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총   계
일반회계
특별회계

2013년
307,635
295,535
12,100

33,953(11.04%) ▲
32,564(11.02%) ▲
1,389(11.48%) ▲ 

증 감 (%)

■총예산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    금

(단위 : 백만원)

2014년
341,588
328,099
13,489

세 입
보조금

사회복지

문화·관광·교육

기타

교부금
지방교부세

지방세

세외수입

재정자립도 23.85%

·경제 중심지 - 특화거리 조성, 금융·상업·정보·유통의 중추 기능
·교통 요충지 - 교통 환승지점, 동부산 관광기능과 서부산 경제권역의 가교
·서비스산업 중심지 - 음식·숙박·관광·의료 중심 관광벨트 구축

지역여건

재정현황

·세   대 - 162,795세대      
·인   구 - 389,765명 (남 191,789명, 여 197,976명)  
·면   적 - 29.69㎢ 

일반현황

·행정구역 - 23개동 490개통 2,806개반
·기   구 - 3국 1보건소, 1실, 1담당관, 21과, 23동, 의회1국
·공 무 원 - 895명(구 575, 보건소 51, 동 251, 의회 18) 
·구 의 회 - 3개 상임위원회, 의원수 19명(시의원 4명)

행정조직

·도   로 - 310.6km ▶ 도로율 23.4%
·주   택 - 149,059호 ▶ 보급률 102%

▷ 단독 57,010 다세대 12,684 연립 3,349 아파트 76,016  
·상 수 도 - 41,782전 ▶ 보급률 100%
·하 수 도 - 586㎞ ▶ 보급률 100%
·자 동 차 - 134,834대 ▶ 승용 110,514 승합·화물 등 24,320

기반시설

기본현황

·의료급여기금 - 644백만원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 2,213백만원
·주 차 장 - 9,432백만원 ·지 하 수 - 1,143백만원
·기반시설 - 56백만원

·노인복지기금 외 7개 4,541백만원 (’13대비 795백만원 증가)

부산진구는 부산의 중심에 위치한 금융·상업·정보·유통의 중심지입니다.

지역개발·교통

보전수입 등

세 출

지  방  세 58,179 17.73%
세외 수입 20,077 6.12%
지방교부세 4,500 1.37%
교  부 금 30,480 9.31%
보  조  금 207,465 63.23%
보전수입 등 7,398 2.25%

세입 328,099    
사 회 복 지 199,498 60.80%
일반공공행정 14,528 4.43%
보 건 · 환 경 23,354 7.12%
지역개발·교통 9,505 2.89%
문화·관광·교육 4,175 4.43%
기    타 77,039 23.48%

세출 328,099       

일반공공행정
보건·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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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구를 빛낸 일

주요 구정성과

나눔과 보살핌의 복지행정을 구현하였습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미래지향의 지역경제 기반을 확충하였습니다.   

문화·예술과 생활체육을 진흥시켰습니다.

평생학습도시 역량을 제고하였습니다. 

섬김과 소통의 봉사행정을 실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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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구를 빛낸일

● 표 창 - 총 41회(장관 10회, 시장 30회, 국민권익위원회 1회)
● 부 상 - 6억 5천만원(상사업비 6억 3천만원, 시상금 2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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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기관 (10회)

민원서비스우수인증기관선정 안전행정부

지방예산효율화우수사례(동통합)선정 안전행정부

재정분석평가인센티브 안정행정부

지방재정균형집행평가 우수 안전행정부

국지도발대응 및 비상대비업무 우수 안전행정부

기초노령연금업무평가 우수 보건복지부

지역일자리공시제평가 우수 고용노동부

전국산사태예방대응시나리오경진대회 최우수 산  림  청

지자체녹색도시우수사례평가 장려 산  림  청

지적재조사사업 사업지구평가 최우수 국토해양부

국민권익위원회  (1회)

청렴도평가(국민권익위원회)          최  우  수

부산광역시 (30회)

생활공감정책모니터단운영실적평가 최우수

세계도시부산만들기추진상황평가 최우수

상반기물가안정관리실적평가 최우수

하반기물가안정관리실적평가 최우수

건설행정업무추진평가 최우수

도로명주소사업실적종합평가 최우수

결핵관리종합평가 최우수

구강보건사업평가 최우수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평가 최우수

지방예산효율화 우 수

공무원정보지식인대회 우 수

아파트한가족운동추진상황평가 우 수

주민자치회운영실적평가(부암3동) 우 수

지방세징수실적평가 우 수

지역일자리창출평가 우 수

옥외광고업무추진상황지도점검평가 우 수

도로정비평가 우 수

지역건설산업활성화추진평가 우 수

1530건강걷기사업평가 우 수

건강한마을만들기사업평가 우 수

공유재산관리실적평가 우 수

도시기초시설물선진화평가 우 수

도시환경정비추진상황평가 장 려

지방세체납액정리평가 장 려

민원행정개선우수사례경진대회 장 려

통합건강증진사업평가 장 려

자원순환행정종합평가 장 려

재활용품수집경진대회평가 장 려

선진교통문화운동추진실태평가 장 려

지방자치단체합동평가 인센티브



70년 숙원사업!  연지·양정꿈동산 어린이공원 조성
☞ 연지어린이공원(1,597㎡ 1,590백만원), 양정꿈동산 어린이공원(1,775㎡ 1,940백만원)

사시사철 푸른 도심의 숲! 도심고가교 하부녹화 조성
☞ 동서고가로·부암고가교 하부녹화, 상록철쭉 등 14종 96,000본 461백만원

일자리 창출 목표 초과 달성!  목표대비 4,134명 초과
☞ 민선5기 목표 25,800명 대비 116% 달성(총 29,934명)

일석이조 「부산진 희망콜!  방문기동대」 일자리 창출, 취약계층 지원 
☞ 기술인력 등 20명 구성,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 128가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착공」 2014. 4월 개관
☞ 가야대로 57번지길 21-21(가야동), 연면적 1,567㎡(지하1층/지상3층), 4,600백만원

「다사랑 복합문화예술회관 착공」 2014. 12월 완공
☞ 대학로 62(가야동), 연면적 4,043㎡(지하1층/지상5층), 10,300백만원

2013년도 청렴도 평가 「최우수 기관」 선정!
☞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전국 653개 공공기관 대상 최상위 1등급

안전행정부 「민원서비스 우수 인증기관」 선정
☞ 244개 광역 및 기초단체 평가, 전국 최고의 민원서비스 인증

거리가 예술!  서면문화로 조성 사업 완료
☞ 영광도서 앞 L=550m, 분수대, 실개천 등 설치, 6,700백만원

소규모 동 통합, 주민복지 공간으로 재 탄생!
☞ 노인종합재가기관·당감본동행복마을 건립, 인센티브 20억 확보

쾌적한 시설! 어르신 쉼터 9개소 신축 
☞ 개금2동 양연경로당 외 8개소 1,920백만원 (완료3, 추진중6)

주요 구정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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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 쉼터 신축 : 개금2동 노인쉼터 외 8개소  
우리동네 구강주치! 부산시 최초「구강보건센터」개소

나눔과 보살핌의 
복지행정을 구현하였습니다.

