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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대 - 153,413세대
인 구 - 395,689명 (남195,868명, 여199,821명)  
면 적 - 29.68㎢ (주거 37.4%, 상업16.9%, 녹지45.7%)

행정구역 - 25개동 477개통 2,779개반
기 구 - 4국 1보건소, 1실 18과, 25동
공 무 원 - 873명(구 545, 보건소 46, 동 264, 의회 18) 
구 의 회 - 3개 상임위원회, 의원수 19명(시의원 5명)

도 로 - 309.9km ⇨ 도로율 23.05% (부산시 19.7%)
주 택 - 144,842호 ⇨ 보급률 102.7% (부산시 100.1%)

(단독 57,663 다세대 8,902·연립 3,133·아파트 70,963·기타 4,181)
상 수 도 - 42,142전 ⇨ 보급률 100% (부산시 99.6%)
하 수 도 - 583.9㎞ ⇨ 보급률 99.6% (부산시 99%)
자 동 차 - 127,423대 ⇨ 승용 102,261, 승합·화물 등 25,162

Ⅰ기본현황

경제 중심지 - 특화거리 조성, 금융·상업·정보·유통의 중추 기능
교통 요충지 - 부전환승센터, 동부산 관광기능과 서부산 경제권역의 가교
교육문화 중심지 - 평생교육·문화도시, 의료·골드거리 관광벨트 구축

지역
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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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세출

보조금
139,547
(62.1%)

지방세
28,623
(12.8%)

세외수입
23,177
(10.3%)

지방교부세
5,006(2.2%)

교부금
28,300
(12.6%)

기타
65,883(29.3%)

사회복지
126,390(56.3%)

보건·환경
18,601(8.3%)

문화·관광
1,045(0.5%)

일반공공행정
12,734(5.7%)

Important project of 
BusanJin district

총 계
일반회계
특별회계

221,991
212,105
9,886

2009년 증감(%)

12,696(5.7%) 증
12,547(5.9%) 증

149(1.5%) 증

(단위 : 백만원)<총예산>

234,688
224,653
10,035

2010년

재정자립도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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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2009 구정성과

1⃞

서민복지 증진과 녹색환경 확대, 서면권 발전을 위해 40만 구민의 의지와 역량을 한데 모은 보람찬 한 해

서민복지우선의구정을중점적으로펼쳤습니다
「노인이 살기 좋은 건강한 도시 만들기」노인 권익 향상에 주력
노인·장애인종합복지관, 보훈회관 신축 ▶ 복지시설 인프라 확충

「노인이 살기 좋은 도시」조성
『노인이 살기 좋은 도시 조성』기반 마련
- 선포식(、09.1월), 생활실태 및 욕구조사(1,000명), 노인우대 병원 지정(456곳)
노후생활 안정 지원 :  기초노령연금(연인원 332천명), 경로당 개·보수(106개소)
복지시설 인프라 확충 :  노인·장애인종합복지관(전포동), 부산진구 보훈회관(가야동)

계층별 복지혜택 확충
나눔의 샘터 운 활성화 :  가사서비스 등 105천건 17억원(30개 샘터 확대)
저소득주민 생계지원 :  수급자(8,773세대 340억원), 위기가정 지원(3,245가구 25억원) 
장애인 생활안정 도모 :  생계보조수당, 의료비 등 지급(연 4,800명 80억원)
출산정책 및 보육료 지원 :  아이돌보미 사업(9,235건), 보육료 지원(1,236억원)

구민 건강증진사업 추진
구민 건강증진사업 추진 :  건강행태개선 및 건강도시공모 최우수 보건소 선정
건강도시 부산진구 조성 :  학술용역 수립, 건강한 경로당 만들기(25개소)
전염병 예방관리 :  신종인플루엔자 예방접종 49,500명, 국가필수예방 37,074명
보건사업 추진 :  방문보건 10,200명, 구강보건 44,100명, 모자보건 32,6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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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구민의평생교육확대와문화예술을진흥시켰습니다
평생학습관 개관(、09.12월) ▶ 구민 평생교육의 길잡이 역할
지역문화예술 진흥으로 고품격 문화향유 기회 제공 ▶ 도심문화 재창조

평생학습관 설치·운
부산진구 평생학습관 개관 :  정보카페(도서 8,000권), 조리실, 강의실(1,037㎡) 
평생학습 기회 제공 :  희망 아카데미(36회 6,200명), 여성대학(7개 과정 254명 수료) 
평생학습도시 기반 구축 :  홈페이지 구축,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프로그램 뱅크사업
평생학습계좌제 시범 프로그램 운 : 10개 과정 249명 수료, 155명 자격증 취득

지역문화예술 진흥
다양한 문화예술 행사 개최 :  우리문화체험 축제(4월), 성지곡수원지 100주년 기념(10월) 
작은 도서관 조성 :  범천2동 주민센터(145.5㎡, 도서 6,000권, 67백만원) 
청소년 예술학교 활성화 : 7과목 1,280명 참여, 후원회 구성(19명 22백만원)
어린이합창단 운 :  빈소년합창단과 협연 등 16회 공연, 정기발표회(11월) 

생활체육 활성화
생활체육 활성화 :  수 등 11개 종목 38천명, 스포츠 바우처사업(3개 종목) 
시민친화형 체육시설 설치 :  체력단련 등 2개소 40백만원
동네체육시설 정비 : 26개소 운동기구 20종 90점 설치, 50백만원
학교체육시설 설치 : 2개교 8종 8점, 20백만원, 학교운동장 잔디 조성(당감초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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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깨끗하고품격있는도시기반을구축했습니다
서면권역의 공공디자인 개선과 거리문화 공간 조성 ▶ 서면상권 활성화
전국 지자체 녹색도시 평가 우수기관 ▶ Green City 부산진구 부상

품격 있는 녹색도시 건설
백양산 도시 숲(계절테마) 조성 :  산철쭉 69,000본, 데크계단 200m 등(5억원)
도시녹화 사업 추진 :  가로수 식재(12개소 191주), 가로수 하부녹화(161개소)
쌈지공원 조성 :  가야초등학교 담장 허물기 사업 등(6개소), 옹벽녹화(17개소) 
녹색환경 보존 희망나무 식재 : 50개소 13,442본, 그린 부산진 청결 운동(52회) 

쾌적한 생활환경 관리
깨끗한 가로 청소 :  골목길 청결봉사대 운 (25개대 707명), 취약지 청소(27회)
생활쓰레기 감량 :  전년 대비 4,300톤(7.0%)감량, 시 사업지원금 29,500천원
도시기반시설 확충 :  주민편익사업 등(79건 43,519백만원), 폐·공가 정비(35개동)
주차환경 개선 :  주택가 소규모 주차장 조성(26개소 451면 확충)

서면권 지역개발 사업 활력 추진
서면특화거리 조성 :  젊음의 거리 착공(540m), 공공디자인 시범사업 선정(‘09.5월)
서면메디컬스트리트 조성 :  면세점·쇼핑업체와 연계 의료관광 인프라 구축
노점시범거리 조성(60개소), 아름다운 간판 개선(22개동 134업소 293개) 
동천 자동청소 선박 건조(2톤급 1억원), 부유물 쓰레기 수거(90톤)
도심 철도시설 외곽 이전 추진 :  이전촉구 서명운동(465천명), 학술 토론회('09.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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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지역경제의활성화에힘썼습니다
일자리 창출 극대화 ▶ 328개 사업장 234천명(청년일자리 89명)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민·관·번 회의 협력 추진 ▶ 전통시장 활성화

