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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시대를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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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년(辛丑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평화를 상징하는 ‘흰소의 해’를 맞아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 드립니다.
세계는 코로나19로 역사상 전례 없는 위기 속에서
달라진 일상과 삶의 방식에 적응하고 있습니다.
이에 변화와 도전으로 구민과 함께하는 동구도
어려움 속에서 희망의 불씨를 밝히고
서로를 응원하며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동구는
부산의 역사를 품고 있는 원도심 재창조와
부산의 미래 100년을 여는 북항 재개발 등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제 동구는
산과 바다가 연결되고 원도심과 북항이 하나되어
세계로 열린 지속가능한 도시로 도약합니다.
사람 중심의 살기 좋은 도시를 향해
동구는 구민과 함께
큰 걸음을 내딛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1월 부산 동구청장

Ⅰ

기반시설

사업체

주택 41,736호

사업체 13,970개소(76,301명)
유통업체 14개소(백화점 1 / 시장 11 / 준대규모점포2)
금융기관 37개소(새마을금고 13개소 포함)

(단독 23,915 / 다세대 4,811 / 연립 999 /
아파트 11,262 / 근생주 등 749)

일반현황

상하수도 보급률 100%
(상수도 1인1일 급수량 : 316ℓ)

도로 98.942㎞
(구 관리 82.74㎞)

지역특성
•북항재개발,

기본현황
면

적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원도심
혁신 도시

(부산시의 1.3%)

인

구

88,901명
(남자 43,509명 / 여자 45,392명)

•부산역, 국제여객터미널 등

46,003세대

세계로 뻗어가는 유라시아

※ 65세 이상 노인인구 23,381명, 전체의 26.3%

관문 도시

행정구역

역사와 문화 도시
행정조직

•100여년 전통 부산진시장,
자유시장 등 서민경제의
중심 도시

공무원수

12동 207통 962반
3국 1실 19과 1보건소
12동 1의회
612명

교육문화

자동차 51,900대

교육시설 28개소

(승용 43,249 / 승합 1,410 / 화물 6,182 / 특수1,059)

(유치원 9 / 초등학교 7 / 중학교 6 / 고등학교 6)

주차장 2,215개소 42,751면

사설학원 68개소 (학교교과 42 / 평생직업 26)

(노상1,973/노외4,467/부설36,311)

도시정비 32개소
(도시환경정비 11 / 주택재개발 3 / 주거환경개선 18)

도시재생시설물 62개소

재정규모

도서 관 29개소
(공공 3 / 작은도서관 11 / 기타도서관 15)

문화재 16개
(국가등록 4 / 부산광역시지정 8 / 문화재자료 4)

전통사찰 3개소 (연등사 / 금수사 / 묘심사)

CCTV 647대

문화공연 10개

(방범 422 / 초등학교 70 / 불법주정차 48 /
무단투기 75 / 재난·시설관리 32)

(차이나타운특구문화축제 / 찾아가는 문화공연 / 당산제 /
향사 등)

보건복지
의약업소 614개소(의료220/약394)

기초수급자 5,583가구, 7,514명(동구 전체 세대의 12.9%)

의료인력 2,006명

등록장애인 5,955명

방문건강관리 13,461건

보훈단체 10개단체 9,916명

건강상담실 운영 5,412명

등록경로당 72개소

285,536백만원

영유아완전접종률 88.55%

복지관 6개소(사회2,노인3,장애인1)

2021년 본예산기준
(일반회계 279,589/특별회계 5,947)

임산부 초기건강검진 286건

어린이집 33개소

(본청434/보건소44/동122/의회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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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환경

(공공 13 / 주민거점 20 / 가로경관 11 / 쌈지공원 16 /
교통편의 2)

•이바구길, 차이나타운,
부산진성, 영가대 등

공원 8개소(66,000㎡)
화단녹지 90개소(87,741㎡)
산 림 277ha(구 전체 28.4%)

(2020. 12. 31. 기준)

9.86㎢

공원녹지

(국공립11/민간7/직장6/사회복지법인2/가정5/법인단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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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기초지자체최초도시재생기금조성
•조성액 : 40억원 (목표액 : 2023년까지 90억원)
•조성목적 : 동구 도시재생사업 지원을 위한 지속적인 자금 확보
•사업대상 : 공·폐가 부지 매입, 노후 주택 리뉴얼 계획 수립

2019년

2020년

20억

20억

2020년 업무성과

02

21~23년

40억

50억

지역화폐e바구페이성공적정착
•발행규모 : 기존 100억원에서 220억원으로 확대
•인센티브 : e바구페이 인센티브 10% 연장
•기대효과 : 코로나 19로 인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소득증대

03

부산시최초국민행복민원실재인증
•재인증 : 2020년 12월 8일 (2017년 11월 22일 최초 인증)
•인증기간 : 2020년 12월 8일 ~ 2023년 12월 31일
•행정안전부 주관 국민행복민원실 인증기관으로 재선정

04
2 0 2 0 동구가 이루어낸 10대 성과

안창마을행복동구건강생활지원센터개관
•개관일 : 2020년 7월 9일
•규모 : 1개동 지상 3층, 591.96㎡
•주요시설 : 건강관리실, 재활프로그램실,
금연상담실, 아토피케어센터
•사업효과 : 주민맞춤형 건강서비스 지원 및
지역건강 형평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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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과상생으로이룬전통시장의변화
•수정전통시장 : 매대 정리, 매대 재배치, 보행환경 개선

07

•성북전통시장 : 만화체험관, 만화캐릭터 쉼터 조성

부산을조망하는동구도서관새단장
•부산항 경관을 조망할 수 있는 책마루전망대 조성 : 12억원
•개방형·카페형 주민 친화 공간으로 도서관 리모델링 : 10억원

•수정동 보행환경개선사업 : 10억원, 노선수 6개, L=960m

08

좌천동일원도시재생뉴딜사업공모선정
•위치 : 좌천동 봉생병원 후문 ~ 증산공원(144,100㎡)
•사업기간 : 2021년 ~ 2027년
•사업비 : 1,698억원
•사업내용 : 순환형 임대주택, 주거환경개선사업, 사회적인프라 구축

06

메이커스팩토리및청년창업클러스터기반조성
•부산 최초 多가치사회적경제현장지원센터 조성
•이바구벤처캠프 메이커디자인연구소 개소
•부산 최초 청년사업자 임대료 지원 : 250명, 63백만원
•청년창업 육성사업 : 5개팀

순환형임대주택건립 4
면 적 : 1,528㎡
내 용 : 지하1/지상 5층, 50세대(33㎡ 형)
사업비 : 80억원

폐교활용어울림파크조성 3

2 사회적인프라구축
안심가로(셉테드)
계단길 안정성 향상
골목길 리뉴얼

면 적 : 8,452㎡
내 용 : 공영주차장, 공원, 주민체육시설 등
사업비 : 210억원

1 주거환경개선사업(LH)
면 적 : 17.540㎡
내 용 : 공동주택(425세대)
사업비 : 1,378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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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우선의걷기좋은거리조성과교통편의시설확충
•망양로 보행환경개선사업 : 14억원, L=4,350m, B=1.2~2.0m
•버스정보안내기 37개소, 온열의자 27개소 설치

2 0 2 0 수상실적
총 16개 분야 (중앙기관 4, 부산시 8, 기타 4)

수상내역

10

등급

-준

공 : 2020년 12월

- 사 업 비 : 45억원
- 시설규모 : 지하1층·지상3층, 연면적 1,300.86㎡

평가기관

2019년 자살예방시행계획 추진실적 우수 기초지자체

기관표창

-

보건복지부

2019∼2020년 통합건강증진사업 평가 결과 우수

기관표창

0.6

부산광역시

2019년 자치구·군 환경보전업무 종합평가

장려

5

부산광역시

2020년 지방자치 행정대상

대상

-

지방자치행정
대상 조직위원회

제1회 대한민국 헌정대상

대상

-

대한민국헌정회

2020년 국민행복민원실 인증(재인증)

기관표창

-

행정안전부

2020년 지역사회 놀이혁신 활성화 유공

기관표창

-

보건복지부

2020년 지적전산자료 공동이용 부문 유공

기관표창

-

국토교통부

대상

-

부산광역시

주민행복을위한커뮤니티센터건립
•범일2동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시상금
(백만원)

- 사업내용 : 공유오피스, 주민커뮤니티 공간, 행정복지센터
•수정5동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공모 선정
- 사업위치 : 망양로795번길 2, 망양로 795-3 일원

제21회 부산녹색환경상 수상

- 사 업 비 : 36.6억원

2020년 지역건설업체 참여지원 실적평가

최우수

-

부산광역시

2020년 옥외광고업무 평가

최우수

2

부산광역시

2020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분야 평가

최우수

3

부산광역시

2020년 온(ON)부산

우수

-

부산광역시

2020년 지방세정 운영실적 종합평가

장려

2

부산광역시

2020년 균형발전 혁신 네트워크 협의회 혁신사례 공모전

장려

-

한국생산성본부

2020년 전국 기초자치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

우수

-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

- 사업규모 : 지하1층·지상4층, 연면적 1,417㎡
- 사업내용 : 생활문화센터, 소규모체육관,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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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함께행복한도시

지속가능한도시로가는균형적인도시개발

02

다함께잘사는경제

지속적이고안정적인일자리지원

•좌천동 일원 도시재생 뉴딜사업 계획 : 2020~2027, 1,690억원

•코로나19극복 희망일자리사업 : 65개 사업, 415명

•래추고 도시재생뉴딜사업 : 2018~2021년, 166억원

•공공근로사업 : 37개 사업, 42명

•범일2동 복합커뮤니티센터 조성 사업 : 2019~2020, 45억원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 14개 사업, 48명

•부산진 역사문화관문 명소화 사업(9억원), 가마뫼 역사마을 재생사업(33억원)

•일자리종합센터 운영 : 25,735건(구직등록3,450, 알선21,056, 취업 1,229)

•부산포개항가도 내 독립운동가 탐방로 조성사업(1.5억원)

•원스톱창업지원시스템 구축 : 창업상담, 창업특강(3회)

쾌적하고조화로운정주환경조성
•노후 공동주택 주거안전 지원사업 : 13개소, 185백만원

코로나19극복을위한경제활성화정책추진

•폐·공가 철거 정비사업 : 35개동, 350백만원

•동구 지역화폐 e바구페이 활성화 : 220억원 확대 발행

•재래식화장실 정비지원 사업 : 78개소, 206백만원

•소상공인 긴급민생지원금 지원 : 5,598건, 5,598백만원

•슬레이트 지붕 철거·처리 및 지붕개량 사업(172가구)

