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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사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부산광역시장 권한대행 행정부시장 변성완 입니다.
우리 시는 ‘경제활력’과 ‘민생안정’으로 시민행복 시정 실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규제혁신을 추진해 오고 있습
니다. 하지만 올해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로 인해 시민과 기업은 일상생활과 기업활동에서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어려움과 불편사항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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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우리 시는 선제적으로 경제 활력을 높이고 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느끼는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단계별
‘규제혁신 대응전략’을 마련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건의 과제에 대해 건의자에게 최종결과만 알리
던 것을 규제발굴에서 개선까지 全 단계별로 피드백을 강화하여 기업ㆍ시민 체감도를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 우리시는 지난 해에 이어 행정안전부 「2020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 장려상
을 수상하여 ‘규제혁신도시 부산’ 임을 재확인하였습니다. (우수) ‘광역지자체 최초 지역사랑상품권 충전금
계좌 지자체 명의 이관 추진’, (장려) ‘답답한 송정 서핑구역, 시원하게 협업으로 해결하다’ 사례를 포함하여
행정안전부 「2020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수상한 사례와 시민 불편 해소, 창업ㆍ중소기업 애로 해
소 등 6개 분야의 우수사례들을 모아 사례집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례집에 수록된 규제혁신 사례와 올해 처음 실시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 선발된 직원의 우수사례
가 일선 공무원들이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하는데 도움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시민 여러분들의
생활 속 불편 사항과 기업 현장에서 겪는 불합리한 규제는 언제든 건의하여 주시면 적극적으로 개선할 수 있
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규제혁신ㆍ적극행정 우수사례집 발간에 애써주신 관계자 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사례집 발간을 통해 우
수사례가 공유ㆍ확산되어, 시민과 기업이 체감하는 ‘규제혁신ㆍ적극행정’ 선도도시 부산을 정립할 수 있는 토
대가 되길 바랍니다.

부산광역시장 권한대행
행정부시장

변성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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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1

시민 불편 해소

1.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틀니, 임플란트 등록 절차 간소화

8. 사회관계망 서비스와 SNS 활동지원단 운영

2. 사립초등학교 입학선발 수수료(전형료) 미반환 규정 개선

9.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제 제도화 마련

3. 다자녀가정 우대 카드 발급방법 개선

10. 공용차량의 주민 이용 지원

4. 옥내누수로 발생한 누수요금의 감면 대상 확대

11. 주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를 위한 구민 참여제도 확대

5. 수도요금 고지에 따른 요금 할인 근거 규정 마련

12. 주거지 주차장의 공유를 통한 주차난 해소

6. 부산광역시립박물관 입장 금지 연령대 완화

13. 나눔을 저축하는 복지자원은행 다온뱅크 설립 운영

7. 비어있는 주거지 전용주차장의 요금감면을 통한 주차난 해소

14. 유휴 주차공간의 공유 지원을 통한 주차난 해소

부록

1

2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틀니, 임플란트 등록절차 간소화

사립초등학교 입학선발 수수료(전형료)
미반환 규정 개선

추진부서 남구 생활보장과(051-607-4508), 규제혁신추진단(051-888-2592)

추진부서 부산광역시 교육청 지원과(051-860-0684), 규제혁신추진단(051-888-2597)

개선배경

개선배경

•65세 이상의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틀니, 임플란트 시술비를 지원 받으려면 치과를 방문하여 시술
여부 절차를 거쳐 ‘등록신청서’를 발급받아야 함
•그리고 구․군을 방문하여 신청서 제출 후 치과를 재방문하여 시술을 받고 있어 신청절차가 복잡

•부산광역시 소재 사립초등학교에 입학원서를 제출할 경우 입학선발 수수료(전형료)를 함께 납부
하지만 학부모가 이를 취하하면 접수기간 중이라도 납부했던 전형료를 반환받을 수 없음
•입학선발수수료의 경우 입학자 선발 과정에 대한 사무처리 비용의 성격을 갖는 점에서 입학선발

하고 소요기간도 길어 개선 필요

과정의 진행정도를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수수료를 반환하지 않도록 조례에서 규정하는 것
은 입학선발 중도 포기자에게 금전적 손해를 부담하게 하는 과도한 규제임

개선내용

개선 전

개선 후

(틀니, 임플란트 등록 절차)

(틀니, 임플란트 등록 절차)

- 의료기관(치과) 2회 방문

- 의료기관(치과) 1회 방문

개선내용

- 구·군 1회 방문

개선 전

개선 후

(선발수수료 징수방법)

(선발수수료 징수방법)

- 과오납의 경우가 아니면 미반환

- 과오납의 경우가 아니면 미반환
- 접수기간 중 입학지원자가 반환 요청
할 경우 전액 반환(추가)

•행정안전부에 보건·복지분야 국민생활불편 개선 과제 제출(2017. 9.), 규제개혁신문고 건의(2018.
•규제입증책임제를 통한 규제 개선 과제로 선정(2019. 9.), 입학선발 접수기간 중 입학지원자가 반

11.), 의료기관(치과)에서 사전 등록을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기반 마련을 위한 「의료급

환을 요청할 경우 전액 반환하는 「부산광역시 사립 초등학교 및 유치원 입학선발 수수료 징수 조

여법 시행령」 개정·시행(2019. 8.)

례」 개정·시행(2020. 1.)

개선효과

8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틀니, 임플란트 시술비용 지원 절차의 간소화로 시민 불편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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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효과

제1장 시민 불편 해소

•입학선발 중도 포기자의 금전적 손해 부담 완화

9

3

4

다자녀가정
우대 카드 발급방법 개선

옥내누수로 발생한 누수요금의
감면 대상 확대

추진부서 출산보육과(051-888-1566)

추진부서 상수도사업본부 경영관리팀(051-669-4243)

개선배경

개선배경

•다자녀가정에서 다자녀가정 우대카드(가족사랑카드)를 발급받으려면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
문하여 신청․수령하여야 하며 발급까지 최대 2주 정도 소요됨

•상수도의 고의 또는 과실이 아닌 옥내누수로 인한 수도요금에 대해 취약계층의 경우 경제적 부담
이 크므로 요금 감면대상 기준을 확대하여 부담 경감 추진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행정서비스 확대 등 일하는 방식 변화 필요, 첨단기술(블록체인) 기반 가족
사랑카드 발급 제도 개선으로 신속하고 편리한 행정서비스 제공

개선내용

개선 전

개선 후

(가족사랑카드 신청)

(가족사랑카드 신청)

- 주소지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수령

- 주소지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수령

개선내용

- 핸드폰을 통한 모바일카드 신청·즉시
발급

개선 전

개선 후

(옥내누수 수도요금 전액감면대상)

(옥내누수 수도요금 전액감면대상)

- 의료급여 수급권자

- 의료급여 수급권자
- 생계급여 수급자(추가)

•블록체인기반 신분확인서비스 앱 개발(스마트시티추진과, 2020. 4.～5.)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개정․시행(2019. 7.)

•신분확인서비스 앱을 통한 모바일 가족사랑카드 발급 논의(스마트시티추진과 협업, 2020.
5.～6.), 비대면 자격확인서비스 및 행정정보서비스 신청, 모바일 가족사랑카드 발급 추진계획 수
립, 모바일 앱 환경테스트, 오류사항 최종 테스트 및 유관기관 회의 등 추진
•모바일 가족사랑카드 발급 시행·홍보(2020. 6.)

•가족사랑카드의 신청 절차 간소화로 신속하고 편리한 행정서비스 제공

개선효과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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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효과

제1장 시민 불편 해소

•수도요금 감면 대상의 기준 확대로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 완화

11

5

6

수도요금 고지에 따른
요금 할인 근거 규정 마련

부산광역시립박물관
입장 금지 연령대 완화

추진부서 상수도사업본부 경영관리팀(051-669-4243)

추진부서 시립박물관(051-610-7118), 규제혁신추진단(051-888-2567)

개선배경

개선배경

•수도요금의 고지는 납부할 금액, 기한, 장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납부고지서로 하여
야 하나, 수도사용자 등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전자우편(이메일) 또는 휴대전화 등을 통하여 고지

•시립박물관 관람 금지에 해당하는 자를 타 광역시와 같이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7세 미만의
어린이에서 6세 미만으로 완화하여 문화 혜택의 기회를 넓힘

할 수 있음
•수도사용자가 수도요금 고지서를 전자우편(이메일), 휴대전화 등으로 신청한 경우 요금 할인 적
용을 통해 ‘전자고지’ 발급 유도

개선내용
개선내용

개선 전

개선 후

(수도요금 전자고지에 따른 할인)

(수도요금 전자고지에 따른 할인)

- 미 적용

- 할인(200원) 적용

개선 전

개선 후

(관람금지 연령)

(관람금지 연령)

-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7세 미만의 어린이

6세 미만의 어린이

•자치법규 전수조사 결과(2019. 5.～9.) 규제입증책임제 개선 과제로 선정,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어린이의 관람 금지 연령 규정을 완화하는 「부산광역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개정·시행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개정·시행(2019. 7.)

(2020. 6.)

•전자 고지 이용자에 대한 편익 제고

개선효과

12

•종이 고지서 발급에 따른 비용 절감, 환경 보호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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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시민 불편 해소

•어린이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

13

7

8

비어있는 주거지 전용주차장의
요금감면을 통한 주차난 해소

사회관계망 서비스와
SNS 활동지원단 운영

추진부서 서구 교통행정과(051-240-4515)

추진부서 부산진구 소통미디어담당관(051-605-4076)

개선배경

개선배경

•주거지전용 주차장의 거주지 접근성에 따라 선호도의 차이가 커 거주지와 멀거나 경사도가 있는
주차면은 비어 있는 경우가 많음
• 타 구·군에 비해 미배정된 주차면이 많아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대안 마련 필요

•시민들과의 소통을 강화하여 적극행정의 실현을 이루고자 사회관계망 서비스 관리 및 운영의 필
요성 대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SNS 활동지원단’을 운영하여 구정시책 등 구민들을 위한 다양한 콘텐츠
를 제공하고자 함

개선내용

개선내용
개선 전

개선 후

(미배정 주차장)

(미배정 주차장)

- 주차면 미활용

- 요금감면을 통한 주차면 배정

개선 전

개선 후

(구정 소식 제공 방법)

(구정 소식 제공 방법)

- 홈페이지, 언론보도, 구정 소식지 등

- 홈페이지, 언론보도, 구정 소식지 등
- 사회관계망 서비스(SNS) (추가)

•SNS 활동지원단의 운영으로 다양한 구정 소식을 일반시민들에게 제공하고자 운영 근거인 「부산

•정기배정에서 미배정된 주차면을 배정받은 사람에게 요금감면하는 내용에 대해 주민의견 수렴

광역시 부산진구 사회관계망 서비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정(2019. 7.)

