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북 지 역

경 제 일 지

12. 1 ▷ 전라북도,「한․미 FTA 관련 자동차부품업계 현장간담회」개최

o 도와 자동차산업 유관기관 관계자, 업체 대표 등이 모여 업계 현안
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한․미 FTA에 따른 수출 확대 방안을 논
의
－ 도지사가 주재한 이번 간담회에서는 R&D 인프라 구축 및 해외
시장 마케팅 지원 등 도의 지원책을 설명하고 글로벌 시장 선
점을 위한 기업의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투자를 당부
12. 13 ▷ 전라북도,「도내 R&D 기관장 간담회」개최

o 첨단방사선연구소, KIST 전북분원 등 도내 29개 R&D 기관장이 참
석한 가운데 전략산업 완성도 제고를 위한 연구기관의 역할 재정립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기관별 상호 협력․연계 네트워크 구축 등 지
역 R&D 활성화 방안을 모색
12. 14 ▷ 전라북도,「기업 상장 설명회」개최

o 도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의 전문가
들이 상장 요건 및 심사 절차, 국제회계기준(IFRS), 기업공개(IPO) 등
기업 상장에 필요한 실무지식과 관련 규정을 설명하고 개별면담 등
을 진행
12. 19 ▷ 전라북도 동반성장협의회,「대․중소기업 동반성장 협약」체결

o 한국GM 군산지역본부,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등 도내 6개 대기업과
1차 협력사인 우신산업 등 24개 중소협력기업, 도와 중소기업청 등
10개 지원기관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담은 동반성장 협약을 체결

－ 대기업은 협력사의 재무 건전화, 결제조건 개선 등의 다양한 지
원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한편, 중소협력기업은 철저한 계약 이
행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공정 개선 등을 실천하고 지원기관은
동반성장 문화 정착과 협력사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시책을 추
진하기로 합의
12. 21 ▷ 전라북도,「LED 기업 투자설명회」개최

o 성공적인 LED클러스터 구축을 위해 도내외 40여개 관련 기업을 대
상으로 익산의 LED전문산업단지 조성 현황을 설명하고 전라북도의
LED산업 육성전략과 기업 지원방안 등을 소개
12. 22 ▷ 새만금군산경자청,「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 투자유치 포럼」개최

o 전주MBC와 공동으로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의 개발 및 투자유치
전략’이라는 주제로 포럼을 개최하여 주제 발표와 패널 토론 등을
통해 투자유치 전략 수립을 위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
－ 토론 참석자들은 중국자본 유치 전략, 관광분야 개발을 위한 새
만금관광단지 및 고군산군도의 투자유치 방향, 의료 및 연구시설
유치 등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
12. 28 ▷ 새만금 신항만 건설사업 착공

o 對중국 관문 역할을 수행하게 될 새만금 신항만 건설사업이 외곽
방파제 축조공사를 시작으로 착공되었으며, 새만금 내부 1단계 개
발이 완료되는 2020년까지 4선석 규모의 부두를 갖춰 우선 개항하
고, 2030년까지 14선석을 추가로 건설할 예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