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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현황

지역특성
세계 유일의 UN기념공원,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
4개 대학교, 부산박물관, 부산문화회관,
유엔평화기념관 등 평화·문화시설이 밀집해 있는
부산예술회관, 창의문화촌, 청년창조발전소 등
자유 수호의 성지
풍부한 교육인프라와 수준높은 문화예술이 함께하는

부산남구 UN평화문화특구

교육과 문화의 중심지

문현국제금융단지와 해양산업클러스터,
무가선 저상트램 오륙도선 등
대한민국의 성장동력으로서 미래경제를 선도하는

오륙도, 이기대, 신선대, 황령산,
용호만 친수공간, 평화공원, 조각공원 등
사람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며 삶의 쉼표가 되는

미래 혁신성장의 거점도시

쾌적한 청정도시

262,069명

일반현황

행정조직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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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외국인 - 85개국 4,996명

26.82㎢
면

적

(부산시의 3.48％)

은행나무(區木)
목련(區花)
비둘기(區鳥)

행정구역

17동
371통 2,651반

기

1실, 4국, 4담당관, 20과, 1보건소, 2사업소,
17동, 1의회사무국

구

상징물

867명
정

6

구

(부산시의 7.82%)

원

(구본청533, 보건소61, 사업소44,
동211, 의회18)

895명(유형별)
공무원

(정무1, 일반827, 별정2,
임기제5, 시간선택제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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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6,279백만원

총규모

재정현황

일반회계

일반회계 : 512,397백만원

특별회계 : 13,882백만원

※ 재정자립도(20.74%)
【 단위 : 백만원 】

자체수입 106,266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

40,284

80,622

2,087

■ 지 방 세 87,549(17.09％)
■ 세외 수입 18,717( 3.65％)

15.73％

7.86％

20.74％

세입

의존수입 365,847

0.41％

세출

71.40％

83.86％

■ 지방교부세 14,044( 2.74％)
■ 조정교부금 36,014( 7.03%)

정책사업 429,688

■ 보 조 금 315,789(61.63％)

특별회계
【 단위 : 백만원 】

계

의료급여

주차장

지하수
관 리

도시계획
시 설

주거환경
개 선

공공체육
시 설

13,882

670

6,103

1,161

257

430

5,261

(100％)

(4.83％)

(43.96%)

(8.36％)

(1.85%)

(3.10%)

(3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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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840필지 26.82㎢(부산시의 3.48%)

도시기반
시설

지

적

대지(8.33㎢), 학교용지(1.68㎢), 도로(2.73㎢), 임야(8.32㎢), 공장용지(0.68㎢)
기타(5.08㎢)

총연장 246.7㎞(도로율 16.68%)
도

로

개설 209.9㎞, 미개설 36.8㎞

(4m이상)

교량 17, 육교 5, 지하차도 4, 지하보도 1, 가로등 5,236,
도로시설

보안등 5,349

124,270호(117,876가구/보급률 105.4%)
주

택

공동주택 99,588(80.0%), 단독주택 24,198(19.4%),
비거주용 건축물내 주택 484(0.6%)

81개소
공원·유원지

(공원 44, 유원지 1, 시설녹지 36)

915㏊
산

림

(국유림 125, 공유림 20, 사유림 770)

4,157개소 119,473면
주차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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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전용주차장(79개소 1,540면) 공영주차장(5개소 364면)
민영주차장(280개소 6,552면) 부설주차장(3,793개소 111,0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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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시설

복지관(7), 노인시설(213), 어린이집(123), 여성·아동시설(27),
장애인시설(13), 자활시설(1), 가정폭력방지관련 시설(1)

교육시설

대학교(4), 고(15), 중(13), 초(21), 유치원(26), 특수(3)

문화시설

공연장(24), 영화관(2), 작은도서관(40), 박물관(3), 평생학습(18)

문화재

국보(2), 보물(8), 국가지정명승(1), 등록문화재(3),
국가지정등록문화재 외(40)

기타 현황

등록공장

237개소
(신발·섬유59, 전기·전자65, 화학26, 기계·금속40, 기타47)

의료시설

종합병원(1), 병원(18), 의원(169), 치과(107), 한의원(89)

의약업소

약국(119), 안경업(67), 치과기공소(34), 안마원(10), 기타(556)

보건시설

마을건강센터(4), 치매안심센터(1), 정신건강복지센터(1), 정신재활시설(1)
1,472대

공공CCTV

(방범 885, 보건소 9, 초등학교 242, 무단투기 93, 주·정차 194, 재난 43,
그린주차 6)

전통시장 등

전통시장(12), 대규모점포(16), 사회적 기업(21), 협동조합(70)

재난집중관리 지역 및 시설(489개소)

해안위험구역(3), 물놀이 위험구역(1), 급경사지(45), 시특법1·2·3종 시설물(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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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구정성과

2021

주요성과
건강하고 안전한 남구 만들기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골목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만들기가
최고의 과제였습니다

주민 눈높이에 맞춘 생활밀착형
행정을 최우선으로 했습니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도시인프라도 구축했습니다

함께 소통하고 협업하여
이루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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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하고 안전한
남구 만들기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코로나19,
선제적·적극적 대응

신속하고 체계적인 코로나19 대응

백신 예방접종센터 조기 개소(2021.4.)
•2021. 4. 1. ~ 10. 31.
•셔틀버스 11대 운행 : 어르신 등 교통약자 편의제공
•접종률 81.6%(총대상자 263,236명 중 214,671명 접종)
•자가격리자 관리 및 비상식량세트지원 : 12,778명
(920백만원)

전 주민 구민안전보험 시행

•코로나19 격리자 지원 : 생활지원비 5,608가구(16,449명)
4,668백만원
•코로나19 확산 대응 : 마스크 구입 22백만원,
안심콜 7,668개소
•이상반응 신고 및 관리 : 2,596건
(보상신청 335건, 보상결정 9건)

•코로나19 손실보상청구(방역비) 접수 처리 : 760건
•호흡기전담클리닉 진료 : 405건
•긴급 담화문 발표(2021. 7.) : 4차 대유행에 따른
방역동참 협조

•2020. 11. 11. ~ 2021. 11. 10.(1년)
•급성감염병 사망 위로금 포함(전국최초)
•15명(19건), 55백만원 지급(지급률 69%)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관내업소 방역지원
•착한가격업소 및 스타가맹점 방역소독 지원 : 88개소
•전통시장 방역소독(총 2회) 및 소독약품·마스크 지원 등
•안심식당 156개소 지정, 덜어먹는 용기 및 수저집 지원 등
•유흥시설 112개소, KF94 마스크 3,360매 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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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재난으로부터
안전

재해·재난대응 조기 경보시스템 구축

공공시설물 내진보강사업 추진
•공립어린이집 내진성능평가 : 한샘 등 5개소(90백만원)
•내진보강공사 : 문현2동 행정복지센터
용호종합사회복지관(381백만원)

풍수해 보험 가입 : 1,070건
•기초·차상위 536건, 일반 534건

재난·재해 대응 지원사업
•이재민 임시주거시설지정 : 민간숙박시설 등 35개소

•동천변 조기경보시스템(2021. 6.) : 336백만원
- CCTV 5, 방송시설 6, 침수수위계 7(내수6, 하천1)

•문현·대남 지하차도 진입차단 시스템(2021. 5.) :
290백만원
•용호별빛공원 예·경보시설 보강(CCTV 등 3종 7점) :
12백만원

– 7. 7.집중호우피해지원(1개소 2백만원)

•한시생계지원(3,581가구 1,926백만원)
•코로나상생국민지원금(28,092명 54,523백만원)

주민 생활안전

범죄없는 안전남구 구현

여성 1인가구 안심홈세트 지원
•2021. 2. ~ 12.
•여성 대상 범죄에 대한 불안감 해소 및 안전한 일상 지원
•스마트 초인종, 스마트 도어락, 창문잠금장치 등
•여성1인가구, 법정 한부모 가구 등 50가구

안심 귀갓길 조성
•안전인프라 구축을 위한 기관협력사업 업무협약
(2021. 9.)

