를 수행
하고 있으며 관련분야의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수행
□ 그간 추진상황
○ 2008년 건물을 완공하고 2009년 센터를 개소하여 1단계 사업으로 최첨단 산업의 핵심기술인 인쇄전자
분야 중심의 나노시술개발과 육성을 위한 공간 및 장비구축을 2009년 12월까지 완료
○ 2010년부터는 기 구축된 인프라를 활용하여 기업, 대학 등과 함께 공동으로 연구개발 사업을 진행하는
2단계 사업을 추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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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성과 및 의미
○ 센터는 그 동안 200개이상의 기업, 대학, 연구소 등에 5,000건 이상의 장비활용 지원서비스를 제공
하였고, 매년 20건 이상의 연구개발 사업을 기업, 대학 등과 진행하고 있으며, 관련 기업의 유치를 위하여
센터내에 연구실, 실험실, 게스트하우스 등의 입주 공간을 마련하였고 매년 20개 이상의 기업이 상주함
- 200억원 이상의 연매출과 매년 100명이상의 고용창출
○ 또한 지역내 기업에 대한 전문인력 공급 및 취업지원을 위해 특성화고, 이공계 대학생, 기업 재직자 등
을 대상으로 나노, 차세대 디스플레이, 인쇄전자 등의 첨단 기술분야의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수행하여
현재까지 700명이상의 인력을 양성함.
○ 반도체, 디스플레이, 나노, 인쇄전자, OLED 등 첨단산업의 불모지나 다름없었던 전주시에 설립되어
관련분야의 연구개발 및 산업화 지원은 물론 연구장비 활용서비스, 전문인력 양성 및 공급, 관련기업의
유치 등을 수행함으로써 첨단산업 활성화에 기여함.
□ 향후 추진계획 및 발전 방향
○ 기 구축된 시설과 장비, 전문 인력을 활용하여 지역내 기업과 대학의 연구개발과 산업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함은 물론 관련기업의 유치를 통한 지역 첨단산업의 활성화와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
○ 또한 지역 특성화고, 대학, 대학원생 및 기업 재직자들에게 전문기술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관련기업의
취업지원 및 기업인재 유출방지, 나아가 타지역 기업 유치를 위해 심혈을 기울일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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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전주신기술연수센터 운영
○ 신기술연수센터 유치배경
- 전주권에서 유일하게 산업기술인력을 양성하며 지역산업의 클러스터 역할을 담당했던 옛·
전북기능대학(현·김제대학)이 규모가 확대되고 전주권역에 부지마련이 어렵게 되면서 김제시로
이전하게 되었고,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등 지식기반 전략산업의 성장에 필요한 기술수요를 충족해야할
전주시 기계산업의 허브는 사실상 공황상태였음.
- 이에 ’
05년부터 전주권에 신기술연수센터 건립의 필요성을 제기한 한국폴리텍대학이 ’
06년 4월
「기술인력개발혁신센터(ICT)」
건립제안을 위한 기초작업에 착수 ’
06년 5월 전주시·전라북도와
연합으로 노동부에 사업의 타당성 검토 요청한 것이 계기가 되었으며, 이 지역 출신의 채수찬
전 국회의원, 송하진 전주시장, 김성중 전 노사정위원장 등 각계의 끈길 노력 끝에 유치하게 되었음
○ 성장동력산업 육성에 필요한 신기술 전문인력 양성, 재직근로자 기술향상 및 청년실업자 취업교육
등으로 양질의 일자리 마련에 대응하고 기업체 기술 인력난 해소, 지역산업의 고도화 촉진
- 신기술 교육연수를 통하여 녹색 및 미래 신성장동력, 지역전략 산업 분야의 직업능력개발 인프라
확충
- 재직자, 청년 미취업자, 실업자 등을 대상으로 최첨단 및 현장 실무기술 교육을 실시하여 일자리
창출과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 모색
- 기업의 생산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신기술교육 지원과 첨단 장비 및 제반 시설 등을 이용한
기업지원 서비스

