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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

(다) 동서학동 산성마을 벽화사업

496

(라) 얼굴 없는 천사의 길 조성

498

(마) 노송동 천사마을 벽화사업

499

3-2 도시재생
제 1 절 대한민국 대표 도시재생 선도도시
1. 4+1 도시재생, 한국형 도시재생 모델 창출

500

가. 4+1권역 도심재생 프로젝트

500

나. 도시재생 테스트베드 운영

504

다. 천사마을 가꾸기

506

라. U- 천사마을 시범도시 구축

508

마. 단독주택 해피하우스 사업확대

510

바. 주민참여형 도시재생 프로그램 운영

513

사. 마을가꾸기 도시재생 프로젝트

515

아. 천년전주 혈맥잇기 사업

517

자. 백제로(6지구) 공공기관 이전지 재생

519

차. 노후산단 및 주변공업지역 재생사업

521

2. 도시 주거환경 개선

523

가.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

523

나. 주택 재개발·재건축사업 추진

526

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

527
81

제 2 절 자연과 사람이 조화로운 친환경 생태도시 조성
1. 모악산 생태공원 탐방로 조성

528

2. 테마로 가득한 어린이공원 정비

530

3. 전주IC주변 종합가족 휴양공원 조성사업

532

4. 시민건강치료공원 조성사업

533

5. 한글테마공원 조성

534

6. 전주 마실길 조성사업

535

7. 도란도란 시나브로길 조성

537

8. 아중저수지 주변 산책로 조성

538

9. 녹색주차마을 조성

540

10. 그린·홈 오피스 사업

541

제 4 장 복지, 보건
4-1 복 지
제 1 절 기초생활 보장 및 맞춤형 복지 실현
1. 복지예산 증가

549

2. 저소득 서민의 기본생활보장

551

3. 긴급복지 지원으로 복지사각지대 해소

553

4. 저소득층 자활자립기반 조성

555

5.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

557

6. 시민생활지원 통합서비스 제공

559

7. 사회복지 시민 옴브즈만(시민평가제)도입

561

제 2 절 계층별 참여복지체계 완성
1. 노인복지
가. 노인복지 인프라 구축

562

나. 노인일자리 사업 추진

82

(1) 노인 일자리 사업

564

(2) 노인 상호간 돌보기 사업

566

(3) 노인유급자원봉사활동을 통한 일자리 확충

567

(4) 노인유보고용제 도입

568

(5) 실버꿈나무 안전지킴이

569

다. 노인취업지원센터 설치

570

라. 노인 맞춤형 복지서비스
(1) 노인 맞춤형 복지서비스

571

(2) 실버영화관 개관

573

(3) 노인전문 성문화센터 운영

574

(4) 경로당 난방비 운영비 지원 현실화

576

(5) 노인창의력 경진대회

577

2. 여성ㆍ아동 복지
가. 여성 친화적 도시공간 조성

578

나. 여성 인적자원 개발 및 취·창업 지원

579

다. 안심 출산 보육환경 조성
(1) 출산장려 양육지원 종합대책 수립

582

(2) 안심 보육환경 조성

584

라. 아동이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1)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및 어린이 보호 CCTV 설치
마. 전주 드림스타트센터 개소

