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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일반현황
기본현황
인

구 : 340만명(전국의 6.5%) *외국인 46천명(市 인구대비 1.4%)

면

적 : 770.13㎢(국토의 0.77%) *GB266㎢(시역의 34.5%)

행정구역 : 16구・군, 205읍・면・동, 4,645개 통·리
행정조직 : 5실·1본부·13국·4관, 2합의제, 1한시기구, 107과, 2원 1센터, 1소방학교, 11소방서, 25사업소
공 무 원 : 20,630명(시 8,331, 구·군 12,299)

지역경제
산 업 구 조(’19.) : 서비스 73.9%, 제조17.6%, 건설6.6%, 농어업0.4% 등
지역총생산(’19.) : 93조 121억원(전국의 4.8%, 6위)
지역총소득(’19.) : 98조 6,831억원(전국의 5.1%, 4위)
산 업 단 지(’20.) : 27개 단지 35.18㎢
항 만 시 설(’20.) : 41선석, 21,824천TEU/년 처리(세계7위)

도시기반
도

로

율 : 22%(총연장 3,974km)

주 택 보 급 률 : 104.5%
공 원 ・ 유 원 지 : 1,006개소 48.49㎢
상 ・ 하 수 도 보 급 률 : 상수도 100%, 하수도 99.4%
도시철도 수송분담률 : 40.4%(버스 23.5%, 도시철도 16.0%, 경전철 0.4%, 국철 0.5%)

사회복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 214천명(市 인구의 6.4%)
장

애

인

수 : 176천명(市 인구의 5.3%)

아 동 수 (18세 미만) : 430천명(市 인구의 12.8%)
노 인 수 (65세 이상) : 679천명(市 인구의 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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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2021년Ⅰ.
성과와
일반현황
의미

재정현황
2022년 예산규모
구 분

<단위 : 억원, %>

2022년도

계

2021년도

142,690 (100.0)

증감액(률)

133,010 (100.0)

9,680 (7.3%)

일반회계

111,282

(78.0)

103,418

(77.7)

7,863

(7.6%)

특별회계

31,408

(22.0)

29,592

(22.3)

1,817

(6.1%)

예산 구조 - 세입·세출 구조

<단위 : 억원, %>

국 고 보 조 금

51,495

지

세

48,424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16,420

세입

지 방 교 부 세

12,452

14조
2,690억원

세
지

방

외

수
방

입

9,999

채

3,900
0

사 회 복 지·보 건

62,377

일 반 공 공 및 안전

20,965

교 통 및 물 류

15,760

경

9,922

예 비 비·기타

9,161

교육 및 과학기술

7,839

국토 및 지역개발

5,402

문 화 · 관 광

5,024

산업·중소기업

4,470

농림·해양수산

1,770

환

10

20

30

40

36.1%
34.0%
11.5%
8.7%
7.0%
2.7%
50

43.7%
14.7%
11.1%
7.0%
6.4%
5.5%

세출

3.8%

14조
2,690억원

0

10

20

30

40

3.5%
3.1%
1.2%
50

관리 채무
3조 6,497억원 (채무 3조 2,208억원, BTL 4,289억원)

* 예산 대비 관리 채무 비율 : 21.0%

2022 주요업무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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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부산시정

15분 도시 조성

∣ 목표 ∣

내게 힘이 되는
행복도시

●

부산형 15분 도시 기본구상

●

15분 도시 부산 비전 투어

●

정책 및 브랜드 공모

●

도심 갈맷길 조성

04

●

첫째부터 출산비용 지원

무이자 대출 등 주거지원 강화

●

부산형 긴급복지 지원

●

지역주도 청년일자리 확대

●

원스톱 통합돌봄창구 운영

●

부산청년드림학교 운영

●

공공의료시설 확충

경제혁신 도시

지역균형발전 실현

●

가덕도신공항 건설 추진

●

창업펀드 조성 및 인프라 구축

●

연결도로망(대심도 등) 건설

●

부·울·경 메가시티 추진

●

창업·주거 복합공간 조성

●

낙동강 횡단교량 건설

●

북항 재개발 추진

●

지역 특화산업 고도화

●

도심산지터널 건설

●

센텀2지구 조성(도심융합특구)

●

수산식품산업 클러스터 조성

●

콤팩트 시티 개발 추진

지산학협력 체계

∣ 목표 ∣

산학협력
혁신도시

다함께 행복한 도시

청년·신혼부부 2억원 한도

●

미래비전 실현

∣ 목표 ∣

초광역
경제도시

청년 희망 도시

디지털 융·복합

혁신 신산업 육성

●

지산학협력센터 설립·운영

●

디지털혁신 부산특별위원회 운영

●

해양금융 인프라 구축

●

기업수요 기반 인재양성

●

스마트공장 확대 보급

●

해상특송장 활성화 추진

●

대학혁신 연구단지 조성

●

ICT청년창업허브 조성

●

스마트 물류산업 기반 마련

●

디지털 인력양성 추진

●

규제자유특구 지정 추진

●

영화·영상산업 육성

Ⅱ. 2021년Ⅰ.
성과와
일반현황
의미

∣ 목표 ∣

AI 기반
스마트 도시

스마트 첨단기업 유치

디지털·스마트 선도

●

글로벌 기업 유치

●

블록체인 클러스터 조성

●

스마트시티 LAB 조성

●

투자유치시스템 운영

●

기술확산센터 유치

●

에코델타 스마트시티 조성

●

경제자유구역 신산업 거점화

●

융복합 기술연구센터 설립

●

빅데이터 혁신센터 설치

●

공공기관 2차 이전 추진

●

블록체인 서비스 확산

●

스마트 헬스케어 산업 육성

탄소중립 기반

∣ 목표 ∣

저탄소
그린도시

블록체인 활성화

친환경 생태도시

맑은 물 확보

●

저탄소 인프라 확충

●

미세먼지 배출량 감축

●

맑은 상수원수 확보 추진

●

공공시설 그린 리모델링

●

도심공원등녹색치유공간조성

●

지역공감대형성및상생협력

●

탄소중립신산업육성(CCUS등)

●

100만평 그린시티 조성

●

하수도 인프라 구축

●

암모니아 특구 추진

●

도심하천 재생사업 추진

●

고품질 수돗물 공급

∣ 목표 ∣

2030부산세계박람회

문화기반 구축

관광마이스 산업 육성

문화관광
매력도시

●

세계박람회 유치 총력

●

세계적 수준 미술관 유치

●

관광마이스 위기극복 지원

●

범국가적 유치체계 운영

●

부산 문학관 건립 추진

●

국제관광도시추진체계혁신

●

마스터플랜 수립

●

피란수도 부산유산 등재

●

체류형 관광자원 개발

●

회원국 본격 교섭

●

메인 스포츠 시설 건립

●

해상관광 교통수단 운영

2022 주요업무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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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일반현황

2021년 시민공감 시정 주요성과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신청서 제출, 유치활동 본격 추진
* 국제박람회 기구에 공식 유치신청서 제출, 범국민 유치 붐업 확산 및 해외 홍보 강화

지역현안 해결 위한 여야정 협력체계로 장기표류과제의 해법을 찾다!
* 전국 최초 여야정 상생협의체 가동, 8건 방향결정, 2건 필수절차 추진 등 장기표류해결에 속도

최단기간 3조6천억원 규모 투자유치, 신규일자리 9,300여개 창출
* 최단기간 역대 최대규모 투자금액 및 고용 창출, 대기업 3개사, 최첨단 물류 글로벌기업 등 유치 성공

탄소중립 실현과 삶의 질 획기적 개선 전략, ‘15분도시 부산’ 조성
* 생활편의시설, 그린 인프라 등의 균형배치, 생활권 중심의 15분 도시 조성

부산지산학협력센터를 시작으로 15호 브랜치 개소! 지산학협력 혁신생태계 조성
* 전국 최초, 부산지산학협력센터 설치·운영 등 부산형 지산학협력 혁신생태계 조성

사전타당성 조사 신속 착수, 가덕도신공항 건설의 속도를 높이다!
*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정(’21. 3.), 사전타당성 조사 신속 착수(’21. 5.)

장기표류 침례병원 공공병원화, 부지매입으로 동부산권 거점병원 속도!
*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거점의료시설 건설 및 지역공공의료기반 확충 추진

부산시, 국비 8조원 시대 개막!
* 전년 대비 약 4천억 이상 증액, 코로나 위기 회복을 넘어 새로운 부산 도약의 계기

부산항 북항2단계 항만재개발사업, 예타대상사업 선정!
* 부산항 북항 2단계 항만재개발 사업 예타대상사업 선정(’21. 8.), 지역균형발전 기여 기대

지역화폐 동백전 플랫폼에 택시호출 공공앱(동백택시)을 심다!
* 시민과 택시운수종사자 플랫폼 이용 중계수수료 전면 무료화, 동백전 캐시백 10% 혜택

부산의 중심축 “서면~충무 BRT” 개통
* 부산 주요간선도로 BRT 인프라 확충 추진, 버스 속도와 정시성 향상, 도시철도 환승체계 강화

'갈맷길 시즌2' 추진과 '갈맷길 원정대'의 활약으로 글로벌 트레일 명소 도약!
* 문체부 2020 걷기 여행지 선호도 전국 2위 달성, 신개념 시민참여 갈맷길 행사 운영

안전한 먹는 물을 위한 수질개선과 취수원 다변화 실현
* 낙동강통합물관리 방안에 따른 맑은 물 확보, 취수원 지역 지원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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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평

◇ 제38대 시정 출범(’21.4) 후 코로나19 위기 극복 및 민생경제 회복에 총력 대응
◇ 탄소중립, 디지털 전환 등 미래 어젠다를 포함한 ‘그린스마트 도시’ 비전 수립, 초당적 협치로
장기현안 해결 동시에 세계박람회 유치 등 미래비전 사업 집중
◇ 시정 안정화와 함께 암모니아 특구, 도심융합특구 선정, 역대 최단기간 최대규모 투자유치 등
가시적인 성과 창출 및 15분 도시, 지산학 협력, 해상도시 추진 등 부산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한 시기

■ (코로나 대응) 부산형 방역체계 강화 및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전환 시행, 비상 경제 위기관리로
선제적 민생경제 활성화 추진
● 방역 안정화 등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으로 방역체계 전환, 범시민 일상회복 지원위원회 운영

- 침례병원 공공병원화, 서부산의료원 건립 등 권역별 공공 의료벨트 구축 추진
● 민·관 합동 비상대책회의 체계 구축(22회)으로 시민 체감형 정책 마련·시행

- 소상공인 지원강화, 착한 임대인 지원 및 동백전 발행 확대 등 민생안정 총력 대응

■ (세계 박람회) 2030부산세계박람회 공식 유치신청(’21.6)으로 본격 유치경쟁 돌입
● 범국가적 유치추진체계 구축 및 범시민(국민)적 유치 열기 확산 추진

- 유치위원회(’21.7) 및 정부 유치지원위원회(’21.11) 출범, 1차 경쟁 PT(’21.12), 마스터플랜 수립

■ (행복도시) 전국 최초 15분 도시 구상 선포, 부산형 복지·안전 모델 개발 추진, 여·야·정 상생협의체 운영으로
장기표류사업 해결 등 시민이 행복한 도시 조성
● 갈맷길 시즌2, 맞춤형 주거 안정화, 청년 희망 및 출산·양육 친화 환경 조성,

초고령사회 진입 대응 및 부산형 복지체계

기반 구축, 따뜻한 공동체 조성 추진
- 재개발·재건축 절차 간소화, 청년·신혼부부 주거지원 확대, 부산청년센터 개소,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비전 선포,
부산형 긴급복지지원사업 시행 등
● 국비 8조원 시대 개막, 소통과 상생협력을 통한 장기표류사업 해결 추진

- 15분 도시 투어, 시-구·군 협치회의, 서부산 현장 전략회의 등 현장 소통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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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도시) 미래비전 핵심 프로젝트의 차질 없는 추진, 창업 생태계 조성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글로벌 도시 경쟁력 확보 강화
● 가덕도신공항, 부울경 메가시티, 북항재개발 등 미래 신성장 동력 확보 추진

- 암모니아 특구 지정, 센텀2지구 도심융합특구 선정, 세계 최초 해상도시 건설 추진 등
● 기업 창업 및 유치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공공기관 2차 이전 적극 대응

- (기업유치) 최다 규모 투자금액 및 고용 창출 ▶23개 기업, 2조 1,685억원, 8,362명, 대기업 역대 최다
● 부산형 혁신 창업생태계 조성, 공공일자리 및 세대 맞춤형 지원을 통한 고용안정

- 청년 창업·주거 복합공간 확충, 전국 최초 부산 지역뉴딜 벤처펀드 조성, 고용안정 서부산권 기계부품산업 일자리 Re-Start 추진 등

■ (지산학 협력) 부산형 지산학협력 기반 조성 및 산업수요 맞춤형 인재 양성, 디지털 융·복합,
해양 신산업 및 영화·영상 등 지역 주도 혁신역량 강화
● 부산형 지산학 협력 및 기업-대학 현장실습 지원체계(현장실습지원단 운영) 구축

- 지산학협력센터 설치(’21.8) 및 15개 거점센터(브랜치) 운영, 오픈캠퍼스 미팅 시행

■ (스마트 도시) 스마트 교통체계 구축 및 교통망 확충, 디지털 및 블록체인 산업생태계 구축 추진
● 지능형 첨단 교통체계 구축, 트램 및 BRT, 서부산권 도시철도망 등 교통수단 확충, 택시호출 공공앱 ‘동백택시’ 출범 및 본격 시행 등
● 지스타 재유치로 영구 개최 발판 마련, 게임·문화콘텐츠 산업 생태계 조성, 블록체인 특화 벤처컨벤션 구축 추진 등
● 에코델타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조성 추진, 한-아세안 ICT 융합 빌리지 개소

■ (그린도시) 탄소중립 전환 선도 및 깨끗하고 안전한 맑은 물 확보 추진
● 기후변화에 대응한 선도적 탄소중립 전략 수립 및 추진 기반 구축

-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 수립용역 시행, 공공시설 그린 리모델링, 기후변화 대책위원회 운영,
친환경 신재생에너지를 미래 고부가 신산업으로 집중 육성
● 낙동강 통합물관리방안 의결(’21.6) 등 물 문제 해결을 위한 상생 지원방안 마련

■ (문화관광) 위기 극복을 넘어 매력적인 문화관광 도시로의 도약 추진
● 세계 최고 수준의 문화 기반 시설 구축, 생활체육도시 기반 조성 추진

- 부산오페라하우스 및 부산국제아트센터 등 건립, 2024 세계탁구선수권 대회 유치(’21.11), 지역아트페어 활성화,
피란수도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추진
● 관광·마이스업계 지원강화 및 국제관광도시 2차년도 사업 본격 추진 등

2022 주요업무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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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 변화된 주요 지표와 성과 (’20~’21년)
내게 힘이 되는
행복도시

2020
15분 도시 조성
청년고용률
신혼부부 전세자금무이자 대출 지원
여·야 협력체계
국비 확보

초광역
경제도시

가덕도신공항

비전선포, 기본구상 용역 착수

40.5%

41.5%

최대 1.5억원

최대 2억원

-

여야정 상설협의체 가동(장기표류 해결)

7조 7,220억원

8조 1,592억원 (8조원 시대 개막)

2020

2021

국무총리실 기술검증 완료

특별법 제정, 사전타당성용역 착수

동남권 발전계획 착수

부·울·경 합동추진단 출범

북항 재개발 (2단계)

정부협상 완료

예타사업 선정

도심형 초고속교통인프라

-

사전타당성검토 용역 착수

지속 가능한 해상도시

-

MOU 체결, 세계 최초 프로젝트 추진

2개 특구(블록체인·해양모빌리티 특구)

암모니아 특구 추가 지정 (3개 특구)

1조 2천억원

1조 6천억원

대기업 유치

-

3개사

투자유치시스템

-

개발 완료·시행

55.6%

56.6%(~11월)

2020

2021

부산지역화폐 발행(동백전)

고용률

지산학 협력체계
지산학협력브랜치 운영
기업현장 연수기반 인재양성
스마트공장
수산식품산업 클러스터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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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울·경 메가시티

규제자유특구

산학협력
혁신도시

2021

관(주도)+대학

지산학협력센터 설립

-

15개소

대학·기업별 인재양성

현장실습지원단 운영

944개

1,340개

예타 시행

예타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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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반
스마트 도시

2020

간선급행버스(BRT)
택시호출 공공앱

저탄소
그린도시

(내성~중동, 내성~서면)

2021
서면~충무 BRT 개통 (3개 축)

-

동백택시 출범·운영

한-아세안 ICT 융합 빌리지

구축 추진

개소·운영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스마트빌리지 조성

스마트빌리지 입주 (56세대)

2020
2050 탄소중립
전기차 보급
미세먼지(PM-10)
1인당 생활권 도시림 면적
취수원 다변화

문화관광
매력도시

2개 축 운영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 협약

2021
탄소중립전략 수립용역 착수

1,857대

5,139대

40㎍/㎥·년

38㎍/㎥·년

13.5㎡

13.7㎡

낙동강 통합 물관리 협력 협약

낙동강 통합 물관리방안 의결

2020

2021

2030부산세계박람회유치

공식 유치 표명

세계박람회 정부 유치 체계

범정부조직 운영

유치위원회 등 출범

-

추진위원회 구성

부산오페라하우스 건립

공사 시행

총사업비 조정, 개관 준비 등

벡스코 제3전시장 건립

타당성조사 착수

타당성조사 통과
지방재정투자사업심사 통과

전국 최초 선정

기본계획 수립 (2년차 사업 시행)

공사 시행

루지 등 일부 시설 개장

부산 문학관 건립

국제관광도시
오시리아 관광단지

공식 유치 신청 (유치신청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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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부산시정의 모습

제38대 시정 출범 및 대시민 소통 강화

12

코로나19 극복 및 민생경제 회복 총력

38대 시정 출범

코로나19 비상대책회의

출범 100일 정례조례

예방접종 캠페인

정책브리핑 시행

소상공인 3無 MOU

15분 도시 비전투어

특별지원책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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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발전 현안 해결 추진

국비 확보 활동 및 현장 방문

세계박람회 1차 경쟁 PT

국비확보 국회방문

침례병원 방문·점검

예산정책협의회

수도권 기업 투자설명회

경제AS 현장방문

사직야구장 재건축 업무협력

서부산권 현장방문

2022 주요업무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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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코로나19 위기 대응 및
일상회복 전환

◇ 코로나19 부산형 방역체계 구축 및 새로운 일상으로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
* 코로나 안정적 대응 및 백신 접종률 70% 이상 달성 →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21.11~)

◇ 비상경제대책회의 운영, 소상공인 지원 강화 등 선제적 민생경제 안정화 추진

1
부산형방역체계
강화 및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

● (방역체계)

코로나19 선제적 대응 및 방역역량 강화로 지역 내 감염확산 차단

- 병상 및 인력 확보*등을 통한 신속·적정한 치료 담보, 재택치료 시행(협력병원 26개소)
- 진단검사 확대** 및 신속한 역학조사로 코로나 조기 발견과 확산 차단 대응
- 확진자 발생상황에 따라 선제적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및 방역이행력 확보
- 자발적인 생활방역 실천 및 자율과 책임 기반 방역수칙 점검 강화
-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국내 유입 및 확진자 급증에 따른 방역조치 강화 등 적극 대응(’21.12)
▶특별방역대책 추진(사적모임 인원 축소, 방역패스 확대(16종), 백신접종률 제고 등),
비상방역대책 시행(병상확보, 예방접종, 선제검사, 특별방역점검 등)
* ➊ (병상) 중환자(63)・일반(687)・생활치료센터(5개소 1,405) ➋ (인력) 보건의료 신규공무원 조기충원(102명)
** 선별진료소(17개소), 임시선별검사소(7개소), 의료기관 선별진료소(30개소) 운영

● (일상회복)

집단면역 달성(70% 이상)과 방역상황 안정화 등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21.11~)으로 방역체계 전환 및 공공의료 시스템 강화

- 안전하고 신속한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집단 면역체계 확보▶ 인구수 대비
예방접종 완료율 70%(235만명) 달성(’21.10.25, 접종 시작 242일만)
- 선제적 무료 진단검사 실시(’21.4~5), 백신유급 휴가 시행 동참 선언(’21.5), 백신 부작용시
진료비 1,000만원 추가 지원, 집중 접종기간 운영(’21.12) 등 백신접종 독려*
- 민·관 협력 범시민 일상회복 지원위원회** 출범(’21.10) 등 일상회복 지원,
정부와 공동대응 강화(중대본 회의) 및 구·군 협력(협의체)을 통한 조속 안착
* 공공구공(公共90) 접종 참여 캠페인 전개, SNS 인증 이벤트 실시, 찾아가는 현장접종센터 운영
(’21.10~, 외국인 등), 단기 체류 선원 대상 예방접종(’21.8~), 대시민 호소문 발표(’21.12)
** 4대 분야별(방역의료, 문화관광, 경제민생, 자치안전) 대표 및 전문가 35명 구성

침례병원 공공병원화(보험자병원화 추진), 서부산의료원 건립(’21.11, 적정성 검토 완료) 등
권역별 공공 의료벨트 구축 가속화, 공공심야약국 운영(4개소) 등 공공보건 의료체계 강화 및
안전망 확대

● (공공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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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상경제
위기관리 강화 및
선제적 지원으로
민생경제 활성화

● (비상경제대책회의)

민·관 합동 비상대책회의 체계* 구축으로 지역경제 상황점검 및 시급·중요

이슈 토의 ▶ 위기 대응책 및 체감형 정책 마련, 정책과 현장을 연계 AS 현장 방문 추진
* (프로세스) 대책회의-언론 브리핑-정책AS 현장방문-추진상황 점검으로 정책 체감도 및 효과성 제고
비상경제대책회의 운영현황
(개요) ’21.4.15~(격주 1회 개최, 시장 주재), 광범한 합의, 최적의 결정, 신속한 집행 등 소통·통합 원칙
구분

회의안건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차)소상공인 지원대책 (2차)관광마이스 지원대책 (3차)주력산업 지원대책
(4차)청년일자리 창출계획 (5차)신중년 맞춤형 지원대책 (6차)중소기업 수출지원대책 (7차)수산업계 지원대책
(8차)벤처창업 지원대책 (9차)해운항만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10차)전통시장 활성화대책
(11차)지산학 협력 혁신방안 (12차)커피산업 육성방안 (13차)기업유치 활성화 방안
(14차)데이터산업 육성방안 (15차)파워반도체 밸류체인 조성 (16차)금리인상에 따른 금융지원 대책
(17차)디지털산업 활성화 방안 (18차)반려동물산업 육성 플랫폼 조성
(19차)바이오헬스산업 육성 방안
(20차)부산시 일자리정책, 새로 고침
(21차)수소산업 육성 방안 (22차)소상공인 산업화 전략

● (소상공인)

소상공인 안정적 영업환경 조성 등 위기극복 지원으로 민생안정 총력

- 동백전 발행 확대*, 동백통 구축(공공모바일마켓앱)** 등 소상공인 매출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노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등 추진
- 부산형 집합금지·제한업종 플러스지원금 지급(73,523건, 414억원),
소상공인 운영자금 지원 확대***, 소상공인 손실보상 전담창구 운영, 착한 임대인
지원 확대(재산세 50→100%, 2,200여건, 48억원), 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 설치 추진
* 개인 충전한도 60만원 상향(’21.9~), 부산시민 응원 동 백(100) 시행(’21.11~12, 충전한도 100만원 상향),
동백전 관광상품권 및 동백전 골목특화카드 출시 등
** 시범 테스트 시행(’21.10, 연제구 등), 소비자 체험단(100명) 운영
*** 코로나19 피해극복 소상공인 3無(無한도, 無신용, 無이자) 특별자금 1,000억원 지원(’21.5~6), 임차료
특별자금 운영 확대(500억원→2,000억원, ’21.9~), 대출한도 확대(1억원→1.5억원), 한시적 무이자 적용(3%)

● (일상회복 지원)

단계적 일상회복에 맞추어 민생·경제분야 특별지원(’21.11)

- 경영회복 특별금융 지원(2,100억원), 취약계층 자금지원(336억원), 소비진작 지원(527억원) 등
3,000억원 규모 특별지원으로 신속한 경제회복 견인

코로나19 중대본 회의

대시민 호소문 발표

일상회복 지원위원회

비상경제대책회의

2022 주요업무계획

15

02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추진

◇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신청서 제출(’21.6) 등 본격 유치경쟁 돌입
◇ 범국가적 추진체계 구축, 공동선언 등 지지세 확산, 전략적 홍보 강화 추진
* 유치위원회(’21.7, 109명 구성), 정부 유치지원위원회(’21.11, 위원장 국무총리) 등 출범

1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경쟁 본격화

국제박람회기구(BIE) 공식 유치신청(’21.6)으로 본격 유치경쟁(5개 도시) 돌입*,
시정 역량을 총동원해 성공적인 유치 및 개최 추진

● (유치경쟁)

- 정부, 시, 국제기구, 글로벌 기업 등 활용 가능한 인적 네트워크 풀가동, 170개 회원국
교섭활동 본격 전개, 특히 2020 두바이엑스포 적극 활용한 민간 유치사절단 파견 등
해외 홍보 강화
* (유치 신청도시) 러시아 모스크바(’21.4.29), 대한민국 부산(’21.6.23), 이탈리아 로마(’21.10.7),
우크라이나 오데사(’21.10.15),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21.10.29)

2020 두바이엑스포 개요
ㅇ (개요) ’21.10.1~’22.3.31(6개월), 두바이 제벨알리(Jebel Ali) 엑스포 부지, 192개국 참가(2,500만명 예상),
(주제)

‘마음의 연결, 미래의 창조’, (특징)중동·남아시아·아프리카 지역 최초로 개최되는 월드엑스포

ㅇ (한국관 운영) 지상 4층, 지하 1층, 전체 참가국 중 TOP5 규모 / 한국의날(’22.1.16), 한국주간(’22.1.16~20)

2
범국가적
유치추진체계
구축 및 유치
열기 확산 추진

범국가적 추진체계 구축*으로 추진태세 강화, 시대선도형 경쟁력 있는
마스터플랜 수립 및 유치후보국 PT 발표**(BIE 총회, 2회)

● (체계)

* 유치위원회(’21.7 출범, 100여명, 위원장 김영주), 정부 유치지원위원회(’21.11 출범, 20여명, 위원장 국무총리)
** 1차 경쟁 프레젠테이션 실시▶ ’21.12.14, 제169차 국제박람회기구(BIE) 온라인 총회
● (홍보)

BIE 실사 대비 범시민(국민)적 유치 열기 확산* ▶ 대대적 붐업 조성

- 유치지지 공동선언** 등 지지 확보, 종합홍보 기획*** 추진 등 민·관 협력 유치 열기 확산
(서포터즈 발대식, 범시민 결의대회, 국제콘퍼런스, 이삼부 캠페인 등)
* 제1호 홍보대사 위촉(’21.12) ▶영화배우 이정재
** 국회·시의회(3회), 시·도지사 및 의장·부울경 상의(4회)
*** ’21.9~’22.4, 홍보전략 수립, 킬러콘텐츠 제작 등

유치신청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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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지원위원회 회의

2021 국제컨퍼런스

Ⅱ. 2021년 성과와 의미

03

시민이
행복한 도시 조성

◇ 전국 최초 15분 도시 구상 선포(’21.5), 부산형 복지·안전 모델 개발 추진
* 청년·신혼부부 주거지원 확대,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비전 선포, 긴급복지 지원사업 시행 등

◇ 여·야·정 상생협의체 가동을 통한 장기표류사업 해결 노력 및 실질적 성과 창출

1

● (부산형 15분 도시)

비전 선포식(’21.5)을 통해 전국 최초 15분 도시 구상 발표, 비전투어 등을
실시해 지역사회와 비전 공유·확산, 기본구상 구체화 추진

15분 도시
비전 선포 및
공감대 확산 추진

- 공감정책단 운영(’21.5, 1,330명), 비전투어*를 통해 구·군과 함께 15분 도시 추진
(’21.6~12, 16개 구·군, 120여 과제발굴), 부산형 15분 도시 기본구상 수립용역** 시행
* 현장방문 및 행복토크(주민과의 대화)로 다양한 시민의견 수렴, 정책 공감대 확산 등
** ’21.11~’22.5, 부산형 15분 도시 개념 정립 및 기본구상, 생활권계획 가이드 라인 수립 등

●

(걷기 좋은 도시) 도심 갈맷길 조성(15개 노선 300리) 및 신개념 갈맷길 걷기행사 운영

- ‘15분 생활권’ 보행환경 개선 ▶ 보행환경 개선지구(6개소), 보행자 우선도로(4개소)

2
공적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
맞춤형 주거 안정화
추진

공적임대주택 공급 확대(’21년까지 13,860호), 직장·주거 통합형 콤팩트타운
조성 추진을 통한 서민·청년 맞춤형 주택공급 확대

● (주택공급)

- 공동주택 리모델링 제도 기반* 마련, 노후 공공임대주택 그린리모델링 시행(10개 단지 200호),
주거복지센터(’21.5, 2개소) 및 전국 최초 주택사업 공동심의위원회 운영(7회, 21건 심의) 등
주거복지 실현
- 시청 앞 행복주택 당초 계획 복구 등 청년주거 안정 추진(’21.8, 협약식), 셉테드·안심원룸
인증제 지원사업 등 취약가구 환경개선 및 안전 인프라 구축
*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용역 추진(’21~’22)

재개발·재건축 절차 간소화* 및 규제 완화**로 안정적인 주택공급과
정비사업 활성화 추진, 원도심·서부산권 6개 구(동·중·서·영도·사하·사상구)
특별정비구역 지정(재개발·재건축 시 용적률 10% 추가 상향)

● (정비사업)

* 도시계획위원회·경관심의 통합 운영, 재건축 사전타당성 검토 심의 정례화, 안전진단 절차 간소화 등
** 재개발 용적률 완화(10%), 소규모 재건축 건축물 수 산정기준 개선, 재개발·재건축시 동의방법 개선 등

2022 주요업무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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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맞춤형 주거
및 일자리 지원으로
청년 활력 제고

청년·신혼부부 주거지원* 확대, 청년행복박스 전달(’21.5~6, 밀키트 6,000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추진(70개 사업, 2,139명)

● (생활안정)