과 개선방안 검토
•조례 개정에 따른 상위법 저촉여부 등 행정안전부, 법제처 자문(2019. 4.)을 거쳐 「부산광역시 서
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시행(2019. 8.)

•부산진구의 주요 소식 전달과 시민 의견을 수렴하는 기회로 활용, 시민 밀착형 콘텐츠

개선효과

발굴로 공감대 형성 및 소통 확대
•코로나19 관련한 안전수칙 정보를 빠르게 제공하고 재난 정보 교류의 활성화로 생활방
역 실천을 유도

개선효과

14

•주거지 주차장의 미배정면을 최소화하여 주차난 해소와 부정 주차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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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10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제
제도화 마련

공용차량의
주민 이용 지원

추진부서 해운대구 도시재생과(051-749-4716)

추진부서 사하구 재무과(051-220-4155)

개선배경

개선배경

•불법광고물(명함형, 현수막, 전단지 등) 무단 투기로 인한 불법쓰레기 발생으로 관광 해운대 이
미지 저해

•구청의 공용차량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없으나 공익 목적의 활동에 참여할 경우 효과적으로 수행
할 수 있도록 지원 추진

•불법광고물 무단투기 수거에 따른 보상과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지속적인 정책 추진 근
거 마련 필요

개선내용
개선내용

개선 전

개선 후

(불법 광고물 수거 보상제)

(불법 광고물 수거 보상제)

- 자체 계획에 의거 추진

- 조례 제정을 통한 지속적 정책 추진

개선 전

개선 후

(구청 공용차량 이용)

(구청 공용차량 이용)

- 주민 이용 불가

- 공익 목적일 경우, 주민 이용 가능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2019. 5.)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 지급 조례」 제정(2019. 7.)

개선효과

개선효과

16

•공용차량 지원으로 주민 만족도 제고

•조례 제정을 통한 지속적인 보상 기준 마련으로 주민들의 적극 참여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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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시민 불편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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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12

주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를 위한
구민 참여제도 확대

주거지 주차장의
공유를 통한 주차난 해소

추진부서 사하구 기획실(051-220-4025)

추진부서 금정구 교통행정과(051-519-4512), 사하구 교통행정과(051-220-4514), 동래구 교통과(051-550-4532)

개선배경

개선배경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소속된 위원 25명만이 주민참여예산 편성과정에 참여 가능하여 주민참
여 예산제도*의 참여에 제한
* 주민참여 예산제도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주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한 제도

개선 전

개선 후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 위원구성 : 25명 이내

- 위원구성 : 35명 이내

•주거지(소규모) 주차장 배정자가 주차하지 않은 유휴 시간대에 주차공간을 공유함으로써 주택가
의 주차난 해소 추진

개선내용
개선내용

•주택가의 주차공간이 부족하여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불편, 보행자 사고 등으로 주민 불편 가중

개선 전

개선 후

(주거지 주차장)

(주거지 주차장)

- 주차공간 부족

- 주차면을 배정받지 않은 사람도
공유앱을 통해 주차 공간 이용

•금정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2019. 12.)
•사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2019. 12.)

- 분과위원회, 동별 지역회의 운영

•동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2020. 3.)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개정(2020. 7.)

•불법 주차 감소와 주차난 완화로 주민생활 불편 해소

개선효과

개선효과

18

•주차공간의 효율적인 이용으로 공유경제 활성화 기여

•예산 편성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참여 기회를 폭넓게 제공하여 예산 편성의 공공성·
투명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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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눔을 저축하는 복지자원은행
‘다온뱅크’ 설립 운영

유휴 주차공간의 공유 지원을 통한
주차난 해소

추진부서 사상구 복지정책과(051-310-4622)

추진부서 사상구 교통행정과(051-310-4502)

개선배경

개선배경

•공공·민간·지역사회에서 복지자원을 제공하고자 하나 이를 통합하는 관리 체계가 없어 복지자원
이 필요한 곳에 제공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
•위기가구의 복지 지원 요청에 대한 능동적인 대응을 위해 복지자원의 관리 뿐만 아니라 다양한

•공영주차장 부지 확보 애로 및 건설비 과다로 신규 건립에 어려움이 많아 주차난 해소를 위해 공
공 및 민간 주차장 활용 필요
•기존 주차장 등 설치비용 보조를 통해 기존 주차장 개방과 주택 내 여유 공간 주차장 조성 활성화

자원 조사와 정보 공유 필요성 증대

등 주민 참여 유도

*다온뱅크(복지자원은행) : 누
 군가를 돕고자 하는 마음을 약속의 형태로 다양한 기부(의료, 주거, 교육 등)를 저축해
꼭 필요한 때, 꼭 필요한 곳에 지원하는 약속은행

개선내용

개선 전

개선 후

(맞춤형 복지 지원)

(맞춤형 복지 지원)

- 자발적 재능기부에 대한 관리체계 전무

- 다온뱅크 설립으로 재능기부의 체계적

- 수시 발생하는 위기가구의 복지지원 요청에
수동적 대처

개선내용

개선 전

개선 후

(공영주차장 설치확보)

(기존 건축물 주차장)

- 부지 확보 및 건설비 과다로 신규 건립 애로

- 주민에게 부설주차장 개방(5면 이상)
: 주차시설 개선비 등 보조금 지원

관리

- 주차장 등 설치비용 보조금 한도 상향
: 70% → 95%

- 수시 발생하는 위기가구의 복지지원
요청에 능동적 대처

•「부산광역시 사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시행(2019. 11.)

• 지역의 복지자원 전수조사(2019. 7.～9.)로 일자리, 주거 등 17개 기관, 506건의 자원을 확보하여
‘복지자원은행 다온뱅크’ 설립·협약(2019. 9.), 다온뱅크에 자원 저축, 온·오프라인을 통한 정보
공유로 위기가구에 필요한 복지 제공(2019. 9.～)

•주택가의 주차공간 추가 확보로 주차난 해소와 주차장 설치에 따른 주민의 경제적 부담

개선효과

20

•다온뱅크 복지자원 관리시스템 구축으로 자원의 총량 증대 및 불균형 해소

개선효과

완화
•이용률이 낮은 시간대의 부설주차장을 주민에게 개방하여 공유경제 활성화에 기여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자원을 제공하여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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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시민 불편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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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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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산업 육성지원 대상
산업 확대

추진부서 서비스금융과(051-888-4874), 규제혁신추진단(051-888-2596)

개선배경

PART 2

•금융산업의 육성을 위해 마련된 자치법규(조례)에 금융 관련 서비스업의 정의가 현재 급변하는 금
융 환경의 혁신적 변화를 가져올 핀테크, 블록체인 등의 신기술, 산업 분야 등이 미반영되어 있음
•금융관련 산업의 유치와 지원을 위하여 정의 규정 확대 필요성 대두

창업, 중소기업
애로 해소

개선내용

개선 전

개선 후

(금융관련 서비스기관)

(금융관련 서비스기관)

- 금융관련 서비스업 열거

- 블록체인 등 신기술 기반 금융서비스
업 (추가)
-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신기술 기반 금융서비스업(추가)
- 상시 10명 이상을 고용하는 기관(삭제)

•규제혁신TF 과제로 발굴하여 규제혁신 토론회(2019.11.)에 안건 상정, 금융관련 서비스기관의 범
위를 확대하는「부산광역시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개정(2020. 2.)

•금융관련 분야 신산업 유치 및 육성을 위한 선제적인 지원기반 마련

개선효과
15. 금융 산업 육성 · 지원 대상 산업 확대

20. 산업단지내 직장어린이집 국·공유재산 무상사용 근거 마련

16. 드론측량 활성화를 위한 표준품셈 제정

21. 재생사업지구 지가상승분의 기부 방법 개선

17. 건축심의 신청시 과도한 대지의 소유권원 확보 규정 개선

22. 해상택시 도입을 위한 도선사업 영업구역 확대

18. 상속사유에 따른 건설기계 이전 등록 기한 완화

23. 창업자의 부담금 면제 신청 완화

19. 수상레저기구를 빌려주는 수상레저사업의 범위 확대

24. 부산시 중소기업 자금지원 사업 이차보전 지원횟수 확대

제2장 창업, 중소기업 애로 해소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지정(2019. 7.)과 연계하여 관련 유망기업 유치 및 지원으로
블록체인 산업 생태계 활성화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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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17

드론측량 활성화를 위한
표준품셈 제정

건축심의 신청시 과도한 대지의 소유권원
확보 규정 개선

추진부서 규제혁신추진단(051-888-2601)

추진부서 건축정책과(051-888-4292), 규제혁신추진단(051-888-2604)

개선배경

개선배경

•인력 측량은 과다한 인건비와 기간이 소요되나 드론 측량은 기간 단축, 경비 절약, 정확도 향상으
로 드론 측량 활성화를 위한 표준품셈 제정 필요성 증대
•드론 측량은 품셈 부재로 가격·책임·정확도 등의 문제와 지역별 측량비용에도 차이가 있어 수요

•주택건설사업 건축위원회 심의 신청시 법령근거 없이 지역주택조합은 95% 이상 대지의 소유권
원을 확보하도록 함에 따라 사업 추진 지연 등 애로 사항 발생
•건축허가와 동일한 대지 소유권원 확보 후 심의토록 개선 요청

자 입장에서는 애로 사항임

개선내용

개선 전

개선 후

(건설공사 표준품셈)

(건설공사 표준품셈)

- 무인비행장치를 활용한 측량 규정 부재

- 무인비행장치 측량(신설)

개선내용

24

2020 부산광역시 규제혁신•적극행정 우수사례 50선

(건축위원회 심의 신청 요건)

- 대지 소유권원 확보 비율 95% 이상

- 대지 소유권원 확보 비율 80% 이상

「부산광역시 건축위원회 운영세칙」 개정(2020. 1.)