온정이 넘치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
● 해피교복 지원 148명 30백만원, 행복결연 「가족애」 추진 80명 36백만원

● 다문화가족 모국방문 : 16가정 56명 ▷ 베트남9, 필리핀3, 중국2, 네팔1, 일본1

● 주거생활안정 : 희망콜 방문기동대 운영 128가구, 사라미 주택지원 31가구

건강하고 행복한 도시 구현 
● 초등학교 구강보건실 및 양치교실 운영 : 7개교(보건실3, 양치교실4)

● 국가암 관리 : 조기검진 57,108건 446백만원, 의료비 지원 568명 554백만원

● 예방접종 : 인플루엔자 외 14종 76,664명 863백만원

● 임신성공 희망플랜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560명 632백만원

사회적 약자의 안정적 생활기반 조성
●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 생계비·주거비 8,744세대 38,266백만원

● 위기가구 긴급복지 지원 : 560가구 601백만원(의료, 생계, 주거비 등)

● 장애인 연금·수당(54,473명 3,989백만원) 및 활동지원(350세대 3,160백만원)

● 한부모가족 자립 지원 : 1,142세대 994백만원(자녀양육비, 교통비 등)

행복하고 편안한 노후 생활 지원
● 노후생활 안정 : 기초노령연금 37,887명 39,930백만원

● 홀몸노인 응급안전 돌보미서비스 : 85세대 응급 안전시스템 설치

● 어르신 쉼터 운영 : 혹한기 110개소 6,971명, 혹서기 11개소 7,288명

● 여가활동 지원 : 11개 경로당 어울림 한마당 축제, 실버영화관 15회 1,540명

여성복지 증진 및 보육환경 조성
● 출산 축하금 506백만원 지원, 다자녀가정 가족사랑카드 2,163건 발급

● 영유아 보육료 6,794명 29,930백만원, 양육수당 7,660명 11,636백만원 지원

● 어린이집 친환경급식 지원 61개소 148백만원, CCTV 53개소 377대 설치

● 민간우수어린이집 공공형 지원 : 12개소(공공형11, 공보육1) 

▣ 어르신 쉼터 신축 
: 양정2동 양연경로당 등 9개소

▣ 우리동네 구강 주치!
부산시 최초 「구강보건센터」 개소

www.busanji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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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 쉼터 신축 : 개금2동 노인쉼터 외 8개소  
우리동네 구강주치! 부산시 최초「구강보건센터」개소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푸르름이 넘치는 도시숲 조성
● 신암로 삼거리 옹벽녹화사업 : 담재이덩굴 등 6종 1,920본 15백만원

● 등산로 정비 : 나들숲길 26개 코스 56.2㎞ 정비, 67백만원

● 가로수 수종 갱신 버즘나무 71주 59백만원, 난간 꽃장식 2개소 13백만원 

● 숲 해설가 운영 : 선암사 입구 등 3개소, 유아숲 체험장 130회 1,110명 참여

보행자 중심의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 조성
●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16개소 795백만원, 주차공간 23개소 658면 확충 

● 노후 가로등 교체 362등 512백만원, 가로등 및 보안등 수리 5,099건

● 도시안전망 구축 : 방범용 CCTV 설치 52대, 블랙박스 설치 293대

● 생활민원신고센터 운영 : 도로·하수 등 4,714건 주민불편 사항 해결

재난 제로화 예방체계 구축
● 재해위험지 예방사업 : 가야1동주민센터 주변 상습침수지 등 19건 704백만원

● 공공시설물 내진 보강 사업 : 범2·3호교 등 4개소 558백만원

● 산림재해 방지대책 사업 : 범천동 만리산 등 5개소 920백만원

테마와 경관이 함께하는 주거환경 조성
● 폐가 철거 30동 237백만원, 공가리모델링(반값임대) 12동 216백만원

● 주거환경정비 사업 : 당감7재개발 구역 외 6개소 3,471백만원

● 산복도로 르네상스사업 : 망양로 보행환경 개선사업 외 8개 사업 869백만원

환경보전 활동 강화
● 비산먼지·소음 발생 사업장 점검 및 생활민원 처리 : 189개소 535건 해소

● 동천종합환경개선 사업 실시 : 광무교~범4호교 구간 준설, 230백만원

▣ 70년 숙원사업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 연지어린이공원, 양정꿈동산 어린이공원 조성

이젠 마음껏 뛰어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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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구강주치! 부산시 최초「구강보건센터」개소

미래지향의
지역경제 기반을 확충하였습니다.

▣ 서면문화로 조성공사 완료 
: 실개천, 분수대 등 거리가 예술!

▣ 전국 최초 「전통시장 보부상 시범장터」 운영
: 11개시장 특화상품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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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력이 넘치는 전통시장 조성
● 시설현대화 : 부산평화시장 주차장건립 등 12개시장 5,360백만원

● 특화전문시장 홍보 : 4개 시장, 공동마케팅 운영 : 7개시장 경품대축제 등

● 부전마켓타운 공동배송센터 시범운영 : 차량, 인건비 등 110백만원 지원

서면권역 지역경제 활성화 지속 추진
● 제3회 서면메디컬스트리트(SMS) 축제 : 5월, 의료관광 지역브랜드화 추진 

● 서면특화거리·서면문화로·서면1번가 : 거리공연 개최 69회 ▷ 대중음악, 힙합 등

양질의 정규직 민간일자리 창출
● 민간부문 취업 지원 : 취업정보센터 운영 ▷ 취업 3,032명, 알선 28,164명

● 맞춤형 채용박람회 개최 : 7회 62명 취업 ▷ 45개 업체 2,092명 참여

● 해양서비스 전문인력 양성사업 지원 : 동의과학대학교 2개 사업(61명 취업)

다함께 일하는 맞춤형 공공 일자리 추진
● 사회적(마을)기업 신규 발굴 및 육성 : 4개 기업  1,228백만원 지원 ▷ 35명 취업

● 공공근로사업 96개 사업장 548명, 지역공동체일자리 13개 사업장 206명

● 노인일자리 43개 사업장 1,780명, 자활 41개 사업장 1,178명 

편리한 관광 기반 구축
● 관광 안내지도 제작(2종 10,000부), 관광안내판 설치(쥬디스태화 외 2개소)

● 부산진구 홈페이지 문화관광컨텐츠 구성 : 10월 ▷ 관광명소 등 5개 항목 



어르신 쉼터 신축 : 개금2동 노인쉼터 외 8개소  
우리동네 구강주치! 부산시 최초「구강보건센터」개소

문화·예술과
생활체육을 진흥시켰습니다.

삶에 활력을 주는 문화예술 축제
● 제7회 우리문화체험 축제(4월), 제3회 Book페스티벌 개최(10월)

● 숲속 작은음악회(13회), 부산진 갤러리 운영(이동전시 등 22회) 

● 제22회 부산진구 문화예술인전(11월), 구민 서예휘호 대회(4월) 

● 학생 그림그리기 및 문학백일장(5월), 제21회 구민작품 공모 전시 75점 

수준높은 청소년예술학교와 예술단 운영
● 청소년예술학교 운영 : 10과목 22개반, 1,280명 참여 ▷ 청소년예술제 등 개최

● 남성합창단 : 외부공연 4회, 창단 연주회 1회 ☞ 2013. 1월 창단  

● 라온소년소녀, 여성합창단 : 정기연주회 2회, 찾아가는 연주회 15회

우리 문화유산 전승·보전
● 구상반려암 소규모 근린공원 정비 : 토지매입 및 용역 459백만원

● 기능전수생 및 문화학교 지원 : 동래학춤 및 문화학교 3개소 24백만원

● 전통사찰 보존·정비 사업 : 선암사 방재시스템 구축 375백만원

구민의 체력증진 및 여가활동 지원 강화
● 생활체육교실 운영(10개 종목), 건강달리기(6월), 걷기대회(11월) 개최

● 구청장배 동호인 체육대회(6종목 4,000명), 유소년 축구대회(26개팀 300명)

● 인조잔디조성 및 생활체육시설 개·보수 : 2개교 678백만원

▣ 황령산레포츠공원 전천후 게이트볼장 개장! 
돔 형태 방수포 지붕 설치

▣ 노래하는 남자들! 부산시 최초 남성합창단 창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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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구강주치! 부산시 최초「구강보건센터」개소

평생학습도시 역량을 
제고하였습니다.