□ 사업개요
○ 전주신기술연수센터는 2010년 3월 친환경첨단복합단지 1단계 부지내에 대지 12,020㎡, 지하1층
지상10층의 본관동, 실습동, 지원동 등 12,484㎡ 건평 규모로 건립하여 2010년 6월에 개원한 이래,
국내 유일의 첨단기술분야 인력양성의 전문기관으로 정착하여 활발히 운영 중임.
□ 그간 추진사항
○ 2008년 5월 건축설계에 착수하고 2008년 6월 전주시와 한국폴리텍대학과 업무협약을 체결, 2010년
3월에 준공하고 2010년 6월에 개원함으로써 첨단시설을 갖춘 국내 유일의 신기술 연수기관을 전주에
유치
○ 재직자, 청년 미취업자, 실업자 등을 대상으로 기계/금형, 메카 자동화, 정보통신 등 최첨단 및 현장
실무기술 교육을 실시하여 일자리 창출과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
○ 신기술 연수센터 보유 장비를 관내 중소기업이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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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성과 및 의미
○ 신성장 동력산업 육성과 산업 경쟁력강화에 도움
○ 청년실업해소 및 중소기업 기술향상에 기여
○ 우수한 인재양성 및 맞춤형 기술인력 보급으로 기업유치 촉진
□ 향후 추진계획 및 발전방향
○ 첨단기술분야 인력양성 메카로 랜드마크
- 최첨단 신기술을 양성하는 전국최대의 전문훈련기관으로 정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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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한국생산기술원 전주센터 운영
○ 한국생산기술원 전주센터 건립배경
- 전주시는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기술집약적 첨단부품소재산업을 육성하는데 생산기반기술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인프라가 없어 수도권 등 타 지역에서 기술 지원을 받음으로써 생산애로기술을
해결하는데 많은 시간과 금전적 낭비로 인하여 기업의 경쟁력이 저하되고 기업유치 활동에도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였음
- 이를 해소하고 획기적인 지역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대표적인 중소기업 기술지원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 보유하고 있는 생산기반기술 전반의 능력을 활용하여 지역 중소
기업의 생산기반기술을 근접 지원하고자 전주시는 2006년부터 전주지역센터 임시사무실을 개소
하여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연구원 4명이 전주에 상주하면서 첨단부품소재 분야의 생산 애로기술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나 매년 늘어나는 지역 중소 기업체의 요구사항을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었음
- 한국생산기술연수원 주관하에 전라북도 및 전주시가 공동 참여한 국책사업
‘녹색부품 생산기반 및
실용화 지원사업’
을 통하여 전주시로부터 25억원, 전라북도로부터 3억원을 지원받아 전주시 팔복동
친환경첨단복합단지내 부지 2,650㎡, 연면적 1,338㎡규모의 지상2층 건물을 2012년 7월 신축
했음

□ 사업개요
○ 녹색부품 생산기반 구축 및 실용화 사업
- 사업기간 : 2011년~2015년(5년)
- 사 업 비 : 55억원(국비 15, 도비 15, 시비 25)
- 사업내용
· 한국생산기술원 전주센터 건립(녹색부품 생산기반 구축)
- 착공/준공 : 2010.11/2011.6
- 사업규모 : 부지 2,650㎡, 건물 지상2층 연면적 1,609㎡
- 사 업 비 : 28억원 (시비 25, 도비 3)
· 녹색부품 개발, 공정애로 기술지원 및 시험평가지원
○ 한국생산기술원 전주센터 운영
- 사업기간 : 2006년~2015년(10년)
- 사 업 비 : 40억원(국비 10, 시비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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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간 추진사항
○ 녹색부품 생산기반 구축 및 실용화 사업
- 2006년 6월 전주시와 한국생산기술원은 전주분원을 설치하기로 협약하여 2007년 7월 팔복동
전주도시첨단산업단지 전북테크노파크에 준비 사무실을 개설
- 2008년 12월 전주시와 한국생산기술원, 전주기계탄소기술원과 센터 설립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여
가칭 친환경뿌리기술 지원센터를 건축비 시비 25억을 들여 2010년 11월 착공하여 2011년 6월 건물을
준공하여 입주하게 되었으며 도비 3억을 추가 투입하여 2011년 12월에 부족한 공장동(271㎡)을 증축
- 2012년 7월 개소식시 센터 명칭을 녹색부품 실용화 센터로 명명하여 전주지역의 취약한 생산기반
기술을 근접에서 신속하게 기업에 지원할 수 있는 연구기관 구축
- 녹색부품 뿌리산업 중소기업을 밀착지원하기 위한 시험분석장비로 고온고속성형물성시험기외 19종,
설계해석지원장비 3차원측정기외 6종, 뿌리공정장비 원심주조기외 13종을 구축함

고온고속성형물성시험기

금속충격시험기

마모시험기

□ 추진성과 및 의미
○ 정밀금형, 열처리, 표면처리, 주조, 용접, 소성가공 등 6대 생산기반기술분야 지원 인프라 구축을 통해
지역내 기술수요를 Total Service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으며
○ 전주지역의 취약한 생산기반 기술 지원을 근접에서 신속하게 지원 할 수 있어 기업의 생산활동을
촉진하고 기술혁신형 기업을 육성함과 함께 기업유치 활성화를 도모함
□ 향후 추진계획 및 발전방향
○ 지역 중소기업의 제조현장에서 발생하는 뿌리기술 분야의 애로기술을 신속히 해결할 뿐 아니라 핵심
기술에 대한 R&D기반 고도화 지원을 위한 뿌리기술 R&D 지원센터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고
○ 녹색부품실용화센터를 주축으로 지역 대학, 혁신주체 및 산업체 전문인력이 참여하여 기업의 현장
애로기술 상담 및 자문, 신제품생산을 위한 시제품 개발지원, 시험분석 및 평가 지원, 신상품 신기술
정보제공 등으로 기업에 밀착 지원하여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며,
○ 생산기반 분야 신기술개발 및 공정혁신을 통해 자동차·기계산업의 제품경쟁력 향상 및 1기업 1제품
세계 일류화 유도로 스타기업 육성에 매진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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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전주생물소재연구소 R&D지원
○ 생물·생명공학산업 육성에 필요한 연구기능시설로 첨단지식형 연구분야를 담당할 생물대사물질
연구센터의 건립이 절실하게 요구되어『2004년도 지자체 육성사업』
의 일환으로 전주생물소재연구소
설립사업이 선정되어 추진되게 되었음
○ 생물소재연구소는 미생물을 제외한 생물전체가 연구대상으로 생산기반을 구축하고 동·식물세포를
이용한 유용한 물질을 생산하거나 단백질 분리를 기반으로 기술을 연구하여 고부가가치의 화학과
식·의약품 등을 생산하여 전주시 3대 전략사업중 하나인 생물산업의 우위 경쟁력 확보 및 지역경제와
관련 산업의 활성화가 예상됨

