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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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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특성

재정현황

세계유일의 유엔기념공원과
유엔평화기념관,
일제강제동원역사관이
어우러진

4개의 대학교, 부산문화회관,
부산박물관, 부산예술회관이
밀집된

유엔평화
문화특구

교육과 문화의
중심지

해양산업클러스터와
문현금융단지를
갖춘

총규모

오륙도, 이기대,
신선대, 황령산 유원지가 있는
도시와 자연이 조화된

미래 혁신성장
거점 도시

구

479,612 백만원

일반회계 : 466,083 백만원

일반회계

쾌적한
청정도시

※ 재정자립도(19.70%)

(부산시의 7.9%)

면

적

【 단위 : 백만원 】

재무활동 760(0.16%)

32,378(6.95%)
6.95％

19.70％

117,876 세대 267,731 명

특별회계 : 13,529 백만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일반현황
인

남구이야기

희망찬 내일

26.82 ㎢

15.74％

세입

(부산시의 3.48％)

0.16％

세출

※ 등록외국인 - 93개국 5,038명

행정구역

17 동
371 통 2,651 반

상 징 물 은행나무(區木)
자체수입

기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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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원

854 명(구본청532, 보건소61, 사업소38, 동205, 의회18)

공 무 원
(유형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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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810(19.70％)

•지 방 세 72,674(15.59％)
•세외 수입 19,136( 4.11％)

행정조직

862.125 명(정무1, 일반800.125, 별정2, 임기제6, 시간선택제53)

84.10％

73.35％

목련(區花)
비둘기(區鳥)

정책사업
의존수입 341,895(73.35％) 행정운영경비
73,333(15.74%) 391,990(84.10%)
•지방교부세 14,044( 3.01％)
•조정교부금 36,014( 7.73%)
•보 조 금 291,837(62.61％)

특별회계

【 단위 : 백만원 】

계

의료급여

주차장

지하수
관 리

도시계획
시 설

주거환경
개 선

공공체육
시 설

13,529

639

5,581

1,150

254

400

5,505

(100％)

(4.72％)

(41.25%)

(8.50％)

(1.88%)

(2.96%)

(4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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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기반시설

기타 현황
복지시설

복지관(6), 노인시설(204), 어린이집(135), 여성·아동시설(26),
장애인시설(14), 자활시설(1), 가정폭력방지관련 시설(1)

교육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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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설 209.6㎞, 미개설 37.1㎞

문화시설

공연장(17), 영화관(2), 작은도서관(37), 박물관(3), 평생학습(18)

도
로
시 설 물

교량(17), 육교(5), 지하차도(4), 지하보도(1), 가로등(5,203), 보안등(5,800)

문화재

국보(2), 보물(9), 국가지정명승(1), 등록문화재(3),
국가지정등록문화재외(39)

주

121,932 호(117,696가구/보급률 103.6%)

지

적

45,683 필지 26.82 ㎢(부산시의 3.48%)

대지(8.34㎢), 학교용지(1.68㎢), 도로(2.73㎢), 임야(8.32㎢), 공장용지(0.68㎢), 기타(5.07㎢)

도

로

(4m 이 상 )

택

총연장 246.7 ㎞(도로율 16.66%)

등록공장

223개소
(신발·섬유57, 전기·전자61, 화학23, 기계·금속41, 기타41)

공동주택 86,257(70.7%), 단독주택 35,190(28.9%), 비거주용 건축물내 주택 485(0.4%)

공 원 ·
유 원 지
산

림

주차시설

의료시설

종합병원(1), 병원(17), 의원(159), 치과(103), 한의원(93)

의약업소

약국(111), 안경업(69), 치과기공소(38), 안마원(10), 기타(507)

보건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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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 개소(공원 44, 유원지 1, 시설녹지 36)
915 ㏊(국유림 125, 공유림 20, 사유림 770)
4,134 개소 119,268 면

주거지전용주차장(78개소 1,621면), 공영주차장(5개소 364면)
민영주차장(273개소 6,528면), 부설주차장(3,778개소 110,755면)

공공CCTV

전통시장 등

1,364대
(방범 800, 보건소 9, 초등학교 242, 무단투기 93, 주·정차 178, 재난 36, 그린주차 6)

전통시장(12), 대규모점포(17), 사회적 기업(13개), 협동조합(63개)

재난집중관리 지역 및 시설(551개소)

해안위험구역(3), 물놀이 위험구역(1), 급경사지(55), 시특법1·2·3종 시설물(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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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2020 구정주요성과

코로나19, 강력한 선제적 대응!
지자체 최초 해외 마스크 100만장 수입·배부(2020.3.)
•2020.3.13.~3.18. [6일간]
•근무자·의료진·전 주민 무료 배부, 주민 1인당 마스크 3장

독감무료 접종(2020.10.~12.)
•전국 지자체 최초 모든 주민 대상 무료 독감 예방 접종

코로나19 사태 속

지역경제
활성화

코로나19,

강력한 선제적
대응!

•국가 무료 인플루엔자 대상자 제외 남구민(만19세~만61세 이하) 16만명

세계 최초! 양방향 워크스루 선별진료소 개발(2020.2.~9.)
•의료진과 환자 접촉 최소화, 신속한 검사, 장소 불문 설치 가능
•ISO/TC 304(보건경영) 제안 → 도보 이동형(Walk- Thru) 선별진료소 신규작업표준안(NP) 채택
•양방향 워크스루 전국 및 전 세계 50여개국 보급

남구

희망찬 내일

코로나19 발생, 선제적 대응체계 구축(2020.1.~2.)
•남구 보건소 앞 주차장 음압텐트 설치 등 선별진료소 운영
•24시간 재난대책본부 운영 체계 구축, 다중이용시설 현장 점검 등
•관내 전광판, SNS 등 온·오프라인을 통한 신속한 정보 공유

다양한 생활인프라

힘찬 도약을 위한

•긴급 담화문 발표, 구 주관 모든 행사 전격 취소

포용도시
남구 실현

도시기반
구축
함께 꿈꾸는 남구,
희망찬 내일을 열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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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 속 지역경제 활성화
감염병 예방의 기본! 강력한 방역 실시(2020.2.~)
•남구 간부 및 직원 방역단, 우리동네 방역단, 남구 기동대응반 운영 194명
골목상가 및 승객대기시설, 주민 왕래가 많은 주거 밀집지역 집중 방역

함께 이겨내기 위한 대구 의료 지원(2020.3.)
•2020.3.11.~3.24.(2주간), 대구광역시 북구 보건소

골목상권 이용자 마스크 교환사업(2020.4.)
•KC 인증 항균마스크 50만장
•관내 소재 골목상권 이용자(1일 합산 2만원 이상)
•주민 188,840명 참여, 120여억원 경제유발효과(17일만에 조기 소진)

오륙도페이 발행(2020.8.)

•남구보건소 직원 5명, 음압텐트 등 장비 및 비상식량세트(100세트)

•충전식 선불카드(2020.8.) / 지류상품권(2020.9.)