- 남구청, 부산남부경찰서, 부산지역문제해결플랫폼,
BIFC 6개 기관

•주거여건이 열악한 지역의 범죄예방과 문제해결

방범용 CCTV 확충·관리 도시안전망 강화
•방범용 CCTV 설치 : 37개소 61대 348백만원
•고정형 방범 CCTV 보강 설치 : 4개소 8대 20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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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길, 방범 취약지역내 그림자 조명 등 총 15개소
→ ‘18(1), ’19(6), ‘20(5), ’21(3)
•아동과 여성이 안전한 귀갓길 조성

주민
건강지킴이
생활환경 개선으로 건강한 남구 실현
•노후 슬레이트 지붕 철거 및 개량 지원 :
101동 348백만원
•석면피해구제급여(요양생활수당, 요양급여 등) 지급 :
86명 730백만원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설치 지원 : 1,210건 265백만원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 지도점검 : 111개소

취약지역 주민 밀착형 건강서비스 제공
•건강을 지켜주는 당신곁에 마을건강센터 운영
- 주민 주도 건강마을사업 134회, 상설 건강상담 10,788회
건강증진 프로그램 361회
- 보건·복지 협력 프로그램 및 서비스 제공 26회 265명
- 취약계층 감염예방·심리방역 건강꾸러미 배부 1,189명

•‘찾아가는 건강파트너’ 방문건강관리서비스 제공
- 건강취약가구 방문건강관리서비스 :
4,175가구 17,915건 제공
- 감염대응 방문사랑꾸러미 3,000명, 마음충전꾸러미 500명 배부
- 재가암환자관리 2,597건, 말기암환자 호스피스완화케어서비스 859건 제공

•만성질환 예방관리 강화로 만성질환 극복
-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 신규환자 등록관리 885명·원스톱 집중관리 318명
- 아토피·천식 예방관리 : 의료비 및 보습제 지원 147건, 안심기관 운영 24개소

치매 걱정 없는 안심환경 조성
•치매 친화적 환경조성 및 인식개선
- 치매안심마을 확대 조성 : 3개소 → 4개소(문현2동 개소)
- 치매선도단체·치매안심가맹점 지정(3개소) :
남구노인복지관, CU 편의점 2개소
- 치매파트너 양성 195명, 치매파트너 플러스 양성 15명

•치매 조기발견 및 검진 협력체계 구축
- 역량강화 : 독거노인 생활 지원사 교육 3회 33명
- 인지강화 교실 8회 38명
- 치매환자 가족 자조모임 4회 23명

•초기 치매환자 관리 강화
- 치매조기검진 3,896명, 치매고위험군 2,618명, 치매 진단 221명
- 치매상담 등록·관리 10,684명(등록·치매치료비·조호물품·지문등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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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일어나는
지역경제

골목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만들기가
최고의 과제였습니다
“어디go”주문하고 “오륙도페이”로 결제
(결제율 85% 이상)

소형음식점 음식물쓰레기 무상수거
(2021. 12. ~ 2022. 2.)
•관내 소형 일반, 휴게음식점 3,311개소
•20L, 120L 음식물쓰레기 주3회(일, 화, 목) 무상수거
(무상 배출 스티커 부착)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및 활성화 사업 추진
•이용주민에게는 인센티브 부여
(충전액 10%지급 2,300백만원)

•소상공인에게는 영업 부담 감소(결제카드 수수료 0.3% 저렴)
※ 지역화페 오륙도페이(회원수 64,471명, 가맹점 5,792개소)
※ 공공배달앱 어디go(가입비, 수수료, 광고비 無)
회원수 16,471명, 가맹점 807개소, 주문95,161건

주민상생 지원 프로그램
•용호골목시장 주차장 조성 및 노후 방송시설 교체 :
2,471백만원
•못골골목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 184백만원
•노후전선 정비사업(대연시장, 용호삼성시장) : 237.5백만원
•용호시장 정화조 폐쇄 및 차집관로 연결 공사 : 20백만원
•우암골목시장 도로 포장 공사 : 30백만원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지방세제 지원
•관내업체 찾아가는 간담회(2021. 5. ~ 6.)
•지구별 순회(4회), 관내업체 관급계약 수주확대
•노점상 소득안정지원자금 : 105명 각 52.5백만원
•착한 임대인 운동 : 125명 총 227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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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집합금지 유흥주점 재산세 감면 :
6건 55백만원
•9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자 재산세 감면 :
60,368호 3,371백만원

일자리
행복 특구 만들기
맞춤형 취업정보 제공 및 고용안정 시책 추진
계층별 일자리 지원 프로그램

•일자리정보센터 운영 : 구인·구직 5,681명,
알선 40,180건, 취업 1,133명
•지역일자리 목표공시제 추진 : 122개 사업,
12,612명(목표 10,500명의 120.1%)
•여성감성기술사(조향분야) 양성사업 : 25명 90.5백만원
•1인 크리에이터 발굴·양성사업 : 20명 50백만원

•실시간 맞춤형 일자리정보제공을 위한 키오스크
시스템 확대 구축 : 3대 추가 설치(총 4대)
- 일자리정보센터, 남구도서관, 용호종합사회복지관,
문현1동 행정복지센터

•V-커머스 창업 지원·육성사업 등 4개 사업 :
40명 30백만원

•기업하기 좋은 지역기반 조성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업무협약 : 부경대학교 등 3개 기관

•노인일자리사업 : 6개기관 4,324명 14,763백만원

•지역노사민정협력 활성화를 위한 남구일자리위원회
확대 구성 : 15명

•공공근로 및 지역공동체일자리 :
196개 사업 519명 1,956백만원
•지역방역일자리 및 희망근로 지원사업 :
55개 사업 657명 1,931백만원

청년 주도의 정책기반 구축 및
수요자 중심 청년 지원사업 추진

•지역사회와의 상생공감대 형성을 위한 “지역기업방문의 날”
운영 : 5개기업
•사회적경제기업 지원 : 사회적·마을기업(12개소), 720백만원
•해양 엔지니어링 산업 특화구역 브랜드화 지원 :
71개사 120백만원

•청년 일자리 창출 :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사업
(3개 사업 51명)

•청년 창업 지원 : 청년창조발전소(10개 업체 25명) 및
메이커스페이스 운영
•청년 참여 강화 : 청년정책네트워크(22명),
청년 아이디어 공모·선정(5작)
•청년 역량 개발 : 소셜리빙랩(9팀),
공모 컨설팅 지원(90명), 행정체험 연수(12명)
•청년 주거 안정 : ‘청년 월세’ 대상자 선정·관리
(401명 367.5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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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눈높이에 맞춘
생활밀착형 행정을
최우선으로 했습니다

코로나로 어려운
가정경제를
누구보다 먼저

종량제 봉투 2차 인하 “가계부담 감소”
•2022. 1.부터 인하(2021. 10. 26.조례개정)
- 최고12.8% ~ 최저10.0%까지(평균11%)
- 5ℓ ~ 75ℓ까지 20원 ~ 280원까지 인하
※ 1차 인하(2019.7.) 최고 10% ~ 최저 9%

남구민 긴급생활안정지원금 지급
(2021. 11. ~ 12.)
•전 주민 1인당 5만원, 총 13,400백만원(오륙도 페이 지급)
- 2020년 13,700백만원 지급