586
588

3. 장애인복지
가. 장애인 일자리 지원

591

나. 장애인 활동지원

592

다. 장애인 전용목욕탕 건립

594

4. 다문화가정
가. 다문화세대 종합복지정책 수립

595

나. 대학연계 다문화 저소득층 자녀 교육지원

597

다. 다문화가족 취업지원 아카데미 운영

598

라.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립 운영

600

제 3 절 전국 최고 수준의 자원봉사센터
1. 전국 최초 전용 자원봉사센터 건립 운영

602

2. 자원봉사네트워크 구축

605
83

제 4 절 시내 어디서나 10분 거리 문화ㆍ체육ㆍ복지시설 확충
1. 작은 생활문화복지공간 조성

606

2. 공공도서관 건립

608

3. 작은도서관, 북카페 조성

611

4. 독서진흥행사 추진으로 도서관 이용자 증가

613

5. 공공체육시설 확충
가. 완산체육공원 전주실내테니스장 건립

616

나. 전주실내배드민턴장 조성

617

다. 나비골프 체험장 조성

618

라. 레저스포츠시설 확충

620

마. 완산생활체육공원 조성

621

바. 덕진체련공원 리모델링

623

사. 론볼링장 장애인체육시설 확충

625

아. 체육시설 확충 및 정비

626

자. 전주실내체육관 건립

628

차. 생활야구장 건설

630

카. 문화체육공간 주말 개방제 실시

632

6. 의료사각지대 해소 및 시민편익을 위한 보건의료기관 확충
가. 평화보건지소 신축

633

나. 금상, 도덕, 중인 보건진료소 신축

636

7. 문화·체육 맞춤형 바우처사업 추진
가. 문화바우처(문화이용권)지원

638

나. 체육 맞춤형 바우처사업 추진

640

8. 생활체육 활성화
가. 전주시 통합체육회 운영

641

나. 즐거운 주말리그 운영

642

다. 시민생활체육교실 운영

644

라. 생활체육 광장(체조)범 시민운동 전개

646

마. 연도별 국내·외 체육행사 유치

84

(1) 전주인라인마라톤 국제대회 개최

648

(2) 2009 전국 국민생활체육 대축전

649

(3) 제48회 전라북도민체육대회 개최

651

바. 시민체육대회 개최

653

사. 전주리틀야구단 창단(전북최초)

655

4-2 보 건
제 1 절 수준높은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
1.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
가. 장기기증운동 장려사업 추진

657

나. 사랑의 헌혈장려사업 추진

660

다. 검진 및 진료사업

661

라. 국가필수예방접종 사업

663

마. 친환경 방역소독 사업 추진

666

바. 금연사업

668

(1) 시민대상 금연클리닉 운영

669

(2) 의료기관 금연클리닉 운영

670

사. 구강보건

671

아. 정신보건사업

673

(1) 치매관리사업

674

(2) I love me 자살예방사업

675

자. 건강행태개선사업

676

(1) 아토피피부염 예방관리사업

677

(2) 만성질환관리사업

679

(3) 3GO운동(일상걷기, 함께걷기, 만보걷기)걷기 동아리 운영

681

차. 모자보건사업

682

카. 국가 암 검진사업

684

타.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

685

파. 장애인 재활보건사업

686

2. 건강도시 프로젝트 추진

689

제 5 장 새만금 배후 광역도시
5-1 새만금 배후 광역도시 기반 조성
제 1 절 새만금 배후 광역도시 기반 조성
1. 전주 종합경기장 이전 및 전시컨벤션/호텔 건립

695

2. 서부신시가지 도시개발사업

697

3. 전북 전주·완주 혁신도시 개발사업

698

4. 에코시티 조성사업(00부대 이전부지)

