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2016년 2015년 증  감

합계 13,403 12,834 ↑569(4.4%)

일반회계 11,469 10,850 ↑619(5.7%)

특별회계 1,934 1,984 △50(△2.5%)











전주정신































그랑프리대회 전주비빔밥 축제

축구비빔밥 출시,
축구의 거리 조성 등







산





3단계 도시주거환경개선
- ’14∼’17, 2개 구역(풍남초교인근, 강당재), 66.4억원
- 도로개설 5개소, 주차장 5개소, 공원 2개소 등

농촌주거환경개선 - 농촌동 마을안길, 하수도 등 기반시설 개선 및 확충, 4억원

빈집 정비
- 전주시 일원, 12개동, 2억원
- 도시지역 내 폐·공가 정비

동산동 우리마을 가꾸기
- ’16∼’19, 동산동 일원, 60억원
- 이야기길 조성 2개소, 복합커뮤니티센터건립, 주민프로그램 운영 등



 







































R&D
(1,805억원)

ㆍ표준화 기술개발 사업 등 16개 과제

인프라 및 기술지원
(1,000억원)

ㆍ자동차 탄소복합소재·부품상용화 토탈솔루션 센터

ㆍ전기자동차용 탄소복합소재·부품 경량화 실증사업

ㆍ탄소소재·부품 Tech-Biz 지원 플랫폼 구축사업

단지조성
(2,280억원)

ㆍ탄소특화단지 825천㎡(25만평)













▒ 모두가 함께 누리는 체육시설 확충 

▒ 시민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생활체육 활성화 

▒ 국제·전국규모대회 유치·개최로 체육 저변 확대

● 장애인 체육복지를 위한 장애인 전용체육관 건립

●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참여 프로그램 확대

● 국제대회(3개)

-’15∼’17, 송천동 일원, 91억원, 다목적체육관 4,500㎡ 등

- 생활체육 동호인 주말리그 운영 (12개 종목, 500여개 클럽, 연 52,000명, 2.5억원)

- 생활체육 광장지도 및 교실운영(130개소, 4억원)

- 2016 전주월드인라인마라톤대회, 2016 전주오픈국제태권도 대회, 아시아국제초청 

   넷볼대회

● 생활권역별 체육공간 확대

● 저소득층 자녀 스포츠강좌이용 지원

● 전국대회(13개)

● 각종 공공체육시설 개보수로 시민 여가 활성화

● 시민 욕구를 충족하는 소규모 동네 체육시설 확충

- 전주 국민체육센터 건립 : ’14∼’17, 평화동 일원, 110억원

- 동남권 생활축구장 조성 : ’13∼’16, 색장동 일원, 46억원

- 14개 종목 120개소, 연 4,800명

- 제45회 문체부장관기 전국학생사이클대회, 제35회 대통령배 수영대회, 제10회 전국

   스쿼시선수권 대회, 2016 우수팀초청 전국유도대회 등

- 덕진체련공원 등 6개소, 3억원

- 동네 인근 족구장, 농구장 등 10개소, 10억원

● 시장기 대회(51개)

- 엘리트 : 전주시장배 검도대회 등 20개 대회

- 생활체육 : 전주시장배 생활체육스쿼시대회 등 31개 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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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주시설 장애인 탈시설화 지원

▒ 실질적 장애인 인권 증진 추진 

● 탈시설 유도를 위한 체계적인 준비로 지역사회 전환 구축

● 장애인 가족지원·인권센터 운영

- 전주시 장애인 거주시설 5개소, 117명 탈시설 자립지원

   * ’15년/40명, ’16년/8명, ’17년/25명, ’18년/25명, ’19년/19명

- 전주자림원, 자림인애원 시설폐쇄(’15.5.1)

- 가족내 문제해결, 사례관리, 교육, 상담, 돌봄 및 휴식 지원 등 

● 소규모 자립생활 지원 주거공간 지속확충

- ’19년까지 체험홈(11개소), 공동생활가정(8개소), 자립생활주택(15개소)확충

● 전주시 장애인 중장기 마스터플랜 수립

- 전주시에 거주하는 모든 장애인에 대한 복지 욕구조사를 실시하여 장애 유형별 

   중·장기 계획 수립

- 전주시 재가장애인 욕구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15.10∼’16.2)

▒ 장애인 일자리 지원 및 일상 생활환경 조성 

● 장애인 일자리 확대 : 326명 (’15, 270명) 

- 복지일자리사업 등 284명, 저소득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등 신규사업 42명

● 장애인 활동 지원  

- 장애인 850명(활동지원등급 1∼4급판정자, 등급외의 자), 활동보조, 방문목욕 등

공동생활가정

자립생활주택
장애인거주시설 자립생활 체험홈

자립생활 
희망장애인 

선정

·거주기간 : 6월~2년

·거주인원 : 3~4명

·자립생활 체험과 훈련

·거주기간 : 2년~5년

·거주인원 : 4명 이내

·지역사회로의 독립을
   위한 자립생활 실천

지역사회 자립

·시설퇴소자 자립금 
   지원

·지역사회 자원연계

·사후관리 및 지원

< 탈시설화 지원체계 >

●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확대  

- 교통약자 버스 1대, 콜택시 4대 신규지원

● 가칭) 전주시 어울림센터 설립  

-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리는 사회통합형 공간으로 추진

- ’14∼’18, 3,300㎡, 문화여가시설, 편의시설, 재활교육시설, 인권센터 등

장애인 인권도시로 가는 기틀 마련

632016년 전주시정, 이렇게 이끌어가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