□ 사업개요
○ 사업추진목적
- 생물소재 관련 연구기반 확충 및 인적·물적 인프라를 활용하여 지역기업의 애로기술 해결과 공동
연구개발 수행 등으로 생물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함
○ 위 치 : 전주시 덕진구 혁신로 393
○ 규 모 : 부지 5,428㎡, 연면적 1,320㎡
○ 주요시설 : 신소재개발실, 동물사육실, 세포배양실, 공동기기실, 동위원소취급실, 기업지원실 등
□ 그간 추진사항
○ 연구소는 설립 이래 국가 R&D연구개발과제 수주를 통한 생물소재 연구분야 경쟁력을 높여왔으며
전주시 출연 연구소로서 지역 자원을 활용한 연구개발로 연구소의 주체성과 자립역량을 강화해 왔음
- 한-이태리 과학기술 협력사업 주관기관 선정(과학기술부) : 2006.12
- 한약재품질검사기관 지정(한국식품의약품안전청) : 2008.1
- 지역전략기획기술개발사업 총괄기관 선정(지식경제부) : 2008.12
- 비료시험연구기관 지정(농촌진흥청) : 2009.6
- 비빔밥연구센터 설립 : 2009.10
- 도심형 LED 식물공장 개소 : 2010.3
- 한지산업지원센터 위탁운영 : 2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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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성과 및 의미
○ 원천기술 개발을 통한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가 R&D연구개발과제를 꾸준히 수주하여 2007년
4건의 연구과제를 시작으로 2012년말 27건의 연구과제를 진행함으로써 연평균 20여의 과제를 수행,
60여건의 관련 연구논문을 발표하고 24건의 특허를 출원함.
○ 지역기업 경쟁력 강화 및 소득 창출을 위한 사업화를 추진하여 2007년 전주주조공사에 유색탁주 제조에
관한 기술이전을 시작으로 최근까지 총24건의 공동기술개발 및 기술이전 사업화에 성공함.
○ 2012년말 한약재 검사 200여건, 비료시험 20여건, 유전자검사 6,550건, 장비임대 107건, 일반검사
56건을 통해 기업지원 및 네트워킹 사업을 추진함.
○ 전라북도 생물산업 R&D 지역혁신 네트워킹 협약 외 총65건 협약을 진행해 산학연 연계협력체계를
구축함.
○ 생물산업 R&D 전문인력양성사업을 추진하여 총 20회 212명을 양성하였으며 취업대상자 19명 중 13명
취업(70% 취업률)성과를 이룸.
□ 향후 추진계획 및 발전방향
○ (재)전주생물소재연구소에서는 국가 R&D사업뿐만 아니라 지역 고유자원을 활용한 연구개발로 우리
지역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연구에 더욱 주력하여 지역민의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
- 전통주, 발효식품, 비빔밥 등 전통식품에 기초를 둔 새로운 기능성 제품 개발과 산업화 추진
○ 더불어 지역기업과 연계한 연구개발과 기술이전으로 고부가가치 제품 생산과 함께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한 글로벌 네트워킹 및 마케팅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해 나갈 예정
- 연구소와 중국내 연구기관 간 네트워크를 활용한 수출연계 추진
- 협약기관인 중국화중농업대학을 중심으로 중국내 관련 기업과 연구소로부터 기술이전을 받은 기업들을
우선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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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영화영상산업
제 1 절 영화영상도시 전주, 전국 최고의 영화촬영, 영화제작 도시
1. 영화촬영도시에서 영화제작도시로 원스톱 서비스 구축
가. 전주 영화제작소 건립
○ 전주시 5대 신역동사업의 일환으로 선정된 영화영상산업을 기반으로 문화부‘문화산업클러스터 조성
사업계획’근거로 추진
- 전국 제1 의 영상제작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영상관련업체 집적공간 확보를 통한 전문인력 일자리
창출 및 영상산업 콘텐츠 기반 구축
- 대안영화를 표방하고 있는 전주국제영화제 특성을 부각시키는 디지털상영관을 구축하여 전주의
디지털 도시 이미지 강화
- 영화촬영 이후 디지털색보정과 편집등 후반편집작업과 독립영화 상영시설까지 전주지역에서 영화
제작에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하는 원스톱시스템을 갖추어 영화제작의 모든 과정을 한곳에서 해결
할 수 있는 완결구조를 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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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개요
○ 2009년 5월 전주시 고사동 영화의거리에 디지털영화제작 기술센터로 개관한 전주영화제작소는 영상
관련업체 입주공간, 기획전시관, 영상체험시설, 디지털독립영화관 등 지상 5층 규모로 시민영상문화
체험시설과 지역 영상산업육성을 위한 후반 제작시설 등 다양한 기능의 복합공간으로 구성
○ 주요사업으로는 △디지털독립영화관 운영 △기획전시관, 영상체험관 운영△ HD촬영카메라 임대
△영상편집실 임대 △영상기술 전문인력 양성 △ 디지털 색보정 작업 △입주기업 및 시설 운영관리 등
주로 디지털 영화와 독립영화의 제작 완성도를 위해 후반제작지원에 관한 다양한 업무를 추진
□ 그간 추진사항
○ 디지털 색보정실을 통한 후반제작 지원작품으로
- 2009년 장동홍 감독의 <이웃집 남자>를 시작으로 5편
- 2010년 한승룡 감독의 <스파이파파>등 6편
- 2011년 백정민 감독의 <위도> 등 12편,
- 2012년 영상위 인큐베이션 지원작 이은삼 감독의 <복날>등 17편 수행
○ 2010년부터 3년에 걸쳐 고용노동부 국비지원사업 유치를 통해 영상편집, 사운드 편집, 영상이펙트과정,
디지털 색보정(DI) 과정 등 전문 기술교육 실시
- 2010년 48명, 2011년 38명, 2012년 30명등 총 116명의 전문인력을 양성, 약 50%의 취업연계을
통해 고용창출에 기여
○ 전북지역 영화제작자나 신인감독 육성을 위한 인큐베이팅 활성화지원 차원에서 후반제작지원 사업을 시행
- 2011년 3편, 2012년 8편 선정 지원, 지역 독립영화 제작 활성화 기여
○ 디지털독립영화관에서는 대안ㆍ독립ㆍ예술영화를 지향하는 전주국제영화제 개최 도시답게 매월 국내외
우수 독립ㆍ예술영화를 선정, 2012년 까지 총 984편을 상영하였으며 상영관을 다녀간 관객만 약
81,092명으로 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음
○ 영상체험관, 기획전시실은 영화제 및 영상문화와 연계한 예술콘텐츠를 다양한 매체를 통해 선보이며,
다양한 공감각적 경험을 가능케 함
- 기획전시 : 22회/19,796명, 영상체험관 : 50,016명
□ 추진성과 및 의미
○ 2009년 5월 개관이래 2012년까지 약4년에 걸쳐 디지털 색보정 작업 유치 총 41편(연평균 10편),
영상편집실 이용 총292회, 촬영장비 이용 횟수 총670회, 총 가동일수1,106일(연간 가동일수 250일
기준) 등이 운영되어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면서 후반제작 활성화에 크게 기여
○ 전체 운영수익면에서도 2010년 재정자립도 26%, 2011년 36%, 2012년 38%로 지속적인 증가를 보임.
이는 음향마스터링 스튜디오를 연계한 디지털 후반제작 원스톱 서비스가 활발하게 이루어짐에 따라
상승효과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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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추진계획 및 발전방향
○ 전주 영화영상산업 종합발전계획’
을 수립하여 산학연 비즈니스 네트워크체제를 통해 지역 영화제작
시설장비의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인 홍보 활동과 함께 영상로케촬영에서 후반작업유치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강화 필요
○ 앞으로도 4개년의 결실을 바탕으로 전주영화촬영소, 전주영화제작소, 음향마스터링스튜디오의 홍보를
통해 활용도를 높여나가면서 영화로케 촬영은 물론, 후반공정을 원스톱으로 일괄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전담지원체제 구축 필요

