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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특성
•금정산과 오륜대의 수려한 자연환경과 도시기반이 잘 정비된 정주도시

•부산종합버스터미널, 도시철도 1호선, 구서IC 등이 융합된 육로 교통 관문도시

•금정산성·범어사, 회동호·윤산이 연결된 생태관광도시

•문화회관, 예술 중ㆍ고, 3개 종합대학이 분포하는 문화·예술ㆍ교육도시

• 산성 유적, 노포고분군, 오륜대 순교자박물관, 범어사 성보박물관, 부산대 박물관 등 

   향토문화 유적이 산재한 전통 역사도시

• 금정체육공원, 금정국민체육센터, 금정구민체육관, 선동잔디구장 등 체육시설과 

   온천천ㆍ수영강변 산책로가 어우러진 웰빙 생활도시

 기본현황
•인     구 : 93,607세대 251,134명 (남123,084 여127,050) 

                 부산시의 7.10%

•주     택 : 70,726동   보급률 108.7%

                ※단독 18,763 다세대·연립 14,099 아파트 36,471 기타 1,393동

•면     적 : 65.18㎢   부산시의 6.57%

                ※개발제한구역 53.97㎢ (82.8%) 상수원보호구역 27.58㎢ (42.3%)

•행정조직 : 3국 2실 15과, 1보건소, 2사업소, 17동, 의회

                ※정원 674명 (본청 425, 보건소 38, 사업소 39, 동 156, 구의회 16)

 기반시설
•도           로 : 232.8㎞ (도로율 27.6%)

•자    동    차 : 78,302대 (승용 58,579, 화물 13,973, 승합 5,176, 특수 574대)

•상    수    도 : 23,152전 (보급률 99.41%)

•주  차  시  설 : 75,067면 (보급률 95.9%)

•하    수    도 : 534.7㎞ (보급률 98.3%)

•공원ㆍ유원지 : 57개소 (어린이 38, 소공원 12, 근린 5, 묘지 1, 유원지 1개소)

•제  조  업  체 : 379개소 (기계장비 87, 섬유의복 74, 전기전자 69, 금속 53 등)

•농    경    지 : 325ha (농가 922호)

                      ※화훼 160, 채소 392, 축산 120, 기타 250 호

 일반회계  187,064백만원
 

 특별회계  9,254백만원

   의료급여 기금 :  455백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 248백만원

   주 차 장  : 7,852백만원

   지하수 관리  :  685백만원

   기반시설  :  14백만원

구       분 2010년 2011년 증 감 (%)

계 173,273 196,318 23,045(13.30)

일 반 회 계 167,865 187,064 19,200(11.44)

특 별 회 계 5,408 9,254 3,845(71.11)

단위 : 백만원

 2011년도 재정현황

 예산규모 : 196,318백만원   재정자립도 23.0%

 주요시설
•학        교 : 53개소 (초 21, 중 14, 고 15, 대학 3개소)

•문  화  재 : 75점 (국가지정 11, 시지정 64점)

•복        지 : 365개소 (생활시설 25, 이용시설 340개소)

•의료·의약 : 645개소 (병원 24, 의원 279, 약국 102, 기타 240개소)

 일반현황

국시비보조금
109,093 (58%)

경상이전
107,671 (58%)

물건비
13,763 (7%)

인건비
35,447 (19%)

예비비 등
3,168 (2%)

자본지출
27,015 (14%)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29,880 (16%)

지방교부세
5,000 (3%)

세외수입
15,614 (8%)

지방세
27,47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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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친화적 녹색공간 조성
┃여유로운 웰빙 공간 확대┃

•수영강 상류 하천 정비사업  L=2,020m, 18억원 

•지역 청정 하천 가꾸기  4개 사업 495백만원

•걷고 싶은 숲길 조성  범어사길 L〓264m, 3억원

┃걷고 싶은 명품 그린웨이 조성┃
•「치유의 숲길」 조성  회동수원지 L=1㎞, 1.5억원

•가로변 그린로드 조성  L=1.2km, 3억원

•중앙분리화단 조성  L=288m, 3억원

┃자연 친화적인 도심 조성┃
•금정세무서 주변 쉼터 조성  A=1,500㎡, 3억원

•우성어린이공원 리모델링  수목식재 5,881주 등, 3억원

•도시 숲 조성  서곡초등학교, 파고라 외 4종, 3억원

      ▷  호랑나비 체험학습 및 표본전시 : 900명, 홍법사 경내

┃산림자원 육성 및 생태숲 조성┃
•숲가꾸기 사업  205ha, 655백만원

•산지내 시민편의 시설조성  데크광장 등, 150백만원

•산림복지 서비스 확대  숲해설가, 산림관리원 운영

경제 활성화로 지역 경쟁력 강화
┃기업하기 좋은 여건 조성┃

•기업환경개선 사업 추진  금사공업지역 L=832M, 2억원

•중소기업 기동인력 지원  44개사 137명

•간부공무원 기업지원 후견인제 실시  건의사항 24건 처리

      ▷  노·사·정 화합한마당 행사 : 기업인·근로자 150여명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시책 추진┃
•패션타운「로드패션쇼」개최  부산대앞, 의류 250점

•산성막걸리 명품 브랜드화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등록

•지역 특화 사업  원예작물 특성화 등 11농가 153백만원

•『모범·미소음식점』 선정 지원  100개소, 30백만원

      ▷ 범어사 상·하마마을 먹거리 홍보탑 : 20백만원 

┃서민 생활안정을 위한 안정적 일자리창출┃
•『희망근로사업』 추진  1일 751명, 3,614백만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  1일 161명 1,163백만원

