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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03

민선7기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평가 결과, 최고등급인 SA를 받아 최우수상을 수상했으며, 민선7기 공약 총 85개 사업 중 정상추진 81개로 실천율 
95%를 보이고 있다.

완료사업(38건, 45%)
>> 홀로그램 콘텐츠 서비스 지원센터 건립 

>> 청년일자리 종합지원센터 설립

>> 청년 자산형성통장 지원

>> 청년 취업드림카드 지원 등 

>> 어린이 영어도서관 건립 

>> 어린이집·지역아동센터 공기청정기 설치 지원

>> 농민중심 농정시스템 장착 

>> 농업 보조금 발전적 확대 개편

>> 공공시설물 통합·전문관리 도시관리공단 설립

>> 동북아 식품 수도 국가식품클러스터 분양 및 확장 추진

>> 구도심의 재탄생 도시재생 뉴딜사업

>> 시민친화적 시청 신청사 신축

추진중사업(43건,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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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평가 
최고등급 SA
선정 쾌거!

최우수상 수상 

공약평가 
최고등급 SA
선정 쾌거!

최우수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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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우선 정책추진

▼

환경문제 발생

지방채 발행

▼

재정건전성 악화

시민과의 소통부족

▼

각종 갈등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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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친화도시 선포(2019) 및 

기반구축
감성정책 실현, 관광명승지 발판 마련

先경쟁력 향상, 後기업유치 
+ 효율적인 재정운영으로

지방채 전액상환

공론화위원회 제도(2019) 및
시민청원제도(2019)등
다양한 소통제도 도입

직면한
과제

그간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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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궁현업축사 매입 및 생태복원사업 추진
새만금 수질 위험요인 제거 및 악취해소

서부권 악취의 근원 영명농장 축사 폐쇄(2018년)

대기 청정지역 회복

악취 추적 감시시스템 익산 악취24 앱 구축(2019년)

2020년 악취없는 여름 만들기

Ò�Ò��ÓÔ�É��Õ�°�¥�Ö×©ÉØÙ�Ú��ÕÛ��ÜÝÞ

¿ÀÁÃ�����Þ ¿ÀÁßÃ�¦à��� Áá�ª�â�¥
집단민원으로

하수슬러지처리시설 

공사 중단

⇓

국비 121억원 반납, 

지방교부세 패널티 112억원 삭감 

지방교부세 패널티

해소 방안 및

예산절감 대안으로

하수찌꺼기 감량화
사업 추진

▶노후시설 개선비

    86억원 예산절감

▶하수찌꺼기 감량효과

▶악취 저감

▶패널티 112억원 면제+

    국비 188억원 추가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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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환경문제 해결 및 불법행위 효율적 대응

▷검찰 지명으로 수사권한 위임받아 위법행위를 저지른 환경

    사범에 대한 직접적인 수사권 행사

    (영장신청, 집행, 검찰 송치 등 검사의 지휘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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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농산 내부 매립폐기물 및 주변 환경오염 토양 완전 제거     

    (2020.6)

▷사후관리, 환경개선 등 12가지 사업 추진

▷비료공장 부지활용 계획수립, 환경테마 문화공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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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이적처리를 위한 대체 매립장 조성방안 마련 

   - 대체 매립장 조성 추진 협의

▷침출수 전처리 후 공공처리장 연계처리로 안정적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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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취원인 해소를 위한 적극행정을 펼쳐
    오산면 장신휴먼시아 입주민들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성과 05

2017년 12월 국토부 공모사업「노후 공공건축물 리뉴얼사업」 

추진하면서 장소논란의 불씨를 제거했고, 2020년 4월 설계 

공모 당선작 선정으로 신청사의 청사진이 그려졌다. 2021년 

상반기 착공, 2023년 완공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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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치행정을 펼치며 운수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해온 끝에 

정류소 설치 합의를 이끌어냈다. 현재 익산터미널에서 

서울남부터미널까지 하루 왕복 10회씩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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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개발계획 마련 후 8년 만에 전북도 

심의 통과되어 2020년 12월 공사 착공을 

위해 속도를 높이고 있다.

- 계획인구 4,526명, 1,675세대, 면적 294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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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공론화조례 제정 및 위원회 구성

▷공론화위원회를 의결을 통한 정밀안전진단 추진

   - 진단결과 D급판정으로 위험 재확인

▷공론화 위원회를 통한 갈등 해소

▷민간 재건축 등 주민참여 방안강구

취임초기(민선6기) 2017년 말 2018년 말 2019년

지방채
제로화 달성

1,593억원
1,001억원

408억원

1,593억원
1,001억원

408억원 0 원0 원

계획보다 7년 앞당겨 조기상환하고 29억원 가량 

이자 비용까지 절감했다.