풍요로운 삶을 위한 평생학습 기회 확대
● 학기별 평생학습관 프로그램 운영 : 3학기 119개 강좌 2,980명 수강

● 희망·음악·맞춤식아카데미 및 신바람 노래교실 운영 : 30회 12,055명

● 인문학과 만나다 : 노자 「도덕경」 읽기 등 상반기 8개 과정 240명

평생학습 특화사업 활성화
● 평생학습 배달강좌제 운영 : 선물포장 등 19개 강좌 224회

● 「아우름」 평생학습 재능기부 : 상반기 7개 기관 3개 분야 69회 기부

● 인문학주간 운영 : 낭독회 등 7개 분야 1,000명 참여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협력체계 강화
● 지역 명문학교 육성 : 자율형 공립고(부산진고, 개성고) 200백만원

● 방과후 학교 및 저소득층 교육지원 : 초·중 20개교 88백만원

● 2014학년도 대학입시 설명회 개최 : 수험생 및 학부모 420명 참여

변화와 발전을 주도하는 주민자치회 운영
● 권역별 사업운영 : 9개 권역 ▷ 사랑나눔공부방 등 25개 사업

● 주민자치회 특화사업 : 글로벌빌리지 체험 등 50백만원 지원

● 독서 인프라 구축 : 2개소 ▷ 부암1동 작은도서관, 양정1동 북 카페 조성

▣ 평생학습도시 특성화 사업 선정 
: 국비 130백만원 확보
- 전문가 자격취득 교육 등 5개 기관 협력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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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 쉼터 신축 : 개금2동 노인쉼터 외 8개소  
우리동네 구강주치! 부산시 최초「구강보건센터」개소

섬김과 소통의 
봉사행정을 실천하였습니다. 고객 눈높이에 맞춘 민원행정 추진

● 「민원24」 활성화 : 전용(체험)창구 개설, 홍보활동(홍보물 50,000매 배부)

● 동 주민센터 민원수수료 카드결제시스템 전면 도입 : 23개 전동

● 민원안내도우미 운영 : 일사천리 민원상담관 4명, 안내도우미 2명

● 민원처리 결과 SMS 문자메시지 알림 : 개명 등 9,937건 

다양한 편의시책, 고객만족도 향상
● 결혼이민자 한글이름 지어주기 : 11명(베트남 7, 캄보디아 2, 필리핀 2) 

● 다문화가족 전용 창구 및 언어지원단 운영 : 10개언어 통·번역 서비스 제공

● 여권민원 연장 근무제 운영(매주 목요일) : 939건 처리(접수 및 교부)

● 무인민원 발급창구 확대 운영 : 2대(가야1동, 당감1동)

구민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열린 행정 추진
● 구민생활소통자문회의·동순방 주민과의 대화 건의사항 274건 처리

● 구민무료 법률상담 23회 146건, 부산진세무서 현장민원실 운영 2회 

● 생활공감정책 모니터단 제언 421건, 부산진구 홈페이지 전면 개편 시행

효율적이고 투명한 선진 행정 구현 
● 소규모 동 통·폐합 : 유휴동사 2개소 주민복지공간 활용 ▷ 인센티브 20억 

● 조달시스템 전자계약 확행 407건, 1천만원이상 수의계약 공개 175건

●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 예산학교 98명 참여, 주민제안 9개 사업

● 주민알권리 충족 : 행정정보 1,309건 공개, 정보목록 148항목 홈페이지 공개

▣ 안전행정부 「민원서비스 우수 인증기관」 선정!
☞ 민원 유형과 특성을 분석한 맞춤형 행정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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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눔과 보살핌의 

복지행정구현
희망을 전달하는 정다운 이웃으로 

누구나 행복하고 건강한 삶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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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자 중심의 안정적 복지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 생계·주거비 8,920세대 38,679백만원    

● 위기가구 긴급복지 지원 : 400가구 431백만원 ▷ 가구별 맞춤지원

● 사회취약계층 단전·단수가정 직권조사 및 지원 : 200세대

● 주거생활안정지원 : 사라미 주택 지원(33동), 임대주택 알선 1,000세대

행복울타리 복지안전망 강화
● 사회복지 통합 관리망 운영 : 17개 기관 48종 조회 ▷ 누락, 중복 방지

● 신속하고 공정한 수혜자 지원 : 9,000건(기초생활수급, 연금 등 신청자) 

● 부산진희망콜 방문기동대 운영 : 주거생활 환경 정비 130가구

● 복지대상자 「마음 나눔방」 운영 : 전문상담가 2명(법률, 정신) ▷ 종합상담

복지자원 서비스 연계 활성화
● 적극적인 복지자원 발굴 : 사랑모아 행복결연 추진, 푸드마켓 운영 확대  

● 테마가 있는 이웃돕기 : 꿈나무 교복지원, 부모교육지원 「키울 맘 난다」 

●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바우처) 발굴 지원 : 2,000명 1,074백만원

● 복지관 등 사회복지시설 운영 지원 : 9개소 2,849백만원

|시기·위치| 2014. 12월, 대학로 62(가야동)

|사업규모| 연면적 4,043㎡(지하1층 지상5층), 10,300백만원

|시  설| 대강당, 문예강좌, 전시실, 탁구장, 체력단련장, 도서관 등

「다사랑복합문화예술회관」개관

|시기·위치| 2014. 12월, 대학로 62(가야동)

|사업규모| 연면적 4,043㎡(지하1층 지상5층), 10,300백만원

|시  설| 대강당, 문예강좌, 전시실, 탁구장, 체력단련장, 도서관 등

「다사랑복합문화예술회관」 개관



희망을 주는 정다운 나눔 복지 실현

나눔과 보살핌의 복지행정 구현 2014 부산진구업무계획
부산의 중심 앞서가는 부산진

30
―31

www.busanjin.go.kr

어르신이 편안한 노후생활 조성
●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 : 기초노령연금 4만명, 건강보험료 월 1,300세대 

● 어르신 돌봄 서비스 : 월 1,300명 ▷ 안부전화, 식사, 목욕수발 등

● 여가활동 지원 : 노인교실 17개소 운영, 어울림 한마당 축제(10월)

● 백양노인회관 건립 : 백양순환로 110번길 5(부암동), 연면적 635㎡(지하1,지상) 

여성권익 증진 및 사회참여 활성화
● 여성가족문화센터 프로그램 운영 : 조부모 교육 등 115개 프로그램

●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 2개소 567백만원

● 한부모 가족 1,180세대 971백만원 지원, 아이돌보미 사업 추진 1,119백만원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
● 보육료 지원 6,800명 27,512백만원, 양육수당 지원 7,660명 13,753백만원

● 특수보육 지원 : 28개소 ▷ 시간연장 23, 휴일보육 1, 장애전담 및 통합 4

● 어린이집 친환경 급식 지원 64개소 144백만원, 부모모니터링 활성화 80개소

● 공립연지어린이집 건립 : 연면적 449㎡(지상2층) 2014년 3월 개관

장애인 생활안정 및 복지서비스 제공
●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 생활지원 5,050백만원, 활동지원 4,140백만원

● 장애인 일자리 사업 지원 : 99명 590백만원 ▷ 복지일자리, 직업교육

● 장애인 복지시설 지원 : 13개소 4,067백만원   

|시기·위치| 2014. 4월, 가야대로 587번지길 21-21(가야동)

|사업규모| 연면적 1,567㎡(지하1층 지상3층), 4,600백만원

|내  용| 놀이터, 책·장난감 대여, 보육정보, 교재·교구지원 등

「육아종합지원센터」 개관

안전하고 건강한 부산진구 조성

건강도시 부산진구 기반 조성
● 건강증진 사업 : 심뇌혈관질환예방 관리 등 10개 사업 1,430백만원

● 감염병 감시 체계 : 역학조사반운영 1개반 10명, 질병정보모니터 운영 116개소

● 취약지 방역소독 강화 : 민원 전담기동반 2개반 9명, 주민자율방역단 운영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 만들기
● 「임신에서 육아까지」 원스톱 서비스 제공 : 2,106명 1,050백만원 