- 청년월세(3,000명) 및 임차보증금 대출이자(188명), ‘일하는 기쁨카드’(1,000명) 지원
* ➊ 청년 임차보증금 및 대출이자 지원(머물자리론) ▶ 청년 200명 대상 최대 1억원 대출 지원
➋ 신혼부부 주택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 ▶ 신혼부부 1,000명 대상 최대 2억원 무이자 대출 지원
● (인재양성)

NEXT 10(부산청년드림학교) 운영으로 혁신적 청년 인재 육성 및 활력 제고

- 저활력 청년의 관계형성 및 사회참여 지원(위닛 100 프로그램 53명), 기업수요에 맞춘
실무인재양성 프로그램 운영 및 취업 연계 지원(6개 분야)
- 월드클래스 글로벌 청년인재 발굴 및 역량개발 지원(’21.6~10, 8명 선정)
● (거점공간)

청년 주도적 정책추진을 위한 열린 청년 거점공간 확보·운영

- 청년정책 종합 플랫폼 ‘부산청년센터*’(’21.4) 및 청년문화 교류공간 ‘청년작당소’(’21.5) 개소,
‘부산청년주간’ 개최(’21.10), 청년문화 육성방안 연구용역시행(’21.8~12, 실태분석 및
청년문화 명소 거리 사업 발굴 등)
* 청년 거버넌스 운영, 청년정책 연구자 프로젝트, 정책실험실, 정책 아카데미 등

4
출산·양육 친화
환경 조성 및
아동 복지서비스
증진

● (출산·양육)

결혼·출산 친화적 문화 조성 및 사회적 책임 강화로 저출산 대응

- 제4차 저출산종합계획(’21~’25년) 수립, 육아지원거점기관 육아종합지원센터
확충(’21.11, 강서구 개소), 공보육 인프라 확대(498개소→ 520개소)
- 블록체인 기반 다자녀가정 모바일 가족사랑카드 발급 확대(’21.5), 100인의 부산 아빠단
5기 운영, 산후조리 지원 확대(’21.9, 연간 2,600여명 추가 혜택)
● (아동복지)

맞춤형 아동보호 및 통합서비스 강화, 아동친화도시 기반 조성

-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비전* 선포(’21.10, (명칭)들락날락), 어린이 도서관 조성 추진
(어린이공공도서관 1개, 어린이 작은도서관 3개 개관)

- 선제적 ‘아동학대 Zero’ 대책수립 및 선포(’21.5), 아동급식전자카드 개편**
시행(’21.7, 마그네틱카드→IC칩카드), 아동급식 단가 인상(’21.10, 5,500원→6,000원),
입원아동 돌봄서비스 시범운영 확대(2개구→8개구), 다함께돌봄센터 운영(46개소)
- 청소년 상상티(T)움(4개소) 설치 및 주말형 방과후 아카데미(2개소) 운영 등 청소년 활동기반
강화, 청소년자립지원관(’21.10) 운영을 통한 안전망 확충
* 15분 도시 앵커시설로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30년까지 500개소 조성 추진
** (급식가맹점 확대) 기존 3,600여개소→ 50,000여개소, 이용자 불편 최소화 및 낙인감 해소

● (양성평등)

전국 유일 거점형 양성평등센터 운영(’21.4), 성인지정책 확산 및 성인지감수성
향상 등을 통한 공공조직 내 양성평등 문화 확산 추진

- 디지털성범죄 대응 사이버감시단 확대 운영(30명), 고위직 반(反) 성희롱·성폭력 서약(’21.4),
공직사회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근절방안 시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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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복지)

부산형 긴급복지지원 사업 시행으로 사각지대 적극 해소

- 위기가구 긴급생계비 지원(’21.10,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상시 신청), 72시간 이내 생계비
선지원 후 조사·관리 시행 ▶ 위기 상황 신속 지원(1,200건)

부산형 복지체계
기반 구축 및
초고령사회 대응

- 부산형 기초생활보장 제도 개편(선정기준 완화 및 생계비 상향 등), 민관협력 ‘우리이웃돌봄봉사대’
운영(쪽방촌 주거환경 개선 등)
지속 가능한 부산형 통합돌봄 체계 구축 및 공공 복지서비스 개선,
민관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지역사회 문제 해결 추진

● (복지체계)

- 통합돌봄 종합계획 수립(통합돌봄창구 확대, ’21년107개소→’22년205개소),
찾아가는 건강의료서비스 업무협약(’21.11), 전국 최초 주민주도 마을복지계획 업무협약
(8개 구 참여), 부산희망드림센터 운영(’21.11, 노숙인 급식 지원 및 일자리 상담 등)
●

(노후안정) 전국 대도시 중 최초 초고령사회 진입* 대응, 노후생활 보장 및 돌봄체계 강화

* ’21.9, 65세 이상 노인인구 674천명 ▶ 고령비율 20.08%

- 행복한 고령친화도시 조성계획 수립(5대 전략 20대 과제 110개 세부사업),
경로당 커뮤니티 공간화 추진(프로그램 활성화, 시설개선, 정보화교육 추진 등)

6
시민이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 추진

각종 자연·사회재난으로부터 선제적 예방·저감 대책 추진을 통한 시민안전
도시 실현 ▶ 시민 생명보호 및 재산피해 최소화

● (재난안전)

- 침수우려 등 재해위험지역 관리 강화* 및 현장점검 실시, 수방자재·장비 선제적 확보,
조기경보 시스템 구축, 전국 최초 도시침수 재해정보 지도 제작·배포(16,830매),
자동통제 시스템 확충(지하차도 21개소) 등
- 국가안전대진단** 실시(’21.10) 등 시민참여형 실효적 안전점검 강화 및 신속·정확한 상황관리
추진, 전국 최초 빌딩풍 피해예방 조례 제정·시행(’21.9, 50층·200m 이상 초고층 건물 적용)
- 방사선비상계획구역 30㎞ 확대 후속조치 추진, 감시체계 확대, 시민소통 강화 및
방재·구호물품 지속 확보 등 실효성 있는 원전안전 및 방사선방재대책 추진
* (재해예방사업) 재해위험개선지구(11개소, 239억원), 급경사지 붕괴위험 지역(2개소 41억원),
우수저류시설(2개소 184억원), 소규모 재해예방사업(10개소 23억원)
** 노후·고위험시설 민관합동 안전점검(1,089개소), 시기별·계절별 맞춤형 안전점검 추진

● (자치경찰)

부산형 자치경찰제 시행(’21.7) 및 성공 정착으로 안전한 부산 조성

- 민간전문가 중심 자문단 확대·구성, 현장중심·예방적 지휘감독 체계 등 운영 내실화,
전국 최초 자치경찰에 치안 리빙랩 도입·시행(’21.6)

2022 주요업무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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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심도 도로, 낙동강 횡단교량, 도심산지터널 건설로 지상·지하·횡단 등
동서남북 막힘없는 입체연결망 구축 추진

● (연결 인프라)

동서 균형발전
기반 조성

입체연결망 추진상황
구분
대심도 도로 등

횡단교량

도심산지터널

사업명

추진상황

부산신항~김해간 고속도로

기본·실시설계용역 착수(’21.2)

사상~해운대간 고속도로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완료(’21.9)

만덕~센텀 도시고속화도로

권익위원회 조정 및 주민협의체 운영(비상탈출구 민원 해소 추진)

대저대교

대안노선 통보(’21.6), 환경영향평가 협의 추진, 라운드테이블(’21.12)

엄궁대교

실시설계 추진(’20.12~’21.12, 일시정지)

장낙대교

문화재현상변경 심의(’21.7),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21.8)

제2대티터널

제4차 대도시권 혼잡도로 지정(‘21.8)

봉래산터널

기본설계용역 착수(’21.6~’22.6)

만덕3터널

공사 착공(’16.1), 공사 진행 중

승학터널

실시협상 개시(’21.1), 협상 중

황령3터널

제4차 대도시권 혼잡도로 지정(’21.8), 예비타당성 조사 신청(’21.9)

도심회귀 추세 대응한 압축발전전략 추진▶ 지역균형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
확립으로 도심의 새로운 성장축 마련

● (콤팩트시티)

- 복합용도개발을 위한 도시계획제도 개선(관련 조례·지침 등 개정 추진), 저밀도형 워터프런트 벨트
조성, 50평 미만 소필지 합필 개발 유도 등 추진
- 북항재개발 연계 원도심 재생*, 영도구 청학동 일원 공업지역 활성화 시범 사업(’21.9, 예비타당성
조사 신청), 사상공업지역 재생사업**(’10~’30, 4,251억원) 등 도심 재창조 추진
* ’19~’30, 원도심 6개구 97.01㎢, 북항통합개발과 연계한 원도심 재생사업 추진
** ➊ (사상드림스마트시티 비전선포) ’21.11, 산업디지털 전환(DX), 디지털콘텐츠 산업 클러스터 조성 등
➋ (기업지원복합센터 개발) 사상 스마트시티 역 일원, 838억원, ’25년 완공 계획

● (도시재생)

지역 주도의 노후 주거환경 개선 및 쇠퇴한 구도심 재활성화 추진으로
도시경쟁력 제고 ▶ 도시혁신 선도 및 일자리 창출 등

- 주거환경 정비, 거점공간 조성, 공동체 회복 등 연차별 시행 및 정부공모* 대응,
‘부산유라시아플랫폼’ 본격 운영을 통한 원도심 재생거점 역할 수행
-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활성화 추진▶ 정비사업(51개소), 확정측량 제도개선 등
* (국토부 공모사업 선정) ’17~’21년까지 26곳, 사업비 1조 6,367억원▶ ’21년 1곳 62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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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과
상생협력을 통한
장기표류사업 해결

시의회와의 협치로 장기표류사업 가시적 성과 창출, 시-구·군 협력 강화,
초광역 상생협력 등을 통한 실질적인 협치 기반 구축

● (상생협력)

- 여·야·정 협치 기반의 초당적 상생협의체 가동을 통한 시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장기표류사업
해결 추진 ▶ 새로운 여·야·정 협치 모델* 실현
* 초당적 협치 협약식(’21.5), 장기표류사업 우선순위 결정 및 로드맵 제시(12개 사업) ▶ 다대소각장 부지
개발 방향 결정, 시청 앞 행복주택 정상화 협약, 부전도서관 공공개발 업무협약 등 성과

12개 장기표류사업
연번

사업명

연번

사업명

1

다대소각장 부지 개발 사업

7

침례병원 공공병원화

시청 앞 행복주택 건설

8

남구 우암동 부산외대 이전적지 공영개발

9

식만~사상간 도로(대저대교) 건설
부산 해상관광케이블카 조성사업

2
3

(구)

한진 CY부지 사전협상 추진

4

사직야구장 재건축

10

5

황령산 스노우캐슬 정상화

11

공공지원 민간임대 주택사업

6

부전도서관 공공개발 사업

12

청사포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사업

- 지역과 여·야를 초월한 초광역 상생협력으로 자치분권 및 국가균형발전 현안 공동 대응,
당정협력 및 예산정책협의를 통한 국비 확보 추진▶ 국비 8조 원 시대 개막
(8조 1,592억원 확보, 전년대비 4,372억원 증가)

- 시-구·군 공식 협의체로서 협치회의 지속 가동 ▶ 코로나19 등 주요현안 해결 및 연대강화 등
협치와 통합 시정 실현

● (현장소통)

현장·온라인 쌍방향 소통강화로 정책 수용성 및 체감도 제고

- 주요 공약사업장, 민생경제 현장, 코로나 방역 및 시기별 안전 취약시설 등 현장 방문 시행,
온라인 정책브리핑, 분야별 전문가 등 소통 간담회 실시
- 15분 도시 부산 비전 투어, ‘생.각.공.감’ 프로젝트, 오픈 캠퍼스 미팅, 비상경제대책회의,
서부산 현장 전략회의* 등 운영
* ’21.8~, 서부산권 제2집무실 ▶ 서부산권 주요 현안 및 정책 논의, 관련 현장 방문 등 동서 균형발전 목표

적극행정 확산* 및 성평등 조직문화 조성 등 공직기강 확립, 공공기관 혁신 및
민원서비스 개선 추진 등 시정 신뢰도 제고

● (변화·혁신)

- 공직자 부동산 투기 조사(’21.3~7, 총 17,536명 대상), 부동산 투기 의혹 신고센터 상시 운영,
여·야·정 부산 전·현직 선출직 공직자 부동산 비리조사(’21.6~11)
* 사전 컨설팅감사 활성화, 보상강화 및 면책제도 운영, 소극행정 혁파,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10명)

- 아르피나 운영권 환원(’21.10, 부산관광공사→부산도시공사)을 통한 공공기관 비효율 해소
(소유권 및 운영권 통합) 및 재정위기 극복, 공공기관장 인사검증 대상기관 확대
(’21.10, 업무협약, 당초 6개 → 9개 기관), 공공기관 직원 첫 통합채용 시행
(상반기7개 기관 257명, 하반기10개 기관 178명) 등
- 원격근무시스템 구축 및 모바일 행정서비스 확대 등 스마트 업무환경 조성 추진,
120바로콜센터 시스템 고도화 및 여권민원 접수·교부 대기현황 실시간 제공 등
비대면·비접촉 온라인 민원서비스 확대 추진

2022 주요업무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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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공정가치 실현 등
따뜻한 공동체 조성

인권문화 확산을 위한 전국 두 번째 민간위탁형 ‘인권센터’ 개소(’21,11),
형제복지원사건 진상규명 기반마련 및 피해자 중심 지원체계* 구축 등

● (인권 도시)

-민
 주주의 역사기념관** 건립 연구용역(’21.12~’22.10), 부산민주공원 부속건물 건립
(’21.10~’22.7, 설계용역),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 기본계획 연구용역(’21.10~’22.4),
23년 만에 부산의 민주화 역사를 기록한 ‘부산민주운동사’ 재발간 등
* 피해자 종합지원센터 운영 ▶ 피해신고, 1:1 트라우마 상담, 치유 프로그램 등
**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민주주의 보편적 가치 확산 공간마련, 건립 연구용역 추진

● (노동권익)

취약노동자 권익보호, 안전한 노동환경 개선으로 노동존중 실현

-노
 동권익센터 및 노동조사관 운영, 이동·플랫폼 노동자 지원센터 ‘도담도담’ 운영
(이동노동자 지원센터 기능확대 및 민간위탁 전환), 사회안전망 강화* 및
’22년 생활임금 시급 결정(1만868원, 5.1% 상승)
* 노동안전보건지킴이단 운영(13명), 산업재해 없는 안전한 일터 만들기 ‘노사민정 공동선언’(’21.5),
산재예방 협업 강화(노동청·안전공단 업무협약 이행 등)

● (도시공동체)

자원봉사 활성화,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정착 및 사회적경제 육성

-블
 록체인 기반 자원봉사은행 설립(’21.12) 시간저축 인정·보상제 운영
-반
 려동물 친화도시 플랫폼 조성 추진(펫 복합 테마파크 등) 및 친환경 도시농업 육성
(도시텃밭 조성, 텃밭학교 운영),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판로지원 등)

● (인구정책)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위한 인구정책 추진, 총괄·조정기능 강화

-첫
 지역 맞춤형 인구종합대책인 ‘인구정책 기본계획’ 수립(’21.7), 인구정책위원회 운영,
인구영향평가 시행, 인구정책 브리핑 발간(매월)

15분 도시 비전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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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글로벌 경제도시
도약 기반 강화

◇ 가덕도신공항, 부울경 메가시티, 북항재개발 등 미래 신성장 동력 확보 추진
* 암모니아 규제자유특구 지정, 센텀2지구 도심융합특구 선정, 세계 최초 해상도시 건설 MOU 체결

◇ 창업 생태계 조성, 역대 최다 규모 투자유치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 추진

1
미래비전
핵심 프로젝트
차질 없이 추진

가덕도신공항 건설 특별법 제정*(’21.3) 후 사전타당성 검토용역
시행(’21.5~’22.3, 국토부)으로 가덕도신공항 건설 본격 착수**

● (가덕도신공항)

- 최상위 법정계획인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에 가덕도신공항 최초 명시, 특별법 시행령
제정(’21.9)을 통한 동남권 관문공항 제도적 기반 완성, 가덕도신공항 주민지원 민관협의회
출범(’21.9), 에어시티 마스터플랜 용역 착수(’21.11)
- 일상회복에 따른 단계별 국제노선 운항 정상화 추진(’21.11, 괌·사이판), 지역 항공사
에어부산 유상증자 출자(66억원) 등 경영 안정화 지원
* 가덕입지 확정, 예타면제, 주변지역개발사업, 국가재정지원, 지역기업우대 등
** 사타 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및 기본계획수립 착수 적극 대응 / 기술위원회 운영(6개 분야 50명)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 합동추진단 본격 운영(전국 최초 초광역 연합 사례)
▶ 합동추진단 개소(’21.7~’22.7, 1국 2과 6팀 25명)

● (부울경 메가시티)

- 시도지사·의장 6자 협약체결, 시민 공감대 확산(자문단 구성), 추진전략 보고(’21.10, 선도사례),
광역사무 등 발굴(초광역사무154건, 국가위임사무6개 사무, 시도민 체감형시책50개 사업)
-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 국토부 비수도권 광역철도 선도사업 선정(’21~’22, 사전타당성 조사),
부울경 메가시티 상품권 발행(20억원)

국내 최초 항만재개발사업으로 원도심과 연계한 상생발전을 통해 북항 일원을
글로벌 신해양 산업 중심지로 육성 추진

● (북항재개발)

- 북항재개발 범시민추진협의회 구성·운영(’21.11, 1,000명) ▶ 시민 주도의 공공성 확보

1·2단계 사업 추진상황
ㅇ (1단계) 착공(’08.11), 사업계획 변경고시(’20.12, 트램 및 공공콘텐츠 반영), 부산시-해수부-BPA 업무협약(’21.12)
ㅇ (2단계) 사업대상자 지정 및 정부협상 완료(’20.12), 예타신청(’21.6), 예타사업 선정(’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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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금융센터지수(GFCI: Global Financial Centers Index) 평가 결과, 국제금융도시
126곳 중 33위(’21.9), ’20년 이후 상승세 지속* ※ 종합 1위 : 뉴욕

● (금융중심지)

-B
 IFC 1~2단계 조성 완료, 외국금융기관 6개사 및 디지털금융기업 46개사 유치, ‘BIFC 63’
글로벌 금융 클러스터 1호 입주(’21.7, 한국씨티은행 부산사무소 개소)
* (GFCI 부산 순위) (’20.3)51위 → (’20.9)40위 → (’21.3)36위 → (’21.9)33위

‘부산 암모니아 친환경에너지 규제자유특구’ 신규 지정*(’21.11) ▶ 무탄소 연료인
암모니아 기반 신기술 실증특례를 통한 사업화 추진

● (규제특구)

* (기존 규제자유특구) 블록체인 특구(’19.7), 해양모빌리티 특구(’20.7)

● (어반루프)

최첨단 미래혁신 교통수단 도입을 위한 사업 기반 여건 조성*

-도
 심형 초고속 교통 인프라 도입 사전타당성 검토용역 시행(’21.12~’22.12)
* 온라인 시민토론회 개최(’21.8) 등 시민공감대 형성, 산·학·연 협의회 구성·운영, 정부 공모 대응

● (센텀2지구)

센텀시티와 연계 첨단 ICT 융·복합 지식기반서비스산업 밸리 조성

-G
 B해제(’20.12), 산업단지 지정계획 고시(’21.1), 원활한 토지보상 협의 및 사업지 내
이전대상 시설 이전계획 협의(풍산 부산공장, 반여농산물시장)
-도
 심융합특구 사업지구 선정(’21.11) ▶ 남부권 대표 ICT 융합 창업허브 조성
● (에코델타시티)

친수형 수변도시 및 스마트 도시로서 성공적 모델 안착 추진*

-스
 마트빌리지 조성 및 서부산권 개발 대비 에코델타시티 내 공공시설 용지 확보, 부산 EDC
산업용지 기업 유치 활성화 MOU 체결(’21.11)
* (추진상황) 친수구역 조성사업 1단계 구간(명지동) 완료, 스마트빌리지(56세대) 준공·입주(’21.12)

● (해상도시)

UN 해비타트-부산시 세계 최초 해상도시 건설 MOU 체결(’21.11)

-해
 상도시 시범모델 건설을 위한 타당성 조사 및 입지분석 추진(오셔닉스사업시행자)

2
부산형
혁신 창업벤처
생태계 조성

청년 창업·주거 복합공간 조성*(해운대구) 등 혁신성장 선도 인프라 지속 확충 및
산학협력 네트워크 구축

● (창업인프라)

- 부산유라시아플랫폼 창업공간 재편 추진 ▶ Google ‘B.Startup Station’ 개소(’21.11),
‘디캠프 스타트업 라운지’ 조성(’21.12, 디캠프-BNK부산은행 MOU 체결)
- 남부권 혁신창업 허브 ‘부산테크노밸리’ 마스터플랜 용역 추진(’21.9),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운영, 창업촉진지구 활성화(6개, 2,833만㎡)
- e커머스비즈센터 개소(’21.5, 부산진구), 글로벌 전자상거래 창업지원(36개사), 창업보육센터
운영(15개), 공공 창업플랫폼 운영 고도화 추진(부산창업포털 운영, 창업지원 시설 재배치*** 등)
* 창업지원주택 입주(100가구) 및 주택 내 ‘창업공간100’ 운영(’21.4)
** 우암부두 지식산업센터(’18~’23, 274억원), 에코델타 지식산업센터(’20~’23, 278억원), 부산 지식산업센터 운영(’17~)
*** 창업카페 3개소 통합, 메이커스페이스 만들숲 이전(송상현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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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 유망 창업기업 성장지원 및 혁신창업 기반 마련을 위한 대규모 창업펀드
조성* 추진 * (운용현황) 30개 펀드 5,342억원▶ ’25년까지 1조 2천억원 펀드 조성

● (창업펀드)

- 전국 최초 ‘부산 지역뉴딜 벤처펀드’를 통한 지속적·안정적 투자환경 조성(자펀드 2개 500억원,
모펀드 304억원) ▶ 벤처 창업가 육성 등

3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고용안정 선제 대응

● (고용안정)

공공일자리 창출을 통한 취약계층 고용 및 생계지원으로 고용위기 극복,
맞춤형 일자리 지원으로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추진

- 고용안정 서부산권 기계부품산업 일자리 Re-Start 추진*(’21.4 공모선정),
전국 지자체 일자리대상 수상(공시제 및 우수사업 부문, ‘우수상’), 현장 밀착형·지역 특화
일자리창출 및 지원체계 강화
-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공공근로 1,000명, 지역방역 700명, 희망근로 2,800명) 및 현장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온라인 박람회(’21.5~6) 및 부산일자리정보망 재편·강화 등을 통한
비대면 취업 지원
* (개요) ’21~’25, 406억원, 6,000개 일자리 창출 ▶ ’21년 81.3억원, 711개 일자리

여성·신중년 등 일자리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 강화 등을 통한
도심형 좋은 일자리가 풍부한 도시 조성

● (세대특화)

- 경력단절여성 재취업 지원 확대, 경력단절여성 일자리 통합센터 운영 추진, 장애인 재정지원
일자리 창출(1,609명) 및 장애인 일자리통합지원센터 운영
- 50+복합지원센터* 건립 추진(’21.8~10, 타당성 연구용역), 50+생애재설계대학 운영(8개 대학,
400명), 신중년 일자리(671명) 및 경력형 일자리(100명) 지원, 민간 노인일자리 지원체계
구축** 등 고용확대, 장노년일자리 창출(53,856명)
* ’21~’24, 90억원, 3,500㎡(지상5층), 신중년 재취업·창업·커뮤니티 등 복합공간
** 지역기업(기관)과 협약을 통한 민간일자리 창출, 장노년일자리지원센터 운영 및 역할 강화,
시니어클럽 운영(16개소), 장노년일자리박람회(’21.11)

4
기업 창업 및
유치환경 조성

부산경제 체질 개선을 위한 첨단산업 및 글로벌 대기업 계열사 중점유치를 통해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 ▶ 23개사, 2조 1,685억 원 투자, 8,362명 고용

● (기업유치)

-역
 대 최다 규모 투자금액(전년대비 770%) 및 고용(전년대비 420%) 창출, 대기업 역대 최다 유치,
제조업·물류·지식서비스 등 다양한 업종 투자 유치, 최첨단 물류 글로벌기업 다수 유치로
트라이포트 시대 개막 및 견인
주요 유치 성과
기업명

MOU

투자지역

투자

고용

㈜LX인터내셔널

’21.11.03

국산물(9공구)

2,300억

1,500명

내용

㈜우아한 형제들

’21.11.03

중구/부산진구

25억

500명

컨택센터 신설

EMP BELSTAR

’21.10.27

국산물(9공구)

2,447억

294명

친환경에너지 초저온 물류센터(미국)

㈜BGF리테일

’21.08.19

국산물(9공구)

1,782억

1,000명

남부권 거점 물류센터

쿠팡㈜

’21.06.17

국산물(9공구)

2,200억

3,000명

해외진출 전진기지 스마트물류센터

원아시아네트워크

’21.06.17

미음산단

6,600억

200명

하이퍼스케일 데이터센터(홍콩)

프레스티지바이오파마 ’21.05.17

명지지구

2,040억

209명

항체치료제 개발 및
백신 R&D센터 건립·운영(싱가포르)

동남권 거점 물류센터 건립

2022 주요업무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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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형 4차 산업 기업 창업 및 유치 적극 지원으로 실질적인 산학협력 공간
마련과 함께 일자리 확충 추진

● (유치지원)

-부
 산창업지원센터(4차 산업혁명 신기술 창업기업 우대), U-Space BIFC(금융기술 기업 입주시 임대료
지원), ICT-innovation 스타트업 큐브 조성·운영(창업기업 입주시설10개사 지원) 등 창업·유치
지원체계 마련
-㈜
 코렌스EM 부산형 상생일자리 사업* 추진▶ 생산·연구시설 준공(’21.7), 1,156억원 투자 및
78명 고용 성과, 전기차 구동유닛 생산 추진(’22.1) * 전국 6건 선정
- 수도권 기업 투자유치 적극 홍보 ▶ 투자유치 안내문 송부(’21.5, 700개사), 투자유치설명회
(’21.11, 대기업 8개사 등 30여개사 참석), 투자유치 기업 및 부산 대표 기업인 간담회 개최(’21.12) 등

투자유치시스템 개발로 투자정보 체계적 관리 기반 마련, 외국인 투자유치
기반 조성 및 정주환경 개선 등 전략적 투자유치 활성화

● (투자환경)

-글
 로벌 유망기업 대상 온·오프라인 마케팅, 외투기업 조기 안착 맞춤형 행정지원 강화,
명지글로벌캠퍼스 내 외국교육기관* 및 R&D센터 유치
* 명지국제학교(K-12) 건립 추진 ▶ 영국로얄러셀스쿨 이사장 화상면담(’21.7), 시-LH-경자청 상생협약 체결(’21.7)

금융·신산업 관련 공공기관 2차 이전* 적극 추진으로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 및 국가균형발전 도모

● (공공기관 이전)

-공
 공기관 2차 이전 TF팀 운영, 중점 유치기관 방문, 부·울·경 범시민단체 연대 추진,
정·관·민 참여 부산시민운동본부 운영 활성화 등
-혁
 신도시 지역성장 거점 구축 및 정주여건 개선**, 이전공공기관 연계 협업사업 확대
추진(기업유치, 사회공헌활동, 지역인재 육성 등)
* 2차 공공기관 유치 대상 ▶ 총 39개 기관 / 금융(20), 해양(11), 영화·영상·기타(8)
** 복합혁신센터 건립(’21.8, 실시설계 완료), 영도 두드림 E-빌리지 건립(’21.8, 기본구상 용역 완료)

5
지역특화 및
주력산업
고도화 추진

드론·도심항공(UAM) 실증 기반 구축 및 육성지원, 부산형 자율주행 교통산업
육성계획 수립 등 미래 첨단산업 육성 추진

● (특화산업)

- Daas(Drone as a Service) 기반 글로벌 오션시티 구축(’20~’23, 220억원), 드론 전시회
(’21.4~5, 벡스코), 드론 전문기술 인력양성, 자율주행 TF 구성·운영
수산업, 제조업, 신발·섬유 등 전통 주력산업의 디지털 전환 등 경쟁력 강화로
위기 극복 및 신산업 육성

● (주력산업)

-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 수산식품산업 클러스터 사업(’21.11, 예타 통과), 자갈치 수산명소화
(’21.7, 시설개선공사 착공), 부산공동어시장 현대화사업 추진방안 결정(’21.8),
어촌뉴딜 300사업(’21.12, 2개소 선정) 등 추진
- 부산 산업단지 대개조 공모 선정(’21.3) 등 지역거점 산업단지와 연계한 전통제조업 혁신
지원, 글로벌 탄성소재 R&D 클러스터(’20~’28, 4,539억원) 추진, 부산패션비즈센터 구축
(’16~’21, 293억원), 전기차 e-파워트레인 부품기술 허브센터 구축 업무협력 체결(’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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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전략적 국제교류를
통한 글로벌
중심도시 추진

글로벌 재난상황 속 지속 가능한 상시 협력 도시외교 채널 구축 등 전략적 온라인
비대면 도시외교 적극 추진 ▶ 미래지향적 협력 파트너십 강화, 특히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지지 및 적극 협조 요청 등

● (도시외교)

- 자매·우호 도시 1:1 정상외교 및 교류 추진(1:1 화상회의 등 활용), 온라인 실무협의체
운영(협력 프로젝트 발굴) 등 온라인 비대면 도시외교 강화
- 한일해협지사회의, 북방경제도시협의회 총회, 유렵연합 100 ICC 국제멘토 프로젝트
등 하이브리드 방식 국제다자협력회의체 참여
- 재외공관장, 자매·우호 도시 외빈 예방 및 서한 교류 등 ▶ 자매·우호 도시 교류협력사업
지속 추진(일본, 중화권, 원거리 도시 등)
-코로나 대응 전략적 국제개발협력사업(ODA) 추진 ▶ 온라인 연수, 원격 봉사활동,
실무협의체 운영 등 비대면 시행
-‘Light On! Busan’ 자매·우호도시 결연기념 도시별 랜드마크 점등행사*, 비대면 MOU,
서신외교, 사진전, 영상교류 등 비대면 교류사업 활성화
* (행사도시) 오클랜드(’21.4, 25주년), 가오슝(’21.6, 55주년), 리우데자네이루(’21.9, 36주년), 두바이(’21.11, 15주년),
홋카이도(‘21.12, 15주년)

온·오프라인 결합 수출지원사업 시행 등 비대면방식 수출지원 강화
- 서부산 온라인 수출상담장 운영(전국 최대규모, 16실), 지역·품목별 타깃 화상 상담회(16회)