700

5. 만성지구 도시개발사업

701
85

6. 효천지구 도시개발사업

703

7. 하가지구 도시개발사업

704

8. 효자5지구 택지개발사업

705

9. 전주교도소 이전사업

707

10. 전주 예비군대대 이전사업

708

11.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709

12. 전주기상대 이전사업

712

13. 가련산공원 진입도로 개설

714

5-2 도로, 교통
제 1 절 전주권 광역도로망 구축으로 도시성장 촉진
1. 익산~전주~장수간 고속도로 건설

715

2. 서남권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

716

3. 전주~논산간 고속도로 확장

717

4. 전주~광양간 고속도로 건설

718

5. 북부권 국도대체우회도로 개설

719

6. 전주~새만금간 고속도로 건설

720

7. 동서횡단철도(새만금~전주~김천) 건설사업

721

제 2 절 대규모 투자로 해묵은 도로사업 완공 추진

86

1. 사평교 및 법원로(서신 동아한일아파트~법원간) 개설

722

2. 동산고가교 접속도로 확장

723

3. 전주진입로 확장

724

4. 원대한방병원~가련교간 도로개설

725

5. 세내길(우림교~포스코 간) 도로개설

726

6. 남도주유소~고속터미널간 도로확장

727

7. 태평로 확장

728

8. 남부순환도로 개설

729

9. 우전로 확장

730

10. 북전주 IC 진입로 확장사업

731

11. 동부대로 보행환경 조성

732

12. 효자로 확장사업

733

13. 쑥고개길 확장

734

14. 전주 영상제작단지 진입로 개설

735

15. 서곡광장~송천동 신풍리간 도로개설공사

737

제 3 절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교통안전시설 확충
1. 공영주차장 확충

739

2. 교통약자 교통사고 줄이기

741

3. 교통안전시설 확충

743

4. 첨단교통관리시스템(ATMS) 구축

745

5. 버스도착안내단말기(BIT)확충

747

6.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신호시설물 설치

749

7. 장애인 콜택시 확대 운영

751

8. 중앙분리대(화단)설치

753

9. 신설도로 인도설치 의무제 시행

754

10. 팔달로 주변 보행우선구역 사업

755

11. 안전한 보행로 조성사업

756

12. 자전거 전용도로 개선 및 확충

757

13. 지하차도 및 터널 조도개선 사업

758

14. 주요도로 가로등 조도개선

759

15. 외곽지역 및 교통사고 다발지역 가로등 신설

760

제 4 절 모범적인 교통안전도시 조성
1. 권역별 순환버스 및 무료환승제 도입

761

2. 고객중심의 대중교통체계 확립

762

3. 화산로~백제로 버스노선 확충사업

763

4. 전주북부권~완주산업단지간 광역교통시스템정비 계획수립

764

5. 주차질서 확립을 위한 불법주정차 단속

765

6. 대중교통서비스 제공
가. 시내버스 LED 행선지판 교체사업

767

나. 시내버스 이미지 도색

768

다. 시내버스 회차지 조성

769

라. 시와 그림이 어우러진 유개승강장 조성

770

제6장환 경
제 1 절 체계적인 환경 보전 정책 수립
1. 환경보전 중·장기계획 수립

775

2.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 수립

777
87

3. 전주시 물관리 종합대책 수립

778

4.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

779

5. 전주시 폐기물처리 기본계획 수립

781

6.
「청결 으뜸도시 조성」
불법쓰레기 퇴치 활동 강화

782

7. 전국 최초 RFID 기반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

784

8.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탄소포인트 확대시행

787

9. 폐식용유 바이오연료화 사업

789

10. 빗물이용시설 지원사업

791

11. 헌옷 수집·운반 및 처리 시범사업

792

제 2 절 천년전주 푸른도시가꾸기 사업 중점 추진
1. 푸른전주운동본부 설립 및 천년전주 푸른도시 추진협의회 운영

794

2. 푸른도시조성사업 (300만 그루 나무심기)

796

3. 도시ㆍ학교 숲 조성사업

798

4. 자연생태체험학습원 조성

800

5. 그린터널 조성사업

802

6. 인후공원 정비사업

804

7. 서북부권 신 성장벨트 녹지생태 띠 조성

805

8. 동고산성~오목대 주변 전통 생태숲 복원사업

806

9. 녹지관련 조례제정 및 운영

807

10. 서부근린휴양공원조성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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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도시벽면 녹화사업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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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덕진공원 일원 녹색벨트화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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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1단체 1거리 가꾸기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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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도심 곳곳에 친수공간 조성
1. 도심 내 주요광장 분수 및 조경시설 조성

