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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약목표 >
◈ 경쟁력 있고 특화된 거점 대표 관광지 육성 · 활성화 14개소
◈ 주변 관광자원과의 연계 · 확산 프로그램 운영 : 연 42개

 필요성(추진배경)

○ 민선6기 시

․군별

경쟁력 있고 특화된 거점 관광지를 선정․육성하였으며,

민선7기 지속 투자로 전라북도 대표관광지로서의 경쟁력 강화
- 전북지역 방문객의 관광패턴을 보면 대부분 단일지역 방문이

높게 나타나 주변 관광자원과 연계·확산이 시급한 문제점으로
나타남

 사업개요

○위

치 : 14개 시․군 대표관광지

- 전주 덕진공원, 군산 근대문화도시, 익산 왕궁보석테마파크, 정읍

내장산국립공원 , 남원 광한루원 , 김제 벽골제 , 완주 삼례문화
예술촌, 진안 마이산도립공원, 무주 반디랜드, 장수 승마레저
체험촌, 임실 치즈테마파크, 순창 강천산군립공원, 고창 고창읍성,
부안 변산해수욕장

○ 사업기간 : 2015~2024
○ 총사업비 : 1,758억원(국비 144, 도비 1,400, 시군비 214)
- 시·군별 10억원씩 10년간 지원
- 1단계(2015～2019) 1,058억원,

- 2단계(2020～2024) 700억원

○ 사업내용

- 대표관광지 육성
․투자계획,

재원조달계획, 관리운영계획, 파급효과분석 등

․(기반시설)

노랑치즈의 길, 세계성곽 미니어쳐 정원, 주차장 조성,

도립공원 경관개선, 시간여행 트레일조성, 체험시설, 신기한 어린이
놀이터조성, 물꽃바람 정원 등
- 대표관광지 관광진흥

및 코스계획, 관광축제 및 이벤트계획, 관광홍보 및

․관광상품

마케팅 계획, 관광안내정보체계 구축 등
․(프로그램운영)

시간여행 상설공연, N치즈공예, 블링블링주얼리

페스티벌, 상설공연 프로그램지원, 문화예술제, 환영 취타대운영
고원길 달빛걷기, 맨발로 걷는 사랑나눔, 미스비치 페스티벌 등

○ 추진기관 : 전라북도, 14개 시 군
·

 연도별 재원투자
(단위: 억원)

구분
합 계
국 비
도 비
시군비
기 타

소계

‘18

임기 내
’19
’20

’21

’22

591

887

219

248

140

140

140

280

37
420
134

107
700
80

39
140
40

68
140
40

140

140

140

280

합계

기투자

1,758

144
1,400
214

임기후

※ 향후 제2차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사업별 국비 확보 활동강화, 시․군비는 사업성격에 따라 투자
 추진계획
【추진방향 및 절차】

○

∼2019)된 사업은 차질 없이 추진하고, 제2차
기본계획(2020∼2024)을 수립 특화된 관광경쟁력 강화
1차계획(2015

○ 관광개발의

중기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명소 (핵심거점 )를 중심으로

선택과 집중을 통해 한정된 투자재원을 전략적으로 집중투자
함으로써 개발효과 극대화 및

주변지역으로 확산

○ 대표관광지간 연계 관광시스템 구축으로 2단계 토탈관광 완성
○ 지속적인 관광홍보 마케팅 강화로 인지도 제고 및 방문확대
○ 컨설팅으로 제2차 대표관광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관리감독
○ 매년 평가를 실시하여 인센티브 차등 지원(민선6기와 동일)
○ 제1차 대표관광지에 대한 성과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하반기
○ 사업주체 시 군과 사업에 대한 간담회 설명회를 개최하여 지역의
(전북연구원)

․

자주성 경쟁력 강화
【주민소통 방안】

○ 계획 단계부터(2차 기본계획) 주민 및 전문가 의견 수렴을 위한
간담회, 설명회 개최

【예산확보 방안】

* 기투자액 제외

○ 재원별 확보계획 : 1,167억원(국 107, 도 980, 시군 80)
구

분

국

비

107억원(2차 기본계획에 따라 문체부 관광자원개발사업 연계 국비확보)