•『공공근로사업』 추진  352명 103개 사업, 863백만원

      ▷ 취업박람회 개최 : 추석맞이 단기인력 모집행사 등

미래 대비 도시기반 확충
┃도심 재생을 통한 지역 재창조┃

•대학로 시범거리 조성   L=1,425m, 10억원

•산성터널 접속도로 개설  금샘길 L=85m, 10억원

•뉴타운교 설치공사 착공  L=42m B=34m, 60억원

•장전1-1구역 정비기반시설(도로) 설치  804백만원

•오륜정수장 진입도로 확장  L=170m B=8→12m, 10억원

┃저탄소 녹색성장 기반 구축┃
•자전거도로 개설  수영강 일원 4.25km, 830백만원

•무료 환승자전거 운영  노포역⇔스포원, 자전거 40대

      ▷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 선두구동주민센터, 89백만원

•자전거 보관대 설치 10개소  180대, 75백만원

2011 GEUM
JEONG

06 07

 2010년도 주요성과

‘미래, 그리고 사람중심의 금정’ 건설을 향한 

           민선5기 구정 기틀 구축

 비전  사업 발굴 및 새로운 성장과 도약을 위한 

           실천기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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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민 중심의 미래 비전 개발
┃구정의 비전 및 전략 제시┃

•금정발전 간부공무원 워크숍 개최  52개 현안과제 

      ▷  부산종합버스터미널 복합환승시설화 등 연계 연구용역

      ▷  교육특구 타당성 연구용역 : 지역 교육자원 활용 특화사업 발굴

•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기반 조성  기본조례 제정, 공직자 교육 등

┃『클린 구정 실현』을 위한 공직풍토 조성┃
•청렴도 향상도모  청렴워크숍, 직장교육, 청렴song 방송 등

•청렴계약제 실시  반부패서약서 교환 399건

•매월 수의계약 내역공개  구 홈페이지 175건 9,874백만원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사이언스 페스티벌 개최  천문관찰, 과학문화체험 

•원어민 실용영어강좌 운영  부산대 국제언어교육원 200여명

•어린이 영어캠프 운영  부산외대·부산글로벌 빌리지, 156명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  20개사업 50백만원

•청소년공부방 관리 및 프로그램 운영  3개소 48백만원

•어린이집 벽화사업 추진  노후 담장등 정비 23개소

품격 높은 지역문화 창달
┃전통문화 계승 및 관광 인프라 확충┃

•금정산성 복원 정비  산성고개 성곽잇기, 성곽보수 20억원

•금정산성 탐방로 조성사업  북문→원효봉1㎞, 429백만원

        ▷ 금정산성 군기 설치 : 4개소(동, 남, 북문, 장대) 10백만원

•전통 사찰 정비  범어사 보제루 등 15개 사업, 4,951백만원

┃부산대학로 예술의 거리 기반조성┃
•특성화 방안 용역추진  대학로 활성화 방안, 20백만원

•부산대 거리문화 조성지원  2개 단체, 8백만원

•문화시설 전수조사  문화지도 제작 배포 5천부

┃구민이 감동하는 문화축제 추진┃
• 금정산성과 함께하는 금정예술제  

  금정산성 막걸리테마, 공연·전시 체험

•정월대보름 달집태우기  전통세시풍속 계승, 구민안녕 도모

• 금정산성 막걸리동창회 지원  

  지역전통주의 세계적 문화콘텐츠 개발

┃생활속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
•금성동 문화마을 조성  벽화·조각 골목 갤러리 조성 L=600m

•여성합창단 운영활성화  합창페스티벌 등 7회 출연, 12백만원

• 대중성과 예술성이 조화된 공연·전시  기획·테마공연

•찾아가는 독서지원 서비스  복지시설·아동센터 등

더불어 사는 복지사회 구현
┃이웃사랑 결연·연계 사업 추진┃

•행복금정 결연후원 사업  295명 869구좌 95백만원

• 명절 이웃돕기 사업  성품 104백만원, 성금 56백만원

•아름다운 순회봉사단 운영  이미용 등 6분야, 600여명

┃노후 생활안정 및 자활 지원┃
•노인일자리사업 추진   1,239명 1,654백만원

• 노후 여가문화 활성화, 노인 돌봄 사업  971백만원 

•자활사업 활성화 및 자활의욕 고취  420명, 17억원

┃여성·가족복지 지원┃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  여성대학 등 235백만원

•결혼이주여성 조기정착 지원  한글교실, 수기공모 등

•아이 돌보미 지원 사업  4,366건 116백만원

┃저소득층 의료서비스 확대┃
•취약계층 건강 지원  건강관리서비스, 건강검진

•치매관리센터 운영  조기검진, 의료비지원 1,678명

•순회 보건교육  경로당, 치매환자, 만성질환자 35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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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기관 - 10개 분야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조기집행 추진평가 “우수기관”

 행정안전부 2010.상반기 지역일자리 창출 평가 “우수기관”

 보건복지부 장애인 연금업무 평가 “장려”

 보건복지부 『제4회 일하는 노인 전국대회』 노인일자리 우수생산품분야 “금상”

 보건복지부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사업 평가 “최우수”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보건사업 평가 “최우수기관”

 고용노동부 일자리공시제 전국경진대회 “장려” (한국능률협회장상)

 국토해양부 제4회 도시의날 녹색교통도시부문 “도시대상”

 녹색성장위원회 생생도시 선정 (물순환 분야) “우수기관”

 소방방재청 지역안전도 평가 “1등급”

 【 부산광역시·유관기관 - 27개 분야 】

 지방재정조기집행 추진평가 “우수기관”  예산효율화 시책 추진 평가 “우수기관”

 자치구·군 자체감사활동 평가 “최우수”  2010. 상반기 물가안정 관리실적 평가 “장려”

 2010. 상반기 지역일자리 창출평가 “우수”  2010. 일자리 창출평가 “우수”

 공공근로사업평가 “장려”  국기게양 및 보급실태 우수기관 “장려”

 「살기좋은 세계도시 부산 만들기」 평가 “우수”  주민자치회 운영평가 “장려” 

 부산지역 축제 평가 “우수”  체납세 징수실적 평가 “장려상” 

 지방세 징수실적 평가 “최우수”  기록물 관리 및 정보공개 

 주민서비스운영 평가 “최우수”        운영실태 지도·점검 결과 “최우수”

 자활사업 수행 평가 “2위”  우수자원봉사센터 평가 “장려” 

