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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내역
(단위 : 천원)

월별 집 행 내 역 금 액 비  고

총      계 454,069

1월

161건 30,577
'젠트리피케이션' 해결방안 모색 전주시정 벤치마킹 방문단 간담 2,044 단일건
2016년도 적십자회비 모금운동 분위기 조성 적십자 특별회비 2,000 단일건
시정 공유 및 주요시책 소통·공감 간담 등 15건 1,969
국가예산확보 및 정책발굴 간담 등 17건 2,453
체납 세외수입 특별징수 자주재원 확보 업무협의 등 7건 1,492

시정 주요 정책사업 추진방향 간담 등 12건 3,307

전주푸드플랜 추진에 따른 민관 협력체제 구축 간담 등 10건 4,451

복지사각지대 소외계층 지원방안 업무협의 등 14건 1,760

탄소산업 발전 및 기업 투자유치 업무협의 등 8건 896

전통문화 대표공연 콘텐츠 개발운영에 따른 간담회 등 15건 1,636

도시공원 및 생태하천 조성 업무협의 등 7건 1,274

시내버스 요금단일화 및 노선개편 간담 등 12건 2,421

원활한 시정 추진을 위한 의회 협력 간담 등 13건 1,643

전주형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 간담 등 15건 1,456

시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현장행정 12건 1,775

2월

174건 38,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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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건 1,566

국가예산확보 및 정책발굴 간담 등 26건 4,938

전북 시군간 공동현안 및 상생발전 간담회 등 20건 7,238

복지사각지대 소외계층 지원방안 업무협의 등 15건 2,175

바이전주 우수사업 활성화 간담 등 6건 1,084

문화재 야행프로그램 사업 논의 등 17건 2,934

시내버스 요금단일화 및 노선개편 간담 12건 2,743

생태동물원 조성 및 한옥마을 수용태세 개선 협의 등 29건 4,041

시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현장행정 29건 5,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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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05건 32,441

시정 공유 및 주요시책 소통·공감 간담 등 23건 1,981

국가예산확보 및 정책발굴 간담 등 17건 2,537

체납 세외수입 특별징수 자주재원 확보 업무협의 등 8건 1,018

대도시간 교류협력 및 상생발전 협의 등 32건 9,389

복지사각지대 소외계층 지원방안 업무협의 등 17건 2,092

중소벤처기업 지원시책 업무협의 등 11건 1,988

동문예술거리 활성화 대책 간담 14건 1,774

생태도시 기본계획 수립 간담 등 9건 1,663

대중교통 활성화 방안 간담 17건 2,957

생태동물원 조성 및 한옥마을 수용태세 개선 협의 등 43건 4,954

시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현장행정 14건 2,088

4월

203건 37,329

제34회 회장기 전국레슬링대회 성공적 개최 및 생활체육 활성과 간담 1,200 단일건

한국 기록문화 진흥 교류 및 한국국학진흥원 방문단 협의 1,429 단일건

시정 공유 및 주요시책 소통·공감 간담 등 20건 1,879

국가예산확보 및 정책발굴 간담 등 25건 3,962

체납 세외수입 특별징수 자주재원 확보 업무협의 등 8건 1,367

전주국제영화제 성공적 개최준비 관계기관 회의 등 31건 9,289

복지사각지대 소외계층 지원방안 업무협의 등 28건 4,383

전주핸드메이드 시티 조성을 위한 간담 등 20건 3,086

대중교통 활성화 방안 간담 18건 3,949

전주시 사회적경제 크라우드펀딩 대회 관계자 간담 등 34건 3,378

시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현장행정 17건 3,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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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10건 41,711

제20회 한지문화축제 초청 외교사절 간담 2,000 단일건

전주국제영화제 VIP 환영 간담 1,000 단일건

시정 공유 및 주요시책 소통·공감 간담 등 12건 2,488

국가예산확보 및 정책발굴 간담 등 20건 3,124

체납 세외수입 특별징수 자주재원 확보 업무협의 등 10건 1,449

노사소통 상생발전 간담 등 18건 7,563

전주시 국제교류 및 글로벌 네트워크 추진방향 자문 등 21건 6,134

복지사각지대 소외계층 지원방안 업무협의 등 28건 4,953

전주국제영화제 관련 업무협의 등 13건 1,008

한옥마을 평일 야간상설 공연 추진방향 간담 등 24건 3,900

전주시 생태도시 구축 기본계획 수립 간담 등 7건 1,581

명품 시내버스 운행 추진 업무협의 등 41건 4,568

시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현장행정 14건 1,943

6월

215건 39,118

전국대사습놀이전국대회 위상 강화 예술인 간담 1,040 단일건

시정 공유 및 주요시책 소통·공감 간담 등 15건 2,502

국가예산확보 및 정책발굴 간담 등 42건 5,446

청원 후생복지  및 조직문화 개선 워크숍 등 27건 9,668

복지사각지대 소외계층 지원방안 업무협의 등 18건 2,540

명품전통시장 조성을 위한 유관기관 업무협의 등 15건 2,903

전주동학농민혁명 위상강화 및 정신 계승 방안 논의 등 19건 2,805

시내버스 회차지 조성 및 이전 간담 등 20건 4,578

도시재생 및 마을기업 활성화 방안 간담 등 38건 3,829

시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현장행정 20건 3,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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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04건 38,502

