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가 미래다 사람이 희망이다
새로운 백년의 비전, 세 계 평 화 특 구 남구

자연과 문화, 교육과 복지가 어울려
희망찬 내일을 열어가는 행복도시

Contents
4 • 구정현황
8 • 2019. 구정10대 성과
10 • 2019. 주요성과
15 • 2019. 남구를 빛낸 자랑스러운 일들
17 • 2020. 주요업무계획

BUSAN NAM GU

2020

Ⅰ. 문화와 관광의 평화도시

18

Ⅱ. 사 람 중 심 의 행복도시

22

Ⅲ. 안전하고 쾌적한 청정도시

27

Ⅳ. 도시재생을 통한 균형발전

31

Ⅴ. 소통과 섬김의 열린구정

35

40 • 2020. 주요투자사업

현

황

재정현황

구정현황
지역특성

일반회계 : 402,468백만원

총규모 418,269백만원

∙ 세계유일의 유엔기념공원과 유엔평화기념관, 일제강제동원역사관 등이 어우러진
유엔평화문화특구

특별회계 : 15,801백만원

∙ 4개의 대학교, 부산문화회관, 부산박물관, 부산예술회관 등 교육과 문화의 중심지
∙ 해양산업클러스터와 문현금융단지 등 미래 혁신성장 거점 도시
∙ 오륙도, 이기대, 신선대, 황령산 유원지 등 도시와 자연이 조화된 쾌적한 청정도시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재무활동

일반현황

699(0.17%)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행정운영경비

41,325(9.88%)

인구

117,397 274,480
세대

(부산시의 8.05%)
명

※ 등록외국인 - 84개국 6,021명

72,043
(17.22%)

자체수입
86,002

면적

26.81

행정
구역

17 369 2,640

세입

(20.56％)

㎢ (46,974필지, 부산시의 3.48％)

동

상징
물

통

의존수입

정책사업

세출

290,942

345,527

(69.56％)

(82.61%)

반

은행나무(區木), 목련(區花), 비둘기(區鳥)

▶자 체 수 입
지 방 세
세외 수입

행정조직

86,002(20.56％)
62,248(14.88％)
23,754(5.68％)

▶의 존 수 입 290,942(69.56％)
지방교부세
14,044(3.36％)
조정교부금
36,018(8.61%)
보 조 금 240,880(57.59％)

▶보전수입등 및 41,325(9.88%)
내부거래

※ 재정자립도(19.65%)

특별회계
기

구

3국, 1실, 1담당관,
20과, 1보건소, 2사업소,
17동, 1의회사무국

정 원

현 원

787명

778.375명

(구본청488, 보건소49,
사업소35, 동197, 의회18)

(정무1, 일반769.375,
별정2, 임기제6)

4

【단위 : 백만원】

계

의료급여

주차장

지하수
관 리

도시계획
시 설

주거환경
개 선

공공체육
시 설

15,801
(100％)

701
(4.44％)

8,193
(51.85%)

967
(6.12％)

364
(2.30%)

351
(2.22%)

5,225
(33.07%)

5

현

황

도시기반시설

기타 현황

도시계획용도지역 42.51㎢ (부산시의 5%)

교 육 시 설

주거 9.86㎢(23.3%) 상업1.04㎢(2.5%) 공업4.70㎢(10.9%)
자연녹지12.87㎢(30.3%) 미지정 14.04㎢(33.0%)

대학교(4) 고(15) 중(13) 초(21) 유치원(25) 특수(3)

문 화 시 설
지적 45,723필지 26.82㎢ (부산시의 3.48%)
대지(8.34㎢) 학교용지(1.68㎢) 도로(2.72㎢) 임야(8.35㎢)
공장용지(0.67㎢) 기타(5.06㎢)

공연장(16) 영화관(2) 작은도서관(31) 박물관(3) 평생학습(18)

문

화

재

도로(4m이상) 총연장 253.6㎞ (도로율 16.56%)

보(3) 보물(8) 국가지정명승(1) · 등록문화재(2) 국가지정등록문화재외(38)

개설 208.5㎞, 미개설 45.1㎞

등 록 공 장
211개소(신발 섬유57, 전기 전자57, 화학18, 기계 · 금속37, 기타42)

도로시설물
교량(17) 육교(5) 지하차도(4) 지하보도(1) 가로등(5,203) 보안등(5,876)

의 료 시 설

주 택 121,410호 (117,558가구/보급률 103.3%)

종합병원(1) 병원(17) 의원(157) 치과(99) 한의원(88)

공동주택 85,709(70.6%) 단독주택 35,216(29%)
비거주용 건축물내 주택 485(0.4%)

의 약 업 소
약국(112) 안경업(68) 치과기공소(37) 안마원(10) 기타(485)

공원·유원지 83개소 (공원 44, 유원지 2, 시설녹지 37)
공공CCTV
산 림 915㏊ (국유림 125, 공유림 20, 사유림 770)

1,114대(방범 619, 초등학교 209, 청소 93, 교통 147, 재난 37 청사 9), 관제센터 1

기 타 시 설
전통시장(12) 대규모점포(17) 직업소개소(30) 협동조합(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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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구정10대 성과

2019. 구정10대 성과
무가선 저상트램 오륙도선 실증노선 유치(2019. 1.)
용소삼거리(경성대) TBN교통방송국
이기대 입구
L=1.9㎞, 정거장 5개소, 차량기지 1개소
2022. 상용화

LG메트로시티

무료 어린이 물놀이장 개장(2019. 8.)
 화공원(A=500㎡), 백운포체육공원(A=1,900㎡) 2개소
평
워터풀장, 유아풀장, 워터슬라이드, 탈의실, 그늘막 등

생활SOC 복합화 사업 선정(2019. 10.)
소통감사담당관 신설(2019. 1.)
 극적인 현장 소통과 공감행정, 신속한 대처
적
한통레미콘 문제해결 및 감만부두 유해물질 저장소 철회
2019.1.1. 신설 운영

2019 도심보행길 공모사업 선정(2019. 3.)
 년평화의 길 명품 탐방로 조성, 2020. 3. 준공
청
- 경성대·부경대학가 및 UN평화문화특구 일원
도심 숨은 명소길(우암동 마실길) 조성, 2020. 6. 준공
- 우암동 127-142번지 일원

 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우암동 복합청사, 남구청 별관 건립
생
수영장, 다목적 체육관, 생활문화센터, 건강생활지원센터,
작은도서관 등
총 322억원(국비 66, 지방비 등 256)

용호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2019. 10.)
 호동 521번지 일원, A=54,598.5㎡, 2022.12. 준공
용
마을플랫폼 및 마을생활문화센터 조성, 순환형 임대주택 등
총 124억원(국비 52, 지방비 등 72)

우암부두 해양산업클러스터 착공(2019. 12.)
용호부두 폐쇄(2019. 5.) 및 재개발
용호동 5-17번지 일원, A=37,717㎡
폐쇄 후 용호부두 종합개발수립 용역 시행 중
특급호텔, 특색있는 수변공원 등 다양한 즐길거리가 있는
공간 조성

 암동 우암부두 일원, A=178,679㎡
우
총 277.4억원(국비 61.7, 시비 60.2, BPA 155.5)
기반시설, 지원시설(관리동, 연구동) 조성
※ 요트·보트산업 및 첨단해양플랜트업 유치 ※ 정부지원시설 현황

- 부산 마리나 비즈센터, 부산 남구 지식산업센터, 수소연료 선박플랫폼 구축

청년 일자리 창출(2019. 1.~12.)