작지만
큰 행복, 큰 만족

편리하고 안전한 주민생활

엄마와 아이를 위한 배려
•임산부 안전벨트 대여(415명)
- 임산부와 태아의 교통안전
- 업무협약체결(남구, 한국남부발전,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유모차 살균 소독서비스
- 대연3동 행정복지센터, 용호1동 현장민원실,
평화공원 중앙광장

•버스승객대기시설(승강장) 설치 : 8개소
- 정류소 발열의자 24개, 에어송풍기 50대

•교통약자 배려한 안심존
- 활주로형 횡단보도 24개, 어린이 보호 옐로카펫 설치

•건강한 여름나기 프로젝트
- 그늘막 등 폭염저감 시설(51개소)
- 우리동네 오아시스, 무더위쉼터(129개소)
- 살수차 운영(2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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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도시인프라도
구축했습니다

교통인프라와
생활편의시설

무가선 저상트램 오륙도선
•트램 캐릭터 “미드미” 선정(2021. 4.)
- 2021. 4. 8. ~ 4. 15. 공모 접수
- 믿음을 주는 사람 ‘믿음+이’ 안전하게 믿고 탈 수 있는 교통수단

•무가선 저상트램 오륙도선 차량 디자인 선정(2021. 7.)
- 2021. 6. 16. ~ 6. 30.(14일간)
- 市 홈페이지, 남구청 민원실, 평화공원, 벡스코 등 5,731명 참여

주차난 해결을 위한 생활주변 공영주차장 조성
•감만2동 제2공영주차장(2021. 1.), 10면 260백만원
•용호4동 공영주차장(2021. 1.), 25면 2,522백만원
•문현1동 공영주차장(2021. 2.), 37면 1,756백만원
•용호골목시장 주차장(2021. 5.), 24면 2,431백만원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교통 환경 조성
•교통표지판, 반사경 등 교통안전시설 설치·정비 :
730개소 235백만원
•주차 구획선, 차선 등 교통노면표시 설치·정비 :
250개소 200백만원
•횡단보도 조명개선을 위한 투광기 설치 :
15개소 41백만원
•어린이보호구역 활주로형 횡단보도 설치 :
30개소 415백만원
•야간 시인성 향상을 위한 회전교차로 정비 사업 :
3개소 42백만원
•「찾아가는 어린이 자전거 교통안전교육」 실시 :
3회 22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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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이 만족하는 안전한 교통기반 구축
•안전한 보행환경 개선사업 : 2개소 813백만원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 3개소 226백만원
•용호동 보행편의시설 설치 사업 : 6개소 150백만원
•노인보행자 교통사고 다발지역 정비사업 : 1개소 70백만원
•보행신호자동연장 시스템 구축사업 : 1개소 50백만원
•회전교차로 설치사업 : 2개소 560백만원
•중앙분리대, 차선변경 등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 1개소 166백만원
•대연5동 293번지 일원 교통안전개선사업 : 1개소 100백만원
•부설주차장(기계식주차장 포함) 점검·관리 : 3,793개소

주민편의시설 확충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착공(2021. 12. / 2023. 5.준공)
- 위치·규모 : 용호동 895-3번지 일원, 연면적 5,645㎡(지하1, 지상2)
- 사 업 비 : 17,904백만원
- 사업내용 : 다목적체육관, 수영장(유아풀 포함), 작은도서관 등

•문현노인복지관 준공(2021. 12.)
- 위치·규모 : 문현3동 655-39번지일원, 연면적 939.43㎡(지상5)
- 사업내용 : 경로식당, 사무실, 체력단련실, 프로그램실, 여가실 등

•남구 다함께 돌봄센터 “문현 아이꿈키움터” 개소(2021. 11.)
- 위치·규모 : 문현경동리인 아파트 내, 연면적 101.32㎡
- 사 업 비 : 70백만원
- 사업내용 : 프로그램실, 활동실, 사무실, 조리공간 등

•인생후반전 지원센터 착공(2021. 6. / 2022. 10.준공)
- 위치·규모 : 용호동 환경공단 사택부지, 연면적 1,643㎡
- 사 업 비 : 4,000백만원
- 사업내용 :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상담실, 북카페, 강의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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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속
힐링공간 조성
용호별빛공원 조성/개방(2021. 7.)
연포하늘공원 조성(2021. 2.)

•위치·규모 : 옛 용호부두 16,450㎡
•위치·규모 : 문현터널 입구 연포교 일원 2,253㎡
•사 업 비 : 6,192백만원

•사 업 비 : 780백만원
•사업내용 : 바닥정비, 잔디광장, 벤치 등 편의시설 설치

•사업내용 : 도로복개, 주민휴식, 커뮤니티 공간조성

문현동 생태숲 조성(2014. ~ 2021.)
대연천 생태하천 복원(2021. 12. 개수)

•위치·규모 : 문현동 산20번지 일원 28,101㎡
•사 업 비 : 6,820백만원
•위치·규모 : 대연천(유엔조각공원 앞) ~ 용호교, 606m

•사업내용 : 수목식재, 산책로, 편의시설 등

•사 업 비 : 16,000백만원
•사업내용 : 하천 복원, 교량4개소, 유지용수공급 1식

도시 그린숲 프로젝트(2021. 1. ~ 6.)
•위치·규모 : 용당동 483-13번지 일원 등 2개소
(동명오거리 교통섬, 우암로)

•사 업 비 : 250백만원
•사업내용 : 그늘나무 식재, 식재기반 및 가로화단 조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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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
도로기반 시설 확충

부산공고 담장·보도정비공사(2021. 3.)

대학로 청년 문화메카 조성과 테마가 있는
도심 보행길

•위치·규모 : 부산공고 정문 ~ 대왕골든빌리지 맞은편 70m
•사 업 비 : 170백만원
•사업내용 : 보도확장, 담장철거, 조경식재

•UN평화특구 스마트시티 솔루션 확산사업 공모선정(2021. 3.)
- 경성대·부경대 대학로 및 UN평화문화특구 일원
- 스마트 폴 34개소, 스마트 횡단보도 4개소 등 설치
- 2022. 3.준공(1,895백만원)

•대학로 스마트 컬처스트리트 조성사업(2021. 7.)
- 부경대 정문 ~ 향파문학거리, 710m
- 노후데크 교체, 경관조명, 미디어월, 스마트벤치 등 조성
- 2022. 5.준공(1,000백만원)

우암동 주민숙원 도로개설(2021. 4.)
•우암동 장고개로 9번길(L=180m, B=10)
•우암동 12통 일원(L=100m, B=20)
•사 업 비 : 1,895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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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하나의 공동체

함께 소통하고
협업하여
이루어냈습니다
공유밥상 공동체 운영
주민과의 현장소통

•주민참여 소통박스 운영(6회)
•코로나19 극복 소통나무 키우기 추진(3,000여명 참여)
•소통 캐릭터 개발
(피피-비둘기, 망고-목련, 뱅크-은행나무)

•직소민원실(159건 접수·상담), 구청장실 ‘소통car’ 운영(45회)

구민과 함께, 구민을 위한 「365일 현장행정」 실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협약
•취약계층 밀집지역 내 임대주택 옥상에 텃밭 조성
•5개동 23세대 참여

3go주민소통 추진
(코로나 보내go 방역참여 높이go 인센티브 알리go)

•소곤소곤 우리동네 두근두근 행복만남
「찾아가는 현장 톡톡」 개최
- (상반기) 2021. 1. 22. ~ 2. 3. (하반기) 2021. 9. 6. ~ 12. 23.
- 27일간 38개소 364명
- 주민과의 직접 만남을 통한 의견 수렴 및 건의사항 청취(150건)