•접촉자 모니터링 오류점검 44,940건, 역학조사 763건, 검사의뢰 대장 작성 1,152건

•발행액 7,275백만원(지류 2,750백만원, 카드 4,525백만원)

구민의 심리적 안정! 드라이브 스루 도서대출(2020.3.~5.)
•남구도서관 홈페이지 도서신청 및 수령시간 선택
•남구도서관 주차장 수령, 7,120명 29,483권 대출

생활속 거리두기, 폭염대비 양산쓰기 캠페인(2020.7.~9.)
•구청, 동행정복지센터 등 21개소 양심양산 대여
•코로나19 대응 생활 속 거리두기 홍보 및 여름철 폭염 대비 구민안전 확보

개방형 호흡기전담클리닉 개발·설치(2020.11.)
•설치장소 : 남구보건소 주차장
•코로나19 의심 호흡기·발열 환자 중심 초기 진료시스템
•남구 워크스루 + 지역업체 특허기술 접목 개발

•4,556개 가맹점, 할인율 8~10%, 구매한도 1인당 연 480만원

공공배달앱 “어디go” 출시(2020.10.)
•앱 가입비 및 주문중개수수료, 광고비 없는 공공배달앱
•배달서비스를 이용하는 관내 소상공인 및 주민 대상
•500개 사업장 가입, 회원수(소비자) 8,750명

남구민 재난 긴급생활지원금 지급(2020.4.~5.)
•부산광역시 남구 재난 긴급생활지원금 지급 조례(2020.4.1.)
•전 주민 1인당 5만원, 총 137억원(전액 구비)

소상공인 긴급 민생지원금 지급(2020.4.~5.)
•전년도 연매출액 3억원 이하 소상공인 1인당 100만원 지급
•총 16,411명, 시설개선 10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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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찬 도약을 위한 도시기반 구축

착한 임대인 운동(2020.4.~5.)

생활SOC 복합화 사업 선정(2020.9.)

•건물주와 임대인 동참을 위한 호소문 등 적극적인 홍보 및 참여 독려

•용호2동 행정복합청사
행정복지센터, 생활문화센터, 작은도서관, 다함께돌봄센터

•IS동서 W스퀘어 상가 점포 103개 3개월간 임대료 50%인하 및

사업비 8,432백만원, 지하1층/지상5층, 연면적 2,300㎡

대연SK뷰 힐스 아파트 상가 33개 등 동참

•용당동 행정복합청사
행정복지센터, 건강생활지원센터, 생활문화센터, 작은도서관, 다함께돌봄센터
사업비 10,556백만원, 지하1층/지상5층, 연면적 2,510㎡

•꿈나무지원 복합센터

상가 안심존 운영(2020.4.~5.)

육아종합지원센터, 아이돌봄지원센터, 국·공립어린이집

•감염 예방 자체 소독 안전수칙 준수 업체 안심존 스티커 제작·배부

사업비 13,463백만원, 지하1층/지상4층, 연면적 3,814㎡

•착한가격업소(업소별 2L) 및 전통시장(상인회별 40L) 소독약품 지원

남구형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
코로나19 대응 일자리 창출(2020.2.~12.)
•맞춤형 일자리 지원
비즈니스서비스산업 특화구역 지원, 조선해양기업 판로개척 60개사
부산OK일자리 교통약자 승차공유 리빙랩(조합설립 2개)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청년·경력단절여성 등 2개 사업 35명
지역일자리 목표공시제 추진, 95개사업 12,199명

•문현동 일반근린형 도시재생뉴딜사업 선정(2020.12.)
노후주거 개선, 복지·공동체플랫폼조성, 골목상가 리모델링 등
사업비 264,600백만원, 문현2동 일원(문현2주거환경개선사업 연계)

•용호대가족 프로젝트(2022.12.준공)
마을플랫폼 조성, 경로당 리모델링, 용호 내일정원, 마을길 환경개선 등
사업비 16,174백만원, 용호동 521번지 일원

일자리정보센터 운영, 취업(알선 28,860명, 연계 3,652명)

•직업안정 및 고용안정 시책
공공근로 및 지역공동체일자리 88개 사업 407명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 126개 사업 1,405명
산·학·관 업무협약, 부산테크노파크 등 3개 기관
일자리 거버넌스 남구 일자리위원회 구성(2020.2.)

다함께 행복한 도시재생사업 추진
•2020년 청년주거집중지역 환경재정비 사업(안심마을) 선정
대연1동 부경대 인근, 150백만원

•2021년 기후변화 취약계층 지원 사업(쿨루프) 선정
대연3동 우영마을 일원, 200백만원

•도시재생을 위한 주민역량강화사업 추진
행복마을 공모사업 선정, 12백만원
도시재생뉴딜 마을계획단 선정(문현2동 금막마을 바꿈이, 대연3동 대동단결)

•폐·공가철거 지원사업 및 햇살둥지사업 추진
폐·공가철거 지원사업 : 우암동 12-4번지 등 7개동, 150백만원
햇살둥지사업 4개소, 90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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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의 곁에서! 주민체감 소확행 사업
•편안한 소확행

테마가 있는 도심 보행길 조성
•도심 숨은 명소길(우암동 마실길)(2020.6.)

버스정류소 발열의자 20개소 설치, 70백만원

보행로(골목길) 정비 260㎡, 도시숲 전망대 및 경관조명, 관광안내표지판 등

버스 승객 대기시설 에어송풍기 20개소 설치, 46백만원

500백만원, 우암동 127-142번지 일원

오륙도 감성버스정류장 1개소(스카이워크 정류소) 조성, 50백만원

•안전한 소확행
활주로형 횡단보도 11개소 설치, 142백만원

•청년평화의 길 명품 탐방로(2020.8.)
보도정비 575m, 사인체계 25개소 구축, 조각공원 포장길 정비 950㎡
1,000백만원, 남구 대학로 및 UN평화문화특구 일원

폭염 대비 그늘막 17개소, 무더위쉼터 124개소 운영
민원창구 투명 가림막 100개 설치, 14백만원

•함께하는 소확행
저소득층 자녀 교복 160명 지원, 48백만원

도심 속 녹색 힐링공간 조성
•건강한 힐링 공간

장애인전동보장구 충전기 그늘막 1개소 설치, 2백만원

문현동 생태숲, 2-2단계 토지 및 분묘보상 및 공사, 2,040백만원

LH 매입임대 연립주택 옥상텃밭 5개동 37세대 설치·운영

문현터널 상부공간 공원화, 주민 커뮤니티공간 조성, 6,192백만원
문현동 쿨링쉼터 2개소 쿨링포크시스템 및 수목식재, 30백만원

미래먹거리 한국판 뉴딜 및 4차산업혁명 대응
•남구형 뉴딜사업 발굴(3개분야 36개사업 4,101억원)
남구형 뉴딜 사업 보고회(8.28.) 및 선포식(8.31.)

평화공원 야생화군락지, 꽃무릇 등 17,350본 식재 및 산책로 조성, 25백만원

•쾌적한 녹색 공간
신선로 가로화단, 감탕나무 등 3종 153주 식재, 200백만원

•4차산업혁명 선도추진단 구성 및 대응 로드맵 수립

유엔로 가로화단, 꽃댕강나무 2,810주 식재, 50백만원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지정 추진(2020.6.)