● 금연·절주 문화 정착 : 금연클리닉 1,600명 관리, 예방 교육 캠페인 20회

● 찾아가는 건강 소식지 발행 : 대단지 아파트 42개소 ▷ 질병예방 안내

보건의료서비스 강화
● 방문건강관리 :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등록 및 건강관리 9,000세대

● 암 관리 사업 : 조기검진, 재가암 환자 관리, 지역연계 호스피스 ▷ 40,622명

● 구강건강 사업 : 초등학교 7개교(양치교실 3, 구강보건실 4), 구강보건센터 운영

웰빙 건강증진 프로그램 상설 운영
● 건강플러스 건강체험관 운영 : 혈압, 혈당, 금연, 영양 등 원스톱 건강상담

● 건강 프로그램 운영 : 상설교육 40회, 타기관 연계 운동프로그램 30회

● 한의약 건강증진 사업 : 요통관리 교실 2기 400명, 중풍예방 교실 2기 400명

|기간·장소| 2014. 1월 ~ 12월, 구강보건센터(보건소)

|사업내용| 취약계층, 저소득, 장애인, 노인 등 일차 구강진료

100세 시대 맞춤 구강보건센터 운영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조성

자연과 어우러지는 쾌적한 도심환경을 조성하고               
안전하고 품격 있는 살기 좋은 생활환경을 만들겠습니다.

www.busanjin.go.kr

푸르름이 어우러지는 도심환경 조성

2014 부산진구업무계획
부산의 중심 앞서가는 부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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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규모| 범천동 산 59-1번지 일원(만리산 내) 4ha, 500백만원

|사업내용| 자연생태계 보전 및 인간 친화적 산림 조성

「만리산 식생 복원」 사업

도시를 수놓는 녹색 공간 확충
● 화지로 벽면 녹화사업 L=300m, 무궁화 화단 조성 L=150m  

● 초화 식재 : 서면교차로 외 25개소, 난간 꽃장식 : 진양교차로 난간 외 1개소

● 황령대로 중앙분리화단 조성 : L=100m, B=4m, 200백만원

● 공원관리 : 개금테마공원 등 18개소 90백만원, 쌈지공원 30개소 30백만원 

자연친화형 도시숲 조성·관리

● 등산로 정비 및 편의시설 설치 : 나들숲길 26개코스, 운동시설 등 10종 35점 

● 산림자원 육성 : 숲가꾸기 80ha 65백만원, 큰나무 공익 조림 2ha 48백만원 

● 황령산 편백림 힐링숲 조성 : 산책코스, 편의시설 설치, 25백만원

● 유아숲 체험장 운영 : 선암사 등 2개소 ▷ 해설가 2명, 관내 어린이집 대상

쾌적한 친환경 도시 조성

● 소음, 분진, 악취 등 신속 처리 : 전담반 운영, 대형공사장 중점관리 69개소 

● 대기·폐수 취약시간대 환경순찰 강화 : 배출업소 관리 109개소

● 실내 공기질 관리 대상시설 점검 : 보육시설 등 146개소

● 석면피해예방 슬레이트 지붕 개량 사업 : 180개소



품격 있는 생활환경 조성쾌적하고 살기 좋은 안전도시 구현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2014 부산진구업무계획
부산의 중심 앞서가는 부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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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민 중심의 쾌적한 도시기반 조성
● 도시기반시설 확충 : 도로·교통·하천·치수 사업 38건 17,017백만원 

● 산복도로 르네상스 사업 : 호천마을 광장 조성 외 19개사업 3,146백만원

● 재정비촉진사업 기반시설 조성 : 공원우회도로 2단계 L=545m B=20~40m

● 동천로 대중교통전용지구 조성 : L=740m, B=20m, 8,464백만원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 환경 조성

● 주차 공간 확충 : 소규모 공동주차장 등 23개소 268면 5,652백만원 

● 어린이 보호구역 및 학교통학로 개선 : 6개교 344백만원 

●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 충격흡수대 교체 등 250개소 401백만원

● 버스승객대기시설 관리 및 설치 : 250개소 관리, 20개소 설치

건축물 경관조성 및 생활환경 개선

● 색채와 디자인이 어울리는 건축 : 부산경관 36색 적극 권장 추진

● 동천로(디시티~더샵센터럴스타) 간판 시범거리 : 140개 업소 ▷ 200개 간판

● 생활 환경개선 : 주거환경정비 3개소 450백만원, 폐가 철거 20동 160백만원 

● 재개발사업 정보 제공 : 연찬회 35회, 소식지 20,000부, 후견인 활동 월1회

안전하고 건강한 도시기반 구축
● 안전문화 확산 및 안전교육 활성화 : 4대악 척결활동 중점 추진

● 도시안전망 구축 : 방범용 CCTV 설치 45대, 차량용 블랙박스 설치 200대

● 도로조명시설 개선 : 노후가로등·보안등 설치 ▷ 110백만원

● 안전한 먹거리 정착 : 부정·불량식품 모니터링 강화, 주방공개 CCTV 15대 설치

도시 품격을 높이는 거리질서 확립

● 간판 선진화 추진 : 노후간판 LED교체비 60백만원 지원

● 불법 광고물 정비 : 현장 기동순찰반 1개반, 휴일·야간 단속반 6개조 운영

● 무단투기 예방 스마트 경고판 23대 설치, 상습무단투기 망신지역 운영 23개소

● 도로시설물 유지 보수 : 670백만원, 현장 민원 기동처리반 운영 4개반

재난·재해없는 생활시설물 점검 강화

● 재해 취약지 예방 사업 : 1,394백만원 ▷ 재해위험지 전수조사 2월

● 특정관리대상시설물 안전점검 강화 : 시설물 74개소, 건축물 733개소

● 전기시설 정비 : 감전사고 예방 5개사업 87백만원, 누전선로 정비 50개소 30백만원  

● 민방위 대피시설 139개소 및 민방위경보시설 7개소 정기점검

|구 간| 산복도로 르네상스 사업 지역 골목길 여행

|탐방코스| 골목길 먹거리와 볼거리를 아우르는 코스 개발 

|효 과| 서민들의 삶의 현장을 새로운 문화 공간으로 창출

쉬엄쉬엄 골목길 투어

|기간·장소| 2014. 7월 완공, 엄광로495번길 13(범천동) 

|규  모| 건축물식 주차장 4층 112면, 부지면적 1,345㎡ 4,500백만원 

|효 과| 고지대 주택밀집지역 주차난 해소, 쌈지공원 및 전망대 설치

「친환경 스카이웨이 주차장」 건립



미래지향의 

지역경제 기반 확충
청년에서 노인까지 지속 가능한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활력이 넘치는 지역경제 활성화로 새로운 부산진구를 만들겠습니다.

www.busanjin.go.kr

일자리 2% 더 늘려, 행복한 부산진구!

