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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대 - 152,942세대
● 인 구 - 400,516명 (남198,474명, 여202,042명)
● 면 적 - 29.68㎢ (주거 37.4%, 상업16.9%, 녹지45.7%)

● 행정구역 - 25개동 499개통 2,862개반
● 기 구 - 4국 1보건소, 1실 17과, 25동
● 공무원 - 873명(구 545, 보건소 46, 동 264, 의회 18) 

※ 구의회 - 3개 상임위원회, 의원수 19명(시의원 5명)

● 도 로 - 309,2km 도로율 23.01% (부산시 19.9%)
● 주 택 - 116,353호 보급률 109%  (부산시 101.4%)

(단독32,303  다세대8,566  연립3,133  아파트68,004  기타4,347)
● 상수도 - 42,355전 보급률 100% (부산시 99.6%)
● 하수도 - 583㎞ 보급률 99.5% (부산시 99%)
● 자동차 - 103,986대 승용 78,428, 승합·화물 등 25,558

지역여건
경제 중심지 - 특화거리 조성, 금융·상업·정보·유통의 중추 기능
교통 요충지 - KTX 중간역, 동부산 관광기능과 서부산 경제권역의 가교
교육문화 중심지 - 평생학습도시, 의료·골드거리 관광벨트 구축

Ⅰ기본현황

일반
현황

행정
조직

기반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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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 토지 4,311필지, 700,448㎡ 건물 103동 82,992㎡
● 기 금 - 재난관리기금 외 5종, 3,400백만원
● 물 품 - 21개 품목 234점 3,106백만원

총계
일반회계
특별회계

209,901
200,046

9,855

2008년 2009년 증감(%)

221,991
212,105

9,886

2009 IMPORTANT PROJECT OF BUSANJIN DISTRICT

12,090(5.76%) 증
12,059(6.03%) 증

31(0.3%) 증

(단위 : 백만원)

재정
현황

일반
회계

재산
현황

재정자립도 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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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2008 구정성과
부산 중심권 도약을 위한 복지·경제·문화·기초질서 확립에 주력하면서
40만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확고한 기틀을 다진 한 해 음.

나눔의 샘터 운 활성화 : 가사서비스 등 157,000건 29억원 지원
계층별 복지 체계적 지원 : 아동·청소년·여성·장애인 등 50,000백만원
노인복지 증진 : 기초노령연금 및 노인 일자리사업 지원 등 25,071백만원
드림스타트사업 추진 : 지역사회 아동 통합서비스 218세대 340명 300백만원

저소득 주민복지 증진

구민 건강지원사업 최우수 : 한방건강증진사업 등 1,200회 43,000명
보건사업 추진 : 방문보건 9,891명 구강보건 31,992명 모자보건 18,432명
의료장비 현대화 : 생화학자동분석기 및 성병진단기기 구입 136백만원
금연 환경 분위기확산 : 금연테마동산(어린이대공원내 949㎡), 금연자율공원 등

맞춤식 건강·보건 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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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투리땅 쌈지공원 확대 : 동성고 담장허물기 사업 등 11개소 525백만원
도심 가로화단 정비 : 중앙로 그린로드 조성 등 5건 273백만원
개금 건강공원 조성 :  1,000㎡ 210백만원 (운동시설 및 휴게시설)
백양산 산지경관 개선 : 전망데크 84.5㎡(안내판 1개소), 산철쭉 29,000본 식재

도시녹화 확충·정비

골목길 청결봉사대 운 : 25개대 707명 (취약지 청소 20회)
주요 간선로 노면 흡입차 운행 (2대) : 먼지·쓰레기 수거 139톤
공동주택 음식쓰레기 감량보상제 : 연 139개 APT 7,570천원 감면
동천 환경개선사업 : 쓰레기수거 (71톤), 친수공간 조성 (분수대 등)

밝고 청결한 생활환경 조성

도로시설물 정비 : 도로표지판 등 172백만원, 노점상 정비 등 27,710건
광고물 시범거리 확정 (780백만원), 불법옥외광고물 양성화 등
재해예방 복구공사 9건 662백만원, 안전점검 등 16회 434개 시설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시설 관리

주민숙원사업 해결 : 도시계획, 주민편익 등 78건 21,210백만원
고지대 노후 비탈 통행로 정비 : 163개소 4억원 (계단보수 및 난간설치)
주택재개발(62개 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3개 지구 2,610백만원)

도시기반 시설 확충

주차 공간 확충(29개소 341면), 교통관리 개선사업 (4개소 175백만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정비 : 105개소 24백만원 (반사경, 시선유도봉 등)
버스승객 대기시설 환경개선 : 2개소 10점 22백만원 (편의시설 10점 등)

선진 교통문화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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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현대화사업 추진 : 6개 시장 3,929백만원 (부전마켓타운 아케이드 340m) 
공동마케팅사업 추진 : 8개 시장 220백만원 (상인대학 2개 시장 131명) 
「부전마켓타운 토요문화야시장」운 : 12회 (문화공연, 전시판매 300개 점포)

재래시장 활성화

중소기업 운전·육성자금 지원 : 62건 9,126백만원 (인력 48명 지원)
일자리 창출 : 공공근로·자활근로사업·노인일자리 등 1,872명 6,099백만원
구인·구직 : 1,647명 (취업알선 254명), 지역실업자훈련 등 (53명 105백만원)  
기업애로 해소 추진 :  1기업 1공무원 담당제 73명 2회 90건 상담 (43건 처리) 

서민생활 안정 도모

서면 특화거리 조성 : 사업설명회 20회 및 예산 1,200백만원 확보
서면 메디컬스트리트 조성 : 기본계획수립 용역비 130백만원 확보

서면상권 활성화 기반 마련

평생학습도시 지정준비 : 평생학습협의회 구성, 평생학습 홈페이지 제작
부산진 희망아카데미 운 (34회 5,200명), 부산진여성대학 (7개과정 246명)
초등학교「 어체험센터」개관 : 4개 초등학교 350백만원
인터넷 수능 방송 서비스 실시 : 1,543명 (강남구청 ASP 서비스 협약)

평생학습 도시 기반 구축

구민과 함께하는 문화행사 : 우리문화체험 축제(4월), 가을음악회(9월)
청소년 예술학교 운 : 5과목 1,200명 참여 (제1회 청소년예술제 개최)
생활체육교실 운 : 수 등 8개 종목 37,000명 참여
동네 체육시설 운동기구 설치·보수 : 19개소 16종 32점

문화예술·생활체육 활성화



웃음꽃을 피워요 희망세상 부산진 / 9

고객만족 설문조사 (10회 4,098명), 구민만족도조사 (2회 500명, 2,120개업체)
민원실 환경개선 : 민원실 리모델링 17백만원 (인터넷카페 설치 등)
고객편의 여권발급서비스 제공 : 10,215건 451백만원 ('08. 6월 개소)

친절·신속·공정한 민원처리

우리 동네 파수꾼 운 : 파수꾼 위촉 (25명), 주민불편 제보 (119건)
사랑의 은행나무 열매따기 사업 : 882주 7,000kg 1천만원 (40개 단체 참여)
체납차량 번호판 치활동 : 3,273대 1,657백만원 (구군 1위)

주민참여 역량 강화

미래발전 1인 1혁신 운동 (798건 과제), 간부공무원 협약과제 추진 (103건)
창의충전! 벤치마킹 실시 : 9개부서 10개팀 20개 기관 방문
통·반 조직개편 추진 ▷ 98개통 970개 반 감축 (464백만원 예산절감)

창의실용 행정 추진

웃음꽃을 피워요
희망세상 부산진!!
2009 IMPORTANT PROJECT OF BUSANJIN DISTRICT



한눈에보는

구정주요성과

부산진구 청렴도 평가 전국 최우수기관 전국 1위로 우뚝
외부 청렴도 평가에서 230개 전국기초자치단체중 최고점수(8.95) 획득

「평생학습계좌제」시범도시 선정, 1억원 사업비 지원 쾌거
구민들의 평생학습 결과를 역별·수준별 체계적 관리

「살기좋은 세계도시 부산만들기」도심환경정비 최우수 기관
질서·청결·친절의 도시혁신 중심구로 모범적인 도시환경정비 실천

건강행태개선 평가(최우수), 건강가정지원센터 사업평가(최우수)
구민 건강관리는 으뜸!, 가족상담 등 건강지원사업은 모범적!   