종량제 봉투가격 인하(2019. 7.)
 산광역시 남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개정
부
종량제봉투 가격 10% 내외 인하를 통한 가계부담 경감
2019.7.1. 시행

8

 이커스페이스 공모 선정(VR/AR/영상/3D프린터 제작 실습 등, 2.5억원)
메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사업(3개사업 110명, 5.8억원)
드래곤밸리 청년일자리 프로젝트 사업선정(창업기업 33개소 지원, 8.7억원)
비즈니스서비스산업 특화구역 지원사업 선정(조선해양기업 60개, 1.7억원)
부산 OK일자리 사업 선정(재난안전분야 드론활용 전문인력 양성 15명, 0.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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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주요성과

주요성과

01

Tram City, Busan Nam Gu

즐거움이 있는 문화와 교육,
관광의 도시를 실현했습니다.
축제와 문화 예술의 향유 기회 확대 및 관광콘텐츠 개발
•백운포 달맞이 축제, 오륙도 평화축제 : 56,500명
•한여름 밤의 음악회 : 감만창의문화촌, 400명
•플리마켓(UN美장터) : 평화공원 일원, 2,000명(5월, 10월)
•문화가 있는 날(8회), 유엔미토요예술마당(10회, 평화공원)
•남구 홍보 연극제작 및 공연(소막마실 가는날) : 8회, 50백만원
•오륙도 해파랑길 관광안내소 증축 : 1동(2층), 202.03㎡
•5G VR(가상현실) 관광 홍보관 개소
•오륙도스카이워크 쿨링포그시스템 설치 : L=103m

주요성과

02

Tram City, Busan Nam Gu

다같이 행복한
복지행정 구축에 노력했습니다.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함께하는 복지서비스 제공
•복지사각지대 발굴 · 지원 위기 상황별 전수조사
•중장년층 1인가구, 65세 이상 독거노인 등 총 4회 37,616명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추진 : 『동화야 놀자』 등 10개 사업 1,507백만원
•다복동 플러스 센터 운영 : 주민역량강화사업 등 24개 사업 120백만원
•『남구 명예 사회복지공무원 촘촘복지단』 운영 : 17개동 2,500명
•고독사 예방 특화 프로그램 운영
-『365일 스마트 희망시그널』 주2회 2,000명, 고독생(生) 톡!톡!콘서트 150명 등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지원 : 1,657명 1,138백만원
•경로당 신설(이전) 및 시설 개 · 보수 : 81개소 682백만원
•장애인 일자리 제공 : 일반형 및 복지일자리 84명 1,104백만원
•치매안심마을조성, 치매파트너 양성 1,322명, 인식개선 교육홍보 217명
•으랏차차 건강교실(경로당 14개소), 찾아가는 실버대학(노인대학 11개소)

생활체육활성화 기반 마련
더불어 행복한 가족친화 환경 조성

•오륙도사랑 걷기축제(2월, 10월) : 2회 6,000여명
•생활체육동호인 체육대회 개최 : 10개 종목 3,000여명
•생활체육진흥 교실 운영 : 5개 사업 15,000여명
•생활체육지도자 방문 교실 : 129개 프로그램 72,777여명
•동네체육시설 관리 및 보강 : 56개소 70백만원
•시민친화형 생활체육시설 조성 : 1개소 40백만원

어디서나 누리는 사람중심 평생학습 운영

•위기가정 사례관리 대상자 신규 발굴 : 267세대 402명
•위기가정 긴급지원사업 추진 : 2,161건 1,165백만원
•아동 발달환경을 고려한 맞춤형 사례관리 : 총 214세대 313명
•저소득층 자녀 교복지원사업 추진 : 208명, 62백만원
•한부모가족 양육 및 자립 지원 : 1,119명 1,718백만원
•아동과 여성이 안전한 안심귀갓길 조성 : 6개소 20백만원
•출산지원금 및 출산축하용품 지원 : 2,052명 620백만원
•아이돌봄 지원사업 : 315가구 1,196백만원
•임산부 등록관리 1,227명, 영  유아 건강검진 112명
•임산부, 영  유아 의료비 및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 434명

•제13,14기 등대빛 아카데미 : 6회 1,725명 참여 19백만원

사람 중심의 맞춤형 일자리 지원

•행복(평생)학습센터 운영 : 125개 강좌 133백만원
•제6회 부산 남구 평생학습박람회 : 44개 기관 29백만원

•비즈니스서비스산업 특화구역 지원 : 조선해양기업 60개 170백만원
•부산형 OK 일자리 사업 추진 : 재난안전 드론활용 전문인력 양성 15명 50백만원
•남구 일자리 박람회 : 45개 기업 1500여명 참여
•사회적경제기업 알리미 페스티벌 : 21개 사회적 기업 등 1,000여명 참여
•지역일자리 목표공시제 일자리 창출 : 10,316명(102%)
•일자리정보센터 운영 : 취업연계 3,707명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제정 : 2019.12.24. 공포

•남구시민대학(원) 운영 : 138명 31백만원
•찾아가는 평생학습 실천 : 배달강좌 40개 32백만원
•소외계층 평생학습 지원 : 과학교실 등 17개소 84백만원

10

11

2019. 주요성과

주요성과

03

Tram City, Busan Nam Gu

여유로운 삶이 있는
친환경 녹색도시를 조성했습니다.
도심속 산림자원 보호 및 녹색공간 조성

주요성과

04

미래 성장 기반 구축에
노력했습니다.
우암부두 해양산업클러스터 착공

•장자산 숲체험장 조성 : 숲속관찰전망대, 경사줄타기 등 150백만원

•우암동 우암부두 일원, A=178,679㎡

•남부운전면허시험장 교차로 교통섬 정비 : 소나무 등 6종 2,053주 206백만원

•총 277.4억원(국비 61.7, 시비 60.2, BPA 155.5)

•분포로 외 1개소 가로화단 조성 : 꽃댕강 등 7종 6,906주 146백만원

•기반시설, 지원시설(관리동, 연구동) 조성

•부산국제금융센터 일원 가로화단 조성 : 꽃댕강 등 2종 2,480주 80백만원

Tram City, Busan Nam Gu

※ 요트·보트산업 및 첨단해양플랜트업 유치

•문현터널 상부공간 공원화 사업 : 토목공정 추진 2,311백만원
•황령산 생태숲 조성(2-1단계) : 수목 및 편의시설 384백만원
•쌈지공원 조성 : 감만, 우암, 양지골 등 3개소 471백만원
•꽃벽 6개소 1,928m, 가로등 및 난간 걸이화분 11개 노선 1,026개, 118백만원

다함께 행복한 도시재생사업 추진
•용호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2019.10.) : 총사업비 124억원
•남구 경제기반형 도시재생뉴딜사업 개발전략 수립용역 : 35백만원

다양한 기후변화에 대응한 친환경 생활문화 확산

•행복마을 만들기 사업 : 양달마을 및 참살이 마을 21백만원
•마을지기사무소 운영 : 전기시설 등 집수리 및 공구대여 등 2,305건 75백만원
•소막마을 새뜰마을사업 : 주민공동체센터 설치 등 3,357백만원

•저탄소 명절보내기 및 대중교통이용 캠페인 : 3회 113명

•우암동 문화복합형 주거환경관리사업 : 소막사 원형복원 등 3,160백만원

•온실가스 진단 · 컨설팅사업 : 187세대(가정 · 상가)

