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어디나 살기 좋아집니다

[ 전북 ]
산과 들, 바다가 잘 어우러져 자연환경이 아름다운 전북은 미래의
땅, 기회의 땅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최근 새만금개발청 설립을 포함한 「새만금사업특별법」
제정으로 전라북도 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습
니다. 후속조치를 조속히 추진해서 새만금이 대한
민국의 신성장동력으로, 국토균형발전의 상징적
인 공간으로 탄생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
습니다. 새만금연담권을 동북아 경제중심지역
으로, 동부연담권을 세계적인 관광휴양지역
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전북의 특장점을 살린 식품 클러스터
조성과 바이오 융복합 산업, 광역도로망
구축 사업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 전북 1 | ‘새만금사업’의 지속적·안정적 추진 적극 지원
| 전북 2 | 미생물 융복합 과학기술단지 건립
| 전북 3   | 국도 77호선 연결 부창대교(부안 ~ 고창간) 건설 추진
| 전북 4 | 지리산·덕유산권 힐링거점 조성사업 지원 추진
| 전북 5 | ‘고도 익산 르네상스’를 위한 관련 사업 지원
| 전북 6   | 동부내륙권(새만금 ~ 정읍 ~ 남원) 국도건설
| 전북 7 | 전북 국가식품 클러스터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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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1

‘새만금사업’의 지속적·안정적 추진 적극 지원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국회 통과에 따른 후속조치를 조속
히 시행해 새만금사업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추진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새만금개발청 설치
■새만금사업특별회계 설치

전북2

미생물 융복합 과학기술단지 건립

전통식품산업을 기반으로 발효자원 산업을 특화할 수 있는 관련 산업기반을
보유하고, 식품·에너지·제약 등 미생물 기술을 활용한 바이오 융복합 산업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미생물 융복합 과학기술단지 건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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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3

국도 77호선 연결 부창대교(부안 ~ 고창간) 건설 추진

새만금과 서해안권을 연결하는 도로망 확충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겠습니
다. 낙후된 해안지역의 개발 촉진과 부안군과 고창군의 통행거리 단축으로 물류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부창대교 건설을 추진하겠습니다.
■부안군과 고창군을 연결하는 도로 및 부창대교 건설

전북4

지리산·덕유산권 힐링거점 조성사업 지원 추진

지리산·덕유산 권역은 청정한 자연환경과 풍부한 문화역사자원을 보유하고,
주변 5개도와 인접성으로 시장기회 확대 가능성이 높습니다. 건강·휴양도시
등 지역별로 특화된 인프라를 조성하겠습니다.
■지역의 생태·문화자원을 기반으로 대표적인 휴양·힐링의 일번지로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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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5

‘고도 익산 르네상스’를 위한 관련 사업 지원

고도 익산의 문화적 가치를 높이기 위해 제반 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특별보존
지구 및 보존육성지구 사업을 추진하고, 교육·홍보 등 고도육성 기반구축사업
을 병행하겠습니다.
■미륵사지, 왕궁유적지, 제석사지 등 특별보존지구 사업 진행 및 보존육성지구
사업 추진
■교육·홍보 등 고도육성 기반구축사업 병행

전북6

동부내륙권(새만금 ~ 정읍 ~ 남원) 국도건설

새만금 개발사업과 연계해 낙후된 전북 동부내륙권을 개발,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친환경 도로교통망을 확충하겠습니다.
■정읍에서 남원구간도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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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7

전북 국가식품 클러스터 조성

식품시장은 국가 100대 신성장동력사업으로 선정된 핵심 사업입니다. 전북이
동북아 식품시장에서 중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국가식품 클러스터를 조성하겠
습니다.
■식품안전성센터, 식품기능성평가지원센터 등 정부지원시설 구축
-대한민국 최초의 ‘R&D중심의 수출지향형 식품전문 국가산업단지’로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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