•전통시장 마스크(5,720개), 손소독제(740개) 배부

•도시가스 보급(1,716세대), 취약계층 LED조명교체(72가구 136등)

안심하며살수있는도시환경구축

사회적경제민관거버넌스운영,청년지원사업활성화

•선제적 재난안전대책상황실 운영 : 재난유형별·시기별 비상상황관리

•多가치 사회적경제 현장지원센터 조성 : 전파진흥원 부산본부 602호

•풍수해보험(3,030세대 14백만원), 구민안전보험 도입(최대 1,000만원 보장)

•민관거버넌스 협력 공모 선정 : 메이커스페이스 구축, 150백만원

•수정산 친환경스카이웨이주차장 조성(46면)

•사회적경제기업 재정지원 : 9개 기업, 314백만원

•교통시설물 정비 : 노면표시 27개소, 각종 교통시설물 223개소

•청년창업 육성사업(5개팀), 청년사업자 임대료 지원(230명, 56백만원)

•안전한 보행이음길 사업(30개소), 주거지전용 주차장 관리 신설(15면)
•미끄럼방지시설 설치(40개소), 자전거보관대 설치·정비(12개소)

도시기반시설확충및정비

선도형관광시장육성기반구축
•전통시장 시설개선사업 : 6개 시장, 7,102백만원

•부산서중학교 도로확장 등 도시계획시설사업 : 6개 사업, 6,519백만원

•문화관광형 시장육성 : 부산진시장, 970백만원

•망양로 등 보행환경 개선공사 : 15개 사업, 7,242백만원

•시장경영바우처 지원사업 : 4개 시장, 170백만원

•노후하수관로 정비 정비사업 : 20개 사업, 3,966백만원
•윤흥신장군 석상 쌈지공원 재정비 : 3,700㎡, 180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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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다함께키우는희망

아이키우기좋은인프라확대

04

다함께나누는복지

코로나19대응긴급지원사업추진

•초등학교 통학버스 본격 운영 : 동일중앙초(1일 3회)

•동구 긴급생활지원금 지급 : 42,796세대 4,226백만원

•아토피 전문 케어센터 설치 : 안창 행복동구건강생활지원센터 내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 44,139가구 25,618백만원

•가상현실 스포츠실 확대 설치(2개소), 어린이식당 확대 운영(4개소)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사업 : 7,850가구 4,622백만원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1개소),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2개소)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 : 56세대 37백만원

•유모차 살균소독기 설치 확대(2개소)

•65세이상·저소득층 마스크 배부 : 62,217명 663,884매

창의적인재를키우는교육환경조성
•방과후 씽씽 학습 놀이터(9개교, 43백만원)

•저소득·독거어르신 생신 도시락 배달 : 월1회, 300명

취약계층맞춤형기초생활보장

•마을주도 제안사업(3개동, 10백만원)

•찾아가는 보건복지 지원 : 12개동, 100백만원

•우리 마을 온라인 콘텐츠 제작, 마을놀이터 프로그램(화상영어) 운영

•맞춤형 기초생계 급여 지원 : 월4,613세대 6,056명, 24,800백만원

•스포츠 직업인 체험 프로그램 운영(4개교), 마을사서 양성과정(15명)

•사회복지관 운영 지원 : 2개소, 1,380백만원

•진로센터 온·오프라인 프로그램 운영(11개 프로그램, 318회, 6,375명)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 11개 사업, 348백만원

배움의물결로이어지는행복학습도시구축
•비대면 온라인 평생학습 : 106개 강좌, 1,075명

•고독사예방 특화사업 운영 : 4개 사업, 890세대

활기차고보람된노후생활지원

•마을강사 지원사업 : 62개 강좌, 1,218명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 : 1,426명 2,376백만원

•찾아가는 평생학습 사업 : 27개소, 41개 강좌, 291명

•어르신품위유지비 지급 : 47,377명 473백만원

•평생학습관, 행복학습센터 운영 사업 등 : 122개 강좌, 1,620명

•노인사회활동 지원 사업 : 57개사업 2,863명, 6,770백만원

아동·청소년이건강한성장지원

•베이비부머 일자리사업 : 2개사업 20명, 20백만원
•경로당 운영 지원 : 94개소, 171백만원

•동구어린이영어도서관 옥상 전망대 조성
•북카페형 동구도서관 리모델링, 책마루전망대 조성

불편과차별이없는복지실현

•생애주기별 영어프로그램 운영 : 20개 강좌, 150회, 1,494명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 생계지원(23,119명 2,629백만원), 의료지원(144백만원)

•어린이·청소년의회 운영 : 어린이청소년의회(26명), 청소년참여위원회(16명)

•장애인 사회참여 지원 : 일자리(120명 1,301백만원), 활동지원(172명 3,202백만원)

여성친화도시환경조성
•여성역량 강화 : 경력보유여성 디딤돌창업지원(13명), 여성대학(20명)

•자활사업 대상자 관리 : 자활근로참여(357명), 취업성공패키지(106명)
•전세·매입 임대주택(381세대), 영구임대아파트(186세대), 집수리 지원(170세대)

•결혼이민여성 지원 : 한식조리기능사과정(15명), 제과제빵사과정(10명)
•여성안전환경 조성 : 범일동 마을안심지도 제작·안심길 조성(서포터즈 20명)
•한부모가족지원(3,480명), 다문화 명절체험 프로그램(8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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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다함께지키는건강

다양한보건의료서비스제공

06

다함께즐기는문화

특색있는문화관광인프라확충

•진료·발급 : 환자진료 7,416건, 예방접종 867건, 제증명 1,830건

•동구 스마트 관광안내센터 개소(3월, 부산역)

•의료기관·의약업소 지도점검 : 의료기관 215개소, 의약업소 91개소

•명란셀프쿠킹 플랫폼 조성(9월, 이바구충전소)

•자동심장충격기 보급지원 : 좌천역, 어린이영어도서관 등 6대

•웹툰거리 만화체험관 개관(9월), 원도심 쏙쏙투어(10월)

•원스톱 혈관지킴이 : 만성질환자 등록 673명, 건강관리 10,244건

•특색있는 관광안내표지판, 동구 테마 콕콕 QR가이드북 제작

•아동치과주치의 사업(122명), 노인의치보철지원(32명)
•사전연명의료 등록(53명), 암환자 등 의료비 지원(191건)

구민과함께하는문화예술프로그램운영
•3.1절 박재혁 의사 100주년 기념전시회(3월)

감염병예방및확산방지

•당산제(4월, 11월), 충장공 정발 장군 제전(5월)

•코로나19 긴급대응체계(감염위원회 구성) 및 유관기관 협업체계 구축

•마음챌린지 슬기로운 행복도보(5월), 최영장군 향사(6월)

•선별진료소 운영 : 방문 2,671명, 검체채취 1,313명, 자가격리 통지 669명

•한여름밤의 꿈 소원등 달기(7월), 소소낭만야행(11월)

•확진자 관내 동선 역학조사(6건), 접촉자 조사 및 방역실시(58건)

•생생문화재 문화공감 콘서트(11월), 구봉산 고유제(12월)

•취약계층 집단시설 및 다중이용시설물 방역소독 실시(16,642회)

•산복도로 소풍 체험 및 탐방 (367명)

•국가예방접종 : 영유아 5,608건, 성인 356건, 노인 2,043건
•친환경방역소독사업 : 연무·분무소독, 모기유충 집중 구제 13,000개소

역사가있는문화재정비사업
•구 부산나병원기념비 및 보광사 목조아미타여래삼존좌상 문화재 신규지정

건강활동활성화사업추진

•수정동 일본식 가옥, 구 백제병원 보수정비

•아가맘센터 운영 : 난임시술 등 지원 221건, 출산가정 지원 217건

•부산진일신여학교 석축보수·느티나무 보호, 부산진성 안전점검

•아토피 전문케어센터 개소 : 홍보관, 프로그램실, 상담실, 텃밭 조성 등

•지역문화유산 사업을 위한 MOU 체결

•금연클리닉 운영 : 등록·관리 2,232명, 지도점검 6,642회
•건강공동체 활성화 : 건강지킴이 8개팀 94명, 건강동아리 14개팀 172명

정신건강개선을위한환경조성
•치매조기검진(1,369명), 치료비지원(578명), 조호물품 지원(664명)
•치매예방 어르신 1인가구 동아리 구성

- 코디네이터(5명), 유선 보건교육(2,615명), 치매안심 꾸러미 배부(295명)
•자살예방 안내문(공동주택 12,814세대), 캠페인(4회), 상담(701건)

지역단위건강관리서비스제공
•안창마을 행복동구 건강생활지원센터 개소
•방문건강관리 등록(3,031가구), 방문건강관리서비스 제공(8,704회)

16 |

구민과 함께 새로운 동구



| 17

07

Ⅲ

다함께누리는기회

주민이공감하는현장행정추진
•골목구청장(4회, 33건), 현장공감구청장(6회, 81건)
•민원현장기동팀 운영(298건)

2021년 업무계획 _ 구정운영방향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추진 : 주민자치대학운영, 범일1동 주민자치회 구성
•각급단체 봉사활동 추진 : 무료급식, 방역활동, 자율방범활동 등
•소규모공원·행복꽃밭 일제정비(91개소), 생활속 걷기 실천 캠페인(월1회)

주민우선의행복민원서비스
•행복민원실 운영 : 주민쉼터, 편의시설, 민원창구 투명가림막·문학자판기 설치
•고객만족 문자알림 서비스, 야간민원 창구 운영(주1회)
•무료 꽃차 카페 운영(월2회), 무료네일서비스 운영(주5회)
•찾아가는 지방세 상담 현장 민원실(1개소), 부동산 종합 상담실(22회, 107건)

주민에게신뢰받는열린행정구현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선제적 대응 : 중앙부처 공모사업 적극 대응
•주민참여예산 활성화 : 생활밀착형 사업 발굴,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
•공직자 청렴문화 정착 : 공직윤리 확립, 청렴달력 제작·배부
•적극행정 유도 실천 : 우수사례 발굴, 사전컨설팅 감사 운영

동구미래비전전략수립
•구정비전 전략 수립 : 비전2030 동구장기발전 마스터플랜 완료(12월)
•도시발전 정책 개발 : 원도심발전포럼 온라인 토론회 개최(12월)
•도시브랜드 개발완료(12월), 행복더하기 지역혁신 프로젝트 발굴(12월)
•미55보급창 반환, 북항막개발반대, 부산진역 공공개발 활동 강화
•채널별 특성화된 콘텐츠 개발, 소셜미디어 홍보단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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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와 균형, 품격있는 공유도시