● (수출지원)

● (남북교류)

남북관계 진전 대비 지역 특성을 반영한 남북교류 협력 활성화 여건 조성 및

역량 강화
- 부산형 남북 상생 교류협력 프로젝트(PEACE 2021) 내실화, 남북교류협력 원스톱 컨설팅
창구 운영, 지속가능한 남북교류협력사업 발굴 및 협력방안 다각화, 인도적 대북 지원*
등 공동협력 및 지원 추진
- 평화통일 교육 활성화, 북한이탈주민 안정적 지역 정착 및 자립 기반 지원
* 인적·물적·체육 등 직접교류 지원, 통일토마토 재배기술 지원 사업 등

해상도시 건설 MOU

부울경 합동추진단 개소

구글 스타트업 개소

고용안정 업무협약

2022 주요업무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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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부산형 지산학협력
체계 구축

◇ 부산형 지산학 협력 및 기업-대학 현장실습 지원체계(현장실습지원단 운영) 구축
* 지산학협력센터 설치(’21.8) 및 15개 거점센터(브랜치) 운영, 오픈캠퍼스 미팅 시행

◇ 디지털 융·복합, 해양 신산업 및 영상·영상 등 지역 주도 혁신역량 강화

1
부산형
지산학협력 기반
조성 및 산업수요
맞춤형 인재 양성

● (지산학 협력)

지역혁신을 위한 부산형 지산학 협력체계 구축 및 고도화

- 지산학협력센터 설치*(’21.8), 15개 거점센터(브랜치) 지정·운영, 제도 정비, 대학혁신연구단지
(동명대) 및 산학연협력단지(부경대) 조성, 씨앗기획사업 고도화, 개방형 연구실
운영(10개소), LINC+ 육성(15개 대학), 지역산업 수요기반 지산학협력 업무협약(’21.12)
- 지산학 협력 활성화를 위한 ‘오픈캠퍼스 미팅’ 시행 ▶ 동아대·동의대(’21.12),
한국해양대(’21.11), 부산경상대(’21.11), 신라대(’21.10), 부경대(’21.9), 동의과학대(’21.6)
* 부산테크노파크 양정분소 ▶지·산·학·연 일선 현장과의 소통 플랫폼, 지역기업 혁신성장 발판 마련

● (인재양성)

지자체-대학-기업과 협업을 통한 지역산업 맞춤형 미래인재 육성

- 기업-대학 현장실습 지원체계 구축 ▶ 현장실습지원단 구성·운영(’21.8), 기업 수요기반
현장실습 지원 사업 추진(현장 미스매치 개선)
- 분야별 미래형 인재양성 추진 ▶ 대규모 IT 전문인력 육성 MOU 체결*, 부산디지털 혁신
아카데미 운영, 삼성 SW청년아카데미 부울경캠퍼스 개소(’21.7), 산학협력 연계 비즈니스
모델 개발, MICE 전문인력 및 강소기업 육성 등
* ➊ 베스핀글로벌과 MOU(’21.7) ▶ 베스핀글로벌 테크센터(BTC) 부산 설립 및 지역 IT인력 양성, 5년간 2,000명
➋ 더존ICT그룹-부산지역대학과 MOU 체결(’21.7) ▶ 응용SW분야 인력양성 교육과정 개설, ’25년까지 700명
➌ 워털루대-한국전기연구원 연구 제휴 MOU 체결(’21.12) ▶ 인공지능 국제 공동연구 및 산학협력 체계 강화

● (혁신성장)

지역인재 육성 및 혁신역량 강화, 우수인재 발굴 및 유치 등

- 대학·지역인재 육성 지원 ▶ 지역인재 육성지원 협의회 운영, 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기금 관리,
지역인재 육성사업 추진 등
- 우수인재 발굴·유치 ▶ 신규 입학자원 발굴 유치(시-대학 공동 입학설명회), 해외 우수인재 발굴
(공동 사이버박람회 개최)

- 상생협력 거버넌스 고도화 ▶ 총장협의회 운영, 공유협력 거버넌스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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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디지털 융·복합
연구개발 기반 조성

● (디지털 융·복합)

디지털 혁신 기술 집적 및 혁신산업 생태계 조성 등을 통한 실질적인

산학기반 조성
- 디지털혁신 부산특별위원회 구성·운영(’22.1), 디지털 산업단지* 및 데이터센터
집적단지** 조성 추진
* 스마트공장 보급(1,340개소), 스마트산단 제조혁신 기반 및 디지털 클러스터 구축 추진
** 국내외 데이터센터 기업 유치(원아시아 데이터센터 등), 데이터센터 운영 전문인력 양성

디지털·그린경제 전환 신산업 대응 R&D 혁신역량 및 과학기술 역량 강화
지역 주도 혁신성장 기반 확립

● (연구개발)
▶

- 부산 연구개발지원단 및 R&D 투자시스템 운영, 지역 혁신성장 거점인 ‘연구개발특구*’
산업생태계 구축, 국립과학관 경쟁력 제고(어린이과학체험관 등 확충)
* (첨단복합지구) ’12~’27, 강서구 대저동, 첨단산업시설, 연구복합단지, 스마트주거, 컨벤션센터 등

3
혁신 신산업
육성 추진

● (해양신산업)

해양도시 강점을 적극 활용해 미래 혁신 신산업 집중 육성

- 해양금융 인프라 구축(해양금융협의체 협업 확대, 해운·선박기업 유치 추진 등), 해사전문법원
설립 타당성 용역(’21.5~’22.3), STEM 빌리지 건립 추진(’19~’24), 해양바이오 산업 육성
등 미래해양도시 신성장 혁신생태계 조성
● (영상·영화)

선순환 생태계 기반 조성, 소통협업 강화 및 영화축제 활성화

- 영화제작 단계별 지원 강화, OTT 연계 부산영화 제작지원 확대, 월드시네마 랜드마크화
(영화의전당 일대), 서부산영상미디어센터 건립 추진
- 민관학 협치기구 부산영화영상정책위원회 출범(’21.5), 영상 현장인력 양성, 부산국제영화제
성공적 개최(아시아 최고 오프라인 행사) 등
제26회 부산국제영화제 개최 개요
ㅇ (개요) ’21.10.6~15(10일간), 영화의전당, 센텀시티 및 남포동 등, 70개국 223편(5개 극장 24개관)
ㅇ (특징) 철저한 방역 및 온라인 예매, 커뮤니티비프 확장 및 동네방네 비프 신설 등

오픈캠퍼스 미팅

지역인재 육성 협의회

베스핀글로벌 MOU

영화영상정책위 출범

2022 주요업무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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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스마트 도시
기반 확충

◇ 지능형 교통체계 등 스마트 교통환경 조성 및 친환경 교통수단 확충
* AI기반 스마트 교차로 운영 , 서면~충무 BRT 개통, 동해선(부산/울산) 복선전철 2단계 개통

◇ 게임산업 등 디지털 콘텐츠 생태계 구축 및 블록체인 산업 활성화 추진

1
스마트 교통환경
조성 및
교통수단 확충

인공지능 기술 등 신기술을 적용한 부산형 첨단 교통정보시스템
구축(’21~’22, 150억원) ▶ 시민 체감 교통서비스 향상

● (지능형 교통체계)

- AI 기반 스마트교차로 운영*, 긴급차량 우선 신호 시스템 확대**, 터널 내 차량번호
인식 기반 주행차량 통행행태 분석시스템 등 추진
* 서면·연산교차로 등 63개 → BRT 구간, 오시리아 관광단지 일원 등 확대 추진
** (시범운영) 부산대학교병원 일원(’21.6), 지능형교통체계 구축사업

친환경 신교통수단 트램 신설 및 중앙버스전용차로(BRT) 노선, 서부산권
도시철도망 및 광역교통망 확충 등 추진

● (교통수단 확충)

- 국토부 R&D(무가선 트램) 실증노선(오륙도선, 기본설계 완료) 및 재개발 지역 교통인프라
(C-Bay~Park선) 확충 추진, 서면~충무(’21.12 개통) 및 서면~사상(’21.11. 착공) BRT 확충을
통한 대중교통 경쟁력 강화
- 서부산 본격 개발에 따라 교통량 증가 대비 도시철도 사상~하단선(공정률 47%),
하단~녹산선(’21.2, 예비타당성 조성 및 기본계획 용역 착수) 등 도시철도망 확충 ▶ 서부산권
대중교통난 해결 및 동서 지역 불균형 해소
- 동해선(부산~울산) 복선전철(’21.12, 일광~태화강 개통), 부전~마산 복선전철 연계 교통망
구축 등 부울경 메가시티 조성 추진

● (교통환경)

교통약자 맞춤 교통안전 대책 추진 및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강화

- 특별교통수단(두리발), 장애인콜택시, 임산부콜택시 운영 ▶ 특별교통수단 통합플랫폼
구축 추진(스마트시티챌린지 사업)
- 안전한 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환경 조성 ▶ 주·정차 허용구역 지정 및 설치,
허용구역 주·정차 유도 및 안전이용 홍보 강화
- 택시호출 공공앱 ‘동백택시*’ 출범(’21.12) ▶ 동백전 연계 지역 기반 택시 호출 앱
* ➊ (승객) 호출 수수료 무료화 ➋ (사업자) 플랫폼 이용 수수료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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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디지털 콘텐츠
생태계 구축

● (문화콘텐츠)

문화예술, 웹툰 등 분야별 비대면·디지털 콘텐츠 산업 생태계 조성

- 글로벌 콘텐츠마켓 플랫폼 강화*(온·오프라인 융합 글로벌 스마트마켓 운영),
부산 웹툰 페스티벌 개최(’21.10~11), 웹툰 창작공간 조성(비콘그라운드 내)
- 부산원아시아페스티벌 개최(’21.5, 비대면 종합축제, 1,648만회 조회), 콘텐츠 기업 유치
(’21.7, 모던토이), 2021 넥스트콘텐츠페어 개최(’21.11)
* 제15회 부산콘텐츠마켓(BMC) ▶ ’21.11.3~12, 41개국, 351개 업체, 541명 참여, 1억 7,543만 달러 성과

국내 최대 게임쇼 ‘지스타(G-Star)’ 재유치(’21~’28)로 영구 개최 발판 마련 및
게임산업 생태계 기반 조성 등 글로벌 게임 선도도시 도약

● (게임산업)

- 게임문화콘텐츠 융복합타운 조성 추진(’18~’25, 587억원, 타당성조사), 글로벌게임센터
운영 내실화, 문화기술연구개발 지원사업 공모* 선정(’21.6)
- 국내 이스포츠 프로리그 최초 지역 연고 프로구단 유치(’21.7, 샌드박스 게이밍),
세계 이스포츠 정상회의 5년 연속 부산 개최(’21.8), ‘베이비 샤크 넥스트 유니콘 IP 펀드’
결성(총 355억원 규모, 게임·콘텐츠 유니콘 기업 육성)
- 게임산업육성 비전 ‘게임 체인저 人 부산**’ 발표, 2년 만에 지스타 오프라인 행사 재개
▶ 온·오프라인 99만명 방문, 부산업체 232건 계약 상담 성과
* 인공지능 기반 이스포츠서비스 플랫폼 개발(국비 33억원), 한국콘텐츠진흥원 주관
** 5년간(’22~’26) 게임기업 스케일업 환경 구축 등 3대 전략 12개 과제 총 2,769억원 투입

지스타 2021 개최 개요
ㅇ (개요) ’21.11.17~21(5일간), 벡스코, 게임전시회, 비즈니스 상담, 컨퍼런스 ※ 지스타TV 병행
ㅇ (특징) 지스타 캐릭터 최초 개발, 1일 사전 예방 입장 인원 제한(6,000명), 행사기간 4일에서 5일 연장

2022 주요업무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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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블록체인
산업생태계 조성

국내 최초 블록체인 특구도시로서 클러스터 조성을 통해 안정적인 블록체인
산업생태계 조성 및 성장지원, 전문기업 육성

● (클러스터)

-블
 록체인 특화 벤처컨벤션 구축(’21.10, 공사발주), 블록체인 기업 통합지원체계 조성(블록체인
예비창업자·중소기업 대상, 교육·멘토링, 기술개발, 사업화 등 연계 지원)

● (역량강화)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활성화*를 통한 신성장 동력 확보

-블
 록체인 4대 혁신사업 성과 가시화(’19~’21, 178억원, 실증사례 11건, 9개사), 특구 추가사업 실증
서비스(’21~’22, 127억원, 실증사례 7건, 8개사) 등 특구제도 안착화 추진, 부산블록체인산업협회
발족으로 민간 거버넌스 구축(’21.9)
* NFT(대체 불가능한 토큰) BUSAN 2021 개최(’21.11~6, 벡스코) ▶ 전국 최대규모, 50여개 기업 참여 등

● (지역확산)

블록체인 확산 및 산업현장 수요 대응 핵심인재 양성 추진

-블
 록체인 통합 서비스(B PASS 앱) 확대 ▶ 3개 분야 12개 사업*
-블
 록체인 대학ICT 연구센터, 블록체인 핀테크 융합보안 인재양성 등
* 특구연계 시범사업(과기부, 46.9억원, 5건), 분산신원증명(2.9억원, 6건), 공공행정 서비스(1건)

4
디지털·스마트
도시 기반 구축

AI·빅데이터 등 디지털·데이터 기술 도입, 혁신기술 집적을 통한 실질적인
대한민국 대표 스마트 도시로 도약 기반 마련

● (스마트)

- 디지털산업 활성화 방안*(’21.9) 및 데이터산업 육성방안**(’21.8) 수립·추진
- 디지털트윈 기반 스마트시티 LAB***(시험장), 부산 에코델타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조성 추진, 한-아세안 ICT 융합 빌리지 개소(’21.7), LG디스커버리랩 부산 개관(’21.10),
한국전기연구원과 AI 분야 MOU 체결(’21.11)
- 스마트 헬스케어 클러스터 조성 추진(’19~’27), 차세대 의료기기 지원센터 건립(’21.12, 준공),
모빌리티 기반 헬스케어 유연의료서비스 추진
- 부산 빅데이터 혁신센터 설치 추진(’22.6,개소), 빅데이터 기반 클라우드센터 구축 등
데이터 기술 도입 및 데이터 기반 산업 육성
* 5년간 6,699억원, AI·5G·메타버스 산업육성 및 IT 인재 양성 추진
** 3년간 627억원, 통합관리체계 구축, 혁신센터 설립, 특화산업 육성
*** ’22~’25, 480억원, 에코델타 스마트시티 공공시설용지, 24,288㎡, 인프라, R&D, 서비스 실증

투자기업 초청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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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전환 선도

◇ 기후변화에 대응한 선도적 탄소중립 전략 수립 및 체계 기반 구축 추진
*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 수립용역 시행, 공공시설 그린 리모델링, 기후변화대책위원회 운영

◇ 낙동강 통합물관리방안 의결(’21.6) 등 물 문제 해결을 위한 상생 지원방안 마련

1
탄소중립 전환
기반 구축 및
실천력 제고

● (탄소중립)

기후변화 대응 선도적 탄소중립 전략 수립 및 체계 구축으로 2050 탄소중립형
지속가능한 그린도시 조성 추진

-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 수립용역*, 공공시설 그린 리모델링**(28개소), 지방정부 2050
탄소중립 공동선언 동참(’21.5), 기후변화주간 운영(’21.4), 기후변화대책위원회 구성(23명),
저탄소 생활 실천 민관협업 및 환경교육 확대
- 탄소포인트제 가입장려 협약(’21.5), 환경기초시설 내 태양광발전시설 설치(’21.10) 등
기후변화에 대응한 연차별 온실가스 감축 추진
* (용역개요) 2050 탄소중립을 위한 기후변화 대응계획 수립, ’21.5~’22.3, 1.6억원
** 노후 공공건축물 에너지 성능 및 실내 공기질 개선 ▶ 고성능 창호, 강제 환기장치 설치

수소에너지, CCUS(탄소포집·활용·저장) 등 친환경 신재생에너지를 미래
고부가 신산업으로 집중 육성

● (친환경 신산업)

- 권역별 에너지자립마을 시범 조성*, 서부산권 신재생에너지 자립도시 (’21~’25, 명지),
탄소중립 에너지 혁신 추진협의체 출범·운영(’21~’24, 23개 기관 47명)
- 지역특화 수소산업 발굴 육성**, 파워반도체 산업클러스터 조성(’17~’24, 1,454억원), 방사선
의·과학 산업기반 구축(중입자가속기, 수출형 신형연구로, 방사성 동위원소 융합연구) 등 추진
* 스마트시티 시범단지(스마트빌리지), 저탄소 마을(16개소), 마을 단위 신재생에너지 설치사업 지원
** 수소 생산·충전 인프라 구축, 수소전기차 및 수소버스 보급 확대, R&D사업 발굴

● (그린교통)

충전시설 확대 및 거점 구축으로 친환경 교통수단 이동성 강화

- 전기차 및 수소차 충전시설* 지속 확충을 통한 시민 접근성 증대 추진
* ➊ (전기충전기) ’25년까지 1,000기(’21년 174기 설치 총 358기) ➋ (수소충전소) ’25년까지 30기(’21년 3기 설치 총 5기)

● (자원순환)

녹색산업 생태계 구축으로 순환경제 기반 자원순환 도시 조성

- 자원순환 기본조례 제정(’21.5), 자원순환(post-플라스틱) 클러스터(’21~’23, 466억원),
부산업사이클 센터 건립(’21~’24, 45억원) 등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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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친환경 생태도시
조성

● (대기환경)

대기관리권역 및 배출원별 집중관리로 미세먼지 저감 추진 ▶ 맑고 깨끗한 대기환경

개선(초미세먼지 최근 3년 평균농도 대비 20% 개선)
-친
 환경차 보급 확대(6,777대),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10,500대),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10.5h, 8개소), 미세먼지 고농도 계절관리제*(’21.12~’22.3) 시행 등
-항
 만하역장비 친환경 연료 전환(야드트랙터 684대 중 534대 완료), 대형선박 육상전원
공급설비(AMP) 구축 등 항만 미세먼지 저감
* 민간감시단 운영, 운행차 배출가스 특별점검, 집중관리도로 운영,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점검 등

● (도시공원)

15분 생활권 숲 조성 등 시민들에게 휴양·휴식처 제공 ▶ 도시숲 등 174건
(608억원 투입), 도시림 증가(1인당 13.5㎡ ▶13.7㎡)
-공
 원일몰제 대응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및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금정산 국립공원 지정,
금강공원 재정비 등 도시공원 보전 및 활성화, 재해우려지역 예찰활동 강화 등
산림재해 최소화 추진
-맥
 도 100만평 그린시티 조성 추진*(전국 제1호 국가도시공원 지정), 황령산유원지 조성
업무협약(’21.8), 해운대수목원 조성 1단계 임시개방(’21.5) 시행
* 21~’28, 강서구 맥도 및 사하구 을숙도 지구, 1,080만㎡(약 327만평), 민관협의체 운영

● (생태계 복원)

도심하천 재생사업 및 낙동강 하구 생태계 복원* 추진

-부
 전천(사전 행정절차 이행) 및 괴정천(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추진 중) 복원 시행
* ’21~’30, 1,058억원, 낙동강 하굿둑 개방 및 하구 기수 생태계 복원 등

3
맑은 물 확보 추진

낙동강 통합물관리방안 의결(’21.6), 물 문제 해결을 위한 상생 지원방안 마련,
안정적인 생산·공급체계 구축으로 고품질 수돗물 공급 추진

● (맑은물)

-영
 향지역 주민 설득을 위한 지원방안 협의(물이용부담금 등 제도개선), 취수원 다변화 검토 및
지역 공감대 형성(주민설명회, 토론회 등) 추진
정부 통합물관리 방안
ㅇ 황강하류 45만㎥/일 + 강변여과수 45만㎥/일 → 동부경남 48, 부산 42
ㅇ 낙동강 본류 초고도 정수처리 및 회동수원지 개량 53만㎥/일 → 부산

탄소중립 M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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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조성 MOU

황령산 관광자원화 MOU

취수원 확보 전문가 회의

Ⅱ. 2021년 성과와 의미

08

매력적인
문화관광 도시 조성

◇ 세계 최고 수준의 문화 기반 시설 구축, 생활체육도시 기반 조성 추진
* 부산오페라하우스 및 부산국제아트센터 등 건립, 2024 세계탁구선수권 대회 유치

◇ 관광·마이스업계 지원강화 및 국제관광도시 2차년도 사업 본격 추진 등

1
시민 중심
생활체육도시
기반 조성

생활권 내 체육시설 인프라 확충 등 시민 체감형 생활체육 기반 확대
‘부산은 스포츠 多’ 비전 선포*(’21.10)

● (시설확충)
▶

-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등(21개소), 국민체육센터(7개소**), 신평장림산업단지 개방형 체육관
(’18~’23, 107억원), 부산반다비체육센터(’20~’23, 69.6억원), 한국야구 명예의 전당 건립(108억원,
기장 야구테마파크) 추진
* ’28년까지 사직야구장 재건축 및 축구전용경기장 포함 구덕운동장 재개발 완료 , 매년 1~2개소 5년간
32개소 공공용지 활용 등 유후부지 발굴 신규 생활체육시설 확충, ’25년까지 어르신복합힐링파크 건립 등
** 생활밀착형(5개소) ▶ 영도·부산진·남·사상구, 엄궁·삼락 / 근린생활형(2개소) ▶ 동·사하구

생활체육 커뮤니티 활동 지원 등 일상 속 생활체육 활성화 추진
- 동호인클럽 중심 부산시장배 슈퍼컵대회 운영(890여개 클럽) 등 스포츠클럽 활성화,
저소득층 유·청소년 대상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및 장애인생활체육교실 운영
(315개 학교·단체) 등 소외계층 체육활동 참여 확대

● (저변확대)

- 생활체육지도자(172명) 배치 및 처우개선 지원 등 생활체육전문인력 양성
국제메가스포츠대회 유치 및 성공적 개최로 도시브랜드 제고
- 2024 세계탁구선수권 대회* 유치 결정(’21.11), LPGA BMW레이디스챔피언십(’21.10),
WT해운대 트라이애슬론월드컵대회(’21.10) 등 국제스포츠대회의 성공적 개최로
글로벌 인지도 강화

● (국제스포츠)

* (대회개요) ’24.5~6, 벡스코, 100여개국 2,000여명 참가 / ’20년 대회 취소 후 대회 재유치

부산문학관, 세계적 수준 미술관, 부산오페라하우스, 부산국제아트센터 등
고품격 문화시설 건립(유치) 추진, 영화의전당 활성화 등 품격 있는 문화예술 도시 조성,

● (문화인프라)

2
세계적 수준의 문화
기반 구축

시설별 추진상황
연번

시설명

1

부산문학관

추진상황
전문가 간담회(’21.5), 추진위원회 구성 등 시민공감대 형성

2

세계적 수준 미술관

3

부산오페라하우스

북항 내 유치 추진 및 기존 공립미술관 수준 향상(시립미술관 리노베이션 등)
공사 착공(’18.5), BPA와 공동건립 협약(’18.11), 총사업비 조정(’21.6), 개관 준비

4

부산국제아트센터

공사 착공(’21.1), 토양정밀조사 및 오염토양 반출(’21.5~9), 본공사 재개(’21.10~)

5

영화의전당

영화전문 라이브러리 개관(’21.7), 미디어아트 조성, 비프스테이션 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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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상 속 문화가
흐르는
생활문화도시 조성

● (문화도시)

지역문화 가치 확산 및 시민문화 권리 실현으로 문화 도시 조성

-부
 산형 문화영향평가* 시행(’21.5), 부산 문화협력위원회 구성·운영(30명), 부산시민 문화헌장
활성화를 통한 시민 문화 권리 실천, 지역아트페어 활성화**로 경쟁력 있는 문화예술생태계조성
* 정책 수립에서부터 문화적 가치를 담은 평가제도 도입 / (시범평가) 수영구 문화도시 조성계획
** 관람객 및 작품판매액 기록경신 ▶ 제10회 부산국제화랑아트페어(4만명, 65억), 아트부산 2021(8만명, 350억)

● (생활문화)

문화시설 확충 및 활성화를 통한 생활문화 확산 추진 ▶ 시민 문화체감도 향상 및
일상 속 문화가 흐르는 도시 조성

-생
 활문화센터 확충*, 문화 메세나 운동 활성화, 권역별 문화의 거리 조성 추진(실태조사),
문화도시 지정 확대 등 지속 가능한 문화향유 기반 마련
- ICT 기반 비대면 문화생활 플랫폼 활성화(부산문화포털 ‘다봄’), 문화취약계층 등 맞춤형 문화복지
지원(통합문화이용권 16만명), ‘문화가 있는 날* ’ 활성화
* 20개소 운영, 2개소 완료, 17개소 조성, 2개소 공모 중 ▶ 유휴시설 리모델링, 주민문화 프로그램 운영
** 힐링·치유 프로그램, 온라인 콘텐츠, 버스킹, 문화·지리적 특성 활용 공연, 역사투어 등

● (문화유산)

미래지향적 문화유산 보존·관리 등을 통한 과거-현재-미래를 잇는 생활문화유산

도시 조성
-피
 란수도 부산유산*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추진**을 통한 문화도시 위상 제고 및 역사
정체성 확립, 부산의 정체성과 미래가치를 담은 부산 미래유산제도*** 운영, 부산근현대역사관
조성(’22.1, 건축공사 발주) 추진
* (대상유산) 임시수도대통령관저 등 피란수도 부산 관련 유산 9개소
** (추진일정) 세계유산 잠정목록 등재(’22), 우선등재목록 선정(’24), 세계유산 최종 등재(’26)
*** (부산 미래유산) 부마민주항쟁, 부산사투리, 부산시민공원, 40계단 등 60건

부산근현대역사관 조성
ㅇ (개요) ’15~’22, 268억원, 중구 대청로 112 일원, (구)한국은행부산본부 및 (현)부산근대역사관 연계 리모델링
ㅇ (일정) 조례 제정(’21.7), 일부 사무 위탁 등 사전절차 이행(’22.상), 준공(’22.9), 개관(’22.11)

● (창작지원)

예술인 판로지원*, 창의적 문화예술공간** 확충 등 예술인 창작활동 지원 및 촘촘한
예술인 복지 실현 추진

-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문화재정 단계적 확대 추진
* 문화예술 플리마켓 운영(’21.11,시민공원) ** 창작공간 운영 지원(9개소), 예술인 창작자 타운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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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기 극복을 넘어
글로벌 관광마이스
도시 도약 추진

● (위기극복)

코로나19 대응 관광·마이스업계 지원강화 및 일상회복 지원

-재
 정* 및 정책지원**을 통해 위기 대응력 제고와 생태계 역량 강화, 외국인 전용 관광패스
개발(’21.8~’22.1, 사업모델 구축용역 시행) 추진, 트래블버블 대비 안심관광지 선정(10곳) 및 기획상품
프로모션(16개 상품) 추진
* 재난지원금 지원(업체당 50만원, 1,616개소), 관광마이스육성진흥기금 조성 추진(100억원, 연간 20억원 적립)
** 여행상품 선결제, 관광업계 통합판매부스, 위기대응센터, 여행업계 공유사무실, 부산관광협의체 운영

● (국제관광도시)

민관거버넌스 운영 및 분야별 2차년도 사업 추진

-홍
 보·마케팅 강화로 관광도시 인지도 개선, 스마트 관광인프라 구축, 대표
관광콘텐츠(세븐브릿지 랜드마크 프로젝트* 등) 확충, 글로벌 수준의 관광수용태세
확립(관광안내표지 표준화, 관광모니터링단 운영 등)
* 부산의 특색인 7개의 해안 교량과 해수욕장을 통합한 브랜드 개발, 랜드마크적 관광자원 발굴

● (인프라)

관광서비스 기반 조성*, 고부가가치 인프라 시설 유치 및 지역 랜드마크화를 통한
글로벌 관광인프라 강화

-사
 계절 명품 체류형 관광자원개발 ▶ 오시리아 관광단지 조성, 원도심 관광인프라 개선
추진(용두산공원 재개발**, 태종대 관광시설 개선 등), 부산해상관광 케이블카 추진 검토(’21.10,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타당성 검증 의뢰) 등
* 스마트헬프데스크 설치, 1330 관광안내 문자채팅 시범서비스 개시, 방문객 대상 포토존 이벤트 실시
** 지역연계 첨단 CT 실증사업 공모 선정(’21.5), VR·AR 등 첨단시설 유치로 관광명소 활성화

● (축제전환)

코로나 시대 대응, 지속 가능한 축제 개최를 위한 패러다임 전환

-오
 픈 플랫폼형 축제 및 다양한 융·복합 콘텐츠 개발, 재원 다양화, 축제 전문인력 양성 및 생태계
확대, 지역축제 평가 및 지원체계 개선 등 축제 경쟁력 강화

신 해양관광 교통수단 도입 추진(수륙양용 투어버스, 해상택시·버스), 사계절 해양관광
프로그램 개발·운영, 스마트 안심비치 구축(안전한 해수욕장 관리)

● (해양관광)

-부
 산 마리나 비즈센터 조성(’19~’23, 480억원, 우암부두), 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08~’24,
1,623억원), 북항 해양레포츠 콤플렉스 건립(’20~’22, 북항) 등 마리나 인프라 확충 및
해양레저관광 활성화 추진

● (마이스)

벡스코 제3전시장 건립(타당성조사, 중투 통과), 해운대 국제회의복합지구 활성화*

* 대형 하이브리드 컨퍼런스 허브시스템 구축, 화상상담장&스튜디오 및 마이스 안내소 운영

홍보대사 위촉식

BNK 여자농구단 방문

아트페어 2021

문화분권 시민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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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시민의 목소리 (빅데이터분석)
분석개요
◇ (대상기간) ’21.4~10 (7개월) ◇ (분석데이터량) 총 1,647,564건(원문+댓글)
◇ (분석채널) 뉴스(댓글), SNS(트위터, 인스타그램, 블로그), 커뮤니티, 유튜브 등

■ (상위 이슈어) 소셜 빅데이터 분석 결과(’21.4~10월 언급량 기준), 균형발전(특별지방자치단체, 세계박람회 등)
및 경제 관련 이슈(부동산, 창업)가 50% 차지, 이어 코로나19(예방접종, 방역), 시정현안(15분 도시 등)
순으로 관심도 높음
●