전주영화제작소 건립(2006~2009년)
○ 위 치 : 완산구 고사동 431-1(구. 전주시보건소)
○ 규 모 : 부지 1,584㎡, 건물 2,481㎡(지하1층, 지상5층)
○ 사 업 비 : 3,590백만원(국비 1,795, 시비 1,795)
○ 사업내용 : 영상관련업체 입주공간, 전시관, 영상체험시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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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전주음향마스터링스튜디오 건립
○ 문화체육관광부‘문화산업클러스터 조성사업 기본계획’
에 의거 추진된 전주지역 영화영상산업
기반조성을 위한 사업으로서
- 전주종합촬영소와 연계하여 전주지역 로케영화와 디지털영화용 디지털 포스트프로덕션 공정의
마스터링실(DI실)과 연계된 음향 후반제작시설인‘음향마스터링스튜디오’
를 구축함으로써 원스톱
제작지원 서비스를 지향
○ 음향은 디지털 영상의 완성도를 높이는 포스트 프로덕션의 필수과정으로써 음향시설기반 구축을 통해
디지털 음향산업영역 선점
- 특히 소리의 고장 전주는 전세계 소리인 교류의 장인 세계소리축제를 개최하는 도시로써 우리고유의
소리 보전 및 연구를 위한 기반시설이 필요