05 예방과 치유, 포용하는 건강도시

02

활력과 상생, 살기좋은 경제도시

06 행복과 웃음, 매력있는 문화도시

03

희망과 도전, 발전하는 교육도시

07 경청과 공감, 소통하는 열린도시

04

배려와 동행, 함께하는 복지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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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행복
동구

편리한 환경
사람이 먼저인
동구

문화의
새바람 매력
동구

변화와 균형,
품격있는
공유도시

공약비전

02

01

도시재생뉴딜을 통한 주거환경의 획기적 개선

02

일자리가 넘치는 풍요 동구

03

아이키우기 좋은 젊은 동구

04

촘촘한 복지 실현 행복 동구

05

쾌적한 삶이 있는 안전 동구

06

문화예술관광의 새 플랫폼 매력 동구

07

북항 재개발, 유라시아 관문도시 첨단 동구

2021년구정운영방향

희망과 도전,
발전하는
교육도시

행복과 웃음,
매력있는
문화도시

배려와 동행,
함께하는
복지도시

지역의 균형발전 도시공간 재창조

활력과 상생,
살기좋은
경제도시

쾌적한 정주환경 조성
사람중심의 도시기반시설 정비

경청과 공감,
소통하는
열린도시
예방과 치유,
포용하는
건강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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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활력 높이는 도시재생 추진

변화와 균형,
품격있는
공유도시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깨끗한 자연친화 도시환경 조성
재난 제로, 안전관리체계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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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
균형발전
도시공간
재창조

다어울림복합문화체육센터건립

新산복도로주거문화조성

•초량중로 113 일원, 연면적 4,320㎡, 지하1층, 지상9층

•산복도로 테라스형 임대주택 건립, 성북시장 연계 웹툰 공원 조성

•사업비 155억원, 2020~2022년

•도시재생기금 활용, 도시재생뉴딜사업 공모 및 LH와 협력 추진

•국민체육센터, 생활문화센터, 가족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작은도서관

다문화공감센터공감·공유공간조성
•영초윗길 22-1 일원, 연면적 409.56㎡, 지하1층, 지상4층
•사업비 5억원, 2020~2021년
•다문화공감센터 시설 재조성 및 공유·공감 콘텐츠 조성

도시활력
높이는
도시재생
추진

도시재생기금조성
•목표액 : 2023년까지 90억원(40억원 기확보)
•공·폐가 부지매입, 사회주택 건립, 청년·소상공인 인큐베이팅 지원
2019년

2020년

21~23년

수정5동복합커뮤니티센터건립

40억

•망양로795번길 2 일원 연면적 1,417㎡, 지하1층, 지상4층
•사업비 36.6억원, 2021~2023년

20억

50억
20억

•업무시설, 생활문화센터, 작은 도서관, 소규모체육시설

좌천동일원도시재생뉴딜사업
•좌천동 봉생병원 후문 ~ 좌천초, 부지면적 125,600㎡

안창새뜰마을공공임대주택조성사업

•사업비 1,690억원 2021~2027년

•범일동 산65-279, 285 일원, 연면적 428㎡, 지하1층, 지상4층

•순환형임대주택, 주민활력 어울림파크, 보행환경개선사업 등

•사업비 13.5억원, 2020~2021년
•65세 이상 무주택 1인세대 우선 입주(8세대), 공동공간, 주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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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골목길재생시범사업
•3개소(도서관 찾는 미로길, 추억돋는 외솔골목길, 우물 복원)
•사업비 12억원, 2020~2021년
•골목 쉼터, 보행환경 개선, 우물 복원 등 새로운 골목문화 공간 조성

쾌적한
정주환경
조성

쾌적한공동주택주거환경개선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 최대 1천만원이하
•공동주택 공동체활성화사업 : 최대 5백만원
•공동주택 모바일시스템 운영 : 관내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 15개동
•공동주택 관리 실태조사 : 부산시 관리비 절감 케어 지원단 활용

도시경관개선및안심마을(CETED)조성사업
•범일1동 27통, 28통 일대, 초량동 산53-19 인근
•사업비 2억원, 2021년
•범일1동 안심마을 조성, 초량동 스카이웨이 전망대 경관 개선

래추고도시재생뉴딜사업
•자성대 공원 일원(범일2동 1, 2, 3통)
•사업비 166억원, 2018~2021년
•복합커뮤니티센터, 한복문화관·재봉틀 공방, 역사문화콘텐츠 구축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자율주택정비 : 단독 18호 미만, 다세대 36세대 미만, 혼합 36 미만
•가로주택정비 : 단독 10호 이상, 공공 20세대 이상, 혼합 20 이상
•소규모재건축 : 공동주택 200세대 미만, 대지면적 1만㎡ 미만

새로운정주공간조성
•공·폐가 철거 사업 : 30개동, 동당 11백만원
•공가 햇살둥지 사업 : 5개동, 최대 18백만원
•사랑의 집수리 사업 : 주택의 도배·장판, 건축물 설계·시공 지원 등

안전하고조화로운옥외광고문화조성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시트 설치(500여개)
•불법광고물 차단 자동전화 서비스
•유동광고물 민·관 합동 야간 단속 실시 : 조방앞, 부산역, 가구거리 일원
•공익용 LED 현수막 게시대, 빅데이터 기반 디지털 옥외광고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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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중심의
도시
기반시설
정비

생활밀착형도로개설추진
•초량천생태하천 복원사업장 일원 도로개설 : L=84m, B=6m, 16억원
•범일동 아름빌 아파트 일원 도로확장 : L=104m, B=10~11m, 23억원
•초량동 도시기반 정비사업 : L=2,350m, B=2m, 15억원

주민편의도로관리체계구축

깨끗한
자연친화
도시환경
조성

친환경도시숲조성사업
•충장대로 고가하부 녹화사업 : A=900㎡, 200백만원
•산림휴양 및 산림재해 예방사업 : 9개 사업, 629백만원
•소규모 공원 정비사업 : 7개소, 150백만원
•도시텃밭(20개소), 독거노인 텃밭(3개소)
•도시농업전문가 양성 (25명), 도시텃밭 운영지 컨설팅(20개소)

•차도 정비, 보도 설치 : A=352a, L=6,340m, 48억원
•지반침하대응 노후관로 정밀조사 : L=57km, 3.5억원

미세먼지저감대책추진

•도로조명시설 LED교체 에스코 사업 : 780등, 6억원

•항만구역 미세먼지 저감 살수차 운행
•공사장 1사 1도로 책임제 시행, 도로먼지 제거차량 운행
•친환경 전기오토바이,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지원(134백만원)
•소규모 방지시설 지원 사업(37백만원)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안전한보행자친화도로조성
•좌천동 정공단로 일원, L=540m
•사업비 4억원, 보차도 구분, 스탬핑 포장, 과속방지턱 설치

도시가스·신재생에너지지원사업
•도시가스 공급 확대 : 1,000세대
•신재생에너지(태양광) 지원 : 2개소, 19백만원

안전하고편리한주차환경조성

•취약계층 고효율 조명등(LED) 보급 : 50세대, 20백만원

•노후 공영주차장 리뉴얼 : 2개소, 외관 도색·방수공사
•주거지전용주차장 주차공유사업 확대 추진 : 84개 구역, 1,113면

건강한생활환경조성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안전신문고·생활불편신고 앱) 활성화

•노후 슬레이트 지붕 철거·처리 지원 : 160개소, 1,044백만원

소통과홍보의선진교통문화정착
•점심시간 단속유예 확대 운영 : 12:00~14:00 → 11:30~14:00
•불법 주·정차 인식개선 「불(불법)·금(NO)·주(주차)」 동영상 제작·홍보
•책임보험·정기검사과태료 안내 서비스(카카오알림톡) 시행

26 | 구민과 함께 새로운 동구



| 27

재난 제로,
안전관리체계
실현

선제적재난안전대응체계확립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 재난유형별·시기별 24시간 지속 운영
•안전관리계획 수립 : 37개 유형, 12개기관 협업체계 구축
•재난 행동매뉴얼 정비 : 29종, 단계별 대응방안 마련

범일2구역침수위험지구정비사업
•자성로108번길 19 일원(자성대아파트 일원)
•사업비 100억원, 2021~2023년
•펌프시설 Q=15㎥/sec, 저류조 V=5,500㎥, 홍수방어벽 L=250m

02
활력과 상생,
살기좋은
경제도시

배수펌프장의비상대비태세확립
•원격 감시·제어시스템으로 체계적 관리 : 펌프장 4개소, 지하차도 3개소
•배수펌프장 점검체계 확립 : 정기점검(수시), 시·구 합동점검(4월, 10월)

CCTV통합관제센터시스템고도화사업
•영상저장장치 증설, 관제 PC 교체 등 사업비 1.3억원

주민체감형재난대응훈련실시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 : 10월, 상황대처 훈련
•국가안전대진단 추진 : 2~4월, 안전관리 대상시설 점검
•지진안전주간 : 9월, 지진 캠페인 및 대응훈련 실시
•안전신문고 활성화, 구민안전보험·풍수해보험 가입 확대

주민보호폭염·한파대책추진
•무더위쉼터 확대 운영(93개소), 횡단보도 스마트 그늘막 정비(3개소)
•취약계층 냉방용품 지원, 도로 살수차 운영(주3회 이상)
•폭염완화 쿨루프 사업(15개소), 버스정류소 온열의자 운영(3개소)
•한파 재난도우미(636명), 한파쉼터 운영(34개소)

양질의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
튼튼한 지역경제 기반 조성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경쟁력있는 전통시장 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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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질의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

동구일자리복합센터건립
•초량동 984-3번지 일원, 지상3층, 연면적 670.5㎡
•사업비 26억원, 2019~2021년
•공동작업장, 창업센터, 주차장, 사무실, 주민편의시설

튼튼한
지역경제
기반조성

동구지역화페e바구페이활성화
•발행규모 : 100억원
•소상공인 지원 관련 조례 제정, e바구 온라인 쇼핑몰 운영
- 입점업체 홍보 및 설명회 개최(5~6월), 소상공인 홍보채널 마련
•특별가맹점 모집 강화, 사용(결제) 이벤트 홍보

고용안전망강화로맞춤형일자리지원
•일자리종합센터 운영 : 창업전문상담, 구인구직 맞춤상담, 알선

사회적경제기업육성·활성화

•일자리박람회 개최 : 비대면 방식 병행, 구민 우선채용 지원

•(예비)사회적기업 : 전문인력채용 인건비 지원, 사업개발비 지원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 공공근로, 지역공동체, 지역방역 등 119명

•주민주도 (예비)마을기업사업, 부산시 공유경제 촉진사업 공모 추진

•업종별 창업특강 개최 : 연4회, 카페창업, 쇼핑몰 운영

•메이커스페이스 운영 : 이바구메이커사랑방 체험·제작(150백만원)