개정(2020. 1.)

•드론 측량 산업의 활성화로 관련 일자리 창출 기대

(건축위원회 심의 신청 요건)

(2019. 4.～5.), 건축허가와 동일하게 80% 이상의 토지소유권 확보 후 심의 신청 가능하도록

관리센터 등에 건의․협의(2018. 4.), 무인비행장치 측량 항목을 신설하는 「건설공사 표준품셈」

개선효과

개선 후

•찾아가는 현장규제신고센터로 규제 건의(2019. 3.), 관련 부서와 규제 개선을 위한 협의 추진

•찾아가는 현장규제신고센터에서 발굴한 과제(2018. 2.)로 국무조정실, 한국엔지니어링협회 품질

•드론 측량 시 경비 산정의 통일성 제고와 측량 비용 절감 효과에 기여

개선 전

•건축법의 건축 허가 대상 건축물과 주택법 등 타 법령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의 심의 신

개선효과

제2장 창업, 중소기업 애로 해소

청 시 대지 소유권원 확보 비율 차이에 따른 형평성 확보
•건축 관련 행정절차의 신속 이행으로 원활한 사업 추진 기대

25

18

19

상속사유에 따른
건설기계 이전 등록 기한 완화

수상레저기구를 빌려주는
수상레저사업의 범위 확대

추진부서 서구 기획감사실(051-240-4031), 규제혁신추진단(051-888-2601)

추진부서 수영구 문화공보과(051-610-4374), 규제혁신추진단(051-888-2592)

개선배경

개선배경

•자동차의 상속과 관련하여 「자동차등록령」, 「지방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에는 이전등록
·취득세·상속세 등 신고기한이 6개월로 통일되어 있지만 건설기계 상속에 따른 이전등록 신고기
한은 「건설기계관리법」에 3개월로 규정되어 있음

•이용자에게 수상레저기구를 빌려주는 수상레저사업 등록 신청 시 ‘등록요건 완화’된 수상레저사
업 형태에 무동력 수상레저기구인 서프보드, 윈드서핑은 포함되어 있음
•그러나 노를 사용하여 멀리 나아갈 수 있는 SUP(스탠드업패들보드)는 유사한 외형과 특성을 가
진 무동력 수상레저기구임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아 수상레저사업 애로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를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로 오인하여 등록변경을 지
연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여 개선 필요

개선내용
개선내용

개선 전

개선 후

(건설기계 등록사항 변경신고
등의 기한)

(건설기계 등록사항 변경신고
등의 기한)

- 상속의 경우 3개월 이내

- 상속의 경우 6개월 이내

26

(수상레저기구를 빌려주는 수상레저
사업 등록신청시 완화기준)

(수상레저기구를 빌려주는 수상
레저사업 등록신청시 완화기준)

- 서프보드, 윈드서핑

- 서프보드, 윈드서핑 또는 패들보드

•이용자에게 수상레저기구를 빌려주는 수상레저사업 등록 신청시 등록요건 완화된 수상레저사업
형태에 ‘패들보드’를 추가한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시행(2020. 2.)

고기한 완화를 건의하여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개정․시행(2019. 3.)

개선효과

개선 후

•행정안전부에 테마형 규제개선 과제로 제출(2018. 4.), 중점 과제로 선정․개선 추진

•부산시 권역별(원도심권) 규제혁신 간담회(2017. 9.) 과제로 건설기계의 상속에 따른 이전등록 신

•건설기계의 상속과 자동차의 상속관련 주요 신고기한이 동일하게 적용되어 행정 서비

개선 전

개선효과

•수상레저사업의 범위 확대로 관련 해양스포츠 산업 활성화에 따른 일자리 창출 기대
•수상레저사업의 활성화로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스 만족도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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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창업, 중소기업 애로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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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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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내 직장어린이집 등
국·공유재산 무상사용 근거 마련

재생사업지구 지가상승분의
기부 방법 개선

추진부서 출산보육과(051-888-1592), 규제혁신추진단(051-888-2592)

추진부서 지역균형개발과(051-888-2774), 규제혁신추진단(051-888-2592)

개선배경

개선배경

•산업단지내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 확충 지원을 위해 국·공유재산(부지)을 무상제공하고 기
업이 직장어린이집 건립 후 국가·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해도 영유아보육법에는 무상대부에 관
한 별도 규정이 없어 사용료 면제기간 종료 후 사용료를 유상 부담해야 함

•산업용지의 용도별 구역을 변경하는 경우 지가차액의 100분의 50이상을 기부받아 기반시설 확충
등 입주기업체 지원용도로 사용할 수 있음
•기부받는 지가상승분은 관련법상 현금기부가 불가능하며 기부비율이 높아 사업시행자의 개발 의

•중소기업들은 직장어린이집이 필요하지만 상대적으로 보육수요가 적어 설치·운영에 대한 부담으

지를 약화시킬 수 있어 지가상승분을 현금기부 할 수 있는 제도 마련 시급

로 단독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없는 실정임

개선내용

개선 전

개선 후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

- 무상 제공한 국·공유재산(부지)에 기업이

-국
 ·공유재산의 무상 대부․사용 가능(신설)

어린이집 건립 후 기부채납

개선내용

- 사용료 등의 감면(신설)

개선 전

개선 후

(금전 기부)

(금전 기부)

- 관련 규정 미비

- 금전으로 기부받는 경우(신설)

•‘지역생생프로젝트’ 규제 개선 과제로 행정안전부에 제출(2017. 5.), 지가상승분을 그 소유자로

- 사용료 면제기간 종료 후 사용료 납부

부터 금전으로 기부받는 경우 해당 금전의 구체적인 관리방안을 규정하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2020. 5.)

•‘지역생생프로젝트’ 규제 개선 과제로 행정안전부에 제출(2017. 5.), 국공립어린이집과 중소기
업이 공동으로 설치․ 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에 대해 국․공유재산의 무상 대부 및 사용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시행(2018.12.),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
시행(2019.11.)

개선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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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효과

•소규모 사업장이 많은 노후 재생공단에 현금기부 허용으로 지가상승 기부금의 활용가
능성 증대 및 사업추진 활성화

•국공유재산의 무상 대부 및 사용으로 중소기업의 재정 부담 완화
•중소기업 근로자의 경력단절 예방과 보육 환경 개선에 기여

2020 부산광역시 규제혁신•적극행정 우수사례 50선

제2장 창업, 중소기업 애로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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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23

해상택시 도입을 위한
도선사업 영업구역 확대

창업자의 부담금
면제 신청 완화

추진부서 해양레저관광과(051-888-5352)

추진부서 동래구 일자리경제과(051-888-4922)

개선배경

개선배경

•‘바다’를 기반으로 도시내륙교통을 분담할 수 있는 육상 대체교통수단으로써의 도선사업은 현행
법상 영업구역이 제한되어 있어 사업추진에 애로가 있음

개선 전

개선 후

(도선사업 영업구역)

(도선사업 영업구역)

- 내수면과 해수면이 접하는 하구나 만(灣)의

-내
 수면과 해수면이 접하는 하구나 해안과

형태를 갖춘 곳으로서 해안간의 해상거리가
2해리 이내인 해역

해안을 잇는 만(灣)의 형태를 갖춘 해역

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에서는 삭제(2015. 5.1.)되었으나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 서식]에서
는 삭제되지 않아 신청인의 불편 초래

•해상 교통 활용으로 육상 교통의 분산 뿐만 아니라 해양 관광 활성화를 위해 관련 법령 개선 필요

개선내용

•창업자가 각종 부담금의 면제 신청 시 첨부서류(국세 납세증명서, 지방세 납세증명서)가 「중소기

개선내용

- 해안 간의 해상거리가 2해리 이내(삭제)

•행정안전부장관 주재 지방규제혁신 토론회(2019. 6.)에 안건 상정하여 ‘바다목’ 정의 중 ‘해안
간의 해상 거리가 2해리 이내’ 개정 의견을 제출하여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 개정․시행

개선 전

개선 후

(부담금 면제신청서의 첨부서류)

(부담금 면제신청서의 첨부서류)

- 국세 납세증명서

- 국세 납세증명서 (삭제)

- 지방세 납세증명서

- 지방세 납세증명서 (삭제)

(2019.12.)
•민생규제 혁신과제로 건의(2019. 5.),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개정․시행(2020. 4.)
•부산의 지리적 여건을 활용해 도선을 이용한 해상택시 도입으로 단거리 여객 대체 수단

개선효과

으로 교통 분산 효과 제고
•관광객에게 새로운 해양 관광 체험 제공으로 관광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력 및 관련
산업분야 일자리 창출 기대

개선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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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등의 정비로 창업자가 각종 부담금 면제 신청시 불편사항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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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01

24

부산시 중소기업 자금지원 사업
이차보전 지원횟수 확대

PART 02

PART 03

PART 04

PART 05

PART 06

2020 부산광역시 규제혁신•적극행정 우수사례 50선

추진부서 혁신경제과(051-888-7691)

개선배경

•경제진흥원 위탁사업인 ‘중소기업 자금지원 사업’은 기업 경영활동에 필요한 운영자금의 대출금
리 일부를 시예산으로 1.0%～2.5% 이자차액 보전지원하는 제도로 시의 운전자금을 3회까지 받
은 기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10년 이상 운영중인 법인은 3회까지 지원받은 법인이 많음
•코로나19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의 금융부담이 가중되어 지원받고자 하나 신청제한되
어 지원 조건 완화 건의

개선내용

개선 전

개선 후

(정책자금 지원조건)

(정책자금 지원조건)

- 지원횟수 3회

- 지원횟수 4회

PART 3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

•기업 건의사항(2020. 5.)으로 「부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제10조에 의거 코로나19 피
해기업 지원을 위한 정책자금 완화 등을 반영한 「2020년도 부산광역시 중소기업 자금지원 계획」
변경 고시(2020. 6.)