 여성가족정책평가 “장려”  저출산대책업무평가 “장려” 

 구·군 자원순환행정 종합평가 “장려”  구·군 재활용품 수집경진대회 “장려” 

 식품위생업무 추진 평가 “1위”  산불방지업무 평가 “최우수” 

 민방위 역점시책평가 “장려”  춘·추계 도로정비 평가 “우수기관” 

 토지행정종합평가 “우수”  보건교육경연대회 “우수상”

❖ 민선5기 구정 출범
      교육과 문화, 경제와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미래, 그리고 사람 중심의 금정’건설의 기치 아래 민선5기 구정 출범

❖ 재정 조기 집행 및 일자리 창출 평가 우수기관 선정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 조기집행과 일자리 창출사업의 성공적 추진

으로 정부 전국평가 우수기관 선정과 서민생활 안정과 경제 활성화 기여

❖ 부산대학로 문화의 거리 기반 조성
      대학로 로드 패션쇼 개최, 특성화 발전 용역 추진, 예술공연 지원센터 

조성을 통해 부산대 일원의 문화콘텐츠를 개발

❖ 향토의 역사와 문화가 숨쉬는 관광벨트 확충
      산성 북문에서 산성고개에 이르는 구간을 순라길로 재현하고, 산성고개 

잇기, 누리길 조성 등 시민 휴식을 위한 녹색 트래킹 코스로 개발

❖ 회동수원지 명품 산책길 조성
      45년 만에 회동수원지 산책길 개방, 숲과 호수를 따라 걸을 수 있는        

최고의 수변 휴식공간을 창출하여 구민의 녹색 삶 수준 향상 도모

❖ 녹색교통 도시 기반 확충
      수영강변 자전거도로와 회동수원지 수변 산책길 조성 등 녹색교통        

부문의 높은 평가로 국토해양부 주관 ‘제4회 도시의 날’도시대상 수상

❖ 지역 복지수요 대응 인프라 구축
      장애인 복지관 건립, 가마실복지센터 건립, 노인복지관 조성 등 복지

시설의 확충을 통한 사람 중심 행정 실천과 지역 복지 수요에 충족하는 

인프라 구축

❖ 건강한 마을만들기 추진
      건강도시센터 운영과 건강수준향상 프로그램 운영으로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지방자치단체 보건사업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

❖ 미래 인재 육성 및 고품질 학습기회 제공
      사이언스 페스티벌 개최와 크리스마스 과학축제 등 청소년의 과학적        

소양을 계발하고, 지역주민의 평생학습 금정캠퍼스 프로그램을 운영        

하는 등 고품질 학습기회를 제공

❖ 신성장과 도약을 위한 기반 구축
      도시재생과 녹색성장을 통한 지속적 성장을 도모하고, 비전 개발과         

미래 구현을 위한 전략 추진체계를 구축하여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기반 구축

2010년도 구정 10대 뉴스2010년 금정을 빛낸 일

2011 GEUM
J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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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도 구정계획

역점시책

편안하고 안전한 도시기반 확충

공존과 조화속의 녹색성장 실천

경제 활성화로 안정과 번영의 실현

인재 육성과 문화·예술의 촉진

밝고 건강한  복지사회 건설

협력과 소통 기반 현장행정 구현

구정방향

맑고 생동감 있는 녹색도시

풍요롭고 살기 좋은 행복도시

혁신과 창의 지향 창조도시

금정비전

미래, 그리고 

사람 중심의 
금정

민선5기 구정 기틀 구축, 
지역 비전사업 발굴 및 
새로운 성장과 도약을 
위한 실천기반 마련.

비전 실현과 발전 전략
사업의 구체적 추진으로 
구정의 선진화와 지속 
가능한 성장 추진.

지난해는,.. 올 해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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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편안하고 안전한 도시기반 확충

┃지역 발전·전략사업 추진┃
•산성터널 접속도로(금샘길) 개설  L=196m B=20m, 10억원

•오륜정수장 진입도로 확장  L=20m B=8→12m 보상376㎡, 10억원

•선동 상현마을~기장경계간 도로개설  L=460m B=3.5m, 10억원

┃사람중심의 보행환경 개선┃
•체육공원로 도로확장 및 보도신설  L=800m B=10→15m, 20억원

•온천장지하철역 주변 보도신설  L=190m B=2m, 8억원

•구서지하철역 주변 및 장전로 보도정비  L=2.5㎞, B=1.5~4m, 5억원

        ▷ 금정문화회관 앞 육교 입체화 사업: E/V설치 2개소, 2억원

┃균형있는 도시기반 확충┃
•범어사 상마마을 공영주차장 건설  A=7,540㎡ 115면, 33억원

•주택가 소규모 공동주차장 건설  2개소 40면, 18억원

•금정국민체육센터 주변 공영주차장 건설  250백만원

┃지역 정주기반 구축┃
•선두구동 하정마을 도로확장  L=70m B=5→8m, 286백만원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반영  선두구동 공동목욕탕 외 5개 사업

•개발제한구역 해제추진  스포원파크(291,190㎡), 녹동마을

┃생활환경 개선 및 도시 재창조┃
•서민생활환경 개선사업  서동 일원 247,543㎡, 3억원

        ▷ 쌈지공원, 경노당·옹벽담장 개보수, 벽화사업 추진등 

•폐·공가 정비사업 추진  5개동 47백만원

•정비구역내 노후건축물 환경정비사업 추진  12개동, 72백만원

┃안전한 지역기반 구축┃
•노후보안등 교체·설치, 가로등 정비·이설, 보식  243백만원

•관내 복개구조물 보수·보강  L=2,785m, 4억원

•노후 교량 보수·보강 공사  두구교, 2억원

        ▷ 부산대 우수저류시설 설치 : 28,800㎥(면적 3,500㎡), 100억원

┃취약지 교통안전체계 개선┃
•도로 교통안전 시설물  차선도색 및 교통시설물 등 50백만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중앙분리대 설치 등 3개소, 240백만원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유치원 6개소 360백만원