•폐가 철거(3개소 8동) 사업 : 쉼터 및 텃밭 조성 74백만원

•찾아가는 기후학교 : 용문초등학교 7개 학급 196명

•재개발ㆍ재건축 정비사업 활성화 : 정비구역변경 등 추진 단계별 행정지원 강화 등

•Eco-School 환경체험교실 : 해연중학교, 대천중학교 134명
•반딧불이 체험행사 개최 : 글짓기 · 그림대회 및 환경 체험행사(1,400명)

무가선 저상트램 오륙도선 실증노선 추진(2019.1. 선정)

•탄소포인트제 운영 인센티브 지급 : 3,781세대 55백만원
•기후변화 및 탄소포인트제 홍보 : 2회 200명

•용소삼거리(경성대) ~ TBN교통방송국 ~ LG메트로시티 ~ 이기대 입구
•총사업비 470억원, L=1.9㎞, 정거장 5개소, 차량기지 1개소

쾌적하고 활기찬 도시환경 조성

•2022. 상용화

•평화공원 및 용호만 녹지 정비 : 야간조명 및 유모차길 조성 등 132백만원
•무제등소공원 경관조명 설치 : 신선의 산 조형물, 핸드레일 조명 등 80백만원
•이기대공원 등 태풍 피해 복구 : 낙석방지 및 데크 등 366백만원
•당곡공원 정비 : 산책로 351m, 목계단 166단, 가드레일 12m 등 100백만원
•가로수 보식 : 유엔평화로 등 8개 노선 왕벚나무 등 4종 38주 38백만원
•재해위험목 정비 : 은행나무 등 13종 98주(전정 및 벌목) 37백만원

생활SOC 복합화 사업 추진(2019.10. 선정)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수영장, 다목적체육관, 작은도서관 등)
- 총사업비 169억원, 연면적 4,400㎡, 지하 1층 / 지상 2층,
•우암동 복합청사(행정복지센터, 생활문화센터, 건강생활지원센터 등)
- 총사업비 80.62억원, 연면적 1,760㎡, 지상 6층
•남구청 별관(업무시설, 생활문화센터, 다함께 돌봄센터 등)
- 총사업비 73.29억원, 연면적 2,470㎡, 지상 7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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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주요성과

주요성과

05

남구를

Tram City, Busan Nam Gu

주민과 함께하는
열린구정을 실현했습니다.

낸 자랑스러운 일들

총 44건(중앙기관 12개, 부산광역시 29건, 외부 3건)
상사업비 596백만원, 시상금 175백만원

중앙기관(12개 분야)
최우수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추진실적 평가 (행정안전부)
 착한가격업소 제도정착 우수시책 평가 (행정안전부)

현장 중심의 소통 · 공감 행정 구현



•현장중심 맞춤형 공공갈등 조정 및 해결 : 용당동 레미콘 공장 설립반대 등 2건
•직소민원실 설치 및 확대 운영 : 443건 접수, 433건 종결, 10건 불가
•구청장 동 방문주민대화 추진 : 전 동 순회방문, 2회 949명, 건의 182건
•구청장과 함께하는 『차 한 잔의 데이트』 운영 : 3회(청년, 장애인, 소상공인)
•민생탐방! 찾아가는 『현장 소통 & 공감의 날』 운영 : 13개 부서, 50회




지역일자리 목표공시제 평가 (고용노동부)
우수 치매관리 프로그램상 (보건복지부)

우 수
지방재정 확대 평가 (행정안전부)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결과 평가 (보건복지부)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평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건강증진사업 우수기관 (보건복지부)

주민이 알기쉬운 결산보고서 우수단체 (행정안전부)
겨울철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우수지자체 (보건복지부)
 지역보건의료계획 평가 (보건복지부)






장 려

주민참여를 통한 신뢰받는 책임행정 실현



정부혁신평가 우수기관 (행정안전부)

부산광역시(29개 분야)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활성화

최우수

- 구성 : 36명(위원장 및 위원 전원 민간인 구성)
- 예산편성 주민의견 수렴(36건 접수 26건 반영), 주민참여예산학교 운영(9월)
•명예감사관 제보 등 구민불편 적극해소 : 112건
•동장순찰 및 견문보고 처리 : 동장순찰 4,334건, 견문보고 1,161건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갈맷길 관리, 운영 평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목표제 평가
 치매관리사업 종합 평가

재정 신속집행 추진실적 평가
구 · 군 사회복지분야 종합평가
 지역건설업체 참여지원 실적 평가






우 수

작지만 확실한 행복! 소확행 사업

안녕 캠페인 우수사례 경진대회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평가
 여성친화도시 조성 우수기관
 구 · 군 일자리창출사업 추진실적 평가
 교통분야 종합평가
 결핵관리사업 종합평가
 보건소 종합평가
 모자보건사업 자체 평가

지방세정 운영실적 종합평가
구 · 군 여성가족정책 평가
 음식문화개선사업 업무평가
 산불방지유공기관 평가
 보건소 국가예방접종사업 우수기관
 신종, 재출현 감염병 위기관리 대응 훈련 우수기관
 마을건강센터사업 최종 평가



•폭염 대비 그늘막 30개소, 무더위쉼터 104개소 운영
•무료 어린이 물놀이장 개장(2개소) : 평화공원, 백운포 체육공원
•구청사 앞 쿨링포그 설치 : 6개
•어린이보호구역내 LED바닥형 보행신호등 설치 : 2개소 35백만원
•버스 승객 대기시설 및 LED 조명등 설치 : 19개소 74백만원
•안심귀가 골목길 고보조명 설치 : 11개소 24백만원




장 려
지식행정추진 우수기관
 온(ON) 부산 평가
 지방세 체납액 정리실적 평가
 도시기초시설물 선진화사업 평가

구 · 군 주민참여제도 운영실적 평가
구 · 군 주민자치회 운영 평가
 구 · 군 폐전지 재활용 실적 종합평가






외부기관(3개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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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7기 기초단체장 공약실천계획서 평가 (SA등급)
청년친화헌정대상 우수기초자치단체 (종합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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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 일자리 및 경제분야 (최우수)

사계절이 푸른자연과
아이들의 희망과 미래가 있는

부산광역시

Ⅰ
문화와 관광의

소통과 섬김의

Ⅱ

Ⅲ

Ⅳ

사람 중심의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재생을 통한

평화도시

행복도시

부산광역시

Ⅴ

2020
주요업무계획

청정도시

열린구정

균형발전

2020. 주요업무계획

Ⅰ

문화와 관광의
평화도시
다시 찾고 싶은 문화와 관광의 도시 구현
세계평화의 상징도시 남구 조성
미래를 위한 생활문화 인프라 확충

다시 찾고 싶은 문화와 관광의 도시 구현
참여하고 함께 즐기는 문화예술 활성화
•백운포 달맞이 축제(2020. 2.) : 백운포체육공원, 기원제, 달집태우기 등
•한여름 밤의 음악회(2020. 8.) : 관내, 클래식, 대중가요 등 공연
•제24회 오륙도 평화축제(2020. 10.) : 평화공원 일원, 평화음악회, 박람회 등
•구민과 교감하는 문화예술 향유기회 확대
- 문화가 있는 날(매월 마지막 금요일, 관내),
대학로 놀이터(6월~10월, 부경대 야외공연장),
유엔미토요예술마당(4월~10월, 평화공원, 캘리그라피 등)

남구만의 특별함이 있는 관광 콘텐츠 개발
•5G 기반 VR미디어 관광체험관 조성
•오륙도 경관개선사업 추진 : 이기대 자연마당 경관조명 설치
•남구 투어 운영 : 포토존 스탬프 투어, 외국유학생 팸 투어, 야경 투어 등
•신규관광지 및 투어코스 개발, 관광 공모사업 적극 참여

수요자 중심의 관광지 운영
•주요 관광지 내 포토존 설치
•찾아가는 남구문화관광해설사 운영 : 11명, 연중
•관광안내원(영어, 일본어, 중국어) 및 안전관리요원 상시 배치

『오륙도스카이워크』 관광 활성화
•위치 : 오륙도 스카이워크 광장 일원
•규모 : 스카이워크 확장(L=15m → 30m), 인공폭포 , 음악분수,
랜드마크 조형물
•사업기간 : 2020. ~ 2021.