지속적인청년맞춤형사업
•지역기업 연계한 디지털 청년일자리·일경험 지원 : 10명, 3억원
•청년사업가 임대료 지원 : 250명, 연1회(36만원)
•청년 거리예술 활성화 사업 : ‘청년이 노래하는 동구’(청악동) 운영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 : 중장년 재취업 코칭, 청년 취업역량 강화

多가치사회적경제현장지원센터운영
•초량중로 29 602호, 코워킹사무공간, 교육장, 회의실 운영
•청년 사회적경제 인턴쉽 운영, 기술개발 및 성장유도 아카데미 개최
•사회적경제기업 종사자 역량강화, 사회적경제 활성화 세미나 개최
•민관거버넌스 협의체 구성, 사회적경제상품 판로개척, 프리마켓

빅데이터기반맞춤형취업서비스제공
•구직자, 구인업체별 주요항목 분석
•맞춤형 일자리 제공, 취·창업 연계, 직업교육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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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조방상권활성화
•조방발전협의체 운영, 상인 주도의 관광시장 육성
•부산진, 남문, 자유, 평화, 현대백화점, 조방경제인연합회

문화관광형시장육성
•초량전통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4억원

경쟁력있는
전통시장
지원강화

초량전통시장
•초량천 생태하천, 다문화 음식, 나훈아 거리 등 문화관광시장
•어묵 등 특화상품 개발, 상점별 디자인 개선, 야맥파티 등

수정전통시장
•친환경 야채 및 수육 특화거리 조성
•서비스혁신, 상인역량 강화, 상품개선 등 특성화첫걸음시장 기반 조성

전통시장활성화사업지원
•시설현대화, 서비스 혁신, 상품개선 등 7개 시장, 40억원

성북전통시장
•웹툰거리 연계 스토리텔링, 바이럴마케팅, 문화행사 등 관광상품시장

문화예술공간사업
•조방축제, 조방아트마켓 운영

범일골목시장
•패션비즈센터 건립, 쇼핑공간, 편의시설 등 시장환경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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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희망과 도전,
발전하는
교육도시

신뢰할 수 있는
안심보육
환경조성

국공립어린이집확충
•2개소(초량 베스티움 센트럴베이, 부산항 일동미라주 더오션)

어린이집입학축하금지급
•입학일 현재 동구 주민등록된 영·유아 대상
•어린이집 최초 입학시 1인당 1회 11만원

어린이집안전공제회단체가입비지원
•33개소, 19백만원

어린이집건강·급식·환경관리강화
•급간식비, 환경개선비 등 지원

슬기로운육아생활UCC공모전
•다양한 창작놀이방법 동영상 공모

영·유아부모맞춤형역량강화교육

신뢰할 수 있는 안심 보육환경 조성
아이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
아동과 청소년의 건강한 환경 조성
맞춤형 교육지원 사업 추진
지속적인 평생학습 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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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키우기
좋은환경
조성

통학버스운영사업확대시행
•동일중앙초 외 1개교 시범 운영

입학축하금지원
•첫째 자녀 초등학교 입학시, 20만원

아동과
청소년의
건강한
환경조성

숲따라힐링속으로프로그램
•450명, 구봉산·수정산 숲체험

찾아가는똑똑아동권리교육
•5~10월, 대상·시설별 온라인·집합 교육

교복구입비지원

여성청소년생리대지원

•고등학교, 타시도 중학교 입학시, 30만원

•만11세~18세 2,000명, 월11,500원 바우처 지원

가고싶은등굣길「학교가는길」조성

꿈스타트업!체험현장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는 테마별 등굣길 조성

•반려동물 케어 프로그램, 3D프린터로 작품만들기

•캐릭터, 자연친화, 자원재활용 등 다양한 주제로 사전 의견 조사 선정

동구청소년참여기구운영
친환경체험형다목적야유회장조성사업

•어린이청소년의회(26명), 청소년참여위원회(16명) 활동

•익스트림 레포츠 공간, 개미집 놀이터, 숲속 놀이터 등

청소년심리방역마음관리전문지원단운영
안전한통학로확보

•정서행동심층평가·심리상담

•불법 주정차 등·하교 시간대 집중 단속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 보호구역 단속 캠페인 실시

드림스타트1·3세대통합Be-Together
•관계형성 프로그램, 문화탐방, 체험활동


마을도서관「스타트업!」
•문학작품 필사, 힐링원예, 그림책테라피 등

북미션챌린지「책읽는가족」
•우수가족 선정 및 시상, 인증서 수여

영어책읽기프로그램
•수준별 그램책 낭독·독후활동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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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교육지원
사업추진

위드코로나,새로운패러다임의혁신교육
•블렌디드 교육과정 운영 : 온라인 상담, 직업 체험 방식으로 전환
•한 방향 소통 온라인 교육 한계 보완 : 온라인 학습키트 제공
•온라인 교육 플랫폼 구축 : 온라인 마을 수업, 마을교육 콘텐츠 제작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 지원조례 제정, 역량 강화 지원

지속적인
평생학습
체계구축

지역자원연계평생학습플랫폼구축
•비대면 평생학습 「평-딜! 콜?」 확대 운영
- 20개 강좌, 연5회, 가죽공예, 민화그리기 등 강좌
•온앤오프(ON&OFF) 플러스 강좌 운영
- 우리술 바로알기, 이바구 사진찍기, 골목길 드로잉 과정 등
•우리동네 학습살롱 지정·운영

동구만의특색있는다행복교육사업
•지역특화 마을연계 교육 : 마을사서 양성, 마을교과서 제작·배부
•미래교육 프로그램 확대 : 메이커, 코딩, AI 로봇 등 4차 산업 교육
•학교 현장체험학습 지원 : 체험 ON 버스 운영

- 36개소, 관내 소재 공방을 소규모 배움터로 지정 운영

평생학습형일자리창출
•마을강사(23명), 경로당 코디네이터(12명), 문해강사(8명)
•행복학습매니저(18명), 평생학습 공방 강사(10명) 등 일자리 제공

학부모참여프로그램확대추진
•학부모 톡톡 콘서트 개최 : 연2회, 교육정책 안내

평생교육중장기발전계획수립

•학부모 아카데미 운영 : 50명(8주), 자녀교육, 학습법 등 체험 프로그램

•5년간 동구 평생교육 비전, 추진 방향 등 방안 마련

•학부모 동아리 활성화 : 5명 내외, 공동수강, 자원 봉사참여

주민자치회와연계한행복학습센터확대운영
•기존 9개소 → 15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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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배려와 동행,
함께하는
복지도시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

공공서비스플랫폼기능확대
•2022년까지 권역형에서 기본형으로 단계적 전환
•공공서비스 연계, 주민협력 체계 확립

촘촘안전망,“Let’sON(溫)동구”구축
•1인 가구 및 취약계층, 새로운 사회에 대응한 맞춤형 안전망 구축
•KT Biz Say, 똑똑문안서비스, 응급안전서비스, 안부안심콜 등

“이웃에게한걸음더,동구”운영
•사회적 고립 위기가구, 시기·상황별 주민공동체 돌봄체계 강화
•씽씽행복주방·나눔냉장고 연계 사업

우리동네“씽~씽키~맨”양성
•각동 우리동네 키맨 선정, 전달 교육 체계 확립
•키맨 맞춤형 동영상 제작, 키맨 양성교육, 이웃 공동 간담회

인공지능(AI)감성돌봄서비스운영
•거동불편 어르신 100가구, 빅데이터 기반 동구형 맞춤서비스 제공
•인공지능(AI) 스피커 이용, 응급안전시스템, 말벗서비스·생활편의 제공

민·관협력네트워크강화
•사회복지박람회 운영 : 10월, 30여개 사회복지기관 참여
•사회복지종사자 역량 교육 및 한마음행사 운영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
취약계층 자립기반 조성
여성 및 가족 친화도시 조성
행복한 노후생활 지원
차별이 없는 복지사회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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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자립기반
조성

맞춤형기초생활보장지원
•생계·의료·주거·교육 지원 : 21,057세대
•위기가구 우선지원 : 주거취약계층 특별보호 및 긴급생계 지원
•복지서비스 종합안내지 제작·배부 : 사회보장급여 신규 책정자
•저소득층 자산형성 지원 : 희망·내일·청년희망키움통장 가입 확대
•행복한 주거지원 사업 : 285가구, 민관·LH협업 주거환경개선

여성 및 가족
친화도시
조성

안전한여성친화도시환경추진
•여성친화도시 사업 추진
- 여성의 경제·사회 참여 확대, 지역사회 활동역량 강화 등
•여성 행복잡(JOB)기 프로그램 운영 : 경력보유여성, 결혼이민여성
•동구여성대학(4~6월), 여성친화박람회(10월)
•양성평등주간 기념 행사(9월), 다문화가족 한마음체육대회(10월)
•여성안심길 조성 : 마을안심지도 제작, 범죄취약지 로고젝터·안전점멸등 설치

저장강박의심가구안전복지서비스제공
•민관협업 지속적인 모니터링, 심리·정서적 지원, 주거환경개선

의료급여과다이용수급자관리
•올바른 의료급여 이용 및 맞춤교육, 의료급여제도 안내·홍보

•여성1인가구 안심홈키트 지원(100세대)
•성폭력예방 교육 및 성평등문화 확산 토크콘서트 개최

행복한가족문화조성
•슬기로운 집콕 생활 지원 : 우리가족 행복놀이 키트 지급·활동
•가족이 행복한 동구 힐링장소 소개 책자 제작

부적정장기입원의료수급권자관리

•명절맞이 다문화가족 여가문화체험 지원

•가사, 간병 방문 지원 연계를 통한 지속적 모니터링 실시

•가족사진 공모전 개최

부양의무자기준폐지에따른권리구제
•주거급여 및 차상위계층 중 노인·한부모가구 대상
•빅 데이터를 활용한 선제적 복지 위기 가구 발굴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이바구놀이터 사업 등 11가지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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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노후생활
지원

저소득·독거어르신팔순잔치28청춘운영
•팔순상, 축하공연, 기념영상촬영

행복백신으로건강한경로당만들기
•키트배부, 찾아가는 영화관, 체력관리

차별이 없는
복지사회
실현

장애인보호작업장건립
•수정동 658-69번지 일원 부지면적 550㎡
•사업비 18억원, 2021~2023년

장애인복지서비스지원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 생계·의료지원, 보조기기 및 이용권 지원

