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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재정성과 / 평가

9-1. 성과보고서

성과보고서란 자치단체가 부서별로 성과목표·지표를 사전에 설정하고, 목표치 

달성여부 등의 성과정보를 제공하는 보고서입니다.

  - 전주시는 본 회계연도의 ‘사람의도시 품격의전주’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성과보고서’에 ‘비전-전락목표(19개)-정책사업목표(131개)’로 구성된 성과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또한, 성과목표의 성과 달성 여부를 측정하기 위하여 총 131개의 정책사업목표와 

261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성과지표마다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치를 설정

하였습니다.

전주시 성과지표 달성현황

                                                                 (단위 : 개, 백만원)

실국명

성과목표 결산액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성과 달성도
결산액 전년도

결산액
비교
증감개수 지표수 초과 달성 미달성

계 19 131 261 33 201 27 1,297,411 1,201,738 95,673

공보담당관 1 1 1 0 1 0 1,078 761 317

감사담당관 1 1 1 0 1 0 194 185 9

시민소통담당관 1 2 4 3 1 0 1,562 1,590 △28

시민안전담당관 1 2 4 1 3 0 33,286 23,483 9,803

기획조정국 1 13 31 6 22 3 141,111 131,687 9,424

복지환경국 1 15 21 2 16 3 524,472 483,164 41,308

문화관광체육국 1 13 31 0 27 4 126,984 96,601 30,383

생태도시국 1 12 22 1 17 4 84,666 81,658 3,008

사회적경제지원단 1 5 10 1 9 0 21,864 21,620 244

시민교통본부 1 6 11 1 9 1 87,424 80,984 6,440

신성장산업본부 1 9 11 1 8 2 45,087 48,574 △3,487

보건소 1 3 11 2 8 1 26,891 27,387 △496

농업기술센터 1 1 7 1 4 2 3,706 3,799 △93

기타사업소 1 3 4 0 3 1 15,284 16,958 △1,6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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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결산액은 성과평가의 대상이 되지 않는 사업에 대한 결산액도 포함한 총계입니다.

 ▸ 초과달성(130% 이상), 달성(100～130% 미만), 미달성(100% 미만)

9-2. 복식부기 재무제표

본 표는 복식부기 재무제표 상의 자산 및 부채, 비용과 수익에 대한 요약정보

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복식부기 재무제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6년 2017년 증  감 유사 지자체 평균

자산 총계 9,917,121 10,230,159 313,038 11,901,397

부채 총계 314,361 289,181 △25,180 226,962

비용 총계 1,295,344 1,368,511 73,167 1,489,489

수익 총계 1,459,750 1,560,372 100,622 1,766,913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찾아보세요(www.jeonju.go.kr / 재정공시)

 복식부기 재무제표 항목
  - 재무제표

  -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 필수 보충정보

  - 부속 명세서

실국명

성과목표 결산액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성과 달성도
결산액 전년도

결산액
비교
증감개수 지표수 초과 달성 미달성

완산도서관 1 1 4 1 2 1 9,204 10,140 △936

덕진도서관 1 1 3 1 2 0 4,952 4,724 228

의회사무국 1 1 3 0 3 0 5,166 5,724 △558

완산구청 1 21 42 8 30 4 87,729 86,789 940

완산구 동 0 0 0 0 0 0 1,083 1,060 23

덕진구청 1 21 40 4 35 1 74,790 73,988 802

덕진구 동 0 0 0 0 0 0 878 86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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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기금 성과분석결과(2017년 기금 성과분석결과)

 기금성과분석이란 기금운용의 투명성･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매년 전체 기금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주민과 지방의회에 공개하는 제도로서, 다음 표는 우리 

전주시의 기금이 얼마나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비교한 것

입니다.

구  분
우리 
자치
단체

유사 
단체 
평균

바람
직한 
방향

지표의 의미

기  금

정  비

기금 정비율
(금액 기준)

1.76% 2.8% ↓
일반회계 세입 총액 대비 기금 총액의 비율이
낮을수록 바람직

기금 정비율
(수 기준)

6개 5.5개 ↓ 기금 수가 적을수록 바람직

일몰제 적용률 100.0% 99.0% ↑
개별 법령에 설치를 의무화한 기금 외에 일몰제를
규정한 기금 수의 비율

기  금

운용의 

건전성

채권관리 적정성 88.3% 27.8% ↓
기금채권 총액 대비 이행기간이 도래하였으나
징수하지 못한 채권의 비율

일반･기타특별
회계 의존율

9.83% 5.6% ↓ 일반․기타특별회계에서 개별기금으로 전입한 비율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81.43 72.50 ↑
기금별 위원회의 운용 실적으로, 관련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유도하기 위한 지표

기  금

운용의 

효율성

계획 대비 
기금 집행률

81.4% 69.5% ↑
연초 계획대비 집행실적이 높을수록 기금의
효율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함

경상적 
경비비율

0% 0.73% ↓ 기금 총 지출액 중 경상적 경비의 비율

가 점 0 0.60 ↑ 불필요한 기금 폐지·유사기금 통합, 통합관리기금 설치

 ▸ 위 표는 2016회계연도 기금운용에 대한 2017년 기금 성과분석결과입니다.

 ▸ 2017회계연도 기금운용에 대한 2018년 성과분석 결과는 결과 확정 후 별도

    수시 공시하겠습니다.(2019.2월 예정)



60 2018년 전주시 지방재정공시

9-4. 재정분석 결과(2017년 재정분석 결과)

분    야 (분석지표) 발전방향 전 주 시 전국평균 유사 지자체 평균

Ⅰ. 건전성

 1. 통합재정수지비율 ↑ 11.16% 5.52% 8.71%

 2. 경상수지비율 ↓ 56.98% 68.14% 57.11%

 3. 관리채무비율 ↓ 11.20% 9.33% 4.72%

 4. 환금자산대비부채비율 ↓ 62.90% 53.74% 37.51%

 5. 통합유동부채비율 ↓ 12.26% 26.10% 12.45%

 6. 공기업부채비율 ↓ 25.69% 57.93% 13.28%

 7. 총자본대비영업이익률 ↑ 0.49% △0.59% △1.50%

Ⅱ. 효율성

 8. 지방세수입비율 ↑ 20.11% 24.11% 27.50%

  8-1. 지방세수입증감률 ↑ 7.70% 11.54% 11.46%

 9. 경상세외수입비율 ↑ 3.24% 1.78% 3.06%

  9-1. 경상세외수입증감률 ↑ 3.63% 6.23% 7.91%

 10. 지방세징수율 ↑ 95.49% 97.30% 95.23%

  10-1. 지방세징수율제고율 ↑ 1.0023 0.9997 1.0036

 11. 지방세체납액관리비율 ↓ 1.36% 1.87% 2.89%

  11-1. 지방세체납액증감률 ↓ 36.88% 21.36% 23.52%

 12. 세외수입체납액관리비율 ↓ 0.82% 1.23% 2.66%

  12-1. 세외수입체납액증감률 ↓ 31.30% 12.37% 33.56%

 13. 탄력세율적용노력도 ↑ 1.0000 0.9994 0.9990

 14. 지방보조금비율 ↓ 9.84% 7.55% 9.90%

  14-1. 지방보조금증감률 ↓ 5.34% 3.71% 5.75%

 15. 출자출연전출금비율 ↓ 3.16% 2.48% 3.43%

  15-1. 출자출연전출금증감률 ↓ △4.55% 0.64% 26.32%

 16. 지방의회경비절감노력도 ↓ 100.86% 91.76% 98.36%

 17. 업무추진비절감노력도 ↓ 79.65% 79.72% 86.64%

 18. 행사축제경비비율 ↓ 0.47% 0.45% 0.64%

  18-1. 행사축제경비비율증감률 ↓ △17.45% 2.26% 6.44%

 19. 민간위탁금비율증감률 ↓ 3.61% △5.97% △10.60%

‣ 위의 표는 2016회계연도 재정운영에 대한 2017년 재정분석 결과입니다. 