일자리 창출
희망근로 사업 추진 : 117개 사업장 연 232천명(11,900백만원) 
공공근로 사업(143개 사업장 512명), 청년인턴 배치(43명)
노인 일자리(24개 사업장 1,223명), 직원 일자리 나누기 행정인턴 채용(46명) 
취업정보센터 운 :  구직 등록 6,333명 ⇒ 알선 2,317명, 취업 2,233명

전통시장 살리기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  부전시장 등 9개 시장 5,572백만원
소규모 환경개선 사업 :  전포놀이터시장 등 7개 사업장 193백만원
전통시장 경 현대화 사업 :  상인대학(2개소 150명), 토요문화야시장 운 (20회)
범천권역 상권활성화 연구용역(60백만원), 특화전문시장 육성(4개시장)

세기업 지원활동 강화
건전기업 적극 육성 :  중소기업 운전·육성자금 지원(95건 7,488백만원) 
중소기업 애로사항 해소 :  친기업 1:1 공무원 담당제(219업체 39건 처리) 
세서비스업체 지원 강화 :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52업체 2,000백만원) 

주방 및 화장실 시설 개선 :  일반음식점(139개소), 노후시설 개선(8개소) 

Important project of BusanJin distri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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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구민과함께하는열린행정을실천했습니다
ARS 가상계좌 연동 체납세 통합안내 시스템 구축 ▶ 전국적 파급
지방세 발전포럼 우수상 등 5회 수상 ▶ 행정내부 창의적 조직문화 형성

고객만족도 향상
고객감동 친절서비스 :  친절교육(3회 834명), 고객만족도 설문(13회)
민원처리기간 단축 :  총 248종 민원건당 2.5일 단축(단축율 27%)
개금 국민주택 주민숙원 해소 :  불일치 정비 1,290건(6천만원 비용 절감)
신속하고 정확한 여권 발급 : 19,023건 901백만원(1일 평균 79건)

구민참여 자치행정 확대
우리 동네 파수꾼 운 활성화 :  주민불편 제보사항 접수처리 187건
주민자치위원회 주관 1동 1특화사업 :  마을가꾸기 사업 등 25건 50백만원
국민운동단체 활성화 :  성과보고회 및 활동사진전 개최(각 1회 200명) 
그린 부산진 조성 그린오너제 참여 : 82개소 83개 단체 지정 활동

건전재정 운용
건전재정 운용 :  예산조기집행 추진(1,048억원 집행 목표대비 95.4%)
현안 해결 국·시비 예산 확보 : 17,615백만원(젊음의 거리 조성 등 47건)
불요불급한 예산절감 :  전시성·소모성 예산 절감(50건 8,859백만원 절감)
ARS 가상계좌 시스템 구축 :  우편요금 등 8천만원 예산 절감(전국 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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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이 살기 좋은 도시 만들기」로 노인 권익 향상에 주력
노인우대 병원 지정(456개), 부산진구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

노인·장애인·보훈 가족을 위한 행복한 보금자리 마련
노인·장애인종합복지관(전포동) 및 보훈회관(가야동) 신축

평생학습관 개관으로 구민 평생교육의 길잡이 역할 기대
구 청사 11층(1,037㎡) 정보카페(도서 8,000권), 조리실, 강의실 등 조성

서면특화거리 "공공디자인 조성 사업" 시범지역 선정
특별교부세 40억원 확보, 젊음·음식·배움의 3색 거리 조성

서면메디컬스트리트 "부산 의료관광의 중심지"로 도약
국비 7억원 확보, 해외환자 유치를 위한 의료관광 인프라 구축

도심 철도시설 이전 타당성 용역개시로 이전문제 본격 가시화
추진위원회 발족, 100만명 서명운동 돌입, 전문가 초청 학술 토론회

노점과 간판 개선으로 관광객이 찾는 아름다운 가로환경 조성
롯데주변 노점거리(60개소), 아름다운 간판 개선(22개동 293개소)

건강도시 부산진구 조성, 건강한 경로당 만들기 프로젝트 추진
건강도시 추진사업“으뜸”, 경로당 개·보수(106개소), 건강 보건지표 개발

녹색도시 평가 "전국 우수구"로 Green City 부산진구 부상
백양산 도시 숲 조성, 쌈지공원, 가로수 하부녹화, 옹벽녹화 확대

ARS 가상계좌 통합안내 시스템 "전국적 파급효과"
지방세 발전 우수 등 5회 수상, 행정내부 제도 및 창의적 조직문화 기여

2009 10대주요구정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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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수7, 우수19, 장려9
표 창┃총 35회
(장관 5회, 시장 25회, 기타 5회)

상사업비┃21,280만원

지방세 발전포럼 우수(행정안전부)               
생활공감정책 우수기관(행정안전부)              
지역특화건강행태 개선사업 최우수(보건복지가족부)  
옥외광고업무 우수지자체(행정안전부)
양플러스사업 우수기관(보건복지가족부)

에너지 절약 우수기관 선정(에너지관리공단)
제8회 전국보건경연대회 동상(대한간호사협회) 
2009 지자체 녹색도시 우수기관 선정(산림청)   
부전마켓타운 전국 우수시장 선정(중소기업청)   
아파트한가족운동 종합평가 우수(서면삼익아파트)(부산시)

제7회 보건교육 경연대회 최우수
건강도시 공모사업 최우수
지방세 업무연찬회 최우수
춘기 산불방지 종합평가 최우수
구강보건사업 평가 최우수
토지(지적)행정업무 종합평가 최우수
부산시 구·군 예산절감 우수
상반기 물가안정관리 평가 우수
창의지식 동아리 경진대회 우수
행정제도개선 우수사례 평가 우수
민원행정 평가 우수
민원행정서비스 우수사례 발표회 우수
주민자치회 운 실적 평가 우수(초읍)

금연사업 평가 우수
창의지식행정 평가 우수
건강도시 공모 추진사업 평가 우수
민방위역점시책 평가 우수동(개금3)
탄소배출권거래 시범사업 평가 장려
자치정보화 연찬회 장려
주민자치회 운 실적 평가 장려(전포1)
도시환경정비 및 보행환경개선 장려
자원순환행정 종합평가 장려
여성·가족 정책 평가 장려
평생학습업무 추진실적 평가 장려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평가 장려

2009
부산진구를
빛낸일

장관 : 5회

시장 : 25회

기타 : 5회



2009 
국·시비
예산확보
현황

사 업 명 금액(백만원)

계 (47건)
특별교부세 (2건)

서면특화거리
서면메디컬스트리트

특별교부금 (7건)
부산진구 평생학습센터 설치
보훈회관 건립
백양산 등산로변 공중화장실 설치
가야공원 화장실 설치 등
당감시장 연결도로 개설
관내 노후하수관거 정비
재정보전금

국시비보조 (38건)
작은 도서관
시장 경 혁신 지원
부전시장 차양설치 및 외부 판넬 교체
부전상가 2차 아케이드 설치
평화시장 냉난방, 전광판, 출입구 개선
서면특화거리
예산 10%절감 추진 우수
학교 인조잔디운동장 조성
대학-지역간 협력 우수프로그램 공모사업 선정
평생학습계좌제 시범운 단 운
성인문해교육 공모사업 선정
전통시장 소규모환경개선사업비
청소년예술학교 운
경기활성화 소규모사업비(진남·엄광로 정비 등 9건)
건설사업(거제천로 보도설치 300백만원 등 12건)
생활쓰레기 및 음식물쓰레기 감량 지원금
도시기초시설물 선진화 평가 상사업비
시민공원주변 재정비 촉진지구 지원
국정시책 합동평가 상사업비

