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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내역
(단위 : 천원)

월별 집 행 내 역 금 액 비  고

총      계 471,032

1월

162건 30,810

2015년도 적십자회비 모금운동 분위기 조성 적십자 특별회비 2,000 단일건

시정 공유 및 주요시책 소통·공감 간담 등 17건 2,619

국가예산확보 및 정책발굴 간담 등 20건 4,187

체납 세외수입 특별징수 자주재원 확보 업무협의 등 9건 1,566

지속가능한 전주형 생태도시 조성 방안 협의 등 20건 6,459

복지사각지대 소외계층 지원방안 업무협의 등 16건 2,230

탄소산업 발전 및 기업 투자유치 업무협의 등 16건 2,545

도시공원 및 생태하천 조성 업무협의 등 5건 976

시내버스 요금단일화 및 노선개편 간담 13건 2,172

생태동물원 조성 및 한옥마을 수용태세 개선 협의 등 13건 1,989

전주형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 간담 등 24건 2,529

시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현장행정 8건 1,538

2월

181건 39,390

2015년 국도비사업 및 보조금 예산 관련 간담 1,260 단일건

설 맞이 군장병(제7075부대) 위문 1,000 단일건

설 맞이 군장병(제9585부대) 위문 1,000 단일건

설 맞이 전북경찰청 의경 위문 1,500 단일건

설 맞이 완산경찰서 의경 위문 1,500 단일건

설 맞이 덕진경찰서 의경 위문 1,500 단일건

시정 공유 및 주요시책 소통·공감 간담 등 23건 2,830

국가예산확보 및 정책발굴 간담 등 29건 5,010

체납 세외수입 특별징수 자주재원 확보 업무협의 등 3건 560

전주 역사문화자원 가치창조 협의 등 27건 8,417

복지사각지대 소외계층 지원방안 업무협의 등 20건 2,603

3DP융복합산업 등 전략사업 업무협의 등 22건 3,550

부도임대주택 임차인보호 대책 마련 간담 등 6건 1,629

시내버스 요금단일화 및 노선개편 간담 12건 1,406

생태동물원 조성 및 한옥마을 수용태세 개선 협의 등 12건 1,641

마을기업 활성화 방안 간담 등 9건 1,330

시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현장행정 12건 2,654



- 2 -

3월

206건 38,405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집행위원회 개최 관련 회의 1,126 단일건

치안 및 질서유지 의경대원 노고 격려 1,800 단일건

시정 공유 및 주요시책 소통·공감 간담 등 19건 3,375

국가예산확보 및 정책발굴 간담 등 31건 6,059

체납 세외수입 특별징수 자주재원 확보 업무협의 등 9건 1,365

유네스코 음식창의도시 협력 네트워크 구축 협의 등 29건 9,463

복지사각지대 소외계층 지원방안 업무협의 등 23건 2,517

중소벤처기업 지원시책 업무협의 등 29건 3,021

에코시티 사업구역 시설정비 대책 간담 등 8건 1,765

대중교통 활성화 방안 간담 14건 1,588

생태동물원 조성 및 한옥마을 수용태세 개선 협의 등 19건 2,346

마을기업 활성화 방안 간담 등 20건 2,471

시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현장행정 6건 1,509

4월

203건 36,417

35사단 군장병 위문 1,000 단일건

시정 공유 및 주요시책 소통·공감 간담 등 24건 2,632

국가예산확보 및 정책발굴 간담 등 25건 5,799

체납 세외수입 특별징수 자주재원 확보 업무협의 등 6건 1,082

밝은사회 풍토 조성 등 애향운동 전개 협의 등 21건 7,487

복지사각지대 소외계층 지원방안 업무협의 등 13건 1,723

생활체육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간담 등 35건 4,791

선미촌 기능전환사업 업무협의 등 9건 1,923

대중교통 활성화 방안 간담 12건 1,515

생태동물원 조성 및 한옥마을 수용태세 개선 협의 등 16건 2,419

마을기업 활성화 방안 간담 등 20건 2,626

시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현장행정 21건 3,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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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78건 33,924

