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 경제일지
11. 1

11. 1

11. 2

11. 10

▷ 전라북도,「도내 대학생 취업지원 대협약」체결
o 한국지엠, 세아베스틸, 하림 등 도내 대표기업 및 대학․전문대학과
함께 대학생 취업 확대를 위한 산․학․관 취업지원 대협약을 체결
－ 인력 공급기관인 도와 대학은 기업 맞춤형 인력 양성 및 채용기업
에 대한 지원 확대 등을 추진하고, 수요기업에서는 인력 양성 프로
그램 참여 및 우선 채용, 근무환경 개선 등에 노력하기로 합의
▷ 한국은행 전북본부,「중소기업 지원자금 운용기준」개정
o 은행 추천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농어업법인, 제조관련 서비스업,
사회적기업, 기술평가인증서부 대출 등으로 지원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전북경제 발전을 도모하고 중소기업 자금 지원의 선택과 집중을 통한
기업에의 실질적 금리경감 효과를 확대
▷ 전라북도,「제6회 국제탄소페스티벌」개최(11. 2 ~ 11. 4)
o ‘그래핀의 합성과 응용기술’이라는 주제로 국제 탄소나노 컨퍼런스, 부
품소재산업전 등을 개최하여 탄소산업의 비전을 제시하고 최신 연구
교류의 장을 마련
－ 특히, 한국탄소학회 추계학술대회로 열린 국제 컨퍼런스에서는 세계
적인 석학들의 초청강연과 논문발표 등을 통해 탄소분야 기술개발
및 산업화 동향을 파악하는 한편 국제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
▷ 부안 신재생에너지단지 준공
o 2004년부터 8년여의 사업 끝에 실증연구단지, 산업단지, 테마체험단지
등 연구․생산․체험이 집적화된 국내 최초의 신재생에너지 복합단지로
완성되었으며, 준공식과 함께 열린 「제8회 신재생에너지 국제포럼」에
서는 최근의 국내외 관련 정책동향과 신기술들이 대거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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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22

11. 23

11. 24

11. 29

▷ 한국은행 전북본부,「2011년 지역경제세미나」개최
o ‘사회적기업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전라북도, 전북대학교와 공동으로
지역경제세미나를 개최하여 주제 발표와 전문가 토론을 통해 사회적기
업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지속가능한 사회적기업 육성 방안과 전북의
특성에 맞는 사회적기업 발전 전략을 모색
▷ 전라북도,「2011 희망전북 취업콘서트」개최
o 도지사, 기업CEO, 성공창업자 등 멘토들과의 취업․창업토크쇼, 1대
100 이벤트, 채용기업 면접 및 취업컨설팅 등을 통해 대학생들의 취업
과 창업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취업상담, 창업정보 등을 제공
▷ 전북지방중소기업청,「2011 전북 특성화고 채용박람회」개최
o 도내 51개 우수 중소기업이 참가하여 18개 특성화고 학생 800여명을
대상으로 현장면접 등의 채용절차를 진행하고 기업 소개를 통해 중소
기업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한편, 입사지원서 작성요령 특강, 이력
서․자기소개서 컨설팅 등을 제공
▷ 전라북도,「한․미 FTA 관련 농업분야 현장간담회」개최
o 전주시 덕진구에 위치한 농업회사법인 로즈피아에서 지자체, 농민단체
및 업체 대표, 학계 전문가 등 관계자들이 모여 한․미 FTA에 따른
농산물 시장개방 확대 대응방안을 논의
－ 도지사가 주재한 이번 간담회에서는 친환경농업 및 식품산업 육성,
농식품 6차산업화, 슬로시티 구축 등 도에서 추진중인 사업을 설명
하고 농업인들의 건의사항을 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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