•위험도로구조 개선사업  구서IC 진출부 가각정비 L=50m, 1,260백만원

┃녹색교통 도시 구현┃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 및 관리계획 수립  1억원

•대중교통시설 이용 활성화  버스 승객대기실 6개소 30백만원

•개별가구 주차장 갖기사업 추진  20가구 20면 60백만원

        ▷ 녹색생활 실천기반 조성 : 자전거 주차대 설치 15백만원
 뉴타운교 설치공사  L=42m B=34m, 60억원

 서동간선로 개설(확장) 공사  L=2,200m B=30m, 2,280억원

 대형건설사 초청 사업설명회 개최  년 2회(5월, 11월)

서금사 재정비 촉진

 사업기간  2008년~2011년

 사업규모  A=7,540㎡, 주차면수 115면

 총사업비  61억원 ▷ 2011년도 33억원

상마 공영주차장 건설

2011 GE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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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공존과 조화 속의 녹색성장 실천

┃미래를 지향하는 푸른도시┃
•걷고 싶은 숲길 조성  범어사 상행로, L=340mB=1.7m, 4억원

•중앙분리화단 설치  태광산업~남산역, L=300mB=2m, 3억원

•금정시민공원 조성  선동 안골천 일원 A=74,300㎡, 4억원

┃녹색 삶 향상을 위한 수변공원 조성┃
•수영강 상류 도시숲 조성  두구동 일원 L=4.3㎞, 5억원

        ▷ 수영강 하류 생활체육테마공원 : 그라운드골프장 1면 등, 284백만원

•온천천 상류 수변 환경개선공사  친수공간 2,195㎡, 17억원

•선동 회동 수원지 누리길 조성  L=2.0㎞, B=2m, 22억원

┃생활주변 녹지공간 확충┃
•부산과학고 주변 도시숲 조성  편의시설 등 A=4,500㎡, 5억원

•학교숲 조성  부곡초등학교 A=800㎡, 느티나무 등 10종 60백만원

•화단·녹지대·가로수·쌈지공원 사후관리  149백만원

•어린이 공원시설 교체 정비  2개소 50백만원

┃환경보전 및 녹색생활 실천┃
•탄소 줄이기 경진대회 개최  150세대 이상 APT 49개소

•승용차 없는날 행사  녹색생활 실천운동 캠페인 전개

┃품격 있고 가치 있는 산림자원 육성┃
•숲가꾸기 사업(간벌, 풀베기, 산물수집 등)  410ha, 403백만원

•산림병해충 방제(소나무 재해 저감 등)  1,000ha, 929백만원

•금정산 및 윤산 조림사업  1.5ha, 17백만원

┃산림 휴양·치유 서비스 제공┃
•윤산 생태숲 4차 사업  만남의 광장 정비 및 식생복원, 2억원

        ▷ 숲속 작은 도서관 조성 및 운영 : 독서테이블 및 책장, 데크광장등

•등산로 정비사업  L=2km, 63백만원

•숲 해설가 운영  2명, 숲속유치원 운영(월 15회)

┃늘 푸른 명품 가로변 단장┃
•사피니아 꽃길  구서IC지하차도외2개소 1km, 64백만원

•도심지 무단투기 불결지 정비  화단기반조성, 조경수목식재

•금샘로 가로화단 수벽 조성  남산고교 연접지(100m), 24백만원

┃자원 순환운동 및 저탄소 녹색성장 정착┃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 지급  공동주택 81개소(파지, 고철 등)

•자원순환시설 현장 견학  년 2회, 공무원 및 민간인 등

•신재생에너지 태양열(온수) 시설  장애인 근로작업장 160백만원

        음식물쓰레기 없는 『제로데이』 운영 : 주1회, 매주 수요일

 추진목적  단절된 산책로를 연결, 순환형 트레킹 코스로 개발

 사업위치  오륜동 일원 (아홉산 회동수원지변)

 사업내용  임도 개설 1km, 2억원

회동수원지변 임도 개설

 사업기간  2011. 1월 ~ 5월

 사업대상  120개소 중 20개소(투시형 어린이집 우선 시행)

 사업내용  자연학습형 화단 만들기, 초화분양 및 식재

어린이집 화단 만들기 사업

2011 GE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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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경제 활성화로 안정과 번영의 실현

┃전략적 정책개발을 통한 지역활성화 유인┃
•교육특구 타당성 연구용역  특구계획안 작성, 30백만원

•금정산성 막걸리 지역명품 브랜드화  주류 품질인증제 신청등록

•부산과학고·외국어대 신축·이전 지원  공원 조성 및 보행환경 조성 등

┃유관기관 공조를 통한 지역활성화 도모┃
•수변과 조화로운 회동수원지 정비  전망대 및 이정표, 데크로드

        ▷ TV프로그램유치 : 방송국 제작팀 섭외, 체험코스 등 현장확인

        ▷ 산책로 등 추가 조성 : 산책로 정비, 임도 신설

•오륜배수지 상단 구민운동장 조성 추진  구민체육대회 등 구민행사용

┃기업사랑 지원시책 추진┃
•“기업사랑 금정소식지” 발간·송부  년 4회, 관내기업체

•우수 기업인 예우시책 추진  간담회 및 화합행사, 표창 등

•지방세 기업지원 Consultant제  지방세 안내, 애로사항 청취 등

┃기업하기 좋은 여건 조성┃
•금사공업지역내 기업환경개선 사업 추진  하수시설정비 등

•중소기업 기동인력(공공근로 등) 지원  분기별(연20명)

•「우수 중소기업제품 e-shopping」 코너 운영  구 홈페이지내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특성화된 시장육성  선진지 견학, 찾아가는 (맞춤형) 교육 실시

•상인교육 및 “우수시장 견학” 실시로 상인 자구력 향상  年 2회

•시장별 여건에 따라 환경개선 사업비 확보 및 지원

┃농가 특화품목 육성 및 지원┃
•지역특화사업  공동집하장 벤치시설지원 50백만원

• 조기 재배작물 보온자재 지원(32농가) 소류지 개·보수 및 준설   24백만원

•후계농업인 육성·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 등  74백만원

•유기질 비료 지원(330농가), 토양개량제 지원  94백만원

┃일자리제공을 통한 서민생활 안정┃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안정적 일자리사업 등 14억원