□ 사업개요
○ 2010년 3월 문을 연 음향마스터링 스튜디오는 사운드믹싱과 음향 종합믹싱의 마스터링 작업이 가능한
곳으로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멀티미디어센터 건물 2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 주요시설로는 △음향종합편집실 △음향녹음실 △후시 및 효과 녹음실 △음향교육실 등 7개 시설과
총 326종의 장비를 갖춤
□ 그간 추진사항
○ 종합음향편집실, 음향녹음실, 음향편집실 등을 활용한 이용실적은
- 2010년도 임상수 감독의 <하녀> OST 믹싱을 시작으로 16편,
- 2011년에는 사운드 편집이용횟수 66회, 영화 음향작업 유치편수 14편, 방송영상물 31회,
- 2012년 음향제작의 이용업체수 65개사, 이용횟수 138회에 걸쳐 영화영상물 28건, 방송물 61건,
음반 및 기타 33건등 총 122편 작업
○ 전주음향스튜디오 시설의 화룡점정이라 할 수 있는 종합 음향편집실은 영화와 영상의 최종음향편집
후반작업실로 2011년 5월 돌비 서라운드 입체음향 규격인증 획득
○ 국내외 후반제작업체에서 폭넓게 사용중인 디지디자인사(Digidesign)의 프로툴스(Protools) 편
집 시스템 구축으로, 주로 영화나 방송 등 각종 음향콘텐츠 제작에 활용할 수 있는 사운드 효과녹음
과 대사녹음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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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성과 및 의미
○ 디지털 후반제작 시설과 장비 이용이 가능한 원스톱서비스 환경은 첨단‘디지털 색보정 장비’
와 음향
종합스튜디오를 중심으로 이용료와 기술 서비스 경쟁력을 갖춘 특화된 인프라 조건으로 수준 높은
디지털영화영상물의 후반공정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전주가 향후 디지털 영상분야의 후반제작
거점으로 거듭나는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
□ 향후 추진계획 및 발전방향
○ 전주영화제작소와 전주음향마스터링 스튜디오와 같은 후반제작기술지원센터의 인프라를 활용한 영상
분야와 음향 후반제작 지원사업의 확대를 통해 독립영화 제작자를 양성배출하고, 수도권 대비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촬영에서 후반까지 시설과 장비를 대여하거나 작업이 가능하여 독립영화나 지역 감독
들이 주로 찾고 있는 디지털 영화영상 후반제작 거점도시로 발돋움해 나갈 계획
○ 향후 한국형 효과음 어카이브 구축사업을 통해서 음향산업분야의 브랜드도 강화함으로써 전주가 디지털
영상음향도시로서 도약하기 위해서 노력해나갈 계획
전주음향마스터링센터 구축(2010년)
○ 위 치 : 완산구 중노송동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내
○ 규 모 : 디지털 음향마스터링센터(500㎡)
○ 사 업 비 : 3,600백만원(국비 1,800 시비 1,800)
○ 사업내용 : 디지털 음향제작시스템. 음향·음원아카이브 구축
○ 음향기술 아카데미 교육시설

믹싱/마스터링 스튜디오

대사 수시 녹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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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전주영화종합촬영소 건립
○ 1950년대 척박한 한국영화의 현실에서 <피아골>,<선화공주> 등 기념비적인 작품제작으로 영화의
메카였던 전주가 옛 명성을 되찾고자 2000년에 전주국제영화제를 시작으로 2001년에는 전주영상
위원회를 설립하여 본격적인 영화유치에 돌입하였음.
○ 당시 많은 영화들이 로케이션 중심으로 거처 가는 상황에서 영화제작의 거점도시로 선점을 위해서는
오픈세트 및 촬영 스튜디오가 절실한 것으로 나타남.
○ 2001년에는 문화관광부로부터 첨단문화산업단지로 지정받는 등 전주의 미래를 주도할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문화산업이 떠오르며 2003년에 전주문화클러스터사업 용역을 실시하여 2008년에 종합
촬영소를 건립하였음.