개선효과

32

•금리 부담 감소로 재투자 및 고용창출 효과 기대

2020 부산광역시 규제혁신•적극행정 우수사례 50선

25. 지역 상인의 둥지 내몰림 방지를 위한 상생협력 기반 마련

27. 한정어업면허 처분을 통한 어업분쟁 해소 및 어업소득 증대

26. 민원해결 및 적극행정 구현을 위한 공중위생관리법규 개정

28.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불합리한 자치법규 개정

부록

25

26

지역 상인의 둥지 내몰림 방지를 위한
상생협력 기반 마련

민원해결 및 적극행정 구현을 위한
공중위생관리법규 개정

추진부서 부산진구 일자리경제과(051-605-4487)

추진부서 남구 환경위생과(051-607-4402)

개선배경

개선배경

•지역 상권에서 발생하는 상가 임대료의 과도한 인상으로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의 둥지 내몰림(젠
트리피케이션) 현상이 발생하여 이를 보호하고자 상가 임대인과 임차인 간 상생협력을 통하여 공
정하고 지속 가능한 상가건물 임대차 관계를 형성하고자 함

•보건복지부에서 법정감염병(제3군)인 레지오넬라증 관리를 위하여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목
욕장 수질관리 강화)을 개정・시행하였으나, 개정된 시행규칙 [별표4] 세부사항(위생관리기준) 중
‘욕조수를 순환하여 여과시키는 경우에는 매주 1회 이상 욕조수의 온도 및 유리잔류염소* 농도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함
•유리잔류염소는 염소소독장치 설치업소에 한해서만 농도 측정이 가능하고 그 외 오존장치 또는
자외선 살균장치 설치업소는 잔류염소가 없기 때문에 측정이 불가함에도 모든 영업자가 농도를

개선내용

측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목욕장 영업자에게 혼동을 초래함

개선 전

개선 후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 구현)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 구현)

- 지역 상권의 급격한 임대료 상승으로부터

-조
 례 제정을 통해 지속가능한 상가건물

임차인 보호에 애로

* 유리잔류염소 : 물
 을 염소로 소독했을 때의 잔류염소 중 차아염소산과 차아염소산 이온의 형태로 존재하는 염소(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별표2〕에는 염소소독을 실시하는 경우 유리잔류염소 농도는 0.2㎎/L
이상 0.4㎎/L 이하가 되어야 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임대차 관계 형성

•부산진구 내 상권의 ‘둥지 내몰림’ 문제 해결을 위한 상가 임대인과 임차인 간 상생발전 협력 방향

개선내용

모색(2019. 1.~), 전포카페거리 등 상권지역에 상가임대료 안정을 위한 구청장 서한문 전달(2019.
7.),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제정(2019. 9.)

개선 전

개선 후

(욕조수를 순환하여 여과시키는 목욕
장의 수질기준)

(욕조수를 순환하여 여과시키는 목
욕장의 수질기준)

- 모든 목욕장

- 염소소독을 실시하는 경우로 한정(변경)

- 매주 1회 이상

- 매주 1회 이상

- 유리잔류염소 농도 측정하고 결과 기록

- 유리잔류염소 농도 측정하고 결과 기록

•지역상권의 상가 임대인과 임차인 간 상생협력을 통해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상가건물

개선효과

•불합리한 규제 건의(2019. 5.) 사항에 대해 목욕장 욕조수의 수질관리 기준중 모든 목욕장(욕조

임대차 관계 형성에 기여

수를 순환하여 여과시키는 경우)은 유리잔류염소 농도를 측정하도록 하는 과도한 규제를 보건복

•둥지 내몰림(젠트리피케이션)을 방지하여 안심하고 사업할 수 있는 환경 조성 마련

지부에 건의(2019. 5.)하여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시행(2019.12.)

개선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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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규제 개선으로 목욕장 영업주의 운영상 애로 사항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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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28

한정어업면허 처분을 통한
어업분쟁 해소 및 어업소득 증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불합리한 자치법규 개정

추진부서 강서구 해양수산과(051-605-4487)

추진부서 수영구 일자리경제과(051-610-4472), 사상구 일자리경제과(051-310-4472)

개선배경

개선배경

•강서구 대항 지선은 바지락 등 패류수산자원이 다량 서식하고 있는 장소로, 국가공공사업(신항만
건설사업)으로 인하여 어업권이 소멸되었으나, 근해 잠수기 어업허가를 가진 경남 어선이 바지락

•획기적 규제혁파의 일환으로 자치법규에 규제입증책임제*를 도입하여 법령체계상 불합리한 규
제, 타 지역보다 과도한 규제 등을 검토․개선 추진
* 규제입증책임제 : 건
 의자(국민,기업인)가 규제해소 필요성을 입증하던 방식에서 규제 담당 공무원이 규제유지 필

등 패류를 채취함에 따라 분쟁 발생

요성을 입증하도록 규제혁신을 위한 입증책임의 주체를 바꾼 것

•연안수산자원의 효율적인 이용 및 어장상실로 인한 지역 어업인들의 소득 증대를 위한 방안 마
련 필요성 대두

개선내용

개선내용

개선 전

개선 후

(상인회 등록 취소)

(상인회 등록 취소)

개선 전

개선 후

(강서구 대항 지선 어업권)

(강서구 대항 지선 어업권)

- 1. ~

- 1.～ 각 호(삭제), 상위법 준용

- 국가공공사업으로 어업권 소멸

-한
 정어업면허(패류양식어업) 처분

(시장관리자 지정 취소)

(시장관리자 지정 취소)

- 근해 잠수기어업 허가를 가진 경남 어선이

- 어업분쟁 해소

- 1. ~

- 1. ～각 호(삭제), 상위법 준용

바지락 등 패류 채취

•상위법의 위임범위를 일탈한 ‘상인회 등록 취소’, ‘시장관리자 지정 취소’ 규정을 삭제하는 「사상

•(간이)해역이용 협의(부산지방해수청)로 조건부 동의(2019. 3.), 부산시에 2019/2020년 어장이

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개정(2019.12.), 「수영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용개발계획으로 강서구 대항지선의 한정어업면허*(패류양식어업)를 신청(2019. 3.)하였으며 한

위한 조례」 개정(2019.12.)

정면허 대상지 내 수산자원 분포 조사(시 수산자원연구소) 및 수산물 안정성 조사(국립수산과학
원)에 따른 적합 결과가 통보되어 어장이용개발계획 승인(2019. 7.)
* 한정어업면허 : 공
 익사업시행으로 인한 어업이 제한된 구역이나 어업면허가 취소된 수면에 신규처분과 별도로 관
계 행정기관의 협의나 승인을 받아 따로 면허기간을 설정하여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을 배제하는
조건으로 어업면허를 처분하는 것

개선효과
개선효과

36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로 지역 상권 활성화에 기여

•한정어업면허 처분으로 해당 어장에 대한 패류채취 권리가 인정되어 연안어업 질서 유
지 및 어업인 소득 증대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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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민안전 서비스
선제적 제공

추진부서 중구 안전도시과 (051-600-4642)

PART 4

사회안전망 구축

개선배경

•중구는 부산의 원도심으로 대규모 전통시장과 고지대 산복도로 인근에 노후주택이 다수 밀집되
어 있어 건물 노후화와 소방차 진입에 어려움이 있어 화재에 취약
•익수사고 취약지역인 남항일원의 연안해상 추락․투신 등 인명안전 사고가 수시 발생하여 신속한
인명구조 긴급 대응체계 확립 필요

개선내용

개선 전

개선 후

(구민 안전 서비스)

(구민 안전 서비스)

- 전통시장, 고지대 주택가 : 소화기 설치

- 전통시장, 고지대 주택가 : 미니소방서 설치

- 연안해상 추락사고 : 구조시설 미비

- 연안해상 추락사고 대응 : 긴급 구조벨 ,

1)

2)

3)

인명구조함 설치

•전통시장 및 고지대 주택가에 ‘미니소방서’ 설치(2019. 8.) ▷ 전통시장 15개소, 고지대 18개소
•부산대교 하부 등 4개소 연안해상 추락사고 대응을 위한 긴급 구조벨 설치(2019. 7.)
•수미르공원 2개소, 유라리광장 1개소에 인명구조함 설치(2020. 5.)
1) 미니소방서 : 화
 재 발생 시 소화기를 들면 소화기 사용방법 설명이 자동으로 소리로 나와 당황하지 않고 누구나 손
쉽게 접근하여 신속한 초기 대응 가능
2) 긴급구조벨 : 사
 고 목격자가 긴급 비상벨을 누른 경우 비상벨, 경광등 작동, 무선송신, 인명구조요원 출동 시스템
으로 신속 대응
3) 인명구조함 구성물품 : 구명조끼, 구명함, 로프

개선효과

•재난유관기관과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구민안전 확보

29. 구민안전 서비스 선제적 제공
30. 조례 제정을 통한 재난기본소득 긴급 지원
31. 해외 입국자를 안전하게 가족의 품으로!

제4장 사회안전망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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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31

조례 제정을 통한 재난기본소득
긴급 지원

해외 입국자를
안전하게 가족의 품으로!