17,615
1,900 
1,200 
700 

5,130 
500
500
50
100
800
500

2,680
10,585

47
60
441

2,160
387

1,675
50
75
40
10
35
111
25

1,040
2,270

29
50 

2,050
30

Busanjin-gu, Busan Metropolitan 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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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절감 경상적 경비
1,000백만원

국·시비 예산 확보 총 47건 17,615백만원

중앙으로부터 특별교부세 2건 1,900백만원

부산시로부터 특별교부금 7건 5,130백만원

국·시비 보조 38건 10,585백만원
기관표창 상사업비
총 35건, 212백만원

경 수익효과18,827백만원

건전재정운



Ⅲ 2010 구정운 방향

역점시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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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복지우선 녹색환경보전 구민의견존중

Busanjin-gu, Busan Metropolitan City

1⃞ 더불어 살아가는 복지행정 구현
2⃞ 격조 높은 문화예술·평생교육 진흥
3⃞ 깨끗하고 안전한 도시기반 구축
4⃞ 녹색성장 중심의 지역경제 활성화
5⃞ 구민을 섬기는 봉사행정 실천

웃음꽃을 피워요 희망세상 부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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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2010업무계획
1 더불어 살아가는 복지행정 구현

2 격조 높은 문화예술·평생교육 진흥

3 깨끗하고 안전한 도시기반 구축

4 녹색성장 중심의 지역경제 활성화

5 구민을 섬기는 봉사행정 실천

2 0 1 0  I m p o r t a n t  p r o j e c t  o f  B u s a n J i n  d i s t r i c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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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살아가는
복지행정 구현1

1⃞ 서민 중심의 복지서비스 강화
2⃞ 계층별 맞춤형 복지프로그램 제공
3⃞ 구민 건강증진 활력 도모



2010 주요업무계획 / 17

서민중심의복지서비스강화

취약계층의 신속한 발굴 및 보호
『맞춤형 복지 설계서』제공 : 신규 기초수급 책정자 연 1,500세대
수급 부적합자『보듬이 서비스』실시 : 연 1,000세대, 나눔의 샘터 연계
위기가정 긴급지원으로 민생안정 도모 : 300가구 600백만원
빈곤의 대물림 해소를 위한 장학사업 : 장학생 선발 60명 200백만원

저소득층 주민 생활안정 지원 확대
사회취약계층 지원 강화 : 생계비·교육비 등 8,832세대 38,000백만원
생활안정기금의 서민은행 역할 강화 : 융자 한도 상향 1,000만원 ⇒ 2,000만원
빈곤탈출 자활사업 지원 : 맞춤형 자활사업 확대 추진 60명 494백만원

『흙 사랑 희망농장』특화사업 추진 : 농촌체험(연2회)·자연체험(상시)

서민이 따뜻한 능동적 복지 구현
저소득층 맞춤형 주거서비스 제공 : 300세대 이상, 전세자금 3,500만원
드림스타트 사업 지속 추진 : 건강·보육 등 200세대 300명, 300백만원(국비) 
『우리 모두 한 가족』사업 추진 :  8개 라이온스클럽 후원, 가족역할 대행
『기쁨 두배 나눔의 행복』: 승진·개업 등 난·화분 대신 기부 수증 전달

희망복지129 콜센터설치운
▶ 사업대상 : 실직·질환 등의 사유로 긴급지원을 필요로 하는 가정
▶ 설치장소 : 주민생활지원과내 ▷ 상담요원, 상담전화기 배치(3대)
▶ 추진내용 : 중앙콜센터 연계 민원 긴급지원 및 맞춤형 상담 실시
▶ 기대효과 : 고객의 상담정보가 동시에 전달되어 고객응대 편의성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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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이 살기 좋은 도시』2단계 적극 추진
노인전용 셔틀버스 운행 : 4개 노선(고지대 거주 노인 수송 지원) 
노인전용 헬스클럽 운 , 실버 화관 운 (주1회 12백만원)   
경로당 1단체 결연 사업 : 226개 경로당과 동별 1단체 결연 봉사활동
저소득 노인 부부세대 금혼식 : 결혼한 지 50년된 노인부부 ▷ 경로의 달

여성권익 증진 및 아동 보육서비스 향상
여성주간 기념행사('10. 7월) : 공연마당, 참여마당 등 18백만원
『아이 낳기 좋은 세상』: 가족사랑카드 참여업체 모집확대 100개 업체
아이돌보미 사업(6,000명 237백만원), 보육료 지원(5,800명 18,294백만원)
출산장려 환경 조성 : 임산부 차량 임산부 보호마크 제작 ▷ 3,000매

장애인 생활안정 및 재활 지원
장애인 자활·자립지원 : 활동보조 및 재활치료(497명 1,848백만원)
장애수당(48,252명 2,180백만원), 기초장애연금(2,172명 1,467백만원)  
장애인 자립생활 체험홈 운 : 신애재활원 230백만원, 자립생활 체험
장애인복지시설 지도·점검(1회 12개소), 기능보강사업(1건 230백만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설치·운
▶ 추진계획 : 지정운 확정 ▷ 전국 119개소(부산 5개소)
▶ 운 장소 : 부산진구 양정동 355-42(옛 양정3동사 2층 리모델링) 
▶ 운 내용 : 다문화가족의 교육·상담지원 및 기관·단체와의 서비스 연계
▶ 기대효과 :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 지원 및 지역사회 통합 실현

계층별맞춤형복지프로그램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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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적인 건강도시 역량 강화
『건강도시 부산진구 건강 향평가』연구 용역 :  WHO 국제총회 학술자문
『건강 체험 한마당』개최 : 어린이대공원, 부전마켓타운, 지하철역 등
『걷기 UP 건강 UP』: 매월 11일 걷기 캠페인 ▷ 구민 걷기운동 생활화
건강도시 부산진구 민간참여 확대 : 건강한 경로당·전통시장·아파트

건강생활 실천과 건강한 가정 지원
담배연기 없는 깨끗한 금연음식점 만들기 : 관내 음식점 20개소 선정
한방 기공체조(100회 1,500명), 한방 육아교실(45회 900명) 
불임부부 시술지원(100명 166백만원), 산모·신생아 지원(340명 172백만원)
여성결혼이민자 건강증진사업 : 의료·건강검진 등 ▷ 부산진구 624명

고품질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지역주민 암 건강교실 운 : 평생학습관 건강강좌 개설·운 (주1회)
건강한 어린이 만들기『신나는 체험 동산』: 어린이집 등 190개소
응급 및 당직의료기관 진료체계 확립 : 당번제 의약업소 지정(281개소)

『건강한 병원, 건강한 약국 만들기』: 관내 병·의원 5개소, 약국 5개소

보건소리모델링
▶ 공사개요 : 2010. 1월~2010. 6월 ▷ 기존 건물 노후로 환경개선
▶ 규 모 : 지상 2개동(본관4층, 신관 3층, 연건평 1,473.62㎡)   
▶ 소요예산 : 1,000백만원(공사비 759백만원, 부대비 241백만원) 
▶ 기대효과 : 쾌적한 보건소 환경 조성 및 질 높은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구민건강증진활력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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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조높은문화예술
평생교육진흥2

1⃞ 품격 있는 문화예술 도시 조성
2⃞ 열린교육·평생학습 환경 조성
3⃞ 지역관광 및 생활체육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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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문화체험 기회 확대
제4회 우리문화체험 축제마당 : 국악·전통혼례·민속놀이체험 ▷ '10. 4월
詩가 있는 도시문화 조성 : 우리 동네 詩 낭송·암송대회 ▷ '10. 10월
거리 예술 공연 추진 ▷ '10. 4월∼10월, 가을 야외음악회 ▷ '10. 9월
구민 신바람 노래교실 운 : 신바람 노래자랑 개최 ▷ '10. 11월