•코로나19 극복 및 위드코로나 대비 동장 관내순찰 강화
•통합안내데스크 운영, 테이블비치용 안심콜
전화번호 배부(13,000장)

- 현안사업장, 공사현장, 재해우려지, 소외계층, 민생현장 등 방문
- 주1회 보고체계 확립, 현장중심의 민생행정 추진 및 여론 수렴

•소상공인, 주민간 소통을 위한 안심테이블 표지
(10,000장) 배부

Ⅱ 2021 구정주요성과 / 21

주민 만족
맞춤형 복지서비스
주민이 만족하는 복지기반 확충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촘촘한 복지사업 시행
- 남구 촘촘복지단(2,500명) 운영 및 사각지대발굴 : 26,842건
- 1인가구 안부확인을 위한 「365일 스마트 희망시그널 운영」
- 부산도시가스 협약 비대면 IoT 고독사 예방체계 구축사업
계속 실시 : 200세대

•현장 중심의 맞춤형 통합사례관리 추진
- 통합사례관리대상자 신규 발굴 : 277가구
- 동 희망복지팀 지원 : 모니터링 2회, 컨설팅 21회,
동료수퍼비전 21회
- 남구 사례관리기관 네트워크 「참존넷」 사례회의 : 6회

•지역사회 투자사업 추진 : 『동화야 놀자』 등 12개사업 1,669백만원

더불어 함께하는 복지서비스 지원
•출산 장려 및 아동이 행복한 돌봄사회 조성
- 출산지원금 및 출산축하용품 지원 : 2,632명 648백만원
- 아동수당 지원 : 103,172명 11,390백만원
- 아동이 더 건강하고 행복한 통합사례관리 : 191세대 281명

•행복하고 편안한 노후생활 지원
- 노인복지·의료·복지시설 등 지원 : 28개소 1,529백만원
- 경로당 등 노후 시설 개·보수 : 52개소 190백만원
- 경로당 운영비, 냉·난방비 지원 : 172개소 725백만원
- 노인 여가·건강 프로그램 운영 지원 : 35개 6,07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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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자립과 생활안정 지원
- 자립생활체험홈 운영 및 근로작업장 지원 : 2개소 55백만원
- 맞춤형 일자리 제공 : 102명 1,419백만원
-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 4,417명 6,439백만원

•제13회 남구복지박람회
「우리 곁에 늘 함께하는 남구 복지 이야기」 개최
- 2021. 11. 13. 평화공원 중앙분수
- 생애주기별 복지사업 체험 및 홍보
(9개 기관, 12개 부스 운영)

2021 남구를 빛낸 자랑스러운 일들
총 37개(중앙기관 10개, 부산광역시 17개, 외부 10개)

중앙기관(10개 분야)

GOOD

대

상

우

수

•제4회 한국 지방자치단체 회계대상
BEST

(행정안전부)

공

•제17회 대한민국 지방자치경영발전 일자리분야

•2021년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분야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2021년도 대규모 통계조사업무 유공기관

•2021년 비만예방관리 업무 유공기관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포상)

(보건복지부)

•2021년 건강증진사업 신체활동분야 유공기관

(질병관리청장 표창)

부산광역시(17개 분야)
우

수

장

유

려

공

(보건복지부)

BEST

최우수

•2021년 구·군 물가안정관리
실적 평가

•2020년 공직윤리제도 점검

•걷기좋은 부산 만들기 업무평가

•2021년 징수 및 운영실적 종합평가

•2021년도 주민참여형 지역특화
일자리사업 평가

•2021년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 구·군 종합평가

WELL

(보건복지부)

•2021 지역복지사업(희망복지지원단 운영) 평가

•2020년 지역사회건강조사 유공기관

GOOD

•2021 행복e음 핵심요원 활동

•2020 도시재생사업(용호대가족 프로젝트)
추진 실적평가(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유

최우수

•2021년도 공원녹지행정 업무평가

•2021년도 부산시 구·군 일자리창출
추진사업 평가

•2021년 도시정보시스템(하수도분야) 구축 평가

•2021년 지식행정 추진 기관평가

•2021년도 지방세 체납액 정리실적 평가

•지적재조사 사업 평가

•2021년도 온(on)부산 사업 평가

•2021년 도시녹화업무 유공

•2021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발전 유공

•2021년 부산시 도시기초시설물 선진화 평가

•2021년 마을공동체 활성화 유공

외부기관(10개 분야)
•청년친화헌정대상 우수기초자치단체 분야 종합대상
((사)청년과 미래)

•거버넌스 지방정치대상 코로나19 대응분야 최우수
((사)거버넌스센터)

•제1회 부산시민환경대상 최우수 기초자치단체상
((주)헬스경향)

•전국 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 공동체
강화 분야 우수(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생활체육지도자 성과평가 전국3등, 부산1등(대한체육회)
•대한민국 자치발전 대상((사)한국자치발전연구원)
•희망2021이웃돕기 캠페인 우수기관(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
•2021년도 자원봉사 활성화 평가 장려(부산광역시자원봉사센터)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지방계약 우수사례 및 아이디어 공모
우수사례 분야 장려(한국지방재정공제회)
•2020년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평가 우수기관
(한국노인인력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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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비전 및 목표

| 구정비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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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정목표 |

Ⅰ. 문화와 관광의 평 화 도 시
Ⅱ. 사 람

중심의

행복도시

Ⅲ. 안전하고 쾌적한 청 정 도 시
Ⅳ. 도시재생을 통한 균 형 발 전
Ⅴ. 소통과 섬김의 열 린 구 정

Ⅲ 구정비전 및 구정목표 / 25

Ⅳ

구정운영계획

주민행복, 지역경제활력!

남구가 이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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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주요업무계획

Ⅰ

Ⅱ

구민이 안심하고
생활하는

경제와 문화가
생동하는

건강도시 남구

활력도시 남구

Ⅲ

Ⅳ

더불어 잘 살고
풍요로운

희망찬 내일을
준비하는

행복도시 남구

미래도시 남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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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구민이 안심하고 생활하는

건강도시 남구
아직 끝나지 않은 코로나19!
일상으로 돌아가는 안전도시 조성
지역안전망 마련
생활밀착형 안전망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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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민이 안심하고 생활하는 건강도시 남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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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끝나지 않은 코로나19! 일상으로 돌아가는 안전도시 조성

단계별 일상회복을 위한 코로나19 재택치료추진단 운영
•2022. 1. ~ 상황종료시
•입원요인 없는 경증·무증상 확진자
•총 15명(재택치료TF 2개팀)
•3개 기관 협력체계구축(남구/협력병원/부산시)

촘촘하고 안전한 방역관리망 관리
•코로나19 보건소 선별진료소 지속 운영 : 연중
•자가 격리자 1:1 전담공무원 편성 관리
•호흡기 전담클리닉 운영(보건소, 성모병원, 부산아동병원)

안전하고 빈틈없는 감염병 예방 및 대응
•생애주기별 예방접종 : 결핵예방접종 등 17종 및 어르신 폐렴구균
•예방중심의 감염병 관리로 지역사회 감염병 유행 차단
- 감염병 확진자 동선 파악 및 검사(역학조사, 현장조사 등)
- 신종감염병 해외입국자 추적조사
- 법정감염병 조기 발견 및 신속 대응 역량 강화

지역 건강격차 해소 시범사업 추진
•건강실태 파악 및 격차원인 규명, 중재모형 개발
•2022년 ~ 2024년(1,200백만원)