고지대 비탈길, 사람중심의 안전한 보행환경으로 조성
고지대 비탈길 계단보수 및 난간설치(163개소), 노인 등 안전사고 예방

방치된 배수지「개금건강공원」으로 탈바꿈
개금1동 개방배수지(1,000㎡) 운동시설 및 휴게시설 설치

「나눔의 샘터」운 활성화로 서로 돕는 이웃사랑 실천!
총결산 : 가사서비스 등 157천건 29억원 지원, 후원자 발굴 2,255건

「사랑의 은행나무 열매 따기」로 주민화합의 장으로 승화
은행나무 가로수 882주 7,000kg 1천만원 판매수익금 불우이웃지원

부전마켓타운 안전한 쇼핑공간, 문화가 있는 야시장으로 변모
아케이드 설치(340m), 토요문화야시장 개설(문화공연 등 12회)

백양산 정상 전망 데크 조성, 휴식이 있는 쉼터로 조성
전망데크 (84.5㎡), 안내판, 산철쭉 29,000식재 등 보는 즐거움이 있는 곳!

드림스타트사업 시범운 , 어린이에게 꿈과 희망을!
드림스타트센터 개소('08.5월), 저소득아동 복지·교육 통합서비스(28개 프로그램)

오케스트라 공연에서 패션쇼로 피날레 장식!
제1회 청소년예술제 개최, 음악공연, 패션쇼 등 재능과 끼 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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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기관 : 7회】

복지종합평가 우수기관(보건복지가족부)  
기초노령연금평가 우수기관(보건복지가족부) 
평생학습계좌제 시범사업 도시 선정(교육과학기술부)
부산시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 최우수(보건복지가족부)
임신 유아보충 양사업 우수기관(보건복지가족부)
시·군·구 행정정보고도화 추진 우수기관(행정안전부)
등기촉탁서비스 우수기관(행정안전부)

【부산시 : 16회】

부산시 세정실적 종합평가 최우수
부산시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평가 우수
부산시 살기좋은 세계도시 부산만들기 최우수
부산시 도시환경 및 불법광고물 정비 우수
부산시 구군 공무원 친절운동 우수사례발표 우수
부산시 생년월일 불일치 민원 해소 우수
부산시 공무원정보화능력 경진대회 우수
부산시 전화친절도 평가 우수
부산시 사회복지관 평가 우수
부산시 체납세정리 평가 장려
부산시 청소행정 종합 평가 장려
부산시 옥외광고물 행정업무 평가 장려
부산시 민방위 역점시책 평가 장려
부산시 건축행정 건실화 평가 장려
부산시 건설행정 분야 추진상황 평가 장려
부산시 도시기초시설물 선진화사업장 평가 장려

【기타 : 3회】

민선4기 2년 기초자치단체장 공약이행 매니페스토 경진대회 최우수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부산진구 건강지원센터 사업평가 전국 최우수 (중앙 건강가정지원센터)
외부 고객 청렴도 평가 230개 지자체중 최고점수 획득 (국민권익위원회)

26개 부문 수상
장관 7, 시장 16, 기타 3 

2008 
부산진구를
빛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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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절감」
「국·시비확보」

노력의결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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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시비 예산확보 : 총 6,712백만원

중앙기관으로부터 10건 4,863백만원 획득

사업명

서면특화거리 조성사업

예술인 마을 조성 사업

하천복개구조물 보수

보훈회관 신축

계

국비

(특별교부세 포함) 

1,000백만원

1,000백만원

900백만원

500백만원

3,400백만원

비고금액

사업명

고지대 계단정비 사업

서면특화거리 조성사업

골드테마거리 전선지중화사업

서면 의료특성화 거리 조성

당감시장 연결도로 개설

구민 게시판 정비 사업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

살기좋은 세계도시 부산만들기

청소행정 종합평가 장려

도시기초시설물 선진화사업장 장려

사회복지관 평가우수

계

특별교부금

상 사업비

400백만원

200백만원

65백만원

134백만원

800백만원

30백만원

100백만원

15백만원

30백만원

50백만원

5백만원

1,824백만원

비고금액

사업명

부산전자종합시장 수선설비

서면시장 보수

골드테마거리 도로정비

시장 공동마케팅 사업

계

재래시장

활성화

216백만원

423백만원

601백만원

63백만원

1,303백만원

비고금액

사업명

평생학습계좌제 시범도시 사업

복지종합평가 우수지자체 선정

계

상 사업비
100백만원

60백만원

160백만원

비고금액

부산시로부터 11건 1,829백만원 획득

※ 중앙, 부산시 기관표창 시상금 : 2,08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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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복지우선

녹색 환경보전

구민 의견존중

웃음꽃을 피워요
희망세상 부산진

2009 구정운 방향

서 민 복 지 우 선 의 구 정 지 속 추 진
구민의 평생교육 확대 , 문화예술 진흥
깨 끗 하 고 품 격 있 는 도 시 기 반 구 축
경 쟁 력 있 는 지 역 경 제 활 성 화
구 민 과 함 께 하 는 열 린 행 정 실 천

역점시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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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2009 업무계획

2009 Important project of BusanJin district

서민복지 우선의 구정 지속 추진

구민의 평생교육 확대, 문화예술 진흥

깨끗하고 품격 있는 도시기반 구축

경쟁력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

구민과 함께 하는 열린행정 실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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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복지 우선의 구정 지속 추진

노인이 살기 좋은 도시 조성

계층별 복지혜택 확충

구민 건강증진 사업 추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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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노인이 살기
좋은 도시」조성

「노인이 살기 좋은 도시」조성 기반 구축

「노인이 살기 좋은 도시」조성 선포식 개최 : 노인단체 등 400명 ▷ '09. 1월
노인실태 및 욕구조사 (1,000명 대상) : 주거생활 등 D/B화 체계적 관리
노인복지 관련 통합관리체계 구축 : 노인관련 자치법규 및 제도정비
민간실무협의체 구성·운 (월1회) : 우수프로그램 개발·보급

노인 사회참여 기회 확대
노인일자리사업 확대 : 965명 1,435백만원 → 1,010명 1,545백만원
경로당 공동작업장 운 : 쇼핑백 마무리, 공동주택 택배 배달사업
실버 IT도우미 운 : 65세 이상 정보화교육이수자중 선발 ▷ 연 50명

노인장애인종합복지관 : '09. 10월 개관 (지하2층 지상5층, 연면적 3,288.6㎡) 
노인요양복지시설 신축 (민간부문)
- 소규모노인요양시설 : 15명 입소 (초읍동 지상3층, 연면적 365.21㎡)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45명 입소 (초읍동 지상6층 연면적 1,198.44㎡) 
- 노인요양시설 : 100명 입소 (범천4동 지하1층 지상4층 2,363㎡)
노후 경로당 개·보수(40백만원), 운 ·난방비 (248개소 553백만원) 

노인복지시설 인프라 확충

BUSANJIN VISION 2009



저소득 노인 건강 증진

저소득 노인 세대 건강보험료 지원 : 1,250세대 81백만원
노인 건강검진 확대 : 2,800명 ▷ 65세 이상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독감 무료접종대상자 확대 : 70세 이상 → 65세 이상 연차적 확대
노인 무료의치보철사업(60명), 불소겔도포 및 스케일링(1,000명)

노인복지시설 운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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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회관 건립
● 필요성 : 기존 보훈회관은 도로확장으로 2009년도 철거예정

▷「국가보훈대상자등예우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 (‘08.4월)
● 위 치 : 가야1동 50-19번지 ▷구, 가야1동사 건물
● 건립규모 : 부지 129㎡, 연건평 387㎡(지하1층 지상4층), 사업비 754백만원

BUSANJIN VISION 2009

노인복지관 내실 운 : 주간보호 및 물리치료, 여가활용 프로그램
- 실버예술단 구성 : 65세이상 예술기능 보유자 ▷ 악기연주, 전통춤 등
- 실버인력은행 설치·운 : 노인일자리사업 개발·보급 연계
경로당 활성화 사업 : 1경로당 1프로그램 갖기 운동 전개
노인교실 확대 운 : 17개소 → 25개소 확대 운 (20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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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및 장애인 지원 확대

한부모가족 지원 : 자녀양육·학업지원 (824명 738백만원), 현장체험 50명
아이돌보미 사업(3,000명 104백만원), 다문화가족 지원 (357명)
장애인재활·자립지원 (연 2천명8억원), 장애수당지급 (연 42천명 37억원)

아동 보육서비스 향상 및 청소년 건전육성

보육료 지원 (13,666백만원), 결식아동 급식 지원 (2,400명 640백만원)
보육시설 기능 보강 (90백만원), 새싹보육 지원 (144개소 56백만원)
청소년 문화의 집 (1개소 110백만원),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144백만원)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

BUSANJIN VISION 2009

특별지원대상 청소년 지원사업 운

2⃞ 계층별 복지혜택 확충

차상위계층 생계보장 지원 : 월동비, 교육장려금 등 ▷ 182백만원
드림스타트 사업 지속 추진 : 218세대 340명 300백만원(국비) 
노숙인사회복귀지원프로그램운 : 연4회▷부산노숙인지원센터연계