ÉÆ=��<�Ì�;ç¥

▷모현택지(기쁨의 교회) 도시계획도로 개설

    ⇒ 우회통행 불편해소

▷송학동 주민숙원 학곤선 도로 4차선 확장 조기완공

▷마한로 미개설 구간 조기개통

    ⇒ 어양변전소 인근 교통량 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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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로그램 콘텐츠 개발 및 상용화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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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핵심기술 개발 및 3대 사업화 실증 사업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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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4,467㎡ 부지에 2023년까지 총 1,370여억원 대규모 투자
▶ 100여명 고용창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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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5,344㎡부지에 2022년까지 총 1,700여억원 대규모 투자
▶ 330여명 고용창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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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0,270㎡ 부지에 2023년까지 단계적으로 1,000여억원 대규모 투자
▶ 300여명 고용창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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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식품패키징센터
▶파일럿플랜트
▶식품품질안전센터
▶식품기능성 평가지원센터
▶식품벤처센터

6대 기업지원시설

▶소스산업화센터

▶기능성식품 제형센터

▶농식품원재료 중계·공급센터

▶가정편의식(HMR) 기술지원센터

▶청년식품 창업허브

신규시설 집적화

식품산업
메카

기반시설
구축

2019년 2020년

전년대비
   83%증가
전년대비
   83%증가

216억원

395억원

국가식품클러스터 국가예산 확보현황

2016년 2020. 6월 기준

13.5%
6개사

59.5%
93개사

46%
증가

국가식품클러스터 분양률

민선7기
기업유치

현황

��©�üHIJ�
ñèòóíòô�òõö�÷�Ï

»ïìÜò�øùÂ�Ï
úû��

�üýò�þÿ�Ï
~��

�û}ò~ûú|
ëì{�[~\]

ûúòû^_|
ëì{�ú`\]

ò̀}û~@��çè �?}@��çè

~[?>�=<;: ú~}>�=<;:

총 23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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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27억원

1,01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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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산업단지
분양률

41%

2016년

67%

2018년말

81.1%

2020년 6월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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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07

익산시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보다 촘촘하고 강도 높은 경제지원 종합대책을 내놓는 한편, 최대 규모 재정투입을 통한 민생경제 회복에 
나서고 있다.

재난 극복을 위한 ‘익산형 경제지원’ 추진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중소기업 등 피해 지원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지원 확대
- 올해 신규70곳 선정, 124억원 지원
수출 피해기업 보험(보증)료 확대지원
이차보전금 지원 확대
- 234개업체, 2억4천만원 지원
관광사업체 경영안정자금 긴급지원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공공요금 지원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근로자 4대보험 소상공인 부담분 지원

소상공인 특례보증 대출한도 확대

공영주차장 무료 주차 시간 확대  

소득보전형

소득과 연령에 관계없이 
익산에 주소를 둔

모든 시민에게
1인당 10만원씩

지원해 생활안정 도모

경기진작형

지역화폐 다이로움을
활용해 충전금액의 10%,

사용금액의 10%를
혜택으로 제공하여

소비진작 유도

공공분야
일자리 사업

인건비 선지급

<12개사업 9,631명, 
348억원>

노인일자리, 주민자치센터 
강사 등

행정명력 시설
긴급지원금

대상 자체확대

<152곳 추가지원>
  당구장, 볼링장, 탁구장, 
스크린골프장, 목욕탕 등 

전국 최초 
복합형 재난기본소득 시행

정부 지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핀셋 지원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마중물, 
지역화폐 다이로움 성공 안착
지난 1월,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발행된 익산 지역화폐 다이로움이 현재 가입자 6만 여명을 

돌파하며 안정궤도에 올라섰다. 특히, 익산시는 익산 다이로움을 활용한 복합형 

재난기본소득을 시행해 재난지원금의 경제 선순환 효과를 극대화하고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넣는데 성공했다. 현재 익산 다이로움은 총 발행액이 778억원을 넘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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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제유적 종합안내관, 역사관 조성, 유적간 연계환승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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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체보수 20년 만에 미륵사지 석탑 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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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사업비 350억원 규모, 2020년 국비 23억원 추가확보

ㆍ동장군 바람막이

    쉼터(25개소)

ㆍ발열벤치(85개소)

0�1Û��2%3�4$
5��µ��Ö�

���������

ÛÜè�6�Û�
°78�ßà
����������

9	�.	�Ü®A���
0����
���¡��¡���

�½B�CDE
FGâ�HI¹È�Ö�

���¡�����



성과 09

U�S�OP��V��W���

▶ 주요 교차로와 도로변에 1m의 낮은 높이 설치
▶ 교통시야 확보 및 불법현수막 근절(95개소, 18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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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적 지원, 갈등해소, 공공제 차단유예, 거주불편 임시조치