‣ 2017회계연도 재정운영에 대한 2018년 재정분석 결과는 결과 확정 후 별도

  수시 공시하겠습니다.(2019.2월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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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수사례 및 관련지표

□ 지방보조금비율: 9.84%

◯ 행사성 경비의 절감 및 일몰제 운영 등으로 지방보조금을 적절하게 관리하고 있음

◯ 다만, 세출결산액은 178억원 감소했지만, 사회복지비 및 보조사업 등의 증가로,

   전년도에 비해 세출에서 차지하는 지방보조금 비율은 동종 자치단체의 증가율에

   비해 다소 높은 수준임

◯ 현재 사업부서 중심의 지방보조금의 성과평가를 객관적, 중립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평가 결과를 엄정하게 적용하는 것이 필요함

□ 행사축제경비비율: 0.47%

◯ 행사축제경비비율증감률의 경우 2015년 △52.77%, 2016년 △17.45% 등으로

   매년 행사축제경비를 지속적으로 축소하고 있음

◯ 유사·중복축제 통폐합, 사전심사제 강화 그리고 사전 예산절약 가이드라인(5%)

   운영 등으로 행사축제경비비율이 우수한 수준임

◯ 다만 아직 일회성 행사와 불요불급한 행사가 일부 추진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축소 여지가 남아 있음

□ 출자출연전출금비율: 3.16%

◯ 현재의 출자출연전출금 비율도 양호하지만, 2015년 △6.50%, 2016년 △4.55% 등

   매년 출자출연전출금을 지속적으로 축소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 2016년에 다소 증가한 이유는 신규 출연기관인 전주 푸드종합지원센터의

   설립에 의한 것으로,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님

◯ 뿐만 아니라 상수도 맑은 물 공급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전출금 역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어 출자출연전출금비율은 당분간 매우 우수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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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흡사례 및 개선사항

□ 공기업부채비율: 25.69%

◯ 공기업부채비율은 전년도 대비 196억원이 감소 및 자기자본 272억원이 증가하여,

   전년도 공기업 부채비율 29.51%에서 25.69%로 개선되었으나, 아직 동종자치단체 

   평균인 17.66%에 비해 높은 수준임

◯ 2016년 공기업 지방채 4,900백만원을 조기 상환하였고, 2017년에도 21,100백만원을

   상환하기 때문에 공기업 부채비율은 향후 나아질 것으로 판단됨

◯ 다만 공기업 하수관거정비 BTL잔액이 44,814백만원(2016년말 기준) 남아 있어,

   공기업 부채비율의 문제는 장기화 될 전망임

◯ 그러므로, 신규 지방채 발행을 최대한 억제하고 세계잉여금 등을 활용하여,

   나머지 부채의 조기상환에 주력할 필요가 있음

□ 민간위탁금비율증감률: 3.61%

◯ 전년도에는 △2.30%로 매우 우수한 수준에서 2016년 3.61%로 높아졌고,

   동종 자치단체 평균인 △4.74%에 비해서도 매우 높은 수준임

◯ 민간위탁금이 증가한 이유는 2016년 신규 위탁시설인 전주첨단벤처단지를

   포함하여 3개소가 증가한 것 외에도, 위탁시설에 대한 종사자 처우개선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됨

◯ 전주시에는 문화시설(12개소), 사회복지시설(15개소), 청소년시설(8개소),

   어린이시설(3개소), 기타(근로자종합복지관, 영화제작소, 소각자원센터 등

   13개소)이 있는 바, 향후 인건비 등 경상적 경비의 증가가 예상된다는

   점에서 민간위탁금이 더 증가될 가능성이 있음

◯ 신규 민간위탁시설에 대해서는 타당성 검증 그리고 기존 시설의 연장 시점에서는

   지침에 규정된 성과평가를 보다 엄중하게 실시할 필요가 있음

□ 개선사항

◯ 전주시는 지방세 수입 및 세외수입이 비교적 안정된 자치단체이며,

   세출관리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증감률을 기초로 판단할 때,

   이러한 상황의 지속화를 담보하기는 어려울 수 있음

◯ 경상비용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며, 부채도 BTL의 상환기한이 장기적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경상비용 및 부채관리에 보다 많은 노력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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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 분석지표별 산정공식

지 표 명 산   식 속성 지표값 설명

 1. 통합재정수지비율 (세입 - 지출 및 순융자) / 통합재정규모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운영의 건전성이 우수함

 2. 경상수지비율 경상비용/경상수익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 건전성이 낮음

 3. 관리채무비율 지방채무잔액(BTL 지급액 포함)/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구조가 건전함

 4. 환금자산대비부채비율 부채총계 / 환금자산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채무부담 능력이 높은 것으로 판단

 5. 통합유동부채비율 유동부채 / 유동자산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정건성이 우수함 

 6. 공기업부채비율 부채총액/자기자본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구조가 건전함

 7. 총자본대비영업이익률 영업이익/총자본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영업실적이 우수, 재정안정성이 우수함

 8. 지방세수입비율(증감률)  3년평균 지방세수입징수액 / 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지방세수입 확충을 위한
자구노력이 높음

 9. 경상세외수입비율(증감률)  3년평균 경상세외수입징수액 / 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경상세외수입 확충을 위한 
자구노력이 높음

10. 지방세징수율(제고율) 지방세실제수납액 / 지방세징수결정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징수노력이 높음

11. 지방세체납액관리비율(증감
률) 지방세체납누계액 / 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체납 지방세관리 및 축소노력이 높음

12. 세외수입체납액관리비율(증감률)  세외수입체납누계액 / 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체납 세외수입관리 및 축소노력이 높음

13. 탄력세율적용노력도 적용세율로 징수한 과세총액 / 지방세법상 표준세율로 산
출한 과세총액 ↑ 탄력세율을 활용하여 지방세를 추가 확보할수록 세입

확충 노력이 높은 것을 의미

14. 지방보조금비율(증감률) 지방보조금결산액 / 세출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정운영의 탄력성과 유연성이 높음

15. 출자․출연․전출금비율(증감률) 출자․출연․전출금결산액 / 세출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정부담이 낮음

16. 지방의회경비절감노력도 지방의회경비 결산액/지방의회경비 기준액 × 100 ↓ 지표값이 낮을수록 의회경비 절감노력이 높음

17. 업무추진비절감노력도 업무추진비 결산액/업무추진비 기준액 × 100 ↓ 지표값이 낮을수록 업무추진비 절감노력이 높음

18. 행사축제경비비율(증감률) 행사축제경비 / 세출결산액  × 100   ↓ 행사·축제경비의 비중이 감소할수록 재정운영 절감
노력이 높음

19. 민간위탁금비율증감률 (2016년 민간위탁금비율 – 2015년 민간위탁금비율) / 
2015년 민간위탁금비율  ↓  민간위탁금으로 지출하는 금액의 전년도 대비 비율이 

감소할수록 자치단체의 재정운영 절감노력이 높음

20. 재정법령준수
지방재정법,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지방계약법, 지방회게
법 위반 사례 파악, 재난관리기금전출금 및 지역상생발전
기금전출금 확보 여부 파악

페널티 법령 위반시, 전출금 미확보 시 감점

21. 재정공시노력도 공시방법·수단의 다양성, 주민이해 증진을 위한 노력 등을 파악 인센티브 재정투명성을 강화하도록 유도하며, 재정공시에 대한 
주민 접근성 향상을 위한 노력도를 파악하여 가점

22. 재정분석대응도 자료입력 기한 준수, 정확성 등을 파악 페널티  지방재정분석 업무 수행에 있어서 입력기한 미준수나 
자료 누락, 오류 시 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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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재정건전화계획 및 이행현황 : 해당없음.

지방재정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재정진단 결과를 토대로 행정안전부로부터 

재정건전화계획의 수립 및 이행을 권고 받은 자치단체에 한하여 작성합니다.