4월 언급량 최다(보궐선거 이슈), 5~6월은 38대 시정 운영, 10월은 단계적 일상회복 및 부산국제영화제 관련 이슈가
집중으로 부각

■ (코로나19 이슈) 코로나, 확진, 접종, 백신 등에 대한 언급량 다수차지
●

백신 추가접종, 불신 해소 등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 및 경제회복에 집중 필요

■ (시정현안 이슈) 현안 주요 키워드로 청년, 도시, 생활 등 언급량 다수 차지
●

청년정책 집중 발굴, 지산학협력 및 15분 도시 브랜딩화(시민 홍보강화) 필요

■ (균형발전) 국가균형발전 관련 유치, 엑스포, 메가시티, 사업, 광역 등 언급량 다수
●

2030부산세계박람회, 부울경 메가시티 등 대형 프로젝트에 시정 역량 집중 필요

■ (경제이슈) 경제 상위 이슈(기업, 주택)로 유치, 투자, 산업, 부동산 등 언급량 다수
●

기업 유치 총력, 창업 및 일자리 창출 집중,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정책 지속 추진, 부동산 정책에 대한 긴밀한 대응 필요

■ (환경이슈) 에너지·탄소중립 관련 사업, 산업, 도시, 환경 등 언급량 다수
●

친환경에너지 개발(산업 분야)뿐만 아니라 탄소중립 선도 실현 집중 필요

■ (시민관심) 관광(사업, 문화) 및 소통(부산시장)에 대한 언급량 다수 차지
●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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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 빅데이터 분석 내용
1
「 부산시 」
언급량 추이
( ‘21. 4~10월 언급량 기준 )

● (이슈총평)

보궐선거 이슈로 4월 언급량 최다. 취임 후 제38대 시정 운영 으로 5~6월 언급량
다수. 10월의 경우 단계적 일상회복, 부산국제영화제 관련 이슈가 집중적으로 나타남

2
「 부산시 」
상위 이슈어 분류
분석

* 진한 글씨는 각 주제별 상위 1,2위 이슈어 표시

●균
 형발전 이슈가 전체 언급량의 33.4%(특별지방자치단체, 세계박람회, 가덕도신공항 등)를

차지하였고, 경제 관련 이슈가 16.7%(기업, 주택, 부동산, 창업 등), 코로나19 이슈가 16.6%(코로나,
접종, 방역 등), 시정현안 이슈 13.7%(15분도시, 청년, 스마트, 인구 등), 시민관심 이슈 9.9%(관광, 소통,
스포츠, 영화), 선거/취임 이슈 8.1%(보궐선거, 공약, 취임, 미래혁신위원회 등), 환경 이슈 1.6%(에너지,
탄소중립, 수소 등) 비중 차지함

2022 주요업무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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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코로나 19 」
상위(TOP2) 이슈
분석

코로나19 백신 수급에 따라 접종이 시작되면서 AZ 등 백신에 대한 불신, 부작용 우려,
불안감이 확산됨. 이후 방역 정책 등으로 높은 접종률에 안도감도

● (백신접종)

◦ ‘부산+접종’ 연관어 TOP5
연관 이슈어
확진
감염
백신
추가
코로나

◦ ‘부산+접종’ 감성어 분석

◦ ‘부산+접종’ 언급량 추이

언급량
8,931
4,822
3,692
2,799
2,588

◦ ‘부산+접종’ 채널별 워드크라우드
뉴스

소셜미디어

부산
+
접종

● (방역)

거리두기 및 영업제한 시간 기준에 대한 불신, 특히 자영업자 중심으로 불만의 목소리가
나타남. 강력한 방역 조치에 대한 경제적 위기론이 이어짐

◦ ‘부산+방역’ 연관어 TOP5
연관 이슈어
코로나
확진
접종
지역
정부

◦ ‘부산+방역’ 감성어 분석

◦ ‘부산+방역’ 언급량 추이

언급량
15,364
11,356
7,166
6,488
6,252

◦ ‘부산+방역’ 채널별 워드크라우드
뉴스

소셜미디어

부산
+
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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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시정현안 」
상위(TOP2) 이슈
분석

● (15분도시)

취임 이후 ‘15분 생활권 조성’에 대한 정책이 정기적으로 실현됨. ‘비전투어’를 통해
구체적인 정책들을 발표하며 시민들의 관심과 호응을 얻음

◦ ‘부산+15분도시’ 연관어 TOP5
연관 이슈어
도시
시장
시민
조성
생활

◦ ‘부산+15분도시’ 감성어 분석

◦ ‘부산+15분도시’ 언급량 추이

언급량
13,913
8,888
6,886
6,336
5,150

◦ ‘부산+15분도시’ 채널별 워드크라우드
뉴스

소셜미디어

부산
+
15분도시

● (청년)

청년대상 전세자금 대출, 청년이 모이는 연제구 등 부산시 청년 정책 소개. 청년 취업난
해결과 혁신 인재 육성 위한 지산학협력센터 개소

◦ ‘부산+청년’ 연관어 TOP5
연관 이슈어
청년
시장
후보
사업
정책

◦ ‘부산+청년’ 감성어 분석

◦ ‘부산+청년’ 언급량 추이

언급량
80,568
49,221
43,362
35,259
29,480

◦ ‘부산+청년’ 채널별 워드크라우드
뉴스

소셜미디어

부산
+
청년

2022 주요업무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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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균형발전 」
상위(TOP2) 이슈
분석

부울경 메가시티 조성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으며,
그 과정으로서 특별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는 것을 지지함

● (특별지방자치단체)

◦ ‘부산+특별지방자치’ 연관어TOP5 ◦ ‘부산+특별지방자치’ 감성어 분석 ◦ ‘부산+특별지방자치’ 언급량 추이
연관 이슈어
추진
메가시티
울산
광역
협력

언급량
5,701
5,538
4,686
4,517
4,300

◦ ‘부산+특별지방자치’ 채널별 워드크라우드
뉴스

소셜미디어

부산
+
특별지방자치

●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위원회 출범, 정부의 유치 성공 협조 당부 등 유치전 본격화.
전국민적 지지 확보를 위한 정부 차원의 홍보 필요성 지속 제기

◦ ‘부산+세계박람회’ 연관어 TOP5
연관 이슈어
유치
사업
부산시장
시민
엑스포

◦ ‘부산+세계박람회’ 감성어 분석

◦ ‘부산+세계박람회’ 언급량 추이

언급량
24,199
9,579
8,607
6,638
6,634

◦ ‘부산+세계박람회’ 채널별 워드크라우드
뉴스

소셜미디어

부산
+
세계박람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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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경제」
상위(TOP2) 이슈
분석

● (기업)

부산시의 기업·투자 유치에 대한 보도가 빈번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창업이나 일자리
중심의 반응이 나타남

◦ ‘부산+기업’ 연관어 TOP5
연관 이슈어
유치
산업
사업
부산시장
투자

◦ ‘부산+기업’ 감성어 분석

◦ ‘부산+기업’ 언급량 추이

언급량
40,603
32,346
30,062
27,592
15,194

◦ ‘부산+기업’ 채널별 워드크라우드
뉴스

소셜미디어

부산
+
기업

● (주택)

재건축·재개발에 대한 규제 완화 정책이 적극적으로 추진되면서 이에 대한 기대감이
크게 나타남

◦ ‘부산+주택’ 연관어 TOP5
연관 이슈어
부산시장
사업
도시
부동산
개발

◦ ‘부산+주택’ 감성어 분석

◦ ‘부산+주택’ 언급량 추이

언급량
53,928
45,386
30,548
29,210
24,313

◦ ‘부산+주택’ 채널별 워드크라우드
뉴스

소셜미디어

부산
+
주택

2022 주요업무계획

43

7
「환경」
상위(TOP2) 이슈
분석

● (에너지)

부산형 수소경제 실현 방안 모색, 암모니아 에너지 특구 추진, 친환경에너지 초저온
물류센터 건립 내용 등이 의미 있게 다뤄짐
◦ ‘부산+에너지’ 연관어TOP5
연관 이슈어
사업
산업
부산시장
도시
추진

◦ ‘부산+에너지’ 감성어 분석

◦ ‘부산+에너지’ 언급량 추이

언급량
11,938
10,719
7,954
7,666
6,475

◦ ‘부산+에너지’ 채널별 워드크라우드
뉴스

소셜미디어

부산
+
에너지

● (탄소중립)

탄소중립 공동선언,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유치 추진 등 저탄소 그린 도시
정책들이 나타났고, 탄소중립 에너지혁신 추진협의체 본격 가동
◦ ‘부산+탄소중립’ 연관어 TOP5
연관 이슈어
도시
사업
시장
추진
환경

◦ ‘부산+탄소중립’ 감성어 분석

◦ ‘부산+탄소중립’ 언급량 추이

언급량
12,060
7,575
6,708
6,347
5,039

◦ ‘부산+탄소중립’ 채널별 워드크라우드
뉴스

소셜미디어

부산
+
탄소중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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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2021년 성과와 의미

8
「 시민관심 」
상위(TOP2) 이슈
분석

● (관광)

코로나19 확산세로 해수욕장 등이 폐쇄되면서 관광 도시 부산의 경제 타격 우려, 단계적
일상회복 이후 관광·여행 분야의 부활을 기대함

◦ ‘부산+관광’ 연관어 TOP5
연관 이슈어
사업
도시
시장
문화
시민

◦ ‘부산+관광’ 감성어 분석

◦ ‘부산+관광’ 언급량 추이

언급량
58,305
44,324
41,161
33,113
29,232

◦ ‘부산+관광’ 채널별 워드크라우드
뉴스

소셜미디어

부산
+
관광

보궐선거 이후 부산시장의 소통 행보가 관심을 끈 가운데, 시민들의 소통 의지도 높은
것으로 나타남

● ( 소통)

◦ ‘부산+소통’ 연관어 TOP5
연관 이슈어
부산시장
사업
도시
부동산
개발

◦ ‘부산+소통’ 감성어 분석

◦ ‘부산+소통’ 언급량 추이

언급량
127,812
114,707
102,659
94,059
91,082

◦ ‘부산+소통’ 채널별 워드크라우드
뉴스

소셜미디어

부산
+
소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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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도시비전

도시비전

부산 먼저 미래로
그린스마트 도시 부산
도시목표

1

2

3

내게 힘이 되는
행복도시

초광역
경제도시

산학협력
혁신도시

4

5

6

A I 기반
스마트 도시

저탄소
그린도시

문화관광
매력도시

6대 도시목표 의미

48

1

시민들의 생활에 실질적인 힘이 될 수 있는 복지안전 모델이 적용되는 도시

2

동남권, 나아가 남부권 상생협력으로 글로벌 무대에서 경쟁력을 갖는 도시

3

대학-기업 간 새로운 협력모델을 통해 다양한 비즈니스가 일어나는 도시

4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고, 인공지능 기술이 생활 전반(일상∙안전)에 적용되는 도시

5

기후변화시대에 대응하고 과학기술을 적극 활용하여 친환경생태를 조성한 삶의 질 도시

6

우수한 문화∙관광 인프라를 바탕으로 새로운 청년일자리를 만들어내는 도시

Ⅲ. 2022년 시정 운영 방향

02 미래비전 전략
◇ 신종 감염병 일상화, 기후 위기, 인구감소, 디지털 전환 가속화 등 급격한 도시환경 변화 및
뉴 노멀 시대에 대응한 도시 핵심 미래가치 정립
◇ 시정의 가치 및 비전과 연결해 다가올 미래를 선제적으로 준비함으로써 단기적으로는
코로나 위기 극복, 중기적으로 2030부산세계박람회 성공 개최, 장기적으로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통한 지속가능한 도시 성장 견인

코로나 등 각종 재난 상존, 인구감소(저출산, 초고령화), 생산인구 감소(청년인구 유출),
사회 양극화 심화, 기후 위기 등

● (위기요인)

부산의
위기와
기회

4차 산업혁명, 탄소중립 전환, 초광역화(메가시티 선도), 도시성장 요인으로
메가 이벤트 및 각종 인프라 사업 추진 등

● (기회요인)

◇ 미래 부산의 핵심 가치로 ‘ ➊15분 도시 ’, ‘ ➋탄소중립 도시 ’, ‘ ➌스마트 도시 ’를 두고,
‘그린스마트 도시’와 ‘시민이 행복한 도시’ 실현

핵심
미래가치

부산의 미래
전략(안)

➊ 15분 도시

따뜻한 공동체 구현, 지역균형발전, 안전한 이동환경 조성

➋ 탄소중립 도시

탄소중립(탄소제로) 사회 실현, 그린스마트 경제 선도

➌ 스마트 도시

친환경 스마트시티, 디지털 경제 등 디지털 사회 구현

현재~2030년

2030~2050년

코로나극복과세계박람회개최,

세계박람회에서

남부권 중심축으로 전환

탄소중립도시전환

2050년~
새로운미래로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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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정책여건
■ (대외여건) 신종 감염병 확산, 기후 위기, 디지털 전환 가속화, 사회 양극화 심화 등 복합적 대전환기를
맞아 급변하는 대외 환경에 선제적 대응 필요
●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 중이나 세계적 대유행 가능성 높고 재확산 우려 상존*, 이에 완전한 일상으로

가기 위한 보다 철저한 대응 추진
*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 유입·확산 및 확진자 급증 등에 따른 방역 대책 강화 조치
● 지역 현안 해결 및 국정 과제화 추진을 위해 새 정부 출범(’22.5) 대비 국정 방향 변화에 보다 능동적·적극적인 대응 필요

● 일상회복 시행, 소비심리 회복 등 경제회복 기대감 고조되나 미·중 갈등 및 글로벌 양극화 등 세계 경제 불확실성 여전,

한국 장기 경제성장률 하락 전망*
* ➊ (OECD 전망) 1인당 잠재 GDP 성장률 ▶ ’00∼’07년 연간 3.8%에서 ’07∼’20년 2.8%, ’20∼’30년 1.9%, ’30∼’60년 0.8% 등 지속 하락 /
국가 경제 노후화, 특히 ’30~’60년의 경우 OECD 평균(1.1%) 보다 낮음
➋ (한국은행) ’22년 경제성장률 3.0% 전망 / 금리 인상(’21.11) 0.75% ⇒ 1%(추가 인상 예상)
● 탄소중립 등 글로벌 이슈에 적기 대비하고, 미래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경제·사회 구조의 대전환 준비와

체계적인 대응 전략 수립·추진 필요
⇒ 정부의 확장적 재정 기조 지속을 통한 경제위기 극복과 혁신성장 가속화 예상

■ (대내여건) 주력산업 부진 등 저성장 고착화, 생산인구 감소(저출산, 초고령사회 진입) 등 지역경제 위기 지속,
이에 디지털화 등 경제체질 개선 시급
● 코로나 장기화에 따라 골목상권, 관광업계 등 위기로 지역 경제활력, 민생안정과 함께 경제체질 개선, 신산업 육성을

위한 특단의 대책 필요
● 수도권 등으로의 청년인구 유출은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따른 지역경제 저성장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 특히 저출산 및

초고령사회 진입* 등으로 지역사회 활력 저하와 인구구조 변화 가속화** 등 지역소멸 위기 확대 우려
* ➊ (출생아수) ’16년24,906명 ⇒ ’20년15,058명, 지속 감소

➋ (고령인구 비율) ’16년15.3% ⇒ ’20년19.4%

➌ (초고령사회)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인구의 20% 이상, 부산은 ’21.9월 진입(20.08%)
** (통계청 장례인구추계) 총인구 ’20년5,184만명 ⇒ ’70년3,766만명으로 감소 / 인구성장률 ’20년2.97% ⇒ ’70년-1.24% /
생산연령인구(15~64세) / ’20년72.1%(3,738만명) ⇒ ’70년46.1%(1,737만명) / 총부양비 ’20년38.7명 ⇒ ’70년116.8명, 3배 증가
●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가덕도신공항 건설, 부울경 메가시티 등 각종 현안사업 해결을 통해 신성장 동력 확보와

재도약의 기회 마련 필요
⇒ 경제회복 집중 동시에 부산 도약의 솔루션인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에 총력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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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시정 운영 방향
◇ ‘완전한 일상회복’과 ‘경제활력 제고’를 최우선 과제로 정하고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에
시정 역량 집중해 경제회복은 물론 시민 행복 실현
⇒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성과 창출, 위기 극복을 넘어 대전환의 시대를 선도적으로
대응해 ‘그린스마트 도시’ 구현을 위한 기반 조성

■ (세계박람회)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총력 및 박람회 유치 기반 조성
● 국제박람회기구(BIE) 실사 등 총력 대응, 가덕도신공항 및 북항재개발 건설, 신교통수단 도입 등 세계박람회와

연계한 확실한 기반 조성 추진

■ (행복도시) 시민의 생활에 실질적인 힘이 되는 복지·안전 등 행복도시 조성
● 코로나19 극복 총력 대응 및 완전한 일상회복, 15분 도시 조성, 주거안정, 청년희망 도시 및 가족친화도시 실현,

복지지원체계 강화, 소통·참여 시정 구현

■ (초광역 경제도시) 경제위기 극복과 민생경제 회복에 집중, 지역 경제체질 개선 등을 통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초광역 경제도시로 도약
● 민생경제 안정화 총력, 창업생태계 조성, 양질의 일자리 창출, 기업 유치 및 기반 조성, 주력산업 고도화 등

■ (산학협력) 전면적 지산학 협력모델 확산 및 미래인재 양성 등 지역위기 극복
● 부산형 지산합협력 체계 고도화, 인재 양성, 디지털 융복합 등 혁신 신산업 육성

■ (스마트 도시) 4차 산업혁명 적기 대응한 디지털·스마트 도시로의 도약
● 스마트 교통체계 구축, 디지털 콘텐츠 도시 조성, 블록체인 산업 활성화 등 추진

■ (그린 도시) 기후변화 시대에 대응한 친환경 저탄소 그린도시로의 대전환 추진
● 탄소중립 전환도시 선도, 친환경 생태도시 조성, 안전하고 깨끗한 물 확보

■ (문화관광) 문화·관광 인프라 확충 및 생활 속 문화·체육도시 조성, 관광마이스 콘텐츠 개발 등을 통한
글로벌 도시품격 제고
● 세계 최고 수준의 문화기반 구축, 관광 혁신 등 국제관광도시 실질적 성과 거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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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정책목표 및 전략
대전환의 시대를 선도하는 그린스마트 도시 실현

핵심전략

(완전한 일상회복 및 경제활력 제고) +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총력

7대 중점추진 전략을 통한 실질적 성과 창출 및 시민 행복 실현
미래
비전

① 부산세계박람회유치

안전
복지

② 행복도시

경제
활력

③ 초광역 경제도시

산학
협력

④ 산학협력 혁신도시

4차
산업

⑤ 스마트 도시

탄소
중립

⑥ 저탄소 그린 도시

문화
관광

⑦ 문화관광 매력도시

정책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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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총력, 박람회 유치 기반 조성
(가덕도신공항, 북항재개발, 어반루프 등)

● 일상회복 등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 15분 도시 조성
● 주거안정, 사회안전망 강화, 균형발전 선도, 공정가치 실현

● 민생경제 안정, 경제체질 혁신, 창업지원, 주력산업 고도화
● 글로벌 기업 유치, 부울경 메가시티 추진, 글로벌 네트워크 강화

● 지산학협력 체계 고도화, 디지털 융·복합, 혁신 신산업 육성

● 스마트 교통체계, 디지털콘텐츠 육성
● 블록체인 활성화, 디지털·스마트 도시 선도

● 탄소중립 전환도시 선도
● 친환경 생태도시 조성, 안전하고 깨끗한 물 확보

● 생활체육 및 생활문화도시, 세계적 수준 문화기반 구축
● 글로벌 관광마이스도시 조성

(대외) 국제질서 재편 및 불확실성, 기후위기 대응, 디지털 혁명 가속화
(대내) 코로나 장기화, 초고령사회 진입, 인구소멸 위기, 지역경제 침체

Ⅲ. 2022년 시정 운영 방향

06 중점추진 전략
7대 중점과제
1

2

3

4

5

6

7

추진전략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➊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총력
➋ 박람회 유치 기반 조성

내게 힘이 되는 행복도시

➊ 완전한 일상회복 추진
➋ 시민이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
➌ 15분 도시 조성
➍ 서민·청년 맞춤형 주거안정 실현
➎ 청년이 살고 싶은 도시 조성
➏ 여성과 아동이 행복한 가족친화도시 실현
➐ 다함께 행복한 부산형 복지체계 구축
➑ 모두가 잘사는 지역균형발전 실현
➒ 시민과 소통하는 참여시정 구현
➓ 서로에게 힘이 되는 따뜻한 도시공동체 조성

초광역 경제도시

➊ 민생경제 안정화 및 경쟁력 강화
➋ 미래비전 핵심사업 실현
➌ 부산형 창업 생태계 조성
➍ 양질의 일자리가 풍부한 도시 실현
➎ 글로벌 기업 유치 및 기반 조성
➏ 지역 특화산업 고도화
➐ 글로벌 네트워크 강화

산학협력 혁신도시

➊ 부산형 지산학협력 체계 고도화
➋ 디지털 융·복합 연구개발 기반 조성
➌ 혁신 신산업 육성 기반 조성

A I 기반 스마트 도시

➊ 스마트 교통체계 구축
➋ 디지털 콘텐츠 도시 조성
➌ 블록체인 산업 활성화
➍ 디지털·스마트 도시 선도

저탄소 그린도시

➊ 탄소중립형 전환도시 기반 구축
➋ 친환경 생태도시 조성
➌ 안전한 맑은 물 확보

문화관광 매력도시

➊ 누구나 즐기는 생활체육도시 조성
➋ 세계 최고 수준의 문화기반 구축
➌ 일상 속 문화가 있는 도시 실현
➍ 글로벌 관광마이스 도시 조성

2022 주요업무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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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분야별 주요시책

01
02
03
04
05
06
07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내게 힘이 되는 행복도시
초광역 경제도시
산학협력 혁신도시
AI 기반 스마트 도시
저탄소 그린도시
문화관광 매력도시

2022 주요업무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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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남부권 새로운 성장축 형성으로 부산과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을 견인할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1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총력
2 박람회 유치 기반 조성

2030부산세계박람회

56

가덕도신공항

북항 재개발

Ⅳ. 2022년 분야별 주요시책

+ 정책여건
●

국제박람회기구(BIE) 공식 유치신청(’21.6)으로 유치경쟁 본격화(5개 도시)

●

유치위원회 등 범국가유치체계 구축, BIE 현지실사(’22.하~‘23.초)가 있는 중요한 시점
* (유치 경쟁도시) 모스크바, 부산, 로마, 오데사, 리야드
* (세계박람회 인지도) 78.2% 인지, 63% 유치 지지 ※ (조사개요) ’21.9.6~13, 부산시민 1,000명 대상

+ 정책방향
●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경쟁 우위 선점 및 BIE 실사 총력 대응, 범시민 홍보 강화,
공항·교통 인프라 및 북항재개발 등 박람회 유치 기반 조성
박람회 유치

유치계획서 제출, BIE 현지실사 총력 대응, 대시민 붐업, 해외교섭 활동

기 반 조 성

가덕도신공항, 신교통수단 도입, 북항재개발 건설 등 핵심 인프라 차질 없이 추진

+ 주요 정책지표
2021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공식 유치 신청

2022
BIE 현지실사 총력 대응

가덕도신공항

사전타당성용역 착수

사타 완료, 예타면제,
기본계획수립

북항재개발

2단계 사업
예타대상 선정

2단계 예타 통과

업무 체계도
정 책

주요역할

실·국·본부 (중앙부처 등)

➊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유치계획서 제출, BIE 현지실사 대응, 총회 PT, 회원국 교섭 활동,
범국민 유치 홍보 추진 등

관광마이스산업국
(산업부, 외교부 등)

가덕도신공항 조속 건설, 공항복합도시
접근교통망 구축(광역철도, 도로 등)

신공항추진본부 (국토교통부)
교통국, 도시계획국

➋ 박람회 유치 기반 조성
북항 항만재개발 추진
경부선 철도 지하화, 물류플랫폼 추진, 어반루프 건설

도시균형발전실 (해수부, BPA)
교통국

2020 주요업무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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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1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총력

미래세대를 위한 획기적인 변화 및 성장동력 확보*, 대한민국의 새로운
발전축 형성 ▶ 국가균형발전 선도 및 글로벌 도시 도약
* 단순 메가 이벤트를 넘어 현안 해결(가덕도신공항, 북항재개발 등)과 미래 발전의 핵심적인 역할

■ 유치경쟁 우위 선점 ▶ BIE 현지실사 총력 대응
● ( 현지실사*) 민·관 합동 실사준비단 구성(’22.상), 단계별 현지실사 준비, 실사기준 총족 총력 대응,

BIE 실사단 맞춤형 대응방향 모색 등
※ 유치 시 세계 12번째 등록엑스포 개최국인 동시에 3대 국제행사(올림픽, 월드컵, 등록엑스포)를

모두 개최하는 세계 7번째 국가(현재 프랑스, 미국, 캐나다, 일본, 독일, 이탈리아 6개국)
* (개요) ’22.하.~’23.초(5일 정도), 실사단 7~8명(BIE고위급 인사), BIE 실사기준(14개항목 61개 세부사항)
중점 조사
● ( 교섭활동) 지역성을 반영한 공식 유치계획서* BIE 제출(’22.하), BIE 총회 연계 경쟁력 있는

유치후보국 PT 실행**, 맞춤형 유치활동 전개
- 국제기구·기업 등 인적 네트워크 풀가동, 대륙별·국가별 지지성향 분석, 맞춤형 유치전략
수립 추진 및 지지 세력 확보 등
* 전문가 자문그룹 활용, 개최도시 특수성 반영, 특화된 박람회장 및 전시연출·이벤트 구성
** (경쟁 PT) 제169차 BIE 총회(’21.12.14) 등 총 5회 진행 예정(’22. 6, ’22. 11, ’23. 6, ’23. 11. 잠정)
● ( 유치체계) 민간-정부-국회 등과 유기적 협조체계 구축* 및 대외협력 강화

- 2030엑스포추진본부 출범(’22.상) 등 단기간 행정역량 집중, 민간 유치위원회 적극
대응·협력, 시·도, 시민단체, 부·울·경 상공계 등 공동 유치 협력사업 발굴 등
* ’22년은 유치 결정의 중요한 분기점으로 새 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화 추진 및 유치역량 총동원

■ 국내·외 홍보 및 경쟁력 강화
●(
 유치열기) 전략적 홍보기획* 추진, 민간 중심의 대국민 유치 붐업 조성 및 해외 우호 여론형성
▶ 상공회의소, 5대 그룹, 시민단체 등 연계 전국 확대

- 현지실사 대비 정부·유치위원회·부산시 협업을 통한 유치 열기 확산(최고조 붐업) 및 교섭 활동
강화(두바이엑스포 한국주간 활용 적극 홍보 등)
* 참여형 캠페인, 인플루언서 홍보대사 위촉, 콘텐츠 제작 및 광고, 홍보물 제작, 매체홍보 등
2030부산세계박람회 개요
ㅇ (개요) ’30.5.1~10.31(6개월), 북항 일원 344만㎡, 200여개국 3,480만명(추산)
ㅇ (주제) 세계의 대전환, 더 나은 미래를 향한 항해(Transforming our world, navigating toward a better future)
ㅇ (효과) 생산 43조원, 부가가치 18조원, 고용 창출 50만명(잠정)
ㅇ (로드맵) 유치신청(’21.6.23) 유치계획서 제출(’22.하) ⇒ BIE 실사(’22.하~’23.초, 잠정)⇒ 결정(’23.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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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박람회 유치 기반
조성

가덕도신공항 건설 및 연계개발, 교통 인프라 구축, 북항재개발 완성 등
차질 없는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기반 조성 추진
■ 가덕도신공항 조속 건설
● (가덕도신공항) 24시간 장거리 여객·화물의 원활한 처리가 가능한 동남권 관문공항 조기

개항(’29)을 통해 국가균형발전 토대 마련 및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지원 ▶ 사전절차 적극
대응 등 패스트트랙 추진*
-사
 타 최적안 도출(’21.5~’22.3) 및 예타면제, 기본계획착수 등 사전절차 조기 이행, 관계기관 지속
협의 및 기술지원 강화**(기술위원회 운영 등)
-가
 덕도 주민 민관협의회 활성화로 실질적인 주민지원 대안 마련 및 신공항 건설 협조
* (로드맵) 사전타당성 조사(’21) ⇒ 예타면제 및 기본계획 수립(’22) ⇒ 기본 및 실시설계 착수(’23)
⇒ 설계·시공 병행 시행(’24) ⇒ 공사 완료 및 개항(’29)
** 가덕도신공항 조속건설 및 경쟁력확보방안 연구용역 추진(’22)

가덕도신공항 건설 사업 개요(2021~2029)

※ 부산시 구상안

◇ (위치) 부산 가덕도 일원(대항동 주변, 598만㎡) ※ 국토부 사타 통해 시설·규모·배치 등 최종 확정
◇ (규모) 활주로 3,500m, 여객 및 화물터미널, 계류장, 관제탑 등
◇ (파급효과) 생산 88.9조원, 부가가치 37.2조원, 취업 53.6만명, 고용 40.2만명

● (접근교통망) 부·울·경 어디서나 60분 이내 접근 가능하도록 기존 신항도로·철도 계획 활용,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광역 접근교통망 구축(17개 사업, 36조 3,213억원)
-가
 덕도신공항 ➊ 접근교통망 및 ➋ 연계교통망 확충▶ 기본계획 반영 등 추진
구분

주요내용

①

•(도로) 천성IC~가덕도신공항(L=1.42㎞, 760억원)
•(철도) 부산신항 배후철도~가덕도신공항(L=6㎞, 3,330억원)

②

•(도로) 가덕대교~송정IC 고가도로(L=2.6㎞, 1,298억원) 등 6개 사업
•(철도) 동해선(부산~울산) 복선전철(L=65.7㎞, 2조 8,338억원) 등 8개 사업
•(도시철도) 하단~녹산선 및 가덕도신공항 연장(L=23.5㎞, 1조 8,549억원)

● (에어시티) 공항 주변 일원을 공항과 시너지 창출이 가능한 다양한 기능을 배치하여 동남권

중추도시 기반 구축 추진(가덕도 눌차만, 천성항 일원, 6,779천㎡)
-가
 덕도신공항을 중심으로 글로벌 에어시티(Air-City) 개발*, 기본구상 용역 시행**
* (계획) 검토용역(’22), 기본 및 실시설계(’22~’25), 토지수용·토지조성공사(’25~’29), 분양 및 개별사업 진행(’29~)
** (가덕도신공항 에어시티 기본구상 및 사업타당성 검토용역) ’21.11~’22.10, 5억원, 사업 방향 설정 등