øÒ�Õa°��ÿ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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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을 위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지원
▶ 체류관리,고용허가,근로자 인권상담,통번역 등
▶ 사통팔달 교통의 중심지 익산역에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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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의점을 활용한 24시 운영(20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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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정기 승차권을 이용해 관외로 출퇴근자 대상

▶ 열차정기승차권 운임 비용의 50%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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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품격 상승! 명품주거공간
시민의 몸도 마음도 건강하게! 휴식여가 공간
시민의 목마름 해결! 친수공간
시민의 답답함 해소! 주차공간
시민의 자부심 업! 시청 신청사
시민의 일자리 와글와글! 산업단지 완판

시민이 행복한
품격도시 익산
시민이 행복한
품격도시 익산

미세먼지·악취로의 해방
되살아나는 생태마을 
500만 그루 나무심기, 명품도시숲
맑은 물 공급과 안전익산 365일

환경과 사람이
공존하는 도시
환경과 사람이
공존하는 도시세계가 인정한 문화유산도시 

시민이 참여하는 대표축제 육성
500만 관광객 유치를 위한 홍보 다변화 
무왕의 도시 관광콘텐츠 개발 및 네트워크 구축

사람이 찾는
500만 관광도시
사람이 찾는
500만 관광도시

국가식품클러스터 식품메카 발판 마련
지역대표 식품기업 ㈜하림 상생발전 구상
국가식품클러스터 기능 강화
익산형 일자리사업을 통한 상생모델을 구축

풍요의 대지
농식품 도시
풍요의 대지
농식품 도시

유라시아 거점역 선점
KTX익산역 광역복합환승체계 구축
국제물류단지 조성
산업발전을 위한 동맥 확보

세계가
경제영토인 도시
세계가
경제영토인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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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미래 비전



미래비전 11

익산시가 시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살기 좋은 도시를 조성하고자 시민체감 정책을 추진한다. 친수 공간과 명품 주거공간 조성을 통해 시민의 삶이 
보다 풍요로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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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과 사람이 공존하는 도시환경 조성환경과 사람이 공존하는 도시환경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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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라시아 진출의 전초기지로 도약!유라시아 진출의 전초기지로 도약!

행정

전북도ㆍ익산시

익산시 철도정책포럼
위원회

전북도 내 민간단체 및
일반 도ㆍ시민

전문가
그룹 도민

다각적인 홍보로
시민공감대 형성하여
거점역 염원 결집
▶유라시아 국제철도 거점역
    기원행사 및 정책세미나 개최 : 2019. 11. 8. 
▶남북철도 특별사진전 개최 : 2020. 7. ~ 

국가계획인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2021~2030) 반영 추진
▶하바롭스크시와 우호협력 MOU체결 : 2020. 2월
▶국제철도 물류기지 구축 타당성 연구용역 추진
    : 2020. 7. ~  

전문가그룹을 통해
차별화된 정책반영 및
사업추진 중 자문
▶익산시 철도정책포럼 워크숍 개최 : 2020. 5. 8. ~ 5. 9.
▶익산시 철도정책포럼 분과별 활동 추진 : 2020. 6. ~ 9.
▶2020년 철도정책포럼 정기회의 개최 : 2020. 10


ã�W���
▶철도정책포럼 구성·운영 및 대응전략 수립


ã�'�£4�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선 철도 건설 추진
▶KTX익산역 광역 복합환승체계 구축
▶유라시아 거점 국제물류단지 조성

KTX익산역
광역복합환승체계 구축

▶유라시아 및 환서해권을 포괄하는 호남권역 광역환승체계 구축
    (CIQ시설, 교통수단간 환승시설, 주차시설 등)

500만 관광 명품도시로 도약!500만 관광 명품도시로 도약!
무왕의 도시

관광 콘텐츠 개발

▶ 익산 세계유산 탐방거점센터 건립(2020~2023/215억원)
▶ 미륵사지 관광지 조성사업(2005~2021/350억원)
▶ 백제왕궁 전시관 증축 및 가상체험관 조성(2019~2021/100억원)

새로운 관광브랜드

‘고백의 도시’ 익산

▶ 백제로 떠나는 고백(古百)& 연인 고백(告白)이야기
▶ 4대종교 성지 고백& 청년의 고백(Go-Back)이야기
▶ KTX익산역 앞 중앙로 '빛들로' 특화거리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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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비전 13

식품산업 혁신성장의 메카로 도약!식품산업 혁신성장의 메카로 도약!