어르신품위유지비지급

•장애인 사회참여 지원 :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장애아동 가족지원

•75세 이상, 월 1만원 e바구페이 지급

•권익증진 및 인식개선 : 장애인권익증진대회, 장애인식 개선교육
•법인 시설 운영 지원 : 장애인 복지관 등 12개소 운영비 지원

개인맞춤형통합서비스제공
•안전지원, 사회참여, 생활교육, 일상생활지원

어르신사회활동지원사업확대
•공익형, 사회서비스형 어르신일자리 : 만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시장형 어르신일자리 : 만60세 이상 어르신 누구나
•베이비부머 : 만55세~65세미만 참여 희망자

•장애인 고용지원 사업 : 계속고용계약 체결시 월급여의 50% 지원
•장애인편의시설 사용 매뉴얼 제작·비치 : 부산역 등 다중이용시설

자활참여자역량강화
•국가공인자격 등 취득자에게 격려 수당 50만원 지원
•자활사업 연관 국가공인자격증 취득으로 실무능력 제고

리더급자활참여자양성
•자활복지개발원 리더양성 과정, 워크숍 등 자활리더 양성 교육
•자활사업단 대표자 회의 활성화를 통한 자주적·민주적 의사결정체계 확립
•대학교 및 전문자격증 취득기관과의 MOU 체결을 통한 교육 지원

자활맞춤형일자리제공
•온새미사업단(노숙인 대상), 시간제 자활사업단(65세 고령층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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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예방과 치유,
포용하는
건강도시

생활 속
공공의료
서비스
제공

양질의진료서비스제공
•일반진료, 물리치료, 병리검사, 건강검진

공정하고합리적인의약업소관리
•병·의원, 약국 등 675개소

응급의료체계구축
•구급차 23대, 자동심장충격기 803대 관리·점검

비대면민원진료실운영
•등록된 만성질환자 전화상담·유선 처방전 발급

인플루엔자예방접종실시
•9~12월, 건강취약계층 대상

암진단자의료비지원,어르신폐렴구균접종률관리
대상포진유료예방접종시행
•만65세 이상 동구주민, 접종비 9만원

스마트헬스케어기반구축
•빅데이터 기반 체계적 맞춤형 건강관리

생활 속 공공의료서비스 제공
감염병 예방 선제적 대응 강화
예방적 건강증진 활성화 사업 추진
효율적 건강관리서비스 체계 구축
안창마을 행복동구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
안전한 외식문화 환경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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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예방
선제적
대응
강화

감염병예방선제적대응
•감염병 대응반 상시 운영

신속역학조사반운영
•역학조사, 환자이송, 방역소독, 접촉자관리

예방적
건강증진
활성화
사업추진

모바일건강걷기사업
•주민 300명, 모바일 어플 활용, 1인 건강걷기 챌린지(1일 5,000보 이상)

원스톱혈관지킴이사업
•만성질환 위험주민 600명, 혈액·인바디 검사, 교육·상담·모니터링

체계적인감염병감시활동

맞춤형금연·절주사업

•질병모니터 56개소 운영

•찾아가는 이동금연클리닉 운영, 연령별 음주폐해예방 교육·캠페인

•자가격리자 1:1 밀착대응
•유증상자 분리수용
•고위험 시설 선제적 점검대응

건강생활실천사업
•운동·영양·비만예방 분야, 신체활동 강화 물품 키트 제공
•학교기반 비만예방관리사업 운영, 생애주기별 올바른 식습관 교육

•사회적 거리두기 지속 확보

동구형어르신동아리사업
현장중심감염병예방

•70세이상 1인가구 150명(10개팀)

•예방교육, 레지오넬라·급식소 가검물 검사

•걷기, 등산, 노래, 여행 등 동아리 활동 후 건강데이터 분석·관리

친환경방역소독사업

생애주기별구강건강관리사업

•연무·분무소독, 모기유충 집중구제(13,000개소)

•미취학아동 구강보건 : 1,800명, 불소도포, 잇솔질 교육
•아동치과주치의 사업 : 400명, 구강검진, 구강보건교육, 예방진료
•의치보철지원 사업 : 노인·장애인 대상, 완전·부분틀니, 보철 지원
•어르신 구강건강관리 : 만65세이상 수급자, 맞춤 구강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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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적
건강관리
서비스
체계구축

아토피케어센터운영
•아동 및 부모 1:1 전문상담 실시, 질환별 예방관리 교육
•아토피 케어 보습제 체험존, 치유숲길 체험·안심텃밭 프로그램 운영
•아토피·천식 안심학교 운영 : 20개소, 예방관리 교육, 물품 지원
•알레르기질환 의료비 지원 : 취약계층 1인당 20만원 진단 검사·치료비

안창마을
행복동구
건강생활지원
센터운영

맞춤재활프로그램운영
•어르신 활력 프로그램 : 만성통증 경감 물리치료 및 낙상 예방
•장애인 재활치료 프로그램 : 순환식 재활치료, 맞춤형 근력운동
•신체 발란스 운동교실, 운동 소도구·보장구 대여 등 주민편의서비스 제공

한의학건강증진프로그램운영
아가맘센터운영

•한방 정신활력소, 한의학 연계 뇌튼튼 치매예방 교실 운영

•임신준비기, 출산기, 영유아기 시기별 맞춤형 의료지원 서비스 제공

•한방 당뇨코칭 교실, 무병장수 기(氣)체조 교실 운영

•산후 우울예방 및 정보 공유를 위한 힐링·소통 공간 제공

통합건강증진프로그램운영

•예비맘 교실, 베이비 마사지 교실, 유아체육교실 등

•금연·절주·구강관리·심뇌혈관질환예방 등 종합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치매안심센터운영

•작은 치매안심센터 운영 : 상담·등록 관리, 조기검진, 사례관리 등

•상담·등록관리 : 치매정보제공 및 예방상담, 맞춤형 사례관리

•주민 건강증진 인식제고를 위한 동네방네 건강증진 캠페인

•단계별 조기검진 : 선별검사 → 진단검사 → 정밀검사(협약병원)
•치매지원서비스 : 치료비지원, 실종예방인식표 제공, 조호물품 제공

비대면건강증진프로그램

•치매공공후견사업 : 공공후견인 연계, 후견심판청구비용 지원

•비대면 재활프로그램, 치매 예방키트 배부, 희망엽서 발송 등

•치매 인식개선·홍보, 건강체험 박람회 운영, 치매예방 순회교육
•치매안심마을 운영(2개소) : 치매파트너 양성, 치매안심가게·운영

음식업소위생환경향상

마을건강센터사업
•감염병예방지킴이 양성, 건강소모임 22개팀 활동
•동별특화사업 : 만사혈통, 한의대생 한방의료 봉사 등

방문건강관리사업

안전한
외식문화환경
조성

•전문기관 인증평가로 외식업 등급제 운영

위생취약음식점해충방제사업
•20개소, 전문업체 해충 방제 실시

•건강일촌 생활터, 보청기 지원, 폭염·혹한기 건강관리 등
•고위험군 전화모니터링 강화, 비대면 자가건강관리 물품 지원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그린푸드존)환경개선
안심식당내실화·지정확대운영
•65개소, 배달전문음식점 특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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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행복과 웃음,
매력있는
문화도시

특색있는
문화축제

 차이나는차이나타운특구문화축제
•10월, 초량 차이나타운특구 일원
•주민 주도의 다양한 놀이체험 기회 확대
•부산역 광장에서 중국관련 영화 공연, 미술 전시 행사
•중국 상해시 서회구 및 절강성 소흥시 예술단의 수준높은 문화공연
•위드 코로나 시대에 맞춘 온-오프라인 축제

래추고세대상생‘한땀,두땀’마을축제
•10월, 한복문화관, 쌈지공원, 영가대 일원
•한복장인과 청년(대학생) 멘토링으로 차세대 한복디자이너 양성
•한복명장과 청년 간 협업 및 기술전승을 통한 한복문화 재창조

생활속문화관광인프라확충
•초량이바구길 명란로드(남선창고~이바구길) 조성
•폐교활용 주민활력 어울림파크, 나전칠예 공방 조성
•부산진성 특화거리·한복문화관·재봉틀 공방 설치

특색있는 문화축제
다양한 문화예술 향유기회 확대
동구 스토리를 담은 관광콘텐츠 운영
역사와 전통이 숨쉬는 지역문화 조성
건강하고 활력있는 생활체육 육성

52 | 구민과 함께 새로운 동구



| 53

다양한
문화예술
향유기회
확대

책마루전망대문화행사
•6~9월, 동구 도서관
•옥상축제 책을 소재로 한 다양한 공연, 체험 등 문화행사 개최
•밤하늘 별빛체험, 플리마켓, 멋진 풍경 SNS 이벤트 홍보

온가족루프탑페스타개최

동구
스토리를 담은
관광콘텐츠
운영

명란셀프쿠킹체험·명란로드(남선창고~이바구길)투어
•2021 연중, 1일 6회(11:00~17:00), 이바구충전소
•체험형 : 명란레시피(스파게티, 샐러드 등) 셀프쿠킹 및 다이닝 체험
•투어형 : 명란셀프쿠킹 체험과 해설사와 함께 명란로드 도보투어

걷고싶은관광길활성화

•5~11월, 어린이영어도서관

•맛(명란)과 멋(공연)과 함께 하는 힐링걷기

•샌드애니메이션, 레이저 · 매직쇼, 버블 체험, 포토존 등

•쉼과 여유가 있는 치유의 숲길 건강걷기

구민과함께하는문화예술프로그램운영
•헛둘 헛둘 아무운동 챌린지 : 3~4월, 확찐자 탈출기, 아무때나 걷기

•휴식과 건강을 함께, 직장인을 위한 야간걷기

산복도로전시관활성화프로그램운영

•재미난 UCC 공모전 : 4월, 고수의 운동비법, 동구 관광 홍보

•10:00~19:00(매주 화~일), 3개 강좌

•랜선 콘서트 : 4월, 유튜브채널 이바구TV 송출

•산복도로 생활미시사 전시와 연계한 전문가 강좌

•소상공인 노래 · 장기자랑 : 5월, 가게 방문 노래자랑

•산복도로 식물 아카이브와 연계한 생태 탐방

2021년생생문화재사업
•문화공감 달빛풍류 : 5~6월, 9~10월(총4회), 국악공연, 꽃차 체험

즐거운산복도로소풍운영
•10개 코스, 26개 체험프로그램 운영

•풍류(風流), 민화에 담다 : 6~7월(총6회), 민화그리기 체험·전시
•풍류(風流), 새로 보다 : 5~11월(총6회), 인문학 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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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와 전통이
숨쉬는
지역문화
조성