용호부두 재개발
•위치 : 용호동 5-17번지 일원, A=37,717㎡
•사업기간 : 2018. ~ 2024. 이후
•특급호텔, 특색있는 수변공원 등 다양한 즐길거리가 있는 공간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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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주요업무계획

세계평화의 상징도시 남구 조성
UN국제컨벤션센터 유치

미래를 위한 생활문화 인프라 확충
공공도서관 건립(2022. 준공예정)

•위치 : 우암부두 및 배후 ODCY 등 남구 일원
•사업기간 : 2018. ~ 2030.(중 · 장기 사업)
•사업내용 : 2030월드엑스포와 연계한 남구지역내 UN국제컨벤션센터 유치

UN평화문화특구 연장 신청

•위치 : 우암동 61-38번지 일원
•규모 : 지하 1층 / 지상 3층, 연면적 1,817.7㎡, 87.97억원
•사업기간 : 2018. ~ 2022.

백년미래를 열어가는 평생학습 기반 구축

•신청기간 : 2020.7. ~ 12.(특구 만료일 : 2020.12.31.)
•신 청 처 : 중소벤처기업부
•신청내용 : 완료사업 정비 및 특구 계획변경(신규사업 추가, 기간연장)
- 세계평화공원 사업(유엔기념광장 조성 등) 추진 내용 반영

UN평화문화특구 협업 및 평화콘텐츠 활성화
•UN평화문화특구 기관 연계사업 확대 및 활성화
- 특구 협업기관 정례회의 개최, 남구신문 특구 소식란 게재 등 정보 공유
- 평화, 역사, 문화, 예술 특화 프로그램 발굴 및 공동 행사  사업 등 추진
- 특구 內 기관 통합 홍보 리플릿 및 BI 홍보물 제작
•평화특화프로그램 운영 : 남구이야기 동화 창작하기 등 4개 강좌
•국제교류 활성화 추진
- 국제평화도시 남구의 특성을 중심으로 발전적 교류사업 연계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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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특화프로그램 운영 : 슈퍼대디 교실 등 4개 강좌 8백만원
•학습형일자리 창출 : 마을강사, 배달강사 등 30명 양성
•소외계층 평생학습 지원 : 과학교실 등 17개소 86백만원
•행복(평생)학습센터 운영 : 130개 강좌 186백만원
•남구시민대학(원) 운영 : 130명 37백만원
•대학 및 민관기관 협력 · 지원 : 16개 기관 68백만원
•평생학습 우수동아리 공모 지원 : 17개 동아리 17백만원

생활체육 저변 확대를 위한 지원 및 인프라 확충
•생활체육 아침광장 및 무료교실 운영 : 5개소(연중)
•오륙도사랑 걷기대회(연2회), 생활체육동호인 체육대회 개최(5월)
•동네체육시설 현장점검 및 정비 보강(연중 수시)
•백운포체육공원 시설 개선
- 풋살구장(2, 3, 4구장) 인조잔디 교체, 야구장 및 복합구장 안전시설 설치
- 테니스장 관람석 증설, 조명 및 캐노피 설치 등
•동계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남구빙상장 운영
- 가족빙상 체험, 주말 · 방학특강 등 수요자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 프리랜서 우수강사 보강 등 안정적 운영을 위한 인프라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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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사람 중심의
행복도시
주민이 만들어가는 포용복지
함께하는 희망복지 활성화
누구나 누리는 맞춤형 복지서비스 구현
사람 중심의 행복한 일자리 창출

더불어 행복한 포용복지 실현
주민이 만들어가는 포용복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를 통한 지역사회 보장 증진
- 연차별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 5개 추진전략별 25개 세부사업
- 법령에 따른 안건심의을 위한 심의회 개최 : 12회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교육 및 워크숍 : 2회
-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 시행 · 평가에 대한 자문 및 심의 : 3회
•주민복지 공모사업 『나는 복지 플래너』 추진
- 사업기간 : 2020. 5. ~ 12.
-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 및 복지사각 지대 발굴 등
주민이 참여하는 복지 아이디어 공모
•『살맛나는 우리 마을』 톡! 톡! 콘서트 개최(2020. 6.)
- 장소 및 대상 : 남구청 대강당,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주민 등 200여명
- 내용 : 주민 스스로 선정한 복지 주제를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토의

민·관 협력 네트워크 및 복지서비스 강화를
통한 균형복지
•주민과 함께하는 우리동네 복지안전망 구축·운영
- 남구 명예 사회복지공무원 촘촘복지단 : 17개동 2,500명
•제13회 『남구복지박람회』 개최 : 2020. 10.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수행 : 시각장애인안마서비스 등 10개 사업
•사회복지관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 3개소 2,215백만원
•민·관 파트너십 구축을 위한 사회복지사 『역량강화사업』 (10월)
•감염병 24시간 대응체계 상시 구축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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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하는 희망복지 활성화
남구형 통합돌봄 서비스 개발

누구나 누리는 맞춤형 복지서비스 구현
수혜자 중심의 복지서비스 강화

•건강취약지역 건강인프라 확충
- 마을건강센터, 건강생활지원센터
- 지역주민 건강상담 및 관리, 건강프로그램 운영, 주민참여형 건강활동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체험홈 운영(연중)
- 대 상 : 시설퇴소 후 체험홈 이용 중증장애인 30명
- 자립생활 캠프, 자립생활 중 · 단기 체험 프로그램, 지역사회적응
프로그램 운영
•장애인 보행안전 『배리어프리 거리』 조성(2020. 2. ~ 2021. 12.)
- 보행환경 개선을 통한 교통약자 이동편의 도모
- 안전휀스 설치, 인도변 보도블럭 교체, 엘리베이터 설치 등
•민 · 관 협력 장애인 커뮤니티케어사업 추진(2020. 2. ~ 2020. 12.)
- 장애아동 정서지원 『가정위탁프로그램』 : 63명 5백만원
- 실생활권 중심 돌봄체계 구축사업 『세상품애』 : 13명 10백만원
•커뮤니티케어 공모사업 응모 추진(2020. 3. ~ 계속)
- 추진체계 구축, 주거, 건강의료, 요양돌봄, 서비스 연계 사업 등

이웃과 함께하는 행복나누기 사업
•이웃돕기 성금(품)자원 발굴 및 연계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사업 : 단열공사 및 냉난방기 등 지원, 150가구
•따뜻한 겨울나기 지원 「미리메리크리스마스 시즌6」 사업 추진
- 에너지 취약계층 390세대, 겨울 난방용품 지원
•저소득층 자녀 교복지원 : 200명 60백만원
•희망의 연결고리 사업 추진 : 남구신문 , 부산일보 언론사 연계 추진
•기부식품제공사업 활성화 : 동행푸드마켓, 기초푸드뱅크 운영