•자립형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친환경 농산물, 공동작업장 분야 등

•생산성 있는 「공공근로사업」 발굴  330명/1일, 863백만원

┃체계적인 일자리 사업 추진 및 네트워크 강화┃
•사회적 기업 육성  신규기업 발굴 일자리 창출, 주민 삶의 질 향상

•예비사회적기업 관리  자립역량 구축 유도, 사회적기업 전환 행정지도

•체계적 관리를 위한 『일자리공시제』 추진  사업 확인·공표

 추진목적  지역내 지식재산 활용을 통한 지역경쟁력 제고

 공모내용  지식재산도시 조성 사업비 지원 ▷ 특허청 주관

 기대효과  지식재산 인프라 구축, 지역경쟁력 제고

지식재산도시(IP-City) 지정신청

 구인·구직·알선 적극추진  워크넷 연결, 기업체 발굴 등

 찾아가는 일자리 발굴단 운영  연중 추진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 정례화  연 2회 이상

맞춤형 취업정보센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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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인재 육성과 문화·예술의 촉진

┃인재 육성을 위한 전략적 교육 지원┃
•전략 지원을 위한 대학 입시설명회 개최  1회, 8월 이전

•우수 농산물 구입을 위한 학교급식비 지원  21개 초교, 150백만원

•고교 인재육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자연계열 논술교실 등

┃지역특화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지역 특성을 살린 평생학습 프로그램 발굴·운영  2강좌 40명

•평생학습 우수 동아리 공모사업 추진  6개팀, 1백만원

•청소년 과학체험축전 개최  ‘사이언스 페스티벌’, 10월 

┃평생학습 지원체계 확립 및 기반 조성┃
•평생학습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평생학습 홈페이지 운영

•어린이 방학 영어캠프 운영  부산외대 위탁, 120명, 1주

•사이버 영어교실 운영  초급 동영상 컨텐츠 160강좌

┃문화와 사람중심의 복합거리 조성┃
•부산대학로 예술의 거리 문화인프라 구축  7억원

        ▷ 거리명 제정 및 거리별 특성화 추진 등 문화콘텐츠 개발

        ▷ 상설야외공연장, 조형물설치, 예술공연 지원센터 조성

•문화 창작 공간 제공 온천천 그래피티 활성화  연중, 6.5백만원

•지역문화시설 지원  킴스아트필드 미술관 운영, 50백만원

┃전통과 미래가 어우러진 문화축제 추진┃
•전국규모의 특색있는 금정산성과 막걸리축제  5월중 105백만원

•인디밴드, 행위예술, 전시 등 인디페스타 공연  연중 20백만원

•부산대학 앞 젊음의 거리 조성 문화행사지원  연중 10백만원

•전통이 살아 숨쉬는 문화행사  정월대보름 달집태우기, 체험행사

┃문화재 복원·정비 및 전승지원┃
•금정산성 복원 정비  성곽잇기550m, 24억원

•전통사찰 정비·복원  범어사, 정수암 보존 정비등 290백만원

•범어사 방재사업 지원  방화림조성, 경비인력지원 등 286백만원

•노포동고분군 보존  보호구역 매입(1천㎡) 235백만원

┃관광 인프라 확충 및 부가가치 증대┃
•금정산성 순라길 및 군기설치  북문~원효봉 1㎞ 429백만원 

•관광 안내도 제작 및 표지판 정비  리후렛·관광지도 제작 등 12백만원

•우리고장 역사·문화탐방  2회 200명 (저소득층 중·고생)

        ▷ 주말 문화공연 : 시민문화광장(범어사)과 연계, 40백만원

┃수준 높은 독서·문화 서비스 제공┃
•소외계층 대상 평생프로그램  지역아동센터, 노인복지센터

        ▷ 동화구연, 그림책 함께 읽기, 웃음치료, 다양한 독후활동 등

•다변화된 수요음악회 운영  전자현악, 퓨전국악 등 장르 확대

•테마가 있는 기획전시 개최  금정을 주제 유명작가 초대전

        ▷ 상설갤러리 운영(연중) : 지역예술인 발굴, 활동지원

 사업기간  2010. 12월 ~ 2011. 2월

 사업내용  부산대 일원  테마거리  조성방안 등

 사 업 비  20백만원

부산대 일원 특성화 방안 연구용역

 사업기간  2011년 3월 ~ 12월

 사 업 비  100백만원

 추진내용  문화재청(발굴제도과) 협의, 국비지원 건의

「계명봉수대」 발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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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 강화 및 위기가정 지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 등 지원  5,100세대 23,819백만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정부양곡 지원  1,700세대 580백만원

•기초수급자 및 저소득자녀 교육장려금 등 지원  1,300세대 410백만원

        ▷ 위기가정 긴급복지 및 구호 : 생계·의료·주거비 지원, 465백만원

┃사랑의 결연·후원사업 확산┃
•행복금정 천사구좌 지속 추진  후원자 연계관리, 200여명

•사랑의 연결고리 사업 추진  복합적 어려운 가정, 100세대 

•아름다운 순회봉사단 운영  6개분야 서비스 제공, 2회

┃자활근로사업 추진 활성화┃
•자활근로사업 추진  29개 사업 440명 참여 22억원  

•희망키움통장 사업 지원  100명, 3억원 ▷ 탈수급자 정착

•지역봉사사업 추진  무료 이불빨래·청소, 폐현수막 마대제작 

┃건강한 노후생활 지원┃
•노인일자리사업 추진  8개기관 1,240여명 1,784백만원

•노인돌봄서비스사업 추진  5개기관 7백여명 585백만원

•경로식당, 노인교실 운영 지원  21개소 224백만원

        ▷ 노인복지 시설지원 : 운영지원 3,760백만원, 기능보강 등 689백만원

•노인복지관 건립 추진  부지 기부채납, 실시설계·착공 등

 추진시기  2011.년중

 추진개요  대상 세대 선정, 금정소식지를 통한 후원자 연계

 추진내용  구민의 자발적인 후원 유도

「사랑의 연결고리」 코너 운영

 시간연장 보육시설 지정확대  30개소 295백만원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 지원사업 추진  서금, 부곡지역 