9-6 성인지 결산현황 

성인지 결산은 성인지 예산이 여성과 남성의 예산 수혜에 어떤 영향을 미쳤으며, 

성차별 개선에 어떤 역할을 하였는지를 평가·점검하여 그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제도입니다.

   - 일례로 여성 취업지원 사업의 경우, 예산 집행결과를 양성평등 관점에서 성평등 

효과를 분석하여 불평등하다고 할 때, 그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방법입니다.

성인지 결산은 2012년부터 시범 운영, 2013년부터 본격 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우리 전주시의 2017년 성인지결산 대상사업의 집행실적 및 성평등 

효과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률(%)

총  계 73,542 70,107 95.33

여성정책추진사업 43,850 43,573 99.37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29,277 26,158 89.34

자치단체 특화사업 415 376 90.67

 ▸ 2017년 성인지결산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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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행사·축제 원가회계 정보

행사·축제 원가회계정보란 행사·축제 성격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직·간접적으로 

투입한 모든 재원의 정보를 의미합니다. 

   작년 전주시에서 추진한 행사·축제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총괄현황
(단위 : 건, 천원)

연도별

전체 행사·축제 
현황

집행액 1천만원 이상 
행사·축제 현황

집행액 1천만원 미만 
행사·축제 현황

건수 집행액 건수 집행액 순원가 건수 집행액 순원가

당해연도
(2017)

148 8,676,803 60 8,191,012 5,727,354 88 485,791 356,081

전년도
(2016)

113 8,192,413 56 7,845,352 5,637,352 57 347,062 328,062

증감 35 484,389 4 345,660 90,002 31 138,730 28,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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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에 개최한 모든 행사·축제 현황
(단위:건, 천원)

연
번

유형
구분 행사・축제명 개최기간 주요내용

원가정보
소관
부서

전화
번호

총원가(a) 사업수익
(b)

순원가
(c)=(a)-(b)

1 ③ 온고을 건강걷기 대회 2017.09.16.
~2017.09.16. 걷기행사 및 건강 체험 부스 운영 20,000 12,000 8,000 건강증

진과
063-281
-6312

2 ④ 전주한지문화축제 2017.05.19.
~2017.05.21.

개폐막식, 대한민국한지예슬대
전, 한지산업관, 한지관련 체험 
및 이벤트, 공연 등

213,750 0 213,750 관광산
업과

063-281
-2577

3 ② 전주비빔밥축제 2017.10.26.
~2017.10.29.

전주대표음식 비빔밥 활용 대형 
비빔퍼포먼스, 비빔전설,  전국
요리경연대회, 문화공연, 모여라 
비빔밥, 체험

500,000 50,000 450,000 관광산
업과

063-281
-2381

4 ② 전주한지패션대전 2017.05.19.
~2017.05.21.

-전주한지패션경진대회
-전주한지 국제패션쇼
-코스튬플레이패션쇼

21,613 0 21,613 관광산
업과

063-281
-2931

5 ③ 전주 B-boy 그랑프리 2017.05.20.
~2017.05.28. B-boy 배틀, DJ파티, 특별공연 등 118,000 0 118,000 교육청

소년과
063-281
-2254

6 ⑤ 전주국제영화제 2017.04.27.
~2017.05.06.

58개국 229편 영화상영, 공연,  
개막식, 폐막식, 시상식, 전시, 
이벤트 등

3,180,000 680,000 2,500,000 문화정
책과

063-281
-2073

7 ④ 전주대사습놀이
전국대회

2017.09.08.
~2017.09.11. 국악경연대회, 축제한마당 500,000 350,000 150,000 문화정

책과
063-281
-2680

8 ④ 전국 온고을미술대전 2017.08.01.
~2017.10.31.

전국 규모의 부분별 미술 
공모전, 시상 42,750 0 42,750 문화정

책과
063-281
-2532

9 ④ 전주전통공예
전국대전

2017.12.12.
~2017.12.22.

-목칠, 도자, 한지, 금속, 서각 등 9개
 분야 전통공예 작품 접수 및 시상
-수상작 전시 및 도록 제작

51,300 0 51,300 문화정
책과

063-281
-2225

10 ④ 전국고수대회 2017.04.22.
~2017.04.23. 고수 경연대회, 시상 9,500 0 9,500 문화정

책과
063-281
-2532

11 ④ 조선조 과거재현 2017.06.15.
~2017.06.15. 전국 한시백일장 대회 9,500 0 9,500 문화정

책과
063-281
-2532

12 ④ 길문화 축제 2017.11.11.
~2017.11.12. 옛길 걷기, 전통 상여놀이 등 9,500 0 9,500 문화정

책과
063281
2532

13 ④ 창암 전국서화
백일대상전

2017.10.21.
~2017.11.24. 전국규모 휘호대회 6,000 0 6,000 문화정

책과
063-281
-2532

14 ④ 전국 시조가사가곡
경창대회

2017.05.18.
~2017.05.19. 각 부문별 전국시조경창대회 9,000 2,000 7,000 문화정

책과
063-281
-2532

15 ④ 한옥마을과 함께
하는 정가 대축제

2017.12.02.
~2017.12.08. 정가발표회 및 정가경창대회 12,825 0 12,825 문화정

책과
063-281
-2532

16 ④ 전주예술제 2017.09.21.
~2017.09.23. 10개 회원단체 공연 및 전시 50,000 0 50,000 문화정

책과
063-281
-2532

17 ④ 전주 연꽃문화제 2017.07.15.
~2017.07.16.

기념식, 연꽃가요제, 문화예
술 공연, 체험마당 34,000 14,000 20,000 문화정

책과
063-281
-2532

18 ③ 전주천섶다리 축제 2017.09.01.
~2018.05.31.

전주천 섶다리 설치, 사생
대회, 문화행사 등 12,000 4,000 8,000 문화정

책과
063-281
-2532

19 ④ 모악산진달래
화전축제

2017.04.01.
~2017.06.30.

-전시 프로그램 : 화전, 고(古)기와,
 전년도 그림그리기 우수작
-경연 프로그램 : 그리기 대회, 
 글짓기 대회, 사진촬영/UCC 대회
-공연 프로그램 : 농악, 풍물, 품바,  
 어린이댄스, 가수공연 등
-체험 프로그램 : 화전만들기, 다도, 
 페이스페인팅, 비석치기 등

7,000 0 7,000 문화정
책과

063-281
-2532

20 ④ 뫼솔 가야금병창 
및 기악전국대회

2017.10.14.
~2017.10.15. 가야금병창 및 기악 전국대회 11,000 0 11,000 문화정

책과
063-281
-2532

21 ④ 전국 품바왕
선발대회

2017.06.10.
~2017.06.10. 전국 품바공연 공연 27,000 0 27,000 문화정

책과
063-281
-2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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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번

유형
구분 행사・축제명 개최기간 주요내용

원가정보
소관
부서

전화
번호

총원가(a) 사업수익
(b)

순원가
(c)=(a)-(b)

22 ④ 한국국악대제전 2017.06.17.
~2017.06.18. 전국 시조 경창대회 및 시상 17,100 0 17,100 문화정

책과
063-281
-2532

23 ④ 전주 용왕제 2017.06.16.
~2017.06.17.

용왕순당, 용왕대제, 용왕
굿, 기원등 띄우기 4,500 0 4,500 문화정

책과
063-281
-2532

24 ③ 평화동 난전뜰
어울림 축제

2017.10.02.
~2017.10.02.

문화공연, 마을운동회, 노래 
및 장기자랑 5,000 0 5,000 문화정

책과
063-281
-2532

25 ③ 한옥마을 통기타
라이브 음악풍경

2017.11.05.
~2017.11.05.