일신여학교3.1만세운동재현행사
•3. 11.(일), 일신여학교~동구청 일원
•일신여학교 : 기념식, 박재혁 의사 뮤지컬
•항쟁의거리 : BTS 아리랑 동구민 플래쉬몹
•구청광장 : 대형태극기 퍼레이드

춘계·추계당산제
•4월, 10월, 초량 당산

충장공정발장군제전
•5월, 좌천동 정공단

무민공최영장군향사
•6월, 최영장군 비각

동구한시백일장
•9월, 구청 대강당

건강하고
활력있는
생활체육
육성

동구민한마음체육대회
•5월, 문제해결·협력을 주제로 한 프로그램

부산시민체육대회
•11월, 16개 구군 생활체육동호인 참여

세대별생활체육행사지원
•어르신체육대회, 여성체육대회, 청소년 농구대회 등

스포츠강좌이용권지원
•저소득 유·청소년의 건전한 여가·체육활동 지원

학교생활체육활성화지원
•경남여고 등 10개교 학교운동부 격려금 전달

체육회장배생활체육대회
•5월, 16개 동호회 종목별 대항전

동구문화놀이한마당
•10월, 차이나타운축제 기간 중 운영

여성및소년·소녀합창단정기연주회
•10월, 국민체육문예센터

구봉산고유제
•11월, 구봉산 봉수대

제29회동협전
•12월, 구청 2층 구민홍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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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현장중심의
열린
소통행정
강화

경청과 공감,
소통하는
열린도시

2021년구민과의랜선대화
•온라인, 희망메세지, 구정 제안 및 건의사항, 질의응답

구청장과함께하는‘찾아가는아파트’운영
•최근 입주아파트 주민 의견수렴 및 민원해결

일대일찾아가는현장소통강화
•산복곳곳 골목구청장(5월, 9월), 현장공감 구청장실(6~7월)
•동구의 전(all)통(統)을 만나다(4~12월)
•방(범)방(역)곡곡 현장 구청장실 운영(4~8월)

민원현장기동팀운영
•야간 민원현장기동팀 운영 : 매주 수요일 18:00~20:00
•다양한 민원불편사항 신속 대응, 각종 홍보활동 강화

민·관 협치
네트워크
구축

민관협업대응체계구축
•북항막개발반대시민모임, 미군55보급창 반환 범시민운동본부,
부산진역일원공공개발추진위원회

숙원사업해결을위한협치행정
•북항재개발 행정경계 결정, 미55보급창 반환 운동, 부산진역 공공개발
•시민 공감대 형성, 범시민 운동 확산, 토론회, 시민 홍보 등
•부산시, 국토부, 해수부 등 관계기관 지속적 건의

현장중심의 열린 소통행정 강화
민·관 협치 네트워크 구축
참여형 주민자치 플랫폼 지원
주민 스스로 만들어 가는 동구
고객 중심의 국민행복민원실 운영
합리적이고 건전한 재정 운영
구민이 신뢰하는 청렴동구 구현
2030 동구 미래전략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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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형
주민자치
플랫폼
지원

자치분권기본다지기
•지역리더 자치분권 특강, 워크숍, 우수사례 학습

주민자치역량강화
•주민자치 워크숍 개최, 주민자치 우수사례 공유회

주민주도지역문제발굴
•주민자치회 주민총회, 주민원탁회의

고객 중심의
국민행복
민원실
운영

화요야간민원실운영
•매주 화요일 18:00~20:00, 통합제증명, 여권 민원

빅데이터활용한『동구민의소리』운영
주민만족민원서비스제공
•글로벌 소통관(영어, 중국어, 일본어) 운영
•무료 꽃차 카페 운영(월1회)
•방문민원 안내도우미 운영

주민자치공모형프로그램운영
•지역문제 발굴 및 해결방안 모색

•양심우산 무료대여 서비스 시행
•1회 방문처리제 상담창구 운영
•혼인신고 기념 인증샷 추억서비스 시행

온라인소통채널확대
•카카오톡 · 소셜 미디어 채널 확대

고객쉼터조성
•미니 북카페, 수족관, 조경수, 휴대폰 충전기 비치 등

슬기로운생활법률복지서비스
•무료법률 상담실, 부동산 종합상담실

주민스스로
만들어가는
동구

도시환경정비의날운영
•명절맞이, 새봄맞이, 각종 대형행사

자연사랑힐링걷기대회
•트레킹, 환경정비 동시 진행(연2회)

소규모공원관리단체지정·운영
•158개소, 우수사례 공유대회

국민운동단체비대면나눔·봉사활성화
•슬기로운 집콕 봉사, 홀로어르신 정서지원
•저소득층 노후주택 해충 퇴치

통합자원봉사지원단운영
•발대식(4월), 운영매뉴얼 점검훈련(연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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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영

주민참여예산학교운영
•주민제안사업 발굴, 주민 역량강화 교육

주요사업재정평가,예산의적정성검증,성과평가실시
중앙부처공모사업에대한적극적대응체계구축

2030 동구
미래전략
수립

지속가능도시를향한전략적미래연구
•비대면 원도심 발전포럼 운영 : 주요과제별 주민토론의 장 마련
•원도심 5개구 참여토론회 : 원도심 미래발전 전략, 통합로드맵 논의
•2030 동구장기발전계획 실행계획 수립 : 중·장기 도시개발 목표 개발
•동구형 뉴딜사업 선제적 대응, 지역맞춤형 혁신사업 관리체계 확립

새로운동구시대,미래비전선포식
•미래비전 공유를 통한 시민 공감대 형성, 도시브랜드 가치와 의미 확산
•동구 미래비전, 랜선 소통, 비대면 이색 체험프로그램 운영 등

선진구정운영을위한조직역량강화

구민이
신뢰하는
청렴동구
구현

반부패신고체계확립
•구 홈페이지 청렴 소리함, 부조리 신고센터 운영

소통과공감의투명한감사제도운영

•비대면 토론중심의 열린 회의 운영
•소통과 협력의 협업 체계 구축, 중점분야 전문인력 채용
•다양한 콘텐츠 활용 직원창의 아이디어 발굴

•감사·감찰활동 사전예고제 실시

적극행정감사기능강화
•사전 컨설팅감사, 종합·특정·일상·복무감사 수행

기본과원칙준수의종합·특정·일상·복무감사수행
온라인청렴독후활동,비대면맞춤형청렴학습터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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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부
록

01

2030미래프로젝트

01 2030미래프로젝트
02 2021년주요투자사업

북항재개발사업1단계

03 2021년달라지는제도&시책

•위 치 : 부산항 북항 연안부두~4부두 일원(A=1,536,418㎡)
•사업기간 : 2008~2022년
•사 업 비 : 2조 4,221억원
•주요시설 : 공공·업무 및 문화·관광·휴양시설 도입

04 2021년주요행사계획

북항재개발사업2단계
•위 치 : 자성대 부두, 부산역·부산진역,
좌천, 범일동 일원(A=2,198,594㎡)

•사업기간 : 2020~2030년
•사 업 비 : 4조 4,000억원

01

02

03

미55보급창이전에따른공원화사업
•위 치 : 동구 범일동 330-4번지 일원(A=217,755㎡)
•사업기간 : 2026~2030년
•사 업 비 : 약 5,133억원
•사업내용 : 2030 엑스포, 북항재개발사업과 연계한 열린공원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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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부산월드엑스포유치본격화
•기

간 : 2030. 5~10월

부산북항재개발사업배후도로(지하차도)건설공사

•위

치 : 부산광역시 북항 일원(A=309만㎡)

•사업위치 : 부산광역시 동구 충장대로 일원
•사업목적 : 부산북항 재개발 사업지로 접근성 향상 및 원활한 교통처리

•참가규모 : 약200개국, 5,050만 여명

•사업기간 : 2019~2023년

•사 업 비 : 4조 9,000억원

•규

모 : 배후도로 L=1.98km(지하차도 1.90km)

•사 업 비 : 2,365억원

시티크루즈운항
•북항 해양문화지구~55보급창~동천~영도~자갈치 구간
•사업기간 : 2020~2022년

부산천복원사업
•구 간 : 수정초등학교~관공선부두
•사업규모 : L=580m, B=8~12m
•사 업 비 : 약400억

•사업내용 : 연안 해양관광 및 수상택시 활용

04

05

06

08

07

09

10

경부선철도지하화

간선급행버스체계(BRT)운영

•위

•구 간 : 서면 광무교~남포동 충무교차로
•연 장 : 8.6km
•사업기간 : 2020. 8월~2021. 12월

치 : 부산진역~경부선 구포역 구간(L=16.5km)

•사업내용 : 부산진역~구포 철도 지하화,
지상 철도부지 재생사업 추진

•사 업 비 : 1조 3,000억원

북항C-Bay~Park선(트램)

11

•사 업 비 : 약 240억원

•도심에서의 재개발사업지의 대중교통 접근성 향상
(도시철도 중앙동역~도시철도 문현역)

•단기 : 중앙동역~국제여객터미널(2020~2022년)
•장기 : 국제여객터미널~문현역(2025~2030년)

초량천생태하천복원사업
•위 치 : 동구 하나은행 ~ 초량육거리
•사업기간 : 2011. 4월~2020. 12월
•사업규모 : 하천복개 복원 L=400m, B=25m
•사 업 비 : 37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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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02

2021년 주요투자사업
(단위 : 백만원)

문화.체육.관광
사업명

(단위 : 백만원)

사업내용

다어울림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

•복합 생활SOC 시설 구축
•국민체육센터, 생활문화센터,
•가족센터, 작은도서관, 다함께돌봄센터

생활관광활성화 사업
(명란한 동구)

•명란 셀프쿠킹 체험 프로그램 관리ㆍ운영
•명란 콘텐츠 개발ㆍ홍보

다목적야유회장 조성

사업기간

2020~2022

총사업비

15,400

2021년사업비

25

25

•체험형 및 친환경 놀이터 조성

2018~2021

7,000

3,100

다문화공감센터
공감ㆍ공유 공간 조성 사업

•다문화공감센터 시설 재조성 및
공유·공감 콘텐츠 개발

2020∼2021

500

500

체험형 관광 콘텐츠
제작ㆍ운영

•관내 관광지 방탈출 게임 앱 개발ㆍ운영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

•전통사찰(금수사) 방재시스템 구축

2021

171

171

전통사찰 보수·정비 사업

•전통사찰(연등사) 보수정비 사업

2021

240

240

수정산가족체육공원
편의시설 정비 사업

•수정공원로 22 일원
•진입로 보행로 정비 1식

2017~2021

704

250

1인 미디어 스튜디오
조성 및 운영

•스튜디오 조성 및 방송장비 구입
•1인 미디어 창작자 활동 지원

2021

디지털 리터러시 체험관
조성 및 운영

•키오스크 임대, 터치스크린 구입
•체험공간 조성

2021

50

100

51

교육ㆍ복지
사업명

동구 다행복교육지구 사업

통학버스 운영 지원

50

(단위 : 백만원)