문현터널 주변 미세먼지 차단숲, 수목식재 및 산책로 조성, 350백만원

드론활용 서비스 산업 육성, 드론활용 테스트베드 제공 등

청년 취·창업 자립기반 지원 및 역량 강화
•“드래곤밸리 청년일자리 프로젝트” 42명 취업, 935백만원
•청년창조발전소 청년창업 플랫폼 기능 강화 및 메이커 스페이스 운영
13개기업 40여명 입주

남구도서관 리모델링(2020.3.)
•개방형 휴식공간 설치 등 열린 복합문화공간 재구성
•사업비 1,349백만원, 북카페, 영유아 자료실 등

•청년 주체 지역사회 문제 발굴·개선 “남구 청년 소셜리빙랩” 추진(6개팀)
•청년 주거 안정 “청년월세” 510명 선정·관리, 454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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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생활인프라 포용도시 남구 실현
어디서나 누리는 문화·관광 및 교육 인프라 저변 확대
•관광수용태세 지원사업 선정(2020.8.)
동생말 야간경관조명 및 용호부두 조형물, 입간판 설치 등, 145백만원

더불어 다함께 행복한 복지서비스 제공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촘촘한 복지사업 시행
남구 촘촘복지단(2,500명) 운영, 사각지대 발굴(72,765건)

•모바일 관광홍보 플랫폼 26개소 구축 5백만원

1인가구 안부확인 365일 스마트 희망시그널 운영

•매력있는 관광홍보 마케팅 및 관광 콘텐츠 개발

IOT 비대면 고독사 예방 서비스 시범사업 실시(200세대)

홍보영상 4종 제작, 유튜브 및 옥외전광판 광고 3개소 46백만원

•긴급지원사업 추진으로 위기가구 2,165건 지원, 1,324백만원

관광홍보물(3종 41,000부), 관광기념품 제작·개발(12종) 34백만원

•지역사회 투자사업, 동화야 놀자 등 12개 사업 추진 1,585백만원

•소외계층과 함께하는 문화누리사업 : 9,288명 836백만원
•주민친화형 생활체육시설 조성(2020.11.)
문현동 산7번지 일원(성암사 뒤) 40백만원
시설바닥 마사포설 및 체력단련시설 설치(양팔돌리기 외 6종 6점)

•활기찬 노년을 함께하는 경로당 기능보강 및 운영 활성화
경로당 노후 시설 개·보수 57개소 172백만원
경로당 운영비, 냉·난방비 및 양곡지원, 173개소 321백만원

•노인복지시설 등 운영지원 및 지도·점검 강화, 18개소 1,602백만원

•동네체육시설 관리 및 보강 : 56개소 104백만원

•일하는 기쁨, 행복한 노인일자리, 6개 기관 4,079명 11,204백만원

•배우고 실천하는 평생학습인 양성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4개 기관 2,447명 지원 2,949백만원

등대빛 아카데미(3회), 가족특화프로그램(슈퍼대디 교실 등 5개)
평화특화프로그램(남구이야기 설화 창작하기 등 4개)

•평생학습 네트워크 활성화
행복(평생)학습센터(82개 강좌 13,299명)
남구시민대학(원) 운영(상·하반기 157명)
온라인교육 활성화(남구평생교육TV 유튜브 채널 신규 개설)

•함께 누리는 평생학습문화
소외계층 평생학습 지원(과학교실 등 20개소)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3개 기관 16개 강좌)

•경쟁력 있는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학교 지원 확대

•장애인 자립도모 및 생활안정 지원
자립생활체험홈(4명 28백만원), 근로작업장 지원(1개소 25백만원), 자립정착금 지원(6명 42백만원)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 휠체어리프트 장착 차량지원 45백만원
•아동이 더 건강하고 행복한 통합사례관리(202세대 297명)
•필수 맞춤형 서비스, 심리·언어·감각통합치료 등 36개 프로그램

기후변화 대응 및 친환경 녹색생활 확산
•이기대 반딧불이 상징물 제작 설치(2020.10.30.)
•테이크아웃컵 종량제봉투 교환, 56,924개 수거 3,129장 교환

무상교육비 지원(15개교 142백만원)

•온실가스 진단·컨설팅 142세대

무상급식비, 친환경 학교급식비 지원(52개교 1,442백만원)

•탄소포인트제 운영 인센티브, 3,358세대·공동주택 2개소, 45백만원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교육경비 지원(28개교 299백만원)

•녹색제품 구매활성화, 2,432백만원(총 물품구매액의 62%)

학교 다목적강당 지원(2개교 750백만원)

•찾아가는 기후학교, 우암·연포·문현·신현초등학교 23개 학급 551명
•자원재활용 전도사 활용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81개소 방문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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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남구를 빛낸 자랑스러운 일들
총 30 건(중앙기관 9 건, 부산광역시 15 건, 외부 6 건)

구민중심의 열린행정 실현
•주민참여 소통부스 운영(2020.10.19.~10.30.)

중앙기관(9개 분야)

구청 및 동행정복지센터, 주민 1,047명 참여

•갈등현안에 대한 조정 5회(용당세관 건축관련)
•직소민원실 운영(227건 종결), 달리는 구청장실(소통카) 출동(45회)

국무총리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국무총리실)

최우수

•전국 지자체 일자리대상 평가

(고용노동부)

우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추진실적

•2020년 드림스타트 평가 우수기관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평가

(보건복지부)

•국민행복민원실 우수기관

(행정안전부)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차년도 평가

(보건복지부)

•재난안전분야종사자 전문교육관리

(행정안전부)

•지역사회보장계획 연차별 시행계획 결과 평가

(보건복지부)

•신뢰받는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지방세 감면 컨설팅 145건 처리
•구청장 동 방문 주민대화, 전 동 순회방문, 건의사항 206건 처리

BEST

•주민참여 감독관 운영을 통한 투명하고 공정한 공공계약 추진(7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지방세제지원

GOOD

수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44개 법인), 지방세 징수유예(1건, 641백만원)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활성화
예산편성 주민의견 수렴(39건 접수, 추진가능사업 7건 우선순위 선정)
주민참여예산 「찾아가는 참여마당」(3회)

부산광역시(15개 분야)

•민원1회방문제, 사전심사청구제(19종) 및 민원후견인제(172종) 운영
•적극적 행정정보 공개를 통한 구민의 알권리 충족
사전정보 및 원문정보공개 강화, 공표목록 현행화(543건)

BEST

최우수

•국세·지방세 원스톱 신고지원
“국세·지방세 통합신고센터” 운영

WELL

장

려

•민원제도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
GOOD

•보건 교육 경연대회

우

수

•정부합동평가
•구·군 일자리창출사업 추진 평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 평가

•국가예방접종사업 보건소 평가

•구·군 물가안정관리실적 평가

•온(ON) 부산 평가

•건축행정건실화 평가

•도로조명시설 운영관리

•상반기 재정 신속집행
•온(ON)부산 사업 구(군) SNS 활성화 실적

•구강보건사업 평가
•2020년 지방세 발전포럼

•도시기초시설물 선진화 및 도로 유지관리 실태 평가

연구과제 평가

외부기관(6개 분야)
•전국 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제2회 구·군 좋은 정책상 수상 (부산참여연대)
•2 0 2 0 지 방 자 치 행 정 대 상

(지방자치행정대상조직위원회)

•제1회 대한민국 헌정대상

(대한민국 헌정회)

•부산여성친화 우수지방단체

(부산광역시 여성단체협의회)

•희망2020 나눔캠페인 최우수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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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민중심의

안전한 남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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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민중심의 안전한 남구

Ⅰ

01_ 코로나시대! 감염병 걱정없는 안전도시 조성
감염병 신속조치 대응팀 신설(2021.1.~2.)
•위드 코로나 시대 신종 감염병 대응·신속·선제 조치
•총 8명(보건, 간호, 의료기술, 운전 등)
•감염병 역학조사, 환자 및 접촉자 통제·관리