원활한 시정 추진을 위한 의회협력 간담 1,064 단일건

전주오픈국제태권도대회 해외 선수단 환영 간담 1,040 단일건

무형문화재 전주활동 지원방안 간담 1,173 단일건

시정 공유 및 주요시책 소통·공감 간담 등 16건 2,291

국가예산확보 및 정책발굴 간담 등 36건 6,583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채용 법제화 간담 등 27건 8,852

복지사각지대 소외계층 지원방안 업무협의 등 24건 3,577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상공인 간담 등 13건 3,312

전라감영 복원 추진 전문가 간담 등 19건 1,834

종합경기장 이전사업 타당성조사 관련 간담 등 15건 2,279

시내버스 노선개편 간담 등 18건 2,289

온두레 공동체 사업 추진 간담 등 23건 1,979

시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현장행정 10건 2,229

8월

203건 27,059

원활한 시정 추진을 위한 의회협력 간담 1,574 단일건

하키투게더 인 전주 참가 여자국가대표팀 및 카자흐스탄 선수단 환영 간담 1,850 단일건

시정 공유 및 주요시책 소통·공감 간담 등 18건 2,922

국가예산확보 및 정책발굴 간담 등 40건 4,044

2016 전주얼티밋뮤직페스티벌 성공 개최 간담 등 24건 7,685

복지사각지대 소외계층 지원방안 업무협의 등 16건 2,214

3DP융복합산업 등 전략사업 업무협의 등 12건 2,131

팔복문화예술공장 조성사업 추진 간담 등 15건 2,250

전주 만성지구 도시개발사업 간담 등 10건 2,303

불법주정차 근절 대책마련 간담 등 14건 2,352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 개최 협의 등 40건 4,569

시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현장행정 12건 2,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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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05건 44,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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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건 3,351

국가예산확보 및 정책발굴 간담 등 29건 2,715

자원봉사 활성화 및 봉사활동 지원 간담 등 7건 1,324

2016 유네스코 창의도시 연례회의 참석 간담 기념품 등 15건 5,899

철길 명소화 사업 전문가 업무협의 등 17건 5,678

복지사각지대 소외계층 지원방안 업무협의 등 12건 1,604

탄소산업 투자유치 활성화 업무협의 등 12건 2,965

전라감염 복원추진 전문가 간담 등 12건 1,570

전주 첫 마중길 조성사업 관련 간담 등 9건 1,530

시내버스 노선개편 간담 등 16건 2,411

전주형 사회적 경제 활성화 방안 간담 등 36건 5,561

시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현장행정 13건 3,135

10월

204건 23,677

시정 공유 및 주요시책 소통·공감 간담 등 16건 2,411

국가예산확보 및 정책발굴 간담 등 25건 2,976

지역상품 브랜드 홍보 및 해외판로 개척 방안 간담 등 20건 5,173

복지사각지대 소외계층 지원방안 업무협의 등 16건 1,992

탄소기업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간담 등 15건 2,592

주택 재개발 재건축 사업 관련 간담 등 8건 1,604

시내버스 노선개편 간담 등 10건 1,454

생태동물원 조성 및 한옥마을 수용태세 개선 협의 등  31건 4,178

시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현장행정 10건 1,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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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97건 32,196

민주평화통일 기반조성 전주-제주 지역간 교류사업 간담 1,193 단일건

시정 공유 및 주요시책 소통·공감 간담 등 17건 2,838

국가예산확보 및 정책발굴 간담 등 36건 5,705

자원봉사 활성화 및 봉사활동 지원 간담 등 11건 2,477

일본 가시라하시 테라코야 벤치마킹 방문단 환영 간담 등 13건 3,027

복지사각지대 소외계층 지원방안 업무협의 등 16건 1,864

3D프린팅 및 도론산업 활성화 간담 등 16건 3,168

생활문화예술동호회 활성화를 위한 간담 등 15건 1,499

도시발전을 위한 유관기관 협력 간담 등 8건 1,593

시내버스 노선개편 간담 등 16건 1,808

생태동물원 조성 전문가 간담 등 29건 3,684

시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현장행정 19건 3,340

12월

270건 59,001

전북현대 아시아챔피언스리그 우승 축하 및 u-20개최 간담 1,200 단일건

시정 공유 및 주요시책 소통·공감 간담 등 35건 7,957

국가예산확보 및 정책발굴 간담 등 39건 9,584

북한이탈주민지원 실무 간담 등 14건 2,409

신지식 사회적공유 및 지역공동체적 개발 확산 방안 간담 등 21건 4,478

전주시 금융복지상담소 운영 및 정책 방안 간담 등 19건 5,210

복지사각지대 소외계층 지원방안 업무협의 등 19건 4,098

전주 제휴푸드 협약 추진 업무협의 등 18건 3158

재외동포 청소년 전통문화체험단 방문 홍보 등 17건 2,999

주택 재개발 및 재건축 사업 관련 논의 등 8건 2,173

시내버스 노선개편 간담 등 18건 3,656

전주도시혁신센터 운영방안 논의 등 41건 8,288

시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현장행정 20건 3,79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