□ 사업개요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원상림길 124-14
○ 규 모 : 부지 57,701㎡, 건물 3,788.92㎡
○ 총사업비 : 132.3억원 (J1스튜디오 64.1억원, J2스튜디오 19.2억원, 야외세트장 44억원,
야외촬영센터 5억원)
○ 사업내용
- 촬영소 스튜디오 운영(영화촬영유치, 영화영상 전문인력 양성, 시민투어, 장비지원, 영화소품전시 등)
- 야외촬영센터 운영, 일자리 사업 등
≪J1 스튜디오≫
- 공사기간‘04.
:
4~
‘07. 5
- 부 지 : 8,813㎡
- 건 물 : 2,066.65㎡(지하1층, 지상2층)
- 부대시설 : 스튜디오, 세트제작실, 스텝실, 분장실, 회의실, 사무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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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2 스튜디오≫
- 공사기간‘11.
:
7~
‘12. 10
- 건 물 : 1,311.05㎡(지상2층)
- 부대시설 : 스튜디오, 분장실, 스텝실, 회의실, 사무실, 휴게실 등
≪야외세트장≫
- 공사기간‘04.
:
4~
‘07. 5
- 부 지 : 48,888㎡
- 세트설치장, 상수도시설, 소방시설 등
≪야외촬영센터≫
- 공사기간‘09.
:
1 ~ 12
- 건 물 : 411..22㎡ (지상2층)
- 부대시설 : 전시실, 분장실, 스텝실, 회의실
□ 그간 추진사항
○ 전주영화종합촬영소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

: 2008. 1. 10.

○ 전주영화종합촬영소 개관

: 2008. 4. 16.

○ 영화촬영유치 추진

: 2008. 4. ~

○ 야외촬영센터 신축

: 2009 10. 12

○ 전주영화종합촬영소 다목적촬영스튜디오(J2) 건립 : 2012. 9. 4.
□ 추진성과
○ 촬영소는
‘08. 4. 26일 개관이래 (사)전주영상위원회 로케이션과 연계한 촬영유치 지원과 촬영소의
효율적 운영 및 가동률 극대화로,
‘13. 6월현재, 영화 39편 2,218일(실내스튜디오(J1) 1,338일, J2 187일, 야외세트장 693일) 촬영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 촬영장비(레드원 카메라 등) 대여로는 영화, 뮤직비디오, 영상제작 등 15편 지원
○ 시민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영상문화 사업으로
- 시민투어 프로그램 운영 및 관람객 견학 운영 : 77회 6,793명
- 영화마을 워크숍 : 10회 190명 및 영화소품 기획전시 등 운영
○ 영화제작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현장 영화실무 전문가 양성으로 2010년 지자체 최초 영화세트제작 교육
사업을 시작으로 2012년까지 교육생 총49명을 배출하였으며 4명이 취업으로 일자리 창출 기여
○ 촬영소 경비, 환경정비 등 일자리 사업(1,027명)을 통한 지역민들의 영화영상에 대한 마인드 고취 및
촬영소 영화마을 조성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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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추진계획
○ 전주권역에서 촬영된 영화 및 드라마 중심으로 영화소품 박물관 조성 운영
- 영화, 축제 등에 쓰이는 소품 창고 기능도 겸비
- 소품전문가 양성으로 소품제작과 제작구입 운영
○ 최근 영화촬영제작은 현지 로케이션 촬영보다 스튜디오 촬영을 선호하는 추세로 향후 스튜디오에 대한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법원, 경찰서 내부 등 섭외가 어려운 영화세트 조성과 영화 촬영 시 동시녹음
진행으로 스튜디오 내 방음시스템을 더욱 보강
□ 전주영화종합촬영소 사진

야외촬영센터 전경

스튜디오 내부

J1 스튜디오 전경

J2 스튜디오 전경

야외세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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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다목적 특수촬영스튜디오 건립
○ 한국영화촬영 추세가 야외로케이션보다 실내스튜디오 촬영으로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으로,
○ 촬영에서 후반편집까지 가능한 영화영상산업 원스톱시스템 구축으로 우리지역 내 영화영상촬영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나, 시설부족으로 다른 지역으로 선회하는 작품이 많아짐에 따라 새로운
시설 건립이 요구되었음(타 지역으로 선회하는 작품6~7건이었음)
○ 또한 촬영현장에서 로케이션 섭외가 어려운 공간(병원, 경찰서 등)에 대하여 영화관계자들의 세트
조성에 대한 요구가 많아짐에 따라 현 시설과 시너지 효과를 높일 수 있는 특수 공간 확충이 필요하였음.

□ 사업개요
○ 위 치 : 영화종합촬영소 내
○ 공사기간 : '11. 7 ~ '12. 10
○ 규 모 : 건물 1,311㎡(지상2층)
- 스튜디오 792㎡(240평), 부대시설 519㎡(157평)
- 스튜디오 내 이동식 병원 세트조성(145㎡)
○ 사 업 비 : 1,920백만원(설계용역비 70, 공사비 1,850)
□ 그간 추진사항
○ 건립 계획 수립 및 사전 조사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 : '11. 6~ 9
○ 설계용역 및 경관위원회 심의 : '11. 10 ~ 12
○ 착공 및 국유재산 취득에 따른 심의 및 소유권 이전 : '12. 3~8
○ 스튜디오 기계, 소방, 방음 등 시범 운영(41일) : '12. 9. 1~10. 11
※ 스튜디오 개관식('12. 10. 18), 참여인원 : 300여명(영화관계자 등)
○ 스튜디오내 병원(응급실) 이동식 세트 조성(145㎡) : '12. 12 ~ '13. 2
- 이동식세트 촬영이 없을 시 분리보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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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세트장