구민중심의

안전한 남구

감염병 확산방지 역학조사반 운영(2021.1.~)
•코로나19 초기 인지, 환자관리 등
지역사회 확산 조기차단

•3개반 15명 구성
•확진자 동선 심층 파악·분석, 접촉자 범위 설정

코로나시대! 감염병 걱정없는 안전도시 조성
신뢰받는 재난 대응 체계구축
주민밀착형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함께하는 예방중심 선제적 대응
•호흡기 전담클리닉 설치·운영
코로나19 의심 호흡기·발열 환자 중심 초기 진료시스템
개방형(보건소 1개소) 및 의료기관형 클리닉(병·의원 2개소)

•코로나19 전담대응반 운영 : 실무반별 임무조정 및 재난관리기금 지원 등
•감염병 지킴이 『생활방역의 날』 및 남구 119 주민방역단 운영(2021.1.~12.)
•예방접종을 통한 평생건강 증진 : 어린이 국가예방(결핵 등 17종) 및 어르신 폐렴구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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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_ 신뢰받는 재난 대응 체계 구축

03_ 주민밀착형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재난 대응 시스템 구축

범죄없는 안전남구 구현

•24시간 재난상황 관리체계 구축, 피해접수·보고체계 일원화

•방범용 CCTV 확충·관리 도시안전망 강화

•유관기관 재난관리 협업·지원체계 구축,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추진
•재난보험(풍수해보험,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확대 사회안전망 확충
•재해우려지 안전시설물 설치 및 재난예방공사 추진, 70백만원
•지하차도 차량 차단(경고) 시스템 설치, 문현·대남지하차도, 290백만원

범죄취약지역(15대 150백만원), 고정형 방범 CCTV(4개소 22백만원)

•통합관제센터 효율적 운영
365일 24시간 실시간 통합관제, 재난·재해, 범죄 취약지 집중관제
해안가, 상습침수지, 여성안심구역 등

보행자 중심 주민만족 도로환경 조성
재해위험지역 조기경보시스템 설치
•위

치 : 동천주변 지역

•사업기간 : 2021.3.~7.

•교통안전을 위한 교통환경 정비
교통체계개선(회전교차로) : 2개소 560백만원
주민만족 안전우선 도로기능 제고 : 침하 등 보차도 기능 회복

•유엔평화문화거리 보행환경개선사업(2차)

•사 업 비 : 350백만원

위

치 : 지하철 2호선 경성대·부경대역 일원

•사업내용 : 계측기,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상황전파시스템 설치

규

모 : 용소로 7번길 등 9개도로 L=1.89km

사업기간 : 2020.~2022.
사 업 비 : 3,000백만원

⁺UP IOT 지능형 소방용수시설(소화전) 구축
•위

치 : 소방차량 현장접근 곤란지역 200개소

•사업기간 : 2021년
•사 업 비 : 4,443백만원
•사업내용 : 사물인터넷 기반 지능형 소화전 구축

사업내용 : 보행환경 개선 및 테마거리 조성 등

건강취약지역 건강인프라 확충
•사업기간 : 2018.~2022.10.
•사 업 비 : 3,852백만원
•사업내용 : 마을건강센터 및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운영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2022.10.준공) : 우암동, 용당동
마을건강센터 1개소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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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01_ 다함께 행복한 맞춤형 일자리 창출
위드코로나 시대, 창의적 일자리 사업
•지역산업맞춤형 디지털일자리 창출지원(170백만원)
청년 미취업자 및 BIFC 입주 기업 등 대상
인공지능, 핀테크 등 4차산업 핵심기술 전문인력 양성
우수기업 유치을 위한 기업설명회 콘테스트 개최 등

사람으로 북적이는

•비즈니스 서비스산업 특화구역 지원사업(550백만원)
부경대 드래곤밸리, 동명대 입주 기업 60개사(조선해양엔지니어링)
기업간 네트워크 활성화 등 특화구역 브랜드화, 공동판로 확대 등

활기찬 남구

취약계층 고용안전망 확대
•공공근로사업 분기별 시행, 연 320명 950백만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반기별 시행, 연 80명 605백만원
•지역방역 일자리사업 상반기 시행, 연 58명 279백만원

다함께 행복한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상생 기반 구축
품격과 감동의 찾고 싶은 평화문화도시
보다나은 미래 교육중심도시 실현

사회적 경제 생태계 구축
•사회적기업 인증, 일자리창출, 사업개발비 등 행정·재정적 지원
•부산사회적경제네트워크 협업 및 컨설팅을 통한 판로 개척

지역일자리 목표공시제 기반 양질의 일자리
•지역일자리 목표공시제 기반 맞춤형 일자리(2021년 목표 10,500개)
일자리 미스매치해소 『일자리정보센터』 운영
소규모 구인업체대상 찾아가는 이동일자리지원센터 운영

온라인 일자리 박람회
•규

모 : 구인기업 30 ~ 40개 참여

•사업기간 : 2021년 하반기(2개월간)
•사업내용 : 구인·구직 실시간 양방향 비대면 박람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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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_ 지역경제 활성화 상생 기반 구축

03_ 품격과 감동의 찾고 싶은 평화문화도시

부산남구사랑 상품권 오륙도페이

평화가 있는 품격있는 지역 축제

•종

류 : 선불카드, 지류상품권(1만원권, 5천원권)

•제24회 UN평화축제

•규

모 : 200억원

•할 인 율 : 상시 8%(특별한 경우 10%까지 확대)
•구매한도 : 1인당 월 40만원
•골목상권 보호, 상생하는 소비의 선순환 구조 확립

공공배달앱“어디go”사업 확대
•대

상 : 관내 일반·휴게음식점 약 3,800개소

•가맹목표 : 1,000개소
•앱가입비, 주문중개수수료, 광고비 없는 공공배달앱
•소상공인 경영부담 감소 및 영업 안정화

전통시장 특성화 및 경영혁신
•대연시장·용호삼성시장 노후전선 정비, 237백만원
•못골골목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육성, 460백만원
•전통시장 배송서비스 지원(온라인 주문배송 어디go 앱 연계)
•용호1동골목시장·용호삼성시장 주차환경개선, 2,500백만원

공공안심상가 조성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임차환경 조성, 소상공인 보호 강화
•선도적 지역상생협력 모델 구축, 지역상권 안정화

지역기업 방문의 날 운영
•분기별(2~3개 기업) 관내 중소기업 방문

2021.10월 중 평화공원 일원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 유엔평화기념관 등 협력 특화부스
코로나 상황 대비 축제 개최방향 및 콘텐츠 개발

일상 속 문화예술 향유
•남구문화원 : 대동골문화센터 연계 고품격 공연 개최
•문화가 있는 날 : 4~10월, 매월 마지막 금요일 음악회·체험미술 등
•대학로 놀이터 : 5~10월, 부경대학교 일원, 대학동아리팀 공연 등
•대동골문화센터 : 생활문화거점공간, 주민 선호 문화강좌·체험 강화
•남구문화예술회 : 문학작품·서예·미술 등 작품 전시 및 강좌 개최
•소년소녀합창단/오륙도여성합창단 : 정기연주회 및 합창제 참가 등

차별화된 관광도시 콘텐츠 강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남구 관광발전 5개년 계획 수립
관광활성화 방안 연구 용역 결과 반영(2021.1월 완료)

•다양한 남구 보유자원 활용한 관광콘텐츠 개발
야간관광명소 발굴 및 우암동 소막마을 역사투어 개발
트램시티 남구 관광코스 개발 : 오륙도선과 청년평화의 길 연계