시민과 관광객이 즐길 수 있는 
가수들의 통기타 라이브 공연 4,400 4,400 0 문화정

책과
063-281
-2532

26 ③ 대한민국 청소년
트로트 가요제

2017.07.01.
~2017.07.01. 트로트 경연 및 시상 9,500 0 9,500 문화정

책과
063-281
-2532

27 ④ 전북 청소년
차예절 경연대회

2017.10.14.
~2017.10.14.

절하기, 한복입기, 다례경연대
회, 다식, 다례 등 체험 5,000 0 5,000 문화정

책과
063-281
-2532

28 ④ 전주한식문화
미디어사진전

2017.05.20.
~2017.05.25.

-전주로컬문화사진전
-젊은작가 초대전 10,000 0 10,000 문화정

책과
063-281
-2532

29 ① 장애인 연합체육대회 2017.11.13.
~2017.11.13.

-전주시장애인단체총연합회 10개
 단체별 1종목씩 체육대회 개최
-문화행사 축하공연 및 장기자랑 등
 문화행사 개최

9,500 0 9,500 생활복
지과

063-281
-2315

30 ① 어버이날 행사 2017.05.17.
~2017.05.17.

식전행사, 기념식(표창, 기
념사, 축사), 축하공연 등 9,500 0 9,500 생활복

지과
063-281
-2317

31 ① 노인주간 행사 2017.08.31.
~2017.10.31.

노인의날 행사, 노인 게이트볼 대
회, 노인복지 기관 종사자 워크샵 47,500 0 47,500 생활복

지과
063-281
-2317

32 ① 효문화장려사업 2017.10.01.
~2017.12.29.

-한마음대회 개최:효행대상 시상식
-효 골든벨 대회 개최
 (초.중.고등학생 올바른 인성 지도)
-각 학교, 일반인 대상 효의 개념 특강

9,500 0 9,500 생활복
지과

063-281
-2317

33 ⑥ 에너지의날 행사 2017.08.26.
~2017.08.26.

-에너지의날 기념식(축사 및 퍼포먼스)
-다양한 체험, 전시, 공연 프로그램
-청소년 기후변화 에너지 원탁토론

7,440 0 7,440 에너지
전환과

063-281
-5062

34 ③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2017.07.07.
~2017.07.07.

-양성평등홍보 동영상, 문화 공연
-유공자 시상, 기념사, 축사 
-양성평등실천 결의, 퍼포먼스, 연극

9,500 0 9,500 여성가
족과

063-281
-2866

35 ① 폭력추방 하나로
문화제

2017.06.15.
~2017.06.15.

-아동학대 및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 등의 4대폭력예방 홍보 
 및 캠페인 전개
-여성폭력관련시설 및 아동보호기관
 등 홍보부스 설치 캠페인 전개

5,000 3,750 1,250 여성가
족과

063-281
-2344

36 ① 문화의 장벽을 넘어 
다문화가족과 함께

2017.08.01.
~2017.10.31.

-시민과 함께하는 다문화 소통
 한마당 행사(10월)
-결혼이주여성 검정고시반의
 한국고유 문화체험(8월)

12,344 0 12,344 여성가
족과

063-281
-5032

37 ⑥ 대한민국 독서대전 2017.09.01.
~2017.09.03.

행사․공연․강연(51개), 전시(12개), 
체험(42개), 북마켓(80개), 공모전(2개), 
학술․토론(5개), 기타행사(150개)

500,000 240,000 260,000 완산도
서관

063-230
-1871

38 ② 전통시장 문화행사 2017.05.01.
~2017.10.31.

-전통시장 문화행사 지원
 (풍남문상점가, 중앙상가)
-7개 시장 및 상점가 와글와글 
 시장가요제 개최

84,000 4,200 79,800
일자리
청년정
책과

063-281
-2376

39 ③ 근로자 체육대회 2017.09.01.
~2017.10.31.

한국노총 및 민주노총 근로
자 및 가족 체육대회 지원 32,538 0 32,538

일자리
청년정
책과

063-281
-5076

40 ⑥ 둘둘데이(시민과함
께자전거타는날운영)

2017.04.01.
~2018.11.30. 시민참여 자전거 정기 라이딩 8,000 0 8,000 자전거

정책과
063-281
-2562

41 ⑥ 전주시민
자전거 대행진

2017.05.01.
~2017.10.31.

안전한 자전거 타기 문화조성 
캠페인 및 시민 자전거 행진 26,150 0 26,150 자전거

정책과
063-281
-2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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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③ 6.15공동선언 전국통
일염원 마라톤대회

2017.06.11.
~2017.06.11.

-장소:전주청소년광장
-인원:3000여명
-내용:6.15㎞ 단일코스 마라톤

10,000 0 10,000 자치행
정과

063-281
-2158

43 ④ 조선왕조실록 포쇄
재현

2017.06.03.
~2017.06.03.

-포쇄 사관 행렬
-조선왕조실록 포쇄 재현
-포쇄관련 체험활동 등

40,000 20,000 20,000
전통문
화유산
과

063-281
-5354

44 ④ 태조어진 봉안행렬
재현

2017.10.14.
~2017.10.14.

태조어진 봉안행렬 재현행사 추
진 및 조선왕조 의례문화 재현 90,000 45,000 45,000

전통문
화유산
과

063-281
-5354

45 ④ 전주문화재 야행 2017.05.27.
~2017.09.16.

-주요문화재 활용 프로그램
-전주한옥마을 일원 주요 문
화재 활용 프로그램 : 경기전 
및 전주한옥마을 일원
-무형문화재 소개 및 전수자 
공연, 달빛 차회, 어진수호단 
플래시몹, 태조어진 흩어진 
빛의 조각을 찾아라 등 

686,363 446,136 240,227
전통문
화유산
과

063-281
-5139

46 ④ 전주천양정 전국
남여 궁도대회

2017.07.08.
~2017.07.10.

종목:단체전 및 개인전
(노년부,장년부,여자부,실업부)
인원:1,542명

10,000 10,000 0 체육산
업과

063-281
-2478

47 ④ 전주시장기 전국
남여궁도대회

2017.07.08.
~2017.07.10.

장소:전주 천양정(다가공원내)
종목:단체전 및 개인전 (노년
부,장년부,여자부,실업부)
인원:1,542명

28,000 0 28,000 체육산
업과

063-281
-2478

48 ③ 전주시장배청소년
클럽대항축구대회

2017.07.29.
~2017.07.30.

대상:전주시 관내 중.고등학
교 축구클럽(40클럽 1,500명)
장소:덕진체련공원 외 2개소

12,500 0 12,500 체육산
업과

063-281
-2478

49 ③ 전주시장기
정구대회

2017.09.02.
~2017.09.02.

장소:덕진체련공원 정구장
대상:전주시정구동호인 6,000 0 6,000 체육산

업과
063-281
-2478

50 ③ 전주시장배
배드민턴대회

2017.09.16.
~2017.09.16.

장소:전주덕진배드민턴전용구장
대상:전주시 초,중,고등학생 5,000 0 5,000 체육산

업과
063-281
-2478

51 ③ 전주시장기
축구대회

2017.10.08.
~2017.10.09.

장소:완산, 덕진체련공원 축구장
대상:2,000여명(36개클럽) 9,000 0 9,000 체육산

업과
063-281
-2478

52 ③ 전주시장배
마스터즈수영대회

2017.07.15.
~2017.07.15.

장소:전주완산수영장
인원:600여명(선수, 임원 등) 6,000 0 6,000 체육산

업과
063-281
-2478

53 ③ 천년전주 한옥마을 
전국배드민턴대회

2017.10.14.
~2017.10.15.

장소:전주덕진전용배드민턴장 
규모:2,000명
주관:전주시배드민턴연합회

49,900 14,900 35,000 체육산
업과

063-281
-2477

54 ③ 전국스쿼시선수권
개최

2017.05.11.
~2017.05.13.

인원:750명
장소:전주비전대학교, 전북체육회관 42,000 12,000 30,000 체육산

업과
063-281
-2477

55 ③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기 전국학생
사이클대회

2017.07.23.
~2017.07.27.