2014 부산진구업무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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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일자리 2% 더 늘이기 운동 추진
● 구·동 취업정보센터 매칭율 제고를 위한 유관기관 연계 : 6개 기관

● 주제별 채용박람회 운영 : 4회 ▷ 경력단절여성, 퇴직예정자, 장년층, 졸업예정자  

● 해양관광 레저 및 크루즈·요트마리나 전문인력 양성 : 100명 280백만원

사회적(마을)기업 운영 내실화 지원
● 신규기업 발굴을 통한 일자리 창출 : 5개 기업 50명

● 인건비·운영비 등 지원 : 25개 기업 526백만원 

● 경쟁력 강화 지원 : 기업운영 아카데미 개최(9월), 홈페이지 제작 10백만원

행복과 희망을 나누는 공공일자리 사업
● 생산적 사업장 추진 : 레포츠공원 정비 등 96개 사업 510명 1,233백만원

● 구민편익 사업 추진 : 집수리사업 등 5개 사업 37명 394백만원

● 노인일자리 창출 : 복지형사업 등 50개 사업 1,941명 3,943백만원

일을 통해 자활하는 생산적 복지 구현
● 자활프로그램 개발 및 내실 운영 : 40개 사업장 850명 5,838백만원

● 희망키움통장 확대 추진을 통한 취·창업 : 190세대 692백만원  

● 저소득층 창업(생업)자금 지원 사업 활성화 : 5건 100백만원

|시기·장소| 2014. 1월 ~ 계속, 대단위 아파트 단지

|내  용| 아파트내 택배취급소 운영 ☞ 부산진시니어 클럽 연계

|효  과| 어르신 일자리 제공, 소득창출과 사회 재참여 기회 제공

「실버노인 안심택배」 사업



전통시장 육성 및 도심관광 활성화

미래지향의 지역경제 기반 확충 2014 부산진구업무계획
부산의 중심 앞서가는 부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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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기차고 편리한 전통시장 육성
● 시설현대화 사업 : 당감새시장 등 6개 시장 3,123백만원 

● 환경개선 사업 : 부전시장 어물부 등 4개 시장 250백만원

● 경영여건 개선 : 공동마케팅, 특화전문시장 육성 7개시장 130백만원

● 상인조직 활성화 : 상인대학 운영 1개소, 시장매니저 지원 3개소 40백만원 

도심 관광자원 개발 및 활성화
● 서면메디컬스트리트(SMS) 의료산업 활성화 : 축제개최, 해외 설명회 추진

● 다양한 거리예술 공연 추진 : 서면문화로, 서면특화거리, 서면1번가 등

● 지역연계 관광상품 발굴 : 삼광사 템플스테이, 힐링 관광열차 연계 운영 등

● 부산의 「랜드마크」와 연계한 관광 추진 : 부산시민공원, 송상현 광장

안전하고 청결한 위생업소 발굴 지원 
● 모범음식점·모범숙박업소 안전적 관리 지원 : 128개소 8백만원

● 서면향토음식 특화업소 맞춤식 지원 : 20개소 4백만원 

● 위생수준 향상 식품진흥기금 시설융자 지원 : 10건 400백만원

건전한 상거래 질서 확립
● 농·축·수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 점검 : 연 4회

● 대부업체 대부업법 위반 여부 조사 및 점검 : 연 2회

● 특수판매업소(통신·방문·전화권유) 점검 : 연 1회 2,181개소

|시기·지역| 2014. 4월~12월, 공동주택, 공원, 주요행사장 등

|내  용| 보부상 참여 상단 구성 및 대상지역 선정 3개소

|효  과| 시장별로 차별화된 상품 전시, 판매, 홍보 등 열린시장 추진

「전통시장 보부상 장터」 확대 운영



문화·예술과

생활체육의 진흥
활기차고 품격 있는 다양한 생활문화로 구민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정주공간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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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와 예술이 살아있는 품격 구정 실현

2014 부산진구업무계획
부산의 중심 앞서가는 부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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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속에 함께하는 문화예술 진흥
● 우리문화체험 축제마당 : 민속놀이체험·마당극 등 ▷ 4월, 학생교육문화회관

● 북페스티벌 개최 : 북 콘서트, 작가와의 대화 ▷ 10월, 서면문화로

● 숲속 작은음악회·거리공연 : 4월~10월 ▷ 어린이대공원, 서면문화로 등 

● 신나Go, 재밌Go, 춤추Go 공연배달 프로젝트 운영 : 2회 ▷ 복지관, 병원 등

예술인 창작활동과 구민참여 작품전 지원
● 구민 서예휘호 대회(4월), 학생 그림그리기 및 문학백일장 개최(5월)  

● 구민 작품 공모전(7월~8월), 부산진 문화예술인전 개최(11월)

● 부산진 갤러리 운영 : 초대, 구민참여전시, 음악회 등 연중 상설운영

청소년예술학교·예술단 내실 운영
● 청소년예술학교 운영 : 10과목 22개반 ▷ 청소년예술제, 음악콩쿠르 개최

● 청소년예술학교 홍보 동영상 제작 : 5백만원 ▷ 프로그램 활동사항 등

● 부산진예술단 운영 : 지역축제, 병원 및 소외시설 등 찾아가는 음악회

문화재 보전 및 지원활동 강화
● 구상반려암 정비·활용 : 소규모 근린공원 사업비 신청 ▷ 문화재청, 부산시

● 문화재 상시 관리 : 구상반려암, 배롱나무, 황령산봉수대 등

● 기능전수생 및 문화학교 지원 : 동래학춤·문화교실 3개소 24백만원

● 부산포민속박물관 지원 : 축제참여(부스참여), 전시·운영 지원

|추진개요| 2014년 상·하반기 각1회, 공연차량 진입가능 지역 

|추진내용| 공연차량을 이용한 찾아가는 공연 ☞ 부산문화재단 연계

|효 과| 동네 문화소통 프로그램으로 주민들 삶의 활력 증진

「문화야! 달리자!」 공연기획 사업 



100세 시대를 대비한 생활체육 인프라 구축

문화·예술과 생활체육의 진흥 2014 부산진구업무계획
부산의 중심 앞서가는 부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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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하고 행복한 공공체육서비스 제공

● 생활체육교실 활성화 : 10개 교실 38,000명 ▷ 선호 프로그램 확대 운영

● 어르신 건강교실 운영 : 장수체육대학(연 3,360명), 게이트볼 등

● 숲길 건강달리기 대회(6월), 슬로워킹 대회(9월) ▷ 백양산 일원

● 찾아가는 생활체육지도 : 기체조, 유연체조 ▷ 황령산, 백양산, 경로당 등

생활체육시설 확충 및 개선

● 동네체육시설 설치 및 정비 : 운동기구 설치 등 10개소 110백만원

● 구민 친화형 체육시설 설치 : 편의시설 설치 등 2개소 40백만원

● 인조 잔디 조성 : 2개소 440백만원 ▷ 연지초등학교, 황령산 게이트볼장 

● 황령산 레포츠공원 시설 개선 : 생활체육센터, 게이트볼장 등 편익 증진

동호인 체육활동 지원 강화

● 구청장기 동호인 체육대회 개최 : 8개 종목 ▷ 축구 등 3,000명

● 전국·시장기 체육대회 지원 : 부산생활체육축전 등 7개 대회 참가 

● 동호인 연합회 회장기 대회 : 5개 종목 ▷ 배드민턴 등 2,000명 

|위  치| 진남로 328번길 35(전포동) ▷ 구)민방위교육장 

|규  모| 연면적 3,600㎡(지하2,지상2), 10,000백만원 ☞ 2014 ~ 2015년

|시  설| 종합체육관, 실내수영장, 체력측정실, 강의실 등

「국민체육센터」 건립



평생학습도시
역량 제고

희망을 배우고 나눔을 실천하는 맞춤형 평생교육으로       
구민의 행복한 미래를 실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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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으로 구민 행복 반올림 추진

2014 부산진구업무계획
부산의 중심 앞서가는 부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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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격있는 삶을 위한 평생교육 기회 확대