•디지털 플랫폼 연계를 통한 관광객 유치 마케팅 강화
모바일 스탬프 투어 플랫폼 활용 관광시책 참여자 이벤트 행사

•외국인 유학생, 인플루언서 초청 팸투어
•관광자원 홍보 채널 다양화
전국 관광박람회 참가, 지역 로컬 매거진 홍보
오륙도 트램길 관광 홍보 영상 제작

•기업의 애로 및 건의사항 청취, 기업과 상생의 공감대 형성

30

2021 주요업무계획

Ⅳ 2021 구정운영계획 31

사람으로 북적이는 활기찬 남구

04_ 보다나은 미래 교육중심도시 실현
오륙도 스카이워크 관광활성화(2021.12월 준공)

어디서나 누리는 평생학습체계 구축

•위

치 : 용호동 오륙도 스카이워크 일원

•지속발전 가능한 학습생태계 구축

•규

모 : 스카이워크 확장(L=9m → 17.7m), 포토존

•사업기간 : 2020.~2021.
•사 업 비 : 2,750백만원

18개 평생교육기관 및 17개 학습동아리
평생교육기관 협력, 특색있는 평생교육사업 발굴
평생학습관계자 벤치마킹(상반기), 네트워크 활성화 워크숍(하반기)

•평생학습인 양성을 통한 남구다운 배움 실천
지역주민 또는 취약계층(장애인, 다문화가정 등)
행복(평생)학습센터 운영(100개 강좌), 소외계층 평생학습 지원

소막마을 테마거리 조성사업(2021.3.준공)

남구 시민대학(원) 120명, 등대빛 아카데미(연4회) 600명

•다양한 평생학습문화 조성

•위

치 : 우암동 장고개로 9번길 일원

온라인 평생학습 확대 : 유튜브 남구 평생교육TV 학습 콘텐츠 제공

•규

모 : 테마거리 벽화조성(A=800㎡), 소막사 등 우암동 변천사

남구 평생학습 온라인 주간 운영 : 온라인(Live, 녹화), 전시·체험 등

•사 업 비 : 100백만원

제7회 부산 남구 평생학습 박람회 개최 : 기관·지역별 행사운영

공공도서관 건립 (2022. 준공)
•위

치 : 우암동 61-4번지 일원

유엔평화문화특구 스마트시티 솔루션 확산사업

•규

모 : 연면적 1,817㎡

•위

•사업기간 : 2019.~2022.

치 : 청년 평화의 길 및 유엔평화문화특구 일원

•사업기간 : 2021. 1.~ 12.

•사 업 비 : 10,232백만원

•사 업 비 : 2,000백만원

•문화소외지역 문화기반시설 조성, 교육 및 여가생활 증진

•사업내용
청년 평화의 길 모바일용 AR 관광안내서비스

인생후반전지원센터 조성(2022. 준공)

360도 스마트 VR체험관광 서비스

•위

치 : 용호동 87-4번지(환경공단 사택부지)

도심 시설물 스마트 솔루션 확산(스마트 폴, 스마트 횡단보도 등)

•규

모 : 연면적 1,648㎡

•사업기간 : 2020.~2022.
•사 업 비 : 4,000백만원
•주요시설 :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상담실, 북카페, 강당, 강의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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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01_ 지역특화 남구형 뉴딜 추진
하이브리드 그린 뉴딜 지중화
•트램 구간내 각종 전선 지중화,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

삶이 풍요로운

행복한 남구
지역특화 남구형 뉴딜 추진
사람과 자연이 함께하는 녹색공간 조성
더불어 행복한 지역사회 복지기반

•위

치 : 무가선 저상트램 오륙도선 구간

•규

모 : L=1.9km

•사업기간 : 2021.~ 2025.
•사 업 비 : 9,000백만원
•사업내용 : 트램구간 내 배전선, 통신선 지중매립

도로내 스마트 빗물받이 자동개폐 시스템 구축
•악취 차단 및 도로침수 예방
•위

치 : 남구청 일원

•규

모 : 도로내 스마트 빗물받이 설치 N=100개소

•사업기간 : 2021.하반기
•사 업 비 : 200백만원(개소당 2백만원)

도시에 그린 숲 프로젝트(동명오거리·우암로 도시숲)
•기후변화 대비 가로변 그늘공간 및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
•위

치 : 용당동 483-13번지 일원 등 2개소
(동명오거리 교통섬, 우암로)

•규

모 : A=700㎡(L=0.5km, B=1~30m)

함께 누리는 행복복지 확대
사람 중심 소통과 공감의 참여 구정

•사업기간 : 2021.1.~6.
•사 업 비 : 250백만원
•사업내용 : 그늘나무 식재, 식재기반 및 가로화단 조성 등

Ⅳ 2021 구정운영계획 35

삶이 풍요로운 행복한 남구

02_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녹색공간 조성
도심 속 다양한 녹지공간 조성 및 유지관리
경성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

•꽃내음 나는 도시 조성
관내 전역 팬지 등 120,000본 식재, 126백만원

•위

치 : 우암동 129-339번지

오감만족 평화공원 국화작품 등 조형물 40여점 전시, 95백만원

•규

모 : 연면적 955.35㎡(1990.4월 준공)

명품가로 조성, 꽃벽, 가로등 걸이화분 1,000개소 설치, 130백만원

•사업기간 : 2020.9.~2021.2.
•사 업 비 : 154백만원
•사업내용 : 폐열회수환기장치, 방수공사, Cool Roof 설치

이기대 자연마당 야생화 13종 10,000본 보식, 10백만원

•녹지공간 확충 및 관리
녹음이 풍부한 가로수길 우암로 등 6개 노선 조성, 20백만원
백운포 체육공원 녹색공간 정비 및 확충, 20백만원
우암동도시숲 배수로 정비 : 산책로 주변 배수로 등 150백만원
소공원, 어린이공원 보수 : 수목 및 시설물 정비(13개소) 40백만원

제2국민체육센터 제로에너지 시설 조성
•위

치 : 용호동 895-3번지 제2국민체육센터(건립중)

쾌적하고 편안한 녹색힐링공간

•규

모 : 연면적 4,766㎡, 지하1층 / 지상2층

•산림휴양 공간 조성(2021.12.준공)

•사업기간 : 2020.1.~2023.1.

위

•사 업 비 : 1,000백만원

사업기간 : 2021.1.~12.

•사업내용 : 에너지자립률 40%이상 확보, 신재생태양광(PV)등 설치

사 업 비 : 1,205백만원

치 : 황령산, 장자산 등 관내 8개 산지 일원

사업내용 : 숲길조성, 산림 내 편의시설 설치, 숲가꾸기 등

•당곡공원 안심산책로 조성(2021.6.준공)
위

치 : 대연동 산202-1번지 일원

규

모 : A=500㎡

사업기간 : 2021.1.~6.
사 업 비 : 150백만원
사업내용 : 당곡공원 도로 포장 및 차선도색, 산책로 설치 등

구청사 광장 내 테마정원 조성(2021.6.준공)
•위

치 : 남구청 청사 앞 잔디광장

•규

모 : A=1,100㎡

•사업기간 : 2021.1.~6.
•사 업 비 : 300백만원
•사업내용 : 수목식재, 편의시설물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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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_ 더불어 행복한 지역사회 복지기반 구축
참여하고 함께하는 희망복지

취약계층 걱정없는 맞춤형 복지지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기초수급자 생계급여 : 기준중위소득 30%이하, 29,400백만원

제4기 지역사회보장 연차별 계획 수립·시행 : 5개 전략사업 27개 세부사업

•해산 및 장제급여 : 수급자 출생아 1인 70만원, 사망 80만원

지역문제 해결, 민간협력사업 발굴 및 추진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정부 양곡 택배비 지원