신속한 위기가구 긴급 서비스 운영
•긴급지원사업 추진 :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 1,165백만원
•복지사각지대 발굴 · 지원을 위한 위기 상황별 전수조사 추진
- 겨울철 전수조사(1월 ~ 2월), 동별 자율 사각지대 발굴 전수조사
(3월 ~ 5월)
- 전수조사 단기인력 17명 배치
•1인 가구 안부확인 서비스 『365일 스마트 희망시그널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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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사회 대비 안정적인 노후 및 여가생활 지원
- 기초연금 지원, 무의탁 노인세대 지원,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등
- 경로당 신설(이전) 및 시설 개 · 보수 : 70개소, 175백만원
- 경로당 찾아가는 강좌 프로그램 운영 : 60개소, 42백만원
- 노인복지관 및 노인대학 프로그램 운영 지원
•사회적 약자를 위한 안전망 구축 및 권익증진
- 여성친화도시 사업 시행 : 5대 목표별 12개 과제
- 여성 리더십 향상 : 오륙도 여성대학 운영, 남구여성대회 개최
- 안심귀갓길 조성 : 3개소, 12백만원
•아이와 부모 모두가 행복한 보육서비스 실현
- 평가인증 어린이 집 확대 : 119개소 → 125개소
-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 17개소, 1,647백만원
- 시간연장형 어린이집 운영 지원 : 18개소 388백만원
- 영유아 보육료 지원 : 3,000명, 19,914백만원
- 아이돌봄지원 사업 : 1,600가구, 2,437백만원
•경로당 주치의 사업 확대(30개소 → 50개소)

함께 행복해지는 복지기반 조성
•남구 꿈나무종합지원센터 건립(2021.10. 준공예정)
- 위 치 : 대연동 317-5번지 일원(現 민방위교육장)
- 규 모 : 지하 1층 / 지상 4층, 연면적 4,030㎡, 92억원
- 주요시설 : 육아종합지원센터, 다함께돌봄센터 등
•문현 노인복지관 건립(2020. 12. 준공예정)
- 위 치 : 문현동 655-39번지 일원
- 규 모 : 지상 4층, 연면적 900㎡, 50.6억원
•긴급 아이돌봄서비스 확대 운영
- 돌봄기관(지역아동센터) 부재 또는 인구유입, 출생으로
돌봄수요가 많고 기관이 부족한 지역 우선 선정
- 최소면적 66㎡(정원 20명), 만 6세 ~ 만 12세 아동 돌봄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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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중심의 행복한 일자리 창출
다같이 행복해지는 최고의 복지, 일자리 창출
•『지역일자리 목표공시제』 : 2020년 일자리 목표 10,200개
- 5대 중점사업 추진 : 직접일자리, 직업훈련, 고용서비스, 창업, 민간기업유치
- 일자리 박람회(10월) : 구인업체 45개사, 1,500명 참여
•비즈니스서비스산업 특화구역 지원 사업 : 170백만원
- 사업대상 : 드래곤밸리 상주업체 등
- 특화구역 브랜드화, 공동채용박람회 개최, 해외수주추진단 구성 등
•기업 및 직종별 맞춤형 『미니 박람회』 개최(연 2회)

지역상권 활성화 및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

Ⅲ

안전하고 쾌적한
청정도시
안전하고 쾌적한 친환경도시 조성
주민과 공존하는 녹색 힐링공간 조성
주민과 참여 녹색생활문화 활성화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사업 추진
- 동성하이타운상가시장 노후 바닥타일 교체 : 55백만원
- 못골골목시장 주차장 무인주차시스템 설치 : 70백만원
- 용호삼성시장 시장경영바우처 지원 : 33백만원
- 소규모 환경개선사업 추진 : 12개소, 사업별 40백만원 이내
•소상공인 지원대책 강화
- 소상공인 간편결제 서비스 『제로페이』 적극 추진
- 더불어 함께 잘사는 공공안심상가 조성
•부산남구사랑상품권 발행(규모 57억원)

사람에 투자하는 ㈜부산남구미래 설립 추진(2021. 설립 예정)
•창업초기기업, 사회적기업, 청년창업기업 등에 투자하여 일자리 창출
•추진계획
- 2020. 1. ∼ 2. 설립 관련 선행절차 추진(위원회 심의, 시 협의 등)
- 2020. 3. ∼ 12. 관련 조례 제정 및 출자금 등 예산확보
- 2021. 1. ∼ 9. 운용인력 확보 및 법인설립, 창투사 등록

인생후반전지원센터 조성(2022. 준공 예정)
•중 · 장년층 베이비부머 세대의 교육 · 재취업 등 제2의 인생설계 지원
•위치 : 용호동 23번지 일원(환경공단 사택부지)
•규모 : 지상 3층, 연면적 1,500㎡, 40억원
•주요시설 : 중장년층 지원센터, 일자리종합지원센터, 공공안심상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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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하고 쾌적한 친환경도시 조성
문현동 생태숲 조성(2020.12. 준공)

주민과 공존하는 녹색 힐링공간 조성
도심속 녹색공간 정비 및 조성

•위치 및 규모 : 문현동 산56-5번지 일원, A=28,101㎡
•사업기간 : 2014. ~ 2020.
•사 업 비 : 65억원
•사업내용 : 생태숲, 휴양시설, 운동시설, 편의시설 등 조성

문현터널 상부공간 공원화 사업(2020.10. 준공)
•위치 : 대연6동 문현터널 입구(연포교 일원)
•규모 : A=2,253㎡(L=40m, B=55m)
•사업기간 : 2016. ~ 2020.
•사 업 비 : 61.92억원
•사업내용 : 도로복개 및 주민휴식·커뮤니티 공간 등 조성

건강한 산림자원 육성
•소나무 재선충 방제 : 피해고사목 및 지상방제 150ha(51백만원)
•산림자원 조성관리사업 : 숲가꾸기 60ha, 조림 1ha(161백만원)
•산림병해충 예찰 · 방제단 운영 : 1개단 6명, 132백만원
•황령산 임도 사면 정비 등(223백만원), 등산로 정비(2km, 64백만원)

예방중심의 재난관리로 주민 안전 확보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 24시간 상황 관리체계 구축, 접수 · 보고체계 일원화
•2020 남구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자연 · 사회재난 행동매뉴얼 현행화
•재난 예 · 경보체계 구축 사업시행 : 재난CCTV, 재난무선방송시스템 설치 등
•기상특보 사항 및 재난 문자 전송 : 단체원(SMS), 지역 주민(CBS)
•여름철 폭염 대책 : 그늘막 추가, 한낮 간선도로 살수차 운행 및
쿨링로드 설치 등
•겨울철 한파 대책 : 한
 파 저감시설 및 쉼터 지정 · 운영, 제설용 장비 및
자재 확보

28

•문현터널 주변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2020. 6. 준공)
- A=17,880㎡, 300백만원
•평화공원 내 야생화 군락지 조성(2020. 12. 준공)
- A=2,000㎡, 연못 수생식물 및 야생화 식재 30백만원
•이기대 황칠나무 숲길 조성(2020. 6. 준공)
- 이기대공원 어울마당 ~ 해녀막사 해안산책로 인근
- A=4,000㎡, 기반조성 및 황칠나무 등 1,058주 식재 30백만원
•이기대 자연마당 정비(2020. 6. 준공)
- A=2,000㎡, 야생화군락지, 습지식물 식재, 조망공간 설치 등,
30백만원

주요 간선로변 사계절 꽃도시 조성
•신선로 가로화단 조성(2020. 6. 준공) : 감만동 254-4번지 일원
- A=730㎡(L=730m, B=1m), 기반조성 및 수목 9,000주 식재,
200백만원
•꽃벽 6개소 1,928m / 가로등 및 난간 걸이화분 11개 노선 1,026개,
130백만원