814

2. 도심 소류지 생태호소 조성

815

3. 전주 자연생태박물관 및 친환경에너지관 건립

817

4. 전주시 생태관광지도 및 가이드 북 제작

819

5. 전주 물꼬리풀 식재

820

6. 친환경적인 공동주택 단지 조성

822

제 4 절 하천과 사람이 공존하는 생태공간 조성

88

1. 전주천 기본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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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주천 고향의강 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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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만경강 생태하천 가꾸기 사업

826

4. 조경천 생태하천조성 및 개수사업

827

5. 아중천 생태하천조성 및 준설사업

828

6. 노송천 복원 프로젝트

829

7. 삼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831

8. 중복천 개수공사

833

9. 산성천 하천환경정비사업

834

10. 건산천 생태하천 조성사업

835

11. 삼천 수변생태공원(인공습지)조성

836

제 5 절 광역권 성장 대비 환경기초시설 확충
1. 전주권소각자원센터 친환경적 운영

837

2. 자원순환특화단지 조성

838

3. 전주시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조성

839

4. 새만금 유역 CSOs 및 초기우수처리시설 설치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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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전주권광역상수도수수사업(혁신도시 및 팔복배수지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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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전주권광역상수도수수사업(지곡배수지 건설)

844

제 7 장 친서민, 농업
제 1 절 작지만 가치있는 생활행정
1. 3대 100% 프로젝트
가. 단독주택 도시가스 확대 공급

849

나. 농로 100% 포장 프로젝트

852

다. 상수도 100% 공급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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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추진

854

3. 상수도 전면개량을 통한 맑은물 공급사업

856

4. 편안한 하천산책로 정비사업

859

5. 생활권 등산로 정비사업

860

6. 시민이 만족하는 공원 시설물 정비

862

7. 사회취약계층 주택개보수사업

863

8. 빈집 리모델링을 통한 희망의 집 고쳐주기 추진

864

9. 노후공동주택 관리비용지원

865

10. 도심지역 폐·공가 정비사업

867

11. 공사중 방치건축물 울타리 설치

868
89

제 2 절 전통시장 환경개선 및 경쟁력 강화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869

2. 동문ㆍ풍남문상점가 문화ㆍ관광형시장 조성

871

3. 문화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

873

제 3 절 영세상권 보호를 위한 상생협력 방안 마련
1. 전주유통발전상생협의회 조직 및 기능 강화

875

2. 전주시 대형마트 지역기여 권고조례 제정

877

3. 지역 중소 유통 보호를 위한 조례개정

879

4. 중소공동유통물류센터 건립 및 운영 컨설팅 지원

881

제 4 절 재해재난으로부터 안전도시 실현
1. 종합재난관리시스템 구축

883

2.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

884

3. 분야별 방범·감시용 CCTV 통합 운영을 위한 통합관제센터

885

4. 도로기반시설물 공간정보 구축

886

5. 생활안전 방범용 CCTV 설치 운영

888

6. 덕적천 재해예방사업

889

7. 재해위험지구 정비

890

제 5 절 농업경쟁력 강화
1. 농업경영사업소의 농업기술센터로 환원 및 기능강화

892

2. 본청 과 단위 부서신설

893

3. 농업인 복지서비스 확대

894

4. FTA 대응 경쟁력 있는 농업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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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과수현대화 사업

895

나. 화훼경쟁력 제고사업

896

다. 축사시설 현대화 지원사업

897

5. 지역특화품목 육성을 위한 생산기반 구축

898

6. 화훼종합유통센터 건립

899

7. 우리 밀 가공유통 진흥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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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친환경농업 육성으로 농가소득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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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콩나물 프로젝트

905

10. 농촌 농배수로 정비사업

907

11.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908

12. 시민농원 조성사업

909

13. 전주미나리 특화단지 농작업 환경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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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전주명품 복숭아 큰잔치

912

15. 탑프루트 생산기술 시범단지 조성

913

제 8 장 행정, 교육
제 1 절 10년 만에 전주시 장기종합발전계획 마련

/ 920

제 2 절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설립 운영 / 924
제 3 절 전주·완주 통합추진(하나되기 여건조성) /