 청소년공부방 관리 및 문화프로그램 운영지원  2개소 34백만원

보육의 공공성 강화·청소년 건전 육성

Ⅴ. 밝고 건강한 복지사회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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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생활 안정 및 사회 참여 확대┃
•중증장애인 연금 지원  1,331명 2,124백만원

•저소득 장애인 생계지원  7,476명 1,058백만원

•일자리 제공 및 자립역량 강화  1,403명 307백만원

        ▷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지원 : 6개소 2,441백만원

┃여성과 가족이 행복한 금정 조성┃
•여성주간 행사 내실화  명사강좌, 사진전 등 복합테마 구성

•취약계층 여성지원 확대  한부모·다문화가정 지원

•다문화가정 어울마당 개최 지원  음식·문화체험 등

┃출산 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
•다자녀가정 우대 시책 추진  출산축하금, 가족사랑카드 발급

•저출산 극복 구민 인식개선  초청강의, 캠페인 등 홍보 강화

•정책 추진을 위한 기반 마련  T/F팀 운영, 자치법규 지속 정비

┃지역사회 아동의 밝고 건강한 성장 지원┃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   18개소 4,587백만원

•저소득층 아동급식 지원, 가정위탁아동 보호  883백만원

•저소득층 보육료 등 지원 확대  3,800명 13,865백만원

┃저소득층 보건의료서비스 강화┃
•소외계층 진료서비스  저소득 가장 성인건강검진 등 750명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  희귀·난치성 질환자 165명 410백만원

•방문보건서비스 강화  보청기 지원·인공관절 무료시술

•건강상식 및 관심제고를 위한 프로그램  이동건강체험터 등 4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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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5기 공약사항 추진

┃미래 발전사업 발굴 추진┃
•구정 경쟁력 강화 사업 발굴  중앙·시 연계 도심재생 및 랜드마크 사업

•구정의 전략추진 역량 강화  워크숍 등 소양과 현안 해결 역량 연계

•조정·통제를 통한 행정력 결집  현안 및 시책, 투자사업 수시 점검

┃구민과 소통하는 현장 중심의 실용행정 추진┃
•현장 소통행정 강화  시장·기업체·복지시설 등 현장대화 

•주부모니터 운영 활성화  제안 시 인센티브(마일리지) 제공

┃기동·참여·기획 순찰 실천┃
•지역별 순찰로 구민불편사항의 사전예방  4개 권역 구분관리

•구민과 공무원 참여 합동순찰  상습·반복적 민원 등 해소

•시기별 구민 불편이 예상되는 지역에 대한 집중 순찰  다중집합지 등

┃주민 참여 프로그램의 확대로 진정한 주민자치 실현┃
•특화 프로그램 선정·운영  지역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발굴

•동아리 운영 활성화  자립 향상 및 자원봉사 활성화

•주민자치회 솜씨자랑 한마당 개최  전시·공연, 17개 자치회

 무료 무선인터넷(WiFi) 서비스제공  범어사 및 부산대학 주변 

 구민 정보화 교육  45회, 1천명(동영상 편집 등 8개 과정)

 인터넷 수능방송 개설  구청 홈페이지 활용 고품질 방송 강의

    ※ 찾아가는 『이웃사랑 영화 상영회』, 사랑의 그린 PC 보급

맞춤형 구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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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협력과 소통 기반 현장행정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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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5기 공약사항 추진

단기 과제 (2010~2013)
•금정문화회관 활용성 제고

•수영강 상류 하천정비

•온천천 정비사업 마무리

•서민 자녀 보육시설 / 어린이집 이용료 전액 지원

•직장보육시설 신축 또는 구입시 세액 공제 확대

중장기 과제 (2010~2014)
•교육특구 타당성 연구·지정

•학문융합교육센터 구축·운영

•산업체 종사자 맞춤형 어학교육 지원

•고교 인재육성 특화프로그램 운영

•‘금정산 ~ 범어사 ~ 스포원 ~ 회동수원지’연결 관광벨트 구축

•다문화 체험 및 어울림 강화

•「안전한 금정」 만들기

•산·관·학·연 네트워크 구성

•금사공업지구의 회동석대 첨단산업단지 연계 발전

•회동수원지길(산책로) 연장

•자연생태 교육장 마련

•저소득층 자녀 대학생 멘토링 사업 지원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급식비 지원 확대

•저소득층 밀집지역 중심의 공립보육시설 확충

•민간 보육시설 노후화 개선 및 야간 보육시설 확대

•단독주택 밀집지역 공영주차장 증설

장기 과제 (2014~계속)
•공실의 문화예술 작업공간화

•음악/연극/문화의 거리 조성관련 특성화 발전

•전통시장 현대화/ 특성화시장 지원

•온천천 그래피티 관리 및 활성화 지원

•서동고갯길 설치 등 기반시설을 위한 국비 확보

•서·금사 뉴타운 관련,지자체간 연대로 재산권 제약최소화법 개정 추진

•남강댐 상수원 지정시 회동수원지 고부가가치 친환경산업 유치

•부산종합버스터미널 주변 규제완화 여건조성 및 정비 추진

•서·금사 뉴타운 영세 거주민에 대한 장기·저리 융자

•부산종합버스터미널 주변 복합환승 시설화 여건 조성

•금샘길 조기개통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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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주요투자사업

연번 사   업   명 사  업  량
사업비 (백만원)