가덕도신공항 에어시티 개발구상(안)
지구명

지구 성격 및 주요시설

에어시티지구(눌차)

·주거·상업·업무 중심의 공항 지원 기능
- 이주자·공항종사자 주택, 업무센터, 상업시설, 유통·물류, 호텔, 컨벤션, 공원, 마리나 등

항공물류지구(천성)

·글로벌 항공물류 특화단지 - DHL·FedEX·Amazon 등 글로벌 물류거점 유치

해양신산업지구

·항만(Sea)·공항(Air) 복합물류지구

2022 주요업무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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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북아 스마트 물류플랫폼 구축
●

(물류플랫폼) 가덕도신공항 등 지역산업과 연계한 배후부지 조성으로 위해 국제자유물류도시

및 트라이포트 복합물류단지 추진(강서구 죽동동·회전동 일원 14㎢)
-부
 산·경남 공동용역(’21,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행), 국가물류플랫폼 구상 반영 추진

■ 북항재개발 추진
●

(북항재개발) 북항 일원은 2030부산세계박람회 성공 유치의 핵심적 공간으로 철도시설 재배치

및 항만 재개발 등 국가 핵심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1단계 사업 완료 및 2단계 조기 착수
북항재개발 사업 개요
◇ (1단계) 국제해양관광 거점개발, ’08~’22, 153만㎡, 2조 4,221억원, 부산항만공사
◇ (2단계) 글로벌 신해양산업육성, ’20~’30, 228만㎡, 4조 4,008억원, 부산시 컨소시엄

●

(1단계) 북항 재래부두를 국제관문 기능 및 친수공간 조성을 통한 해양관광 거점으로 개발
▶ 기반 공사 완료, 상업·관광 거점 역할

-기
 반시설 준공(’22.상), 1단계 사업 정상 추진 적극 대응*(트램, 공공콘텐츠사업 등)
* 10차 사업계획 변경안 관련 해수부-부산시-BPA 업무협약, 친수공원 일부 시민개방 등(’21.12)
●

(2단계) 항만, 철도시설 재배치, 노후 공단·주거지역 포함 통합개발사업 ▶ 부산시 주도

컨소시엄*을 구성해 사업추진**
-2
 030부산세계박람회 개최 예정지로서 ’23년 개최지 선정 예정 ▶ 국제박람회기구(BIE)
현지실사(’22.하~’23.초, 잠정) 이전 사업계획·사업자 지정 등 사전 행정절차 이행 총력
대응(예타기간 단축 등)
* (사업시행자) 부산시(대표사/지분없음), BPA(45%), LH(40%), BMC(11.7%), 코레일(3.3%)
** (추진일정) 사업대상자 지정 및 정부협상 완료(’20), 예타사업 선정(’21.8), 예타완료(’22.상), 실시협약 및
사업계획 고시(’22.하), 실시계획 승인 및 사업착수(’24.상), 사업완료(’30)

■ 북항재개발 연계 원도심 대개조
●

(원도심 대개조*) 북항재개발 사업과 연계해 원도심 재생사업** 추진 ▶ 쇠퇴한 도심기능 회복 및

혁신적 재생 추진을 통한 대도심권 시민 생활축 완성
-북
 항 2단계 재개발사업 추진 절차에 맞춰 병행 시행***
* (방향) 원도심 6개구 97.01㎢(중·서·동·영도·부산진·남구), 녹도, 공원, 수직보행시설, 생활 SOC, 주거복합개발 등
** (전략) 3대 추진동력(북항재개발, 경부선 철도 지하화, 2030부산세계박람회)을 바탕으로 4대 핵심전략
53개 세부사업 추진
*** (일정) 마스터플랜 수립용역 완료(’21.4), 관계기관 협의(’22), 사업추진 검토 등(’23)

북항재개발 연계 도심재창조 마스터플랜 수립용역
◇ (개요) ’19.6~’21.4, 11.95억원, 부산시·LH 공동 시행
◇ (내용) 북항·원도심 연계방안, 원도심 대개조 사업화 방안, 산복도로 주거지 재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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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부선 철도시설 효율화 추진*
● ( 철도시설) 경부선 도심구간 효율화를 통해 연결성 확보 및 도시재생 촉진 ▶ 이동시간 단축 및

철도수송력 증대로 2030부산세계박람회 성공 개최 지원
-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미반영(’21.7) ▶ 도심공간 회복 및 광역교통망 구축을 위해
사업 필요성 지속 설득 및 국가사업 추진 지속 건의
* (사업개요) 1조 5,500억원, L=16.5㎞(화명역~부산진역), 경부선 직선·지하화, 역세권 개발, 유휴부지 개발

도심 철도시설 효율적 재생 추진
사업명

주요내용

부산역 일원
철도시설 재배치

·(개요) 부산역 일원 철도부지 29만㎡(부산역, 부산진CY, 부전역 등) ※ 북항2단계 사업 포함 시행
·(계획) 사업계획 고시(’22), 실시설계 고시(’23), 공사 착공(’24), 사업 완료(’30)

가야차량기지 개발

·(개요) 부산진구 가야·당감·개금동 일원 차량기지 개발방안 수립
·(계획) 동측 가용부지 확보 또는 데크화 방안 등 활용 사전타당성 검토 추진(’22)

범천동철도차량정비단

·(개요) 범천동 965-3번지 일원 243천㎡ 부지 개발
·(계획) 사업자 공모(’22), 개발계획 수립(’24), 토지정화(’27), 이전적지개발(’28~’30)

■ 도심형 초고속 교통인프라 어반루프 건설
● ( 어반루프) 가덕도신공항 접근 문제 해결 및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혁신적인 교통수단 도입(도심 이동시간 단축) ▶ 선진 교통 시스템 구축, 미래 교통수단 선도도시
(퍼스트무버 도시) 위상 확보

- 도심형 초고속 교통인프라 ➊추진여건 조성 및 ➋사업실현 방안 마련 추진
구분

주요내용

①

•(시민홍보) 어반루프 시민홍보관 설치·운영(시청 로비, 부산유라시아플랫폼 등)
•(인적기반) 대학 및 기업이 참여하는 협동과정 운영, 신교통 추진협의회 운영(대학, 산하기관 등)

②

· 도심형 초고속 교통인프라 도입 사전타당성검토 용역(’21.12~’22.11, 5억원)
· 동남권 신교통수단 발굴 등 교통체계 효율화 용역(’22.5~’23.5, 5억원(국비))
· 신교통 전문가 포럼 및 시민대토론회 개최

어반루프 사업구상 개요(2021~2030)
◇ (구간) 가덕도신공항~북항(부산역)~동부산(오시리아관광단지)
◇ (규모) L=41㎞, 정거장 3개소
◇ (사업비) 1조 1,000억원 추정
◇ (계획) 도시철도망 구축계획(변경) 수립(’23), 예비타당성조사 및 도시철도 기본계획 수립(’24),
기본 및 실시설계, 사업계획 승인(’26), 공사 착공(’26), 개통(’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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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내게 힘이 되는
행복도시

코로나19 극복 및 완전한 일상회복은 물론 시민 생활에 힘이 될 수 있는
복지안전 모델이 적용되는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1 완전한 일상회복 추진
2 시민이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
3 15분 도시 조성
4 서민·청년 맞춤형 주거안정 실현
5 청년이 살고 싶은 도시 조성
6 여성과 아동이 행복한 가족친화도시 실현
7 다함께 행복한 부산형 복지체계 구축
8 모두가 잘사는 지역균형발전 실현
9 시민과 소통하는 참여시정 구현
10 서로에게 힘이 되는 따뜻한 도시공동체 조성

15분 도시 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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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여건
●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 시행, 전파력 강한 변이 바이러스 발생·재확산 우려

●

저출산·초고령사회 진입 등에 따른 인구감소 및 복지 수요 증가, 청년인구 유출 심각
* ’20년 출생아 수 15,058명, 합계출산율 0.75명, ’21년 초고령사회 진입(20% 이상)

+ 정책방향
●

코로나 극복 및 완전한 일상회복, 15분 도시 본격 조성, 주거안정 및 부산형 복지체계 구축 등을 통해
청년을 비롯한 모든 시민이 행복한 도시 실현
코로나극복

3차 예방접종 시행, 재택치료 전환 등 완전한 일상회복 총력 대응

15분 도시

부산형 15분 도시 모델 정립 및 정책공모 시행, 걷기 좋은 도시 조성

주 거 안 정

맞춤형 주택공급,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등 보편적 주거복지 강화

청년희망도시

지속 가능한 청년정책, 맞춤형 청년 일자리 및 생활안정 지원 강화

가족친화도시

출산·보육 지원강화, 아동 및 청소년 성장지원, 양성평등 사회 조성

복 지 체 계

소득안전망 및 돌봄 안전망 구축, 고령친화도시 조성, 장애인지역사회 자립

지역균형발전

입체연결망 구축, 압축발전전략 기반 조성, 지속 가능한 도시재생 추진

+ 주요 정책지표
15분 도시 조성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2021

2022

기본구상 수립용역 착수

15분 도시 모델 정립,
정책공모

기본계획 수립

57개소 조성

* 2030년까지 500개소

청년고용률

41.5%

42.2%

서부산의료원 건립

적정성 검토 완료

시설사업기본계획
용역 및 고시

통합돌봄창구

107개동

205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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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업무 체계도
정 책
➊ 완전한 일상회복 추진

주요역할
코로나19 극복 총력(의료·방역대응, 백신접종, 생활방역, 일상회복
지원), 공공의료 확충 추진
재난대응, 원전안전, 생활안전, 안전산업

➋ 시민이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

하천관리 및 홍수예방
소방안전, 해양안전, 교통안전, 산림안전
부산형 자치경찰제 운영
15분 도시 모델 정립, 정책공모 등

실·국·본부 (중앙부처 등)
시민건강국 (기획관)
시민안전실
물정책국
소방재난본부, 해양농수산국,
교통국, 녹색환경정책실
자치경찰위원회
도시계획국

➌ 15분 도시 조성
도심 갈맷길, 보행환경 개선, 거버넌스 운영

➍ 서민·청년 맞춤형
주거안정 실현
➎ 청년이 살고 싶은
도시 조성

➏ 여성과 아동이 행복한
가족친화도시 실현

➐ 다함께 행복한 부산형
복지체계 구축
➑ 모두가 잘사는
지역균형발전 실현

맞춤형 주택공급 확대, 콤팩트타운 조성,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 등
주거복지 강화, 공공건축 혁신, 도시 디자인 등
정비사업, 재개발·재건축 규제 간소화
청년센터 기능 강화, 청년일자리 및 생활안정 지원 사업,
청년문화 기반 확충, 인재양성(부산청년드림학교 운영)

청년산학창업국

고위공직자 성희롱·성폭력 근절시스템 운영

감사위원회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어린이 도서관 조성, 유치원 무상급식 추진

청년산학창업국

산후조리 지원 강화

시민건강국

소득안전망 강화, 맞춤형 복지서비스, 돌봄 안전망 구축, 고령친화도
시 조성, 스마트 복지 구현

사회복지국

대심도 등 연결도로망, 낙동강 횡단교량, 도심산지터널 건설, 도로관리,
저밀도형 워터프론트 벨트 조성, 사전협상형 지구단위계획, 도시계획 수립

도시계획국

공업지역 활성화 추진, 유료도로 재구조화, 연속통행 할인제,
도시재생 뉴딜사업 총괄

도시균형발전실
행정자치국

적극행정 활성화

감사위원회 (기획관)

여야정 상생협의체, 당·정 협력, 시의회 협력 강화

기획관 (행정자치국)

디지털 전환 스마트 업무환경 조성

기획관

비대면·쌍방향 소통채널 가동

대변인

공직기강 확립, 청렴문화 확산

감사위원회

재정분권, 재정혁신, 공공기관 혁신

기획조정실

문화분권

문화체육국

블록체인 기반 자원봉사은행

행정자치국

인권도시, 민주도시, 노동권익, 사회적경제 육성
디지털 역량강화 교육, 무료 법률서비스 지원, 인구정책 추진
반려동물 산업, 친환경 도시농업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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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균형발전실 (도시계획국)

여성가족국

평생교육, 도서관 서비스 활성화, 부산도서관 독서문화플랫폼 역할 강화

➓ 서로에게 힘이 되는
따뜻한 도시공동체 조성

건축주택국

출산·양육 친환 환경 조성, 안심보육 실시, 가족친화 정책, 아동돌봄,
청소년 성장 지원, 양성평등 추진

시-구군 협치 회의, 초광역 상생협력 및 자치분권 추진, 민원서비스 제고

➒ 시민과 소통하는
참여시정 구현

도시균형발전실

청년산학창업국 (부산도서관)
민생노동정책관
기획관
해양농수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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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게 힘이 되는 행복도시
1
완전한 일상회복
추진

시민의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의료·방역 대응체계 구축 등 단계적 일상회복을
넘어 ‘완전한 일상회복’ 추진에 시정 역량 집중
■ 코로나19 극복 총력 대응으로 완전한 일상회복 추진
● ( 방향) 확진자 억제를 위한 보편적 규제에서 중증·사망 발생 억제를 위하여 예방 접종률 제고 및

미접종자·취약계층 전파 차단 주력 ▶ 접종완료자 등* 중심으로 점진적으로 방역조치 완화·해제
- 접종 완료율 및 병상가동률, 중환자수·사망자수, 확진자수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3차례에 거쳐 단계적 추진,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도입**
- 자율과 책임의 원칙 속에서 일상 속 실천방역 강화, 의료체계 여력이 위협받을 경우
일상회복 전환 중단 및 유행 안정화를 위한 비상계획 실시
* 접종 완료자, 미접종자 중 PCR 음성자, 18세 이하, 완치자, 불가피한 사유의 접종 불가자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안전한 시설이용 및 미접종자 보호를 위해 접종완료자 및 PCR 검사 음성확인자 등
중심으로 시설 이용을 제한하는 일명 ‘방역 패스’ 개념

일상회복 이행 위험요인
◇ (변이 바이러스) 전염성 높은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 발생 및 급속 확산 우려(오미크론* 등)
* (변이특성) 백신 주요 항원 표적인 스파이크 단백질 부위에 32개의 변이가 있어(델타변이의 2배) 재감염
및 백신효과 감소 우려, 퓨린절단 부위에 3개 돌연변이로 감염력 증가 우려

◇ (돌파감염 증가) 고령층 등 취약계층 돌파 감염 증가, 미접종자 존재(청장년층 비율 높음)
◇ (확진자 증가) 이동량 증가, 계절적 요인 등 확진자 급증, 위중증 환자 및 사망자 증가
◇ (의료체계 부담) 확진자 급증으로 병상 및 의료인력 부담 가중

● ( 대응체계) 확진자 중증도에 따른 적정치료 및 관리체계 구축·운영 ▶ 격리치료 중심에서

재택치료 전환 등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의료 대응체계 구축
- (중증·위증증 환자) 고령층, 고위험군 보호를 위한 병상 지속 확대 추진(행정명령을 통한
병상 확보, 예비병상 추가 가동), 부·울·경 병상 대응체계 구축(병상 부족시 광역 대응)
▶ 중환자병상 가동률 75% 이상시 비상계획 실시
- (경증·무증상 환자) 재택치료* 중심으로 전환(재택치료 키트 제공, 건강모니터링日2회 등
관리강화, 24시간 비상연락망 및 응급 이송체계 구축) 및 생활치료센터 지속 운영
(재택치료가 어려운 확진자 격리 위주로 대응)
* ➊ (대상자) 모든 코로나19 확진자
➋ (예외) 입원요인이 있는 경우, 감염에 취약한 주거환경, 보호자가 없는 돌봄 필요자(소아, 장애, 70세 이상
접종자 등) 등의 경우 입원치료

➌ 부산의료원에 외래·단기진료센터 1개소 운영(’21.12~)
● ( 예방접종) 미접종자 접종 독려, 중증·사망 위험 및 돌파감염 발생에 따른 적극적 추가

접종(Booster shot) 시행 등 보다 안전한 백신접종 추진
- 18세 이하 및 미접종자 예방접종 독려(홍보 강화), 추가 접종 간격 단축(18세 이상 전체 대상
3개월), 고령층 및 고위험군 등 신속한 3차 접종 실시, 오접종 방지 위탁의료기관 점검,
이상 반응 모니터링 강화 및 신속 대응, 백신접종 피해보상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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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위험시설) 요양병원·시설 등 감염 취약시설 방역조치 강화, 방역패스 의무적용시설(16종)

주 1회 선제검사 실시 권고 등
- PCR 선제검사 지속 실시, 방역수칙 점검 강화(기관별 책임자 이행점검 등)
● ( 일상회복 지원) 코로나19 범시민 일상회복 지원위원회(35명) 및 일상회복추진단

(단장 : 행정부시장) 운영 ▶ 경제·사회 전반 위기 극복 지원

- 문화·경제·방역·의료 등 4대 분야 포괄, 일상회복 전략 관련 정책 전반에 대한 자문 및
의견수렴 등 일상회복 방안 연착륙 지원

■ 공공의료벨트 구축 가속화
● (공공의료 확충) ➊침례병원 공공병원화(東), ➋서부산의료원 건립(西), ➌부산의료원 호흡기센터

건립 등 권역별 공공병원 건립 가속화 추진
구분

주요내용

①

•(개요) ’22~’26, 2,594억원, 금정구 남산동, 48,445㎡, 446병상 ▶ 동부산권 의료공백 해소
•(계획) 보험자병원 유치 및 지방의료원 예타면제 추진(’22), 부지 취득 매매계약 체결 등

②

•(개요) ’16~’26, 1,835억원, 사하구 신평동, 부지 15,750㎡, 300병상 ▶ 서부산권 의료격차 해소
•(계획) 시설사업기본계획 용역(’22),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등(’23), 착공(’24), 준공 및 개원(’26)

③

•(개요) ’21~’24, 240억원, 건축면적 1,674㎡, 48병상(일반40, 중환자8) ▶ 감염병 전담병원 기능 강화
•(계획)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22), 착공(’23), 준공(’24)

● ( 의료안전망) 시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지역 의료체계 구축

- 호흡기전담클리닉 운영(44개소), 응급의료기관 내실화(신속대응반 운영),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확대 강화(맞춤형 정신건강관리, 재활치료네트워크 구축 등)
- 1동 1마을건강센터 확충(’21년71개소⇒ ’22년80개소), 치매안심마을 조성(’21년25개소⇒’22년27개소)

2
시민이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각종 자연·사회재난으로부터 선제적 예방·저감
대책 추진 등을 통한 시민 안전 도시 실현
■ 재난안전체계 고도화
● ( 재난관리) 현장 해결형 상황관리체계 구축*, 매뉴얼 정비, 시민체감형 재난훈련 및 교육

강화, 상황전파 시스템 확충 및 CCTV 고도화 등을 통한 재난대응력 제고 ▶ 신속히 작동하는
재난대응체계 구축
-지
 능형 방범용 CCTV 확충(280대 추가, 총 6,130대), 사회적 약자 스마트 위치관리 서비스 확대,
신속·정확한 대시민 재난상황 전파 추진
-기
 능연속성계획 수립으로 위기대응 강화, 시민안전보험 가입, 재난안전예산 사전검토제 운영
등으로 통합적 재난안전관리 역량 제고
* 신속한 상황판단 ⇒ 재난유관기관 간 상황공유 ⇒ 신속 전파로 시민피해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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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재난 선제적 대응
● ( 대응력 강화) 기후변화에 따른 계절별 맞춤형 자연재난 선제적 대응

-재
 해위험지역 조기경보시스템(12개 지구), 도시침수 감지 시스템(내수침수 위험지 25개소,
침수정보 온라인 제공) 등 구축
구분

주요내용

풍수해
폭염

•(대비) 재해우려지역 사전조사, 수방장비 확보 (복구) 피해복구 지원 및 풍수해 보험 가입 확대
•폭염 상황관리체계 구축, 그늘막 등 폭염 시설 설치 확대, 무더위 쉼터 운영 등

대설·한파
풍수해

•대설 취약지구 관리(104개소), 제설장비 확보, 제설 시스템 운영(염수분사 12개소)
•(예방) 공공시설 내진보강, 인증사업 지원 (대비) 계측장비 운영, 대피장소 점검, 교육·훈련 강화

● ( 재해예방) 재해위험개선지구 사업 등 위험요인 사전해소로 안전관리 강화

-재
 해예방사업장 집중관리, 급경사지(낙석 및 붕괴 예방) 및 저수지·댐 점검, 우기 대비
재해복구사업장 점검강화 등
재해예방사업(4개소 625억원)
사업명

사업계획

사업지구

사업내용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1개소 455억원

사상구 삼락지구

배수펌프장 신·증설 등

붕괴위험지구

3개소 170억원

승학2지구(80), 승학3지구(80),
암남2지구(10)

사면정비 등

● (하천관리) 국가하천 스마트 홍수관리시스템 구축(’20~’22, 45.4억원), 배수펌프장 노후시설

정비(9개소), 하천정비사업* 추진(’22~’23, 187억원) 등 도시침수 예방
* 동천 하천(’22~’23, 41억원), 초량천 하류(’22, 108억원), 석대천·온천천·호계천·장안천(’22, 38억원)

■ 생활안전도시 구현
● ( 생활안전) ‘생활 속 위생수칙 일상화’ 안전문화 확산, 시민참여형 안전문화·교육 강화,

안전보안관(1,205명) 및 안전신문고 포상제 운영
-민
 관합동 국가안전대진단 실시(’22.하), 시기별·계절별 맞춤형 안전점검*, 상설 안전점검단
운영(52명) 등을 통한 안전사각지대 및 위험 요소 조기 해소
* 1·2·3종 시설물, 초고층건축물, 다중이용시설, 지역축제, 해빙기 취약시설, 어린이놀이시설 등
● ( 원전안전) 감시체계 확대(무인 감시망 9개소) 및 시민소통 강화*, 법률·제도 개선(광역단체장 권한

보장 건의), 방사선비상계획구역 확대 및 후속조치 등 추진

-원
 전해체연구소 원활한 건립** 및 부산·울산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활성화*** 등
원전해체산업 기반 구축 등을 통한 원전 안전성 확보
* 원자력안전대책위원회, 주민보호조치 부산협의회, 고리원전 안전협의회 등 운영
** ➊ (개요) ’20~’26, 2,606억원, 기장군 장안읍 일원 ➋ (계획) 공사착공(’22.하), 준공(’26)
*** (개요) ’21~’25, 72.2억원, 부산·울산 지역에너지 클러스터 인재양성사업

방사선비상계획구역 30㎞ 확대
◇ (방향)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21㎞에서 30㎞로 확대해 원전으로부터 시민안전 최우선 확보
◇ (역할) 설정주체 ▶ 한국수력원자력(주) / 심사·승인 ▶ 원자력안전위원회 / 한수원 협의·후속조치 등 ▶부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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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전산업) 재난안전산업 지원센터 구축(’18~’23, 명륜배수펌프장 부지), 부산안전산업존

(BSI-Zone) 활성화(미남역 지하상가, 13개사 입주), 지역맞춤형 재난안전 문제해결 지원 R&D사업*

추진 등 재난안전산업 육성 거점 마련
* ➊ 빌딩풍 위험도 분석 및 예방·대응기술 개발사업 ▶ ’20~’22, 17.1억원, 부산대 산학협력단
➋ AI기반 주거지 옹벽안전관리 플랫폼 구축 및 실증사업 ▶ ’22~’24, 13.1억원
● ( 소방안전) 선제적 화재예방으로 안전한 주거 생활환경 조성, 화재현장 7분 이내 도착률 90%

달성(’22년 88% 목표) 추진, 자연재난 및 원전사고 등 각종 재난 총력 대응, 코로나19 의심 및
확진자(재택치료자 등) 이송 지원
- 취약가구 주택용소방시설(소화기+단독경보형감지기) 100% 보급(216,350가구), 특별점검단 운영,
의료기관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 소급 설치(202개소) 추진
- 119구급대 병원선정 전담 수보대 운영, 재난현장 다목적 지원차량(회복차) 도입, 부족 소방인력
확충(117명), 다목적 중형헬기 교체(’21~’23, 230억원), 스마트 CCTV 지휘관제시스템 구축 등
재난현장 대응역량 강화
원거리 지역 골드타임 확보 청사 신설 추진
ㅇ 강서 공항119안전센터(’24년 준공 예정)

ㅇ 강서 가락119안전센터(’25년 준공 예정)

ㅇ 기장 송정119안전센터(’25년 준공 예정)

ㅇ 기장 철마119안전센터(’25년 준공 예정)

■ 지역 맞춤 안전관리 강화
● ( 해양안전) 해양재난 대응 시스템 구축 및 위기대응 역량강화, 연안방재대책 추진, 어선사고 및

어업작업 안전 재해예방 기반 구축 지원
-수
 영만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22.착공, 565억원, 해운대 마린시티 일원),
연안정비(9개 지구, 909억원),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지원(안전장비 등)
● ( 교통안전) 고령자·어린이 등 교통약자 안전대책* 및 교통안전시설 확충

-교
 통사고 잦은 곳 차로정비 및 신호개선(15개소, 30억원), 도로환경개선(회전교차로 3개소,
위험요소 도로구조 정비 2개소), 교통사고 방지시설(횡단보도 투광기 275개소 등) 확충으로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
* ➊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원스톱 서비스 지속 시행(1인 10만원, 연 78백명)
➋ (어린이) 체험형 교통안전교육 실시(초읍 어린이교통안전교육장 등 2개소)

도시철도 안전 강화
◇ (노후 전동차 교체) 25년 경과 전동차(440칸) 단계별 교체(’21~’27)
◇ (노후시설물 개량) 철도시설 개량 투자계획에 따른 노후시설 단계적 개량(’20~’24)
● ( 산림안전) 산림재해 사전예방을 통한 피해 최소화 및 시민안전 강화

-지
 역맞춤형 산불방지대책 추진, 생활권 산사태 취약지역 중심 사방사업 확대*, ICT 기술 활용
스마트 산림재해예방시스템 운영**, 첨단기술 활용 산사태 예측정보 및 전달체계 고도화*** 등
* 사방댐(2개소), 계류보전(10㎞), 산지사방(10ha), 사방시설 안전점검 70개소 등
** 드론감사단(2개팀 8명), 산불상황 관제시스템, 지능형 CCTV 설치 등 산불감시 사각지대 해소
*** 산사태 예측범위 확대(1시간⇒ 12시간) 예측정보 제공, 실황 강우량 활용 예·경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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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2022년 분야별 주요시책

■ 부산형 자치경찰제 내실 운영
● ( 자치경찰) 자치경찰 전문가자문단(4개 분과 45명) 운영 내실화 등 지속 가능한 부산형

자치경찰제 추진체계 구축 및 시민 중심의 치안 정책* 추진
-실
 무협의회 운영, 홍보활동 강화 및 자치경찰 소통단 운영 활성화 등
-➊
 사회적 약자 안전망, ➋교통약자 보호 교통체계 구축을 통한 주민 맞춤형 치안 체계 구축
* (치안 리빙랩) 시민의 삶의 현장을 중심으로 치안 문제를 정의, 개선안을 도출하여 정책으로 환원하는
‘플랫폼’ 도입
구분

3
15분 도시 조성

주요내용

①

· (아동보호 대응체계 구축) 구·군 아동학대예방 보조인력 지원(구·군별 각 1명씩)
· (스토킹 등 피해자 보호체계 구축) 전국 최초 스토킹 피해자 지원·보호협의체 구성·운영
· (행복한 家 희망드림 프로젝트) 부산형 가정폭력 대응 모델 개발(피해자 신속 보호, 가해자 교정 프로그램)
· (아이사랑 부모교육 운영) 아동학대 행위 부모 대상 교육, 재확대 방지 및 원가정 기능 회복

②

· (보행자 보호 스마트 경고시스템 운영) 어린이·노인보호구역 등에 스마트 시스템 구축, 사각지대 해소
· (교통약자 보호·지원 확대) ‘사람이 보이면 일단 멈춤’, ‘안전속도 5030’ 등 교통안전 문화 확산 추진

기후 위기에 대응하고 시민의 일상이 편리한 15분 도시* 조성을 통해 지속 가능한
그린스마트 도시로 성장 주도 추진
* (15분 도시) 글로벌 기후와 코로나19 등 감염병 대응을 위해 C40을 중심으로 전 세계적으로
확산 중인 도시계획 컨셉 ▶ 도보나 자전거 등을 이용해 생활, 일, 상업, 의료, 교육과
엔터테인먼트 등 6가지 생활필수기능을 15분 안에 해결할 수 있는 도시

■ 15분 도시 조성
● ( 부산형 15분 도시*) ➊15분 생활권 도시, ➋디지털 스마트 도시, ➌탄소중립 그린도시 추진을

통한 시민 삶의 질 개선 및 탄소중립 실현
* (기본구상) 생활권 중심의 물리적 공간 조성 ⇒ 스마트 기술로 사람-공간을 연결해 비효율성 제거
⇒ 시스템+콘텐츠로 최적화 ⇒시민 삶의 질 개선+탄소중립 실현
구분

주요내용

①

· 모든 주민이 성별, 연령별, 거주 지역의 차이 없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생활편의시설 이용
▶ 촘촘한 도시맵 구성, 역세권 콤팩트 타운, 공공시설 다기능화, 공공교통망 확충, 보행환경 개선 등

②

· 최첨단 스마트 기술을 이용하여 교통·주거·일상의 비효율 제거
▶ 스마트 모빌리티, 스마트 도시안전, 스마트 헬스케어, 스마트 리빙 등

③

· 그린 인프라 조성 등 탄소중립 실현
▶ 탄소 흡수원 확충, 탄소배출 저감, 자원 선순환 구조 효율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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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요과제) ➊15분 도시 모델 정립, ➋생활권 중심의 정책공모, ➌시민홍보를 통해 시민 주도의

15분 도시 조성 추진
- 공감정책단 운영(1,330명), 16개 구·군 비전투어(’21) 등을 통해 15분 도시의 가치와 철학 공유 ▶
’22년은 본격적인 부산형 15분 도시 조성 추진
구분

주요내용

①

· 부산형 15분 도시 기본구상 수립 용역(’21.11~’22.5, 2.7억원)
▶ 부산형 15분 도시 개념 정립 및 기본 구상, 생활권계획 가이드라인 수립 등
· 부산광역시 생활권계획 수립 용역(’22.5~’23.12, 30~40억원)
▶ SOC분석, 미래상, 발전구상, 목표전략 등 기본구상용역 반영 생활권계획 수립