928

제 4 절 전주시 5대 미래비전 사업
1. 덕진공원 전통정원 조성

934

2. 전주시 청소년 복합문화센터 건립

935

3. 전국 최고 생태체험 학습장 조성

936

4. 전주 조촌·동산동 농식품기업 성장지역 육성

937

5. 후백제 문화창조 900 프로젝트

938

제 5 절 열린행정으로 신뢰받는 행정 추진
1.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행정 구현
가.
「열린시민강좌」
내실운영

939

나. 주민과 자치단체가 함께 만들어가는「살기좋은 마을가꾸기」
사업

941

다. 공동체의식 함양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주민복지문화센터」
활성화

943

라. 시민주도의 열린시민운동 전개

945

마. 시민과 소통하는 SMART 시정구축

947

바. 고객감동 민원콜센터 구축·운영

949

사. 시장 업무추진비 공개

951

아. 공무원 상시학습체제 구축 운영

952

자. 상상동아리 운영

954

카. 3多 운동으로 만들어가는 활기찬 공직문화

956

차.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958

파. 용역과제 공무원 직접 수행제 운영

959

2. 고객감동의 서비스 행정 추진
가. 전주시 공무원 헌장 제정 운영

960

나.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한
「전주시행정서비스헌장」
개정 운영

961

다. 시민이 공감하는 다양한 친절시책 추진

962

라. 시민참여형 시정위원회 운영

965

마. 외국인 직접 참여하는‘전주 이야기’
UCC제작 전주 홍보

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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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고객감동의 민원행정서비스 구축

967

사. 법제업무

970

아. 정책 품질관리제(실명제)운영

973

3. 투명하고 세심한 생활행정 강화
가. 시민감사관제 운영

975

나. 청렴시정 추진

977

다. 생활민원 적극해결로 시민만족도 향상

979

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981

마.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시행

982

바. 차량등록민원 대기시간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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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자동차번호판제작소 직영운영

984

아. 지방세수 증대
(1) 지방세수 증대

985

(2) 지방세 세무조사를 통한 세수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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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양한 지방세 납세편의제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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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세외수입 증대
(1) 세외수입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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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외수입 납세편의제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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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청렴계약 시민감시관제 운영

995

카. 민간위탁 업무 운영

997

제 6절 국제교류, 우호협력 추진
1. 우호도시 확대 및 국제교류 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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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전주-중국 심양·장춘 국제 우호도시 체결 및 교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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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전주-이탈리아 피렌체 우호도시 체결 및 교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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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전주-중국 전주현 교류도시 체결 및 교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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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대한민국 전주-터키 안탈리아시 국제자매결연 체결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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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대한민국 전주-영국 셰필드 국제교류도시 체결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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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전주-가나자와 자매결연 10주년 기념행사

1009

제 7절 창조적 교육 일등도시 인프라 확충
1. 전주시 평생교육원 힘찬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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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고전번역원 전주분원건립

1014

3. 글로벌 인재육성

1016

4. 마음 놓고 공부할 수 있는 교육여건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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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교육환경 개선사업 추진

1018

나. 학교급식지원과 친환경 우수농산물 공급

1020

5. 평생학습 선진도시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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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인문학도시 전주

1025

7. 한자문화 인재양성사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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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성인학습동아리 지원

1029

9. 서울장학숙(풍남학사)건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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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전주 B-boy 그랑프리 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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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편 부

록

부 록 Ⅰ / 1038
1. 전주시 3最(최고, 최초, 최대)사업

부 록Ⅱ
1. 역대 시장, 부시장 현황

1147

2. 간부공무원 명단

1151

3. 역대 시의회 의원 현황

1154

4. 시장공약사항 추진실적

1158

5. 자치법규 목록

1169

6. 지난 8년간의 주요시정일지

1185

7. 수상실적으로 본 민선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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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민선4,5기 조직개편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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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전주시 기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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