추진부서 기장군 복지정책과(051-709-4313)

추진부서 택시운수과, 부산시설공단 두리발관리팀(051-860-7631)

개선배경

개선배경

•사회·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 발생 시 군민을 지원할 근거 법령이 미비하여 재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군민을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음

•정부는 모든 해외 입국자에 대해 자가 격리조치(2020. 4.) 및 지방자치단체가 별도 수송 조치토
록 발표하여 우리 시의 해외 입국자에 대한 비상 수송협업체계 구축과 긴급수송차량 확보 시급
•해외 입국자의 안전한 수송을 통해 시민 접촉을 최소화하여 2차 감염 예방 필요

•범국가적, 지역적 재난 상황에서 기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만 지원하는 조례로는 기장군 전체 군
민 대상의 지원이 불가능하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취약계층 뿐만 아니라 재산이나 소득,
고용여부, 노동의지 등과 관계없이 지급되는 기본소득 지급이 절실함

개선내용
개선내용

개선 전

개선 후

(재난기본소득 지원)

(재난기본소득 지원)

- 자치법규 미비

- 자치법규(조례) 제정

개선 전

개선 후

(해외 입국자 수송)

(해외 입국자 수송)

- 대중교통 등

- 두리발* 차량 활용

•부산시설공단 비상수송TF팀을 편성(2020. 3.)하여 해외 입국자 비상수송에 코로나19로 운행이
줄어든 두리발 운휴 차량 긴급 투입(2020. 3.～)

•코로나19 관련 기본소득 지원 가능한 근거 법령, 조례 제·개정 검토(2020. 3.), 「기장형 재난기본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두리발 차량 조기 제작·운영(2020. 7.)

소득 조례」 제정·시행(2020. 3.)

개선효과

40

* 두리발 : 교통약자 전용차량

•주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함으로써 주민 복지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 위
축된 경기 회복에 기여

개선효과

2020 부산광역시 규제혁신•적극행정 우수사례 50선

제4장 사회안전망 구축

•해외 입국자의 신속하고 안전한 수송으로 코로나19의 2차 감염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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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년간 발견 못한 일본인 명의 재산
찾아내 국유화 추진

추진부서 서구 토지관리과(051-240-4772)

PART 5

기타

개선배경

개선내용

•1945년 광복 후 국가에 귀속되었으나 아직 일본인 명의로 남아 있는 관내 토지들이 존재
•해당 토지들에 대한 조사 발굴 및 국유화를 통해 일제잔재 청산 필요성

개선 전

개선 후

(일본인 명의의 토지재산)

(일본인 명의의 토지재산)

- 조사자료 부재

- 토지소유자 전수 조사
- 일본인 명의 토지 국유화 근거 마련 및 추진

•일본인 명의 귀속재산 국유화 추진 계획 수립(2020. 1.), 토지소유자 전수 조사(2020. 1.~ 3.), 일
본인 명의 의심 토지 33필지 선정(2020. 4), 일본인임을 증명하는 자료 조사(2020. 5. ~ 6.), 국유
화 대상 토지 최종 선정, 조달청 통보 및 국유화 요청(2020. 6.)

개선효과

•일본인 명의 재산 국유화 추진으로 국가재산(공시지가액 2억8천여만 원) 증대 효과
•도시계획사업 시 토지소유자 확인이 용이해져 효율적 사업추진 가능

32. 70년간 발견 못한 일본인 명의 재산 찾아내 국유화 추진
33. 깡깡이 유람선 역점 추진
34. 노인복지관 종사자 경력인정 범위 차별 개선

제5장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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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34

깡깡이 유람선
역점 추진

노인복지관 종사자
경력인정 범위 차별 개선

추진부서 영도구 도시재생과(051-419-4614)

추진부서 사상구 덕포1동(051-310-3061), 규제혁신추진단(051-888-2601)

개선배경

개선배경

•끊어진 영도도선 뱃길의 낭만과 향수를 재현하고, 깡깡이 마을투어와 연계한 해양수도 부산의 해
양관광산업 모델을 제시하는 등 원도심지역 활성화 도모

•사회복지자의 경력산정시 노인복지관에서 ‘노인돌봄사업’에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이 있는 서비
스관리자와 독거노인 생활관리사는 유사경력으로서 총 근무경력의 80%만 인정되나 사회복지
관에서 동일 업무를 하였을 경우 100%를 유사경력으로 인정하고 있음

•남항관리사업소의 항만 안전에 대한 우려와 기존 크루즈 관계자 등 이해관계의 대립으로 인해 사
업 추진 애로사항 발생

•노인복지관은 사회복지시설로 분류되어 있으며 동일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경력산정시 불합리
하여 관련 종사자의 근무의욕이 저하되어 개선 필요

개선내용

개선 전

개선 후

(항만시설 사용허가 반려)

(항만시설 사용허가 승인)

- 전문가 의견, 관계기관 간담회 미비로 불허

-유
 람선사업 면허 신청 수리

개선내용

•복합안내센터 준공(2018. 3.～7.)과 영도바다버스사업 등록을 위한 주민공청회, 안전진단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거쳐 항만시설사용허가를 신청하였으나 반려되어 깡깡이바다버스 안전성 진단 용

개선 전

개선 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으로
근무한 경력)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으로
근무한 경력)

- 80% 인정

- 100% 인정

역 및 추가 공청회 개최(2018.10.～2019. 1.) 등 일부 미비점 보완
•민관합동규제발굴단의 중점 과제로 선정(2019.12.)하여 보건복지부에 규제개선 건의, <2020년

•남항관리사업소 항만시설사용허가 완료(2019. 3.), 해양경찰서 유람선사업 면허 신청 수리(2019.

사회복지시설 관리 안내> 개정(2020. 1.)

5.), 깡깡이유람선 출항식 개최(2019. 5.)

•마을투어와 연계한 유선사업으로 대평동마을회가 직접 운영함으로서 마을해설사, 안전

개선효과

44

요원 발굴 등 일자리 창출
•해양중심 영도의 도시재생 사례 홍보 및 마을 공공복리 증진

2020 부산광역시 규제혁신•적극행정 우수사례 50선

개선효과

제5장 기타

•불합리한 지침 개정으로 관련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통한 권익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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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지자체 최초’ 지역사랑상품권
충전금 계좌 지자체 명의 이관 추진

행정안전부
「2020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우수” 수상

추진부서 소상공인지원담당관(051-888-4794)

개선배경

PART 6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업자의 책임이행보험 보상한도 기준이 1억원에 불과하고, 충전금 미상환
잔액의 정부 감독도 경영지도 수준에 불과함
•부산광역시는 지역사랑상품권(동백전) 선불충전금의 사고 예방을 위해 동백전 계좌를 시 명의로
운영하려 하였으나, 전자금융거래법상 불가하다고 금융위원회 유권해석(2019.12.)

규제혁신·적극행정
우수사례

* 선불전자지급수단 : 이
 전 가능한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발행된 증표(정보), 일반적으로 전자상
품권(포인트)을 의미

개선내용

개선 전

개선 후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충전금 관리
운영)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충전금 관리
운영)

- 광역자치단체 명의 불가

- 광역자치단체(부산시) 명의 가능

•규제혁신추진단의 컨설팅(지원)(2019.12.～2020.1., 3회) 및 대응전략을 수립하여 행정안전부에
규제개선 건의(2020. 2.)와 중앙부처(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협의(2020. 1.～2.)를 통해 지역사
35. 광역지자체 최초 지역사랑상품권 충전금 계좌 지자체 명의 이관 추진

45. 주택사업 공동심의위원회 운영

랑상품권 선불충전금을 광역자치단체 명의로 보관·운영할 수 있는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

36. 답답한 송정 서핑구역, 시원하게 협업으로 해결하다

46. 전국 최초, 산학관 디지털기술 실증사업 연계 지적재조사 추진

규제샌드박스) 과제로 지정(2020. 3.)

37.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신고 규제개선으로 사업비 절감

47. 북
 항재개발 2단계사업 부산시 대표 컨소시엄 구성 및 부산시 주도 공공
개발 사업 기틀 마련

38. 규제 극복을 통한 공공도서관 복합화 시설 조성으로 독서문화 복지 제고
39. 기초자치단체 연구 교습 기회 확대, 어업소득 증대 위한 발판 마련
40. 자치법규 개정을 통한 부산종합촬영소 건립 정상화
41.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지정에 따른 블록체인 산업 토대 마련
42. 부산시 지하시설물 통합 안전점검으로 도로 침하사고 ZERO 구축
43. 전국 최초, 안전속도 5030 도심 전면 시행

48. 전국 최초! 양방향 도보 이동형 부스 도입으로 코로나19 검사시간 단축
49. 장
 거리 출퇴근 걱정 ZERO! 직주근접 산업단지형 행복주택과 부산형 일
자리의 기분 좋은 상생!
50. 전국 도시철도 최초 수막설비 인증을 통한 화재 대응체계 구축으로 시
민 안전 확보

개선효과

44. 국비확보를 통한 수도권기업 유치 및 디지털금융 허브 구축

제6장 규제혁신·적극행정 우수사례

•부산광역시가 선불충전금을 직접 관리하여 운영대행사의 경영 악화에 따른 충전금 사
고 방지와 지역사랑상품권의 투명성 제고
•선불충전금의 이자와 낙전수입의 활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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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답답한 송정 서핑구역,
시원하게 협업으로 해결하다

행정안전부
「2020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장려” 수상

추진부서 해양레저관광과(051-888-5366), 규제혁신추진단(051-888-2594)

개선배경

부산광역시
「2020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우수” 선발
(해양레저관광과 최원호 주무관)

•송정해수욕장이 사계절 서핑이 가능한 ‘서핑의 메카’로 각광받아 서핑객이 급증하나 성수기(7~8
월)에는 軍 전투수영장 운영으로 서핑구역이 협소해져 서핑객의 사고위험 및 관광산업 육성에

37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신고
규제개선으로 사업비 절감

부산광역시
「2020 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우수” 수상

추진부서 규제혁신추진단(051-888-2601)

개선배경

걸림돌로 작용되고 있음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신고는 2006. 4월 「수질환경보전법」 개정으로 법 시행 이후 최초로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하는 사업장부터 적용토록 규정함
•‘오시리아관광단지 조성사업’은 2005. 8월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한 사업장으로 의무 설치대상은

※ 연간 물놀이객 인원 28만명, 7~8월 서핑객 인원 : 18만명 (64%)

아니었으나 선제적으로 비점오염원* 저감을 위해 2010. 6월 단지조성 공사 시 ‘비점오염 저감시설
의 설치 및 관리·운영 매뉴얼(2008.12.)’ 기준에 적합하게 비점오염 저감시설 15개소를 설치함
•그러나 해당 시설 설치신고 수리한 낙동강유역관리청으로부터 환경영향평가 재협의(2016. 2.)를

개선내용

진행한 시점의 매뉴얼(2016. 2.)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신고 되어야 한다며 보완 통보받아 기존

개선 전

개선 후

(성수기(7 ~ 8월) 서핑구역)

(성수기(7 ~ 8월) 서핑구역)

- 폭 80m

-폭
 160m

설치 시설을 철거 후 재설치가 불가피한 상황임
* 비점오염원 : 도시・도로・농지・산지・공사장 등으로서 불특정장소에서 불특정하게 수질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원

개선내용

개선 전

개선 후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

- 기존 시설 철거 후 개정 매뉴얼(2016. 2.)