생명지킴이! 응급의료 안전망 구축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 관내 공공시설, 경로당 등 20백만원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 교육 : 연10회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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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민이 안심하고 생활하는 건강도시 남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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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안전망 마련
구민안전 지킴이! 통합관제센터의 내실 운영
•365일 24시간 실시간 통합관제로 범죄예방
•재해우려지, 범죄취약지 집중 관제 : 해안가, 상습침수지,
여성안심구역 등

스마트 범죄예방환경 조성
•남구 범죄예방취약지역 디자인사업 추진
•범죄취약지역 방범용·고정형 CCTV설치(29개소 276백만원)

BIFC 기관협력 지능형 선별관제 시스템 구축
•사업기간 : 2022. 1. ~ 3.
•사 업 비 : 300백만원(BIFC 기부금)
•사업내용
- 지능형 고정카메라 추가 설치 : 80대(20개소 이상)
- 지능형 선별관제 솔루션(객체, 차번, 안면인식 등)적용 : 100대

재해우려지 선제조치 및 자연재난 예방능력 강화
•문현지구(동천변)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지정 용역 실시
- 남구 문현동 721-6번지 일원(이마트 및 하구교)

•재개발·재건축 대상지 주변 안전 확보, 재해우려지 안전시설물 설치(49개소)

공공시설물 등 안전점검 실시
•점검기간 : 2022. 5. ~ 12.
•점검대상 : 절개지 등 산사태 우려지, 노후 공공시설물 등
•주요내용 : 드론, 초음파 측정기를 이용한 위험시설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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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민이 안심하고 생활하는 건강도시 남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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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밀착형 안전망 구축
주민생활 주변 주차공간 확충
•이기대연합시장 및 문현1동 제3공영주차장 건설(41면)
•그린주차사업 및 주거지전용주차장 주차공유 사업

교통안전 제고를 위한 교통환경 정비
•활주로형 횡단보도 설치사업 : 14개소 200백만원
•과속방지턱 등 교통안전시설 설치·정비 : 500개소 400백만원
•횡단보도 투광기 설치사업 : 22개소 60백만원
•보행단절 구간 횡단보도 신규 설치 : 8개소 2백만원
•주·정차금지선 및 노면표시 등 정비 : 8,400㎡ 200백만원

지역교통안전환경개선사업 추진으로 보행환경 개선
•UN평화문화거리 보행환경개선사업(2차) : 2,200백만원
•못골시장 일원 보행환경개선사업 : 800백만원
•교통정체구간 체계개선사업(우암초등학교 앞) : 150백만원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 등 교통안전개선을 위한 사업 지속추진

어린이·노인보호구역 개선을 통한 교통약자 안전 확보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석포, 성천초등학교) : 2개소 130백만원
•옐로카펫 등 시인성강화사업(용소·오륙도초등학교) : 2개소 40백만원

건강인프라 확대
•치매 친화적 환경조성
- 치매안심마을 운영(용호3동, 우암동, 문현1동, 문현2동)
- 치매선도단체 및 선도학교, 치매안심가맹점 등 지정(5개소)

•경로당 주치의사업 확대(50개소→85개소)
•100세 탄탄! 시니어 건강홍보대사 운영

Ⅳ 2022 구정운영계획 / 31

Ⅱ

경제와 문화가 생동하는

활력도시 남구
수요자 중심의 일자리지원과
지역상생 경제기반 구축
감동이 함께하는 문화관광,
미래 꿈을 키우는 평생학습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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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자 중심의 일자리지원과 지역상생 경제기반 구축
경쟁력있고 지속 가능한 미래형 일자리 발굴
•일자리목표 공시제 기반 일자리 창출 : 10,920명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 100백만원
•주민참여형 지역특화 일자리사업 : 100백만원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경력형 일자리사업 : 13개 분야 500백만원
•공공일자리사업 맞춤형 추진 : 429명 1,680백만원

수요자중심 맞춤형 일자리지원 서비스 강화
•온라인 일자리박람회 개최 : 정기(하반기, 구인업체 30 ~ 40개 참여), 수시(기업 요청시)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일자리정보센터」 운영 : 10명
•이동일자리지원센터 운영 : 소규모 구인업체대상 현장밀착형 일자리 발굴
•비대면 디지털 일자리정보시스템을 통한 실시간 취업정보제공
•국민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 취업취약계층 일자리정보제공, 구직촉진수당 지원

소비촉진을 통한 소상공인 자생력 제고
•뉴노멀 대응 소상공인 지원 : 손실보상 지급(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총3,646개 업소)
•오륙도페이 소비촉진지원금 지급(회원 65,000명 650백만원)
결제수수료 지원(가맹점 6,000여개 120백만원)
•오륙도페이×어디go 연동 활성화, 외식할인지원, 동행세일·코리아세일페스타 참석
•관내업체 계약률 제고 및 오륙도페이 연계 재정지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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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동이 함께하는 문화관광
일상이 여행이 되는 생활관광 활성화와 도심속 힐링공간 조성
•관광사업체 연계 민관협력 사업추진
- 개별 관광객 유치를 위한 남구 특화 관광콘텐츠 개발 운영
→ 모바일스탬프투어 연계 이벤트 등 다양한 즐길 거리 제공
- 관광사업체 연계 민관협력 사업추진 남구특화 관광브랜드 강화
→ 남구관광추진조직(DMO, 12명) 육성지원 체험상품 개발
- 봄·가을 여행주간에 맞춘 남구만의 특색 있는 투어 상품 운영
→ 트램길, 야경명소, UN평화문화특구 등 투어코스 개발 운영 (연2회)

•오륙도 스카이워크 관광 활성화
-위
치 : 용호동 산 196-4번지 일원(오륙도스카이워크 광장)
-규
모 : 스카이워크 확장(L=9m → L=16.5m), 포토존 1식
- 사업기간 : 2020. 2. ~ 2022. 12.
- 사 업 비 : 1,750백만원

•용호별빛공원 활성화
-위
치 : 용호동 5-5번지 용호별빛공원 내
-규
모 : 어린이 놀이시설(700㎡), 경관시설(조명 및 포토존), 관리동 리모델링(연면적 196㎡, 지상2)
- 사업기간 : 2021. 9. ~ 2022. 7.
- 사 업 비 : 1,716백만원

•우암동 마실길 야간 테마거리 조성
-위
치 : 우암동 도시숲 일원
- 사업기간 : 2022. 1. ~ 12.
- 사 업 비 : 150백만원
- 사업내용 : 야간 경관조명 설치, 안내편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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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꿈을 키우는 평생학습 도시
즐거움이 가득한 문화·예술 행사 개최
•달맞이 축제(2월, 백운포체육공원)
•제24회 UN 평화축제(10월 중, 평화공원 일원)
- 단계적 일상회복 대비 안전한 축제를 위한 사전 준비
- UN위크와 연계한 부산국제교류재단 등 유관기관 협력

•남구 주민자치박람회 개최(10월 중)
- 주민자치회 프로그램 경연대회, 공연, 단체체험 등
- 프로그램 체험부스, 주민자치회 사진전, 우리 동 알리기 등

•생활주변 문화 향유
- 문화가 있는 남구(6월 ~ 12월)
- 찾아가는 숲속 음악회(상반기)
- 한여름밤의 음악회(8월, 용호별빛공원)

일상회복을 돕는 평생학습 사계 운영
•“봄”, 움트는 평생학습
- 언제, 어디서든 온라인(ON-LINE) 평생학습 확대
→ 유튜브 크리에이터 양성, 이모티콘 제작 과정, 디지털 드로잉과정
- 다시 도약하는 오프라인(OFF-LINE) 평생학습 활성화
→ 행복학습센터 프로그램, 남구시민대학(원), 강사 발표회
- 평생학습 홍보 영상 제작 및 유튜브를 통한 학습 콘텐츠 제공