도

비

980억원(도비 자체사업 예산확보)

시군비
기

확보계획

80(2차 기본계획에 따라 시군 자체재원 별도 확보)

타

※ 국비 및 시·군비는 추후 2차 기본계획 확정에 따라 반영 예정임
【개선해야 할 제도 등】

○ 지방비 외 국비지원 요청 등 투자재원 확대 추진

 추진 로드맵 및 연도별 목표

○ 추진프로세스
1단계(‘18~’19)

2단계(‘20~’21)

3단계(‘22~)

∘대표관광지 사업추진
대표관광지 사업추진
⇨ ∘대표관광지 사업추진
∘1차사업성과분석및개선방안연구용역 ⇨ ∘
시군 관계공무원 워크숍 개최
∘시군 관계공무원 워크숍 개최
∘평가실시 인센티브 차등지원 ∘
∘제2차 기본계획 수립 및 승인 ∘평가실시 인센티브 차등지원 ∘평가실시 인센티브 차등지원

○ 연도별 목표 및 추진계획
연도별

기 추진

목표
∘1차 사업 기본계획 수립
∘대표관광지 사업추진

∘대표관광지 사업추진
∘1차사업 성과분석 및 개선방안
2018
연구용역
∘평가실시 인센티브 차등지원
∘제2차 기본계획수립 및 승인

∘대표관광지 사업추진
2019 ∘시군 관계공무원 워크숍 개최
∘평가실시 인센티브 차등지원

∘대표관광지 사업추진
임
기 2020 ∘시군 관계공무원 워크숍 개최
내
∘평가실시 인센티브 차등지원

추진계획
∘기본계획 수립 된 사업 점검 및 변경 승인
∘스마트관광 플랫폼 구축(5개소)
∘14개시군 대표관광지 사업추진
∘기본계획 수립 된 사업 점검 및 변경 승인
∘스마트관광 플랫폼 구축(3개소)
∘‘18년도 평가단 구성 및 평가실시 인센티브 차등지원
∘제1차 대표관광지 성과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등
∘제2차 대표관광지 기본계획 수립 및 승인
∘대표관광지 사업추진 및 제2차 대표관광지 확정
∘사업추진 관련 관계공무원 워크숍 개최
∘스마트관광 플랫폼 구축(6개소)
∘’19년도 평가단 구성 및 평가실시 인센티브 차등지원
∘‘20년 대표관광지 사업 검토
∘국비 예산확보를 위한 시·군과 합동활동
∘대표관광지 사업추진
∘사업추진 관련 관계공무원 워크숍 개최
∘’20년도 평가단 구성 및 평가실시 인센티브 차등지원
∘‘21년 대표관광지 사업 검토
∘국비 예산확보를 위한 시·군과 합동활동

∘대표관광지 사업추진
2021 ∘시군 관계공무원 워크숍 개최
∘평가실시 인센티브 차등지원

∘대표관광지 사업추진
∘사업추진 관련 관계공무원 워크숍 개최
∘’21년도 평가단 구성 및 평가실시 인센티브 차등지원
∘‘22년 대표관광지 사업 검토
∘국비 예산확보를 위한 시·군과 합동활동

∘대표관광지 사업추진
∘2차사업 성과분석 및 개선방안
2022
연구용역
∘평가실시 인센티브 차등지원

∘대표관광지 사업추진
∘사업추진 관련 관계공무원 워크숍 개최
∘’22년도 평가단 구성 및 평가실시 인센티브 차등지원
∘2차 대표관광지 성과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등
∘‘23년 대표관광지 사업 검토
∘국비 예산확보를 위한 시·군과 합동 활동

임기 후

∘대표관광지 사업추진
∘시군 관계공무원 워크숍 개최
∘대표관광지 사업성과 분석

∘대표관광지 사업추진 및 제2차 대표관광지 확정
∘사업추진 관련 관계공무원 워크숍 개최
∘대표관광지 사업성과 분석 연구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