청소년예술학교 및 합창단 내실 운
청소년예술학교 운 활성화 : 8개 과목 22개반 운 ▷ 첼로반 추가
청소년예술제 음악 Fun-Festival : 악기·성악 등 솜씨 경연 ▷ '10. 10월
어린이·여성 합창단 운 : 정기연주회 개최 ▷ 어린이(10월), 여성(11월)
찾아가는 음악회 : 지역축제, 병원·소외시설 등 방문 협연·찬조 공연

구민 예술활동 지원
부산진 Art갤러리 상설 운 : 특별·기획전, 초대 작가전(분기 2회)
구민 작품전 및 각종 대회 입상작 전시 : 연 10회 ▷ 백양홀 시설 보강
구민 서예휘호 대회 ▷ '10. 4월, 부산진 문화예술인전 ▷ '10. 11월
지역 예술인 창작활동 지원 : 전시 작품 구입, 창작 지원금 보조

동별작은도서관설치
▶ 추진개요 : 2010년∼2014년(5개년 계획) ▷ 2010년 4개소 목표
▶ 조성현황 : 작은 도서관(15개소), 북 카페(8개소) ▷ 2개 기 조성
▶ 기대효과 : 시민의식 함양 및 정보 지식 습득의 장 마련

품격있는문화예술도시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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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 적극 추진
평생학습도시 발전계획 연차별 세부 전략과제 추진
사이버 평생학습관 홈페이지 운 ▷ 사이트 http://lll.busanjin.go.kr
- 기관별 프로그램 통합·강사은행 DB구축 One-Stop 서비스 제공
개인의 학습이력 누적관리 등 평생학습계좌제 활성화

평생학습관 운 활성화
평생교육의 허브로 극대화 : 대학 평생교육원 수준 이상 업그레이드
- 평생학습 정보카페, 조리실, 일반 강의실 등 ▷ 청사 11층(1,037㎡)
희망네트워크 구축 : 평생학습 중심대학 육성 ▷ 대학과 연계사업

『부산진 평생학습 자원봉사단』운 : 평생학습 체험광장 운

구민의 열린교육 기회 제공
부산진 희망 아카데미(월 1회), 맞춤식 작은 아카데미(월 2회)
부산진 여성대학 운 : 기별 6∼8개 과정(연2회) ▷ 전문·취미·교양
대학 입시 설명회를 통한 차별화된 고객서비스 제공 ▷ 대학과 연계
구민 정보화 교육 실시 : 연 5,310명 ▷ 컴퓨터 기초·인터넷 활용 등

구민E-Learning Shop 운
▶ 추진개요 : 평생학습관 홈페이지 ▷ '10. 3월부터(매월 1일 개강) 
▶ 운 내용 : 다양하고 우수한 교육콘텐츠로 구민 상시학습 기회 제공
▶ 기대효과 : 구민 구정참여 유도 및 신 소외계층의 학습욕구 충족



지역관광및생활체육활성화

2010 주요업무계획 / 23

관광자원 발굴과 문화유산 보전
관광 인프라 구축 : 10대 명소 투어 및 그림엽서 제작(3,000세트)
관광 수용태세 개선 : 관광객 안내 표지판 정비 ▷ 5개소 19점

『부산진구 이야기 향토사』발간 : 6개 테마의 향토사 발간 ▷ '10. 5월
기능 전수생 및 문화학교 지원 : 동래학춤·문화교실 3개소 23백만원

이미지 제고를 위한 홍보 극대화
『구청아~ 노~올자』운 : 현장체험 병행 구정 홍보(청소, 문화시설 등) 
부산진구 발자취 화보집 발간 : 부산진구 역사기록물 제작 ▷ '10. 11월
시설물 이용 홍보 : 다양한 콘텐츠 제공 ▷ 전자게시판 등 8종 37점
『부산진구 어제와 오늘』사진전 개최 : 80여점 ▷ '10. 4월

생활체육 활성화
생활체육교실 운 : 배드민턴·탁구·요가 등 11개 종목 연 37천명
『백양산 숲길 Slow Working』대회 : 4개 지점 왕복 6㎞ ▷ '10. 6월
시민친화형 체육시설 설치 : 체력단련기구 등 1개소 40백만원
동네 체육시설 보강(20종 80점), 학교운동장 체육시설 조성(2개교)

「부산진TOUR」운
▶ 추진개요 : 부산진구 10대 명소 도심투어 ▷ '10. 3월∼9월(월 2회)
▶ 코스지정 : 에코·문화·도심 3개 투어 ▷ 1개 시범 운 후 확대
▶ 운 방안 : 1∼2시간 도보 이동 ▷ 투어현장 안내 가이드 지정
▶ 기대효과 : 도보 여행을 통한 고장의 인식도 확산 및 관광자원 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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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하고안전한
도시기반구축3

1⃞ 청결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2⃞ 보행자 중심의 안전한 도시 관리
3⃞ 지역개발사업의 지속적 추진



2010 주요업무계획 / 25

청결하고 깨끗한 거리 관리
『골목길 청결봉사대』운 강화 : 25개대 707명 ▷ 월 3회 청소
『클린 기동 처리반』운 : 9개반 27명 ▷ 출근시간 전 도심 집중 청소
『휴일 생활쓰레기 수거 상황실』운 : 쥬디스태화 등 서면 일원
간선도로변 버스정류소 청결 관리 : 버스정류소 20개소 ▷ 4개반 12명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 확대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감량보상제 확대 : 86개소 ⇒ 120개소
재활용품 수집 확대 : 연간 11,100톤 ⇒ 11,440톤(3.1% 증) 
재활용 기반시설 현대화 : 선별장 기계 및 건축시설 개선(55백만원)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상설기동반 운 : 어린이대공원 등 254개소

음식점음식물쓰레기전용용기실명제
▶ 추진대상 : 4,000개소 ▷ 감량의무사업장 200개소, 소규모 음식점 3,800개소
▶ 추진내용 : 배출업소·수거업체·전화번호 기재 실명제 스티커 부착
▶ 기대효과 : 음식물쓰레기 배출자 및 수거업체의 책임의식 고취

청결하고쾌적한생활환경조성

밝고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
불법유동광고물 없는 거리 조성 : 단계별·구간별 체계적 정비
옥외광고업자 교육(연 1회, 135명), 옥상광고물 점검(연 2회, 35개)   
방범·취약지 주민건의 지역 보안등 설치 : 100등 50백만원
우범지역 주변 가로등 설치 : 진경1로 등 3개소, 19등 35백만원



보행자중심의안전한도시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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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불편 없는 안전한 도로 관리
주민불편 ZERO화 : 생활불편사항 현장민원처리반 운 ▷ 5개반 28명
노점상·노상적치물 집중 정비 : 전통시장 및 학교주변 불법적치물 정비
『인도 위 불법 주·정차 계도의 날』: 걷기 좋은 인도 만들기 ▷ 월 2회
교통사고 잦은 곳 교통안전시설물 개선 : 어마을 앞 외 2개소 180백만원
학교 통학로 보행공간 확보 : 가야고 외 1개교 주변도로 정비 120백만원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 성지유치원 외 12개소 1,290백만원