시정 공유 및 주요시책 소통·공감 간담 등 16건 2,097

국가예산확보 및 정책발굴 간담 등 16건 3,419

체납 세외수입 특별징수 자주재원 확보 업무협의 등 7건 1,273

효성 부도임대주택 임차인 보호 관계기관 협약 등 27건 10,477

복지사각지대 소외계층 지원방안 업무협의 등 22건 2,428

전주국제영화제 관련 업무협의 등 32건 4,669

도시활력증진사업 공모평가 간담 등 8건 2,150

명품 시내버스 운행 추진 업무협의 등 13건 2,061

생태동물원 조성 협의 등 9건 908

마을기업 활성화 방안 간담 등 13건 1,470

시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현장행정 15건 2,972

6월

197건 35,242

현대자동차 고객단 전주 방문 특산품 1,440 단일건

공동현안 상호협력 및 상생발전을 위한 전북시군의장단 간담 1,780 단일건

전주대사습놀이 전국대회 위상확립 방안 마련 간담회 1,292 단일건

시정 공유 및 주요시책 소통·공감 간담 등 23건 2,619

국가예산확보 및 정책발굴 간담 등 17건 2,779

북한이탈주민지원 실무 간담 등 9건 1,647

메르스 피해확산 예방 대응 업무협의 등 17건 5,837

복지사각지대 소외계층 지원방안 업무협의 등 29건 3,296

명품전통시장 조성을 위한 유관기관 업무협의 등 28건 3,195

도시개발사업 관련 업무협의 등 7건 1,532

시내버스 회차지 조성 및 이전 간담 등 17건 1,849

생태동물원 조성 및 한옥마을 수용태세 개선 협의 등 22건 4,421

마을기업 활성화 방안 간담 등 13건 1,330

시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현장행정 12건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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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09건 46,767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분석 합동 연찬회 1,470 단일건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분석 합동 연찬회 참석자 기념품 2,500 단일건

전주오픈국제태권도대회 참가 해외 선수단·임직원 간담 2,000 단일건

전주오픈국제태권도대회 참가 해외 선수단·임직원 기념품 2,000 단일건

헝가리 무궁화 한국전통무용단 전주 공연 기념품 1,410 단일건

시정 공유 및 주요시책 소통·공감 간담 등 17건 1,787

국가예산확보 및 정책발굴 간담 등 40건 6,431

체납 세외수입 특별징수 자주재원 확보 업무협의 등 8건 928

민선 6기 1주년 맞이 '휴먼플랜 5G' 시정방향 간담회 등 31건 10,036

복지사각지대 소외계층 지원방안 업무협의 등 25건 3,418

메르스 극복 경제활성화를 위한 소상공인 간담 등 29건 5,249

에코시티 도시정책방향 워크숍 등 9건 3,008

전주·완주 요금단일화 및 노선개편 간담 등 12건 1,485

메르스 예방 및 방역소독 간담 등 11건 1,980

온두레 공동체 사업 추진 간담 등 12건 1,405

시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현장행정 10건 1,660

8월

177건 27,059

시정 공유 및 주요시책 소통·공감 간담 등 18건 2,532

국가예산확보 및 정책발굴 간담 등 18건 1,802

자원봉사 활성화 및 봉사활동 지원 간담 등 9건 1,309

지역주민 안전 및 범죄예방 대책 마련 업무협의 등 26건 7,063

복지사각지대 소외계층 지원방안 업무협의 등 15건 2,233

3DP융복합산업 등 전략사업 업무협의 등 25건 3,699

효성 부도임대주택 임차인 보호 관계기관 간담회 등 4건 1,008

불법주정차 근절 대책마련 간담 등 12건 1,846

생태동물원 조성 및 한옥마을 수용태세 개선 협의 등 18건 1,842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 개최 협의 등 22건 1,973

