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임 지역상생·발전 과제 추진실적

(2018. 4월말 기준)

과제명 추 진 실 적

구내식당 내

로컬푸드 활용

▪구내식당 지역식자재 사용
  - 전체 식자재(공산품 제외) 중 전북식자재 사용 비율 : 79% (‘18년 1.~4.)
    * 전북지역 식자재 구입 비용 약 79백만원(‘18.1.~4.)
    * 전북 이전 이후 지역식자재 약 1,080백만원 정도 구입(‘13.8.~’18.4.)

  - ‘완주군 로컬푸드’ 직거래 계약 추진(‘15.10.~)
    * 10대 식자재에 대한 생산지 공개(홈페이지 및 식당 게시)

지역상권

활성화 지원

▪기관 홈페이지에 지역관련 정보 게시(일부 링크활용, ’14.4.~)

▪「전라북도 우수상품」 전시·판매
  - 구내매점 내 「전라북도 우수상품」 전시·판매 (판매액 약 29백만원, ‘18.1.~4.)
    * 2014년부터 전라북도 우수상품 누적 판매액 : 327백만원(‘14.5.~’18.4.)

▪지역특산물 판매 활성화를 위한 로컬푸드 장터 개최
  - 2018년 설맞이 로컬푸드 직거래 장터 27개 업체 참여, 총 35백만원 매출(‘18.2월)
    * 로컬푸드 직거래 장터 총 6회 개최(‘15년 1회, ’16년 2회, ‘17년 2회, ‘18년 1회)

▪자기변화훈련(2박3일 교육) 지역내 시설 이용 활성화
  - 전국 각지에서 실시하던 자기변화훈련을 지역내 숙박시설 이용(6개 과정, 995명)

지역업체

우선계약

▪ 물품, 용역, 시설공사 등 지역업체와 우선 계약체결
  - 전북 이전 이후 총 계약금액(9,847백만원)의 81%(7,942백만원)을 지역업체와 계약(‘13.8.~’18.4.)

    * ‘18년 계약금액(862백만원)의 81%(701백만원)를 지역업체와 계약(’18.1.~4.)

지역 우수사례

체험·실습

활성화

▪지역 현장·체험학습 활성화(‘18.1.~4.)

  - 지역내 자원을 활용한 현장·체험학습 추진(한옥마을, 전북개발공사, 귀농현장 등) 18회, 1,012명

  - 한국 전통문화체험을 위한 아카데미 개최(글로벌리더과정, 전주전통문화연수원)
  - 고급리더과정(114명) 술테마 박물관, 전주 한옥마을 등 지역문화 체험학습(‘18.3.)

▪지역내 우수강사 출강 현황(‘18.1.~4.)
  - 장기·기본·전문과정 강사 43명(전북대‧전주대‧원광대‧군산간호대 등) 출강, 70개 강의

▪지역문화예술인 초청공연 추진
  - 전주시립합창단(‘18.2.21./장기과정합동입교식) 등 지역문화예술인 초청공연

소외계층 후원 및 

나눔활동

▪’11년부터 완주군(이서면) 저소득층 11가정 후원(총 79백만원)

▪교육생 시설방문·봉사활동(‘18.1.~4.)
  - 전주‧임실‧김제 등 전북지역 사회복지시설 방문 51개소 봉사활동 (6과정, 969명, )
    * 전북이전 이후 장기과정 교육생 시설방문 봉사활동(46회)

▪자치인재원 직원 봉사활동
  - 설 명절맞이 전북도 내 장애인시설 위문봉사(이전 후 총 12회)
  - 장애인시설 위문금(품) 250만원 상당 전달 및 청소 등 노력봉사(’18.2., 4.)

자치인재원

시설 개방

▪테니스장(4면), 조깅트랙 및 주차장(123면), 커뮤니티 공원 등 개방
▪로컬푸드 직거래장터(2.8.) 및 자치인재원 열린 미술관(3회) 시 시설개방
  - ‘획의 선율전’, ‘제21회 전국 옻칠 목공예 대전 수상작 전시’, ‘2018 여류작가전’

지역 유관기관과 

협력

▪지역상생발전협의회 참여(’18.2.)

▪지자체(완도) 정책 등 홍보, 전주대 학생 도서관 실습(’18.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