주택 및 도로시설 정비·확충
주택 재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 : 40개 구역 ▷ 준공 1, 착공 1
- 재개발사업 홈페이지 운 , 정비사업 소식지 발간(상반기 3,300부)
폐·공가 정비사업 : 관내 폐·공가 50개소 철거, 정비기금 460백만원
노후건축물 환경정비 : 정비구역 내 생활불편 주택 50개소 100백만원
도시기반시설 확충 : 도로개설·자체 주민편익사업 등 23건 52,325백만원
새주소 정비사업 : 782개 도로구간(도로명판·건물번호판 정비) 758백만원

「노점특화거리」조성확대
▶ 추진개요 : 액세서리·의류 특화거리, 디자인노점 90개 설치 ▷ 2개소
▶ 조성구간 : 쥬디스태화∼부산은행, 아이온시티∼문화관광호텔 입구
▶ 기대효과 : 기 조성 노점시범거리와 연계, 업그레이드된 노점문화 창조



지역개발사업의지속적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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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특화거리 공공디자인 조성사업
사업기간 : 2008년 ∼ 2011년(4개년 계획)  
사업위치 : 서면 젊음의 거리 일원(부전동 168번지 일원)
사업내역 : 공공디자인 거리 조성 L=2,110m  B=6∼15m   
사 업 비 : 6,900백만원(기 확보 4,075백만원) 
주요내용
- 1단계 : 젊음의 거리 L=540m ▷ 2009. 12월 착공
- 2단계 : 한전지중화(젊음의거리), 전기공사(전체구간) ▷ 2010. 상반기 착공
- 3단계 : 조형물, 학원·음식거리 등 ▷ '10.하반기 이후 착공

서면메디컬스트리트 조성사업
사업기간 : 2009년 ∼ 2011년
사업위치 : 롯데호텔 주변(부전동 486-27번지 일원)  
사업내역 : L=1,080m, 의료기관 156개소 주변 의료관광인프라 구축
사 업 비: 4,051백만원(기 확보 1,751백만원) 
주요내용
- 2009년 : 간판 개선사업 및 노점시범거리 조성 완료
- 2010년 : 기본 및 실시설계 완료 및 단계별 공사 착공

의료관광 종합지원 안내센터 설치 및 홍보

서면활력화추진
▶ 추진배경 : 서면의 취약요인과 발전요인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발전과제를 선정하기 위함
▶ 추진계획

- 서면을 주제로 한 카페 개설 운
- 전문가, 상권별 대표자들과 상권 활력화 방안 지속적 협의
예시) 특화 거리별 이벤트 사업, 산학 협의체 등

▶ 기대효과 : 특화된 거리, 특성화된 상권조성으로 서면 활력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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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철도시설 외곽 이전
사업기간 : 계속사업 ▷ 철도시설 이전 및 이전 부지 개발완료 시
사업위치 : 가야·개금·당감·범천동 일원, 969,339㎡(약293,225평) 
추진실적
- 2009. 7월 : 부산도심 철도시설 이전 추진위원회 발대식(79명)
- 2009. 7월 : 철도시설 이전촉구 100만 서명운동
- 2009.10월 : 부산지역 철도시설 이전 타당성 용역 개시
- 2009. 11월 : 도심 철도시설 이전 관련 학술 토론회(학계, 주민 400명)
향후계획
- 2010. 8월 : 철도시설 이전촉구 결의대회
- 2010. 9월 : 철도시설 이전부지 활용방안 학술 세미나

시민공원 조성사업 및 주변지역 개발
■ 시민공원 조성사업

사업위치 : 범전동 1000번지 일원, 470,758㎡(142,404평)
사업기간 : 2010년∼2015년
사 업 비 : 6,947억원(국비 3,432억원 시비 3,515억원)

■ 주변지역 개발사업
도로정비 : 범전로 B=25m  동평로 B=30m → 45m  새싹로 B=25m → 40m
부전역 복합환승센터 개발 : 부전역 철도부지 101,000㎡

■ 향후계획
2010년 상반기 : 문화재 지표조사, 공원일부 개방, 공사 발주
2010년 하반기 : 공원조성 공사 착공

지역개발사업의지속적추진



녹색성장중심의
지역경제활성화4

1⃞ 자연과 어울리는 녹색도시 조성
2⃞ 녹색교통·클린환경 실천
3⃞ 전통시장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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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르고 쾌적한 초록도시 구축
일상생활권내 쌈지공원 조성 : 개화초등학교 입구 등 6건 1,550백만원
가 로 수 : 성지로·새싹로 등 이팝나무 외 1종 445주 500백만원
화단조성 : 동서고가로 하부녹화 등 4개소, 250,000본 3,250백만원
입면녹화 : 전포초등학교 담벽녹화 등 7개소, 10,000본 272백만원

녹색성장 촉진, 그린 부산진 건설
녹색성장 전략 5개년계획 적극 추진 : 6대 핵심과제 25개 실천사업

『그린 부산진 릴레이 청결 운동』전개 : 분기 1회, 區 단체원 합동
부산진 그린오너제 참여 강화 : 합동관리의 날 운 ▷ 월 1회 82개소
숲 체험의 날 개최 : 백양산 산자락 걷기, 산림욕 체험 ▷ '10.11월

도심속 풍요로운 그린 숲 조성
개나리 Green 숲 조성 : 개금동 53-4번지 ▷ A=1,904㎡, 300백만원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육성 : 숲 가꾸기·산림 병충해 예방 등 890ha
무단경작지 주민 휴식·테마공원 조성 : 범천4동 산 40-1번지 일원, 2ha
- 파고라, 운동시설(8종 15점), 미니수목원 조성 등 100백만원

부산진산자락길(나들숲길) 조성사업
▶ 추진기간 : 2010년∼2012년 ▷ 소요예산 : 1,500백만원(국·시비)
▶ 추진대상 : 백양·황령·엄광·화지산(4개산지) ▷ 1,396ha  44.2km
▶ 주요내용 : 4개 산지 네트워크화, 테마·스토리가 있는 산책로 조성

자연과어울리는녹색도시조성



녹색교통·클린환경실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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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천 환경개선사업 및 친수공간 조성
동천 수질 및 악취 개선 : 수질 평균 10ppm이내, 악취 2도 이하 유지
- 수질정화장치 가동, 자동청소선박 운 , 바닷물 유입 ▷ 500백만원

친수공간 조성 : 성서교∼범일교 580m ▷ 수목식재·옹벽녹화 3,800백만원
동천 화보집 발간 : (주)포스코건설과 합작 추진 ▷ 4,000권 56백만원

온실가스 감축 촉진
탄소포인트제 운 : 단독주택, 아파트, 상가건물 소유자 ▷ 연 1회
- 감축대상 : 전기·수도요금 절약분 포인트 산정의거 현금 등 지급
그린스타트(온실가스 줄이기 생활실천운동) 캠페인 전개 : 어린이대공원 입구
저탄소 녹색 소비생활 실천 : 탄소 라벨 부착제품의 녹색제품 구매 유도

안전하고 편리한 녹색교통 추진
주차 공간 확충 : 소규모 공동주차장 등 총 22개소 156면 1,580백만원
그린주차사업 활성화 : 골목단위 ⇒ 블록·골목단위, 14개소 33면
자전거 이용 활성화 : 전용도로 기초조사 용역(50백만원) ▷ '10. 1월
자전거 주차대 추가 설치 : 15개소 180대 50백만원
마을버스 승객대기시설 설치 : 10개소 60백만원 ▷ 고지대 취약지 위주

동천낚시대회개최
▶ 추진개요 : 동천 성서교 부근 ▷ '10. 9월∼10월경 개최
▶ 추진방법 : 『한국낚시연맹』위탁 추진 ▷ 5백만원(전액 시비)  
▶ 기대효과 : 도심하천인 동천의 수질개선 효과 홍보 극대화