사업내용

사업기간

•지역주도 교육프로그램 운영
•방과후프로그램 운영 지원
•마을단위 교육사업, 마을사서 양성

2021

•초등학교 통학버스 운영 지원

2021

총사업비

300

117

2021년사업비

총사업비 2021년사업비

2021

66

66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가입 지원

•어린이집 36개소
•영유아 상해 보험ㆍ화재, 가스사고 배상 등

2021

19

19

장애인보호작업장 건립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조성

2021~2023

1,720

1,000

치매안심센터 운영

•치매안심센터 운영

2021

238

238

아토피전문케어센터 운영

•아토피 예방ㆍ관리

2021

12

12

건강생활지원센터사업 운영

•안창마을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

2021

35

35

치매예방 어르신 1인가구
동아리 구성

•만70세 이상 1인가구 어르신 10팀 150명

2021

100

100

일자리ㆍ경제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사업내용

사업기간

총사업비

2021년사업비

2019~2021

2,600

2,600

일자리복합센터 건립

•초량동 984-3번지 일원, 447㎡
•공동작업장, 창업센터, 주민편의시설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 e바구페이 운영ㆍ관리

2021

1,039

1,039

수정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

•무선 화재알림시설 설치

2021

76

76

부산진시장 시설현대화

•지하층 환경개선
(선어부 도시가스,환기설비, 바닥공사 등)

2020∼2021

980

980

자유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

•무선 화재알림시설 설치

2020~2021

291

291

남문시장 시설현대화

•공용화장실 개수

2021

96

96

사회적경제현장지원센터 운영

•多가치 사회적경제현장지원센터 지원

2021

49

49

동구청년 맞춤형정책 추진

•코로나19로 인한 청년사업자 임대료 지원
•청년거리예술(청악동), 청년일자리사업

2021

167

167

메이커스페이스 운영

•메이커디자인연구소 운영
•이바구메이커사랑방 운영

2021

675

135

300

117

동구 진로교육지원센터 운영

•진로체험 프로그램운영, 진로캠프

2021

250

250

책마루전망대 문화행사

•작은 음악회, 별자리 강연, 천체관측 등

2021

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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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저소득 독거노인 대상
•인공지능 스피커 활용 감성케어

100

51

사업내용

인공지능(AI) 감성케어 지원사업
5,915

2021

2021

사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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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ㆍ환경
사업명
충장대로 고가하부 녹화사업

사업내용
•고가하부 화단 조성 및 수목식재 등 (A=900㎡)

사업기간
2021

총사업비 2021년사업비
200

•좌천체육공원 내 계단 높낮이 조정 및
난간 위치 조정 등

증산공원 옹벽 꽃길 연장조성

•증산공원 옹벽 그루백 설치를 통한 꽃길조성
(L=60m)

2021

60

60

생활권 녹지공간 조성 및 정비

•주택가 생활권 녹지공간 확보, 시설물 정비 등

2021

150

150

수정배수지 산책로 정비

•산책로 정비(야자매트 설치 등)

2021

15

15

씽씽로드 보광사~아란야사
목재난간 교체공사

•보광사~아란야사 일원 노후 목재난간 교체

2021

50

50

청룡사 일원
흙콘크리트 포장공사

•청룡사 일원 흙콘크리트 포장

2021

20

20

등산로 정비공사

•수정산, 구봉산 일원 등산로 정비

2021

64

64

산림내 화장실 정비

•노후된 화장실 외벽 데크, 내장재 교체

2021

40

40

먼지털이기 설치

•수정동 씽씽로드 일원 흙먼지털이기 설치

2021

20

20

재래식화장실 정비지원

•재래식 화장실 206개소 정비

2021

206

206

2021

50

도시재생

사업명

총사업비

2021년사업비

500

413

총사업비

2021년사업비

2016~2021

4,737

1,507

가마뫼 역사마을 재생사업

•성북시장 웹툰이바구길 조성
•동구 도서관 책마루전망대 조성
•성북시장 주차장 및 만화체험관 조성
•만화카페 및 VR체험장 조성

2016~2021

6,176

400

범일1동 안심마을 조성사업

•CCTV, 보안등 및 범죄예방 디자인
시설물 설치 등

2020~2021

150

150

동구 골목길 재생 시범사업

•골목길 재생 시범사업 3개소 추진
(바닥정비, 골목쉼터, 야간조명 설치 등)

2020~2021

1,200

1,163

골목놀이터 조성사업

•골목놀이터 조성(2개소)

2021

100

100

50

사업기간

사업기간

•범일1동 안창마을 일원
•소방도로조성, 공공임대주택건립,
집수리사업, 주민역량강화사업

교통ㆍ도시안전
사업명

(단위 : 백만원)

사업내용

사업기간

총사업비

2021년사업비

좌천초 지하공영주차장 조성

•좌천초등학교(폐교) 운동장
•공영주차장 86면

2021~2023

10,000

850

범일동 공영주차장 건설

•범일동 1438-216번지 일원
•노외공영주차장 56면(1층 2단)

2019~2021

2,960

2,960

소규모 주차장 조성사업

•공·폐가 및 부동산 부동산 매입 등으로
소규모 주차장 조성

2021

500

500

교통체계 개선

•차도폭 조정 및 교차로 주변 횡단보도
신설, 차선 조정 등

2021

180

50

초량·수정 도시기반
정비사업(초량1구간)

•보도설치 등 L=1.36km,B=1.5~2.1m

2020~2021

839

839

초량·수정 도시기반
정비사업(초량2구간)

•보도설치 등 L=0.64km,B=1.2~2.5m

2020~2021

450

450

(단위 : 백만원)

사업내용

사업내용

안창 새뜰마을 사업

200

좌천체육공원
계단 및 난간 정비

사업명

(단위 : 백만원)

(단위 : 백만원)

초량이바구길 2단계
(명란로드) 조성사업

•명란관련 디자인 거리, 야간경관조명,
포토존, 휴게공간 조성 등

2020~2021

스카이웨이전망대
보행데크 보수 및 도색

•친환경스카이웨이전망대 일원 정비
(보행데크 보수 및 도색 등)

2021

수정산가족체육공원
편의시설 조성사업

•진입로 확장 및 보행로 조성
•데크로 조성

2017∼2021

좌천동 일원
도시재생 뉴딜사업

•주민활력 주민 어울림파크 조성
•순환형임대주택, 방재공원 조성
•집수리사관학교 등 주민 교육

2021~2027

169,000

1,090

초량·수정 도시기반
정비사업(수정동구간)

•보도설치 등 L=0.56km, B=2.0~2.5m

2020~2021

249

249

래추고 도시재생 뉴딜사업

•자성대특화거리, 자성대한복문화관,
•재봉틀공방, 복합커뮤니티센터조성

2018∼2021

16,660

3,795

초량동 보행환경 개선사업

•보도설치 등 L=0.50km,B=1.2~2.5m

2020~2021

500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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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704

50

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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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사업내용

사업기간

(단위 : 백만원)

총사업비 2021년사업비
사업명

경남여고~동구청
진입로 일원 보도정비

•보도설치 L=500m, B=2.0m

2020~2021

500

500

수정시장 일원 보도정비

•보도정비 L=325m, B=2.0m

2020~2021

350

350

부산역 일원 보도정비공사

•보도설치 등 L=1.2km, B=2.0m

2020~2021

1,000

1,000

안창로 일원 보행환경 개선공사

•보도 확장 및 설치 L=360m,B=2.0~2.7m

2020~2021

240

240

중앙대로 320번길 4 일원
보도설치공사

•보도설치 L=200m B=2.0m

2020~2021

180

180

사업내용

•보도설치 L=420m B=1.5m

범일2동 범일교차로 일원
보도정비

•보도정비 3개소 (A=800㎡)

범일동 두산 위브
포세이돈아파트 앞 육교 도색공사

•육교정비 1식

지반침하대응 노후하수관로
정밀점검용역(초량)

•노후하수관로 조사 L≒27m

2021

2021

200

80

200

80

2021

30

30

2020~2021

144

144

지반침하대응 노후하수관로 정밀점
•노후하수관로 조사 L≒30km
검용역(수정,범일,좌천)

2020~2021

초량생태하천 복원사업장 일원
도로개설

•도로개설 L=84m B=6m

2020~2021

1,624

100

초량제1지하차도 복개구조물
정비공사

•제1지하차도 정비 1식

2021

200

200

범일2 침수위험지구 정비사업

•자성대아파트 일원
•펌프시설, 저류조, 홍수방어벽 정비

초량간선복개구조물 정비공사

•복개구조물 정비 1식

부산시 노후하수관로 정비공사
(일반1구간)

159

159

총사업비

2021년사업비

재해위험시설 보수ㆍ보강공사

•옹벽, 석축 등 보수 5개소

2021

100

100

지하차도 차량 차단(경고)
시스템 설치

•초량 제1, 제2, 부산진시장
지하차도 차단시설 설치

2020~2021

590

590

지역에너지 절약사업

•LED도로조명 교체 ESCO사업

2021

600

600

도로개설및도로정비

(단위 : 백만원)

사업명

망양로(화신아파트 일원)
보도설치공사

사업기간

사업내용

사업기간

총사업비

2021년사업비

범일동 아름빌아파트 일원
도로확장

•도로확장 L=104m, B=10~11m

2019~2021

2,300

2,200

초량동 970-10번지 일원
가각정비

•가각정비 A=7㎡

2019~2021

90

90

관내 도로 ASP 포장공사

•ASP 절삭포장 L=3.9km

2021

500

500

도시계획시설 기초조사 용역

•도시계획시설 기초조사 N=150개소

2021

60

60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대지 일원 (N=10개소)

2021

211

211

조방로 일원 보도설치 및
정비공사

•보도정비 L=550m, B=4∼5m

2021

400

400

타기관추진사업
사업명

(단위 : 백만원)

사업내용

사업기간

총사업비

추진기관

2021~2023

10,000

400

부산항 북항재개발 1단계

•항만재개발 A=154만㎡

2008~2022

2,422,100

해양수산부

2021

180

180

북항재개발 배후도로
(지하차도) 건설사업

•지하차도 L=1.98km, B=19.3m
•상부도로 L=1.98km, B=50~60m

2019~2022

236,586

해양수산부

•노후하수관로 정비 L=1.03km

2020~2021

702

702

초량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L=400m, B=25m

2011~2020

37,000

부산광역시

부산시 노후하수관로 정비공사
(일반2구간)