•“여름”, 청량한 평생학습
- 평생교육기관, 동아리와의 협력으로 특색있는 평생교육사업 발굴
- 저명한 강사를 초청하여 주민만족 향상 : 등대빛아카데미(연4회)
- 학습 소외 계층을 위한 평생학습 프로그램 지원

•“가을”, 풍성한 평생학습
- 제8회 부산 남구 평생학습박람회 개최(10월 중)
- 세계시민성 향상을 위한 한줄 시(詩) 작품 전시(10월 중)

•“겨울”, 희망찬 평생학습
- 평생교육협의회 개최(1회) : 성과공유 및 차년도 계획 수립
- 기관, 동아리, 강사, 매니저 등 평생교육 관계자 워크숍 개최(하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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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잘 살고 풍요로운

행복도시 남구

일상이 휴식이 되는 도심속 녹색공간 조성
주민과 더불어 누리는 희망복지 남구
소통과 공감의 열린구정, 신뢰행정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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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이 휴식이 되는 도심속 녹색공간 조성
문현교통광장 쌈지공원 정비
•생활권역 노후된 공원정비로 쾌적한 녹색공간 조성
•부지1,800㎡ 320백만원(수목식재, 편의시설 정비, 휴게공간 등)

대천초 일원 자녀안심 그린숲 조성
•통학로 보행환경 개선 및 안전한 도심 생활권 조성
•부지1,000㎡ 200백만원(수목식재, 편의시설 설치 등)

남구청사 내 생활밀착형 숲 조성
•친환경 민원실 조성 및 생활속 녹색공간 확충
•부지182㎡ 500백만원(실내정원, 실내가드닝 프로그램 운영 등)

신선대부두 도시숲, 부산항대교 고가하부 녹지조성
•항만 배후도로변 시설물 환경개선으로 도시미관 향상
•부지1,420㎡ 250백만원(수목식재)

편안하고 안전한 생활권 휴식공간 제공
•이기대공원 시설물 보강 : 오륙도 선착장 난간 정비 등 30백만원
•이기대공원 구름다리 정기안전점검 : 구름다리 5개소, 2회
•평화공원 노후 공원등 정비 : 기존 공원등 LED 교체 100백만원
•공원·녹지 편의시설 유지관리 : 산책로 및 노후 편의시설 등 정비 60백만원
•노후 공원등 교체 및 유지관리 : 31개소 LED전구 교체 등 30백만원

오감만족 평화공원 국화전시
•제13회 평화공원 국화전시회(국화작품 및 조형물 등) 100백만원

도심 속 힐링공간(공원) 조성
•지게골 어린이공원 내 무허가 건축물 보상 : 보상비 등 200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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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과 더불어 누리는 희망복지 남구
아이가 행복하고 안전한 돌봄환경 조성
•출산지원금 : 첫째 2백만원, 둘째 이후 1백만원 추가
•출산장려금 : 오륙도페이 50만원
•아동수당 지급(만8세 미만) : 1인당 10만원
•임산부 전용 안전벨트 대여사업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사업 추진

여성의 자립 및 가족의 안정적인 삶 지원
•오륙도 여성대학(2주 4강좌, 연200명 이내)
•다문화 가구 지원사업 및 결혼이민여성 결연 활동 지원
•경력단절여성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 운영

100세 시대 편안한 노후생활 및 여가활동 지원
•남구시니어클럽 외 5개 수행기관 노인일자리사업(4,448명)
•쾌적하고 안전한 이용시설 확충 및 보강(경로당 등 188개소)

지역사회 네트워크 강화로 효율적 복지시스템 구축
•추진기간 : 1월 ~ 12월
•대

상 : 구·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18개)

•주요내용
- 제4기 지역사회보장 연차별 계획 수립·시행 : 5개 전략사업, 27개 세부사업
- 제5기(2023~2026)남구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 구 협의체 내부임원 회의(격월), 동 협의체 네트워크 회의(연 3회)
- 협의체 역량강화를 위한 위원 교육 및 워크숍 개최 : 연2회
-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지사협 실무분과 지역의제 발굴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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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가서 보살피는 복지사업 시행
•복지사각지대 Zero화를 위한 복지안전망 구축
- 촘촘복지단 운영으로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 2,500명
- 365일 스마트 희망시그널 사업 운영, 1인가구 안부 확인 : 2,000세대
- 부산도시가스 협약 비대면 IoT 고독사 예방 체계 구축사업 : 200세대

•통합사례관리 활성화를 통한 위기가구 통합서비스 제공
- 민·관·학 사례관리기관 네트워크모임 「참존넷」 회의 실시 : 6회
- 동 통합사례관리 담당자 맞춤형 컨설팅 실시 : 17회(동별 1회)
-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집중 발굴기간 운영 : 3회

이웃돕기 확산으로 행복한 남구 조성
•오륙도 5,600원 모금 사업 실시
- 모금방법 : 구·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별 모금계좌 개설
- 사업내용 : 이웃돕기 자체사업 시행
- 2021년까지 모금액 : 490백만원

•희망의 연결고리 사업 추진
- 모금방법 : 남구신문, 부산일보 사연 게재 및 후원금 모금
- 사업내용 : 모금된 후원금을 대상자 가정에 입금
- 2021년 모금액 : 59백만원

출생아 발지문 QR코드 제작 서비스 제공
•사업기간 : 2022. 1. ~ 12.
•사업내용 : 출생아 발지문과 기본증명서를 QR코드 제작, 메일 송부
•신청창구 : 남구청 민원실, 동행정복지센터 민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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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과 공감의 열린구정, 신뢰행정 실현
주민과 함께 참여하고 공감하는 多소통
•주민과 함께하는 소통박스 운영: 2022. 3. ~ 11.
- 찾아가는 이동형 소통박스, 주민의견 수렴
- 공공갈등 관리사업 중심의 대민 홍보 등

•보이는 소통, 협력하는 소통시책 추진으로 주민 공감 유도
-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주민 소통시책 개발 추진
- 주요정책 주민소통 추진 및 소통·공감 캠페인 실시

•구청장 직소민원실 운영 : 10:00 ~ 16:00(직원 1명 순환근무)
- ‘현장에 답이 있다’ 달리는 구청장실(소통car) 지속 운영

•찾아가는 공약사항 설명회 : 현장소통 및 공감행정으로 주민 밀착형 구정실현

365일 주민과 함께하는 현장중심 소통행정 추진
•찾아가는 주민과의 대화 실시 : 민생현장 방문, 주민 건의사항 청취 등
•동장 현장소통 강화 : 재해·재난 예방, 주민 불편사항 처리 등 주민 밀착행정 실시
•여론수렴·구민 소통채널 강화 : 지역여론 청취 및 주민불편 신속·효율적 대처 등

주민참여 확대, 재정사업 관리강화로 투명한 재정운영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관리카드제 시행
•예산낭비신고센터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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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찬 내일을 준비하는

미래도시 남구

미래의 전략적 전망
권역별 복합청사 건립을 통한 지역균형발전
청년이 만들어 가는 청년친화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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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의 전략적 전망
남구 시설관리공단 설립(2022. 6월 출범)
•공공성과 기업성이 조화된 공공시설의 효율적 관리
•일자리창출 및 고용의 질 향상 등 주민복리 증진
•체육센터, 관광시설, 공영주차장 등 8개 사업

무가선 저상트램 오륙도선 실증노선(2022년 착공)
•위

치 : 경성대·부경대역~이기대 입구(1.9km)

- 연장노선 (이기대입구 ~ 오륙도 3.25km)

•연계사업 : 트램 차량기지 건설에 따른 대체 주차장 조성
(부산환경공단 남부사업소 내 72면)