장소:전주자전거경륜장
인원:600명(전국 중, 고, 대학 남녀) 100,000 10,000 90,000 체육산

업과
063-281
-2477

56 ③ 전주월드인라인
마라톤대회

2017.10.28.
~2017.10.29.

규모:9개국 165팀 4,000명
 (선수.동호인 및 임원)
장소:종합경기장, 인라인롤러경기장

220,000 100,000 120,000 체육산
업과

063-281
-2477

57 ③ 전주오픈
국제태권도대회

2017.07.08.
~2017.07.11.

규모:2,000여명
종목:겨루기 및 품새경연대회 200,000 50,000 150,000 체육산

업과
063-281
-2477

58 ③
전주시장배 생활
체육 전국대학클
럽농구대회

2017.06.24.
~2017.06.25.

인원:1,000여명(전국 대학 클럽
팀 선수 800명, 임원 등 200명) 9,400 0 9,400 체육산

업과
063-281
-2385

59 ③ 전주시장배 생활체
육이순테니스대회

2017.05.11.
~2017.05.11.

장소:완산체련공원 테니스장
인원:200명(선수 및 임원) 6,000 0 6,000 체육산

업과
063-281
-2385

60 ③
전주시장배 생활
체육 청소년클럽
대항풋살대회

2017.09.03.
~2017.09.03.

장소:덕진체련공원 풋살구장
인원:200여명(선수 및 임원 등) 5,000 0 5,000 체육산

업과
063-281
-2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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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③ 전주시장배 생활체육 
보디빌딩대회

2017.09.17.
~2017.09.17.

장소:전주한벽문화관 한벽극장
인원:500명(선수 및 임원 등) 9,500 0 9,500 체육산

업과
063-281
-2385

62 ③ 전주시장배 우리가락 
생활체조경연대회

2017.10.28.
~2017.10.28.

장소:전주시청 노송광장
인원:700여명(47개 팀 선수 및 임원) 13,600 0 13,600 체육산

업과
063-281
-2385

63 ③ 전주시장배 생활체육 
전국초청족구대회

2017.08.27.
~2017.08.27.

장소:완산생활체육공원 축구장
인원:약600여명
 (전국 동호인100여개팀)

10,000 0 10,000 체육산
업과

063-281
-2385

64 ③ 전주시장배 생활체육 
전국 합기도무술대회

2017.10.21.
~2017.10.21.

장소:우아중학교 강당
인원:350명
 (선수 및 임원 및 동호인)

7,000 0 7,000 체육산
업과

063-281
-2385

65 ③ 전주시장배 생활체
육 스쿼시대회 추진

2017.12.02.
~2017.12.03.

장소:전북체육회관 스쿼시장
인원:500여명(선수 및 임원) 9,500 0 9,500 체육산

업과
063-281
-2385

66 ③ 전주시장배 생활체
육 전국 당구대회

2017.10.28.
~2017.10.29.

장소:캐롬빌리지 당구장 외 9개소
인원:500여명(선수 및 임원)
내용:3쿠션, 포켓볼

9,500 0 9,500 체육산
업과

063-281
-2385

67 ③ 전주시장배 생활체
육 배드민턴대회

2017.09.17.
~2017.09.17.

장소:전주 덕진 실내배드민턴장
인원:1,000여명(동호인 500여팀) 9,500 0 9,500 체육산

업과
063-281
-2385

68 ③ 전주시장배 생활
체육 스키대회

2017.01.15.
~2017.01.17.

장소:무주덕유산리조트
인원:350여명
내용:부문별 대회, 스노보드(대회전),
스키(알파인대회전)

16,000 0 16,000 체육산
업과

063-281
-2385

69 ③ 전주시 I(아이)-리그
축구대회

2017.05.27.
~2017.09.16.

장소:덕진체련공원 인조잔디구장(2면)
참가팀:초.중.고 25팀, 600여명 22,230 0 22,230 체육산

업과
063-281
-2385

70 ③ 전국부부가족
마라톤대회

2017.09.23.
~2017.09.24.

규모:2,000명
장소:전주종합경기장 44,992 14,992 30,000 체육산

업과
063-281
-2477

71 ④ 이창호배 전국 아
마바둑 선수권대회

2017.10.14.
~2017.10.15. 전국아마바둑 선수권대회, 시상 35,650 35,650 0 체육산

업과
063-281
-2388

72 ③ 전주시장배 생활체
육 전국택견대회

2017.11.11.
~2017.11.11.

장소:공예품전시관 주차장
인원:500명(선수및 임원) 4,000 0 4,000 체육산

업과
063-281
-2385

73 ③
전주시장배 생활
체육 어르신게이
트볼대회

2017.07.13.
~2017.07.13.

장소:전주시게이트볼전용구장
인원:350여명
(40개 클럽 동호인 및 가족 등)

5,000 0 5,000 체육산
업과

063-281
-2385

74 ③ 전주시장배 생활체
육 전국넷볼대회

2017.07.22.
~2017.07.22.

장소:전주화산체육관
인원:300여명(선수 및 임원 등)
내용:중.고등부,일반부 토너먼트

4,000 0 4,000 체육산
업과

063-281
-2385

75 ③ 전주시장배 생활체육 
전국스케이팅대회

2017.10.28.
~2017.10.29.

장소:전주빙상경기장
인원:300여명(선수 및 임원 등)
내용:남.여(300, 500, 1000, 1500m), 
계주(남 3000m, 여 2000m)

9,500 0 9,500 체육산
업과

063-281
-2385

76 ③ 전주시장기 생활체육 
국학기공대회

2017.06.10.
~2017.06.10.

장소:전주전통문화관 한벽극장
인원:200여명
내용:일반부, 어르신, 청소년 
국학기공 경연

4,000 0 4,000 체육산
업과

063-281
-2385

77 ③ 전주시장배 생활체육 
나비골프대회

2017.04.29.
~2017.04.29.

장소:전주월드컵골프장
인원:800여명(선수 및 임원 등)
내용:초등부 및 만18세 이상 
일반부 나비골프경기

4,000 0 4,000 체육산
업과

063-281
-2385

78 ③ 전주시장배 생활체육 
무에타이대회

2017.10.07.
~2017.10.14.

장소:전주덕진공원
인원:600여명(선수 및 임원 등)
내용:신인전, 강자전, 챔피언전 경기

5,000 0 5,000 체육산
업과

063-281
-2385

79 ③ 전주시장배 생활체육 
전북장애인 체육대회

2017.11.25.
~2017.11.25.

장소:전주희망찬 재활 스포츠
타운 수영장
인원:150여명

5,000 0 5,000 체육산
업과

063-281
-2478

80 ③ 송천동
한마음 축구대회

2017.12.03.
~2017.12.03.

장소:덕진체련공원 축구장
인원:500여명
내용:예선 리그  결선 토너먼트 경기

3,000 3,000 0 체육산
업과

063-281
-2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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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③ 전주시장배빙상대회 2017.09.23.
~2017.09.23.

장소:전주빙상경기장
대상:초,중,고,대학부,일반부 
빙상선수 및 동호인

4,000 0 4,000 체육산
업과

063-281
-2478

82 ③ 전주시장기 등산대회 2017.09.02.
~2017.09.02.

장소:전주남고산성일원
대상:500여명(산악회 동호인) 4,500 0 4,500 체육산

업과
063-281
-2478

83 ③
전주시장배 전국아
마바둑 단체 대항전 
및 시민바둑축제

2017.09.16.
~2017.09.17.

장소:전주서원초등학교 강당
대상:전국바둑동호인 20,000 0 20,000 체육산

업과
063-281
-2478

84 ③ 전주시장기 초등
학교 축구대회

2017.09.30.
~2017.09.30.

장소:완산 체련공원 축구장
대상:500여명(초등학교 축구
클럽, 10개교)

5,000 0 5,000 체육산
업과

063-281
-2478

85 ③ 전주시장배 유도대회 2017.09.24.
~2017.09.24.