이동식세트 조성(병원 응급실)

□ 추진성과
○ 2012년 10월 개관이래 영화 3편이 촬영되었으며 운영일은 187여일에 달하며 3편 모두다 J1스튜디오와
동시 사용한 영화로 J1, J2 스튜디오를 동시 사용에 대한 문의가 많아 기존시설과 연계한 시너지 효과가
클 것으로 예측됨
○ 영화
“더파이브”
의 경우 당초 다른 지방에 촬영예정이었으나 이동식 세트(병원응급실) 조성으로 당초
계획을 변경하여 촬영소에서 촬영함
□ 향후추진계획
○ 현장촬영 시 섭외가 어려운 법원 등 조성할 계획임
○ 이동식세트장 등을 보관할 수 있는 창고 건립(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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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영화영상 촬영유치
○ 1950년대 한국영화의 메카였던 전주는 영화영상도시로서의 명성을 재현하기 위한 시작으로 1999년
전주시 영상산업 육성 계획에 근거, 2000년도 전주국제영화제 성공적인 개최와 영상산업도시 건설
및 영화제작·촬영유치 등에 있어 체계적인 행정지원 서비스 체제 구축방안으로 2001. 4월
전주영상위원회 출범
○ 이후 영상산업수도의 기반조성과 전국 제1의 영화촬영유치를 위한 전략적인 마케팅으로‘영상제작
도시 전주’
기반조성을 위한 제작 허브역할
- 영상물 촬영유치 지원을 위해 지역의 로케이션 장소에 대한 추천, 허가, 섭외 등을 원스톱 서비스 지원
- 영화 기획·제작 단계부터 전략적인 마케팅으로 지역 거점중심의 장기체류 대형영화를 다수 유치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시민이 향유할 수 있는 다양한 영상문화사업 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으로 고용창출 증대 모색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연 중
○ 사업내용
- 영화·영상물 로케이션 헌팅, 섭외 및 촬영지원
- 영화영상전문인력 양성 사업추진(영화제작기술과정, 시나리오 스쿨운영)
- 전주시네인센티브 및 영화제작사 현지기획사무실 운영 등
□ 그간 추진사항
○ 연도별 영화(영상물)촬영유치 현황(2006년 ~ 2013년 현재) : 376편
- 영화 260편(장편197편, 단편63), 드라마 80편, 기타34편
※ 30일 이상 장기체류 작품 : 50편(영화 45, 드라마5)
※ 전주권역촬영영화 관람객수 150만 이상 : 44편
○ 영화영상전문인력 양성사업추진 : 723명
- 영화제작기술 등 : 204명
- 시나리오 스쿨 : 519명
○ 전주시네인센티브 및 영화제작사 현지기획사무실 운영 등
- 전주시네인센티브 : 21편
- 영화제작사 현지기획사무실 운영 : 27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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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성과
○ 연도별 지역경제 파급효과*(2006년 ~ 2011년)
- 지출비용 402억원, 생산유발효과 479억원
* 자료 : 지역영상위원회 로케이션 사업의 경제효과(주) M&E산업연구소(2012년)
○ 일자리 창출효과 : 보조출연 년 5,000여명, 세트제작에 따른 현장인부 연 500명
○ 로케이션 영화촬영지 모바일 앱 구축 : 4만여 사진/1,300여개소
○ 드라마
“성균관스캔들:”전주향교, 영화
“광해 왕이된 남자”경기전, 일본드라마
“레인보우로즈”
, 영화
“전우치”
전동성당, 태국드라마
“같은 태양아래 지평선”
한옥마을 거리가 영화촬영지로 알려지면서
한옥마을 1,000만 관객시대를 맞이하는데 기여

□ 향후추진계획
○ 기획 단계부터 참여하는 영상콘텐츠 프로젝트 공동참여로 제작유치
○ 영화도시에 맞는 특정 영화마을 조성
(사극전문세트장 조성, 영화인 펜션단지 조성, 영화창작공간 육성마을 만들기 등)

※ 관련 활동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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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영화‘달빛길어올리기’지원
○ 전통문화중심과 전주한지의 세계화 일환으로 2007년에 전주한지를 소재로 하는 영화를 다루는 게
어떤지 임권택 감독에게 제안
○ 그 후 전주시의 시나리오 개발지원을 통해 2년이라는 기간 동안 감독이 직접 전주 지역의 아름다운
장소들을 직접 둘러보고, 한지 장인과 한지관련 종사자들과 만나면서 시나리오를 준비와 함께 기획을
한 작품임
○ 천년고도, 전통문화의 도시 전주의 아름다운 풍광과 한국의 명품한지의 우수성이 담길 영화
〈달빛
길어올리기〉
는 그것을 복원하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른 작품으로 탄생됨.