품격있는 가로수·녹지대 관리
•가로수관리
- 보 식 : 이기대공원로 등 7개 노선 느티나무 등 3종 20주, 20백만원
- 전정 및 보호틀 정비 : 남동천로 등 4개 노선 200주, 50백만원
- 병충해방제 : 석포로 등 6개 노선 느티나무 등 800주, 10백만원
•녹지대 및 시설물관리 : 수목 및 시설물 정비 등 30백만원
•구청사 및 백운포 체육공원 내 수목 및 시설물 관리, 30백만원
- 청사 수목정비 등 10백만원, 백운포 체육공원 내 수목보식 등 20백만원
•재해위험목 정비 : 재해위험목 벌목 및 전정 약 27주, 40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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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 녹색생활문화 활성화
저탄소 녹색성장 실천운동 확산
•가정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무료진단·컨설팅 실시 : 200세대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추진(기준배출량 대비 30% 감축목표)
•그린아파트 경진대회 : 저탄소 녹색생활실천 우수APT 3개소 시상
•탄소포인트제 활성화 : 아파트단지 및 개인 가입(200세대)
•친환경 행사 추진 : 세계 물의 날, 자동차 없는 날, 저탄소실천 캠페인 등
•승용차요일제 활성화 : 참
 여목표대수 18,000대
(대상 46,720대, 누계 17,704대)

Ⅳ

도시재생을 통한
균형발전
균형발전을 위한 도시기반 구축
주민을 위한 쾌적한 행복마을 조성
함께 발전하고 더불어 행복한 도시재생 추진

주민참여 프로그램 확대
•『이기대 반딧불이』와 함께하는 환경축제 : 학생 등 주민 5,000여명
(2020. 6월중)
- 환경 체험 프로그램, 반딧불이 탐사, 글짓기 및 그림대회 등
•초등학교 연계 기후학교 운영 : 기후변화대응 환경교육, 초등학생 500명

미세먼지 저감사업 추진(2020. 9. 완료)
•미세먼지 신호등, 미세먼지 미스트 및 놀이터 개수대 설치(12개소)
- 사 업 비 : 128백만원
- 신호등 및 미스트 : 공원 등 유동인구 많은 지역(8개소)
- 개 수 대 : 관내 공공공원 및 어린이놀이터(4개소)
•대기배출시설(53개소) 및 비산먼지 발생사업장(72개소) 점검

자원 순환 생활화
•자원 순환과 재활용을 위한 주민 참여 『구민나눔장터』 운영 : 7회
•비경제성재활용품(종이팩, 폐형광등, 폐건전지) 집중수거 및 홍보 강화
•음식물쓰레기 감량실적 우수공동주택 인센티브 제공
•1회용품 사용 규제대상 사업장 지도 · 점검 및 홍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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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발전을 위한 도시기반 구축
무가선 저상트램 오륙도선 실증노선 사업(2022. 상용화 예정)
•노

선 : 용소삼거리(경성대)~부경대~TBN교통방송국~
LG메트로시티~이기대입구
•규
모 : L=1.9㎞, 정거장 5개소, 차량기지 1개소
•차량시스템 : 무가선 저상트램
•총사업비 : 470억원(국110, 시360)

해양산업클러스터 활성화 및 항만도시 재생
•위
치 : 우암동 우암부두 일원
•규
모 : A=178,679㎡[기반시설, 지원시설(관리동, 연구동)]
•총사업비 : 277.4억원(국 61.7, 시 60.2, BPA 155.5)
•핵심산업 : 해양레저기기/장비제조, 선박·해양플랜트 부분품 제조업
•정부지원시설 현황
사업명

규모

총사업비

부산 마리나 비즈니스센터
(2021. 착공)

A=20,158㎡, 5층

480억원
(국 240, 시 240)

부산 남구 지식산업센터
(2020. 착공)

A=6,000㎡, 7층

274억원
(국160, 시114)

수소연료 선박 플랫폼 구축
(2021. 착공)

A=5,000㎡, 5층

381억원
(국260, 시100, 기타 21)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2022. 준공)
•위
치 : 용호동 895-3번지 백운포체육공원 내
•규
모 : 지하1층 / 지상2층, 연면적 4,400㎡
•총사업비 : 169억원(국 41, 시 53, 구 75)
•주요시설 : 다목적 체육관, 수영장, 작은도서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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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을 위한 쾌적한 행복마을 조성
주민체감 도시재생 사업 추진
•소막마을 내 주민생활시설 사업추진 마무리(2020.12. 준공)
- 우암동 189번지 일원, 600백만원
•소막사 원형복원 및 복합커뮤니티센터 조성(2021.12. 준공)
- 우암동 189-1123번지 일원, 지상 1층, 연면적 334㎡, 840백만원
•주택가 소규모 공영주차장 건설(4개소, 6,045백만원)
•교통난 해소를 위한 마스터플랜 사업추진 : 문현교차로 교통체계개선
사업 등 14개 사업, 28,275백만원)

폐·공가 철거 및 햇살둥지사업 추진
•폐·공가 철거 추진 · 동당 10백만원 지원
- 도시환경 저해요인 차단 및 주거생활 환경정비
•햇살둥지사업 추진 · 총 공사비의 2/3 범위내 최고 18백만원 지원
- 리모델링 후 지방학생, 저소득 주민에게 주변 시세의 반값으로 임대

재개발ㆍ재건축 정비사업을 통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정비사업 대상구역 현황

(단위 : 개소)

계

재개발

재건축

주거환경

36

17

5

14

•원활한 정비사업 추진
- 대연8 · 우암6재개발 : 조합설립인가
- 용호2 · 문현1 · 문현3재개발, 대연3재건축 : 사업시행인가
- 감만1재개발 : 관리처분계획인가
-대
 연3 · 대연4 · 용호3 · 우암1 · 우암2재개발, 대연2 · 4재건축 :
공사 행정 지원
- 대연2 · 대연5 · 대연6 · 대연7재개발 : 조합해산 예정
•정비사업 추진역량 제고를 위한 관계자 교육 등 행정지원 : 연 2회
•정비사업 추진갈등 완화를 위한 구역별 후견인제 및 T/F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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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발전하고 더불어 행복한 도시재생 추진
용호동 도시재생 뉴딜사업(2022. 준공)
•사 업 명 : 『용호 대가족』 프로젝트
•위
치 : 용호동 521번지 일원
•규
모 : A=54,598.5㎡
•사 업 비 : 124억원(국 52, 시 26, 구 26, 공기업 20)
•세부사업 : 마을플랫폼 조성, 마을생활문화센터 조성, 집수리 사업 등

남구형 도시재생 활성화 추진 및 주민역량 강화사업 추진
•행복마을 만들기 사업 추진 : 양달마을(우암동), 참살이마을(감만2동)
- 특화된 자립형 사업 지속 추진 및 다양한 프로그램 확충
•마을지기사무소 운영 : 우암동 · 감만동 및 문현동 단독주택 지역
- 주택유지 · 관리, 공구 대여, 택배보관 서비스 등 제공
•『찾아가는 도시재생교육』 등 주민대학 운영
•마을공동체 역량강화사업 공모사업 추진