비 고
계 국 비 시 비 구 비

계 8,211 2,900 4,600 711

1
선동상현마을~기장 경계간
도로개설

도로확장
L=460m B=3.5m

1,111 1,000 111

2
체육공원로 도로확장 및
보도신설

도로확장
L=800m B=10→15m

2,000 1,000 500 500

3
산성터널접속도로(금샘로)개설
공사

도로개설
L=196m B=20m

1,000 1,000

4 오륜정수장 진입도로 확장
L=20m  B=8~12m
보상 A=376㎡

1,000 1,000

5 온천장지하철역 주변 보도신설
보도신설
L=190m B=2m

800 800

6
구서지하철역주변 및 장전로
보도정비공사

보도신설(정비)
L=2.5㎞ B=1.5~4m

500 500

7 선동 하정마을 일원 도로개설 L=360m B=8m 1,000 900 100

8 구서IC 가각정비 1식 500 500

9 부곡4동 부곡로 확폭정비 1식 300 300

연번 사   업   명 사  업  량
사업비 (백만원)

비 고
계 국 비 시 비 구 비

계 720 180 332 208

1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6개소  360 180 90 90

2 금정문화회관앞 육교입체화 EV설치2개소등  200 200

3 주차장수급실태조사용역 1식  100 100

4 그린 주차 사업 1식  60 42 18

연번 사   업   명 사  업  량
사업비 (백만원)

비 고
계 국 비 시 비 구 비

계 2,480 1,262 969 249

1 도시숲 사업 부산과학고 등 4개소 1,500  750  750 

2 숲가꾸기 사업 410ha 403  224  54  125 

3 문화회관태양광발전시설 보급 30kw 215  107  54  54 

4 윤산생태숲 조성 0.5ha 200  100  30  70 

5 장애인복지관 태양열 시설 160㎡ 162  81  81 

연번 사   업   명 사  업  량
사업비 (백만원)

비 고
계 국 비 시 비 구 비

계 824 30 779 15

1
걷고싶은숲길조성
(범어사 상행로)

A=578㎡
L=340m,B=1.7m

 400  400 

2 중앙분리 화단조성
A=600㎡
L=300m,B=2m

 300  300 

3 사피니아 꽃길조성(3개소) L=1000m  64  64 

4 학교숲 조성(부곡초등학교) A=800㎡   60 30 15 15

연번 사   업   명 사  업  량
사업비 (백만원)

비 고
계 국 비 시 비 구 비

계 1,951 1,000 951 -

1 온천천 상류 정비공사 1식  1,667  1,000  667 

2 수영강하류 체육공원조성사업 그라운드 골프장 등  284  284 

 국•시비 보조사업

① 도로부문

② 교통부문

③ 저탄소 녹색성장

④ 녹지조경

⑤ 하천•치수

연번 사   업   명 사  업  량
사업비 (백만원)

비 고
계 국 비 시 비 구 비

계 1,540 798 497 275

1 산림병해충방제 1식  929  588  102  239 

2 금성동 마을하수도 개선 1식  260  260 

3 임도시설 신설 및 보수 신설1㎞, 보수3㎞ 등  231  180  15  36 

4 생활림조성관리
A=4,800㎡
L=4,800m,B=1m

 120  120 

연번 사   업   명 사  업  량
사업비 (백만원)

비 고
계 국 비 시 비 구 비

계 722 339 250 133

1 농어촌생활환경정비
도로개설
L=340m B=4→8m

286  200  43  43 

2 내재해형농업시설 설치사업 1식  120  60  60 

3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 1식  120  60  30  30 

4 수산물가공육성사업 1식  100  50  50 

5
선두구동 농산물직거래장터 건립
(상수원 주민지원)

토지매입 1,650㎡  96  29  67 

⑥ 환경보존

⑦ 균형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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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사   업   명 사  업  량
사업비 (백만원)

비 고
계 국 비 시 비 구 비

계 10,708 5,627 5,064 17

1 부산대 우수저류시설설치 1식  9,947  5,570  4,377   

2 관내 복개구조물 보수 보강공사 관내 L=2,785m  400  400 

3 관내 교량 보수 보강공사 두구교, 1식  200  200 

4 사방사업 1식  81  57  7 17

5
부곡동 윤산로 등 재해우려지 
해소공사

배수로 L=150m 등  80  80   

연번 사   업   명 사  업  량
사업비 (백만원)

비 고
계 국 비 시 비 구 비

계 1,040 - 1,040 -

1 예술공연지원센터 매입 1식  500  500 

2 문화회관 시설장비 개보수 1식  290  290 

3
부산대학로 예술의거리
상설공연장 조성

1식  200  200 

4 킴스아트필드미술관운영지원 1식  50  50 

연번 사   업   명 사  업  량 사업비(백만원) 사업기간 비 고

계 3,591

1 주택가 소규모 공동주차장 건설 2개소 1,756 년중

2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 1식 700 〃

3 금정국민체육센터 주변 공영주차장 건설 보상비 250 〃

4 관내도로,하천 등 긴급소파보수 소파보수 1식 200 〃

5 풍수해저감종합계획수립 용역비 1식 120 〃

6 노후교량 정밀안전진단 용역비 1식 70 〃

7 관내일원 준설공사 기계준설 1식 70 〃

8 동네체육시설 개보수 1식 50 〃

9 어린이 놀이시설 교체 설치 2개소 50 〃

10 차선도색 및 이면도로정비 1식 50 〃

11 관내 맨홀 유지관리 맨홀정비 1식 50 〃

12 관내구거, 소하천 보수공사 1식 50 〃

13 재해예방 및 응급복구사업비 1식 30 〃

14 버스승객대기실 설치 6개소 30 〃

15 구서지하차도내 조명설비 교체공사 1식 29 〃

16 온천천, 수영강 환경정비 1식 25 〃

17 부곡동 대우푸르지오 북측 가로등 설치 1식 24 〃

18 안전한 금정만들기 학교주변 CCTV설치 15개소 22 〃

19 자전거 주차대 설치 1식 15 〃

연번 사   업   명 사  업  량
사업비 (백만원)

비 고
계 국 비 시 비 구 비

계 1,480 590 715 175

1 노인복지시설 개보수 애광노인요양원  619  309  310 

2 아동복지시설 증개축 성애원 1식  476  238  238 

3 결핵관리 장비구입 1식  300  125  175 

4 노인복지시설 장비보강 안평노인요양원 1식  70  35  35 

5 노인복지시설 소방설비 지원 5개소 15 8 7

연번 사   업   명 사  업  량
사업비 (백만원)