● 사업기간 - 2009. 1월∼12월 소요예산 10.6백만원
● 대 상 - 9∼18세 이하 저소득 청소년 중 최저생계비 150/100수준 이하

● 내 용 - 생활지원, 건강지원, 학업지원, 자립지원, 법률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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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기찬 건강도시 부산진구 구현

건강증진센터 운 활성화

맞춤형 보건의료서비스 추진

BUSANJIN VISION 2009

3⃞ 구민 건강
증진사업 추진

「건강도시 부산진구 」추진 : 심포지엄, 기본조사 연구용역 (4천만원) 
「우리가족 건강체험의 날」(분기1회), 「건강UP·축제한마당」개최
구강보건(치아홈메우기 1,500명), 불임부부 시술 (65명 160백만원)

건강생활운동 실천 : 체력측정·상담(12천명), 건강교실 운 (45회)
식습관개설 양플러스 사업 (250명), 태아·임신부 건강교실 (24회)
금연(흡연예방)사업 : 금연규제업소지도 (3,500개소), 금연클리닉카페운

보건소 신청사 건립
● 위 치 : 건강증진센터 증축(3,4층 증축 1,140㎡)  연면적 2,305 주차장 신축(지상4층 1,200㎡)
● 사 업 비 : 총4,013백만원▷시설비, 의료장비구입비등
● 기대효과 : 선진보건·의료체계 구축으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무료 순회방문 의료 지원 : 경로당, 복지관 등 순회 진료 (2,000명)
맞춤형방문건강관리사업 : 기초수급자 (7,000세대), 간호서비스제공
노인독감무료접종확대 : 70세 이상 → 65세 이상 연차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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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민의 평생교육 확대, 문화예술 진흥2

평생학습센터 설치·운

지역문화예술 및 사회체육 진흥

지역 향토사료 및 관광자원 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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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학습센터 설치

평생학습도시 기반 구축 : 홈페이지 구축 ▷ '08.12월, 26백만원
- 평생학습도시 중·장기발전계획수립 ▷ '09.2월 완료, 19백만원
평생학습센터 설치 : 853,30㎡(258평), 420백만원 ▷ 구청사 11층
운 내용 : 프로그램개발 및 운 , 계층별 교양 및 전문 강좌

구민 평생학습 기회 확대

평생학습 프로그램 활성화

BUSANJIN VISION 2009

평생학습계좌제 운
● 추진기간 : 2009. 1월~2009. 6월 ▷‘09년 시범도시
● 주요내용

- 정보전략계획(ISP) 수립 및 학습이력 관리시스템 구축
- 정책대상 그룹에 대한 프로그램 운 지원 등

1⃞ 평생학습센터
설치·운

부산진 희망 아카데미(월 1회), 맞춤식 작은 아카데미(주 1∼2회)
부산진여성대학운 : 기별6∼8개과정(연2회) ▷전문·취미·교양
구민정보화 교육실시 : 연 4,110명▷컴퓨터기초, 인터넷활용

평생학습 프로그램 공모사업 : 관내 평생학습시설 대상 ('09. 10월)
평생학습 프로그램 뱅크사업 : 유형별 평생학습 프로그램 D/B화 관리
주민자치회별 프로그램 특화사업 : 동별 1개 사업 집중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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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예술학교 운 활성화

생활체육의 저변확대 및 체육시설 정비

BUSANJIN VISION 2009

2⃞ 지역문화예술 및
사회체육 진흥

「부산진구 예술인 마을」조성
● 사업내용 : 미술·조각·도자기 등 부산진구 예술인 창작 공간 조성
● 시설규모 : 예술창작실 20∼30실, 전시실 및 갤러리 등
● 소요예산 : 1,500백만원

고품격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

성지곡수원지 축조 100주년 기념행사 : 기념 음악회 등 ('09. 9월)
詩가 있는 도시문화 조성 : 다중 집합장소에 시비 등 조형물 설치
제3회 우리문화체험 축제마당 : 국악·민속놀이체험 등 ('09. 4월)

유소년 축구대회 개최 : 20개팀 ▷ 황령산레포츠인조구장('09. 8월)
숲길 건강달리기 대회('09. 5월), 백양산 숲속 걷기('09. 11월) 
동네 체육시설 현대화 : 고급형 운동기구 보강 및 노후 시설물 정비

예술전문반 신설 운 : 2개반 40명 ▷ 과목별 5명∼10명
후원회 구성 : 20명 내외 ▷ 예술적재능발굴, 인재육성시스템구축
어린이·여성 합창단 운 활성화 : 찾아가는 음악회, 협연, 찬조공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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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 전승·보전

천연기념물 및 지정문화재 관리 : 감시원 지정배치 등 상시관리
우리고장 문화재 탐방교실 운 : 구정 체험교실 연계 (월1회) 
기능 전수생 및 문화학교 지원 : 3개소 23백만원

명소 발굴을 통한 區 이미지 제고

내실 있는 구정 홍보

「구청아! 노∼올자」업그레이드 : 청소·교통·문화 등 현장체험 병행
시설물 이용 홍보 극대화 : 전자게시판 등 6종 30점
부산진구 신문 발행 : 월1회 5만부 ▷ 각 세대 및 다중이용업소 배부

BUSANJIN VISION 2009

향토 자료집 발간
● 사업기간 : 2009. 1월~11월 ▷ 소요예산 67백만원
● 주요내용 : 우리고장의 역사와 유래, 명소, 전통의 뿌리 발굴
● 추진방식 : 전문가 선정, 자료조사 및 집필 ▷ 향토사료 연구

3⃞ 지역 향토사료 및
관광자원 발굴

부산진구 명소 홍보 : 명소별 요약서 제작, 책자 등 수록
먹거리·볼거리·즐길거리 지도 관광안내소 배부 (10,000부)  
의료관광·쇼핑코스 개발 : 부전마켓타운, 동물원, 골드테마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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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하고 품격 있는 도시기반 구축3

도시녹화 확충·쾌적한 생활환경 관리

서면 특화거리·메디컬스트리트 조성

노점상·광고물 시범거리 조성



26 / 2009 Important project of BusanJin district

품격 있는 녹색도시 건설

쌈지공원 조성 : 학교 담장허물기 사업 등 7개소 1,370백만원
수목식재(5종 12,700주), 편의시설 설치(10종 140점)  
꽃 도시 조성 : 초화식재(14종 186천본), 초화난간(1,500조), 꽃탑 등

녹화사업으로 회색 구조물 개선

동서고가로 하부녹화 : 팔손이 등 5종 11,000주 1,000백만원
가야역 주변 옹벽녹화 : 담쟁이 등 3종 48,000본 590백만원
범천동 창 입구 교통섬 조성 : 낙랑장송 등 20,000주 1,000백만원

산지녹화 및 도시숲 조성

도시 숲 조성 : 아름다운 숲 가꾸기 등 총 139.5ha 694백만원
등산로 정비 : 돌계단 외 9종 5Km  1,000백만원
산림 내 편의시설 정비 : 편의시설 설치 30세트 100백만원

BUSANJIN VISION 2009

1⃞ 도시녹화 확충·
쾌적한 생활환경 관리

백양산 계절테마(봄) 도시 숲 조성
● 사업대상 : 백양산 애진봉 일원 ▷ 전망데크 및 안내판 기 조성
● 사업규모 : 철쭉 군락지 3ha 10,000본 ▷ 사업비 500백만원(국·시비)
● 기대효과 : 산림·문화·휴양의 경관 데크 로드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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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주변 안전한 통학로 조성

보행환경 개선 : 부산마켓팅고 주변도로 정비 ▷ 700m 160백만원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 양정원광유치원 외 6개소 404백만원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Green Food Zone) 지정▷20개학교6백만원

주거환경개선 및 도시기반시설 정비

BUSANJIN VISION 2009

추진

60개소

개소

92개소

개소

62

추진

40

개소

20

추진

20

개소

10

추진

0

주택재개발
(총 4,637.1천㎡)

주택재건축
(총 391.5천㎡)

주거환경개선
(총 349.1천㎡)계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내 점포 앞 내가 쓸기 운동 전개」: 1개 구간 시범운 가야로
소형 음식물쓰레기 배출용기(3 ) 보급 : 13,542개 68백만원
약수터 주변 환경조성 : 목재휀스 설치 및 나무식재 2개소