Ⅴ

소통과 섬김의
열린구정
현장중심, 소통과 공감의 책임행정
주민이 주인인 참여하는 열린행정
신뢰받는 구정을 위한 청렴행정
고객감동의 선진 민원행정

부산외대 이전부지 개발사업 추진
•위
치 : 우암동 51-3번지 일원
•규
모 : A=132,118㎡
•추진내용 : 도시재생혁신지구 지정을 통한 거점시설 조성
- 산업 · 주거 · 여가를 포함한 복합시설 조정
- 인근 대학 및 연구시설과 연계한 개방형 사이언스파크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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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중심, 소통과 공감의 책임행정
책임있는 소통과 공감행정 구현

주민이 주인인 참여하는 열린행정
열린 재정 운영으로 재정의 투명성 확보

•구청장 직소민원실 운영 : 직원 1명 순환 근무(10:00~16:00)
•민생탐방! 찾아가는 『현장 소통&공감의 날』 운영 : 연중(수시)
- 부서장 중심 월1회 이상 운영을 통한 현장우선 책임행정 구현
•달리는 구청장실(소통car) 운영
- 대상민원 : 구청장실 방문민원 중 현장 확인이 필요한 민원
- 업무처리 절차
현장 확인
필요한
민원 접수

현장 확인 및
처리검토

민원처리 및
부서지정

민원처리및
결과보고
(부서▶직소실)

현장민원
관리카드 작성

직소민원실

달리는 구청장실
(소통car) 출동!

직소민원실

해당민원
지정부서

직소민원실

구민과 함께하는 참여행정 활성화
•『소통 365일』 구민과 함께하는 현장행정 실천
- 구청장 동 연두방문 : 구 · 동정 설명 및 주민과의 대화 등 현장소통
- 유관단체와의 소통 활성화 : 각급 단체회의시 건의사항 수렴 · 처리 등
•『구청장 1일 통장』 체험 : 연 17회(동별 1회)
•동장 일일순찰 확행 : 재해 · 재난 사전 예방, 주민불편사항 처리 등
•주민과 함께하는 소통부스 운영 : 연중(축제 및 정책 · 사업 추진 시)
- 주민의 다양한 의견 경청하고 현장수렴 · 반영하는 양방향 소통행정

공공갈등 대응체계 구축 및 갈등관리 역량강화
•갈등관리 대응체계 구축 : 갈등관리소통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상반기)
- 현장중심 맞춤형 갈등조정 : 조정협의회, 갈등현안실무협의회 구성
•선제적 예방체계 구축 : 사전진단, 갈등경보, 갈등전문가 풀 구성
•갈등관리 인식제고 및 직원 역량강화 : 연 2회 16명

소통과 협력의 의정관계 정립
•구정현안 설명회 및 간담회 개최
•주요정책 협의, 국 · 시비 확보 공동 대응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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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로 참여행정 실현
- 소위원회별 특화사업 발굴, 예산학교 운영 확대, 제안사업 상시 접수
•재정정보 공개 : 재정공시(연 2회), 세입 · 세출예산 정보공개(매일)
•보조금 관리 : 지방보조금 지원심의·성과평가, 민간보조사업 정보공개 확대

나눔을 실천하는 구민참여 자원봉사
•SNS 서포터즈 홍보콘텐츠 제작 · 게시, 댓글, 공유 등 참여 확대
•페이스북 기획콘텐츠 제작, 블로그 운영 등 SNS 운영 강화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활용 구정 홍보 활성화
•비즈링, 행정전화 연결음 활용한 상시 홍보
•구정 홍보사진, 영상물 제작 홈페이지 및 DID 송출

양방향 소통홍보 강화
•자원봉사센터 역량강화 : 자원봉사 수요처 교육 추진, 직원 교육 강화
•자원봉사자 지원 : 평생실적관리, 인증배지수여, 주차요금 감면,
상해보험가입
•맞춤형 자원봉사교육 : 기업 · 학교 · 단체방문 교육,
재능나눔전문봉사단 양성
•프로그램 개발 · 보급 : 우수 프로그램 공모, 중식나눔, 집수리,
청렴문화봉사단 등
•지역밀착형자원봉사 : 자원봉사캠프확대 및 지역문제해결 프로그램 운영
•안전과 봉사 연계 : 찾아가는 재난안전교육, 노인보호구역(실버존) 홍보

맞춤형 남구신문 및 구정 신속 전파로 주민과 일체감 조성
•명예기자, 독자참여마당 활성화로 주민참여 지면 확대
•남구신문 홈페이지 관리 : PDF 파일, e-book 등 업로드
•모바일 부산남구신문 발간 : 접근성, 편리성 제고 및 독자층 확대
•구정정책 홍보를 위한 기자간담회 개최 : 정기(연 4회), 수시
•언론 광고를 통한 구정 홍보 강화 : 지면, 인터넷 배너, 캠페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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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주요업무계획

신뢰받는 구정을 위한 청렴행정
주민과 소통하는 열린감사

고객 감동의 선진 민원행정
고객과 함께 공감하는 친절서비스 역량강화

•주민참여 감사제도 운영 : 명예감사관제 활성화 등 주민참여방안 확대
•사전컨설팅 감사 활성화 : 인 · 허가 등 규제관련 업무 시행 전 타당성 검토
•취약분야 특별감찰 · 관리 : 해빙기 · 우수기 등 계절별 취약분야 감찰 강화
•상시기동 현장감찰반 운영 : 주
 민생활 불편요인, 안전저해행위 등
기동감찰 강화

법과 원칙이 있는 감사 ․ 감찰 실시

•친절마인드 함양 : 친절콘서트(1회), 워크숍(2회),
사상체질을 통한 친절교육
•대민행정 서비스 수준 향상 : 유기한 및 방문민원 출구조사
•친절 · 불친절 신고센터 운영 : 홈페이지 · 카드 · 전화 등 유형별 분석 개선
•전화응대 친절도 향상 : 전문업체 친절도 측정, 교육대상자 1:1코칭
•친절성 제고 민원행정서비스 평가 : 6개부서(구 3, 동 3) 표창

고객 감동 민원서비스 운영

•종합감사 : 시설관리사업소 및 6개동(2020. 3. ~ 4.) ▷ 3년 주기
•특정감사 : 민간위탁기관 운영실태감사 등 현실에 부합한 탄력 운영
•계약심사 : 건설공사 3억 이상 사업 등 행정낭비요인 사전제거 및
예산절감
•기강감찰 : 연말연시, 명절전 · 후 등 취약시기 집중감찰 및 수시감찰

구정 신뢰도 제고를 통한 청렴도 향상
•청렴실천 정착분위기 조성 : 청
 렴 · 청탁금지법 교육 실시,
청렴도서 지급 등
•부패 · 부조리 신고센터 확대 : 구
 청장 직통 부패신고 전화,
부조리 · 갑질신고센터 운영
•적극행정 공직문화 조성 : 적
 극행정 면책지원으로 소극적 업무처리
행태 개선
•자율적 내부통제기능 강화 : 청
 백-e시스템 상시 모니터링,
부적절사항 사전 조치

•민원처리 신속·공정성 제고 : 처리 단축률 향상, 지연민원제로화,
착오보상제
•민원 편의시책 추진 : 민원후견인제 운영, 민원편람 실시간 정비
•가족관계등록신고처리결과 SMS 통보 : 출생, 혼인, 개명신고
•혼인신고 포토존 운영 : 혼인신고 기념 인증 사진 촬영 및 소품 비치
•여권접수도우미 운영 : 노인, 다문화가정 등을 위한 전담 도우미 배치
•「야간 여권민원실」 운영 : 매주 수요일(18:00 ~ 20:00) 연장근무 실시
•「여권 우편 배송서비스」 운영 : 접수 시 등기배송 신청으로 1회 방문 처리
•국제운전면허증 원스톱 발급 : 여권 발급신청과 동시 접수신청 대행
•여권 유효기간 만료 사전 알림 서비스 실시 : 유효기간 만료 6개월,
3개월 전 발송
•무료법률상담실 상설 운영 : 매월 2, 4주 월요일
•무인민원 발급기 운영 : 10대