②

· 15분 생활권 조성을 위한 정책공모 실시(’22~’24, 1,240억원)
▶ 민관 거버넌스 구축 전제, 3대 분야 2개 유형 사업(근린, 복합생활권) 구·군 공모
- (근린/11개) 30억원 지원, 2년 (복합/5개) 120억원 지원, 3년

③

· 정책 홍보 실시(전통 매체를 넘어 콘텐츠 다양화 추진)
▶ 메타버스 활용, 역내 기업 및 도시재생가 등과 콜라보, 플래시몹, 온라인 토론 등

■ 15분 생활권 걷기 좋은 도시 조성
➊
●(
 도심 갈맷길) 스토리텔링이 있는 도심 갈맷길 300리 조성(15개 노선)으로 부산 천리길 완성,
➋

지역 특색을 살린 걷기 여행상품 개발, ➌도보여행 유인책 전환
구분

주요내용

①

· (방향) 역사·문화 등 스토리텔링이 있는 도심 갈맷길 조성, 기존 갈맷길 연결성 강화 등
▶ 기존 갈맷길(700리)에 도심길(300리)을 연결해 ‘천리 갈맷길’ 조성
· (개요) ’22~’23, 480억원, 15개 노선 약 120㎞(300리)
· (계획) 구별 사업신청 접수, 대상지 선정 후 단계별 추진

②

· (방향) 갈맷길 9개 코스별 특색을 살린 차별화된 체류형 관광 유도 패키지 상품 개발
▶ 도보 완주인증 ‘투-트랙’ 전략 구상(운동 걷기, 오락 걷기)
· (내용) 다양한 이동수단 활용 도보완주 프로그램, 갈맷길 일부 구간 특화(연계 상품 패키지화),
걷기 포인트 적립 상품 개발, 갈맷길 라운지 활용 관광상품 홍보

③

· (방향) 보행 인프라 개선에서 보행 콘텐츠 다양화로 전환 ▶ 소프트 정책 강화
· (내용) 도보여행 코스 일부 구간 버스킹 공연장 운영, 갈맷길 구간 활용 축제 및 문화행사 개최

● ( 보행환경) ➊보행환경 개선 관리강화, ➋사각지대 해소, ➌체계적 시설 홍보·관리 등 보행자

중심의 도보 환경 개선 추진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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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①

· (현황) 보행환경 개선지구, 보행자 우선도로 조성, 장애인 등 보행약자 이동권 확보사업
(부산시 전역으로 확대, ’22~),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개선사업 지속 추진
· (내용) 현장 점검단 운영, 사후 점검강화 및 지속 모니터링 실시, 만족도 조사 시행

②

· (방향) 수요자 중심의 보행복지 실현, 보행약자 대상 범위 확대(여성, 임산부 등)
· (내용) 보행권 지킴이단 내실있는 운영, 보행 사각지대 발굴, 무장애 걷기 코스 발굴 등

③

· (내용) 갈맷길 전용앱 제휴를 통한 체계적 홍보 및 시설 관리 추진
※ 전용앱 구성 ⇒ 갈맷길 노선도, GPS 트레킹, 시민의 소리함, 주변 관광시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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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버넌스) 통일적이고 단순화된 업무 시스템 구축을 통한 신속하고 책임감 있는 거버넌스 운영
▶

함께 책임지는 보행문화 실현

-업
 무 지원조직(걷기 단체, 보행권 지킴이단, 부산의 길 시민모니터단 등) 역할분석 후 체계 정립,
통합 민관 거버넌스* 구축
* 인력풀 관리 및 지속적인 교육을 통한 전문인력 양성 등

수영강 휴먼 브릿지 조성
◇ (개요) ’20~’25, 약 300억원, 수영강 일원, 보행교(L=215m, B=6.5~10m) 및 탐방로 구축
◇ (일정)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20~’22), 착공(’22), 준공(’25)

4
서민·청년 맞춤형
주거안정 실현

청년·신혼부부 등 맞춤형 주택의 안정적 공급, 정비사업 활성화, 투명한
주거공동체 문화확산 등을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및 보편적 주거복지 실현
■ 생애 맞춤형 주택 안정적 공급
● ( 주택공급) 공적임대주택 공급 확대*, 직장·주거 통합형 콤팩트타운 조성** 등 청년·신혼부부

등 세대별 맞춤형 주택공급 확대
* (계획) ’22년까지 총 5만 1천호 공급 ▶ 공적임대주택 35,513호, 공공지원주택 16,107호
** (개요) 일자리와 주거시설 등을 통합 개발하여 직주 근접 가능한 콤팩트 타운 조성(직주통합 건물형,
직주통합 단지형) ▶ ’30년까지 권역별 1곳 이상, 시역 내 5곳 이상 조성 추진

주요 주택공급 사업
사업명

주요내용

청년주택 공급 및 지원

·(청년주택) ’22년까지 15,647호 공급
(청년주거비) ’22년까지 11,755명 지원

신혼부부 “Lucky 7 house“ 지원사업

·신혼부부 지원주택(7년 무상), ’22~’26, 300호 지원

부산드림아파트 공급

·청년계층에게 저렴한 아파트 공급, 11개소 추진 중(3,272세대)

통합공공임대 공급(기존 행복주택 포함)

·추가 사업대상 확보 및 공급 확대(1만호 공급 추진)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

·청년 등 무주택자에게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

기존주택 매입임대·전세임대 공급

·기존주택 매입, 전세임대 후 저소득층에게 (재)임대

● ( 정비사업) 재개발·재건축 절차 간소화 등 정비사업 활성화 ▶ 조례개정 및 국토부 법령 개정

건의 등 적극적인 후속 조치 추진
-대
 규모 개발에서 소규모 개발로 정비사업 패러다임 전환 및 지형·입지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주거지 정비방안 도입 ▶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활성화* 추진
-사
 전타당성검토 심의 강화, e-조합시스템 운영(권역별 교육 시행), 제도개선, 정비사업장
안전관리 강화, 현장점검반 운영(민관 합동점검) 등 정비사업 지원
* 자율주택정비사업(14개소), 가로주택정비사업(14개소), 소규모재건축사업(23개소), 소규모재개발사업

2022 주요업무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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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절차간소화 및 규제완화
구분
절차간소화

규제완화

주요내용
·도시계획위원회와 경관심의 통합운영, 사전타당성 검토 심의 정례화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방법 개선 건의, 재건축 안전진단 절차 간소화
·재개발사업 용적률 완화, 소규모 재건축 건축물 수 산정기준 개선
·소규모 재건축 용적률 완화 추진, 재개발·재건축시 동의방법 개선

* 도시계획위원회와 경관심의 통합운영 등 6개 방안 정비 완료(’21년 시행)

■ 보편적 주거복지 강화
주거복지센터 확대(2개소⇒ 4개소), 주거급여 및 영구 임대주택 난방비 지원,
노후 공공임대주택 리모델링* 등 보편적 주거복지 강화

● ( 주거복지)

* ➊ (영구임대 시설개선) 15년 경과단지 중 11개 단지(10,113세대) 승강기 교체 및 공동배관 교체 등
➋ (매입임대 시설개선) 준공 15년 경과 주택(1개동 10세대) 창호, LED전등, 고효율보일러 교체 등

주거안정 및 고품질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주택시장 모니터링단 및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운영

● ( 주거환경)

-전
 국 최초 여성친화형 1인가구 안전복합타운 조성** 시범사업 추진(’22~’23), 주택공급 후분양
제도 확대에 따른 주택시장 변화 적기 대응
* ➊ (개요) ’21.10~’22.8, 4.5억원 ➋ (대상) 부산시 전역 노후 공동주택(15년 이상)
** ➊ (목적) 1인 거주 원룸 밀집 대학가의 각종 범죄로부터 여성 보호하기 위한 사회 안전 인프라 구축
➋ (내용) 안심주택(다가구 매입임대사업)+선진 방범시설(CPTED)⇒ 안전복합타운 조성 후 청년 임대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선정(6개 단지), 공동주택관리 상담지원단 및 케어지원단,
기술자문단 운영 등 행복하고 투명한 주거공동체 문화확산

● (주거문화)

-블
 록체인 기반 아파트 통합관리 플랫폼 구축 추진(’22~’24)

■ 공공건축 혁신 및 디자인 도시 조성
● ( 공공건축) ➊공공건축사업 관리시스템 정착, ➋설계공모 선진화, ➌민·관 협업 강화 등

공공건축 혁신 지속 추진 및 공공성 확보
-제
 3차 건축기본계획 수립(’22~’23, 2억원),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운영, 공개공지 활성화 지원
시범사업* 추진
* 노후된 공개공지 개선, 열린공간 및 도심속 쉼터로 기능 회복(수목식재, 구조물녹화, 편의시설 보강)
구분

주요내용

①

·공공건축사업 건축기획 심의 강화, 지역공공건축지원센터 지속 운영

②

·설계공모 전문성·투명성 강화, 공공건축 스마트 설계공모 운영

③

·총괄건축가 운영, 마을건축가 본격 추진(2개소), 공공건축가 참여 등

● ( 디자인)

부산의 특색을 살린 품격있는 도시경관 및 안전한 도시공간 조성

-야
 간경관 부산 10대 명소화 사업*(’22~’26, 150억원), 불법광고물 차단 자동전화 시스템 및
합동단속 기동정비반 운영, 비콘 그라운드 운영 활성화, 주거취약지역 안심마을(CPTED) 조성,
안심원룸인증 지원사업 등 추진
* 야간경관 조명사업 10개소 발굴 ▶ ’22년 삼락벚꽃길, 민락교 2개소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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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청년이 살고 싶은
도시 조성

청년인구 유출에 적극 대응하여 청년 맞춤형 주거·일자리 지원, 지속
가능한 청년 정책 등을 통해 청년의 삶을 끌어올려 지역 정착 유도 추진
■ 지속 가능한 청년정책 추진
● ( 청년정책) ➊청년센터 기능 강화 및 운영 개편, ➋청년패널 조사, ➌청년 친화 소통체계 구축 등을

통한 청년정책 기반 확립 추진
구분

주요내용

①

· 중간 지원조직인 ‘청년센터’의 광역청년센터로서 기능 강화
▶ 자치구 정책지원(찾아가는 청년학교 등) 및 청년공간 이음사업, 정책실험실(사각지대 청년지원) 등

②

· 부산 청년 패널 3000 조사(부산시 청년의 삶 전반에 대한 주기적·지속적 조사, 패널 3,000명)
▶ ’22~’26, 매년 실시(총 사업비 15억원), 청년 삶 전반 대상(경제, 주거, 교통, 건강, 문화, 안전 등)

③

· (부산 청년플랫폼 개편) 정보연계·안내 강화, 신청·접수 기능 확대, 청년활동 인증제 등
· (부산청년 뉴미디어 채널 운영) 청년 눈높이에 맞는 청년정책 정보제공 및 온라인 소통

■ 청년 맞춤형 일자리·생활안정 지원 강화
● ( 일자리) ➊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➋청년 One Click 취업 지원 시스템 구축,
➌

청년이 끌리는 기업 발굴로 일자리 미스매치 완화 등 청년이 체감할 수 있는 현장 중심의
일자리 지원강화
구분

①

주요내용
· (규모) 104개 사업(부산청년파란일자리사업 등), 2,846명, 462억원
▶ (기업) 청년 채용 시 인건비 지원 (청년) 일자리 및 일 경험 제공 등

②

· 청년 일자리 전용 플랫폼 운영(기업 및 청년 DB 구축, 체계적인 일자리 매칭, 사후관리로 미스매치 최소화)
▶ 청년 맞춤형 일자리 정보 원클릭으로 일괄 제공, 공공일자리 사업 통합 운영·관리 등

③

· 청년의 눈높이에 맞는 일하고 싶은 기업 발굴, 온라인 홍보관 등재 및 매칭 시스템 제공
▶ 청끌 기업 100 선정, 기업-청년 간 일자리 온라인 매칭 달성

● ( 생활안정) 무이자 임차보증금(1,000명), 청년월세 및 기숙사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등

주거지원 강화, 근로청년 자산형성 지원* 및 청년 신용회복 강화** 등 사회안전망 구축
-일
 하는 기쁨카드(1,000명), 마음건강 지원사업(500명)을 통한 청년 삶의 질 향상
* 일하는 청년 자산형성 지원, 월 최대 30만원 적립시 1:1매칭 지원(4,000명)
** 만18~34세 부산거주 청년 대상, 신용·부채 등 전문재무관리 상담서비스 및 경제교육 등

■ 청년문화 기반 조성 및 창의적 활동 지원
● ( 청년문화) 청년문화 스트리트 조성*, 청년작당소·청년마을 놀이터 등 소통·문화교류 공간 제공

및 창의적 활동 지원으로 청년문화 기반 마련
* 기반시설(상징물, 조형, 안내판 등) 확충, 청년문화 축제 개최, 청년문화 향유 프로그램 운영 등
●(
 청년활동) NEXT10(부산청년드림학교)* 운영으로 부산형 청년 인재 육성 및 사회진입 지원

-청
 년도전 지원사업(저활력 청년 지원), 청년디딤돌카드 지원(1,000명)
-청
 년공동체 활성화 사업 도입(지역 기반 활동 지원), 청년학교 운영 확대(12개⇒16개)
* 청년 실무인재 양성, 월드클래스 청년인재 발굴·육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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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여성과 아동이
행복한
가족친화도시
실현

출산·양육 친화 환경 조성, 가족 가치 실현 및 아동 성장지원, 양성평등 가치
실현을 통한 함께 키우고 함께 일하는 여성과 아동이 행복한 도시 조성
■ 출산·양육 친화 환경 조성
● (출산·육아) ➊신혼부부 주거지원, ➋영아기 집중투자, ➌산후조리 지원 강화, ➍육아 친화 환경

조성, ➎다자녀가정 지원 확대 등 부모 부담경감 및 사회적 책임 강화로 저출산 적극 대응
구분

주요내용

①

· 신혼부부 최대 2억원 대출, 이자 전액 지원 ▶ 주거부담 대폭 완화

②

· (출산지원금) 첫째아부터 모든 아이 200만원, 둘째 이후 100만원 추가 지원

③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 지원대상 확대 운영(첫째아 부터 소득 무관 지원)
▶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가 방문하여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

④

· (지역) 육아친화마을 지정 및 시범운영(소규모 마을 단위 2개소)
· (가정) 시 및 구·군 아빠단, 육아맘 정서지원 맘스 소확행 데이 운영

⑤

· 다자녀 지원 기준 확대(3자녀 ⇒ 2자녀), 주요 우대시책 점진적 확대 추진
▶ 모바일 다자녀가정 카드에 교통카드 기능 탑재 등 이용자 편의증진

● ( 안심보육) ➊영아기 집중돌봄, ➋어린이집 보육환경 개선, ➌공보육 인프라 확충 등 보육 품질

제고 및 공보육 강화
구분

주요내용

①

· (영아 특성 반영한 보육체계) 영아기 집중돌봄 및 보편적 돌봄비용 지원으로 보육 공공성 강화
▶ (영아수당) 0~1세 영아 가정돌봄비용(월30만원) 현금 지원(24개월간), 다양한 양육선택권 보장
▶ (영영아반) 12개월 이하 영아반(교사 대 아동 비율 1:3 ⇒ 1:2) 운영 지원(300개반)

②

· 어린이집 회계시스템 도입(투명성 확보), 모니터링단 운영, 수시·정기·특별점검 시행
· 상시방역체계 유지(소독·환기), 가족참여 놀이 프로그램, 찾아가는 보육맘 육아전문 상담

③

· 국공립·공공형·직장어린이집 확대(520개소 ⇒550개소), 어린이집 기능보강(안전한 보육환경)
· 중소기업 공동직장 어린이집 설치 지원(1개소), 장애아전문어린이집 신설(강서구 에코델타시티)
· 육아종합지원센터(1구 1개소) 설치 지원(운영 9, 설치 5), 대체교사 인력풀 및 지원대상 확대 등

● ( 가족친화) ➊유형별 맞춤형 가족 서비스 제공, ➋가족 가치 문화확산, ➌인프라 확충 등 결혼 친화

환경 조성 및 가족 가치 확산
구분

74

주요내용

①

· (한부모가족) 생계급여수급자 아동양육비 확대(월10만원⇒20만원), 공동생활가정형 주거지원 확대(13호⇒16호)
· (1인가구) 생애주기별 프로그램 운영, 사회관계망 형성 지원(커뮤니티 활동), 지역사회 연계 등
· (다문화가족) 안정적 정착 지원 및 자립역량 강화, 통역(상담) 플랫폼 구축

②

· (문화확산) 가족사랑 릴레이 캠페인, 가족친화제도 컨설팅 확대, 시민참여 프로그램 확대 운영

③

· (가족센터 건립) 3개소(동·사하·강서) ⇒ 6개소(동·사하·강서·영도·금정·연제구)

Ⅳ. 2022년 분야별 주요시책

■ 아동행복도시 구현 및 청소년 성장지원
● ( 아동돌봄) ➊아동학대 예방 안전망 강화, ➋부산형 아이돌봄 시행, ➌안정적 자립지원,
➍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➎어린이 도서관, ➏유치원 무상급식 시행 등 아동친화도시 조성
구분

주요내용

①

· (인프라 강화) 아동보호전문기관(4개소⇒5개소), 학대피해아동쉼터(4개소⇒5개소) 확충
(가칭)
▶
부산광역시 아동종합케어센터 설치 추진(아동보호종합센터 기능 강화 개편 등)
· (전담인력) 아동학대전담인력 전문성 강화, 민·관 등 유관기관 협업 확대

②

· (초등돌봄)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내실 운영
· (입원아동 돌봄서비스) 만 3개월~12세 입원(또는 예정)아동을 대상으로 식사·투약 돕기, 정서적 돌봄 지원 등 제공

③

· (자립지원) 자립수당 지급기간 연장 및 자립정착금 인상, 보호아동자산형성(디딤씨앗통장) 확대
· (아동보호) 아동복지시설 운영 지원 강화 ▶ 운영실태 점검, 아동복지교사 파견, 종사자 처우개선

④

· (방향) 15분 생활권 내 어린이와 부모가 안심하고 이용 가능한 가족단위 공동체 공간 조성
· (계획) 대형(거점형 1,000㎡ 이상, 16개소), 중형(생활밀착형, 330㎡ 이상, 62개소), 소형(생활밀착형, 150㎡ 이상, 422개소)
⇒ 15분 도시 앵커시설로 ’30년까지 500개소 조성(도서관, 학습관, 체험관, 전시관, 커뮤니티 등)
※ 부산시청열린도서관(들락날락 1호) 조성 ▶ ’21~’22, 36억원, 시청 1·3층, 디지털 기반 체험형 시설

⑤

· 어린이공공도서관 1개소, 어린이작은도서관 4개소 조성

⑥

· 공·사립 유치원 원아 전체 대상, 어린이집 급식단가 2,500원으로 통일(시-교육청 공동추진)
▶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및 학부모 부담경감

● ( 청소년) ➊건강한 청소년 성장지원, ➋위기청소년 안전망 강화 등 청소년 활동 증진 및

행복 실현 지원
구분

주요내용

①

· (인프라 확충) 청소년수련시설 건립(3개소), 청소년전용공간 조성(2개소)
· (체험기회 확대) 청소년 열린 축제 개최, 4차 산업혁명 대응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

②

· (안전망 강화) 지자체 청소년안전망팀 확대(1개소⇒2개소), 취약계층 생리용품 지원 확대
· (학교밖청소년 지원) 지역연계 협력사업 발굴 등 복지 사각지대 해소(건강검진, 무료급식, 학업 지원 등)
· (학교폭력 근절) 부산형 학교폭력 Zero! 만들기 시범사업(2개교), 교육청 협력 강화 등

■ 양성평등 사회 조성
● ( 양성평등) ➊양성평등 총괄코디네이터제 운영, ➋부산형 여성폭력방지 지원체계 구축,
➌

디지털성범죄 예방, ➍고위공직자 성희롱·성폭력 근절시스템 운영 등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평등 사회 조성
구분

주요내용

①

· (체계구축) 성인지 사전검토제, 양성평등 자문체계 구축, 양성평등담당관 운영
· (문화확산) 양성평등 조직진단(격년제), 성평등 문화정책(교육, 홍보) 추진

②

· 24시간 상담·긴급구조(보호), 서비스 연계, 사후관리 원스톱 지원 등 통합 대응 플랫폼 구축
▶ 부산형 여성폭력방지종합지원센터 설치(’22), 마스터플랜 수립(’23)

③

·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신설, 다기관 협력체계 구축, 예방캠페인 시민참여 활성화

④

· 고위공직자 성희롱·성폭력 전담창구 운영, 고위직 대상 폭력예방 특별교육 실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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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다함께 행복한
부산형 복지체계
구축

소득지원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 맞춤형 돌봄체계 구축, 초고령사회 적극
대응 등 부산형 복지체계 구축을 통한 탄탄하고 촘촘한 사회안전망 완성
■ 소득안전망 강화 및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
● ( 소득지원) ➊기초생활보장을 통한 저소득층 지원 강화, ➋연금 확대, ➌저소득 청년 자산형성

지원 등 취약계층 소득지원을 통한 기본생활 보장
구분

주요내용

①

· (저소득층 소득지원 확대) 기준중위소득 인상(’21년 대비 5.02%↑) ▶ 지급대상 확대 및 지급액 증가
· (부산형 기초보장제도 개편) 비수급 빈곤층 발굴 지원 ▶ 선정기준 완화 및 생계비 상향 등
· (의료급여 수급자격 완화)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 받는 노인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②

· (기초연금) 월 최대 30만원 지급대상 확대 ▶ ’21년141천명 ⇒ ’22년151천명
· (장애인 연금) 중증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월 최대 30만원), 장애인재활수당(월 최대 3만원)

③

· (자산형성사업 개편) 저축통장 및 지원금액 확대

● (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내실화를 통한 사각지대 최소화

- 부산형 긴급복지지원 사업 확대*(생계·의료·주거비 등 급여 확대), 복지멤버십 운영**,
찾아가는 복지전담팀 전동 확대, 명예 사회복지공무원 운영, 구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공공-민간 복지기관 간 공동사례관리 추진 등
* 위기 발생 후 72시간 이내 급여 우선 지원(선 지원 후 심사) ▶ 최후의 사회안전망 역할
** 기존 복지수급자, 신규 복지급여 신청자의 누락된 서비스 안내 ⇒ 전 시민 대상 서비스 안내

● ( 복지서비스) ➊장애인, ➋취약계층별 수요자 중심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

구분

주요내용

①

· (탈시설, 지역사회 자립지원) 자립생활주택 확충(20개소),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지원(18개소)
· (인권·권익 증진) 부산형 무장애 확대 추진, 학대피해 장애인쉼터 확충 등
· (주거편의 지원) 저소득 장애인 가정 맞춤형 주거개선 사업 ▶ 자립생활 강화 및 주거안전 확보

②

· (노숙인) 2·3차 진료시설 확충(2개소 ⇒ 4개소), 쪽방 등 거주 주민 대상 임대주택 등 지원
· (무료급식) 경로식당 및 식사·밑반찬 배달, 희망드림센터 운영, 기부식품 사업장 운영(35개소)
· (은둔형 외톨이 실태조사) 은둔형 외톨이 본인·가족 대상 조사, 지원방안 기초자료 활용
· (고독사 예방) 고독사 위험군 사회관계망 형성 프로그램 운영

■ 촘촘한 돌봄 안전망 구축
● ( 돌봄 안전망) 지역사회 통합돌봄 확산 및 부산형 통합돌봄 시범사업* 추진

- 찾아가는 건강의료서비스 ‘의료버스’ 운영** 등 새로운 돌봄 모델 마련
* 원스톱 통합 돌봄창구 전동 설치, 단기보호시설 확충(1개소⇒5개소), 돌봄활동가 양성 등
** ➊ (대상) 주야간보호센터(230개소), 케어안심주택(127호) 이용 노인 ➋ (방법) 중형버스 3대
➌ (사업) 찾아가는 건강검진·관리 프로그램 운영(검진, 관리, 교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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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맞춤형 돌봄) 공백없는 장애인 돌봄 지원으로 장애인 가족 등 부담완화

- 코로나19 긴급돌봄 시행(돌봄시설 방역 내실화, 돌봄 공백 상시 대기 인력풀 마련),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 등을 통한 돌봄 질 향상 추진
* 임금 지급기준 없는 소규모 국비시설 호봉제 도입, 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 100% 준수, 인력충원 확대 등

장애인 돌봄 지원
구분

주요내용

활동지원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대상자 확대, 돌봄단가 인상 등

발달장애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및 방과후활동서비스 지원 대상자 확대

장애아동

·장애아동 재활비용 바우처 지원(발달재활 5,184명), 장애아돌보미 지원(316가구)

인프라 확충

·수어통역센터 확충(4개소 ⇒ 6개소) 및 서비스 강화

■ 활기찬 고령친화도시 조성
● ( 고령친화) 세대 통합형 고령친화마을 확대(1개소⇒2개소), 홀몸 노인 정서적 고립감 해소 및

경제적 자립 지원(6개소⇒9개소) 등을 통해 전 세대가 공감하는 고령 친화 환경 조성
- 급속한 고령화에 대응한 노인 인식개선 및 보호 강화 ▶ 노인보호 전문기관 내실 운영(2개소),
노인 마음치유 사업 추진(노인전용 상담콜센터)
● ( 노인돌봄) 노인 맞춤형 돌봄서비스 시행 및 인프라 확충* 등 돌봄욕구 충족

- 홀몸·거동불편 취약노인 대상 욕구 중심 맞춤형 서비스 제공, 참여형 서비스 및 신체·정신건강
프로그램 등 예방적 돌봄 시행
* (계획) 공립 치매전담형 노인시설 확충(1개소⇒3개소), 노인 단기보호시설 확대
● (노후지원) 여가 및 사회참여 서비스 확대로 활기찬 노후 지원

노후 지원 방안
구분

주요내용

좋은 경로당 만들기

· (운영) 시범경로당 특화프로그램 보급(25개소), 찾아가는 경로당 스마트폰 교육(100개소)
· (시설) 경로당 시설 현대화(2개소), 스마트 경로당 구축(1,440개소) 등

노인교육 활성화

· 노인교실(162개소) 및 시니어아카데미(4개소) 지원, 비대면 원격교육

노인복지관 운영

· 노인복지관 지원(35개소), 복지관 개보수 및 장비보강(8개소)

노인단체 행사 활성화

· 실버영화제, 노인생활체육대회, 노인대학 연합예술제 등

■ 안전한 스마트 복지 구현
● ( 지능형 복지인프라) ICT 활용 비대면 고독사 예방 서비스(700세대), 디지털 돌봄 장애인 거주

시설 운영(5개소⇒10개소), 인공지능AI 감성케어(500가구), 응급안전안심서비스(1만1천명) 등
스마트 복지 추진
● ( 비대면 복지인프라) 공유복지 플랫폼 운영, 부산노인 실버앱, 정보취약계층 비대면사업 환경

구축 지원 등 공백없는 복지 서비스 제공

2022 주요업무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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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모두가 잘사는
지역균형발전
실현

동서남북 연결 인프라 구축 등 입체연결전략과 압축발전전략 및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통해 모두가 행복한 지속 가능한 도시 성장 기반 마련

■ 도심 입체연결망 구축
● ( 연결 인프라) ➊연결도로망(대심도 포함), ➋낙동강 횡단교량, ➌도심산지터널, ➍주요 도로건설

등 도심 연결 인프라 및 입체연결망 구축으로 도심 공간 재구조화, 지역균형발전 추진 ▶ 지속
가능한 도시 성장 기반 마련
구분

①

주요내용
· (부산신항~김해간 고속도로) ’19~’27, 9,787억원, L=13.6㎞, 강서구 송정동~김해시 활천동
· (사상~해운대간 고속도로) ’17~’27, 2조 188억원, L=22.8㎞, 사상구 감전동~해운대구 송정동
· (만덕~센텀 도시고속화도로) ’13~’24, 7,860억원, L=9.62㎞, 북구 만덕동~해운대구 재송동
※ (신규) 북항~노포간 도시고속화 도로 ▶ ’21~’30, 1조 2,056억원, 19.8㎞, 중구 중앙동~금정구 노포동

②

· (대저대교) ’14~’24, 3,956억원, L=8.24㎞, 강서구 식만동~사상구 삼락동
· (엄궁대교) ’18~’24, 3,455억원, L=3.0㎞, 강서구 대저동~사상구 엄궁동
· (장낙대교) ’18~’24, 1,329억원, L=1.53㎞, 강서구 녹산동~강서구 대저동
※ (신규) 사상스마트시티대교 ▶ ’24~‘30, 4,000억원, L=8.5㎞, 강서구 봉림동~사상구 감전동

③

· (황령3터널) ’20~’26, 3,250억원, L=4.16㎞, 연제구 연산동~남구 대연동
· (제2장산터널) ’21~’30, 4,048억원, L=7.9㎞, 해운대구 수영강변대로~해운대구 송정동
· (만덕3터널) ’13~’22, 1,502억원, L=4.37㎞, 북구 덕천동~연제구 거제동
· (승학터널) ’16~’27, 4,961억원, L=7.69㎞, 사상구 엄궁동~중구 충장대로북항
· (봉래산터널) ’19~’27, 2,074억원, L=3.1㎞, 영도구 봉래동 봉래교차로~동삼동 혁신도시
· (제2대티터널) ’21~’27, 2,204억원, L=2.58㎞, 사하구 괴정동~서구 충무동

④

· (동김해IC~식만JCT 간 광역도로) ’09~’23, 809억원, L=4.6㎞, 동김해IC(김해)~식만JCT(부산)
· (을숙도대교~장림고개 지하차도) ’14~’22, 2,194억원, L=2.31㎞, 사하구 신평동~구평동

● ( 도로관리)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관리 체계 구축, 민자 유료도로* 재구조화 및 자금재조달

추진 등을 통한 시민부담 경감(재정 절감)
- 포트홀 관리(기동순찰, 순찰보수, 모니터단 운영), 공중선 정비(공중선 지중화 사업 등), 도로지반
탐사(L=5,633㎞) 및 부산형 지하안전 관리체계 구축
- 전국 최초 ‘유료도로 연속통행 할인제’ 시행으로 시민 체감통행료 경감,
부산항대교·거가대교·산성터널·천마터널 자금재조달** 추진, 유료도로 총량제 도입
(’30년까지 7개소 ⇒ ’40년 이후 6개소 이하) 등
* (유료도로) 8개소 ▶ (市 1개)광안대교 (민자 7개)백양·수정산·산성·천마터널, 을숙도·부산항·거가대교
** ➊ (기대효과) 협약통행료 인하에 따른 요금 인상 억제 및 시 재정 절감 등
➋ (그간 재정절감액) 2조 8,924억원 ▶ 거가대교(2조 7,806억원), 을숙도(347억원), 백양(332억원), 수정(439억원)

