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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모두가 바라는 일자리 모바일 완주

.  테크노밸리 2단계, 중소기업 농공단지 완공 및 입주기업 조기 유치

.  첨단 스마트 농공단지 신규 조성

.  완주형 사회적경제 ‘소셜굿즈’ 추진

.  골목상권 활성화 위한 지역화폐 사용 전면 확대

.  전통시장 활성화 시끌벅적 장터지원(특성화시장, 주차환경 개선 등)

2025 

‘15만 자족도시 완주시 시대’를 열어갈 

민선 7기가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민선 7기에는

15만 자족도시 기반이 구축되고 

모두가 바라는 일자리가 만들어집니다.

군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지고 

농민들의 얼굴에는 미소가 번집니다.

군민의 안전과 복지가 보장되고 

동네방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합니다.

완주와 함께 청년들이 성장하며 

평화의 물결이 밀려옵니다.
 

소득과 삶의 질이 높은 희망찬 ‘으뜸완주’의 청사진

같이 한번 살펴보실까요?

9대 분야 74개 과제

15만 자족도시 완주시 
⼤도약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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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모두가 행복한 삶의 질 르네상스 완주
.  완주 방문의 해 추진

.  완주~무진장 권역 네트워크 구축 활성화

.  완주 낭만가도 조성(대아 및 동상저수지 일원) 

.  삼례문화예술촌 3단계 추진

.  주민생활문화(르네상스 완주) 활성화

.  대둔산 관광기반 확충

.  찾아오는 관광 활성화 기반 조성(상관 등)

.  어린이ㆍ청소년 체험관광 랜드마크 조기 구축

.  자연공감 산수인 마을 조성(경천저수지 일원).  아파트 르네상스 2단계 추진

.  완주 종합스포츠타운 연차적 조성

.  생활체육 인프라 확충(축구메카, 야구장 등)

.  완주정신 부흥 프로젝트 추진
   (동학혁명, 이치웅치, 성지순례, 권삼득 등)
.  동물보호.동물복지 기반 마련(반려동물 테마파크 등)

1.  15만 자족도시 기반 구축하는 완주

.  국가예산 5천억, 군 예산 7천억 시대 달성

.  30만 도시기반, 50만 대도시 삶의 질 기반 조성

.  15만 자족도시 정주기반 확충

.  공공기관 조기 착공 및 입주

.  도시재생 뉴딜사업(봉동읍, 신규 읍면 확대)

3.  잘사는 농업농촌, 농민존중 농토피아 완주

.  농식품산업 메카 조성(2025푸드플랜, 로컬푸드 3.0 등)

.  고령농 등을 위한 농작업대행단 설치 운영

.  전국 최초 농업참여예산제 시범 시행

.  완주형 주요 농산물 최저가 보장제 시행

.  고품질 우량 종묘(딸기 등) 생산기반 구축

.  농촌중심지 및 기초생활거점 활성화 사업

.  스마트 첨단농업 활성화

.  산림휴양. 소득 및 산림 레포츠 산업 육성.  농업인 월급제 확대 시행

.  향토건강식품 생강 명품화 사업 추진

민선 7기는 시대 상황과 군민의 열망을 담아 

15만 자족도시 기반이 구축되고 

모두가 바라는 일자리가 만들어집니다.

군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지고 

농민들의 얼굴에는 미소가 번집니다.

군민의 안전과 복지가 보장되고 

동네방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합니다.

청년들이 완주와 함께 성장하며 

평화의 물결이 밀려옵니다.
 

소득과 삶의 질이 높은 희망찬 ‘으뜸완주’의 청사진, 

함께 살펴보실까요?

소득과 삶의 질 높은
‘15만 자족도시 완주’ 

프로듀스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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