장소:전주우석고등학교 강당
대상:200명(초,중,고,대학부, 
일반부 선수 및 동호인)

5,000 0 5,000 체육산
업과

063-281
-2478

86 ③ 전주시장기 태권도대회 2017.11.18.
~2017.11.18.

장소:전주화산체육관
대상:2,000여멍 5,000 0 5,000 체육산

업과
063-281
-2478

87 ③ 전주시장배 테니스대회 2017.11.09.
~2017.11.09.

장소:덕진체련공원 테니스장, 
전북대학교테니스장
인원: 200여명

4,000 0 4,000 체육산
업과

063-281
-2478

88 ③ 전주시장배 농구대회 2017.11.18.
~2017.11.26.

장소:전주고등학교 체육관
인원:600여명 9,000 0 9,000 체육산

업과
063-281
2478

89 ③ 전주시장배 생활체육 
전북도민줄넘기대회

2017.10.28.
~2017.10.28.

장소:전주중산초등학교
인원:500여명(전북도민) 5,000 0 5,000 체육산

업과
063-281
-2385

90 ③ 전주시장배 클럽
대항 배구대회

2017.10.14.
~2017.10.15.

전주시장배 클럽대항 남.여 
배구대회 10,000 0 10,000 체육산

업과
063-281
-2478

91 ③ 전주시장기 우수중
학교 초청 야구대회

2017.02.14.
~2017.02.23.

장소:전주야구장, 신태인필연야구장
대상:각시도 우수중학교 야구팀 14팀 5,000 0 5,000 체육산

업과
063-281
-2478

92 ③ 전주시장배 전국오
픈 동호인 탁구대회

2017.10.28.
~2017.10.29.

장소:화산체육관
인원:1,000명 9,500 0 9,500 체육산

업과
063-281
-2478

93 ③ 전주시장배 남여 
복싱대회

2017.11.04.
~2017.11.05.

장소:전주서중학교 강당
인원:300여명 5,000 0 5,000 체육산

업과
063-281
-2478

94 ③ 아시아초청 국제
넷볼대회

2017.05.06.
~2017.05.13.

아시아 청소년 넷볼선수권 
대회 179,792 99,884 79,908 체육산

업과
063-281
-2477

95 ③
회장기레슬링대회 
및 회장기 전국중
학교레슬링대회

2017.09.01.
~2017.09.07.

규모:3,200여명(선수 및 임원) 
장소:전주실내체육관 160,000 60,000 100,000 체육산

업과
063-281
-2477

96 ③ 한옥마을배 전국
남녀 배구대회

2017.11.26.
~2017.11.28.

규모:1,800명
(선수단 1,600, 임원 등 200)
장소:전주화산체육관

76,996 12,000 64,996 체육산
업과

063-281
-2477

97 ③ 한옥마을배
전국축구대회

2017.05.06.
~2017.05.07.

장소:전주완산체련공원
인원:50대, 60대 26팀, 1450명 40,000 5,000 35,000 체육산

업과
063-281
-2477

98 ③ 우수팀초청
전국유도대회

2017.02.15.
~2017.02.16.

장소:우석고체육관
규모:350명
(선수단 250, 임원 등 100)

27,000 7,000 20,000 체육산
업과

063-281
-2477

99 ③ 어울림한마당
전국킥복싱대회

2017.04.08.
~2017.04.08.

장소:전주실내체육관
규모:350여명
(선수 226명, 임원 등 124명)

29,409 10,000 19,409 체육산
업과

063-281
-2477

100 ③ 한바탕 전주시장배 
야구대회

2017.11.04.
~2017.11.04.

장소:전주야구장 외 4개소
대상:92개팀
(전주 82, 도내 10) 2,100여명

5,000 0 5,000 체육산
업과

063-281
-2478

101 ③ 전주시테니스협회
장배테니스대회

2017.09.24.
~2017.09.24.

장소:덕진체련공원 테스장 외
대상:전북 직장 클럽 테니스 
동호인 300여명

2,500 0 2,500 체육산
업과

063-281
-2478

102 ③
전주시장배 여성 및 
부부사랑 게이틀볼 
대회

2017.06.01.
~2017.06.02.

장소:전주시게이트볼전용구장
대상:350명(여성 및 부부 동호인) 4,000 0 4,000 체육산

업과
063-281
-2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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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③ 전주시장배
남여볼링대회

2017.09.17.
~2018.09.17.

장소:전주 신광볼링장
대상:선수 및 동호인 클럽
회원 400여명

5,000 0 5,000 체육산
업과

063-281
-2478

104 ③ 어르신 생활체육
탁구대회

2017.10.28.
~2017.10.28.

장소:화산체육관 3층 탁구장
대상:200명(전주시 어르신 탁
구동호인 및 도내 초청팀))

2,500 0 2,500 체육산
업과

063-281
-2478

105 ③ 전북풋살한마당 2017.10.15.
~2017.10.15.

장소:덕진체련공원 풋살구장
인원:300여명(팀당 10명) 5,000 0 5,000 체육산

업과
063-281
-2385

106 ③ 가을시민 자전거
대행진

2017.09.21.
~2017.09.30. 가을시민 자전거 대행진 4,000 4,000 0 체육산

업과
063-281
-2388

107 ③ 덕진동
한마당 체육대회

2017.10.20.
~2017.10.20. 덕진동 한마당 체육대회 3,000 3,000 0 체육산

업과
063-281
-2388

108 ③ 동대항 회장배
게이트볼대회

2017.05.22.
~2017.05.22.

제1회 동대항 회장배 게이트
볼대회 5,000 5,000 0 체육산

업과
063-281
-2388

109 ③ 배구사랑 친선교류전 2017.12.08.
~2017.12.08. 배구사랑 친선교류전 3,000 3,000 0 체육산

업과
063-281
-2388

110 ③ 새아침 생활체육
자전거대회

2017.07.11.
~2017.07.25. 새아침 생활체육 자전거대회 4,000 4,000 0 체육산

업과
063-281
-2388

111 ③ 생활체육 자전거 대회 2017.09.15.
~2017.09.15. 전주시민 생활체육 자전거대회 6,000 6,000 0 체육산

업과
063-281
-2388

112 ③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한마음 체육대회

2017.11.19.
~2017.11.19.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한마음 체육대회 5,000 5,000 0 체육산

업과
063-281
-2388

113 ③ 아중호반 마라톤 대회 2017.09.16.
~2017.09.16.

장소:전주아중초등학교
인원:1,000여명(선수, 가족 등)
방식:단체(5), 남․여 개인레이스(5㎞)

10,000 10,000 0 체육산
업과

063-281
-2388

114 ③ 대한볼링협회장배
전국볼링대회

2017.06.30.
~2017.07.17.

장소:라온볼링장외 5개소
인원:134팀 1,200명
(선수 738명, 임원 등 462명) 

60,000 25,000 35,000 체육산
업과

063-281
-2477

115 ③ 어린이 꿈나무
태권도 품새대회

2017.06.06.
~2017.06.06.

장소:전주남초등학교 체육관
인원:1,000여명(선수 및 임원 등) 3,000 3,000 0 체육산

업과
063-281
-2388

116 ③ 전주슬로시티 국제
세팍타크로 대회

2017.04.15.
~2017.04.17.

장소:전주 화산체육관
인원:7개국 14팀 200명 132,710 34,896 97,815 체육산

업과
063-281
-2477

117 ③ 어울림 체육대회 2017.11.24.
~2017.11.24.

장소:제주시 발리리조트 체육관
인원:100여명(평화2동주민)
방식:줄다리기, 단체줄넘기, 
족구, 피구, 이어달리기 등

5,000 5,000 0 체육산
업과

063-281
-2388

118 ③
전주슬로시티배
전국장애인아이스
하키대회

2017.10.20.
~2017.10.22.