•노후하수관로 정비 L=0.51km

2020~2021

375

375

북항일원 분류식 하수관로
설치사업(재정, BTL구간)

•하수관로(D80~D400)
L=81.14km

2016~2021

122,100

부산광역시

부산시 노후하수관로 정비공사
(일반3구간)

•노후하수관로 정비 L=1.27km

2020~2021

853

853

부산 패션비즈센터 건립

•부지 1,613㎡, 연면적 7,920㎡
(지하2층, 지상6층)

2016~2021

30,000

부산광역시

보안등·가로등 신설 및 보수

•보안등 설치 및 보수
•가로등 설치 및 교체, 전선로 교체

2021

185

185

부산 오페라하우스 건립

•오페라 전용관 1,800석
소극장 및 전시시설 등

2018~2022

250,000

부산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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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달라지는제도&시책

제도(시책)명

고급주택 중과세 요건 개선

1세대 1주택에 대한
주택 세율 특례조항 신설

현행

변경

취득세 고급주택요건 :
건축물 가액 9천만원초과,
공시가격 6억원 초과에서

취득세 고급주택요건 :
건축물 가액은 폐지, 공시가격을
9억원 초과로 상향 조정

신설

(시가표준 6억 이하 주택)

신설

차세대 전자여권 발급

신설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

청년사업자 임대료 지원

기초연금 인상

인공지능(AI)
감성케어 지원 사업

공영장례 지원 사업

장애인연금 인상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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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

생활보장과
(440-4322)

1인가구 기준
-선정기준액: 822,524원
-지원상한액: 190,000원
4인가구 기준
-선정기준액: 2,194,331원
-지원상한액: 294,000원

2021.1.1.

생활보장과
(440-4341)

월 11,000원 지원

월 11,500원 지원

2021.1.1.

행복가정과
(440-4831)

신설

입학일 현재 동구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영유아가 어린이집 최초입학시 1인당
110,000원 1회 지급

2021. 상반기
(예정)

행복가정과
(440-4864)

제도(시책)명

2021.1.1.

세무1과
(440-4195)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

신설

주거급여 인상

1인가구 기준
-선정기준액: 790,737원
-지원상한액: 179,000원
4인가구 기준
-선정기준액: 2,137,128원
-지원상한액: 274,000원

청소년 건강지원
(보건위생물품)
바우처 지원금 인상
어린이집
입학축하금 지급

2021.1.1

세무1과
(440-4202)

2020.12월

민원회계과
(440-4731)

2021.12월
(예정)

민원회계과
(440-4731)

2021.3월
(예정)

일자리경제과
(440-4512)

0.05%∼0.35%(3년간)
대상 : 유효기간 10년의
일반 전자여권(48/24면)

소관부서
(전화번호)

소관부서
(전화번호)

1세대 1주택 세율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시행일

시행일

현행

변경
노인, 한부모(만 30세 이상) 대상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단, 연소득 1억, 재산 9억 초과 부양의무자는
기준 계속적용)

동구청년사업자 400명

동구청년사업자 250명

(동구내 사업등록 및
주민등록된 청년)

(동구내 사업등록 및
주민등록된 청년)

지원금액 : 1개월 25만원 한

지원금액 : 1개월 36만원한

월 254,760원(기본)
월 300,000원
(소득하위 40% 이하)

월 300,000원(기본)
- 소득하위 70%이하 대상자 확대
국민연금 등 소득에 따라 차등지급

2021.1월

복지지원과
(440-4362)

1회용 플라스틱컵
신설
종량제봉투 교환 사업

세척한 1회용 플라스틱컵 20개당
종량제봉투(10L) 1매 교환

2021.1월

자원순환과
(440-4451)

신설

저소득 독거노인(100가구)
인공지능 스피커를 활용한
감성케어 돌봄서비스

2021년
상반기 중

복지지원과
(440-4362)

아이스팩 수거ㆍ
재사용 사업

신설

오염되지 않은 젤타입의 아이스팩을
수거하여 세척 후 전통시장 등 필요로
하는 곳에 배부하여 재사용

2021.4월
(예정)

자원순환과
(440-4451)

신설

경제적·신체적 사유 등으로
장례처리 능력이 없는 주민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소외계층에 대한 장례 지원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사업

신설

2020.12.25.

자원순환과
(440-4451)

기타수질오염원
확대적용(안경원)

하수종말 처리시설로
유입하지 아니하는
렌즈 제작 안경원

신고기한 :
2021.6.30.이내

환경위생과
(440-4386)

공동주택 도장공사
비산먼지사업장 신고

신설

2021.1.1.

환경위생과
(440-4382)

[기초급여-만18~64세]
월 300,000원
(기초수급,차상위계층)
월254,760원(차상위초과)
1인 가구 기준 선정 기준액
- 52만 7,158원
4인 가구 기준 선정 기준액
- 142만 4,752원

[기초급여-만18~64세]
월 300,000원
→ 차상위초과까지 대상자 확대
감액구간대상자 변동없음
1인 가구 기준 선정 기준액
- 54만 8,349원
4인 가구 기준 선정 기준액
- 146만 2,887원

2021.1월

2021.1월
(예정)

2021.1월

복지지원과
(440-4315)

복지지원과
(440-4331)

공동주택에서는 투명 페트병을 합성수지
용기류(플라스틱)와 별도로 구분하여 배출
(※ 단독주택의 경우 2021.12.25. 시행예정)

렌즈를 제작하는 시설이 1대 이상인 안경원은
기타 수질오염원으로 신고
(신고기한 : 2021.6.30.이내)

공동주택 도장공사의 비산 먼지발생사업장
으로 신고후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4 제11호 다목에 따른 저감조치 이행

생활보장과
(440-4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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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2021년 주요 행사계획

2021년 신년인사 및 주민과의 랜선대화

3.1운동 기념 사업
랜선 콘서트
소상공인 노래자랑

각 동 주민센터

행정자치과

일신여학교, 구청광장

문화체육관광과

국민체육문예센터

문화체육관광과

차이나타운 상가 일원

문화체육관광과

대학입시설명회

구청 대강당

교육운영과

제24회 씽씽동구 아카데미

구청 대강당

교육운영과

봄철 나무심기 행사
세계 물의 날 기념 환경정비

수정산 일원

5월

지역리더 아카데미

관내 일원

행정자치과

통장 아카데미

구청 대강당

행정자치과

충장공 정발장군 제전

정공단

문화체육관광과

부산중학교

문화체육관광과

동구 국민체육문예센터

문화체육관광과

동구민 한마음 체육대회
구청장배 길거리 농구대회
온가족 루프탑 페스타(5~11월)
의료급여제도 및 부정수급자 예방교육
2021년 을지태극연습

교육운영과

구청 대강당

생활보장과

구청 민방위교육장

안전도시과

동구 보훈회관

복지지원과

일자리경제과

초량천 상류 일원

환경위생과

6월

보훈의 달 기념행사
무민공 최영장군 향사
환경의 날 나무심기 행사

4월

동구어린이영어도서관

부산진지성 동문

문화체육관광과

증산공원 산책로

환경위생과

-

행정자치과

제4회 마을공동체 박람회

자치분권&주민자치 워크숍

관내 일원

행정자치과

지역 자율방재단 방재교육

구청 대강당

안전도시과

찾아가는 아파트

관내 일원

행정자치과

영유아 부모 맞춤형 역량강화 교육

구청 대강당

행복가정과

전(全) 통

행정자치과

구청 광장

행정자치과

동구어린이영어도서관

교육운영과

동구도서관

교육운영과

관내 고등학교

교육운영과

보궐 선거

동구의 전(all)통을 만나다(4~12월)
춘계 초량 당산제

초량 당산
조방일원

지구의 날 기념 사진전

구청 홍보관

환경위생과

아토피케어센터

보건행정과

일자리경제과

7월

어린이 물놀이장 운영(7~8월)
옥상전망대 야간 문화행사(7~10월)
역사문화전망대 달빛 문화여행
진로진학 콘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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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전략재생과

문화체육관광과

조방아트마켓
아토피천식안심학교 설명회

이바구길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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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지역리더 아카데미

관내 일원

행정자치과

10월

부산 온라인 일자리박람회
조방거리축제
사회적경제 프리마켓 운영

9월

한시 백일장
제25회 씽씽동구 아카데미
동구 일자리 박람회

구청 대강당
구청 대강당

생활보장과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구청 대강당

행복가정과

부산진역

환경위생과

구청 대강당

안전도시과

미55보급창 반환 캠페인
제18회 부산 차이나타운특구 문화축제
동구 야외극장
체육회장배 체육대회
동구 여성 및 소년소녀 합창단 정기연주회
제7회 동구 평생학습박람회 및 성인문해 시화전

미55보급창 일원

차이나타운 일원

일자리경제과

수정산 가족체육공원

복지지원과

관내 일원

안전도시과

위탁의료기관 및 보건소

보건행정과

구청 대강당

행정자치과

새마을문고 어린이 독서골든벨

관내 일원

행정자치과

어린이 사생대회

관내 일원

행정자치과

저출산 대응 아이디어 제안 한마당 운영

관내 일원

행복가정과

추계 초량 당산제

초량 당산

행정자치과

주민자치 우수사례 공유회

관내 일원

행정자치과

인플루엔자(독감) 무료 예방접종
통장역량소통(통역소) 교육

차이나타운 일원

문화체육관광과

부산국제여객터미널 주차장

문화체육관광과

동일중앙초등학교 외

문화체육관광과

구봉산 고유제

동구 국민체육문예센터

문화체육관광과

어린이집 어울림 한마당(교직원 힐링데이)

교육운영과

동구 도서관

교육운영과

제5회 동구 여성친화 박람회

관내 일원

행복가정과

제8회 동구 사회복지 박람회

관내 일원

복지지원과

제3회 동구 건강체험 박람회

관내 일원

보건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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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경제과

행정자치과

구청광장

책마루전망대 문화행사

조방 일원

복지지원과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일자리경제과

일자리경제과

구청 대강당

동구 장애인 한마음 체육대회

교육운영과

구청 대강당

제46주년 민방위대 창설 기념행사

경로의 달 기념행사

문화체육관광과

의료급여제도 및 부정수급자 예방교육
세계 차 없는 날 기념 행사

10월

구청 대강당

온라인 플랫폼

11월

12월

제30회 동협전
온택트 동구애한마당

구봉산 봉수대
관내 일원

구청 홍보관

문화체육관광과
행복가정과

문화체육관광과

구청 대강당

교육운영과

자활성과 보고회

관내 일원

생활보장과

정신건강복지센터 성과보고회

관내 일원

보건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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