주거환경 정비사업 현황 : 총 92개소 5,377.1천㎡

도시기반시설 사업 투자 : 20건 14,810백만원 ▷ 도로개설, 보도정비 등
주차 공간 확충 : 36개소 185면 659백만원 ▷ 소규모공동주차장 등
험프형 횡단보도 설치 확대 : N=18개소, 200백만원 ▷ 보행자 중심 환경 개선
상습침수지 정비 : 범천동 841번지 외 4개소 6,570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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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 특화거리」조성으로 아름다운 거리 경관 개선

BUSANJIN VISION 2009

2⃞ 서면 특화거리·
메디컬스트리트 조성

구분

700백만원

2011년

유색포장 및 측구 L=470m

상징거리 지정 설치 2개소

보안등 설치 20등

한전지중화 L=350m

소요예산

목표기간

주요내용

1,500백만원

2010년

유색포장 및 측구, 조경

L=1,100m

상징거리 지정 설치 2개소

보안등 설치 40등

한전지중화 L=226m

배움과 문화의 거리먹거리·볼거리·상징거리젊음의 거리

「서면 메디컬스트리트」의료관광 기반 조성

사업기간 : 2009년 ∼ 2010년
사업규모 : 부전동 롯데호텔·백화점 주변 ▷ L=1,020m  B=6∼8m 

- 롯데주변 의료기관 : 113개소(성형외과32, 치과16, 안과7 등)
사 업 비 : 3,135백만원
사업내용 : 도로·간판·가로등·조경 정비 ▷ 의료관광벨트 구축

사업기간 : 2009년 ∼ 2012년
사업규모 : 부전2동 168번지 일원 2.1km
사 업 비 : 69억원
사업내용 : 젊음·음식·학원 3개 테마 특화거리 조성

4,700백만원

2009년~2012년

종합경관 사업공모 및 설계

시범도로 조성 L=540m

한전지중화 추진 L=180m

차 없는 거리 조성 L=200m

간판 문화 개선 1식 14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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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점상 시범거리 조성

사업기간 : 2009년 ∼ 2012년 ▷ 사업비 300백만원
사업규모 : 롯데호텔·백화점 주변 ▷ L=370m  
사업내용 : 노점상 65개소 정비 ▷ 노점 시간제·등록제·규격화
- 노점관리운 위원회 구성 ('09. 1월), 기반시설 조성 ('09. 9월)

광고물 시범거리 조성

「부전천 친수공간」문화·이벤트 거리 조성

사업기간 : 2009년 ∼ 2013년
사업규모 : L=1,400m ▷ 동해남부선∼ 광도서∼서면시장
사업내용 : 문화·공연거리, 가로공원 조성 등 공공디자인 개선

BUSANJIN VISION 2009

3⃞ 노점상·광고물
시범거리 조성

구분

2009~2010

2011~2013

50억원

95억원

1단계

(문화거리)

2단계

(이벤트거리)

550m

광도서 일원

850m

서면시장 일원

노상주차장 폐지

수목식재, 실개천, 분수대 설치

차없는 거리광장, 문화공연 등

사업내용사업기간 사업규모 소요예산

사업기간 : 2009. 1월 ~ 10월 ▷ 사업비 780백만원
사업규모 : L=260m   22동 144개소
사업구간 : 롯데맞은편, 광도서 입구 ~ 부산진경찰서 입구
사업내용 : 메디컬스트리트 조성과 연계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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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력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4

직업훈련 확대 등 일자리 창출

재래시장 살리기·부전마켓타운 관광상품화

지역 내 세기업 지원활동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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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훈련 및 취업지원 활성화

지역실업자 직업훈련 훈련생 위탁 : 연1회 35명 사전교육(2월) 
직업훈련기관 지도·점검 : 분기1회 ▷ 취업훈련수료자 취업 알선
구인·구직 만남의 날 운 활성화 : 연2회 ▷ 지역업체 참여 확대

저소득층 자립기반 구축 및 공공근로사업 활성화

취업 알선·지원 : 구인, 구직 등록(2,000명), 취업알선(300명)
기초생활보장기금 조성·확충 : 339백만원 → 353백만원
주문음식 및 출장요리 전문사업단 운 : 76백만원
- 시장진입형 자활근로사업 발굴 ▷ 자활공동체 육성 및 창업지원
공공근로사업 : 연 500명 31개 사업장 관리 ▷ 1,083백만원

BUSANJIN VISION 2009

1⃞ 직업훈련 확대 등
일자리 창출

청년인턴쉽 시행
● 근무기간 : 2009. 1. 12 ~ 12. 11(11개월) ▷ 주5일 근무
● 근무인원 : 대졸미취업자 26명(구 및 동 주민센터 근무)
● 근무분야 : 동 주민센터 민원·사회복지 등 행정업무 전 분야
● 기대효과 : 예산절감분 일자리 창출 우선투입으로 청년실업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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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래시장 시설현대화

재래시장 경 현대화

상인대학 개설 : 부전마켓타운 시장활성화구역 등 8개 시장
공동마켓팅 지원사업 추진 : 문화축제, 공동쿠폰 등 운
재래시장모니터링제 운 (월1회),「재사모」우대점포 확산(800개 점포)

부전마켓타운 관광상품화

토요문화 야시장 활성화 : '09. 3월 ▷ 문화공연·공예품 전시·판매
다양한 축제개발 : 김치대축제, 노래자랑, 공동세일 등 이벤트 개발
서면특화거리·메디컬스트리트 연계 ▷ 쇼핑관광 코스 개발

BUSANJIN VISION 2009

범천권역「웨딩타운」랜드마크 추진
● 사업신청 : 2009년 2월중 ▷ 웨딩타운 시장활성화구역 연구용역 실시
● 사업내용 : 401.036㎡ ▷ 사업비 60백만원, 사업비 신청
● 대상지역 : 골드테마거리∼중앙시장∼동천∼하모니웨딩홀∼부산평화시장

아케이드 설치 등 시설현대화사업 : 부전마켓타운 등 3개 시장
특화전문시장 육성사업 : 골드테마거리 외 3개 시장
소규모 환경개선사업 : 시설현대화사업 제외 소규모 시장

2⃞ 재래시장 살리기·
부전마켓타운 관광상품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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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전기업 적극 육성

「기업하기 좋은 부산진구」조성

부동산 취득 법인 등 건설업체 지원 강화 : 취·등록세 50% 감면 등
중소기업 IT도우미 사업 추진 : 기업정보화 컨설팅 및 IT교육 지원
부산진 세무서 현장민원실 운 : 부가가치세 신고·접수(연2회)

세 서비스업체 지원 강화

모범업소 지정 및 사후관리 강화 : LED 조명 표지판 연차적 교체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랑방 컨설팅 추진 :  연 10회 전문가 초빙
시설개선 자금 융자 : 업장 및 주방(50백만원), 화장실(15백만원)

BUSANJIN VISION 2009

친기업 1:1 담당제 운
● 대 상 : 73개 업체 (제조업66, 대형유통업7) ▷ 담당73명
● 내 용 : 1기업 1책임공무원 지정 ▷ 우수기업, 상품추천, 건의사항 청취
● 친기업·친행정 추진으로 원활한 기업활동 지원 ▷‘08년 2회 운

3⃞ 지역 내 세기업
지원활동 강화

기업운전·육성자금 융자및 인력지원 :  2억원, 연간 50명 인력지원
신용보증 지원 활용 : 소기업·소상공인 ▷ 업체당 4억원이내 지원
기업경 고충상담실 운 : 기업 애로사항 해소 ▷ 방문, 전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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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민과 함께 하는 열린행정 실천5

고객만족도 향상

구민참여 자치행정 확대

건전재정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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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감동 친절서비스

「365일 지적측량·리필서비스」,「주·정차 위반 불편·불만 Zero팀」운
「스스로 친절운동」: 친절분위기 확산 친절마일리지제 운
「민원처리 퀵 서비스」운 : 3일 이상 유기한 긴급한 민원사무

민원편의 시스템 확대 구축

품격 있는 화장실 환경 조성 : 지하1층 및 15층 화장실 좌변기 확대 등
신속·정확한 여권발급 서비스 : 여권택배서비스, 인터넷 예약제
장애민원인 편의시설 확충 : 민원실 보청기 및 확대경 비치

지식정보화사회 구현

실시간 TV중계시스템 구축 : 주민센터 및 보건소 ▷ 구정홍보 제공
재개발사업 홈페이지 개설 : 40개 정비구역 자료구축 ▷ 주민 갈등해소
행정우편물 전산화 관리 : 등록·발송 등 ▷ 양주시 S/W 프로그램 연계

BUSANJIN VISION 2009

고객만족서비스「까치 엽서제」운
● 추진시기 : 2009.1월∼연중 ▷ 민원처리 시 고객 불편사항 파악 해소
● 추진방법 : 민원서류 접수 시 엽서 전달 ▷ 결과 분석 (매월 말)
● 기대효과 : 실시간 고객서비스 모니터링을 통한 민원체감 만족도 향상