전통시장활성화및일자리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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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활성화
시설현대화 사업 지속적 추진 : 부전마켓타운 등 3개 시장 4,999백만원
특화전문시장 육성사업 지원 : 부전인삼시장 등 4개 시장
토요문화야시장 개설 : '10. 4월∼10월 ▷ 정기공연, 상품전시·판매
당감시장 권역 상권활성화 사업 : 당감시장·당감골목시장·당감새시장

서민 친화적 일자리 창출
희망근로 사업 추진 : 연 700명 38억원 ▷ '10.3월∼6월(전국 10만명)
- 친서민 생산적인 사업장 발굴 : 15∼20개 사업 ▷ 효율적인 사업장 관리

공공근로 사업 내실화 : 일반노무·행정 등 3개분야 연 555명 1,315백만원
노인 일자리 사업 확대 : 1,010명 ⇒ 1,130명 ▷ 8개 사업장 28개 일자리 사업 관리

소외계층 주거안정 도모
저소득층 시설점검 및 개선 : 스피드콜 운 및 무료시설 개선
저소득주민 전세자금(가구당 3,500만원), 맞춤형 주거서비스(300세대)
재난취약가구 전기·가스 안전복지서비스 : 국민기초생활수급 350가구
정비구역내 주거환경 정비 : 노후지붕 방수, 벽지·장판 교체 ▷ 50개동

전통시장맞춤형상품세트제작판매
▶ 추진개요 : 명절·생일 등 기념일에 맞는 전통시장의 우수상품 판로 확장
▶ 추진대상 : 부전마켓타운 시범운 ▷ 디자인·규격 확정('10. 2월)
▶ 상품종류 : 생일(장수식품), 명절(선물·제수용품), 집들이(부자기원) 
▶ 제작판매 : 현지판매, 주문배달, 토요문화야시장 전시판매('10.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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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민을섬기는
봉사행정실천5

1⃞ 고객 감동 행정서비스 제공
2⃞ 구민 체감의 창의구정 실현
3⃞ 내실 있는 자치행정 실천



고객감동행정서비스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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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만족 친절마인드 수준 향상
친절서비스 마인드 함양 : 친절교육(연 2회), e-친절소식지 발간(월 1회)
고객 만족도 제고 : 해피콜(전화), 출구조사(연 2회), 친절마일리지제
자동차세 체납방지 홍보용 주차알림판 배부 : 체납방지 사전 예방

『혼인신고 동시 주민등록 전입신고』서비스 : 전입지 FAX 전송 처리

구민편의 민원서비스 시행
주택임대차보호 확정일자 수수료 면제 : 연 2,500건 ▷ 전국최초 시행
전자납부 방식 포켓형 안내문 제작·홍보 2,000부 ▷ '10. 1월
여권민원 연장근무제 실시(매주 목요일 2시간 연장), 여권택배서비스
제증명 수수료 신용카드 결제 : 증명민원 및 유기한 민원서류 수수료

편리하고 안전한 정보 인프라 구축
디지털시스템 활성화 : SMS 연동시스템 확대, 다양한 멀티미디어 제공
행정전산장비 보급 ▷ PC·프린터 380대, 사랑의 PC 보급 ▷ 200대
행정정보망 고도화 : IPV6 엔진 및 네트워크관리시스템 도입(동, 보건소)
차량탑재형 번호판 치시스템 도입 : 탑재차량 구입 ▷ 1대 55백만원

해외출국「어르신건강체크서비스」
▶ 운 시기 : 2010. 1월∼계속 ▷ 65세 이상 출국노인 기초건강 체크서비스
▶ 체크항목 : 혈압·혈당·체지방측정·스트레스 관리 등(4개 항목)
▶ 기대효과 : 해외여행 전 건강체크로 여행 중 사고 미연 방지



구민체감의창의구정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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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적 업무시스템 개선
보고문서의 간결화 3S-라인 구축 : 각종 업무보고서 양식 통일
- Short(짧게), Simple(간결하게), Specific(명확하게) : 업무능률 향상

차량관리비 공개 예산절감 유도 : 유류비·수리비 등 비교 분석 ▷ 분기 1회
도로점용허가 지번별 이력관리시스템 구축 : 1,170건 ▷ 새주소와 연계

구민감동 시책개발
어르신 건강음식점 지정 운 : 일반음식점 10개소 ▷ 손 소독기 등 비치
친화감 있는 납부안내문 제작·발송 : 안내문 제작 시 표어·삽화 게재
『기쁨 두 배 나눔의 행복』: 승진 시 축하 난·화분 대신 기부 수증 전달

양 플러스 고객감동 모니터요원 구성 : 모니터요원 10명 ▷ 분기 1회

창의행정으로 구정발전 선도
창의적 마인드 제고 : 창의실용 워크숍(1회 150명), 벤치마킹(5∼6개팀)
고객만족 창의행정 지속 추진 : 타 기관 민원체험(연 2회 100명) 
예산 Up&Down 동아리 운 : 예산절감·세입증대 아이디어 도출
정책개발 다양화 : 구민중심 아이디어 발굴, 공무원 제안제도, 토론회

「창의아이디어의날」운
▶ 필요성 : 구정 발전과 창의적 개선 노력을 통한 조직 내 활력과 자극 부여
▶「창의 아이디어의 날」운 : 매월 15일, 아이디어 발굴 제출(부서 1건 이상)
▶「창의 토론회」개최 : 월별 아이디어 선정 발표 및 토론(반기 1회)



내실있는자치행정실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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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 중심 신뢰 구정 구현
지역 선도 브랜드슬로건 개발 : 관·학 협력사업으로 디자인 개발 추진
- 구민의 일체감 조성과 애향심 고취를 통한 구민 역량 결집('10. 8월)  

주부모니터 활성화 : 제도개선 및 정책제안시 인센티브 제공(32명) 
노후 동주민센터 개·보수(37건 221백만원), 일일순찰 견문보고제 강화

주민자치 역량 강화
주민과 함께하는 주민자치회 운 : 1동 1특화 자랑사업 발굴(50백만원)
권역별 다양한 특화프로그램 운 : 9개 권역, 공동체 프로그램
국민운동단체 특성화 : 단체별 추진사업 성과보고회 ▷ 1단체 1특화사업
자원봉사 아카데미 강연회 개최 : 자원봉사 의식함양 및 전문성 제고

깨끗하고 투명한 건전재정 운용
건전재정 기반 확충 : 국·시비 보조예산 획득 노력, 체납세 징수활동 강화
재정합리적인 재원관리 : 장기비전·중기재정계획·투융자 심사와 연계
신속·정확한 회계업무 처리 : 알기 쉬운 e-호조 업무편람 발간(800부)
최종 하자검사 점검 강화 : 하자담보 책임기간 만료 공사 138개 ▷ 연 2회

제5회전국동시지방선거완벽추진
▶ 선 거 일 : 2010. 6. 2(수) ▷ 사전 선거운동 신고센터 설치(26개소)
▶ 법정사무 완벽 추진 : 91개 투표소, 벽보부착 444개소 일일점검
▶ 시기별 주요금지·허용사례 홍보 : 기부·홍보물 발행 범위 등
▶ 선거 전담반 운 : 원활한 선거사무 총괄 및 지원인력 관리



Ⅴ부록
1 2010 주요 투자사업 현황

2 2010 중점 추진사업

3 2010 주요행사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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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91건 76,616백만원 [백만원]