오륙도선 구간 전선지중화
•위

치 : 경성대 ~ 대천초 ~ 이기대 입구

•사업기간 : 2022. ~ 2025.
•사 업 비 : 12,000백만원
•사업내용 : 트램구간 내 배전선, 통신선 지중매립(L=1.9km)

재활용품 선별장을 친환경 복합시설로 개선
•위

치 : 백운포 재활용품 선별장 일원

•사업기간 : 2022. ~ 2023.
•사 업 비 : 16,000백만원
•사업내용 : AI 생활폐기물 관리시스템,
재활용 선별장치 자동화, 재활용 카페 등

부산국제금융센터 3단계 개발
•규

모 : 연면적146,553.88㎡(지하5, 지상45)

•사업기간 : 2020. ~ 2025.(‘22. 2.착공예정, ‘25. 7.준공예정)
•사업내용 : 지식산업센터, 업무시설, 지원시설 건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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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함께 잘사는 행복한 명품도시 건설
•UN평화문화거리 보행환경개선사업
- 위치·규모 : 지하철2호선 경성대·부경대역 일원 1.89㎞
- 사업기간 : 2020. 2. ~ 2022. 12.(3년)
- 사 업 비 : 3,000백만원
- 사업내용 : 보행환경 개선 및 테마거리 조성 등

•문현1동 제3공영주차장 조성
- 위치·규모 : 문현1동 125-7번지 지평식 주차장 14면
- 사업기간 : 2021. 12. ~ 2022. 6.
- 사 업 비 : 1,850백만원

•문현지하보도 내 엘리베이터 설치
- 위치·규모 : 문현3·4동 문현지하보도 엘리베이터 설치(2개소)
- 사업기간 : 2021. 3. ~ 2022. 12.
- 사 업 비 : 1,900백만원

•대학로 스마트 컬처스트리트 조성
- 위치·규모 : 부경대학교 정문 ~ 향파문학거리 구간(L≒710m)
- 사업기간 : 2021. 10. ~ 2022. 5.
- 사 업 비 : 1,000백만원
- 사업내용 : 노후데크 교체, 경관조명 설치, 미디어월, 스마트벤치 등 조성

미래먹거리 사업 추진
•해양산업클러스터 활성화
-위
-규

치 : 우암동 우암부두 일원
- 사 업 비 : 24,076백만원
모 : 기반시설A=178,679㎡, 지원시설 2동(사무동4,000㎡, 전시동2,000㎡)

•정부지원시설

정부지원 시설(사업비)

착공

•친환경수소연료선박 R&D 플랫폼 39,900백만원 - 수소연료전지선박용 저장·공급 시스템 등

준공

‘21. 12. ‘22. 12.

•지식산업센터

27,400백만원 - 기업입주실(40개),회의실,식당 등 복지시설 ‘20. 12. ‘23. 2.

•마리나비즈니스 R&D센터

48,000백만원 - 마리나 선박수리·매매·교육 등 서비스센터 ‘22. 3. ‘23. 12.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지원
-기
간 : 2030. 5. ~ 10.(6개월간)
-장
소 : 북항 일원 344만㎡ ※ 남구 : 7부두, 우암부두, ODCY 등
- 참가규모 : 약200개국 5,050만명 추산
- 사 업 비 : 4조 8,996억원(추정) → 토지매입, 임대비, 운영비 등
- 지원계획 : 유치지원 강화 및 엑스포 연계 시설(UN국제컨벤션센터) 유치 추진
주민관심과 참여확산 홍보(박람회장 주변 배너기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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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역별 복합청사 건립을 통한 지역균형발전
남구청 별관 건립(2022. 12월 준공)
•규

모 : 연면적 2,588.117㎡(지하1, 지상7)

•사 업 비 : 9,401백만원
•사업내용 : 남구청 별관, 생활문화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우암동 복합청사 건립(2022. 12월 준공)
•규

모 : 연면적 1,799.58㎡(지하1, 지상6)

•사 업 비 : 9,775백만원
•사업내용 : 행정복지센터, 건강생활지원센터, 생활문화센터

용호2동 복합청사 건립(2023. 10월 준공)
•규

모 : 연면적 2,300㎡(지하1, 지상5)

•사 업 비 : 9,157백만원
•사업내용 : 행정복지센터, 생활문화센터, 작은도서관,
다함께돌봄센터

용당동 복합청사 건립(2023. 10월 준공)
•규

모 : 연면적 2,510㎡(지하1, 지상5)

•사 업 비 : 11,850백만원
•사업내용 : 행정복지센터, 생활문화센터, 작은도서관,
다함께돌봄센터, 건강생활지원센터

동행정복지센터
단계별 건립계획(15개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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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2019 ~ 2023) : 용호1동, 용호2동, 용당동, 우암동, 문현1동
•2단계(2024 ~ 2028) : 대연5동, 용호3동, 용호4동, 감만2동, 문현4동
•3단계(2029 ~ 2033) : 대연3동, 대연4동, 감만1동, 문현2동, 문현3동

희망찬 내일을 준비하는 미래도시 남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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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이 만들어 가는 청년친화도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청년정책 지원 및 청년 참여 활성화
•기업과 청년이 함께 성장하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추진
•청년 주도 사회문제 발굴·소셜벤처 육성 ‘청년 소셜리빙랩’ 운영
•청년 창업 플랫폼 ‘청년창조발전소’, ‘메이커스페이스’ 활성화
•청년 참여 거버넌스 ‘청년정책위원회’, ‘청년정책네트워크’ 내실화

대학생 전입장려금 지원
•사업기간 : 2022. 1. ~ 12.
•대

상 : 2021. 5. 12.* 이후 전입 3개월이 경과된 대학 재학생

•사 업 비 : 161.6백만원
•지원내용 : 학기당 10만원(최대 8학기) 지원
* 「부산광역시 남구 전입 대학생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시행일

청년 복합문화 활동공간 운영
•위

치 : 대연동 일원

•사업기간 : 2022. 1. ~ 12.
•사 업 비 : 150백만원
•사업내용 : 네트워킹 책자·영상 제작, 체험 프로그램, 커뮤니티 공간 지원

청년 희망드림 프로그램 운영
•위

치 : 남구 청년창조발전소

•사업기간 : 2022. 3. ~ 12.
•대

상 : 만18세 ~ 39세 청년

•사 업 비 : 8.5백만원
•사업내용 : 창업 역량강화 프로그램, 취업 지원 프로그램,
청년 생활 공감 릴레이 특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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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주요 투자사업
【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사업기간

사업내용

건설·건축
분야

부산항 연계수송 도로개설

2020.5 .~ 2022.5.

도로개설 L=2,757m, B=10m

34,300

문현여중 일원 도로확장

2020.6. ~ 2023.12.

도로개설 L=181m, B=13m

7,100

18개 사업
70,461백만원

우암도서관 진입도로 개설

2020.7. ~ 2023.12.

도로개설 L=253m, B=8m

3,220

대연3동 새부산유치원 일원
도로개설

2019.6. ~ 2022.2.

도로개설 L=207m, B=6m

2,600

대연3동 용소부락지내
소방도로개설

2018.5.~ 2022.12.

도로개설 L=94m, B=6~10m

9,185

성동초등학교 인근 도로
편의시설 설치

2020.4. ~ 2022.12.

엘리베이터 1기

1,600

문현지하보도 교통약자
편의시설 설치공사

2021.3. ~ 2022.7.

지하보도 엘리베이터 설치 2개소

1,900

대남지하차도 일원
누수발생구간 주변 정비공사

2021.10. ~ 2022.2.