1⃞ 고객만족도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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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기좋은 우리 동네 만들기

아파트 한가족 만들기(월1회, 우수아파트 추천), 환경정비의 날 운
「1골목 1청결 봉사대」운 : 동별 5개 봉사대 구성 ▷ 골목별 10명
「우리 동네 파수꾼」활성화 : 주민불편사항 제보 ▷ 우수활동 표창

성과 중심의 자치역량 강화

공동주택 음식쓰레기 감량보상제 참여 확대 : 64개소 ⇒ 100개소
국민운동단체 운 활성화 : 사업성과 보고회(연말), 활동 사진전 개최
주민자치회 특화사업 시행 :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 ▷ 1동 특화사업

구민 구정참여 제고

BUSANJIN VISION 2009

「음식물쓰레기 반으로 줄이기 운동」추진
● 대 상 : 300개소 ▷ 125㎡ 이상 음식점
● 내 용 : 남은 음식물 싸주기, 공동반찬 덜어 먹기, 감량기 설치

※ 관련 조례 정비, 공조체계 구축 등 강력 추진
● 감량업소인센티브부여 : 종량제 봉투, 공동반찬 용기 지원 등『좋은 식단』실천 이행업소

표찰부착홍보

2⃞ 구민참여 자치행정 확대

건강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 음주 119문화 확산 ▷ 소형 절주잔 제작 홍보
「스쿨존 지킴이」구성·운 : 학부모협의체 32명 ▷ 안전한 통학길 참여
「부산진 그린오너」시행 : 도심 화단·가로수 등 ▷ 구민·단체 참여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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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하고 건전한 재정 운용

불요불급한 예산절감 : 전시성·소모성 행사 폐지, 경상적경비 10% 절감
재정 조기집행 강력 추진 : 상반기 발주 90%, 집행 60% 이상, 주1회 보고
「ONE-STOP서비스」계약업무 추진 : 청구대금 7일 → 2일로 기간단축

세수 증대 및 체납세 정리 총력

고객편의 납세서비스 추진

BUSANJIN VISION 2009

3⃞ 건전재정 운용

080-ARS 가상계좌 체납세 통합안내문 시스템 구축
● 사업기간 : 2009. 1월∼연중 ▷ 정기분, 체납세, 환부 등 음성안내
● 주요내용 : 건(件)별 독촉장 발부 ⇒ 인(人)별 체납세 통합안내문 발부

독촉장 발송 4∼5회 ⇨ 2∼3회 축소(가상계좌 납부)
● 기대효과 : 향후 5년간 예산절감 630백만원(연평균 126백만원)

누락 세원 일제조사 :  2개팀 10명 전담팀 구성 ▷ 무허가 건축물 등 조사
세외수입 체납고지서 통합발송 : 연3회 45백만원 ▷ 우편료 등 행정비용 절감
체납세 정리 보고회 개최(주1회), 고액 체납자 집중관리제 강력 추진

신설법인을 위한 지방세·국세 설명회 개최 : 400개 신설법인 ▷ '09. 7월초
지방세 현장민원실 운 : 500세대 이상 아파트 신축시 ▷ 취·등록세 납부
납세의무자 편의제공 : 전자납부 대행 창구개설, 자동이체 안내문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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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야

계

1⃞ 세서민 기초생활 지원

2⃞ 쾌적한 주거생활환경 조성

3⃞ 주민숙원사업 조기 해소

4⃞ 지역발전 장기종합계획 수립

5⃞ 구민참여 문화·사회교육 활성화

6⃞ 작은 구청 큰 봉사

7⃞ 구 재정의 건전한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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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

-

-

1

부진완료 정상 추진중계

추진결과

7대 분야 40개 사업 － 완료 5건,  추진 중 32건,  부진 3건

민선4기 공약사업 심사평가 － 분기 1회 ▷ 부서별 자체 심사분석 및 종합평가

민선4기 구정운 구민 만족도 조사－ 2회 ▷ 매년 구민 500명 대상

공약사업 추진경과 보고회 － 3회 ▷ 성과분석 및 부진사업 대책보고 등

민선4기 기초단체장 공약이행 매니페스토 경진대회 ▷ 2회(최우수, 우수) 표창

리콜&리필제 시행 - 공약 등 50개 주요사업 ▷ 홈페이지 관리, 의견수렴

그 동안 추진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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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양산에서 본 전경

웃음꽃을 피워요
희망세상 부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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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명

차상위 계층

생활지원 확대

「나눔의 샘터」

운

노인 건강검진

확대

경로당 연료비

추가 지원

노인대학

운 비 지원

노인 한마음

대회개최 지원

무료급식소

추가 지원

노인종합

복지관 건립

장애인 종합

복지관 건립

여성발전기금

조성

저소득층

건강 보험료

지원

235

(국5

시165  

구65)

비예산

520

(시364

구156)

94

(구84

기금10)

163

(구비)

20

(구비)

115

(구비)

2,000

(시비)

304

(구비)

2,000

(시비)

200

(구비)

각종 행정서비스 집중지원

(의료,생계,주거,학습지원 등) 

임대료 보조 :1~2인기준,월3만원

법적지원이 불가한 저소득층 지원

가사, 의료지원 서비스 등 제공

구·동(26개소) 창구설치,직원지정

대상 :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노인 등 건강검진 확대

관내 병·의원 지원체계 구축

대상 : 등록 218, 무등록 28

내용 : 연료비 연100천원 증액

운 비 추가지원

(월200천원 월400천원) 

대상 : 17개소

노인한마음대회 실시 (매년10월) 

내용 : 행사비 등 지원

대상 : 8개소, 연17~29백만 원씩

연차별 추가지원 확대

대상지 : 전포동 581번지 등 3곳

건립규모 : 건평 600평 규모

대상 : 저소득노인 1,250세대

저소득층 노인가구의 건강보험료

대납 지원

대상지 : 전포동 581번지 외

년간 연 5천만원씩 총 5억원 기금

마련

여성 사회활동 활성화 비용 사용

저소득주민 특별지원

-1,276명 130백만원

준빈곤층지원

-일자리 : 2,075

-긴급복지지원 : 380백만원

-가사도우미 : 7,343명

나눔의 샘터 : 26개창구 설치

가사, 주거, 의료서비스 등

156,944건 2,862백만원

대상자 발굴 : 4,478건

보건교육 및 서비스 제공

8,402건

그린·그룹홈닥터시스템

연계 : 5,377건

등록경로당(218개소) 

무등록경로당(28개소)

48.2백만원 추가 지원

항도노인대학 등 17개소

- 81.6백만원 지원

노인한마음대회 지원

-12백만원

대상 : 10개소 중 8개소

지원내역 : 주·부식비

지원금액 : 135백만원

기본계획수립 : 2007. 3월

구의회 심의 : 2007. 3월

건립예산 확보 : 45억원(시비)

지원 조례제정 : 2006.12.29  

15,000세대 152백만원 지원

노인·장애복지관

복합건물 건립 추진

조성액 : 150백만원

-2006년부터 매년 50백만원

비 고사업내용 그 동안 추진실적소요예산(백만원)

1⃞ 세서민 기초생활 지원 11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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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명

주거환경개선

사업 적극 추진

고지대 주거 환

경복지사업

추진

웰빙 산림 체험

장 조성

자투리 땅 쌈지

공원 조성

황령산 레포츠

공원 기능 보강

소규모 쉼터 및

쌈지 공원 운동

기구 비치

학교운동장

체육시설

조성 지원

통학로 교통

안전시설 확충

소규모 공동

주차장 건립

버스 승강장

환경 개선

31,430

(국15,981

시6,048

구9,401)

1,140

(시비)

1,000

(국500

시200

구300)

1,180

(시800

구380)

642

(국310

구332)

132

(구비)

600

(국280

시60 구260)

4,600 (국2,300

시1,150  

구1,150)

2,791

(시1,395

구1,396)

80

(구비)

주거환경개선지구내 공공시설 확충

주택개량 활성화 유도,융자금 지원

대상지 조사, 연차별 투자

우선사업 선정 추진

도로포장, 하수시설 개수 등 시행

백양산, 엄광산 등 산책로에 조성

야생초화학습장,산악마라톤코스

등산로, 체육시설 조성 및 정비

나대지 등에 휴게 쉼터 조성

매년 5개소 이상 설치

대운동장 인조 잔디 조성

테니스장 확장 : 2면 3면

소규모 쉼터, 주차장 추가 조성

쉼터별(15개소) 운동기구 등 설치

매년 5개소씩 증설

학교운동장 개방 지원(50개소)