● 부산진 희망·맞춤식 작은 아카데미 운영 : 연 30회 ▷ 저명인사 초청 강연

● 평생학습관 내실 운영 : 전문가 과정 등 분기별 40개 강좌

● 찾아가는 평생 학습 배달강좌제 운영 : 분기별 6개 강좌 12백만원

● 정보화 교육 강화 : 컴퓨터기초·스마트폰 활용 등 연 60개 강좌

배움과 나눔의 신명나는 학습분위기 조성

● 평생학습 박람회 개최 10월, 성인문해교육 한마당 학예발표회 9월

● 평생교육 재능기부 확대 : 아우름, 실버 명예재능단 등 12개 분야

● 소외 계층을 위한 평생교육 컨설팅 : 경력단절여성, 독거노인 등

● 행복시니어 아카데미 운영 : 주 2회 ▷ 노인대학 2학기

개별 맞춤식 교육 프로그램 운영

● 4050 뉴스타트 사업 : 4050세대를 위한 재취업 및 역량 개발 ▷ 공모사업

● 임산부 출산, 예비 할아버지·할머니 육아교실 운영 : 22회 660명

● 고혈압 당뇨환자를 위한 상설교육 : 주1회 40회

● 초등학교 학생 비만 교실 운영 : 초등학교 3개교 ▷ 남부교육지원청 연계

|시기·장소| 2014. 상반기, 학습공간이 있는 아파트 단지 선정

|내  용| 프로그램 운영 아파트 강사료, 운영비 지원 ▷ 5백만원

|효  과| 아파트 입주민을 위한 맞춤식 평생교육 활성화 추진

「행복 키움 아파트 만들기」 공모 사업



지역공동체 중심의 교육 역량 제공

평생학습도시 역량 제고 2014 부산진구업무계획
부산의 중심 앞서가는 부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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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공동체 확립의 주민자치회 운영

● 주민자치 특화 사업 운영 : 권역별 9개 사업, 특화사업 23개 

● 소통과 교류를 통한 찾아가는 리더십 교육 : 연 9회 ▷ 권역별

● 주민센터 독서 인프라 구축 : 작은도서관 2개소(당감1동, 당감4동)

● 주민자치회 전국박람회 참가 지원 : 우수 자치회 발굴 및 홍보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강화

● 자율형 공립고 운영 지원 : 200백만원 ▷ 부산진고, 개성고 

● 방과 후 학교 활성화 지원 : 70백만원 ▷ 초·중학교 공모 

● 학교 다목적강당 건립 지원 : 1개교 270백만원 

● 다양한 진로, 진학을 위한 학부모설명회 개최 : 연 1회 

직무교육을 통한 창의 조직 육성

● 직무역량 중심 교육 훈련 : 중앙·지방교육, 사이버 교육 강화 등

● 전문지식 함양 및 능력 개발 : 한국방송통신대, 대학원 학업 지원

● 독서를 통한 조직과 개인의 소통 : 양서 구입 및 독후활동 지원

|시기·장소| 2014. 4월~12월(권역별 2일간 개최), 백양홀 

|내  용| 권역별 주민자치회 발표 및 작품 전시, 9백만원

|효  과| 주민자치회 운영 정보공유, 주민 참여로 마을 자치역량 강화 

권역별 주민자치회 소통·화합마당



「청렴·성실·겸손」의 기본덕목 실천을 통해 구민 공감의   
봉사행정을 실천 하겠습니다.

희망을 배우고 나눔을 실천하는 맞춤형 평생교육으로       
구민의 행복한 미래를 실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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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민 만족의 봉사행정 실현

2014 부산진구업무계획
부산의 중심 앞서가는 부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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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김과 소통의 

봉사행정 실천

구민 눈높이 고품격 민원행정 추진
● 감성 민원실 운영 : 미니도서관, 실내 정원 조성 등 편의시설 제공 

● 방문민원 친절 안내 : 일사천리 상담관 운영, 안내도우미 상시 배치

● 처리결과 SMS 문자서비스 제공 : 출생신고 등 34종, 여권 등기발송 안내 

구민과 공감하는 행정서비스 지원
● 공감 서비스 추진 : 수화 화상 통역서비스 추진, 언어지원단 구성·운영(11명)

● 여권발급 연장근무 실시 : 매주 목요일 2시간 연장

● 결혼이주여성 한국이름지어주기 추진, 가족관계 관련 영문번역서비스 지원

안전한 정보화 서비스 기반 조성
● 정보화 기반 강화 : 인터넷전화(IPT) 200대, 전산 장비 PC 등 135대 교체

● 안전한 정보 보호 : 개인정보노출차단시스템 도입, 데이터센터 안전망 구축

● 정보격차 해소 : 그린 PC사업 40대 보급, 장애인 정보통신 보조기기 지원(80%)

법률 및 세정정보 서비스 제공
● 구민 무료법률상담 : 월 3회 ▷ 가사, 민사, 형사사건 등

● 부산진세무서 현장민원실 운영 : 연 2회(1월, 7월) ▷ 부가가치세 신고시 운영

● 납세자 모바일 24시간 납부 시행 : 스마트폰, 휴대폰, 아이패드 납부

|추진내용| 2014. 1월~계속, 여권 계약등기 발송 사항 SMS 문자 발송

|발송시기| 우체국 인계 시 ▷ 등기번호, 도착예정일 전송

|효   과| 여권수령에 따른 민원 불편 사전해소 ※ 계약등기 연 2,000건

여권 등기발송 알리미 서비스 제공



소통과 개방의 열린구정 강화

섬김과 소통의 봉사행정 실천 2014 부산진구업무계획
부산의 중심 앞서가는 부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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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민과 함께하는 열린 행정 추진
● 「구민생활소통자문회의」 내실 운영 : 분기별 개최

● 구청장 동 순방 시 주민과의 대화 : 23개동 ▷ 주민 건의사항 청취·해결

● 생활공감 정책모니터단 운영 : 생활 속의 작은 아이디어 발굴

● 온라인 소통 강화 : 트위터 「부산진구 알림이」, 구민제안제도 상설 운영

투명한 공직사회 확립
●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업무 : 입찰 및 계약관련 전 과정 홈페이지 공개

●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 : 주민제안사업 접수, 예산학교 운영  

● 정보공개 활성화 : 홈페이지 사전 정보공개방 운영, 공공정보 적극 공개

● 공직기강 확립 : 공무원 행동강령, 부조리신고 활성화, 상시모니터링 운영

구민 행복지수를 높이는 구정 설계
● 구정 주요정책 수립 및 현안사항 관리 : 구정방향 설정 및 제시

● 구정발전 시책 발굴 : 창의적 시책 개발 및 구민의견 수렴

● 구청장 공약사업 이행 관리 : 분기 1회 평가, 성과 보고회 개최

● 생산적·효율적 조직운영 : 중복업무 및 기능쇠퇴 업무 통·폐합 등  

|구축개요| 지방행정정보시스템 연계 예방행정 프로그램 ▷ 24백만원

|주요내용| 업무처리 과정에서의 행정착오 등을 확인·점검

|관련제도|「자율적 내부통제제도 운영관련 규칙」 제정 ▷ 2013. 12. 12

「청백-e 통합 상시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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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심지 철도시설 이전 사업
● 사업개요 : 가야, 개금, 당감, 범천동 일원 1,028,455㎡  
● 추진현황 : 국토교통부, 부산시 공동 부산 도심철도시설의 이전 및 

대상 부지의 효율적인 활용방안 연구 용역 완료(2013. 7월)
● 향후계획 : 국토교통부 주관 철도시설재배치 기본계획수립 용역(2013. 10월~   )

 부전역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
● 사업개요 : 부전역 일원 철도부지 82,880㎡  
● 추진현황 : 부산시 복합환승센터 개발계획 수립 용역 완료
● 향후계획 : 국토교통부 「국가기간 복합환승센터」 지정 신청

 시립부전도서관 개발
● 위치·규모 : 부산진구 동천로 79(부전동), 4,112㎡(대지), 민간투자 45,112백만원
● 사 업 내 용 : 노후 도서관을 공·상 복합시설(도서관, 상업시설 등)로 개발(BTO방식)
● 2014년 계획 : 실시설계 등 계획 수립 및 공사 착공

 부산시민공원 주변 개발
● 위    치 : 부산시민공원주변 재정비촉진지구(895,970㎡)
● 사업내용 : 5개 구역(환경정비 3, 재개발 2) 기반시설 정비 및 뉴타운 개발