왕궁보석테마

관광지 조성
▶ 전국 최장규모 스카이워크 설치 예정
▶ 화석전시관 모험체험시설 (14억원)

금강변

명품관광지 조성

▶ 웅포관광지 테마파크 조성(2019-2023/1,000억원)
▶ 말산업 특구(2019-2021/55억원)
▶ 용안생태공원 관광 활성화(18억원)

�	���Y�(�¼��Þ���¬���ÏmL���éÀ�
▶㈜하림산업, ㈜하림, 전북도, 익산시, 원광대 연구진 등

익산시-하림그룹, ‘익산형 일자리’ 창출 본격화
익산시와 하림그룹이 익산형 일자리 창출과 지역 상생 협력방안 논의를 본격화하면서 지역경제에 청신호가 켜졌다. 익산시는 
앞으로 하림그룹과의 협력 사업을 토대로 지역의 식품기업, 농가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익산형 일자리’모델을 마련할 계획이다. 

�����_���Y�(�¼��Þ���¬�����g���ÀÁ
▶TF팀의 사업추진 계획과 방향성 등 구체적 논의

���7�s�����Þ¨���¦�����e¨°��ã�À¿
▶올해 안에 산업부의 지역상생 일자리사업 공모 계획 

국가식품클러스터
기능 집적화
▶국가식품클러스터 청년
    식품창업허브 구축
    (2020~2023년/266억원)
▶가정편의식(HMR) 기술지원센터
    (2020년/45억원)

국가식품클러스터산업선 철도건설사업
▶사업구간 :
    춘포역~국가식품클러스터    ~완주산단(L=12.20km)※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2021~2030년)

국가식품클러스터 확장

(2020~2025년/5,000억원)

▶산업단지 확장(92만평, 3,500억원)

▶국제 농식품 비즈니스센터 건립

    (1만평, 1,500억원)

국가식품클러스터 
투자유치 가속화 
▶법인세 5년간 400% 감면▶지방투자촉진보조금 확대   (14% ⇒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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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역사상 가장 큰 지방도로 사업
연무IC- 일반산단 진입도로, 2021년 마무리!
익산시 역사상 가장 큰 지방도로 사업
연무IC- 일반산단 진입도로, 2021년 마무리!
익산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를 둘러싼 익산시와 시공사의 소송이 원만히 해결됐다. 익산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시공사인 
대림산업(주)이 2018년부터 진행되어 온 공사대금 요구소송을 취하하고 사업의 신속한 마무리를 위해 노력하기로 협의하면서 공사 추진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시는 앞으로 내년 준공을 목표로 공사에 속도를 높여 산업단지 활성화와 지역 균형발전을 앞당긴다는 계획이다.

전국 최대 바이오헬스 생태계를 조성한다
국립감염병연구소 유치 전력!
전국 최대 바이오헬스 생태계를 조성한다
국립감염병연구소 유치 전력!
지난 5월, 3주년 특별연설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감염병 연구의 컨트롤 타워인 국립 감염병연구소 설립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익산시는 지역의 풍부한 인프라를 활용한 국립감염병연구소 유치에 행정력 집중하고 있다. 

01 익산시, 감염병 연구에
특화된 연구소 보유,
국립감염병연구소
유치 최적지!

02 상생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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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최대 규모의 동물 실험이 가능한 
생물안전차폐시설(ABSL-3)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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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초 인수공통 감염병 연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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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삶의 질을 높여줄 생활SOC시설 구축시민 삶의 질을 높여줄 생활SOC시설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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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 체련단련실, 노인운동 시설 등 체육관 건립으로 건강한 도시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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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들의 여가활동과 생활체육 활성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의 질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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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활동 공간 조성 및 체육시설 인프라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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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취약 지역주민들의 접근성 높여 지역 주민의 건강형평성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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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중심의 보편적 가족서비스 제공을 위한 복합공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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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권 로컬푸드직매장 신축(2019~2020년 / 3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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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공영주차장 대리주차서비스 실시

▶송학공영주차장 조성 (총 50면) / 

▶역골지구 주차공원 조성(2021.6월완공)
    - 임시주차장 조성(2020.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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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짝제, 개구리주차장 및 노상주차장 설치,
    마동사거리~등기소사거리간 노상주차장

▶주차타워 건축 중앙동 200면(2022년 준공),
    남중동 260면(2023년 준공)

▶공공기관 및 종교시설 개방 시민 무료제공
 - 개방주차장 5~10개소, 1,000면 확보 

맞춤형 주차정책 추진맞춤형 주차정책 추진



의장 유재구

부의장 박철원





  직접방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