장소:전주화산체육관 빙상경기장
인원:100명 10,000 10,000 0 체육산

업과
063-281
-2477

119 ③ 어울림 축제 한마당 2017.09.16.
~2017.09.16.

장소:전주남중학교 운동장
인원:1,000여명(평화1동 주민)
방식:단체줄넘기, 이어달리기, 
공몰고 돌아오기 등

5,000 5,000 0 체육산
업과

063-281
-2388

120 ③ 인후1동 어르신
게이트볼대회

2017.05.15.
~2017.05.16.

장소:안골복지관 게이트볼구장
인원:80여명(동호인 등)
내용:예선 및 본선 토너먼트

3,000 3,000 0 체육산
업과

063-281
-2388

121 ③ 인후1동장배
당구대회

2017.10.18.
~2017.10.18.

장소:고바우당구장
인원:70여명
방식:참여인원 토너먼트

2,000 2,000 0 체육산
업과

063-281
-2388

122 ③ 전라북도 고교연합
OB 축구대회

2017.10.29.
~2017.10.29.

장소:덕진체련공원 인조축구장
인원:2,500여명(선수, 임원 등)
방식:예선 및 본선 토너먼트

5,000 5,000 0 체육산
업과

063-281
-2388

123 ③ 전라북도 여성
배드민턴대회

2017.08.26.
~2017.08.26.

장소:전주 화산체육관
인원:1,500여명(선수, 임원 등)
방식:리그전과 본선 토너먼트

15,000 15,000 0 체육산
업과

063-281
-2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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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③ 전라북도 여성축구
단초청 축구대회

2017.12.10.
~2017.12.10.

장소:완산체련공원 축구장
인원:여성축구단 400여명
방식:예선리그 및 본선 토너먼트

4,000 4,000 0 체육산
업과

063-281
-2388

125 ③ 전주남부지역
족구연합대회

2017.11.26.
~2017.11.26.

장소:지곡정수장 족구장
인원:150여명
방식:예선리그 및 본선 토너먼트

2,000 2,000 0 체육산
업과

063-281
-2388

126 ③ 전주시 30대FC초청 
축구대회

2017.12.03.
~2017.12.03.

장소:완산체련공원 축구장
인원:30대 축구동호인 400여명
방식:예선리그 및 본선 토너먼트

2,000 2,000 0 체육산
업과

063-281
-2388

127 ③ 전주시 게이트볼협회
장배 게이트볼대회

2017.11.27.
~2017.11.27.

장소:게이트볼협회 전용구장
인원:350여명(게이트볼 동호인)
방식:예선리그 및 본선 토너먼트

10,000 10,000 0 체육산
업과

063-281
-2388

128 ③ 전주시 덕진구 배
드민턴클럽 교류전

2017.08.15.
~2017.08.15.

장소:전주실내배드민턴장
인원:200여명
방식:예선리그 및 본선 토너먼트

2,500 2,500 0 체육산
업과

063-281
-2388

129 ③ 전주시 배드민턴 
클럽 교류전

2017.04.22.
~2017.04.22.

장소:전주온빛중학교 체육관
인원:200여명
방식:예선리그 및 본선 토너먼트

6,000 6,000 0 체육산
업과

063-281
-2388

130 ③ 전주시 배드민턴협회
장기 배드민턴대회

2017.05.13.
~2017.05.14.

장소:덕진전용배드민턴장
인원:1,500여명
(배드민턴협회 소속동호인)
방식:예선리그 및 본선 토너먼트

15,000 15,000 0 체육산
업과

063-281
-2388

131 ③ 전주시 삼천동
배드민턴 동호인 교류전

2017.07.08.
~2017.07.08.

장소:전주용흥중학교 체육관
인원:200여명
(3개 클럽 선수 및 임원 등)
방식:예선리그 및 본선 토너먼트

2,000 2,000 0 체육산
업과

063-281
-2388

132 ③ 전주시 서신동
배드민턴클럽 교류전

2017.10.22.
~2017.10.22.

장소:전주서문초등학교 강당
인원:200여명
방식:예선리그 및 본선 토너먼트

2,000 2,000 0 체육산
업과

063-281
-2388

133 ③ 전주시 서신동
한마음 축구대회

2017.11.11.
~2017.11.11.

장소:전주대학교 축구장
인원 : 전주시 서신동 소속 
축구팀 600여명
방식:예선리그 및 본선 토너먼트

10,000 10,000 0 체육산
업과

063-281
-2388

134 ③
전주시 야구소프
트볼협회장배 동
호인 야구대회

2017.10.15.
~2017.11.26.

장소:전주야구장외 4개구장
인원:82개팀 2,789명
방식:예선리그 및 본선 토너먼트

5,000 5,000 0 체육산
업과

063-281
-2388

135 ③ 전주시 여성부
배드민턴대회

2017.11.25.
~2017.11.25.

장소:덕진전용배드민턴장
인원:300여명(배드민턴협회 
소속클럽 여성동호인)
방식:예선경기 및 토너먼트

5,000 5,000 0 체육산
업과

063-281
-2388

136 ③ 전주시 완산구 8개
클럽 배드민턴대회

2017.11.19.
~2017.11.19.

장소:전주서문초등학교 강당
인원:320여명(완산구 8개클럽)
방식:팀별 풀리그

10,000 10,000 0 체육산
업과

063-281
-2388

137 ③ 전주시 족구협회장배 
동호인 대축전

2017.11.19.
~2017.11.19.

장소:덕진체련 족구전용구장
방식:예선리그 및 본선 토너먼트 5,000 5,000 0 체육산

업과
063-281
-2388

138 ③ 전주시 평화동
동호인 축구대회

2017.12.03.
~2017.12.03.

장소:완산체련공원 축구장
인원:평화동 소속 축구팀 1,000여명
방식:예선리그 및 본선 토너먼트

3,000 3,000 0 체육산
업과

063-281
-2388

139 ③ 전주시민 트레킹 대회 2017.09.02.
~2017.09.02.

장소:모악산 남고산성 일원
인원:500여명
방식:완주레이스(타임레이스)

3,060 3,060 0 체육산
업과

063-281
-2388

140 ③ 전주한옥마을배
여성초청 족구대회

2017.12.03.
~2017.12.03.

장소:덕진체련 족구전용구장
방식:예선리그 및 본선 토너먼트 5,000 5,000 0 체육산

업과
063-281
-2388

141 ③ 쪽구름 한마음
축구대회

2017.12.04.
~2017.12.04.

장소:전주공고 축구장
인원:동산동 소속 축구팀 1,000여명
방식:예선리그 및 본선 토너먼트

5,000 5,000 0 체육산
업과

063-281
-2388

142 ③ 평화2동 축구대회 2017.10.22.
~2017.10.22.

장소:완산체련공원 축구장
인원:평화2동 소속 축구팀 1,000여명
방식:예선리그 및 본선 토너먼트

3,000 3,000 0 체육산
업과

063-281
-2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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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사·축제 유형구분 : ① 사회적 약자배려 ② 지역특산물·전통시장 활성화 

   ③ 주민화합과 건강한 지역사회 ④ 전통문화 계승·보존·홍보 ⑤ 국제 우호 친선 협력 

⑥ 기타

 2018년(2017회계연도) 행사·축제별 원가회계정보 : 별지 9

 행사·축제 원가회계정보 연도별 비교표 : 별지 10

9-8. 청사신축 원가회계 정보 : 해당없음

 청사 신축비용 원가정보란 지방자치단체가 사무 등의 처리를 위해 사용하는 청사 

신축에 투입되는 비용에 대하여 기본계획 수립부터 준공 때까지의 단계별로 

공개하여, 지역주민의 자율적 통제를 통하여 과대･호화청사를 방지하고 지방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보입니다. 

   ▸ 2017 전주시에서 추진한 청사신축 현황은 없습니다.