비 고
계 국 비 시 비 구 비

계 6,019 3,445 2,526 48

1 상마공영주차장 조성
보상A=9,448㎡
주차장16,988㎡

 3,300  1,650  1,650 

2 금정산성 보수
성곽잇기, 성곽보수
탐방로개설

 2,429  1,700  729 

3 전통사찰(정수암) 보수정비
대웅전해체보수  
(정면3층, 측면2칸)

 120  60  30  30 

4
범어사 아미타극락회상도 
보수보존

1식  60  51  9 

5
범어사 청풍당 아미타극락회상도
보수보존

1식  60  51  9 

6 범어사 삼층석탑 주변 보수정비 1식  50  35  15 

⑧ 도시안전

⑨ 문화예술

⑪ 건강보건

⑩ 관광인프라

 자체추진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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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월 별 행  사  명 기간·일시 장     소

1월  시무식 1. 3  금정구청 대강당

2월

 설날 교통소통대책 활동 2. 2 ~ 2. 4  영락공원 등

 구청장 동순방 구민과의 대화 2월중  각 동

 정월대보름 달집태우기 2.17  금정체육공원

3월

 3.1절 대형태극기 게양식 3. 1  만남의 광장

 노인일자리 발대식 3월 초  금정구청 대강당

 구청장기 태권도대회 3월중  금정체육공원 실내체육관

4월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 4. 20  금정문화회관

 의회 개원 기념식 4월중  의회

 4.19기념 신영융열사 추모 행사 4. 19  금정도서관

 구청장기 족구 대회 4월중  외국어대 운동장(예정)

5월

 추억의 영화상영 5월중  금정문화회관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 5월중  금정구청 대강당

 공중위생업자 위생교육 5월중  금정구청 대강당

 구민의 날 기념식 5월중  금정구청 대강당

 금정산성 막걸리 축제 5월중  금성동, 스포원파크 일원

 구청장기 테니스대회 5월중  금정체육공원 테니스장

6월

 호랑나비 키워날리기 체험학습 6월중  두구동 호랑나비 거리

 상반기 퇴직자 퇴임식 6월말  금정구청 대강당

 유관기관 체육대회 6월중

7월  여성주간행사 7월 첫째주  금정구청 대강당

8월

 한여름밤의 영화상영 8월중  온천천

 광복절 대형태극기 게양식 8. 15  만남의 광장

 을지연습 8월중순  금정구청 7층대회의실

 구청장기 축구대회 8월중  외국어대운동장 및 선동잔디구장

9월

 구청장기 배드민턴 대회 9월중  금정체육공원 실내체육관

 구청장기 그라운드 골프 대회 9월중  선동장디구장

 직원족구대회 9월중  오륜정수장

 옥외광고업자 교육 9월중  금정구청 7층대회의실

 민방위대 창설 기념식 9월중  금정구청 대강당

 아름다운순회봉사단 운영 9월중  금정복지회관

 반딧불이 야간관찰 체험 행사 9월중  외국어대 운동장

 추석 교통소통대책 활동 9.11 ~ 9.13  영락공원 등

10월

 구민체육대회 10월중  외국어대 운동장(예정)

 직원한마음대회 10월중  금정체육공원(예정)

 시민생활체육대회 10월중  사직운동장

 노인장기대회 10월중  금정구경로회관

 경로의 날 행사 10월중  시민회관

11월  산불예방 발대식 11월중  금정구청 광장

12월

 자원봉사자 만남의 날 12월중  금정구 자원봉사센터

 하반기 퇴직자 퇴임식 12월말  금정구청 대강당

 종무식 12월말  금정구청 대강당

2011년도 주요행사 예정표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011년 새해 달라지는 제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시행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에 따라 저탄소 녹색성장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 ▷ 에너지 효율화 추진, 녹색생활 실천 촉진 등

      「부산광역시 금정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 2010.12. 13.제정

2011. 1. 13. 시행

 지방세제 통합

 ○ 현행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등 3개법 분법, 지방세목 간소화
      ▷ 16개 세목 ⇒ 11개 세목 (세목간 통합·조정)
      ▷ 취득세 + 등록세 ⇒ 취득세, 재산세 + 도시계획세 ⇒ 재산세

2011. 1. 1. 시행

 지방세 수납체계 혁신

 ○ OCR종이고지서 및 금융기관 창구 수납제 폐지 ⇒ 전면 전자수납제도 도입
 ○ 전국 수납체계 단일화 시스템 구축 ⇒ 카드사 제한 및 수수료 부담제 폐지

2011. 3. 1. 시행

 식품 등 수입판매업 등 업무 이관  

 ○  대통령 직속 지방이양위원회 결정(‘08.8)에 의거 식품의약품안전청 소관 업무가 지방자치단체로 
이관   ▷ 이관대상 : 3종 305개소 (식품 등 수입판매업, 건강기능식품수입업, 식품첨가물 제조업)

2011. 1. 1. 시행

  1대 운송사업자 주기적 신고 제외  

  ○  모든 운송사업자는 허가받은 날로부터 3년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3년) 마다 허가
기준에 관한사항을 신고토록 되어 있었으나 화물자동차를 1대만 보유하고 있는 화물자동차 운송
사업자는 제외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공포·시행

2010. 12. 29. 시행

  이륜자동차 각종 변경신고 시 보험가입 확인 

  ○  이륜자동차의 각종 신고시 의무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도록하여 의무보험 가입률 제고 및  
무보험 교통사고 예방

       ▷  이륜자동차의 변경·폐지신고 및 소유권 이전신고 시에도 관할 관청은 의무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여 의무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만 신고를 받도록 함

2011. 7월 시행(예정)

  이륜자동차 주차 환경개선 

  ○  이륜자동차의 주차질서 확립 및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이륜자동차 주차장을 설치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 마련 ▷ 「주차장법」의 “자동차” 범위에 이륜자동차를 포함

2011. 11. 30. 시행(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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