잔디조성, 체육시설 설치 지원

대상 : 초등학교 30개교 및

유치원 44개소

안전시설물 및 안내표지판 설치

대상 : 고지대 주택 집지역 우선

규모 : 부지100평, 주차면

20면 내외

대상 : 56개소

의자 등 편의시설 설치

도로개설 L=303m  B=6~12m

놀이터 1개

주택현지개량 : 62동

융자금지원 :680건(13,600백

만원)

186개소 1,148백만원

-2006년 : 4개소 140백만원

-2007년 : 9개소 234백만원

-2008년 : 173개소 774백만원

고지대 노후 비탈길 정비 등

등산로정비 10km

도시숲조성 210.5ha

-산철쭉 군락지 조성외 3개소

편의시설 설치 5종 85점

마라톤코스정비 14km(임도)

동원·동성 담장 허물기

쌈지공원 조성 25개소

-7,047㎡ 21종 12,440주

인조잔디조성(A=5,308㎡)

테니스장확장 : 2 3면

주차장조성 : 72면, 쉼터

쉼터 운동기구설치

- 8개소 8종 18점

쌈지공원 운동기구 설치

-10개소 10종 27점

학교인조잔디운동장 조성

-1개교 (개성고등학교)

체육시설 2개교 5종 10점

29개교 4,401백만원

2006 : 1개소 8면 115백만원

2007 : 1개소 16면 715백만원

2008 : 2개소 30면 888백만원

버스대기시설 13개소 73백만원

대기의자 64개소 27백만원

2008

완료

비 고사업내용 그 동안 추진실적소요예산(백만원)

2⃞ 쾌적한 주거생활 환경 조성 ▷ 10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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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명

시공중인 도로

개설사업 조기

완공 추진

368,917

(시364,647

구4,270)

대상 : 20개소(2010까지 12개소)

장기 계속사업은 연도별 투자

계획에 따라 추진

당감4동 동평초교 후문

도로개설 등 6건 사업완료

전포로~하마정간 도로확장 등

7건은 연차적 시행

가남초교~범천4동간 도로 개

설 등 7건은 2010까지 완료

비 고사업내용 그 동안 추진실적소요예산(백만원)

3⃞ 주민숙원사업 조기 해소 ▷ 1개 사업

사 업 명

부산진구 발전

10개년 계획

수립

재래시장

활성화

10

(구비)

22,553

(국13,056

시6,589

민자2,908)

현황파악 분석 후

장기발전계획 수립

실무추진단, 자문단 구성

기초자료 분석 (구민의견 등)

핵심분야 목표 및 전략수립

복지·건강, 경제·지역개발,

교통·환경, 문화예술·교육,

자치행정 등 과제발굴

시설·경 현대화 사업 추진

재래시장 활성화 실천연대 구성

시범시장 중점 육성

시장활성화 연구 용역

특화전문시장 육성

소규모 환경개선사업 추진

현황자료 조사, 분석

벤치마킹 실시 : 5회

관련 계획 및 상위계획 분석

보고회 및 토론회 : 5회

구민의견 수렴 : 3회

실무추진단 : 6개 분야 33명

자문단 : 교수, 전문가 4명

10개 핵심 프로젝트

80개 부분 과제 발굴

책자발간 : 500권

2008

완료

비 고사업내용 그 동안 추진실적소요예산(백만원)

4⃞ 지역발전 장기종합계획수립 ▷ 2개사업

시설현대화 (10,049백만원)

-아케이드공사 등 9개시장

경 현대화 (742백만원)

-상인대학 276명(3개시장)등

노점 특화거리 2개소 200개

청소년 재래시장 투어

-5개교 500명

소규모환경개선(183백만원)

-초읍시장 측구보수 등 5개 시장

공동마케팅(164백만원)

-토요야시장 등 5개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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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명

부산진 희망

아카데미 개설

운

부산진

여성대학

개설 운

희망세상

부산진구민

신바람

노래교실 운

120

(구비)

80

(구비)

75

(구비)

대상 : 구민, 공무원, 직장인 등

내용 : 정치, 경제 등 전 분야

저명인사 초청 강연 등

대상 :  40대여성 50여명

내용 : 여성의 리더십과 자질 함양

을 위한 법률, 건강, 문화 등 강좌

운 여성인재 양성

월 2회(1회 3일) 운

구민들에게 폭넓고 건전한 여가

제공

비 고사업내용 그 동안 추진실적소요예산(백만원)

5⃞ 구민참여 문화 및 사회교육 활성화 ▷ 8개 사업

여성리더십 향상,

전문지식 습득 등(8~15주)

- 18개 과정 660명

36회 107일 58,850명 참여

상반주기 1대 구입

희망곡 설문조사 15회 2,562명

문자서비스 100회52,600건

희망아카데미 (월1∼2회)

-법률, 경제 등 27회12,350명

맞춤식작은아카데미(주1∼2회)

-28회 2,090명

컴퓨터기초 등 5개과정

360기수 10,545명

문화학교 11개반

남해문화원 문화교류 : 3회

문화유적답사 9회

외국인근로자 문화탐방 1회

음악회 및 사진전 3회

문화학교 발표회 2회

詩 선정 25개동

시비건립 16개동

액자 제작 등 63개소

합동전시회 2회

작품접수 833점 (7~8월)

우수작품 선정 277점(9월)

전시회 10월(4일간)

기금조성 50백만원

부산진구 문화예술진흥기금 설

치및 운용조례

주민전산 교육(기초, 전문과정) 

상설교육장 운 (주 4회)

문화유산 발굴관리 등 순수

문화예술 분야 사업 추진

문화원 후원회 구성 등 지원확대

1동 1詩 갖기 주민참여 선정

詩碑 건립, 詩 낭송 등 추진

매년 미술·사진·서예 등

공모전 개최

매년 10월 작품전시회 개최

기간 : 2007년~2010년

4년간 1억원이상 기금 조성

86

(시14  구72)

400

(시138

구262)

비예산

60

(구비)

100

(구비)

구민 정보화

교육 확대 실시

부산진문화원

운 내실화

우리동네

詩갖기

운동 전개

문화예술 진흥

기금 조성

부산진 구민

문화예술품 공

모전시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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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명

우리 동네

파수꾼

건축 인·허가

사전 예고제

실시

작은구청,

큰봉사

행정체계 확립

구청기구 인력

진단실시

5일근무 7일

서비스제 시행

불합리한 행정

구역 경계조정

부산진세무서

유치 이전 건의

비예산

비예산

62

(구비)

비예산

주민불편, 불만사항 제보

구정에 바라는 사항 건의 등

건축허가 전에 인근주민 등에게

내용 공개

대상 : 위험물시설, 대규모건물 등

조직(인력) 진단 실시

지원부서 축소, 현업 및 서비스

부서 보강

24시간 민원접수체계 구축,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운

당직민원 전자게시판 운

전자민원 발급(G4C)이용율 제고

주민요구, 아파트 신축 등에

따른 불합리한 행정구역 조정

대상지 수시 발굴 추진

부산시 및 중앙관계 부처에 건의

구민, 시민단체연계적극이전추진

부산진세무서 이전 서명운동

대대적 전개

부산진세무서 이전관련

관계기관 방문

2008

완료

2006

완료

2007

완료

비 고사업내용 그 동안 추진실적소요예산(백만원)

6⃞ 작은 구청 큰 봉사 ▷ 4개 사업

지침제정 2006. 8.17 

건축인허가 사전예고제 6건

-불가 2, 취하 1, 허가 3

직급별·직렬별 총 정원 감축

- 54명

한시정원 조기 일괄 감축(8명)

상근인력 정수 감축(20명)

24시간 민원접수

-전자당직실 민원접수 : 1,440건

-무인민원발급기 확대 2대

-무인민원서류 발급 51,648건

전수조사 실시 : 2006.8월

실태조사 : 2006.9월(연지등)

부암1 연지 경계조정

-19필지 2,659㎡(17세대)

실태조사 : 2008. 3월

(범천4 당감2동)

부산진세무서 유치이전 추진

위원회 구성 및 창립총회개최

-35명

범시민 서명운동 전개

-56,796명 서명참여

관계기관 방문 서명서 및

건의서 전달 : 2007. 3,7월

(부산지방국세청, 부산진세무서)

「부산진세무서 현장민원실 」

운 (처리건수 945건)

우리 동네 파수꾼 25명 위촉

- 무보수·명예직 자원봉사

- 제보사항 Onestop 처리

제보사항 접수처리 : 11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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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명