•민·관 협력, 빈틈없는 복지서비스 지원
복지거버넌스, 복지현안 논의 및 협력사업 추진(분기1회)
민·관 파트너십 구축을 위한 사회복지사 역량강화사업(11월)
복지사업 홍보 및 체험 복지박람회(10월)
종합복지서비스 수행 사회복지관 3개소 지원, 2,184백만원

•찾아가서 보살피는 복지사업
복지사각지대 Zero화, 복지안전망 구축
촘촘복지단 운영,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365일 스마트 희망시그널 사업, 1인가구 안부 확인
IoT 비대면 고독사 예방 서비스 시범사업(부산도시가스 협약)

•이웃과 함께하는 옥상텃밭 『공유밥상공동체』
LH 매입임대 연립주택 6개동 운영

•자원봉사 연계·활용 『행복한 동행』 멘토 프로그램
드림스마트 정서 및 학습 위기 아동 29명
대학생 등 자원봉사자와 1:1 멘토-멘티 결연, 가정방문 학습지도 및 정서지원

•함께하는 행복한 이웃돕기
오륙도 5,600원 모금, 구 및 17개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별 모금계좌
희망의 연결고리, 남구신문을 통한 어려운 이웃 사연게재 후원금 모금
동행푸드마켓 및 기초푸드뱅크, 기부식품 제공

•양질의 일자리 제공을 통한 자활능력 향상
조건부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근로의욕 고취 및 일자리 제공
사회서비스형, 시장진입형 사업단 운영, Gateway 사례관리

•취업 및 자산형성지원 연계, 탈빈곤 성공 프로젝트
근로빈곤층(일하는 수급자, 차상위계층, 자활사업 참여자)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등 유관기관 연계 취·창업 기회 제공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일반 노동시장 진입 지원

•저소득층 청년 취·창업 장려 복지컨설팅 운영(2021.3~12.)
기초생계·의료급여 등 수급자 가구 자녀
(만18세~34세 이하 근로가능자 1,000여명)
취업 및 창업 장려 상담 등 복지컨설팅 제공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등) 가입 지원

•가구별 여건에 맞는 맞춤형 통합조사 및 서비스 제공

꿈나무지원복합센터 건립(2023.준공)
•위

치 : 대연동 317-5번지

•규

모 : 연면적 3,814㎡, 지하1층/지상4층

•사업기간 : 2019.~2023.
•사 업 비 : 13,463백만원
•사업내용 : 국공립어린이집, 다함께돌봄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문현노인복지관 건립(2021.12.준공)
•위

치 : 문현3동 205-18번지 일원

•규

모 : 연면적 939㎡, 지상5층

•사업기간 : 2016.~2021.12.
•사 업 비 : 6,100백만원
•사업내용 : 물리치료실, 경로식당, 체력단련실, 프로그램실, 여가실 등

38

2021 주요업무계획

Ⅳ 2021 구정운영계획 39

삶이 풍요로운 행복한 남구

04_ 함께 누리는 행복복지 확대
주민 중심 복지서비스 강화

아이가 행복한 아동친화도시

•일하는 기쁨, 행복가득 어르신 공익활동 지원

•출생아 출산장려금 50만원 및 만7세미만 아동 월 10만원 지급

사업기간 : 2021.1.~12.

•결식우려아동 급식비 단가 인상(5,000원 → 7,000원)

수행기관 : 남구노인복지관, 남구종합사회복지관 등 6개기관

•지역아동센터(17개소)와 다함께돌봄센터(2개소) 운영

사 업 비 : 14,564백만원
일자리유형 : 공익활동형,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취업알선형

•쾌적하고 안전한 노인이용시설 기능 확충
경로당 및 이용시설 노후·불량 시설(물) 개·보수 등
189개소(경로당 174, 노인교실 13, 기타이용시설 2) 대상

•촘촘한 노인 맞춤형 돌봄서비스, 안전·사회참여·일상생활 지원
•100세 시대, 편안한 노후·여가생활 지원
고령화 사회, 기초연금 지원 등 경제적 안정 도모
노년의 행복, 편안하고 즐거운 여가생활, 노인·평생 프로그램 운영 지원

•장애인 자립과 생활안정 복지서비스 제공
활동보조 및 발달재활 서비스, 시설퇴소 자립정착금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 지원 등

•다름의 동행! 장애인 일자리 제공
장애인 일자리, 관공서·복지시설·학교 등 29개소 행정업무보조 등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위한 10개원칙 46개 과제 추진
•학대·방임 등 피해아동 및 아동생활시설 지원
아동학대조사 전담팀 운영(전담공무원 3명)
보호종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1인당 5백만원), 디딤씨앗통장 지원(380명)

•함께 키우고 웃는 든든한 보육환경 : 공보육 체계 확립(연중 운영)
•믿고 맡기는 안전한 어린이집
어린이집 135개소, 열린어린이집 선정,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
전자출결시스템, 통학차량 점검, 영양, 급식, 활동공간 관리 지도

가족 친화, 행복한 가정 환경 조성
•한부모가족 자립지원 및 다문화가족 건강지원사업 운영
•안심귀갓길, 그림자조명 및 비상벨 설치 3개소 조성
•안전한 주거환경, 여성1인가구 현관문 보조키 등
홈세트 50가구 지원

•여성대회 및 여성지도자 리더십 등 여성단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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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이 풍요로운 행복한 남구

05_ 사람중심 소통과 공감의 참여 구정
주민참여 확대 소통·공감 행정 실현
•주민과 함께하는 소통박스 운영(연중)
무가선 트램 오륙도선 대민 홍보 및 구정정책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구청장 직소민원실 운영(평일 10:00~16:00)
“현장에 답이 있다” 달리는 구청장실(소통카)

•공공갈등 예방 및 갈등관리 역량강화
갈등관리소통심의위원회, 갈등조정협의회 등 심의·자문 등
갈등관리 인식제고 및 직원 역량강화

•『소통 365일』 구민과 함께하는 현장행정
구청장 연두 주민설명회, 동장 일일순찰 확행, 여론수렴·구민 소통채널 강화

•주민참여형 감찰 : 주민감사청구제, 명예·시민감사제 등

주민 만족, 감동과 신뢰의 민원행정
•주민 감동 서비스
사회배려대상 전담창구 운영 : 노약자, 장애인, 임산부, 외국인 등
무료법률상담실 상설 운영 : 매월 2, 4주 월요일
민원 편의시책 추진 : 민원후견인제 운영, 민원편람 실시간 정비

구민 맞춤형 소통채널 다양화
•홍보전략 다양화를 통한 구민소통 활성화

•주민 신뢰 서비스
가족관계 상담민원 전담반 운영, 처리결과 SMS 통보(출생, 혼인, 개명신고)
민원처리 신속·공정성 제고 : 처리 단축률 향상, 지연민원제로화, 착오보상제

대중 홍보효과 높은 인플루언서 출연 콘텐츠 온·오프라인 활용
이벤트, 광고 등 SNS 구독자 수 증가 유도 및 남구 이미지 제고
SNS 서포터즈 홍보콘텐츠 제작·게시, 댓글, 공유 등 주민참여 확대

•구민 소통 체감만족 부산남구신문 발간
모바일 부산남구신문 발행, 접근성, 편리성, 뉴미디어 독자층 확대
자유기고, 명예기자, 독자 참여마당 활성화 주민참여 지면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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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를 선도하는 희망찬 남구

Ⅳ

01_ 밝은 미래를 여는 성장기반 구축
미래성장 전략사업 창출
•부산국제금융센터 3단계 개발 기반 지역발전 특화사업 추진
BIFC 3단계 개발계획에 따른 공공기관 추가 이전 추진

•4차산업혁명 대비 남구 비전 제시, 사람중심 미래 전략사업 발굴
•4차산업혁명 선도추진단 운영(월1회), 미래 신사업 자문·검토 등

미래를 선도하는

희망찬 남구

•드론공원 조성, 운영규정 제정 등
•대학과 함께 지역사회 상생·협력 지원사업 추진,
사회공헌 플랫폼 구축

무가선 저상트램 오륙도선 실증노선(2022.준공 및 시범운영)

밝은 미래를 여는 성장기반 구축
구민중심, 모두가 행복한 균형발전

•위

치 : 경성대~부경대~TBN교통방속국~LG메트로시티~이기대 입구

•규

모 : L=1.9km, 정거장 5개소, 차량기지 1개소

※ 연장노선 3.25km 부산광역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변경안 포함(2020.12.)