연
번

유형
구분 행사・축제명 개최기간 주요내용

원가정보
소관
부서

전화
번호

총원가(a) 사업수익
(b)

순원가
(c)=(a)-(b)

143 ③ 혁신도시 동호인
테니스대회

2017.12.08.
~2017.12.08.

장소:혁신도시 수질복원센터내 
테니스장 외 3개소
인원:테니스동호인 100여명

3,000 3,000 0 체육산
업과

063-281
-2388

144 ③ 효자4동 어울마당 
공동체 체육대회

2017.10.21.
~2017.10.21.

장소:전주비전대학교 운동장
인원:1,000여명(효자4동 주민)
방식:단체줄넘기, 이어달리기 등

5,000 5,000 0 체육산
업과

063-281
-2388

145 ③ 전주시민체육대회 2017.10.14.
~2017.10.14.

장소:전주화산체육관
인원:9개 종목 4,000여명
 ※ 33개 동민 3,300여명 등, 
장애인단체, 시민사회단체

200,000 0 200,000 체육산
업과

063-281
-2388

146 ⑥ 세계 물의 날, 지
구의 날 행사

2017.03.22.
~2017.03.22.

세계 물의 날 기념행사 추진 
및 하천 정화 활동 9,491 0 9,491 환경위

생과
063-281
-2423

147 ⑥ 마실길 생태문화
체험 행사

2017.10.28.
~2017.10.28.

천년전주마실길 걷기(4.0km) 
행사 지원 3,500 1,000 2,500 환경위

생과
063-281
-5149

148 ⑥ 환경문화예술
보급사업

2017.06.03.
~2017.06.03.

대한민국 아러스나인 그린패션 
뷰티쇼 개최
-시민모델 선발:헌옷, 한복, 웨
딩드레스 수거 및 수집 후 리
폼 의상 제작, 리폼의상 제작 
발표회 및 순회 전시회 개최

20,000 17,000 3,000 환경위
생과

063-281
-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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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수의계약 현황

우리 전주시의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건, 백만원)

1,000만원 이상
총계약 실적(A)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실적(B)

비   율(B/A)
비 고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408 199,048 145 2,358 6.02% 1.18%

  ‣ 대상회계 :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 총계약 및 수의계약 실적은 계약부서 등에서 계약한(과목, 금액, 부서, 지출방법 구분없이 

모두 포함) 실적 중 계약금액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실적

  ‣ 총계약은 1,000만원 이상 계약 중 G2B 포함, 수의계약은 G2B 미포함

연도별 수의계약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도별

2013 2014 2015 2016 2017

수의계약
실    적

건수 416 260 43 77 145

금액 6,351 8,324 834 1,502 2,358

 ▸ 2014년 7월 전주시 수의계약사무운용요령 제정․시행(계약대상 : 20백만원 → 5백만원) 되어 

건수 및 금액이 2015년 급격히 감소하였으나, 2016. 8월 전주시 수의계약사무운용요령 

폐지로 수의계약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연도별 수의계약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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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0. 자치단체 공공시설물 운영 현황

자치단체 공공시설물 운영 현황이란 각 자치단체가 관리‧운영하는 시설물의 규모, 

시설물 운영에 필요한 관리인력과 비용, 시설물 이용자수, 순수익 등을 통해 

해당 공공시설물이 얼마나 내실 있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자치단체 공공시설물 운영현황(건립비용 100억원 이상)

   ▶ 공공시설물 시설현황
(단위 : 백만원)

자치단체명 시설유형 시설구분 시설명 건립일 건물면적(㎡) 토지면적(㎡)

전주시 기타 기숙사 전주풍남학사 2010.02.26 2,777 1,984

전주시 체육 체육시설 화산체육관
(종합관) 1996.12.11 15,164 28,645

전주시 체육 체육시설 화산체육관
(빙상경기장) 1996.12.11 11,051 20,875

전주시 체육 체육시설 월드컵경기장 2001.10.31 52,466 473,293

전주시 체육 체육시설 완산수영장 2004.01.19 8,887 23,576

 ▸ 시설유형 : 문화ㆍ체육ㆍ복지ㆍ기타시설

 ▸ 시설구분 : 문화시설(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등), 체육시설(체육관, 수영장, 축구장 등)

                 복지시설(사회복지관), 기타시설(구민회관, 과학관, 생태관 등)

   ▶ 공공시설물 운영현황

(단위 : 백만원)

시설명 운영
방식

관리
인력

연간
이용
인원

자산가치 변동현황
운영
비용
(A)

운영
수익
(B)

순수익
(N)건립

비용
감가
상각
비

감가
상각비
누계

잔존
가액

내용
연수

전주풍남학사 직영 10 32,485 10,900 273 2,180 8,720 40 820 151 △669

화산체육관
(종합관)

공단
위탁 6 202,528 12,900 323 7,095 5,805 40 976 616 △360

화산체육관
(빙상경기장)

공단
위탁 5 174,891 13,650 341 7,508 6,142 40 1,241 1,033 △208

월드컵경기장 공단
위탁 13 262,184 136,506 3,413 58,015 78,491 40 1,643 636 △1,007

완산수영장 공단
위탁 14 132,226 22,500 563 7,875 14,625 40 1,541 1,320 △221

 ▸ 운영방식 : 직영, 위탁

 ▸ 건립비용에는 토지매입(수용)비 등이 포함되며, 리모델링 비용도 해당됨

 ▸ 순수익(연간) : 운영수익 ― 운영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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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1. 예산낭비신고 접수·처리 현황

자치단체 예산낭비신고센터에 국민신문고, 자치단체 홈페이지, 서면 등을 통해 신고된 

예산낭비신고에 대한 접수·처리 현황입니다.

접수․처리기간(2017.1.1. ~ 12.31.)
(단위 : 건, 천원)

총 접수 건수 접수내역 조치결과
(타당한 신고)

예산절감
(낭비)액

계 국민
신문고

홈페
이지

서면 
등 계 타당한 

신고

타당성 
없는 
신고

무관한 
신고 계 조치

완료 진행중

18 18 · · 18 · · 18 · · · ·

 ▸ 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관련 신고 포상금(예산성과금) 지급현황 : 건수, 인원, 금액

9-12. 조정교부금 교부 실적 : 해당없음

9-13. 지방재정 신속집행 실적

신속집행이란 내수경기 진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하고 공공자금의 선순환을 

도모하며 예산의 이월·불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별 연간 예산을 

상반기에 앞당겨 집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2017년도 6월말까지의 지방자치단체 

신속집행 목표율은 신속집행 대상액 대비 평균 56.5%이며, 광역자치단체는 

58.0%, 기초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은 55.0%입니다.
(단위 : 억원, %)

신속집행 
대상액(A)

신속집행 
목표액(B) 집행액(C)

대상액 대비
집행률

(D=C/A*100)

목표액 대비
집행률

(E=C/B*100)

7,792 4,285 3,569 45.8 83.29

 ▸ 조기집행 대상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지방공기업이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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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4. 감사결과

우리 전주시가 감사원, 행정자치부 등 중앙부처, 상급 자치단체(도) 등으로 부터 받은 

재정분야 감사결과입니다.

감사기관명 처분일시
제    목
(감사내용)

처분내용
(행정상･재정상)

처리결과

전라북도 2017.2.13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 
부적정 환수 28,924천원 완  료

전라북도 2017.2.13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소홀 부과・징수 19,537천원 완  료

전라북도 2017.2.13 콩 재배농가 생산비 지원사업 
추진 부적정 회수 18,299천원 완  료

전라북도 2017.2.13 지방세 부과・징수 소홀 부과 79,686천원 완  료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사이트를 참조하세요(전북도청 http://www.jeonbuk.go.kr) 

 ※ 2017 ~ 2018년 감사결과로서 처분지시가 진행 중인 것은 제외하였습니다

 ※ 2017년도에 처분 완료된 감사결과 중 재정분야에 한하여 작성하였습니다.

 ※ 감사기관은 감사원, 행정자치부 등 중앙부처, 상급 자치단체(도) 등 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