고객 중심의 열린 민원실
•배려대상자 민원서비스 제공 : 임산부 · 장애인·외국인 전용창구 운영
•방문고객 서비스 제공 : 안내도우미, 도움벨, VR공간, 구정홍보 공간 등
•고객 전용 셀프 공간 운영 : 복사기, 팩스기, 휴대폰충전기, PC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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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주요투자사업

2020 주요 투자사업
건설 · 건축 분야 (15개 사업 28,278백만원)
(단위 : 백만원)

사

2020
주요 투자사업

업

명

사업기간

사업내용

대연3동 용소부락지내 소방도로 개설

1996. ~ 2021. 이후

도로개설 L=94m, B=6m

1,186

부산항 연계수송도로 개설

1992. ~ 2021. 이후

도로개설 L=275m, B=10m

8,918

늘빛교회 도로확장

2018. ~ 2020.

도로확장 L=30m, B=15→20m

하수관로 신설(확충)공사(용당동)

2017. ~ 2021.

오수관로(D150~200) L=4,200m,
배수설비 132개소

문현동 수영로 일원 지반침하대책

2019. ~ 2020.

지반침하 위험도평가용역 및 정비공사

문현3동 대원맨션 주변 도로개설

2018. ~ 2020.

도로개설 L=80m, B=8~10m

1,299

대천중학교 앞 육교 리모델링공사

2019. ~ 2020.

육교 리모델링(E/V설치 2기)

398

2019. ~ 2020. 이후

도로개설 L=207m, B=6m

2019. ~ 2020.

육교 경사로 철거 및 E/V설치 2기

673

2020.

L=40m, B=6m, H=5m

700

우암동 장고개로 9번길 일원 도로개설

2016. ~ 2020. 이후

도로개설 L=180m, B=10m

5,014

우암동 12통(양달로) 주변 도로개설

2007. ~ 2020. 이후

도로개설 L=10m, B=10m→20m

3,000

2019. ~ 2020.

노후하수관로 L=16.17km

100

2020.

용호동 산92-7번지(용호1배수지) A=2,195㎡

200

2020. ~ 2021.

오륙도 선착장 일원 테트라포드 정비 L=60m

852

대연3동 새부산유치원 일원 도로개설

사업비

116

4,010

300

1,512

건설 ․ 건축 분야
문현교차로 육교 정비

교통 ․ 도시 분야

성동초 일원 에스컬레이터 설치

녹지 ․ 환경 분야
문화 ․ 체육 ․ 관광 ․ 복지 분야

지반침하대응 노후하수관로 정밀조사용역
용호1배수지 주민편의시설 활용 방안
오륙도선착장 일원 연안정비사업

40

41

비고

2020. 주요투자사업

2020 주요 투자사업

B u s a n

교통 · 도시 분야 (8개 사업 69,285백만원)

M e t r o p o l i t a n

C i t y

N a m g u

문화 · 체육 · 관광 · 복지 분야 (20개 사업 248,954백만원)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사업기간

사업내용

사업비

무가선 저상트램 오륙도선 실증노선 사업

2019. ~ 2022.

L=1.9km, 정거장(5), 차량기지(1),
용소삼거리(경성대)~이기대 입구

47,000

용호3동 공영주차장

2019. ~ 2020.

40면, A=1,200㎡,

2,590

감만2동 공영주차장

2019. ~ 2020.

20면, A=674㎡

1,137

문현1동 공영주차장

2019. ~ 2020.

36면, A=630㎡

1,718

문현4동 공영주차장

2019. ~ 2020.

15면, A=270㎡

600

유엔평화문화거리 보행환경개선사업

2020. ~ 2022.

용소로 7번길 등 9개 도로 L=1.89km

3,000

용호2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2020. ~ 2022.

용호동 521번지 일원 A=54,598.5㎡

12,400

소막사 원형복원 및 복합커뮤니티센터 조성

2020. ~ 2021.

우암동 189-1123번지 일원 1동,
1층 연면적 334.1㎡

비고

840

녹지 · 환경 분야 (7개 사업 16,529백만원)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업

명

사업기간

사업내용

사업비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2020. ~ 2022.

용호동 895-3번지 (백운포체육공원)
지하1/지상2, 연면적 4,400㎡

16,904

우암동 복합청사 건립

2018. ~ 2021.

우암동 152-1번지 일원 지상6층,
연면적 1,760㎡

8,062

남구청 별관 건립

2019. ~ 2021.

대연동 1268-1번지(청사뒤편) 지상7층,
연면적 2,470㎡

7,329

공공도서관 건립

2018. ~ 2022.

우암동 61-38번지 일원 지하1/지상3,
연면적 1,817.7㎡

8,797

꿈나무 종합지원센터 건립

2019. ~ 2021.

대연동 317-5번지 일원 지하1/지상4,
연면적 4,030㎡

9,200

문현 노인복지관 건립

2016. ~ 2020.

문현동 655-39번지 일원 지상4,
연면적 900㎡

5,060

평화공원 국화전시회

2020.

국화작품 전시 및 부대행사 1식

95

달맞이 · 오륙도 축제

2020.

기원제, 평화음악회, 박람회 등

239

사회복지관 운영비 지원

2020.

남구종합복지관 등 3개소

기초연금 지급

2020.

65세 이상 37,000명

115,005

노인일자리사업

2020.

공익활동형일자리사업 등
4개 사업 3,427명

13,113

노인복지시설 운영 지원

2020.

노인요양시설 등 20개소

580

2,215

사업내용

문현터널 상부공간 공원화

2017. ~ 2020.

상부공원(도로복개)
L=400m, B=55m

6,192

문현동 생태숲 조성

2014. ~ 2020.

A=28,101㎡, 생태숲 조성 1식

6,500

아동수당 지원

2020.

만 7세 미만 12,545명

14,346

대연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2012. ~ 2020.

유지용수공급 1식

2,886

장애인연금 및 장애수당, 장애인재활수당 지급

2020.

대상자 4,389명

6,672

용호만 저서환경 복원사업 실시설계

2018. ~ 2021.

용호만 해양 정화 · 복원
A=6.93㎢ 실시설계 1식

400

장애인 복지시설 지원

2020.

장애인복지관 등 16개소

6,218

황령산 임도 사면 정비

2020.

대연동 산 1-1번지
(황령산 임도 일원), L=1km

223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2020.

하나직업재활시설
(임차료 성프란치스꼬의 집(차량)

2020.

대상 4,800세대

23,633

2020.

감만동 254-4번지 일원
A=730㎡

기초 생계 급여

신선로 가로화단 조성

200

기초 주거 급여

2020.

대상 6,500세대

10,741

2020.

신호등, 미스트(8개소)
→ 공원 등 유동인구 많은곳
개수대(4개소)
→ 공공공원 및 어린이 놀이터

128

백운포체육공원 풋살구장 인조잔디 교체

2020.

인조잔디 교체(풋살 2,3,4호) A=3,547㎡

300

백운포체육공원 야구장 안전펜스 설치

2020.

야구장 및 복합구장 L=340m, H=8m

100

42

비고

사

사업기간

미세먼지 저감사업 추진 (미세먼지 신호등,
미스트, 개수대 등)

사업비

(단위 : 백만원)

43

345

비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