도로정비 A=2,029㎡
(L=170m, B=5~15m)

남구관내 분류식 하수관로 확충사업

2015. ~ 2030.
(장기계속추진)

문현지하차도 배수펌프장 정비사업 2021.10. ~ 2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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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관로 신설
L=162km

사업비

120
4,600

수중배수펌프 설치 3개소

525

문현터널 방음벽 설치공사

2022.

방음벽 설치 L=28m, H=3~6m

500

남구 관내 노후 하수암거 조사

2022.2. ~ 2022.12.

노후 하수암거 CCTV 및
육안점검 L=36㎞

62

수영로 45일원 도로
부분 침하 보수보강 공사

2020.12. ~ 2022.12.

유공관 설치 L=35m,
지반보강 L=28m, B=22m

다보네가구 맞은편 사면 외
1개소 재해복구

2022.1. ~ 2022.4.

재해복구 L=85m, B=3~10m

500

문현동 이마트일원 하수암거
외 1개구간 하수암거 보수공사

2022.3. ~ 2022.11.

노후하수암거 L=585m
정밀점검 및 보수보강 1.580㎡

190

대연천 유지용수 공급관련 시설물
유지관리 용역

2022.4. ~ 2023.4.

유지용수 공급 관련 시설물
유지관리 1식

100

용호1지구 연안정비사업

2021.5. ~ 2022.5.

TTP(테트라포트) 정비 L=60m

939

동천 하천 주변 보도 확장

2022.1. ~ 2023.12.

보도확장(목재데크 등 설치)
L=700m, B=2m→5m

1,120

1,900

2022 주요업무계획

【 단위 : 백만원 】

안전·교통·
도시 분야
15개 사업
395,309백만원

사업명

사업기간

사업내용

문현1동 제3공영주차장 조성

2021.12. ~ 2022.6.

지평식 주차장 14면

1,850

유엔평화문화거리
보행환경개선(2차)

2020. ~ 2022.

용소로7번길 등 9개도로
L=1.89km

3,000

못골시장 일원 보행환경개선

2021. ~ 2023.

못골로 등 5개 도로 L=1.3km

2,000

감만2동 제3공영주차장 조성

2022.

지평식 주차장 30면

3,100

무가선 저상트램 오륙도선 실증노선

2019. ~ 2024.

정거장 5, 차량기지1, L=1.9km

48,700

동천삼거리 옹벽 정비

2022.1. ~ 6.

옹벽 정비 A=1,200㎡
조형물 및 조명설치

이기대연합시장 주차환경개선

2021. ~ 2022.

용호1동 골목시장, 용호삼성시장
인근 무인주차 옥외주차장 설치

2021. ~ 2024.12.

문현 이음길, 골목마실로드 등
A=209,900㎡

264,662

2020. ~ 2022.12.

마을플랫폼, 집수리 사업 등
A=54,598㎡

16,174

소막사(등록문화재) 복원 및
복합커뮤니티센터 조성

2021. ~ 2022.

소막사 원형복원, 전시공간 조성

840

용호2동 복합청사

2020. ~ 2023.

연면적 2,300㎡(지하1, 지상5)

9,157

용당동 복합청사

2019. ~ 2023.

연면적 2,510㎡(지하1, 지상5)

11,850

우암동 복합청사

2018. ~ 2022.

연면적 1,799㎡,(지하1, 지상6)

9,775

남구청 별관

2019. ~ 2022.

연면적 2,588㎡,(지하1, 지상7)

9,401

오륙도선 구간 전선지중화

2022. ~ 2025.

트램구간 내 전선 지중매립
L=1.9km

12,000

문현동 도시재생뉴딜사업
(상생문현 마실로드 프로젝트)

용호동 도시재생뉴딜사업
(용호 대가족 프로젝트)

사업비

300
2,500

【 단위 : 백만원 】

녹지·환경
분야
6개 사업
1,675백만원

사업명

사업기간

사업내용

이기대공원 환경정비 사업

2022.1. ~ 6.

A=500㎡ 슬레이트 건물 철거 및
편의시설 설치

300

2022.1. ~ 6.

A=1,420㎡ 용당초 일원 환경숲,
미세먼지 저감숲 조성

250

문현교통광장 쌈지공원 정비

2021.9. ~ 2022.6.

A=1,800㎡ 수목 및 편의시설 정비

320

대연초 일원 자녀안심 그린 숲 조성

2022.1. ~ 6.

A=1,000㎡ 통학로 일원
안심 숲길 조성

200

남구청 생활밀착형 숲(실내)조성

2022.1. ~ 10.

구청 민원실내 A=600㎡
사계절 스마트가든

500

미세먼지 저감사업

2022.

미세먼지 신호등(5),
미세먼지 미스트(3) 등 설치

105

도시에 그린 숲 프로젝트
(신선대 부두, 부산항대교 고가하부 도시숲)

사업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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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 : 백만원 】

문화·체육·
관광·복지
분야
20개 사업
79,657백만원

사업명

사업기간

사업내용

오륙도 스카이워크
관광활성화 사업

2020.2. ~ 2022.12.

스카이워크 확장(L=9m → 16.5m)
포토존 설치

1,750

생활밀착형 제2국민체육센터

2020. ~ 2023.5.

연면적 5,645㎡(지하1, 지상2)

17,904

우암동 공공도서관 건립

2019. ~ 2023.

연면적 1,882㎡
(지하1, 지상3)

10,232

UN평화문화특구 스마트시티
솔루션 확산사업

2021.3. ~ 2022.3.

AR관광안내서비스,
도심시설물 스마트 솔루션 등

1,895

지역 내 소지역 건강격차 해소
시범사업

2022. ~ 2024.

건강취약 소지역 건강문제 규명 및
건강격차 해결 중재모형 개발

1,200

어르신 공익활동지원사업

2022.

꿈나무지원복합센터 건립

2019. ~ 2023.

연면적 3,814㎡, (지하1, 지상4)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2022.

인공지능, 핀테크 등
4차산업 맞춤형 교육

인생후반전지원센터

2020. ~ 2022.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상담실,
강의실 등

4,000

오륙도페이 발행

2022.

발행규모(200억)
선불카드, 지류상품권

3,742

국민체육센터 개·보수

2021.11. ~ 2022.3.

수영장 등 내부 개선 및
노후보일러 교체

1,200

용호별빛공원 활성화

2021.9. ~ 2022.7.

어린이놀이시설(A=700㎡)
경관시설, 관리동 리모델링 등

1,716

노후데크 교체, 경관조명,
미디어월 설치 등

1,000

대학로 스마트 컬처스트리트 조성 2021.10. ~ 2022.5.

48

/ 2022 주요업무계획

어르신 일자리·사회활동 지원
(공익형, 시장형 등)

사업비

15,511
15,668
100

우암동 마실길 야간 테마거리 조성

2022.

야간 경관조명 설치 및
안내 편의 제공

150

청년 복합문화 활동공간 운영

2022.

청년네트워킹 형성 및 책자 등 제작,
청년 커뮤니티 문화 활동 공간 지원

150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사업

2022.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설치비용 지원(6,100대)

660

공공배달앱 어디go 활성화

2022.

기간제근로자, 홍보비,
소비자 할인쿠폰 제공

359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경력형
일자리사업

2022.3. ~ 12.

13개분야 신중년의 경력과
전문성을 활용한 일자리창출

500

국·공립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사업

2021.10. ~ 2023.3.

고효율 냉난방장치 및
폐열회수용 환기장치 설치 등

1,032

남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2018.11. ~ 2022.6.

공공시설의 효율적,전문적 관리
(체육시설, 관광시설 등 8개사업)

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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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세계박람회를 부산에서
시민과 함께 도전합니다
개최기간

개최장소

참가규모

경제적 파급 효과

일자리창출

2030. 5월 ~ 10월

부산북항일원

약200개국 5,050만명

61조원

50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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