- 기존 시설의 유지관리방법 개선만으로 설치

기준에 맞게 재설치

신고 수리

•민관합동규제발굴단 및 부산시-국무조정실 현장간담회 안건 상정(2019. 6.), 부산시가 관련 규정
을 적극적으로 해석해 국무조정실 방문·협의
•2017년부터 국무조정실, 행정안전부 등에 총 20여회 건의하였으나 답보 상태로 머물러 있어 현장

•국무조정실, 환경부의 기존 시설 유지관리 방법 개선만으로도 비점오염원 저감목적을 달성할 수

조사(2019. 9.)와 통계빅데이터 분석을 통하여 대응 계획을 마련(2019. 11.～12.), 협업팀 구성 및

있을 경우 재설치 불필요하다는 검토 결과(2019. 7.)에 따라 관계기관(낙동강유역환경청)과 협의

회의 개최(2020. 4.～6., 4회) 등을 통해 서핑구역 확대 확정(2020. 6.)

(2019. 9.), 설치 신고서(보완) 작성·제출(2019.10.~12.)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신고 수리(낙동강유역환경청)(2019.12.)

개선효과

48

•민·관·군의 협업을 통하여 답보상태였던 지역 문제 해결
•서핑구역의 확대로 해양관광산업 및 지역 경제 활성화 기대

2020 부산광역시 규제혁신•적극행정 우수사례 50선

개선효과

제6장 규제혁신·적극행정 우수사례

•불합리한 규제개선을 통한 비점오염저감시설 재설치에 따른 비용(60억원)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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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규제 극복을 통한 공공도서관 복합화
시설 조성으로 독서문화 복지 제고

부산광역시
「2020 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장려” 수상

39

기초자치단체 연구·교습 기회 확대,
어업소득 증대 위한 발판 마련

추진부서 북구 교육지원과(051-309-6480)

추진부서 기장군 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051-709-2401)

개선배경

개선배경

•주민들의 독서문화복지 제고를 위해 생활권역별로 공공도서관 건립 추진
•열악한 재정자주도로 인한 예산 절감을 위해 유휴부지(폐교→공공도서관, 경로당→분관도서관)

부산광역시
「2020 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우수” 수상

•해양환경변화 등 자원감소로 연근해 어업생산량이 감소되어 지역 특성을 고려한 지역소득원 개
발과 어업인의 현장 애로를 접목한 사업의 필요성이 높아져 연구·교습어장사업*을 추진코자 하

를 활용코자 하였으나 지자체의 공익적 목적에도 불구하고 폐교의 무상사용이 불가하고 기존 경

나 대상기관이 시·도 소속 수산연구기관으로 한정되어 있음

로당이 공원 내에 위치함에도 공원 내에 도서관 설치가 불가

* 연구·교습어장사업 : 지
 역특성에 맞는 새로운 어구ㆍ어법 또는 어장 개발 연구결과의 환류 및 활용도 제고를 위한
현장적용과 지역특성에 맞는 기술개발 및 어업인에게 교습어업 활동을 하는 연구교습어장을

개선내용

활용하여 지역소득원 개발과 현장 애로 해소를 위한 사업

개선 전

개선 후

(폐교 활용)

(폐교 활용)

- 무상사용 불가

-무
 상사용 가능

(도심공원내 경로당 활용)

(도심공원내 경로당 활용)

- 어린이공원에 도서관 설치 불가

-경
 로당 지적분할(공원→대지)을 통한
도서관 조성 가능 용지로 전환

개선내용

•폐교 활용과 관련하여 교육청과 지속적으로 협의(2019. 1.～2020. 1.), 중앙부처(국무조정실, 행정

개선 전

개선 후

(사업추진기관)

(사업추진기관)

- 시·도 소속 수산연구소

- 시·군·구 수산연구소 (확대)

•중앙부처(해양수산부) 규제개선 건의(2회, 2018. 2.～5.), 해양수산부 방문 협의(5회, 2018.

안전부, 교육부)에 관련법규* 질의 및 건의사항 제출(2020. 1.)을 거쳐 폐교예정인 덕천여자중학

2.～2019. 3.)를 거처 연구교습어업 사업추진기관을 시·군·구 수산연구기관으로 확대하는 「연구

교의 무상사용 승인(2020. 2.)

교습어장 운영 및 관리 지침」 개정(2019. 6.)

•도심공원내 경로당 활용과 관련하여 도시계획 및 공원관리 부서와 협의(2019. 4.~9.), 도시관리
계획 결정(변경) 용역(2019. 9.), 위원회 심의․결정 고시(2020. 1.)를 거쳐 경로당 지적분할로 도
서관 용지 전환(공원→대지)(2020. 2.)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폐교의 무상 활용으로 열악한 재정자주도를 극복하고 공공도서관 건립 기반 마련

개선효과

50

개선효과

는 기반 마련
•국비 지원 등으로 지속가능한 어업, 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한 다양한 연구개발 사업 가능

•생활권역별 거점도서관 및 분관도서관의 배치로 주민의 교육·복지 삶의 질 향상

2020 부산광역시 규제혁신•적극행정 우수사례 50선

•해양수산부 연구교습어장 사업에 모든 기초자치단체 연구기관 등이 참여․ 수행할 수 있

제6장 규제혁신·적극행정 우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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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자치법규 개정을 통한
부산종합촬영소 건립 정상화

부산광역시
「2020 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장려” 수상

41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지정에 따른
블록체인 산업 토대 마련

추진부서 기장군 문화관광과(051-709-4085)

추진부서 스마트시티추진과(051-888-4712)

개선배경

추진배경

•기장군 장안읍 일원 기장도예관광힐링촌 내 부산종합촬영소 건립과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
부산광역시·영화진흥위원회와 실시협약을 체결(2016. 6.)하였으나, 영화인들의 부지 사용료 문
제 제기로 건립 주체인 영화진흥위원회측 사업 재검토 등 추진 애로

부산광역시
「2020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최우수” 선발
(스마트시티추진과 박광희 주무관)

•‘블록체인 생태계 조성사업’이 시정 현안사업으로 선정되어 있었으나 당시 사업방향 및 예산 등
거의 전무한 실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블록체인 중장기 기술개발사업’ 본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부적합 판정(2019. 1.)

•정부의 신기술 지원 동향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부산이 블록체인 산업의 교두보로 자리매김하
기 위해서는 ‘규제자유특구’로 신청하는 전략 필요

개선내용

개선 전

개선 후

(부지 사용료 감면율)

(부지 사용료 감면율)

- 100분의 80

-전
 액 감면

해결노력

•타 지자체 경쟁 우위 확보를 위해 ‘기술기반사업 우선 추진’, ‘사업 유형 다변화’, 생태계 조성을
위한 ‘단계별 확산’ 등 전략적 추진
* ❶블록체인 기술 기반 → ❷지역화폐 → ❸STO(실물자산 토큰 발행) → ❹ICO(가상화폐 발행)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위해 8개 관계부처 협의(금융위원회, 법무부, 과학기술정보통신
•실시협약서 관련 관계기관 협의(8회, 2019. 3.～2019.10.), 사용료 면제 관련 업무협의(문화체육

부, 방송통신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60여차례 회의

관광부)(2019. 8.)를 거쳐 사용료 면제 근거 마련을 위한 「기장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개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추가사업 선정을 위해 5개 관계부처(금융위원회, 법무부, 방송통신위원

정·공포(2019.10.), 부산종합촬영소 건립사업 (변경)실시협약 체결(2019.12.)