유료도로 연속통행 할인제 개요
◇ (대상) 관내 모든 유료도로 7개소(거가대교 제외) 하이패스 차로

◇ (할인금액) 200원 등

◇ (계획) 시스템 구축(‘21.11~22.4), 시범운영(’22.3~4, 부산항대교, 천마터널 2개소), 전면 시행(‘22.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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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축발전전략 기반 구축
● ( 콤팩트시티) 도심 내 압축발전전략 추진 등 지역균형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 확립과 기반

구축을 통한 새로운 성장축 마련 및 시민 삶의 질 향상
-➊
 사전협상형 지구단위계획 수립, ➋공업지역 활성화 등 추진
구분

주요내용

①

· (목적) 유휴토지의 활용도 제고 및 공공기여를 통한 계획적 개발 유도 ▶ 공공성·투명성 확보
· (검토대상) 한진CY부지(54,480㎡), 기장군 한국유리부지(139,270㎡), 다대 한진중공업부지(385,000㎡)
· (계획) 검토대상지 기본개발 방향 설정,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

②

· (사상공업지역 재생사업) ’10~’30, 4,251억원, 사상구 주례·감전·확장동 일원 3,021천㎡
· (산업단지 상상허브사업) ’20~’25, 2,736억원, 사상구 학장동 일원 30,127.7㎡
· (공업지역 활성화 시범사업) ’20~’25, 5,500억원, 영도구 청학동 일원 501,968㎡, Boost Belt 조성
’20~’27, 2,210억원, 사상구 삼락동 일원 17,621㎡, 지역산업혁신거점 조성

● ( 도시계획) ➊2040년 부산도시기본계획, ➋2040년 부산권 광역도시계획,➌2030년

부산도시관리계획(재정비), ➍2026년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➎공업지역 정비 및 활성화 계획
등 시민중심 도시계획 수립으로 혁신 선도
구분

주요내용

①

· ’20.4~’22.6, 8.81억원, (목표연도) 2040년(기준년도 2018년), 시 전 행정구역 A=993.54㎢

②

· ’21.9~’23.3, 5억원, (목표연도) 2040년, 부산시·김해시·양산시 대상

③

· ’22.5~’23.12, 9억원, (목표연도) 2030년(기준년도 2020년), 시 전 행정구역 A=940.83㎢

④

· ’21.4~’22.10, 3.4억원, 개발제한구역(6개 구·군) A=266.021㎢

⑤

· ’21.6~’22.11, 7.9억원, 시 전역의 공업지역(A=64.52㎢) 정비 및 육성 전략 마련

■ 지속 가능한 도시재생 추진
● ( 도시재생 뉴딜사업) 노후 주거환경 개선 및 구도심 재활성화를 통한 주민이 행복한 지속

가능한 도시재생 추진 ▶ 도시경쟁력 제고 및 일자리 창출
-주
 거환경 개선 및 거점공간 조성 등 연차별 사업 시행 및 정부공모 적극 대응
-도
 시재생지원센터 및 마을지기사무소(50개소) 운영, 새뜰마을, 행복마을 만들기 사업 등을
통한 다 함께 행복한 마을공동체 활성화 추진
영도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
◇ (개요) ’20~’25, 1,876.2억원, 영도구 대평동2가 119 일원, 486,714㎡, 수리조선 생태계 지원 등
◇ (계획) 거점시설 추가 매입 및 실시설계(’21~’22), 준공 및 운영(’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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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시민과 소통하는
참여시정 구현

시민참여 활성화, 현장소통 강화, 협치와 소통을 통한 시민 중심의 열린 시정
실현, 초광역 상생협력으로 자치분권 및 국가균형발전 선도

■ 협치와 소통으로 시정 참여 활성화
● ( 협치) 시-구·군 협치회의 정례화로 수평적 협력시스템 강화, 여·야·정 상생협의체 지속 가동,

민관협치 활성화* 등 상생협력 강화로 부산발전 도모
- 실질적 참여제도 확대 추진**, 위원회 혁신 등을 통한 시민참여 확대
- 주요 정책결정·집행과정에서 시의회와의 공감대 형성 등 협치 실현
* 부산시민협치협의회 운영 활성화, 구군 단위 협치 지원, 시정협치형 주민제안사업 시행
** 시민청원·시민토론 등 온라인 기반 참여제도 내실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 등

● (소통) 현장방문 및 온라인 쌍방향 소통강화로 정책 공감대 확산 및 체감도 제고

- 민생경제·스마트·대학 등 방문지역 다양화*, 코로나 방역 및 시기별 안전 취약시설 등
점검·격려 시행, 분야별 전문가 등 소통 간담회 지속 실시
- 코로나 시대 대응, 온라인 정책 브리핑 활성화 및 비대면·쌍방향 소통채널 가동**
▶ 정책 기반의 시민 소통 캠페인 추진***, 소셜미디어를 통한 시민 소통 활성화 및 영상 콘텐츠
적극 활용 등
* 구·군 순방, 비상경제대책회의 AS 현장방문, 오픈 캠퍼스 미팅 등 분야별 현장소통
** 유튜브 채널 ‘붓싼뉴스’, 인터넷방송 ‘바다TV’, 부산시 공식 페이스북 등
***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단계별 캠페인, 코로나19 관련 생활 방역, 소통캐릭터 부기 활용 주요 정책 홍보

■ 초광역 상생협력 및 국가균형발전 혁신적 선도
● ( 초광역 협력) 수도권 중심에서 국가균형발전으로의 국가경영 패러다임 전환 선도 및

실질적 성과 창출을 위해 초광역 협력 강화, 균형발전 전략 마련* 등 지역혁신 역량 강화
▶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 출범 적극 지원
- 광역행정협의체(시도지사협의회 등) 협력으로 국가균형발전 어젠다 발굴 및 공동대응
*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 ‘부산광역시 발전계획’ 수립(’22.4~’23.3)
● ( 자치분권) 사무이양 및 법·제도 정비의 체계적인 대응으로 실질적인 자치분권시대 구현,

시민과 지역사회의 공감대 확산 추진(분권운동 확산)
- 자치분권 5대 법안* 법제화에 따른 후속조치 추진(협업 TF 지속 운영)
* 제1차 지방일괄이양법,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중앙지방협력회의법, 경찰법, 고향사랑기부금법
● ( 재정분권) 2단계 재정분권 후속 대응, 획기적인 재정분권 패러다임 제시* 및 이슈화·공론화

추진(대정부 공동대응)
* (재정자주권 강화 방안) 포괄보조금제 도입, 복지 대타협, 통합재정조정교부금 신설 추진 검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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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분권) 문화 불균형 및 격차 해소 노력, 시민사회계*와 협력 강화

* 문화분권·균형발전 부산시민운동본부(’21.11 발족)

재정분권 대응 방안
구분
보통교부세 제도 지속 개선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확보 총력

주요내용
·국세 목표액 등 증액 감안 광역시 점유율 확대
▶ 대중교통 환승손실 보전수요 신설, 사회복지 균형수요 반영비율 확대
·사업발굴부터 정부안 확정까지 단계적 대응, 인센티브 확보
▶ 일반사업 전환(지방이양)에 따른 자율편성 한도액 내 효율적 재원확보

■ 변화와 혁신의 시정 구현
● ( 공직문화) 적극행정 활성화, 성평등 조직문화 조성*(성희롱·성폭력·괴롭힘 근절), 공익제보 제도

운영, 공직기강 확립 및 청렴문화 확산**
- 사전 컨설팅감사 및 면책제도 운영 활성화, 보상강화로 적극행정 문화 조성
- 감사위원회 안정적 운영을 통한 감사의 공정성·투명성 확보 ▶ 시민 신뢰도 향상
*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제정 추진, 예방교육 강화, 홍보 확대 등
** ➊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결과) 종합청렴도 ▶ ‘19년4등급 ⇒ ’20년4등급 ⇒ ‘21년3등급
➋ (계획) 이해충돌방지법 성공적 정착 ▶ 청렴교육, 컨설팅, 청렴 허심탄회 및 청렴의날 운영

● ( 재정혁신) 중장기 재정전략 수립*,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 신세원 발굴*** 등을 통한 효율적

재원배분 및 안정적 재원확보 추진
- 대형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강화, 재정분석 결과 환류시스템 정착 등
* 2단계 재정혁신 기본계획, 2040 부산 장기재정관리전략 수립 등
** 특정 분야 재정사업 재구조화 추진, 각종 센터 설립·운영·평가체계 마련, 신규사업 평가 강화
*** 역외 자동차 금융상품(리스, 렌트카) 등록 유치 확대,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신설

● ( 공공기관 혁신) 공공기관 재정건전성 및 투명성 강화, 공공기관 임원 2+1 책임제 시행 등을

통한 경영효율화 및 책임경영 실현
- 공공기관 경영효율화 TF 운영, 공공기관 인사검증 적극 대응(9개 기관), 채용비리 전수조사
정례화(공정한 채용문화 정착)

● ( 디지털 전환) 모바일 행정서비스 확대, 부산 공공클라우드센터 구축, 지능형(AI) 사이버

보안관제 기반 구축 등 디지털 전환으로 스마트 업무환경 조성

● ( 민원서비스) 부산민원120, 여권접수 온라인 사전예약제 및 차세대 전자여권 발급,

원스톱민원서비스 Speed지원제 운영, 120바로콜 시스템 개선 등 비대면 서비스 확대 및
신속한 민원처리로 시민 만족도 제고

2022 주요업무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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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서로에게 힘이
되는 따뜻한
도시공동체 조성

자원봉사 활성화, 인권과 노동자 권익 보호 등 공정한 사회적 가치 실현 등
서로에게 힘이 되는 따뜻한 공동체가 함께 살아가는 도시 조성
■ 자원봉사 및 평생교육 활성화
● ( 자원봉사) 블록체인 기반 자원봉사은행* 시범운영 및 고도화 추진

-자
 원봉사 연계 시간저축 인정·보상제** 운영(청·장년층 등 맞춤형) 등을 통해 나눔과 호혜의
자원봉사 환경 조성, B PASS 연계 카드 서비스 개시 등
* ➊ (자원봉사은행) 이웃이나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활동 시간을 저축, 필요시 적립된 시간 내에서
공적 서비스를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
➋ (흐름도) 회원 가입 ⇒ 봉사시간 기록·저장 ⇒ 필요시 인출
** B PASS 모바일 우수자원봉사자 카드 서비스 구축 ▶ 할인가맹점 이용, 주차요금 감면 등

부산형 자원봉사은행
◇ (시스템) 부산시 자원봉사센터 홈페이지 내 구축 ◇ (포인트) 자원봉사 10시간 활동 시 1포인트 적립
◇ (가입대상) 부산시 내 거주자이며 1365 포털 가입자 등

● ( 평생교육) 비대면 학습지원체계 구축 등 부산형 평생교육 생태계 육성

-➊
 온라인 평생교육 접근성 강화, ➋전 시민 디지털 역량강화 교육, ➌비대면 도서관 서비스
활성화 추진 등 시민 평생교육 강화
구분

주요내용

①

·비대면 평생교육 플랫폼 e-부산시민대학 본격 운영, 생애주기·계층별 온라인 콘텐츠 개발·지원

②

·집 근처 디지털배움터 운영(95개소), 전문강사·서포터즈 일자리 창출(380명), 교육인원(60,800명)

③

·U-도서관 및 스마트 K-도서관 등 지속 확대, 희망도서바로대출 및 안심도서대출서비스 시행
·부산도서관 독서문화플랫폼 역할 강화 ▶ 대시민 서비스 개선, 복합 독서문화서비스 제공 등

■ 공정한 사회적 가치 실현
● ( 인권도시) 인권센터 본격 운영*, 인권보호관 및 인권위원회 등 제도적 기반 확충, 인권문화

확산 등을 통한 시민 인권증진
-국
 가차원 진상규명 지원, 피해자 종합지원센터 운영 등 형제복지원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강화
* 인권정책 발굴, 교육 및 홍보, 인권문화 확산, 인권 네트워크 구축 등
● ( 민주도시) 민주주의 역사기념관 건립 연구용역, 부산민주화운동 기본계획 수립,

민주화운동기념사업,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을 위한 위로금 확대*,
부산민주공원 부속건물 건립 추진 등 민주도시 위상 제고
* 선별지급(소득기준 적용) ⇒ 보편지급(관련자 전원) ※ 부마민주항쟁·민주화운동 관련자 530여명
● ( 노동권익) 노동권익센터 및 노동조사관 운영 활성화, 산재예방 강화, 생활임금제 적용 확산,

취약 노동자 보호* 및 이동·플랫폼 노동자 지원** 등을 통한 건강하고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
* 감정노동자 권익보호 기본 및 시행계획 수립, 동네방네 노무사 활용 권익보호 등
** 중앙센터 기능 강화, 동·서부산권 권역센터 각 1개소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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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공동체 활성화
● ( 일상행복) ➊반려동물 산업육성, ➋친환경 도시농업 육성, ➌안전한 먹거리 선순환 시스템

구축, ➍시민친화 미래형 도매시장 건립, ➎무료 법률서비스 추진 등 다양한 세대·계층의
정책적 욕구에 대응한 생활 행복도시 조성
구분

주요내용

①

· (인프라) 펫 복합 테마파크 조성, 산업육성 협의체 구성, 펫 푸드 개발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
· (플랫폼) 반려동물 행복 스트리트 조성(구포 반려동물복지센터 건립), 반려동물 동반축제 등
· (복지향상) 유실·유기동물 위탁 보호 및 입양비 지원,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확대 등

②

· (인프라) ICT 활용 스마트 팜 시설보급(1.4ha), 원예시설 현대화(19개소), 철마 도시농업공원 조성(’18~’22)
· (프로그램) 상지텃밭, 힐링·치유텃밭 조성·운영, 치유식물 보급 등 시민참여 활성화

③

· 부산 먹거리 통합지원센터(’22~’25), 광역 먹거리 공동체구축 협업 추진

④

· (엄궁농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 ’15~’27, 5,194억원, 서부산권 복합산업유통단지 내
· (반여농산물도매시장 이전) ’16~’26, 4,230억원, 센텀2지구 산업단지 조성 연계 추진

⑤

· (시민 무료법률상담실 시범운영) 시청사 1층 및 구·군 2개소 ⇒ 권역별 동단위 확대 추진

● ( 사회적경제) 사회적경제 기업 성장 지원과 공유경제 생태계 조성을 통한 도시공동체 활성화

추진, 제5회 대한민국 사회적경제 박람회* 준비 등
-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공공구매 활성화, 사회적금융 조성**, 혁신적인 사회적기업 발굴
및 마을기업 육성 등을 통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 부산 대표 공유기업 지정·육성(15개사)을 통한 공유경제 기반 구축
* (개요) ’23. 7(2박 3일), 벡스코, 전국 400여개 사회적경제기업·공공기관 등 5만여명 참여
** ‘임팩트 투자조합·운영’으로 사회적경제 기업 성장토대 조성(200억 규모) ▶ 선순환 투자생태계 마련

■ 인구구조 개선을 위한 인구정책 추진
● ( 인구정책) 지역맞춤형 종합 인구정책 추진으로 인구구조 개선 및 인구변화 적응력 강화,

인구정책 시행계획 수립 등
- 인구영향평가센터 설치·운영*을 통한 인구정책 총괄·조정·평가기능 강화, 인구정책 플랫폼
운영 내실화 등 인구정책 발굴 체계화 추진
* 부서별 분절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인구정책의 종합적·체계적·상시적 평가 시행

2022 주요업무계획

83

03

초광역 경제도시

경제위기 극복을 넘어 남부권 상생협력으로 글로벌 무대에서 경쟁력을 갖춘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1 민생경제 안정화 및 경쟁력 강화
2 미래비전 핵심사업 실현
3 부산형 창업 생태계 조성
4 양질의 일자리가 풍부한 도시 실현
5 글로벌 기업 유치 및 기반 조성
6 지역 특화산업 고도화
7 글로벌 네트워크 강화

지속 가능한 해상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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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텀2지구 도시첨단산업단지

청년 창업·주거 복합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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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여건
●

코로나 장기화와 저성장 흐름 속 경제위기 극복 및 지역경제 체질 혁신 시급

●

부·울·경 메가시티, 해상도시 등 미래비전 실현으로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 필요
* 고용률(ILO 기준) : 56.6%(전국 평균 61.5%, 7대 도시 하위권), 전년대비 0.2%p⬆
* 실업률 : 2.4%(전국 평균 2.6%, 7대 도시 중 3위), 전년대비 0.8%p⬇ ※ ’21.11월 기준

+ 정책방향
●

경제위기 극복과 함께 양질의 일자리 창출, 경제체질 개선, 글로벌 기업유치 및 미래비전사업의
조속 실현을 통한 글로벌 경제력을 갖춘 초광역 경제도시로 도약
민 생 안 정

비상경제대책회의 운영, 소상공인 지원, 동백전 발행,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

미 래 비 전

부·울·경 메가시티, 세계 최초 해상도시, 센텀2지구 개발 등 차질 없이 추진

경 제 체 질

부산형 창업생태계 조성, 제조업·수산업 등 지역 특화산업 고도화

일자리창출

현장 중심 양질의 일자리 창출, 대상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강화

기 업 유 치

대·중견기업 전략적 유치, 투자환경 조성, 2차 공공기관 이전 선제적 대응

+ 주요 정책지표
2021

2022
전면 시행

동백통 (공공배달앱)

시범 실시

부·울·경 메가시티

합동추진단 운영

특별지방자치단체
전국 최초 시범 출범

고용률

56.6%

57.0%

도심형 청년 창업·주거
복합공간

1개소

3개소

창업펀드 조성

5,342억원

6,272억원

(정식 서비스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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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체계도
정 책

주요역할
비상경제대책회의 운영

➊ 민생경제 안정화 및
경쟁력 강화

민생노동정책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도시균형발전실

광역철도망 확충

➍ 양질의 일자리가
풍부한 도시 실현

➎ 스마트 첨단산업 기업
창업 및 유치 기반 조성

글로벌 금융중심지 조성

디지털경제혁신실

서부산권 개발사업 추진

도시균형발전실

창업펀드 조성, 창업벤처 인프라 구축
(도심형 청년 창업·주거 복합공간, 지식산업센터 건립,
부산 테크노밸리 조성 등)

86

산업통상국 (해양농수산국)

청년산학창업국

경력단절여성 일자리 지원, 펨테크 등

여성가족국

50+ 복합지원센터 건립, 신중년·노인·장애인 등 일자리 지원

사회복지국

일자리 추진체계 고도화, 고용안정 등 일자리 업무 총괄

디지털경제혁신실

글로벌 대기업 관련 기업 유치, 기업하기 좋은 투자유치 환경 조성,
외국인 투자 유치, 경제자유구역 글로벌 신산업 거점화 기반 강화

디지털경제혁신실

공공기관 2차 이전 추진(부산복합혁신센터 건립 등),
첨단산업(AI·블록체인·빅데이터) 기업 창업 및 유치 지원

청년산학창업국
(디지털경제혁신실)

전통제조업 혁신 및 주력산업 지원, 항공·무인기산업 육성,
신발·섬유산업 고도화 추진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외교활동

➐ 글로벌 네트워크 강화

교통국
도시계획국

수산업 고부가가치화

➏ 지역 특화산업 고도화

부울경특별지방자치단체
합동추진단 사무국
(행안부, 울산, 경남)

해상도시 시범모델 건설

센텀2지구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 반여농산물시장 이전 추진

➌ 부산형 창업 생태계 조성

디지털경제혁신실

소상공인 지원 강화, 동백전 발행,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 물가안정 등

부·울·경 메가시티 추진

➋ 미래비전 핵심사업 실현

실·국·본부 (중앙부처 등)

개방적·전략적 국제교류 추진, 부산유엔위크, 통산 등 수출지원,
남북교류협력 강화

해양농수산국

산업통상국
산업통상국
(관광마이스산업국)

산업통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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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초광역 경제도시
1
민생경제 안정화
및 경쟁력 강화

코로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추진을 통해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 및 민생경제 안정화 도모
■ 경제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
● ( 비상경제대책회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체감형 정책 마련 등 지속 운영(정책AS 현장방문병행),

경제정책 결정 체계 고도화* 추진
* 어젠다 발굴 ⇒ 내재화(학습화) ⇒ 정책화 ⇒ 현장체감도 강화

비상경재대책회의 운영
◇ (개요) 비상경제TF ⇒ 비상경제대책회의(정책도출) ⇒ 브리핑(시민소통) ⇒ 정책AS현장방문(점검·보완)
◇ (내용) 소상공인 등 민생경제, 미래혁신기술 활용 등 위기극복 및 경제 활성화 대책 논의

■ 소상공인 지원강화 및 확대
● ( 골목상권 회복) 소상공인 원스톱 종합지원체계 구축*, 온라인 비즈니스 성장동력 확보 지원,

소상공인 경영부담 경감** 등 추진
- 디지털 커머스 전문기관 운영, 공공모바일마켓앱 ‘동백통***’ 본격 시행
- 지역 유통업 상생협력 강화 및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운영 활성화
* 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 설립·운영 ▶ 생애주기별 원스톱 지원 플랫폼 구축
** 카드수수료 완화, 사업정리 도우미(폐업소상공인 컨설팅 등), 사회안전망 강화(노란우산공제 장려 등)
*** (계획) 정식 서비스 개시(’22.1) ⇒ 앱 고도화 및 가맹점 지속 확대

소상공인 안정적 영업환경 조성
구분
부산형 장기안심상가 조성·지원
지역상생구역 지정
상가임대차 분쟁조정 운영
민간 상생협력 강화

주요내용
·건물주 인센티브 제공(젠트리피케이션 지역 중점), 소상공인 영업 안정화
·상생협약상 차임 등 준수, 부설주차장 설치특례, 조세·부담금 감면 등 지원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등 분쟁당사자 간 대화·협의 유도
·지역협의체 운영, 구군별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대책 등 추진

● ( 정책자금)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경영자금 확대*, 유동성 적기 공급

- 지역재투자 사업** 추진 ▶ 기본계획 수립 및 지역재투자 기금조성
* 중소기업 육성·운전자금 등 정책금융 확대(1조 8,000억원), 저금리 정책자금 지속 지원, 소상공인
보증사각지대 발굴 및 피해업종 정상경영 대출지원 확대 등
** 전국 최초 지역재투자 활성화 기본 조례 제정(’21.5), 시행(’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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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지역화폐 동백전 2.0 추진
● ( 동백전 발행) 1조 6천억원* 발행(변동 가능), 자금 역외유출 방지 및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통한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
- 온라인 결제, QR 가맹점, 상생플러스·특화상품 가맹점 확대, 관광상품권 도입 등
결제 수단 및 구매 채널 다양화
- 동백전 운영대행사 선정**(’22~’24, 3년간) 및 수수료 최소화 추진
* 월 발행한도 1,300억원, 개인 충전 한도 50만원 ▶ 월 캐시백 최대 5만원 지급
** 기존 동백전 카드 이용자 불편 최소화 및 수수료 수익의 재투자

■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
● ( 성장도모) ➊특성화 전통시장 육성, ➋전통시장 기반시설 확충 등 전통시장 성장을 도모해

골목상권 활성화 추진
구분

주요내용

①

· (문화관광형) 쇼핑과 문화관광 연계 시장 육성(7개 시장)
· (첫걸음기반조성) 전통시장 기초역량(결제, 위생, 고객편의 등) 강화(3개 시장)
· (디지털 전통시장) 온라인 입점 지원 및 배송인프라, 마케팅 지원(1개 시장)
· (상권활성화) 연제오방상권 르네상스 사업

②

· (시설 현대화) 아케이드 개·보수, 공중화장실, 전기·소방·가스 시설 개선
· (주차환경개선) 공영주차장 건립(3개소), 개보수(1개소), 이용보조(3개소)
· (재난·재해 예방) 전기배선 교체, 배관공사 등 노후전선 정비사업, 화재알림시설 설치 등

■ 물가안정 및 경제적 약자 권익 보호
● ( 물가안정) 물가상승률 10년만 최대폭 상승* 등 지속 물가 상승에 대응, 시민 체감 물가안정

대책 및 소비자 보호를 통한 민생경제 안정화
-소
 비자물가 안정관리**, 소비자 피해구제(열린 소비자상담실 운영), 금융사기 피해예방
(보이스피싱 대응), 서민금융 지원 강화(금융취약계층 지원, 대부업체 관리 등)
* (물가상승률 추이) ’11.12, 4.3% ⇒ ’21.11, 3.6%(9년 11개월 만에 최고치 기록)
** 물가대책상황실 운영 및 현장 지도점검 강화(명절, 휴가철 등), 착한가격업소 운영(654개소)
● ( 공정경졔) 가맹·대리점 사업의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을 통한 경제적 약자 권익 보호 및

공정성 강화
- 가맹·대리점 분쟁해결 지원, 가맹사업 창업 편의 증진, 불공정거래 예방 및 소상공인
피해구제* 등 종합지원
* 가맹희망자 계약 체결 전 사전 법률상담, 가맹사업·대리점 불공정거래 피해 구제 법률상담

■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로 민생경제 활력 제고
● ( 경제력 제고) 유망 중소건설업체 Scale-up(20개 업체), 건설 기능인 양성, 지역건설업체

일감확보 및 하도급률 제고*, 불공정 하도급 개선** 추진
* 민관합동 하도급 홍보세일즈단 운영, 건설대기업과 상생데이 개최 등
** 대형공사장 민관합동 현장점검,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조기 정착 추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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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래비전
핵심사업 실현

부·울·경 메가시티, 센텀2지구, 해상도시 등 부산의 미래를 책임질 미래비전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으로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 및 재도약의 전기 마련
■ 부·울·경 메가시티 추진
● ( 단체설립) 전국 최초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및 사전준비* 철저

* ➊ (구성 준비) 사무처리 기본계획, 법·제도 정비, 청사 및 의회공간 조성, 홈페이지 구축 등
➋ (규약 등 제정) 제정안 마련, 시도별 의견 수렴 및 행안부 협의
➌ (공감대 확산) 자문단 및 시민참여단 운영, 주민설명회 등 개최, 홍보영상물 제작

부·울·경 메가시티 추진절차

분야별 과제 수행

합동추진단 구성·운영

(구성 준비, 규약 등 제정, 공감대 확산)

부·울·경 특별지자체
출범

부·울·경 메가시티
조성 추진

(’22.1분기)

(장기적 행정통합 모색)

● ( 사무발굴) 국가위임(이양)사무 발굴* 및 초광역 사업 실행(안) 마련을 통해 편의 증진 및

경쟁력 있는 지역특화 발전방안 마련
- 산업경제, 교통·물류, 문화·관광, 재난·환경, 먹거리 등 주요 분야별 초광역 사업 실행전략
수립** ▶ 부·울·경 특별지자체 초광역 사업 실행(안) 용역 시행
* 특별지자체의 초광역 협력 사무(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다부처 협약 및 국가사무 처리 권한을
포함하는 특별법 제정 지속 건의
** (3대 중점과제) 기후위기 대응 선도, 혁신 기반 동반 성장, 공간 압축 초광역 인프라 조성
● ( 광역교통망) 철도, 도로 및 대중교통과 연계한 광역교통 인프라 지속 확충을 통해

부·울·경 공간적 연결성·접근성 강화 ▶ 실질적인 단일 생활권 구현
- 낙동강 횡단 교량의 차질 없는 건설로 동·서측 교통수요 적극 대처
- 광역 급행버스, 복합환승센터, 간선급행버스 체계, 광역알뜰카드 확대 등
광역철도망 확충
구분
동해선(부산~울산) 복선전철 건설

주요내용
· ’03~’21, L=65.7㎞, 2조 8,338억원 ▶ ’21.12 개통(일광~태화강)

부전~마산 복선전철 건설

· ’14~’22, L=32.7㎞, 1조 5,766억원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

· ’21~’29, L=50㎞, 1조 631억원

■ 세계 최초 지속 가능한 해상도시 추진
● ( 해상도시) 기후 위기에 대응해 회복력 있는 도시개발지원을 통한 지속 가능한 도시환경 구축
▶

세계 최초 해상도시 시범모델 건설

- 해상도시 건설* 추진 및 국제컨퍼런스 개최(’22.하) 등
* ➊ (개념) 기후 위기 대응 지속가능한 도시의 대안 ▶ 자원 자급자족 및 자원 재활용이 가능한 현대판 노아의 방주
➋ (계획) 해상도시 타당성 조사, 협의체 구성, 고위급 UN-Habitat 회의 참석 등

해상도시 개요
◇ (내용) 해상도시 A=6,000㎡(300명 거주) 건설

◇ (시기) ’21~’30

◇ (비용) 약 2,400억원(민간투자)

◇ (주체) 부산시, 유엔 헤비타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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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 금융중심지 조성
금융허브 인프라 확충 및 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한 글로벌 경쟁력 강화 ▶ 아시아
대표 금융 허브 도시 도약
- 부산국제금융센터(BIFC) 3단계 개발사업 본격 추진*(’20~’25), BIFC 63 글로벌 금융클러스터
확대(6개사 입주), 아시아 금융허브 네트워크 구축, 부산금융중심지 발전협의회 운영,
국제금융센터지수(GFCI) 평가 대응 등

● ( 금융중심지)

* (사업규모) 4,000억원, 부지면적 10,293㎡, 연면적 147,000㎡, 1개동 45개층

■ 센텀2지구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
센텀시티와 연계한 첨단 ICT 융·복합 지식기반서비스산업 밸리 조성 ▶
창업생태계 조성 및 청년 일자리 중심 타운으로 육성

● ( 센텀2지구)

- 사업지 내 이전 대상 시설과 이전계획 협의(풍산 부산공장, 반여농산물시장), 보상 및
공사착공(’22), 준공(’27) 등 차질 없이 추진
- 도심융합특구 지정에 따른 후속 절차 착수 ▶ 기본계획 수립용역 시행(’22.1)
센텀2지구 도시첨단산업단지 개요
◇ (개요) ’16~’27, 해운대구 반여·반송·석대 일원, 191만㎡, 2조 1,526억원
◇ (유치) ICT, 지식서비스 산업, 영화·영상 콘텐츠산업, 융합부품소재 등