사업분야 건수 사업비

도로·건설
소규모주민편익사업
하천·치수·재해예방사업
지역개발사업
전통시장시설현대화사업
교통·도로기반
민방위관리
문화·생활체육
청소·환경
산림·녹지관리
복지·보건
일반행정

총 계

9건
1건
3건
3건
4건
14건
2건
5건
5건

27건
10건
8건
91건

51,225백만원
500백만원

3,850백만원
3,178백만원
4,999백만원
3,250백만원

30백만원
247백만원
636백만원

4,193백만원
4,083백만원
425백만원

76,616백만원

■도로건설 : 9건 51,225백만원
구 분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개금1동611-6번지일원도로개설외1건
동성로보도정비및하수구정비
개금3동일원보도정비
가야2동647-8번지일원도로개설
연지동LG과학관옆도로개설
당감시장권역도로및하수구정비
전포로~하마정간도로확장
부산진구청사진입도로개설
전포로확장

L=230m, B=6m
L=1,000m
L=2,083m, B=2.5m
L=150m, B=8m
L=110m, B=8m
도로및하수정비L=100m
L=1,540m, B=35 100m
L=190m, B=25m
L=1,500m, B=25 50m

300
200
100
200
610
390

32,425
14,000
3,000

보조사업
6건/

1,800백만원

재배정3건/
49,425백만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자체사업) : 1건 500백만원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소규모주민편익사업 1식(동별우선순위선정) 500

2010 주요투자사업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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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개발사업 : 3건 3,178백만원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서면특화거리조성사업
서면메디컬스트리트조성사업
새주소정비사업

가로경관개선등L = 2,110m,  B = 6~15m
의료관광인프라구축등L = 2,080m,  B = 5~ 8m
도로명판및번호판교체

2,200
700
278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 4건 4,999백만원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부전마켓타운특화거리조성사업
부전상가아케이드설치공사
부전종합상가아케이드설치공사
골드테마거리특화거리조성공사

LED가로등및수목등설치등
L=300m, B=8m
L=70m, B=8m
2차도로정비및포장공사

487.8
2,233
950

1,328

■하천·치수·재해예방 사업 : 3건 3,850백만원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하천복개구조물재해예방사업
범천1지구재해예방사업
하수관거보수공사

하천복개구조물유지관리L=1,650m
유수박스L=330m, 펌프시설2개소
1식

950
2,800
100

■교통·도로기반 분야 : 14건 3,250백만원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도로유지보수
도로조명및기전시설정비
보안등설치
노후에프알피가로등주교체
도로굴착복구
어린이보호구역개선
교통안전시설물설치및유지관리
버스승객대기시설설치및유지보수
교통사고잦은곳개선사업
자전거이용활성화및관리
학교통학로정비사업
소규모공동주차장설치
그린주차사업(골목단위)
주거지전용주차장설치

도로소파수선및맨홀유지보수, 도로시설물유지관리및주민편익시설물보수등
보안등자동점멸기200개교체지하차도기전시설보수1식
보안등100등설치
가로등주20본교체
1식
벽산유치원외8개유치원보차도경계휀스, 안전표지판등설치
반사경, 보차도경계휀스등 교통시설물설치및유지보수
버스승객대기시설및버스승강장의자설치등
로벌빌리지외1개소교통신호체계등개선

자전거주차대설치및유지보수
가야고, 항도중앞통학로보도및교통안전시설설치
개금3동외2개소공동주차장설치
초읍동일원14가구20면설치
주차구획선정비등주거지주차장확대설치

161
47
50
20

700
780
210
35
140
53
120
683
175
76



■문화·생활체육 분야 : 5건 247백만원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황령산레포츠공원테니스조명설치
체육시설개보수설치 (약수터인근포함)
학교운동장체육시설조성
시민친화형생활체육시설설치
학교인조잔디운동장조성등

조명등3식
5개소 10종 10점(신규)  
2개교선정운동기구8종8점
당감동미리내공원체력단련기구13종 13점
개금고등학교

2
40
20
40
145

■청소·환경 분야 : 5건 636백만원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무단투기감시카메라설치
재활용사업소시설보강
탄소제로운동기구설치
동천수중보, 사무소보수
동천자연생태하천복원

3대신규설치
기계설비오버홀및부품교체건물외벽판넬설치등
황령산레포츠공원탄소제로운동기구5종
수중보46m 2m 2.5m 사무소25평
L=2.7km

20
55
22
39

500

40 / 2010 Important project of BusanJin district

■민방위·재난관리 분야 : 2건 30백만원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민방위교육장보일러등철거
민방위비상급수시설보수

민방위교육장노후보일러및부대시설철거
구관리민방위비상급수시설24개소개·보수

4
26

■산림·녹지관리 분야 : 27건 4,193백만원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일반병충해방제
아름다운숲가꾸기
도시숲조성(백양산철쭉공원정비)
도시숲조성(개나리그린숲정비)
임도보수
엄광산임도정비
등산로정비
사방사업
경관조림
식목일수목식재등
공공산림가꾸기

소나무재선충방제

솔껍질깍지벌레방제

기타해충(10ha) / 신고고사목제거(200본)
숲가꾸기(110ha) / 조림지숲가꾸기(40ha)
편의시설설치및경관림조성등
수목식재및어린이놀이시설설치등
산림내임도보수(8km)
엄광산임도정비
등산로정비(5km)
산림내산사태예방(1ha)
큰나무공익조림(1ha)
산철쭉 12,500본구입등
안전화, 자재구입등

소나무재선충피해복제거(1500본)
소나무재선충병나무주사(20ha) 지상방제(30ha)

솔껍질깍지벌레나무주사(30ha) / 솔껍질깍지벌레위생간벌(10ha)
솔껍질깍지벌레설계감리(30ha)

6
131
100
300
32
20
153
81
12
20
54

102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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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초읍동보호수주변정비
살고싶은도시만들기 (전포3동)
범천동녹지정비
가야동만남의광장정비
쌈지공원등정비
당감초등학교공원화사업
개림초등학교공원화사업
양정동쌈지공원조성
개금2동60계단주변쌈지공원조성
성지로가로수수종갱신
동서고가도로하부녹화
개화초등학교입구쌈지공원조성
전포동보배2로입구쌈지공원조성
개금2동배수지쌈지공원조성

초읍동보호수일원정비
다목적운동시설조성및돌산산책로조성등
A=2,000㎡
휴게정자, 바닥포장등
1식
A=13,777㎡
A=14,447㎡
A=700㎡
추억의계단, 휴게정자등
320주
L=1,200m
1식
1식
A=8,136㎡

15
200
200
50
25

300
200
100
200
300

1,200
30
20

300

■복지·보건분야 : 10건 4,083백만원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경로당개보수
경로당가스차단기설치지원
노인복지관장비보강
노인요양시설기능보강
다문화가족지원센터설치
구양정3동사개보수
어린이놀이터개보수
장애인가옥개선
보건소리모델링
방문건강관리사업

경로당보일러수리
경로당76개소
장비구입 (물리치료기, 헬스, 컴퓨터등)
·지성원애림요양원신축·화엄도량전문요양원증축·애림실버웰장비보강
연면적 161.46㎡사무실, 상담실등
지하1층, 지상1~2층개보수공사비및인건비
어린이놀이터10개소
안전시설설치8개가구
연건평1,473.62㎡노후건물개보수
인건비및사업운 비

30
5

200
2,214
196
48
14
3

770
552

■일반행정분야 : 8건 425백만원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동주민자치회시설개보수
동주민센터개보수
산자락길(나들숲길) 조성사업
청사조경수목정비
대강당무대조명기자재교체
구청사광장꽃나무수종교체
백양홀시설보수등
중요기록물D/B 구축