•사업기간 : 2019.~2022.
•사 업 비 : 48,700백만원

청년주도 정책기반 구축
해양산업클러스터 활성화
•위

치 : 우암동 우암부두 일원

•규

모 : A=178,679㎡[기반시설, 지원시설(관리동, 연구동)]

•총사업비 : 24,076백만원
•핵심산업 : 해양레저기기/장비제조, 선박·해양플랜트 부분품 제조업
•정부지원시설 현황
사업명
부산 마리나 비즈센터
(2023.6. 준공)

우암부두 지식산업센터
(2021.12. 준공)

친환경 수소연료선박
R&D 플랫폼

규모

사업비(백만원)

A=20,158㎡, 5층

48,000

A=6,000㎡, 7층

27,400

A=5,000㎡, 5층

39,900

(2022.12. 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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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_ 구민 중심, 모두가 행복한 균형발전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2023.1.준공)

상생문현 마실로드 프로젝트(2024.준공)

•위

치 : 용호동 895-3번지 일원(백운포 체육공원)

•위

치 : 문현동 546-42번지 일원

•규

모 : 연면적 4,766㎡, 지하1층/지상2층

•규

모 : A=209,900㎡

•사업기간 : 2020.1.~2023.1.

•사업기간 : 2021.~2024.

•사 업 비 : 17,904백만원

•사 업 비 : 264,600백만원

•사업내용 : 다목적 체육관, 수영장, 작은도서관 등

•내

용

주거 재생 : 노후주거 개선, 빈집 정비

남구시설관리공단 설립

공동체 회복 : 공동체 플랫폼 조성, 마을 집수리단, 문현 마을 공방 등

•공공시설의 효율적·전문적 관리, 지역일자리 창출 등

마을복지증진 : 복지플랫폼 조성, 마을경로당 증축

•사업기간 : 2018.~2021.
•사업내용 : 체육시설, 관광시설, 주차시설 등 총 8개 시설

용호부두 재개발
•위

치 : 용호동 5-17번지 일원

•규

모 : A=39,857㎡

•사업내용 : 특급호텔, 마리나 리조트, 수상스포츠 체험장 등

부산외대 이전부지 개발
•위

치 : 우암동 51-3번지 일원

•규

모 : A=128,445㎡

•사업기간 : 2020.~2028.(2022.1. 1단계 착공예정)

마을상권 활성화 : 문현골목마실로드, 문현상생협약상가 지원 등
마을연결 보행편의증진 : 문현 이음길 조성, 문현 숲길 정비 등

용호 대가족 프로젝트(2022.12.준공)
•위

치 : 용호동 521번지 일원

•규

모 : A=54,598.5㎡

•사업기간 : 2020.~2022.12.
•사 업 비 : 16,174백만원
•내

용 : 마을플랫폼 조성, 마을생활문화센터 조성, 집수리 사업 등

주민 만족, 함께하는 복합청사 건립
•용호2동 복합청사(2022.12.준공)
용호동 543-10번지 일원, 연면적 2,300㎡ 지하1층/지상5층,

•사 업 비 : 378,000백만원

사업비 8,022백만원

•사업내용 : 미래산업 창출센터,

행정복지센터, 생활문화센터, 작은도서관, 다함께 돌봄센터

청년창업센터, 공공복합타운 등

•용당동 복합청사(2022.12.준공)
용당동 46-6번지 일원, 연면적 2,510㎡ 지하1층/지상5층,
사업비 10,556백만원
행정복지센터, 건강생활지원센터, 생활문화센터, 작은도서관,
다함께 돌봄센터

•우암동 복합청사(2022.10.준공)
우암동 152-1번지 일원, 연면적 1,760㎡, 지상6층,
사업비 8,062백만원
행정복지센터, 건강생활지원센터, 생활문화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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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_ 청년주도 정책기반 구축
문현지하보도 엘리베이터 설치(2021.12.준공)

남구 청년 정책기본계획 수립(2021.8.완료)

•위

치 : 문현3·4동 문현지하보도

•대

•규

모 : 지하보도 엘리베이터 설치 2개소

•사 업 비 : 22백만원

•사업기간 : 2020.~2021.12.

•내

상 : 만18세~39세 청년
용

정책연구, 기본현황 조사 및 실태·특성·청년정책 수요조사 분석

•사 업 비 : 2,000백만원

기본계획 수립 방향 및 세부 추진전략 제안, 특색있는 정책 발굴
전문가 자문, 공청회, 청년 회의 등

성동초등학교 인근 도로편의시설 설치(2021.8.준공)
•위

치 : 문현2동 500-6번지(성동초등학교) 일원

•규

모 : 에스컬레이터(L=40m, B=3m, H=5m) 설치

청년 소셜리빙랩 운영
•대

상 : 만18세~39세 청년(최소 3인 이상 팀 구성)

•사업기간 : 2021.3.~12.

•사업기간 : 2020.~2021.8.

•사 업 비 : 37백만원

•사 업 비 : 800백만원

•내

용

지역 사회문제 해결, 청년 생활실험 및 활동비 지원
프로젝트 발굴, 전문가 교육·멘토링, 아이디어 경연대회

구민 소통의 길 조성(2021.8.준공)
•위

치 : 못골로 16~40 일원

•규

모 : 보도확장(L=420m, B=1.5m→3~5m)
전선지중화

•사업기간 : 2020.~2021.8.
•사 업 비 : 3,250백만원

청년 사회참여 역량강화, 취·창업 도전 기회 제공

미래의 주역 청년지원 사업
•청년 대상 공모사업 컨설팅 지원(2021.3.~10.), 12백만원
취·창업 컨설팅 필요 남구 거주 청년(만18~39세)
공모전 노하우, 가이드라인 제시, 분야별 역량개발, 전담 멘토 지정
사업계획서 작성법, 스피치 교육, 모듬 구성 지원 등 컨설팅 및 멘토링

•청년이 만드는 『청년정책 아이디어 공모전』(2021.4.~9.)
청년정책에 관심있는 청년단체

용호1배수지 주민편의시설 및 휴게공간 조성
(2021.12.준공)
•위

치 : 용호동 산92-7번지

•규

모 : 계단데크(L=58.7m) 등
주민편의시설 및 휴게공간 조성

청년의 다양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새로운 청년 정책
코로나19 관련 어려움을 겪는 청년 대상 극복 정책

•사업기간 : 2020.1.~2021.12.
•사 업 비 : 300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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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주요투자사업

희망찬 내일

남구이야기

2021 주요업무계획

2021 주요 투자사업
건설·건축 분야(16개 사업 64,609백만원)
【 단위 : 백만원 】

평화

남구

희망찬 내일

미래

사람
자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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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발전하고,
더불어 행복한 남구

사업명

사업기간

사업내용

사업비

비 고

부산항 연계수송 도로개설

2020.5.~2021.3.