 송상현광장 주변 도시환경 개선
● 위    치 : 부산진구 범전동, 전포동, 양정동 일원(145,640㎡)
● 사업내용 : 간선도로 및 광장 조성 92,606㎡과 연계 7개 블록별 특화거리 조성

 국민체육센터 건립 공사
● 기간·위치 : 2014년 착공, 부산진구 진남로 328번길 35(전포동) ▷ 2015년 완공  
● 규    모 : 연면적 3,600㎡(지하2층/지상2층) / 10,000백만원
● 주요시설 : 종합체육관, 실내수영장, 체력측정실, 강의실 등

 다사랑복합문화예술회관 건립
● 기간·위치 : 2014년완공 ▷ 부산진구 대학로62(가야동) 
● 규    모 : 연면적 4,043㎡ (지하1층, 지상5층) ▷ 10,300백만원
● 주요시설 : 대강당, 전시실, 프로그램실, 탁구장, 체력단련장, 도서관 등

 수정터널상부공간연결 사업
● 기간·위치 : 2014년~2016년 ▷ 수정터널 상부(가야동) 
● 규모·사업비 : 인공 지반 조성 9,000㎡(커뮤니티센터, 멀티플라자, 공동체 정원), 20,000백만원
● 향 후 계 획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커뮤니티센터 등 건축 설계 용역

부산진구 주요 전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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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사업현황 : 78건 26,769백만원 |

▣ 구 자체사업 총 75건  19,069백만원 

사  업  분  야
도로건설 
지역개발사업
도로교통·하수 관리
녹지·산림관리
사회복지
재해·민방위
문화·체육
청소·환경·보건
일반행정

건 수 2014년 투자비

총    계

도로건설 : 16건 3,142백만원 

(단위 : 백만원)

3,142

3,975

4,065

2,023

2,650

1,235

1,053

332

594

19,069

사  업  분  야
초읍동한신APT~대우APT간도로개설
부산여대~연제구경계간 보도설치
진남로 일원 외 1개소 도로정비
부암,초읍,범전,당감동 도로정비사업
개금,전포,범천,가야 등 도로정비사업
당감1동 4통지내 도로개설
서전로47번길 59~전포대로 255번길38
구간보도정비
개금2동 국민주택일원 안길 포장
범천2동 23~25통지내 도로개설
부암3동 당감로90일원 도로정비
개금2동 주례초등학교 일원 도로정비
당감4동 동평초 후문일원 보도정비
당감4동 개성고교 앞 버스차고지 진입로 포장
당감1동 동평로 38-1일원 골목길 포장
당감2동 가야대로 703번라길 일원도로포장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단위 : 백만원)

L=400m, B=10m
L=1,990m, B=2~3m
L=350m, B=2~4m
ASP 및 콘트리트포장
ASP 및 콘트리트포장
L=60m, B=8m

L=300m, B=3.5~8m

L=600m, B=8~10m
L=10m, B=8m
L=280m, B=10m
L=170m
L=100m, B=1.5m
L=70m, B=6m
L=120m, B=3~6m
L=30m, B=3m
18개소

'11~'15
'12~'15
'14
'14
'14

'12~'15

'14

'14
'12~'16

'14
'14
'14
'14
'14
'14
'14

1,000
300
200
200
200
130

130

130
100
70
70
20
15
15
3

559

2,700
380

300

770

7,600
300
200
200
200
500

130

130
2,100

70
70
20
15
15
3

559

사업개요 현년도사업비기투자액총사업비사업기간

16

5

16

13

3

4

5

6

7

75

지역개발사업 - 5건  3,975백만원 

사  업  분  야
당감새시장 반아케이드 설치
부전농수산물새벽시장3차아케이드설치
전통시장 현대화 및 환경개선
수정터널 상부공간 연결사업
기반시설 용지 보상 설치개량

(단위 : 백만원)

L=255m, B=4.5m
L=134m, B=6~9m
부전시장 외 3개소
실시설계 용역
용지 보상 및 설치 개량 

‘14
‘14
‘14

‘14~‘16
‘14

1,350
1,080
529
960
56

1,350
1,080
529

20,000
56

사업개요 현년도사업비기투자액총사업비사업기간

도로교통·하수 관리 : 16건  4,065백만원

사  업  분  야
가야공원로 8~46구간 노후측구교체
도로환경개선
도로안전시설설치공사
관내하수관거 준설공사
미불용지 보상
원활한 도로굴착
하수관거 보수공사 등
연지동연지로 43번길 일원하수시설정비
도로조명 및 기전시설 유지 관리
주차공간확충
주거지주차장 정비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및 통학로 정비사업
교통시설물 설치 및 유지
자전거이용 활성화 및 관리
불법주정차단속 카메라운영
관내하수관리 CCTV조사

(단위 : 백만원)

L=600m, B=0.5m
맨홀유지보수 등 6개사업
도로변 안전휀스 설치
하수관거 준설 L=1,500m
미불용지 보상
원활한 도로굴착 복구
하수관거 보수 L=1,500m 
하수관거정비 L=100m
도로조명 시설 등 유지 관리
소규모공동주차장 설치
공영주거지주차장 정비
초등학교 6개교 인근
교통시설물 설치 및 유지
자전거 주차대 설치 및 유지
단속카메라 설치 등
L=2,000m

‘14
‘14
‘14
‘14
‘14
‘14
‘14
‘14
‘14
‘14
‘14
‘14
‘14
‘14
‘14
‘14

130
477
100
50
19

700
250
30
210

1,000
113
344
492
10

130
10

130
477
100
50
19

700
250
30
210

1,000
113
344
492
10

130
10

사업개요 현년도사업비기투자액총사업비사업기간

녹지·산림관리 - 13건  2,023백만원 

사  업  분  야
산불예방 방화선 풀베기
소나무재선충 방제
일반병해충 방제
아름다운 숲가꾸기

도시숲 조성

임도 보수 및 구조개량
등산로 정비
사방사업
경관조림
공원조성 및 관리
산림내 편의시설 설치
쌈지공원 조성 및 녹지공간 정비
식목일 행사

(단위 : 백만원)

백양산 등 4개산지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 1식
재해저감사업 10ha, 나무주사사업 15ha
숲가꾸기 50ha
만리산도시숲 4ha,
황령대로 중앙분리화단 조성 400㎡
임도보수 및 구조개량 4km
등산로 정비 L=5㎞
계류보전사업 1개소, 사방댐사업 1개소
큰나무 공익조림 5ha
공원내 노후시설물 정비 등
체육시설 정비 및 황령산 힐링숲 조성
쌈지공원 시설물 정비 외 7건
식목일 수목식재 등 시설비

‘14
‘14
‘14
‘14

‘14

‘14
‘14
‘14
‘14
‘14
‘14
‘14
‘14

30
90
44
110

700

128
170
449
58
39
65
120
20

30
90
44
110

700

128
170
449
58
39
65
120
20

사업개요 현년도사업비기투자액총사업비사업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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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분야 - 3건 2,650백만원

사  업  분  야
경로당 개보수

어린이놀이터 개보수

지역공동체 일자리 및 공공근로 사업

신축 4개소 및 개보수

어린이놀이터 개보수 공사

지역공동체 일자리 및 공공근로 사업

‘14

‘14

‘14

1,010

70

1,570

1,010

70

1,570

사업개요 현년도사업비기투자액총사업비사업기간
(단위 : 백만원)

재해·민방위 분야 - 4건 1,235백만원 

사  업  분  야
재해예방사업
하천복개구조물 재해예방사업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수질개선 및
유지관리