□ 사업개요
○ 전주한지를 소재로한 영화“달빛 길어 올리기는”2010년 전주시비 7억원 등 사업비 2,210백만원을
투자하고 박중훈, 강수연, 예지원 주연과 임권택 감독이 전주시청, 전주한옥마을 등 영화의 70%를 전주
에서 촬영 제작하여 2011년 3월 전국 128개 스크린에서 개봉함으로써 전주한지의 유용성과 아름다움은
물론 전주를 세계에 알림
□ 그간 추진사항
○ 2009년7월마스터영화제작지원사업선정되어영화진흥위원회6억원(현금4억원, 현물2억원)을지원받음
○ 2009년 11월 주영배우를 박중훈, 강수연으로 캐스팅
○ 2009년 12월 서울세종호텔에서 제작발표회를 가짐
○ 2010년 1월 3개의 창업투자사 유치
- CJ엔터테인먼트, 롯데엔터테인먼트. 쇼박스(총 5억)
○ 2010년 1월부터 5월까지 크랭크 인 및 크랭크 업
- 전주권역촬영분량 70% : 전주시청, 한옥마을, 서완산동 집 등
○ 2010년 5월부터 9월까지 음향ㆍ색보정 등 한지영화 후반작업
- 전국 128개 스크린 개봉, 관람객수 57,261

265

제1장 탄소산업 / 1-3 영화영상산업

□ 추진성과
○ 국내최초로 한국영화산업을 대표하는 3개회사(롯데엔터테인먼트, 쇼박스, CJ엔터테인먼트)가 자발적
지원 투자로 새로운 선례 제시
○ 부산국제영화제 등 국내 다수 영화제에 출품
○ 영국 런던 한국영화포럼을 통한 달빛 길어올리기 상영
○ 전주 한지를 소재로 제작된 한지영화를 통해 전주한지의 유용성과 아름다움을 세계에 알리는 홍보 및
전주브랜드 이미지 향상
○ 전주 배경을 통해“영화영상도시, 관광도시”
의 이미지 향상과 함께 전주국제영화제 위상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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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주국제영화제 위상 강화
가. 문화체육관광부 평가 3년 연속‘우수 영화제’로 선정
○ 자유, 독립, 소통을 슬로건으로 영화미학이나 영상기술 면에서 지금까지의 주류영화들과는 다른 세계
영화계의 대안적 흐름이나 디지털영화와 같은 새로운 조류에 관심을 기울이기 위한 목적으로 2000년에
처음 개최되었음.
○ 신선함과 독창성을 갖춘 수준 높은 작품들을 발굴하고 선보임으로써 영화마니아들과 일반관객들의 높은
호응을 얻어 해마다 관람객수가 늘고 있으며, 다채로운 이벤트 행사로 방문객수도 늘어나고 있음.
○ 2006년 문화관광부가 한국영상산업정책연구소와 함께 실시한 국내영화제 평가에서 우수한 영화제로
선정하였으며 특히 2007년에 부산영화제에 버금가는 영화제로 평가 8 개 영화제중 가장 많은
국비가 증액되었음.

□ 사업개요
○위
치 : 한국소리문화의 전당, 영화의 거리, 전북대삼성문화회관 등
○ 사업규모 : 영화상영 50여개국 200여편, 초청게스트 2,000여명
○ 사업내용 : 개·폐막식, 영화상영, 특별이벤트, 세미나 등
□ 그간 추진성과
○ 국제영화제작자연맹(FIAPF)가입으로 국제적인 공인 영화제로 도약('08. 06)
- 국내 국제영화제 중 부산과 더불어 유일하게 인증 획득
- 아시아에서는 도쿄, 홍콩, 상하이, 유라시아, 부산에 이어 6번째 인증 획득
○ 국내영화제 중 최초로 ISO9001(국제품질경영시스템) 인증획득('09.02)
○ 자체기획 제작프로젝트
〔디지털 삼인삼색〕
의 성공
- 2000~2013년 현재까지 40여개국 297여개 해외 영화제에 배급 성과를 올림
- 2007년 세계5대 국제영화제인 로카르노 국제영화제에서 심사위원 특별상 수상
- 2008년 두바이 국제영화제에서 심사위원 특별상 수상
- 2012년 로카르노 국제영화제 경쟁부문 진출 감독상 등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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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추진계획 및 발전방향
○ 국내유일의 대안독립영화제로서의 차별화된 영화제 이미지 구축과 영화영상비지니스 활동강화로
세계적인 영화제로의 발돋움
- 자체프로그램 해외유수 영화제 진출 확대(신선함과 독창성 짙은 영화 기획 발굴)
- 한국영화 해외진출을 위한 교두보 마련(온라인 스크리닝 등)
- 축적된 경험과 마케팅전략으로 국내·외 영화 판권배급사업 확대
○ 지역의 영상문화 발전과 관광산업 발전의 견인차 역할로 전주브랜드 이미지 강화
- 다양한 관객참여 프로그램 확충(지프톡 운영확대 등)
- 한옥마을 및 지역상가와 연계한 상생프로그램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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