도로개설 L=2,757m, B=10m

33,800

우암동 장고개로 9번길 일원 도로개설

2020.4.~2021.2.

도로개설 L=180m, B=10m

6,000

우암동 12통(양달로) 주변 도로개설

2020.5.~2021.3.

도로개설 L=100m, B=10m→20m

4,500

대연3동 새부산유치원 일원 도로개설

2019.~2021.

도로개설 L=207m, B=6m

2,400

대연3동 용소부락지내 소방도로개설

1996.~2021.

도로개설 L=94m, B=6~10m

8,785

문현3동 대원맨션 일원 도로개설

2020.~2021.

도로개설 L=80m, B=8~10m

1,200

집중호우 피해 도로시설물(사면, 도로 등)
재해복구

2020.8.~2021.3.

사면복구: 천주교 공동묘지 등 3개소
도로복구: PPG코리아 일원 등 5개소

735

성동초등학교 인근 도로 편의시설 설치

2020.~2021.

에스컬레이터 설치 1식

800

문현지하보도내 엘리베이터 설치

2020.~2021.

엘리베이터 설치 2개소

2,000

남구관내 분류식 하수관로 확충사업

2015. ~ 2030.
(장기계속추진)

오수관로 신설 L=161km

1,600

대연천 시점부 벽천분수 조성공사

2020.8.~2021.4.

벽천분수 조성 1식

150

용호1배수지 주민편의시설 및
휴게공간 조성

2020.1.~2021.12.

계단데크 L=58.7m,
벤치(10), 운동기구(8) 등

300

남구 수영로 일원 지반침하 대책 수립

2021.

지반침하 원인분석용역 1식

200

지반침하대응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

2021.~2030.
(장기계속추진)

하수관로 정비 L=5km

스마트 빗물받이 자동개폐시스템 구축

2021.

스마트 빗물받이 신설 N=60개소

200

오륙도선착장 일원 연안정비사업

2021.

소파제 정비 L=60m

93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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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교통·도시 분야(18개 사업 394,807백만원)

문화·체육·관광·복지 분야(15개 사업 77,463백만원)
【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사업기간

사업내용

구민 소통의 길 조성사업

2020.~2021.

보도확장 L=420m
B=1.5m→3.0m~5.0m

유엔평화문화거리 보행환경개선(2차)

2020.~2022.

못골시장 일원 보행환경개선

사업비

비 고

【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사업기간

사업내용

3,250

오륙도 스카이워크 관광활성화 사업

2020.1.~2021.12.

스카이워크 확장(L=9m→17.7m)
포토존 설치

용소로7번길 등 9개도로 L=1.89km

3,000

소막마을 테마거리 조성사업

2020.1.~2021.6.

테마거리 벽화조성 A=800㎡

100

2021.~2023.

못골로 등 5개 도로 L=1.3km

2,000

생활밀착형 제2국민체육센터

2020.~2023.1.

연면적 4,766㎡ 지하1/지상2

16,904

수영로 일원 보행환경 개선

2020.2024.

보도 정비 L=3.7km, B=10m(양측)

3,000

우암동 공공도서관 건립

2019.~2022.

연면적 1,817㎡

10,232

무가선 저상트램 오륙도선 실증노선

2019.~2022.

정거장 5, 차량기지1, L=1.9km

48,700

2021.

2020.~2021.12.

지평식 27면, A=779㎡

2,600

AR관광안내서비스, 도심시설물 스마트
솔루션 등

2,000

이기대연합시장 공영주차장

유엔평화문화특구 스마트시티 솔루션 확산
사업

이기대연합시장 주차환경개선

2021.

용호1동 골목시장, 용호삼성시장 인근
무인주차 옥외주차장 설치

2,500

클라우드 플랫폼 구축 및
통합스토리지 도입

2021.1.~6.

원격지 백업장비 및
노후 스토리지 교체 등

241

문현동 도시재생뉴딜사업
(상생문현 마실로드 프로젝트)

2021.~2024.12.

문현 이음길, 골목마실로드 등
A=209,900㎡

264,600

건강취약지역 건강인프라 확충

2018.~2022.10.

건강생활지원센터(2)
마을건강센터(1)

3,852

용호동 도시재생뉴딜사업
(용호 대가족 프로젝트)

마을플랫폼, 집수리 사업 등
A=54,598㎡

문현노인복지관 건립

2016.~2021.12.

연면적 939㎡, 지상5층

6,100

2020.~2022.12.

16,174

소막사(등록문화재) 복원 및
복합커뮤니티센터 조성

어르신 공익활동지원사업

2021.

14,564

2021.

어르신 일자리·사회활동 지원
(공익형, 시장형 등)

경성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

2020.9.~2021.2.

용호2동 복합청사

2020.~2022.12.

연면적 2,300㎡ 지하1/지상5

8,022

폐열회수형 환기장치, 방수공사, CoolRoof 설치

용당동 복합청사

2019.~2022.12.

연면적 2,510㎡ 지하1/지상5

10,556

꿈나무지원복합센터 건립

2019.~2023.

연면적 3,814㎡, 지하1/지상4

우암동 복합청사

2018.~2022.10.

연면적 1,760㎡, 지상6

8,062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2021.

인공지능, 핀테크 등
4차산업 맞춤형 교육

남구청 별관

2019.~2022.4.

연면적 2,350㎡, 지상7

7,329

인생후반전지원센터

2020.~2022.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상담실, 강의실 등

4,000

재해위험지역 재난대응
조기경보시스템 설치

2021.3.~2021.7.

동천주변 계측기, 실시간모니터링
시스템 등 설치

오륙도페이 발행

2021.

발행규모(200억)
선불카드, 지류상품권

2,533

+UP IoT지능형 소방용수시설(소화전) 구축

2021.

IoT 소화전, 통합관리시스템 등

4,443

하이브리드 그린 뉴딜 지중화 사업

2021.~2025.

트램구간 내 전선 지중매립 L=1.9km

9,000

국민체육센터 개·보수

2021.

수영장 등 내부 개선 및
노후보일러 교체

400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2021.

대연5동, 문현2동 행정복지센터

소막사 원형복원, 전시공간 조성

840

350

사업비

비 고

2,750

154
13,463
170

381

녹지·환경 분야(5개 사업 4,905백만원)
【 단위 : 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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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사업기간

사업내용

용호만 저서환경 복원사업

2020.8.~2021.3.

A=6.93㎢, 용호만 해양 정화ㆍ복원

도시에 그린 숲 프로젝트
(동명오거리·우암로 도시숲)

2021.1.~6.

A=700㎡, 식재기반 및 가로화단 조성,
그늘나무 식재 등

산림휴양 공간 조성

2021.1.~10.

황령산, 장자산 등 관내 8개 산지
숲길조성, 산림내 편의시설 설치 등

1,205

당곡공원 안심산책로 조성

2021.

A=500㎡,
도로 포장 및 차선도색, 산책로 설치

150

구청사 광장 내 테마정원 조성

2021.1.~6.

A=1,100㎡, 수목식재, 편의시설물 설치 등

300

2021 주요업무계획

사업비

비 고

3,000
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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