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북 지 역

1. 2

경 제 일 지

1. 19

o 도내 청년층의 실업문제 해결과 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5인 이상
기업, 150만원 이상 급여조건 등의 심사를 거쳐 선정된 321개 업체
2,030개의 일자리를 대상으로 만 15 ~ 39세 취업희망자 모집을 시작

▷ 한국은행 전북본부, 도내 중소기업에 설 특별자금 지원(1. 2 ~ 1. 20)
o 설을 앞두고 임금 지급, 원자재 구매 등에 필요한 단기운전자금 조달
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해 총 100억원의 특별자금을 지원

－ 근로자 채용시 1인당 80만원의 보조금을 12개월간(수습기간 3개월,
정규직 전환시 9개월 추가) 지원하여 올해 총 1,000개의 정규직 일자
리를 창출할 계획

－ 금번 지원조치로 지역 중소기업의 운전자금 조달뿐만 아니라 금융
비용 절감 등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1. 11

▷ 전라북도,「산업단지 조성 유관기관 간담회」개최
o 도와 일선 시․군, 토지주택공사, 농어촌공사, 민간사업자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우량기업 유치를 위해 신속한 행정지원, 협
조체제 구축 등을 통해 경쟁력 있는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지역 건설

▷ 전라북도,「2012년도 청년취업 2000」사업 청년취업자 모집 개시

1. 19

▷ 전라북도,「민생경제원탁회의」개최
o 도내 경제관련 기관장으로 구성된 민생경제원탁회의가 한국은행 전북
본부에서 개최되어 참석자들은 최근 한우값 폭락 등 도내 경제 현안
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전통시장 장보기 및 내고장 상품 애용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기로 합의

자재를 사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기로 다짐
1. 12

▷ 전라북도,「2012 전북방문의 해」선포식 개최
o 연간 관광객 7천만명 유치를 목표로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2012
전북방문의 해」선포식을 개최하여 신관사또 부임행차, 도립국악원 공
연, 전주비빔밥 비빔․나눔 행사 등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 전북의 ‘맛’
과 ‘멋’을 홍보

－ 또한 수학여행단․외국 관광객 유치를 위해 서울시 교육청 및 한
국관광공사와 각각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한편,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최하는 「내나라여행박람회」와 연계하여 전북 관광 홍보부스를
설치하고 수학여행 유치 설명회 등을 개최
1. 19

▷ 전북지방중소기업청,「중소기업 지원시책 합동설명회」개최(1. 19 ~ 2. 17)
o 전라북도 등 11개 기관과 합동으로 10회에 걸쳐 시․군을 순회하며
자금, 판로개척, 기술개발 등에 대한 지원시책을 설명하는 한편, 중소
기업 애로사항에 대한 개별 전문상담 등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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