주민참여

예산제

도입 운

불요불급한

예산

대폭 절감

적자예산

운용

부분 전면

재검토

열악한 區 재정

여건의 제도적

개선방안 강구

비예산

비예산

비예산

비예산

예산편성, 경비지출에 대한 감시

2008년 예산부터 전면시행

각종 행사 축소 및 폐지

기관운 비 등 절감방안 강구

일반운 비 및 업무추진비

절감편성

직원 결원율 유지

청사관리방법 검토

- 전자입찰 용역

청소 위탁관리 등 해당부서별

예산 사용실태분석 및 효율적 운

방안 강구

조정교부금 교부율 상향조정 건의

부산시 조례개정 건의

지방교부세 지원제도 개선 건의

-교부세 직접 교부 개선 건의

-행정자치부 등

비 고사업내용 그 동안 추진실적소요예산(백만원)

7⃞ 구(區) 재정의 건전한 운 ▷ 4개 사업

예산절감

<2006년>

-행사취소(3억원), 사업비 절약(6억원)

<2007년>

-경상적경비절감액 (820백만원)

<2008년>

-경상적경비절감액 (1,020백만원)

공무원 감축(08.07.10)

-총 2,600백만원 절감

-정원 927명 현원 873명

△ 54명 2,200백만원 절감

환경미화원 감축(08.07.01)

△ 10명 400백만원 절감

청사관리 용역계약

- 2006대비 171백만원감

환경미화원 인력 감축

- 2006대비 135명 120명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계약 체결

- 2006대비 207백만원감

대형폐기물 수거·처리

완전 민간 위탁 (2007.6.1)

재원조정교부금 교부율

상향 건의 : 3회

- 부산시 조례 개정(07.12.26)

- 교부율 51 55%로 변경

기초단체에 보통교부세

직접 교부 건의 : 3회

시세 징수교부금 상향

건의 : 3% 7%

부동산교부세 교부기준

변경 건의 : 2회

조례안제출(06.11.1)

조례안심사보류(06.12.15)

조례안부결(07.9.10) 

조례안 재상정 심사보류

(07.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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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주요 투자사업 현황

2009 주 요 행 사 일 정

부산진구 발전 10개년 계획
비전과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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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분 야 건 수 사업비

2009 주요 투자사업 현황

도로·건설

주거환경개선사업

소규모 주민편익 사업

재래시장 시설현대화사업

교통·도로기반

민방위·재난관리

교육·생활체육

청소·환경

도시녹화

복지·보건

일반행정

총계

20건

2건

1건

3건

15건

4건

3건

6건

10건

10건

4건

78건

14,810백만원

1,647백만원

300백만원

3,320백만원

4,337백만원

1,591백만원

220백만원

483백만원

1,472백만원

10,045백만원

317백만원

38,542백만원

구 분 사 업 명 사업개요 사업비

보조사업

13건/

2,670

백만원

보조사업

13건/

2,670

백만원

재배정

6건/

11,340

백만원

교부금 1건
800백만원

부암3동~당감1동간 도로개설

범천4동 2통지내 도로개설

부암3동사 옆 도로개설

범천2동 23~25통지내 도로개설

연지동 주민센터 옆 도로정비

거제천로 보도설치

전포1동 중앙중학교 앞 보도정비

전포2동 은행약국 앞 보도설치

가남초교 주변 도로정비

주례초교 후문쪽 도로정비

개금2동 백병원 일원 하수정비

전포3동 일원 하수시설 정비

가남초교~범천4동간 도로개설(이월)

전포로~하마정간 도로확장

전포로 확장

특화거리 조성사업

당감동 807-4번지 일원 방음벽설치(이월)

개금1동~가야2동간 철로변 도로개설(이월)

개금3동 철로변 도로개설(이월)

당감시장 연결도로 개설(이월)

B=8m

L=20m B=6m

L=70m B=8m

L=50m B=8m

L=40m B=8m

L=600m B=2.5m

L=120m B=2m

L=150m B=2m

L=100m B=2m

L=170m B=1.5m

L=240m     

L=650m    

L=15m B=12m

L=1,540m B=35 100m

L=1,500m B=25 50m

L=1,520m B=6~15m

L=170m, H=6.5m

L=64m, B=8m

L=30m, B=8m

L=40m B=8m

250

200

250

300

200

300

50

50

40

150

350

130

400

5,000

3,000

1,500

500

700

640

8,000

총 78건 38,542백만원

도로건설 - 20건 14,810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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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분 야 사업개요 사업비

가야6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이월)

가야7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이월)

L=85m    B=4m

L=97m    B=6m

699

948

사 업 분 야 사업개요 사업비

부전시장 시설현대화사업

부전상가

부산평화시장

차양설치 및 판넬 교체

아케이드 설치

출입구 개선 등

490

2,400

430

사 업 분 야 사업개요 사업비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1식 300

사 업 명 사업개요 사업비

1식

보안등 50등 / 가로등 20등

1식

1식

1개소 15면

10개소 10면 / 11가구 14면

10개소 250면

6개소

30개소

무단횡단 휀스 등

이동1, 고정5

1식

설치 10개소 및 개보수 13개소

L=200m

L=260m

1,000

70

160

200

450

180

80

404

210

464

230

6 

107

60

716

도로굴착 복구

보안등 및 가로등 설치

도로유지 보수

위험도로 개선 사업

소규모 공동주차장 설치

내집마당 주차장·친환경주차사업

주거지 전용 주차장 설치 및 정비

어린이보호구역 개설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및 유지비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사업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도로변 건물번호 시설물 설치

버스승객 대기시설 설치 및 개보수

서면특화거리 인근 차 없는 거리

광고물 시범거리 간판제작 설치

주거환경개선사업 분야 - 2건 1,647백만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자체사업)  : 1건 300백만원

재래시장 시설현대화사업 -  3건 3,320 백만원

교통·도로기반 분야 - 15건 4,337백만원



2009 주요 투자사업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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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분 야 사업개요 사업비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수질 개선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

재해예방 및 복구 지원

하천복개구조물 보수

2개소

27개소

1식

1식(L=28,202m)

3

13

675

900

사 업 분 야 사업개요 사업비

평생학습센터 설치

체육시설 개보수 및 설치

시민친화형 생활체육시설 설치

1식

체육시설 15개소

신규설치 2개소

150

30

40

사 업 분 야 사업개요 사업비

재활용사업소 시설 보강

공중화장실 개선 사업

지정 약수터 관리

동천환경개선사업

동천 무단투기 CCTV 설치

보조 지하수 관측망 설치

1식

1식

안내표찰, 휀스설치 등

1식

1식

1식

30

60

4

310

9

70

사 업 분 야 사업개요 사업비

숲 가꾸기 사업

백양산 계절별 테마공원 조성

공유지 도시 숲 조성

가로변 숲길 조성

임도 신설·보수 및 등산로 정비

사방사업

큰나무 공익 조림

공원 및 쌈지공원 시설물 정비사업

전포 배수지 쌈지공원 정비

식목일 수목 식재 등

천연림 개량 110ha / 조림지숲가구기 40ha

도시숲 조성 2.5ha

1,300㎡

대형수목식재 및 생육화경 개선 느티나무 등 4종 60주

임도신설1㎞, 보수3.3㎞, 등산로 정비5㎞

천안사 주변

1ha(이팝나무 200주)

롯데백화점 뒤 만남의 광장 등30개소

운동기구8점, 지압보도 및 족구장 설치

산철쭉 10,000본

126

500

200

100

335

124

12

20

35

20

민방위·재난 분야 - 4건 1,591백만원

교육·생활체육 분야 - 3건 220백만원

청소·환경 분야 - 6건 483백만원

도시녹화 분야 -  10건 1,472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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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분 야 사업개요 사업비

경로당 개보수

어린이놀이터 개보수

노인요양시설 신축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소규모 요양시설 보강사업

그룹홈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보건소 신축 (이월)

장애인 가옥 개선비

금연공원 조형물 설치

등록경로당220개소, 도배·장판교체, 방수, 화장실 등

당감3동어린이놀이터외 9개소 놀이시설 개보수

범천동 산44-12, 지하1층 지상4층 2366㎡

장비보강 5종

장비보강 25종

장비보강 51종

지상4층, 연건평 3,505㎡

8가구 개선 (가옥 안전시설 등)

2개소 (쌈지공원 및 시비 조성지역)

40

10 

3,877

152

60

1,500

3,896

3

7

사 업 분 야 사업개요 사업비

실시간 TV중계시스템 구축

080-ARS 수신자 부담 가상계좌 시스템구축

구청사 화장실 개보수

세외수입 체납세 통합발송

25개 주민센터, 보건소

1식

지하1층, 15층

고지서 및 우편발송

104

28

140

45

복지·보건 분야 - 10건 10,045백만원

행정분야 - 4건 317백만원



2009 주요 행사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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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사 명월별 기 간 장 소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1. 2 