시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현장행정 10건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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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05건 47,543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 개최 기자 간담회 1,200 단일건

추석 맞이 군장병(제7075부대) 위문 1,000 단일건

추석 맞이 군장병(제9585부대) 위문 1,000 단일건

추석 맞이 전북경찰청 의경 위문 1,500 단일건

추석 맞이 완산경찰서 의경 위문 1,500 단일건

추석 맞이 덕진경찰서 의경 위문 1,500 단일건

시정 공유 및 주요시책 소통·공감 간담 등 12건 2,002

국가예산확보 및 정책발굴 간담 등 23건 3,880

자원봉사 활성화 및 봉사활동 지원 간담 등 8건 1,641

수요자 중심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관학 협력 간담 등 31건 10,088

복지사각지대 소외계층 지원방안 업무협의 등 23건 3,967

탄소산업 투자유치 활성화 업무협의 등 26건 5,070

전주시·LH 동반성장을 위한 업무협약 등 7건 1,203

시내버스 노선개편 간담 등 18건 2,461

공공보건의료사업 활성화를 위한 간담 등 15건 2,695

전주 첫 마중길 조성사업 관련 간담 등 12건 1,175

시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현장행정 24건 5,661

10월

204건 40,371

전라북도 도·시·군 공무원 체육대회 참여자 상생 교류 간담 2,500 단일건

지방행정연수원 고위정책과정 연수생 벤치마킹 현장방문 간담 1,200 단일건

시정 공유 및 주요시책 소통·공감 간담 등 21건 2,911

국가예산확보 및 정책발굴 간담 등 17건 3,447

체납 세외수입 특별징수 자주재원 확보 업무협의 등 12건 2,322

전주시-모로코간 지역 문화예술 분야별 교류방안 간담등 40건 9,513

복지사각지대 소외계층 지원방안 업무협의 등 15건 2,422

탄소기업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간담 등 30건 5,807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방안 간담 등 7건 1,458

전주·완주 요금단일화 및 노선개편 간담 등 13건 2,228

생태동물원 조성 및 한옥마을 수용태세 개선 협의 등 등 19건 3,024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 간담 등 12건 1,034

시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현장행정 16건 2,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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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91건 35,154

해외 자매결연도시 전주한지 우수성 홍보 우호협력 특산품 1,650 단일건

시정 공유 및 주요시책 소통·공감 간담 등 19건 2,139

국가예산확보 및 정책발굴 간담 등 12건 2,573

자원봉사 활성화 및 봉사활동 지원 간담 등 10건 995

영국 브리스톨시 방문 생태도시 구축 우수사례 벤치마킹 협의 등 22건 6,965

복지사각지대 소외계층 지원방안 업무협의 등 21건 2,985

생활문화예술동호회 활성화를 위한 간담 등 31건 4,138

도시발전을 위한 유관기관 협력 간담 등  8건 2,453

시내버스 노선개편 간담 등 5건 992

생태동물원 조성 전문가 간담 등 24건 4,649

전주 첫 마중길 조성사업 관련 간담 등 24건 2,341

시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현장행정 14건 3,274

12월

287건 59,950

시정 공유 및 주요시책 소통·공감 간담 등 31건 6,665

국가예산확보 및 정책발굴 간담 등 31건 8,529

북한이탈주민지원 실무 간담 등 15건 3,415

영국 브리스톨시 및 이탈리아 피렌체 방문 교류방안 협의 등 44건 9,465

복지사각지대 소외계층 지원방안 업무협의 등 20건 3,952

전주 제휴푸드 협약 추진 업무협의 등 51건 9,491

국제안전도시만들기 관련 업무협의 등 14건 3,941

시내버스 노선개편 간담 등 13건 2,643

생태동물원 조성 및 한옥마을 수용태세 개선 협의 등 등 30건 5,454

전주도시혁신센터 운영방안 논의 등 19건 1,591

시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현장행정 19건 4,8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