노후시설개보수
노후주민센터개보수
1식
소나무전정
무대조명디마(조광기) 교체
계절별조화식재
바닥원목교체로비응접세트카페트교체
D/B 구축용역(스캔)

50
197
50
3
15
15
45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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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옛 양정3동사 2층 리모델링 ▷ 연면적 161.46㎡, 예산 196백만원

● 다문화가족의 교육·상담 및 기관·단체와의 서비스 연계

●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지원 및 지역사회 통합 실현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운

동별 작은 도서관 [북 카페] 설치

● 지상 2개동 본관4층, 신관 3층, 연건평 1,473.62㎡

● 기존 건물 노후로 환경개선 ▷ 소요예산 1,000백만원

● 쾌적한 보건소 환경 조성 및 질 높은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보건소 리모델링

● 악세사리, 의료특화거리, 디자인 노점 90개 설치

● 쥬디스태화~부산은행, 아이온시티~문화관광호텔 ▷ 2개소

● 기 조성 노점시범거리와 연계, 업그레이드된 노점문화 창조

노점특화거리 조성 확대

01

02

03

04

2010 중점추진사업

● 2010년~2014년(연차별 조성) ▷ 2010년 4개소 목표

● 작은 도서관(15개소), 북 카페(8개소) ▷ 2개 기 조성

● 시민의식 함양 및 정보 지식 습득의 장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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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 도심 활력화 추진

● 추진기간 : 2010년~2012년 ▷ 소요예산 : 1,500백만원

● 백양·황령·엄광·화지산 1,396ha  44.2km

● 4개 산지 다양한 테마별 코스 발굴 등 등산로 네트워크화 추진

부산진 산자락길(나들숲길) 조성사업

● 거리 ART 공연 : 서면 일번가, 어린이대공원 입구 광장

● 부산진 TOUR 운 : 에코·문화·도심 명소 도보 투어

● 부전천 친수공간, 서면시장 일원 차 없는 이벤트거리 조성

문화가 흐르는 도심 프로젝트 운

● 부전마켓타운 시범운 ▷ 디자인 규격 확정('10.2월)

● 생일(장수식품), 명절(선물·제수용품), 집들이(부자기원)

● 전통시장의 우수상품 판로를 확장하여 전통시장 활성화

전통시장 맞춤형 테마상품 제작 판매

05

06

07

08

● 전문가·상권별 대표자들과 상권활력화 협의, 산학협의체 구성

● 서면을 주제로 한 주민참여 카페 개설 운 , 특화거리별 이벤트

● 특화된 거리, 특성화된 상권조성으로 서면 활력화



월별 행 사 명 기간 장소
2010 경인년시무식
청소년예술학교1학기개강식
시립합창단과의연합음악캠프
어르신 씨기교실개강
부산진구보훈회관개관
부산진여성대학개강
부산진구노인장애인복지관개관
부산진구평생학습관봄학기개강
건전납세풍토조성초등학생포스터및 짓기공모대회
2010년나무심기행사
제4회우리문화체험축제마당
부산진구어린이합창단찾아가는음악회
초대작가전
서예휘호대회
부전마켓타운토요문화야시장개장
제30회장애인의날기념행사
제12회부산광역시장기장애인생활체육대회
상반기광견병예방접종
초중고생그림그리기, 문학백일장
상반기구인구직만남의날행사
제3회한마음걷기대회
민간보육시설화합의날
제38회어버이날기념식
제12회홀로어르신위로대잔치
노인단체연합체육대회
부산진구청장기동호인게이트볼대회
호국보훈의달행사
부산진구청장배동호인배드민턴대회
백양산숲길건강달리기대회
문화예술인협의회정기총회
부산진구평생학습관여름학기개강
제15회여성주간기념행사
구민작품공모전
어린이합창단음악캠프
청소년예술학교·부산예고연계연주회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1. 4
2월말
2월
2월
2월
3월
3월
3월
3. 3

3월하순
4월
4월
4월
4월

4월중순
4.20
4월

4월초순
5월
5월
5월
5월
5월
5월
5월
6월
6월
6월
6월
6월
6월

7.1~7.7
7.1~8.31

7월
7월말

부산진구지하대강당
부산진구지하대강당
청소년수련원
부산진구평생학습관
부산진구보훈회관
부산진구평생학습관
노인장애인복지관
부산진구평생학습관
부산진구지하대강당
백양산일원
학생교육문화회관광장
관내병원
백양홀
백양홀
부전역일원
강서체육공원
사직실내체육관
주민센터및동물병원
어린이대공원
백양홀
금정체육공원
부산시민회관
부산시민회관
부산롯데호텔
구덕체육관
부산진구일원
부산진구지하대강당
부산시일원
백양산일원
문화예술인협의회
부산진구평생학습관
부산진구지하대강당
부산진구일원
청소년수련원
청소년예술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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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별 기간 장소
어린이·청소년체능교실운
부산진구청장배유소년축구대회
제13회장애인한바다축제
저소득한부모가족체험행사
전국공모부산미술대전이동전시
청소년예술학교여름방학특강운
청소년예술학교2학기개강
부산진구청장기태권도대회
부산진구청장배동호인테니스대회
부산진구청장배동호인배구대회
동천낚시대회
제35주년민방위창설기념식
제18회구민작품공모전우수작품전시회
부산진구평생학습관가을학기개강
제5회골드율동경연대회
백양산숲길슬로우워킹대회
하반기광견병예방접종
부산진구청장배동호인그라운드골프대회
부산진구청장기동호인축구대회
부산진구청장배동호인탁구대회
노인한마음체육대회
제14회노인의날기념행사
장수노인체육대학운
하반기구인구직만남의날행사
초대작가전
제3회부산진구청소년예술제
골드테마거리귀금속축제
숲가꾸기의날행사
산불감시원발대식
부산진구문화예술인전
제9회부산보육인한마음대회
제7회여성합창단정기연주회
제2회건강한경로당만들기어울림한마당축제
제4회어린이합창단정기연주회
연말연시이웃돕기성금모금
사랑의김장김치나눔행사
청소년예술학교·동의대연계연주회
부산미술제이동전시
부산진구평생학습관겨울학기개강
행복충전소망나무행사
2010 경인년종무식

8월

9월

10월

11월

12월

8월
8월
8월
8월
8월말

8.4~8.30
9.1
9월
9월
9월
9월
9월

9.23~9.25
9월
9월
10월

10월초순
10월
10월
10월
10월
10월

10월~11월
10월중순
10월
10월
10월

11월초순
11월초순
11월
11월
11월
11월
12월
12월
12월
12월말
12월말
12월
12월
12.31

양산해운청소년수련원
부산진구일원
광안리해수욕장
경남남해일원등
부산진구청백양홀
청소년예술학교
청소년예술학교
부산시일원
부산시일원
부산시일원
동천일원
부산진구지하대강당
백양홀
부산진구평생학습관
부산진구지하대강당
백양산일원
주민센터및동물병원
부산진구일원
부산진구일원
부산진구일원
노인장애인복지관
부산시민회관
부산진구생활체육센터
백양홀
백양홀
백양홀, 구청광장
범천동골드테마거리
백양산일원
어린이대공원
백양홀
금정체육공원
부산진구지하대강당
부산진구지하대강당
부산진구지하대강당
부산진구일원
당감종합사회복지관
청소년예술학교
백양홀
부산진구평생학습관
부산진구지하대강당
부산진구지하대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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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anjin-gu Busan Metropolitan City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구청로 11(부암1동 666-16)
Tel. 051)808-5351  Fax. 051)605-4444
www.busanjin.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