1. 5 

1.20

1월

2월

2월

3. 2

3월

2월

3월

3월

4월

4월

4월

4월

4월

4월

4월 첫주

5월

5월

5월

5월

5월

5월

5월

5월

6월

6월

6월

6월

7.1-7.7

7월

7월

2009 기축년 시무식

부산진구 청소년예술학교 겨울방학특강 개강

노인이 살기 좋은 도시 부산진구 조성 선포식

서면특화거리 심사 및 전시회

2009년도 보육시설장 지침 교육

성인 한 교실 개강

부산진구 청소년예술학교 1학기 개강

생활체육교실 개강

노인일자리사업 발대식

토요문화야시장 개장

식목일 행사

구민서예휘호대회

우리문화 체험 축제마당

부산진구청장기 동호인 축구대회

부산진 여성대학 개강

다문화가족 복지프로그램 운

2009 상반기 광견병 예방접종

주민서비스 박람회

구민서예휘호대회 우수작품 전시

초·중·고생 그림그리기 및 문학백일장

2009 상반기 구인구직만남의 날 행사

부산진구청장기 태권도대회

부산진구청장배 동호인 배드민턴대회

부산진구청장배 동호인 테니스대회

백양산 숲길 건강달리기대회

여성생활체육 강좌운

초·중·고생 그림그리기 및 문학백일장 우수작품 전시

부산진구청장기 동호인 게이트볼대회

부산광역시장기 시민 게이트볼대회

호국 보훈의 달 행사

제14회 여성주간 기념 행사

신설법인 대상 지방세 및 국세 설명회 개최

2009 공공기관 성희롱(성매매) 예방교육

부산진구청 대강당

청소년예술학교

부산진구청 대강당

부산진구청 상회의실

부산진구청 대회의실

청소년예술학교

청소년예술학교

생활체육센터

부산진구청 대회의실

부전역 일원

백양산 일원

부산진구청 백양홀

학생교육문화회관 광장

부산진구 일원

청소년예술학교

부산진구 일원

25개동 주민센터

학생교육문화회관 광장

부산진구청 백양홀

어린이대공원 일원

부산진구청 백양홀

부산진구 일원

부산진구 일원

부산진구 일원

백양산 일원

부산진구청 내

부산진구청 백양홀

부산진구 일원

부산시 일원

부산시 일원

부산진구 일원

청소년예술학교 소강당

부산진구청 대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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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사 명월별 기 간 장 소

8월

9월

10월

11월

12월

8. 3

8월

8월

8월

8월

9. 1

9월

9월

9월

9월

10월

10월

10월

10월

10월

10월

10월

10월

10월

10월

10월

10월

11월

11월

11월

12월

12월

12월

12월

청소년예술학교

부산진구 일원

부산시 일원

양 산내면

수련시설

청소년예술학교

학생교육문화회관 광장

부산진구청 대강당

부산진구 일원

부산시 일원

구청 대강당외 2개소

부산진구청 백양홀

부산시 일원

백양산 일원

부산진구 일원

부산진구 일원

25개동 주민센터

어린이대공원

부산진구청 백양홀

부산진구 일원

부산진구노인장애인종합복지관

해운대 벡스코

부산진구청 대강당

백양산 일원

어린이대공원

부산진구청 백양홀

부산진구 일원

부산진구청 대강당

부산진구청 대강당

부산진구 청소년예술학교 여름방학특강 개강

부산진구청장배 유소년 축구대회

부산시장기 시민 비치발리볼대회

한 부모 가족 체험 행사

어린이 · 청소년 체능교실 운

부산진구 청소년예술학교 2학기 개강

성지곡수원지 축조 100주년 기념 야외음악회 및 사진전

제34주년 민방위대 창설 기념식

부산진구청장기 그라운드골프대회

2009 부산 씨름왕 선발대회

제2회 부산진구 청소년예술제

구민작품공모전 우수작품 전시회

시민생활체육대회

백양산 숲길 건강걷기대회

부산진구청장배 동호인 탁구대회

장수노인 체육대학 운

2009 하반기 광견병 예방접종

제3회 부산가족놀이 축제

2009 하반기 구인구직만남의 날 행사

노인 한마음대회 개최

부산진구 노인장애인종합복지관 개관

노인 취업 박람회 개최

어린이합창단 정기연주회

숲 가꾸기의 날 행사

산불감시원 발대식

부산진문화예술인전

연말연시 이웃돕기 성금모금

2009 행복충전 소망나무 행사

2009 기축년 종무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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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이 원활하고 환경이 살아있는

쾌적한 도시

건강과 아름다움을 지향하는

건강 복지 도시

금융과 유통, 사람이 모이는

경제중심 도시

격조 높은 문화와 교육을 실현하는

문화·예술 도시

편안함과 즐거움이 시작되는

행복한 도시

부산진구의
비전과 도시목표1

개년 계획
부산진구발전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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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공원 : 범전·연지동 일원 470,758㎡ 8백억원
- 역사·문화·체육의 랜드마크 세계적 공원 조성

○주변주역 : 352,601㎡, 5개 구역 7,000세대 뉴타운 조성

시민공원 조성과 주변지역 개발사업(2015년)

부전역세권 개발 사업(2015년)

○시민공원~ 광도서~광무교~북항입구 (20.46㎞, 715억원) 
○부전천 친수공간 조성 : 동해남부선~서면시장 (1.4㎞,140억원)

동천·부전천 친수공간 조성 사업(2020년)

○3개 구간 2.1㎞ 69억원 투입하여 특화거리 조성
○젊음의 거리·먹거리·배움의 거리 조성, 부전도서관 개발

서면 특화거리 조성 사업(2012년)

○롯데백화점 일원 1km 구간 31억원 투입하여 가로경관 개선
○다양한 의료기술을 바탕으로 국제적인 의료관광거리 조성

서면 메디컬스트리트 조성 사업(2010년)

○부전역 주변 개발 : 통합역사 건립 등 4,200억원 투자
○교통체계 정비 : 싸전거리 확장, 경전철 환승 등 210억원 투입

10대 핵심
프로젝트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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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드테마거리 특화사업(2015년)

○노후 보건소 청사 뒤편 신축(42억원), 주민이용 편리 도모
○15종의 의료장비 현대화 등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구민 건강지원 보건 인프라 확충(2010년)

○2016년 WHO 서태평양지역 건강도시연맹 총회 유치
○민·관 합동 건강도시프로젝트 추진 등 도시위상 제고

2016 WHO 건강도시연맹총회유치(2016년)

○구청사 11층을 4.2억원으로 평생학습센터로 탈바꿈
○홈페이지 구축, 평생학습계좌제 실시, 다양한 프로그램 운

평생학습센터 운 (2009년)

○범천동 836-1일원 320m 구간에 99억원 투입
○귀금속타운 건립, 가로경관 개선 등 전국 최대의 골드거리 조성

도심지 철도시설 외곽 이전(2020년)

○고속철도차량관리단 등 694천㎡의 철도시설로 지역발전 저해
○원도심권 개발과 연계, 상업·문화·비지니스타운으로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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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뉴타운 조성

살기 편한 주거환경 개선

구민 중심 평생교육 구현

품위있는 문화예술 진흥

새로운 관광자원 개발

생활체육 시설 완비

지역 상권 활성화 지원시책 개발

기업 지원 강화

선진교통 시설기반 구축

사람 중심의 아름다운 거리 조성

조화로운 도시경관 창출

안전한 시설물 관리

도시기반 시설 확충

저소득 자립기반 구축

노후생활 안전 지원

계층별 복지지원

맞춤형 구민 건강관리

사람과 자연이 숨쉬는 녹지창조

생활 속의 휴식 공간 조성

친환경 녹색거리 만들기

청소장비 현대화로 지원 재활용 강화

환경보전 및 안전한 식생활 관리

365일 열린 구정 운

행정장비 인프라 고도화·첨단화

경쟁력 있는 구정 실현

총

선진국형

신 주거문화 창조

고 품격

교육·문화생활 향유

구민 편의의

교통·도시 공간 관리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공동체 구현

도심 속의

조화로운 그린 숲

맑고 푸른

쾌적한 환경 조성

구민 섬김의

일류 행정 실현

재래시장 활성화상업·유통의

중심으로 부상

주거

교육·문화·관광

도시·교통

복지·건강

녹지·공원

생활·환경

행정강화

산업·경제

4개

2개

3개

5개

3개

3개

3개

4개

2개

2개

4개

4개

3개

4개

6개

3개

2개

3개

4개

3개

4개

3개

2개

3개

1개

80개

부문별 계획 목표 및 추진전략
8대 분야 80개 과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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