회,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협의
•부산은 블록체인 관련 교육기관, 전문인력이 전무한 실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모사업에 대한
선제적 시비 매칭과 지역대학 간담회 개최 등 적극적인 지역대학 참여 유도

•대규모 실내외 촬영스튜디오와 아트워크, 첨단 후반작업시설 등을 갖춘 촬영소 조성으

개선효과

로 영화영상 기반 마련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지정(2019. 7., 4개사업, 11개 규제특례)

•부산종합촬영소와 연계한 관광 수요 창출로 관광객 유치 및 관련산업 고용창출 기대

주요성과

•‘블록체인 도시, 2020’ 추진계획 수립(2020.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융합보안대학원 ‘블록체인 인재양성 공모사업’ 선정(2020. 4.)
•블록체인 추가사업 심의위원회 통과(2020.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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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지하시설물 통합 안전점검으로
도로 침하사고 ZERO 구축

행정안전부「2020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장려” 수상

추진부서 도로계획과(051-888-2752)

추진배경

부산광역시
「2020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우수” 선발
(도로계획과 박성길 주무관)

•금정구 번영로 도로침하(2018. 7.) 발생 등 부산시 주요 간선도로 내 사회적 큰 파장을 몰고 온
도로침하 사고들과 최근 전국적인 역대급 폭우로 인한 도로침하 발생 등 도로행정 불신이 만연

43

전국 최초, 안전속도 5030
도심 전면 시행

(공공교통정책과 조종규 사무관)

추진부서 공공교통정책과(051-888-3912)

추진배경

한 실정

부산광역시
「2020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우수” 선발

•교통사고 사망자는 감소 추세이나 보행 사망자 비율은 지속 증가 중이며, 일상생활 도로인 9m미
만 도로에서 발생하는 사고비율도 60% 수준임
- 2018년도 교통사고 사망자 중 보행자 비율 60%, 이중 9m미만 도로가 55%
※ 안전속도 5030 : 보
 행자 안전강화 및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를 위해 간선도로와 보•차도 분리 왕복 2차로 이상의 도로
는 50km/h, 어린이보호구역 등 특별보호 지역은 30km/h 속도를 설정하는 정책

해결노력

•부산시와 9개 지하시설물 관리기관 간 책임소재 이해관계 사항과 기관별 점검비용(23억) 분담
조정 등 적극적으로 협의․설득하여 통합 안전관리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해결노력

※ 9개 기관으로부터 23억을 수탁받아 부산시에서 통합 안전점검 시행

•정책 시행에 앞서 충분한 기간 대시민 홍보로 정책 수용성 제고 노력
- ‘부산안전속도 5030’ CI 개발, 로고송 제작 등 고유 홍보 콘텐츠 제작
- 언론, 전광판, 관용차량, 경찰초소, 공동주택 등을 통해 8개월 이상 지속적 홍보

•지하시설물 관리기관의 이해관계로 인한 협조 업무, 분담금 납부금액 부담 등으로 안전점검 시행

•시민․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및 실증을 통해 시민 우려사항 적극 해소

계획 어려움 해소

- 운수업계 설명회(4회), 교통정책 시민참여단 토론회(2회) 개최

•전국 최초 시역 전체를 대상으로 선도적 추진임을 적극 알려 중앙정부의 지원 필요성을 끈질기게 설
득, 행정안전부 재난안전 특별교부세를 두차례 확보하여 시 재정부담 완화 ▷ 1차 20억원, 2차 10억원
•부산시와 9개 관리기관 간 도로하부 지하시설물 市 통합 협약 체결

주요성과

- 협약기관 : 市 상수도사업본부, 부산교통공사, 부산시설공단, 부산환경공단,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
공사, 부산도시가스, (주)KT, 성림에너지
- 대상시설 : 상수도 등 17개시설, L=1,483.4㎞, 분담금 : 2,212,950천원

•도로함몰 이력, 지반탐사 및 지하시설물 정보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부산광역시 도로
함몰관리 전산시스템 개발”운영

•단속 이후 사망자수 전년 동월 대비 절반수준 감축 등 교통안전 수준 개선

주요성과

- 교통사고 사망자수(2019.5~8월) 40명 → (2020.5~8월) 25명으로 38% 감소

•단속건수 제도시행(71km/h이상 차량 단속) 전 수준으로 수렴 등 제도 조기 정착
- 장비당 단속건수(일) : (2018.) 1.67건 → (2020.5.~8.) 1.64건
※ 계도기간(2019.11.~2020.5.) 6.76건

•각종 침하사고 조기 복구 및 상시 대응체계 구축

•OECD 수준의 교통안전 인프라 구축 및 보행자 중심 교통안전도시 조성

전국 최초
도심 전면 시행
(20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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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비확보를 통한 수도권기업 유치 및
디지털금융 허브 구축

부산광역시
「2020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우수” 선발
(서비스금융과 박태광 주무관)

추진부서 서비스금융과(051-888-4861)

추진배경

•정부에서는 4차 산업혁명시대 디지털 환경변화에 따른 금융 신기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핀테크 및 빅데이터 등 디지털 금융혁신을 추진 중이나,

45

주택사업
공동심의위원회 운영

추진부서 주택정책과(051-888-3521)

추진배경

부산광역시
「2020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장려” 선발
(주택정책과 하성태 사무관)

•주택건설사업 승인을 위하여 개별법에 따라 건축, 교통, 경관, 개발행위 등 각각의 심의에 따라
소요기간이 8~12개월 정도 장기소요되어 예측 불가능한 사업진행과 개별 심의시 불합리한 요소
등 발생

•부산시는 디지털 금융기업의 열악한 생태계 조성은 물론 지역에 산재되어 있는 스타트업 기업들
의 현황 파악조차 어려운 실정

•공동심의(건축·경관·교통·개발행위허가) 개최 시 해당 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공동위원회를 구
성·운영하여 절차상 번거로움 해소

해결노력

•(국토교통부) 사업추진 가이드라인 변경을 위해 보조금 지원요건 대체방안 논리를 개발하여 적
극 설득, 국비 반영 및 증액까지 확보
•(임대인) 1년 내 공실 최소화시 수익률 확보(비교) 대안 제시 등 할인율 적용에 따른 민간기업 손
실 보존방안 강구

해결노력

•(기업발굴) 클러스터화 구축을 위한 시역 내 기업현황 조사 애로, 부산지역은 물론 서울기업 대

•건축, 교통, 경관, 개발행위 허가 공동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한 곳에서 통합적으로 토론 및 의
결하여 심의기간을 절반 이하인 3~4개월로 대폭 단축
•공동심의위원회 시행에 따른 유관기관(국토교통부, 대한주택건설협회, 대한건축사회, 구·군)에

상 설명회 개최로 붐 조성

통보(전국 최초)
•관련 부서와의 유기적이고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절차상 번거로움 해소

•금융기술 클러스터화 조성을 위한 임대료 국․시비 460백만원 확보․지원

주요성과

•부산광역시 선정 입주대상 기업 임차료 할인조정으로 기업부담 최소화
•BIFC 금융기술 클러스터 기반 구축 추진전략 마련
•전국 최초 ‘원스톱’ 통합 공동심의위원회 운영으로 심의기간 단축에 따른 총사업비 절

•U-Space BIFC 기업 입주(총 5개층 WeWork 공간 확보)
- 총 36개 입주기업 임대료 191,778천원 지원(수도권 7개기업 유치)

•U-Space BIFC 입주 디지털 스타트업의 청년채용 인건비 지원(40여명)

주요성과

감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개별심의 시 8~12개월 소요 ⇒ 통합심의 시 3~4개월로 단축

•예측 가능하고 신뢰받는 주택행정 구현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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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초, 산학관 디지털기술
실증사업 연계 지적재조사 추진

부산광역시
「2020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장려” 선발
(토지정보과 송명수 주무관)

추진부서 토지정보과(051-888-2635)

추진배경

•1910년 일제강점기때 작성된 지적공부(지적도·토지대장등)를 새롭게 조사·측량하여 디지털(수
치) 지적으로 바르게 등록하는 지적재조사 사업 필요

47

북항재개발 2단계사업 부산시 대표 컨소시엄
구성 및 부산시 주도 공공개발사업 기틀 마련

추진부서 도시재생정책과(051-888-4184)

부산광역시
「2020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장려” 선발
(도시재생정책과 현지영 주무관)

추진배경

•해양수산부가 추진하는 북항재개발 2단계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2030 엑스포 유치, 경부선 철

해결노력

•2단계 관련 공공기관인 부산항만공사(BPA), 한국토지주택공사(LH), 코레일, BMC간 토지소유

도지하화 등의 사업과의 연계성을 높이기 위하여 우리시의 주도적인 사업참여 필요

- 2012~2030년까지 국토부 주관, 전국 554만필지(1조3천억), 부산시 17만필지(460억)

•현행 종이도면과 아날로그 측량방식으로 취득한 데이터로는 주민 동의(2/3이상)와 정확한 경계
설정 등 사업기간 단축 및 주민의 재산권 보호 등에 한계가 있어 디지털 방식에 의한 사업추진 체
계 개선 요구

해결노력

비율, 연계사업 등 첨예한 이해관계의 주도적 조정으로 컨소시엄에 모든 기관의 참여와 출자지
분 합의를 이끌어냄
•市 주도 필요성은 공감되었으나 사업참여방법 및 참여자 등에 대한 최종 내부의견이 도출되지

•부산대학교 IOT 기반 해양도시관리 실증 클러스터 구축사업 및 산·학·관, 타 기관과의 협업 추진

않은 상태에서 해양수산부 재공모 참여 추진 부담 극복

으로 주민설명, 측량성과, 예산 등 어려움 해결

•부산시가 출자지분없이 실질적인 대표사로서의 역할과 법적 인정을 받기 위해 행정적 역할의 중

•드론 등 디지털 신기술 적용에 따른 관계 법령 및 지침 개정 추진

요성과 필요성을 강조, 설득 추진
- 대표사 역할을 원하는 BPA와 공모지침서 변경 등을 해야 하는 해양수산부와의 협의에 어려움

•신기술적용 데이터 활용을 위한 담당직원 집합교육 및 자체 TF팀 활동
•산·학·관 협업 및 실증사업 연계, 3D 데이터를 활용한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 우수사례 전파 및
홍보

•BPA, LH, BMC 협의 및 이해관계 조정 후 부산시 대표로 해양수산부에 사업참가

•드론(정사영상), 3D스캔 로드뷰, 3D클라우드 D/B 활용을 통한 디지털(수치) 지적 구

주요성과

※ BPA : 대표사 역할 주장 / LH : BPA대표시 컨소시엄 불참 의사

•한국철도공사 북항2단계 부산시 컨소시엄 참여 협상 및 적극적 설득으로 코레일 최종

축으로 국민 재산권 보호 및 국토의 효율적 관리

주요성과

의향서 제출

참여 결정

•31개 사업지구, 6,619필지 완료를 통해 약 1.8억 예산절감 및 기존 측량방식의 획기적

•사업신청자를 ‘부산시 컨소시엄’으로 하여 부산시 주도 공공개발사업으로 첫발 내딛음

개선

※ 부산시 컨소시엄 : 부산시(대표,출자지분없음)+BPA+LH+코레일+BMC

•사업현장의 건축물, 구조물, 도로상황 등을 포인트 클라우드 형식의 고정밀 3차원 디지털
데이터로 구축하여 현장방문 없이 지장물 조사, 도로 및 건축물에 대한 거리와 면적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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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전국 최초! 양방향 도보 이동형 부스 도입으로
코로나19 검사시간 단축

행정안전부「2020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 수상

추진부서 남구 보건정책과(051-607-6450)

추진배경

49

장거리 출퇴근 걱정 ZERO! 직주근접 산업단지형
행복주택과 부산형 일자리의 기분 좋은 상생!