산림재해예방사업

범천2동 호계천 상류 재해예방공사 외3
정밀안전진단 L=10,000m

비상발전기 설치, 수질개선 및 유지

산림연접지 재해위험목 제거

‘14
‘14

‘14

‘14

1,000
150

65

20

1,000
150

65

20

사업개요 현년도사업비기투자액총사업비사업기간
(단위 : 백만원)

청소·환경·보건 분야 - 6건  332백만원 

사  업  분  야
감시카메라 설치(스마트경고판)

공중화장실 시설유지 관리

동천자연생태 하천 복원

선별장 시설 개선

불법광고물 정비 및 옥외광고물 정비

지하수 유지관리

스마트 경고판 설치(23대)

재래식 화장실 개선

범3호교 외 2개소 사업

축대보수, 선별콘베이어 벨트교체

현수막 게시대 설치

유지관리 및 원상 복구

‘14

‘14

‘14

‘14

‘14

‘14

36

20

143

40

80

13

36

20

143

40

80

13

사업개요 현년도사업비기투자액총사업비사업기간
(단위 : 백만원)

문화·체육 분야 - 5건  1,053백만원

사  업  분  야
시민친화형 생활체육시설 설치

체육시설활충

황령산게이터볼장 인조잔디 조성

국민체육센터 건립

황령산 레포츠공원 관리

운동기구 및 편의시설 설치

운동기구 설치 및 정비

게이트볼장 463.54㎡

연면적 3,600㎡(지하2, 지상2)

체육시설 및 편의시설 개보수

‘14

‘14

‘14

‘12~‘15

‘14

40

110

93

800

10

40

110

93

10,000

10

4,370

사업개요 현년도사업비기투자액총사업비사업기간
(단위 : 백만원)

▣ 부산광역시 사업 ▷  3건  7,700백만원
사  업  분  야

전포로 확장공사

동천로 대중교통전용 지구 조성

어린이대공원~사직동간 도로개설

도로확장 L=1,500m, B=25→50m

지구조성 L=740m, B=20m

도로개설 L=600m, B=25m

‘92~'16

‘12~’14

‘04~’14

5,000

700

2,000

104,844

8,464

17,100

64,307

7,764

10,660

사업개요 현년도사업비기투자액총사업비사업기간
(단위 : 백만원)

일반행정 분야  -  7건  594백만원

사  업  분  야
동 주민센터 시설 정비

주민자치회 이용시설 개보수

청사관리

기록물 전산화 추진

동주민센터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도로명주소 시설물 유지관리

보건소 청사관리

동주민센터 6개동

주민자치회 이용시설 개보수

당직실 개보수 및 청사관리

중요기록물 D/B 구축

양정2동 주민센터

시설물 제작 설치 및 유지관리

칸막이 설치 공사

‘14

‘14

‘14

‘14

‘14

‘14

‘14

79

15

94

305

66

26

9

79

15

94

305

66

26

9

사업개요 현년도사업비기투자액총사업비사업기간
(단위 :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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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사 명월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2014년 시무식 1월 부산진구 대강당
평생학습관 2014년 1학기 개강 1월 부산진구 평생학습관
부산진구 구민 정보화 교육 개강 1월 부산진구 전산교육장
맞춤식 작은 아카데미 매월2회개최 부산진구 평생학습관
어르신글쓰기교실 개강 2월 부산진구 평생학습관
노인일자리사업 발대식 2월 부산진구 대강당
부산진 희망아카데미 격월 개최 부산진구 대강당
청소년예술학교 1학기 개강 3월초 청소년예술학교 소극장
장수노인 체육대학 운영 3월 부산진구 일원
부산진구 채용박람회(1/4분기) 3월 부산진구 대회의실
농산물 직거래장터 개설 3월 부산진구청 광장
제48회 납세자의 날 행사 3월 부산진구 대강당
식목일 나무심기 행사 3월 백양산 일원
평생학습관 2014년 2학기 개강 4월 부산진구 평생학습관
제8회 우리문화체험 축제마당 4월 학생교육문화회관 광장
상반기 광견병 예방접종 4월 주민센터 및 동물병원
제16회 부산광역시장기 장애인 생활체육대회 4월 사직실내체육관
제4회 서면메디컬스트리트 축제 5월 서면메디컬스트리트 일원
백양산 애진봉 작은 음악회 및 철쭉사진 공모전 5월 백양산 일원
초중고생 그림그리기, 문학백일장 5월 어린이대공원
부부의 날 기념 해로부부 회혼례 5월 부산여자대학교
어르신 건강걷기대회 5월 어린이대공원
부전마켓타운 토요야시장 개장 5월 부전역 일원
부산진구청장기 동호인 게이트볼대회 5월 부산진구 일원
2014년 재난안전한국훈련 5월 부산진구 일원
노인단체연합 체육대회 5월 구덕체육관
다문화가정 돌잔치 5월 미정
불법주정차 테마별 사진전 5월 부산진구청 외 
부산진구청장기 동호인 축구대회 5월 부산진구 일원
전국동시지방선거 6.4 부산진구 일원
백양산 숲길 건강달리기대회 6월 백양산 일원
구민서예휘호대회 6월 부산진구 백양홀
부산진구 채용박람회(2/4분기) 6월 부산진구 대회의실

기 간 장 소

주요행사 일정
2014

행 사 명월별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기 간 장 소

제19회 여성주간기념 행사 7월 부산진구 대강당
평생학습관 2014년 3학기 개강 7월 부산진구 평생학습관
제22회 부산진구민 작품공모전 7월~8월 부산진구 일원
부산진구청장배 유소년 축구대회 7월 부산진구 일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체험 행사 7월 미정
어린이·청소년 체능교실 운영 7월 양산 일원
부산진구청장배 동호인 배구대회 8월 부산시 일원
전국공모 부산미술대전 이동전시 8월 부산진구 백양홀
라온소년소녀합창단 음악캠프 8월 청소년수련원
부산진구청장기 동호인 배드민턴 대회 8월 부산진구 일원
청소년예술학교 2학기 개강 9월 부산진구 청소년예술학교
제4회 건강한 경로당 만들기 어울림 한마당 9월 부산진구 대강당
제22회 구민작품공모전 우수작품전시회 9월 부산진구 백양홀
민방위대 창설기념식 행사 9월 부산진구 대강당
농산물 직거래장터 개설 9월 부산진구청 광장
다문화 한마음 축제 9월 미정
부산진구 채용박람회(3/4분기) 9월 부산진구 대회의실
평생학습관 2014년 4학기 개강 10월 부산진구 평생학습관
2014년 평생학습·주민자치박람회 개최 10월 백양홀, 구청광장 등
제4회 부산진구 북 페스티벌 10월 학생교육문화회관 광장
제5회 부산진구청소년 음악콩쿠르 10월 청소년예술학교 소극장
계절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10월 보건소, 건강증진센터
하반기 광견병 예방접종 10월 주민센터 및 동물병원
부산진구청장기 태권도대회 10월 구덕실내체육관
제7회 부산진구 청소년예술제  10월 부산진구 백양홀, 구청광장
노인한마음 체육대회 10월 부산여자대학 강당
부산진구청장배 동호인 테니스대회 10월 부산시 일원
제2회 부산진구 남성합창단 정기연주회 11월 부산진구 대강당
부산진구청장배 동호인 탁구대회  11월 부산진구 일원
제8회 라온소년소녀합창단 정기연주회 11월 부산진구 대강당
육림의 날 행사 11월 백양산 일원
백양산 숲길 슬로우 워킹대회 11월 백양산 일원
부산진구 문화예술인전 개최 11월 백양홀
장수노인 체육대학 운영 11월 부산진구 일원
청소년예술학교·예술전문학교 연계 연주회 12월 청소년예술학교
부산진구 채용박람회(4/4분기) 12월 부산진구 대회의실
실버 당구대회 12월 노인복지관
행복충전 소망나무 행사 12월 부산진구 대강당 
2014년 종무식 12월 대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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