행정안전부「2020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우수” 수상

추진부서 부산도시공사 미래전략실(051-810-1476)

•부산 남구는 2020년 1월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이 주의에서 경계로 상향되면서 선별진료소에 음
압텐트를 설치하여 코로나19 의심환자의 검체 채취 시작
•기존 음압텐트는 의료진과 의심환자가 같은 공간에서 검체를 채취하여 교차 감염 위험이 높고, 텐

추진배경

트 소독에 긴 시간이 소요되며, 방호복을 수차례 갈아입어야 하는 등 불편함이 있어 해결방안 모색

•부산 노․ 사 ․민․ 정이 상생 협력하여 해외 진출계획이던 전기차 부품기업 지역 유치 및 미래 성장
동력 확보
•부산형 일자리*를 통해 창출될 신규 일자리의 근로자와 인근 산업단지 근로자에 저렴한 임대료
로 양질의 직주근접 주거의 조속한 공급 필요
* 부산형 일자리
•투자지역 : 강서구 국제산업물류도시 제8공구
•사업기간 : 2020년～2031년
•투자 ․고용 : 코렌스 단독(2,082억원 투자), 직접고용 605명/ 협력업체 포함(7,600억원 투자), 직접고용 4,300명

해결노력

•의심환자의 비말이 퍼지는 것을 막고, 신속한 검사진행을 위해 아크릴 판으로 검체 채취용 박스를
고안·제작하여 음압텐트 안에 설치한 후 사용
•결핵 환자 검사에 사용하는 음압부스에 구멍을 뚫고 글로브를 달아 의심환자는 부스 안으로 들어

해결노력

가고 의료진은 밖에서 구멍을 통해 검체를 채취하는 음압형 부스를 개발·사용하는 단계로 개선

•사업추진을 위해 재정적자를 감수하며 분양주택용지를 임대주택용지로 전환
- 저렴한 임대료(시세의 80%)로 양질의 신규 공동주택을 산업단지 근로자에게 공급

•보육시설, 주민체육시설 등 각종 편의시설과 부대시설을 갖춤으로써 생활SOC기능까지 겸비, 인

•① 의료진과 환자의 접촉이 거의 없어 감염 위험이 매우 낮고 ② 의료진은 방호복을 착용하지 않

프라가 부족한 산업단지 문제점 해소

고 일회용 장갑만을 바꿔가며 효율적인 검사가 가능하며 ③ 기존 음압텐트의 1/3의 경제적인 제

•공사 부서간 적극 협업으로 참여결정을 신속히 완료하였으며, 시 유관부서, 부산광역시의회와

작비용 등 기존 선별진료소의 문제점을 한 번에 해결한 양방향 (양압/음압) 워크스루 부스 개발

원활한 소통과 협력으로 사업참여 결정절차 소요기간 단축 극대화 : 18개월→7개월

운영(2020. 3.)

- 부산형 일자리 신규 근로자에 대한 행복주택* 적기 공급을 위해 기본구상 및 계획에서부터 시의회 의결까
지 지방공기업의 사업참여 결정절차에 소요되는 기간 최대한 단축
* 국제산업물류도시 행복주택 건립사업
․ 위치 : 강서구 범방동 2009(대지면적 53,658.3㎡)

․ 사업규모 : 행복주택 2,297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 총사업비 : 3,221억원

․ 사업기간 : 2020년～2024년

•전국은 물론 전 세계 각국으로 수출요청이 쇄도하였으며 현재 양방향 워크스루 부스에 대

주요성과

한 우선 심사제·국제특허출원 활용 등 특허청의 적극적인 행정지원으로 특허 등록 완료
▷ (국내) 46대 보급, (해외 수출) 일본, 러시아, 태국, 말레이시아 등 327대

•약 18개월 소요되는 지방공기업 사업참여 결정절차를 7개월로 단축, 신속한 참여결정

•새로 개발된 도보 이동형 선별진료소의 신속, 안전한 운영을 위한 지침 마련
-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체크, 음압 워크스루와 양압 워크스루 부스의 실제 사용 매뉴얼을 제작

•우리나라가 ISO/TC 304(보건경영)에 제안한 ‘도보 이동형(Walk-Thru) 선별진료소 표

주요성과

•기본 및 실시 설계, 공사 착공 등 행복주택 공급일정 단축
•산업단지형 행복주택 적기 공급을 통해 부산형 일자리 및 산업단지 근로자 주거 공백 최

준 운영 절차’가 국제투표(6.10.~9.2.)를 거쳐 신규작업표준안(NP : New work item

소화

Proposal) 채택으로 K-방역의 국제 표준화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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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도시철도 최초 수막설비 인증을 통한 화재
대응체계 구축으로 시민 안전 확보

행정안전부「2020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장려” 수상

PART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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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부서 부산교통공사 승강설비부(051-640-7336)

추진배경

•2003년 대구 지하철 화재 당시 출입구에 설치된 방화셔터의 동작에 의한 대피로 차단으로 인해
많은 인명피해를 발생시키는 원인이 되었음
•지하철 지하 승강장 내에 화재가 발생할 경우 승객 피난 동선에 방해되지 않고 방화셔터의 기능
을 대신할 수 있는 방안으로 열과 연기 확산을 차단하여 방화셔터 기능을 대신할 수 있는 수막설
비에 대해 검토 추진함

해결노력

부록

•수막설비에 대한 소방관련 법령과 기술 기준이 없어 안전성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신력있는 검증
이 필요
•소방재난본부와 협업으로 수막설비* 성능개선을 추진(2020. 3.)하여 현장 실사와 소방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수막설비 설치에 대한 새로운 기준 마련(2020. 3.～6.)
•부산광역시 소방재난본부 특례위원회에 ‘수막설비와 연결된 소방설비의 특례적용’을 상정하여
심의․의결(2020. 6.)
* 수막설비 : 불이 났을 때 물로 장막을 형성해 열기와 열을 차단하는 소방설비

•수막설비 기준 마련으로 도시철도 역사의 소방시설 강화를 통해 시민 안전 확보와 화재

주요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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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최소화 ▷ 89개 역사 340곳 설치(2020년 6월 기준)
•소방특례 적용에 따른 전국 도시철도로 확대 설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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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03

규제신고처
규제신고 처리절차
사전컨설팅 감사

PART 04

PART 05

PART 06

부록

불합리한 규제는
신고바랍니다

규제신고 처리절차
중앙규제(중앙부처의 법령·인허가 행태 규제)

규제신고처
온라인(인터넷)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신문고

규제건의

www.sinmungo.go.kr

건의신청

중기부
지방규제신고센터
www.osmb.go.kr

1

건의

4

회신

1

건의

4

회신

온라인

중소기업 옴부즈만

기업·시민

규제애로신고

중소기업 옴부즈만
·규제개혁신문고

2

건의

3

회신

2

건의

3

회신

2

건의

3

회신

2

건의

3

회신

소관부처 (정부)

방문·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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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방문

전화 (지역번호 051)

부산광역시(본청)

규제혁신추진단

☏ 888-2591～6, 2601～2604

중구

기획감사실

☏ 600-4015

서구

기획감사실

☏ 240-4031

동구

기획감사실

☏ 440-4034

영도구

기획감사과

☏ 419-4081

부산진구

기획조정실

☏ 605-4031

동래구

기획감사실

☏ 550-4042∼3

남구

기획담당관

☏ 607-4036

북구

기획감사실

☏ 309-4034

해운대구

감사담당관

☏ 749-6225

사하구

기획실

☏ 220-4311

금정구

기획감사실

☏ 519-4032

강서구

기획감사실

☏ 970-4032

연제구

기획조정실

☏ 665-4034

수영구

기획감사실

☏ 610-4034

사상구

기획감사실

☏ 310-4035

기장군

기획청렴실

☏ 709-4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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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접수
기업·시민

시, 구·군 규제신고센터
(규제혁신추진단)

소관부처 (정부)

지방규제(지자체의 조례·규칙·인허가 행태 규제)

1

건의

4

회신

1

건의

4

회신

온라인
기업·시민

방문·접수
기업·시민

부록

중소기업 옴부즈만
·규제개혁신문고

시, 구·군 규제신고센터
(규제혁신추진단)

소관부처 (시, 구·군)

소관부처 (시, 구·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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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컨설팅 감사를
활용하세요
공무원 등이 근거법령의 불명확한 유권해석, 법령과 현실과의 괴리 등으로 인하여

사전 컨설팅
감사란?

능동적인 업무추진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 주민의 복리와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감사에 대한 부담 없이 적극행정을 할 수 있도록 사전에 그 업무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검토하여
컨설팅 하는 예방적 감사

대상 사무

2020 부산광역시

규제혁신·적극행정
우수사례 50선

• 인·허가 등 규제 관련 사무
• 법령이 불명확하여 해석·적용에 어려움이 있는 사무 등

신청 방법
발행일

시(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사무

2020년 11월

규제 관련 업무부서

시 감사위원회
(조사담당관) 컨설팅

행정안전부, 감사원

발행처
부산광역시 규제혁신추진단
TEL : 051) 888-2596

구·군, 공기업,
출자·출연기관
사무

규제 관련 업무부서

구·군 등 감사부서
컨설팅 또는 경유

시 감사위원회
(조사담당관) 컨설팅

행정안전부, 감사원

※ 시, 구·군 등 감사부서에서 자체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 행정안전부, 감사원 신청

결과 조치
컨설팅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감사결과 통보 또는 행정안전부, 감사원 컨설팅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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