■ 서부산권 개발사업 추진
● ( 서부산개발) ➊에코델타시티, ➋연구개발특구(첨단복합지구), ➌서부산권 복합산업유통단지,
➍

감동진 문화포구 조성 등 동·서 균형발전 촉진

구분

3
부산형 창업
생태계 조성

주요내용

①

·신공항·신항만 연계한 친수·생태형 자족도시 건설(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조성)
▶ (개요) ’12~’23, 6조 6,050억원, 강서구 명지동·강동동·대저2동 일원 11.77㎢

②

·R&D 혁신클러스터 구축으로 고부가가치 신성장산업 육성
▶ (개요) ’12~’28, 강서구 대저동 일원 1.74㎢, R&D, 첨단산업, 전시컨벤션센터 등

③

·지속 가능한 도시성장을 대비한 산업·물류·유통시설 용지 확보
▶ (개요) ’17~’26, 강서구 강동동 일원 1.39㎢(1단계), 바이오, 신소재산업, 신재생에너지 등

④

·강 문화의 관광 자원화로 시민 휴식공간 제공 및 지역경제 활성화
▶ (개요) ’17~’22, 187.2억원, 북구 구포동 166~화명생태공원 일원

안정적인 창업자금 및 인프라 구축 등 혁신적인 창업 기반 마련,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 등을 통한 부산형 혁신 창업 벤처 생태계 조성
■ 창업펀드 조성으로 혁신 창업 기반 마련
● ( 창업펀드) 차세대 유망 창업기업 성장지원 및 혁신 창업 기반 마련을 위한 대규모 창업펀드

조성 ▶ 성장단계별 스케일업을 위한 전략적 자금 운영플랫폼 구축
- ➊부산 지역뉴딜 벤처펀드, ➋한국모태펀드 기반 펀드 조성, ➌센텀기술창업타운 운영 활성화 등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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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①

·지역모펀드 조성을 통한 자펀드 결성으로 지역 기업에 대한 지속적·안정적 투자환경 조성
▶ 총 1,300억원 조성(’21~’23), 모펀드(912억원) 기반 자펀드 6개 내외 결성

②

·정부 모태펀드 적극 유치 및 조성으로 지역 창업생태계 활성화
▶ 총 2,000억원 조성(’22~’25), 모태펀드 출자 참여, 연 500억원 결성

③

·민간주도형 투자 통한 기술창업기업 지원·육성, ‘CENTAP On Air’ 연계 창업포럼 등

Ⅳ. 2022년 분야별 주요시책

■ 창업벤처 인프라 구축
● ( 인프라) ➊지역정착형 창업벤처 인프라 구축, ➋민간주도 글로벌(수도권) 창업플랫폼 유치 등

창업기업 지역정착 유도
구분

주요내용

①

· 부산역·북항 일대 ‘부산형 Station F’ 조성 ▶ 창의인재 플랫폼, 창업성장 플랫폼 등
· 도심형 청년 창업·주거 복합공간 조성 ▶ 2개소
· 남부권 혁신창업 허브 ‘부산테크노밸리’ 마스터플랜 수립 추진
· 우암부두 지식산업센터 건립 ▶ 274억원, 부지 6,000㎡, 입주공간 40개실(해양·조선기자재)
· 에코델타 첨단지식산업센터 건립 ▶ 278억원, 부지 6,000㎡, 지하2~지상5층 ▶ 스마트시티 특화

②

유라시아플랫폼 창업공간 재편 ▶ 구글, D,CAMP 등 글로벌 창업플랫폼 운영

● ( 성장고도화) 유망창업기업 집중 육성 및 맞춤형 지원체계 강화*, 부산형 메이커 산업육성**

추진 등 성장단계별 창업기업 성장 고도화
* 기술창업 인큐베이팅(100개사), 부산대표 창업기업(136개사) 및 Ace Stella 기업(15개사) 육성 지원
** 메이커 창업지원 전문랩 운영, 메이커 스페이스 유치 확대(2개소), e-커머스비즈센터 등
● ( 신서비스산업) 지역 주도형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부산 커피산업 육성**

* 서비스융복합연구센터 구축·운영, 서비스 강소기업 선정 및 기업 맞춤형 성장 지원
** ‘커피산업하기 좋은 명품도시’ 조성 ▶ 커피산업 기반마련(커피허브센터 구축, K-coffee 인증사업), 커피도시 브랜드화
및 관광거점화, 기업육성 및 인력양성, 커피산업 발전협의회 구성 등

4
양질의 일자리가
풍부한 도시 실현

시민의 삶과 직결된 일자리 회복에 집중, 공공일자리 및 여성·신중년 등
대상별 맞춤형 일자리 창출로 도심형 좋은 일자리가 풍부한 도시 조성
■ 현장 중심 일자리 창출 지원 강화
● ( 체계고도화) 고용시장 변화에 실시간 대응 가능한 거버넌스 운영을 통해 속도감 있고 지속

가능한 일자리 추진체계 마련
- 일자리사업 조정기능 강화* 및 통합서비스 제공 ▶ 일자리사업 통합허브 구축 추진
* 일자리사업조정회의 신설(신규 일자리사업 조정 등), 분야별 거버넌스 운영
● ( 고용안정) 공공일자리 창출로 취약계층 고용 및 생계지원 강화 등 고용 위기 극복, 맞춤형

일자리 지원을 통한 미스매치 해소 적극 추진
- 저소득층 직접일자리(공공근로·지역공동체·희망근로·지역방역 등),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 제조업 중심 고용유지 등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 현장 맞춤형 취업 지원 및 인력양성, 직업능력개발훈련 내실화 등 4차 산업 노동 전환 적기
대응, 부산 일자리 리트레이닝(재교육) 기금 조성 추진
- 고용서비스 온라인 인프라 구축*, 일자리·교육훈련·정책정보 통합 제공, 일자리종합센터 기능
강화 등 원스톱 일자리 정보제공 및 비대면 취업 지원
* 온라인 상설 채용관 ▶ 온라인 채용시스템(화상면접·상담·컨설팅 등), 비대면 상시 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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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별 맞춤형 일자리 창출
● ( 대상별 특화) ➊여성, ➋신중년(50~64세), ➌노인(65세 이상), ➍장애인, ➎직업계고 등 대상별

맞춤형 지원 강화
구분

5
글로벌 기업 유치
및 기반 조성

주요내용

①

·경력단절여성 일자리 통합센터 운영, 경력단절여성 교육훈련 및 재취업 지원 확대
·펨테크 교육 프로그램 운영, 여성 스타트업 발굴·지원, 펨테크밸리 조성 추진 등

②

·일자리 창출(471명, 경력형 171명 포함), 50+생애재설계대학 운영(8개 대학, 400명), 사회공헌활동(590명)
·50+복합지원센터 건립(’21~’24, 90억원, 신중년 재취업 등 복합공간) ▶ 기본계획수립(’22)

③

·일자리 창출(55,393명), 장노년 일자리한마당 개최 등

④

·일자리 창출(4,500명), 장애인 채용박람회 개최 등

⑤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취업지원(지역밀착형 고졸인재 양성)
▶ 직업교육 혁신지구,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 산학일체형 도제, 고숙련 일학습 병행

대기업 관련 기업, AI·블록체인·빅데이터 등 스마트 첨단산업 기업 창업 및
유치 지원, 공공기관 2차 이전 적극 추진 등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 대·중견기업 전략적 유치 추진
● ( 기업유치) 글로벌 대기업(계열사) 중점 유치*로 중소기업 동반성장 추진, 타 지자체와

차별화된 기업 맞춤형 인센티브 설계 및 파격적인 지원
- 중소기업 위주의 지역산업 구조를 글로벌 대기업 유치체계로 개편 및 지·산·학 상생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미래 성장동력 마련
- 대규모 투자·역내이전·신증설·지식서비스·컨택센터 등 맞춤형 설계 지원, 기금을 활용한
기업 맞춤형 행·재정적 지원**, 기업 애로사항 해소 등
- 민관협력 네트워크 강화 및 잠재투자가 발굴, 투자유치 정보 채널 다변화
* ➊ (부산 기업체 현황) 총 271천개, 중소기업 99.9%, 대기업 전무
➋ (유치목표) ’21년대기업 3개사 ⇒ ’22년대기업 3개사 ⇒ ’25년대기업 10개사(누적)
** ➊ (지원사항) 용지매입비, 건설설비비, 건물임차료, 고용보조금, 이주정착금 등
➋ (기금) 전국 최대규모(1,700억원) 투자진흥기금 다각적 활용 가능

● ( 전략산업 유치) 지역별 관련 업종 집중유치*로 상생발전 시너지 효과 거양

* (분야) 센텀2(ICT, 헬스케어), 방사선의과학(파워반도체), 국제산업물류지구(친환경차), 센텀지구(문화콘텐츠),
동삼지구(해양·조선), 문현지구(금융) 등

㈜코렌스 EM 부산형 상생일자리 사업
◇ (개요) ’21~’23, 강서구 국제산업물류도시 9만평, 7,600억원 투자, 4,300명 고용 창출
◇ (일정) 코렌스EM 생산·연구시설 준공(’21.7), 전기차 구동유닛 생산(’22.1), 협력업체 투자 및 입주(~’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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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단산업 분야 기업 창업·유치 지원
● ( 첨단산업) 4차 산업혁명 시대 핵심 경쟁력 확보, 산업 디지털 전환을 견인할 수 있는 첨단산업

분야 기업 집중 유치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
- 부산창업지원센터, U-Space BIFC(핀테크 허브센터), ICT-innovation 스타트업 큐브 조성·운영
(ICT청년창업허브) 등 AI·블록체인·빅데이터 관련 스마트형 4차 산업 기업 창업 및 유치
적극 지원

■ 기업하기 좋은 투자환경 조성
● ( 투자환경) 기업유치 全단계 원포인트 지원, 부산시 투자유치시스템* 본격 시행

- 투자유치 원스톱TF팀 운영으로 입주기업 조기정착 지원 및 추가투자 유인
* 기업 투자유치 전 과정 전산화 및 종합관리, 기업 데이터 체계적 관리 등
● ( 외국인 투자) 글로벌 외국기업 유치, 투자유치 기반 조성 및 정주환경 개선

- 글로벌 유망기업 대상 온·오프라인 마케팅 활동, 외국인투자지역 추가 지정 추진, 외투기업
대상 불합리한 규제정비 및 고충처리 상시지원 체계 확립
- 명지글로벌캠퍼스 국제학교(K-12) 건립 등 외국교육기관 유치, 명지국제신도시 연구용지 내
R&D센터 및 국내외 대형병원 등 유치 추진

■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 글로벌 신산업 거점화 기반 강화
● ( BJFEZ 거점화) 글로벌 환경변화 대응 및 혁신성장을 선도하는 글로벌 신산업 거점 마련을

통한 경자구역 활성화 ▶ BJFEZ 특성·여건 고려 핵심 전략산업 선정·혜택* 제공
* 조성원가 이하 분양 등 각종 입지혜택제공 및 보조금 지원(국내기업 대상 추가)

경제자유구역 산업 인프라 구축 및 개발 지원
◇ (명지지구 개발) ’03~’25, 3조 4,929억원, 640만㎡ ▶ 2단계 공사 착공(’21.12)
◇ (송정지구 확대 개발) ’16~’23, 1,914억원, 76만㎡ ▶ 개발계획 수립(’22)
◇ (BJFEZ 북측진입도로) ’18~’23, 1,329억원, 교량건설 1.53㎞ ▶ 실시설계 완료 및 공사 발주(’22)
◇ (명지지구 간선도로 확장) ’20~’23, 346억원, L=3.8㎞ ▶ 공사 착공(’21.12)

■ 2차 공공기관 이전 선제적 유치 대응
● ( 공공기관 2차 이전) 정부 방침 결정 전·후 2차 이전 단계별 대응 전략 추진* 및 공감대 형성,

일자리 창출을 비롯한 혁신성장 동력 확보
-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 및 입주기업 공유 오피스 조성**을 통한 이전 공공기관 연관산업
유치 적극 지원, 이전 공공기관과 지역사회와의 상생협력 강화***(채용률 확대, 지역물품
우선구매 등) 추진 등
* ➊ (1단계 대응) 2차 이전 준비 TF단 운영(’20.9~) ➋ (대상기관) 39개 기관(금융20, 해양11, 기타8)
** 부산복합혁신센터(’18~’23, 176억원, 영도구 동삼혁신지구 내), 영도 두드림 E-빌리지(’20~’22, 100억원)
*** 혁신도시 공공기관 연계 지역인재 취업지원 프로그램, 공공기관 합동채용설명회, 이전기관 오픈캠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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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공공기관 이전 대상 기관 (39개)
금융(20)
KDB산업은행, IBK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한국투자공사,
예금보험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벤처투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

6
지역 특화산업
고도화

해양(11)

영화·영상·기타(8)

한국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해양환경공단, 한국항로표지기술원,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극지연구소,
한국어촌어항공단, 한국해양조사협회,
한국해사위험물검사원 등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한국영상자료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한국공항공사, 한국원자력안전재단 등

수산업 및 제조업, 신발·섬유 등 전통 주력산업의 고도화를 통한 고부가가치화로
지역 특화산업의 재도약 도모

■ 수산업 고부가가치화
● ( 스마트수산) 수산업과 첨단기술의 융복합으로 미래 수산 분야 신성장동력 확보 및 비대면

수산경제 육성
- ➊스마트양식 클러스터, ➋통합협력센터 조성, ➌해양수산 창업투자지원 등 추진
구분

①
②
③

주요내용
·’19~’22, 400억원, 67,320㎡, 대서양 연어 생산 및 연구개발, 기술실증 등 ▶ 테스트베드 준공(’22)
·’22~’30, 기장군, 5,060㎡, 센터운영 및 기술개발, 인재양성 프로그램 운영
·’21~, 22억원, 65개사 지원 ▶ 신규고용 242명, 창업 8개사

● ( 고부가가치화) ➊수산식품산업 클러스터 조성, ➋기업지원센터 건립, ➌혁신지원센터 운영

등으로 수산업 고부가가치화
구분

①
②
③

주요내용
·’22~’25, 813억원, 서구, 36,566㎡, 기업지원, 산학연관 네트워크 구축, 수산식품 R&BD 지원 기반 구축
·’20~’23, 132억원, 사하구, 5,260㎡, 공동실험실·홍보·창업 지원공간 등 설치 ▶ 준공(’23)
·부산테크노파크 내, 제품개발·마케팅·홍보 등 수산식품기업 전담 지원

● ( 유통혁신) ➊자갈치 수산명소화, ➋대변수산물 직매장 건립, ➌부산공동어시장 중앙도매시장

개설 및 현대화사업 추진 등 수산물 유통 선진화 기반 구축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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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①

·(1단계 시설개선) ’21.7~’22.1, 19억원, 조망권 개선 위한 창호 확장, 냉동·냉장창고 등 시설 확충
·(2단계) ’20~’24, 55억원, 3,173㎡, 판매시설(지상 3층) ▶ 설계(’21~’22)

②
③

·(생물동 증축) ’22~’23, 20억원, 578㎡, 판매시설(지상1층) ▶ 설계 착수(’22.3)
·’15~’26, 1,729억원, 64,247㎡, 공동어시장 다목적 현대화(위판, 체험·관광 연계, 물류자동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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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통제조업 혁신 지원
● ( 산단혁신) 지역거점 산업단지 등과 연계한 전통제조업 혁신 지원 ▶ 산업단지 스마트화,

환경개선, 고용 여건 제고 등
- 부산 산업단지 대개조 본격 추진, 산단환경 개선 실증사업(’23~’25, 100억원, 오염물질 감축) 등
부산 산단대개조 개요
◇ (개요) ’22~’24, 1조 1,231억원, 35개 국책사업(공정혁신시뮬레이션센터, 스마트에너지플랫폼 구축 등)
◇ (대상) 명지·녹산국가산단(거점산단), 사상공업지역 및 신평·장림(연계산단),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지사지역(연계지역)

■ 항공·무인기산업 육성지원
● ( 무인·항공기) 무인·항공기산업 기술 고도화 및 기반 조성, 시민 공감대 확산

- Daas(Drone as a Service) 기반 글로벌 오션시티 구축(’20~’23, 222억원), 2022 드론 전시회 개최,
산업용 드론 조종 전문기술 인력양성, 항공 부품산업 기술 고도화 지원(’21~’23, 15억원),
3S(Sky, Sea, Shore) 통합 글로벌 UAM 생태계 구축 포럼 개최(’21.12)

■ 주력산업 지원 강화
● ( 고도화) 지역 주력산업인 ➊기계부품, ➋로봇산업, ➌자동차 부품, ➍조선기자재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위기극복 및 신산업으로의 전환 가속화 지원
구분

주요내용

①

·부산 선도형 디지털 클러스터 구축, AI기반 중소형 엔지니어링 기술개발 협업 플랫폼 구축
·뿌리산업 통합지원 체계구축 및 기술고도화, 청정공기산업 활성화 기반 구축 등

②

·인공지능 로봇활용 기업경쟁력 고도화, 로봇기반 전문인력양성(57명)

③

·전기차 e-파워트레인 부품기술 허브센터 구축, 전기차용 안전편의부품 기술고도화지원
·중소 자동차부품기업 기술연구역량 강화, 미래자동차산업 부품생태계 지원사업

④

·다목적 해상실증 플랫폼 구축, 부산해양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사업
·친환경 수소연료 선박 R&D플랫폼 구축, LNG벙커링 기자재 시험평가 설비 및 시험기술 개발
·친환경 중소형 선박기술 역량강화사업

■ 신발·섬유산업 재도약 기반 조성
● ( 신발산업) ➊기술고도화, ➋생태계 강화로 글로벌 경쟁력 확보

구분

주요내용

①

·(지능형 신발공장 구축) ’18~’22, 188억원, 자동화 핵심 기술개발 및 시범공장 구축
·(기능성 소재부품기업 경쟁력 강화) ’20~’24, 34억원, 양산 성능개선 지원 등
·(부산 브랜드 신발 육성) 부산 자체브랜드사 성장사다리별 제품개발, 상용화 지원 등

②

·(커스텀 학생화 시범사업) 커스텀 학생화 개발 및 학사 과정 운영
·(원스톱 산업스트림 구축지원) 첨단신발융합허브센터 입주기업 협력사업 추진
·(생태계 강화 지원) 국내외 기업간 네트워크 구축, 신발기업 정보망 구축 등

➊
➋
●(
 섬유산업) 섬유패션산업 인프라 구축 및 안정적 운영, 디자인산업 체계적 육성등고도화추진

구분

주요내용

①

·(글로벌 탄성소재 R&D 클러스터 구축) ’20~’28, 1,964억원, 탄성소재연구소 건립 등
·(부산패션비즈센터 운영) 안정적인 시설 및 장비 운영, 기업지원 사업 등
·(서동 의류제조 소공인 공동기반시설 운영) 공동장비활용 지원, 시범공장 운영, 컨설팅 등
·(범일의류제조지원센터 운영) 상품개발·3D디자인 지원, 의류제조 교육과정 운영 등

②

·디자인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 아시아 디자인 플랫폼, 디자인·기술 융합성장 플랫폼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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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글로벌 네트워크
강화

코로나 공존 시대에 대응한 개방적·전략적 도시외교 활성화 및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활동 집중, 남북교류 협력 준비 등 글로벌 중심도시 조성

■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외교활동 집중
● ( 유치교섭) 외교부 등과 협력 강화, 국제기구·기업 등 인적네트워크 적극 활용, 유치사절단

파견 등 도시외교 채널 풀가동을 통한 유치 지지 확보 추진
- 자매·우호 도시 정상외교(대면·비대면), 재외공관장·외빈 등 방문 적극 활용 지지 협조 및 확보,
교류협력사업 확대* 및 원거리 도시협력 강화
- ‘부산유엔위크’ 지속 운영, 범시민참여 확산 등 국제평화중심도시 집중 부각
* 아프리카, 아시아 등 국제박람회기구 회원국 대상 국제개발협력시업(ODA) 확대 추진

■ 개방적·전략적 국제교류 추진
● ( 도시외교) ➊중화권 외교 내실화, ➋일본과의 미래지향적 관계 강화, ➌한중일 다자간 도시협력

활성화, ➍원거리 도시교류 확대, ➎신남방 및 ➏신북방 국가 교류협력 강화 등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및 미래 성장 기반 확보
구분

주요내용

①

·한중 수교 30주년 기념사업, 부산-선전·텐진 우호협력 체결 15주년 기념행사 추진 등

②

·제15차 부산-후쿠오카 포럼 부산 개최, 한일해협연안 시도현 교류 지사회의 등

③

·한중일 정상회의 추진(제7회 동아시아 경제교류 추진기구 총회), 한중일 지방정부 교류회의 참석

④

·유럽·미주·아프리카 등 원거리 도시와의 신규 자매우호협력 체결 추진, 신규사업 발굴 등

⑤

·온라인실무협의체 운영, 2022 부산-아세안 주간 실시, 2022 한-아세안 정치·안보 포럼 개최

⑥

·신북방 복합물류루트 개척 및 활성화, 유라시아 시민대장정, 국제협의체 참여로 협력 강화

● ( 수출지원) 수출원스톱지원센터 운영, 무역전문인력 양성 등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한

지원체계 구축으로 수출경쟁력 강화 및 해외진출 지원
- 디지털 무역 활성화에 따른 수출판로 다변화 지원 ▶ 온라인플랫폼 진출 확대 및 디지털마케팅
역량 강화

■ 부산형 남북교류 협력 기반 강화
● ( 남북교류) 독자 추진 가능한 부분 우선 추진으로 관계 재개 대비 등 남북협력 선도 준비 및

협력사업 지원, 평화통일 시민 공감대 활성화 추진
- 남북교류협력 원스톱 컨설팅 지원, 지속가능한 남북교류협력사업 발굴, 대시민 공모 및
민간협력 강화, 평화통일 감수성 함양(전문 강사단 양성, 청년 서포터즈), 북한 이탈주민
초기 정착 및 자활지원 등 생활밀착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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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 혁신도시

지자체-기업-대학 간 새로운 협력모델을 통해 새로운 비즈니스가
일어나는 지산학협력 혁신도시로 만들겠습니다.

1 부산형 지산학협력 체계 고도화
2 디지털 융·복합 연구개발 기반 조성
3 혁신 신산업 육성 기반 조성

지산학협력 스케일업 컨퍼런스

수산식품산업 클러스터

부산국제영화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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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여건
●

저출산·인구유출 등 청년인구 감소 가속화, 지역대학 위기는 지역소멸 위기 직결

●

혁신역량의 핵심축으로서 ‘시-기업-대학’ 간 새로운 협력체계·성과 확산 필요

* (대학현황) 21개(일반대학 13, 전문대학 8) ▶ (신입생 충원율) ’20년98.6% ⇒ ’21년93.5% (4년제 기준)
* (청년유출) 최근 10년간 청년층(20~30대) 7.3만명 유출 ※ 전체 유출인구(8.5만명)의 86%

+ 정책방향
●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대학·기업·지역이 상생발전 할 수 있는 전면적 지산학협력모델 고도화
및 확산, 미래인재 양성, 혁신 신산업 육성을 통한 산학협력 혁신도시 조성
지산학협력

부산형 지산학협력 체계 고도화(기업직무 연수기반), 미래형 지역인재 양성 등

연 구 개 발

디지털 융·복합, 지역주도 R&D역량강화 등 실질적인 산학협력 기반조성

신

해양, 영화·영상 등 차별화된 미래 신산업 인프라 조성, 경제체질 개선

산

업

+ 주요 정책지표

98

2021

2022

지산학협력 체계

시+산업+대학 체계구축

시+산업+대학 체계 기반 조성

기업현장 연수기반 인재양성

대학·기업별
인재양성

현장실습지원단 운영

대학혁신연구단지 조성

1개소

2개소

스마트공장

1,340개

1,800개

디지털혁신파크 조성

-

ICT 청년창업허브 개소

Ⅳ. 2022년 분야별 주요시책

업무 체계도
정 책

➊ 부산형 지산학협력
체계 고도화

➋ 디지털 융·복합
연구개발 기반 조성

주요역할
부산형 지산학협력 업무 총괄,
지산학협력센터 운영 및 지산학협력 생태계 저변 확대,
기업지원 지산학협력 추진, 대학 산학협력 역할 강화 유도,
대학 특화 대학혁신 거점단지 조성,
대학협력관 운영, 시-대학 거버넌스 운영,
신입 자원 발굴 및 외국인 유학생 유치,
우수인재 지역정착을 위한 정주 지원,
기업수요 맞춤형 인재육성 지원,
미래산업 대비 기술인력 양성,
부울경 지산학 협력체계 구축
(‘지자체-대학 혁신기반 지역혁신사업’ 공모 유치),
지자체-대학 사회공헌 및 상생협력 지원

청년산학창업국

관광·마이스 분야 산학협력 강화

관광마이스산업국

부산 디지털 혁신 아카데미 운영,
단계별 ICT 인력 양성

디지털경제혁신실

4차 산업혁명 대응 총괄, 인공지능 지역거점 구축,
부산형 디지털혁신파크 조성(ICT 청년창업허브 조성 등 포함),
메타버스 시장 선점, 데이터 집적단지 조성,
디지털산업 육성지원 R&D 역량 강화, 연구개발특구 조성,
연구소기업 클린성장지원센터 구축,
중소기업 협동조합 R&D 역량강화 지원,
신규 규제자유특구 지정 추진

디지털경제혁신실

디지털 산업단지 조성 (스마트공장 보급 확대 등)

해양신산업 지원(해양바이오 산업, 극지관문도시),
STEM 빌리지 건립, 해양신산업 오픈플랫폼 운영,
해사전문법원 부산 유치, 부산항 신항 건설 지원,
고부가 항만서비스 조성 지원, 해상특송장 활성화 및 확대,
유휴항만 개발 지원 등

➌ 혁신 신산업 육성
기반 조성

실·국·본부 (중앙부처 등)

산업통상국

해양농수산국

스마트 물류산업 기반 마련

교통국

해양금융기관 본사 이전 등

청년산학창업국

해양금융 인프라 구축
영화·영상산업 선순환 생태계 조성

디지털경제혁신실
문화체육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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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산학협력 혁신도시
1
부산형
지산학협력
체계 고도화

지역과 대학위기 극복을 위해 시-기업-대학 간 공유·상생 혁신생태계인 부산형
지산학협력 모델 고도화 및 확산, 지역혁신 인재 양성을 통한 미래 적극 대응

■ 부산형 지산학협력 기반 조성
● ( 거버넌스) 부산형 지산학 협력체계 고도화를 통한 산학협력 주체 간 협력·소통·매개 활성화 및

지역 혁신역량 강화 추진
- ‘지산학협력센터’ 본격 운영*으로 기업수요 기반 대학 기술-인재 매칭 등
* ➊ (현황) 인력 8명, ’22년도 6개 사업 총43억원, 부산테크노파크 내 설치·운영
➋ (계획) 지산학협력 기업R&D, 산학연계 현장실습 브릿지사업, 기술매칭데이 운영, 지산학협력
성과모델 창출

지산학협력센터 주요 기능
지산학 인재육성

지산학 R&D

대학혁신 유도

• 수요기반 인재양성∙매칭
- 지역기업∙동남권 대기업 대상

• 기업애로 기술 지원

• 대학 유휴부지 활용 방안 기획

• 대학기술 사업화 지원

• 대학 내 혁신사업 유치

• ICT 디지털인력 양성
(기업유치 등 연계)

• 대학의기업연구소역할지원

• 대학혁신 우수모델 발굴∙확산

● ( 기반조성) ➊기업지원 협력사업(대학R&D), ➋지산학협력 지속성 제고 기반 강화, ➌미래산업

대비 기술인력 양성을 통한 지산학 혁신 기반 조성
구분

주요내용

①

·대학R&D 씨앗기획사업(15억원), 시장수요 맞춤형 개방형연구실 사업(20억원)
·지역혁신 선도연구센터(총 162억원), 이공분야 대학중점연구소(총 240억원)

②

·대학 내 산학연 협력단지 조성(’19~’24, 110억원, 부경대)
·대학혁신연구단지(I-URP) 조성사업(’20~’26, ‘22년 1개소 추가 조성), 대학특화 거점사업 유치 등

③

·3단계 산학연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LINC 3.0) 지원(’22.4 선정 예정)
·4차 산업 미래인재양성(2억원), 기술사관육성(5.8억원)

● ( 대학협업) 시-대학 상생협력 강화와 혁신 네트워크 활성화 추진 등 상생협력 생태계 조성을 통한

인구구조 변화 및 지역대학 정원 미충원 적기 대응
- 대학협력관 운영 및 공동사업 발굴, 시-대학 거버넌스 운영* 활성화
- 지역 우수인력 발굴·유치** 및 대학생 정주 지원***을 통한 지역 정착 여건 조성
* 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지원 협의회, 기획처장협의회, 국제교류협력협의회 등 상시 운영
** 시-대학 공동 입학설명회 개최(’22.6), 유학생 공동유치 박람회 개최 지원(연2회)
***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4.6억원), 대학생 기숙사비 지원(1.8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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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산학협력 기반 미래형 인재 양성 및 유치
● ( 인재양성) ➊부울경 지산학협력 추진, ➋기업수요 맞춤형 인재육성 지원, ➌지자체-대학

사회공헌 및 상생협력 지원 등 지역인재 정착을 위한 지산학협력에 기반한 인재 육성
구분

주요내용

①

·‘지자체-대학 혁신기반 지역혁신사업(지역혁신플랫폼 사업)’ 공모 유치
▶ 지역협업위원회 통합, 교육혁신 준비(부울경 지역대학·혁신기관 참여, ’22.하)
▶ 지역혁신플랫폼사업 고등교육 규제유예 신청 : 고등교육혁신 특화지역 지정 신청(’22.하)
·지역산업 연계 인재양성을 위한 부울경 통합 준비

②

·기업 수요에 기반한 산학협력·인재양성 모델 발굴, 기업-대학-학생 간 인재육성 미스매칭 중개 지원 등
⇒ 수요기반 현장실습 통합시스템 구축(실습정보 통합 연계, 기업-대학 매칭 등)
▶ 현장실습지원단 운영(지산학협력센터 내, 단장·코디네이터 등 4명), 현장실습 정보 연계, 현장실습비
기업부담(실습비 75%) 일부 지원, 비전공자 ICT 역량 강화(ICT 오픈캠퍼스, 160명)

③

·연구인재·직무역량 지원(BB21플러스, 21개 사업단), 공공기관 연계형 인재양성(지방선도대학육성, 12개 기관 6개교)
·지역사회상생·협력(7개 과제), 대학생 사회기여 마일리지 제도 활성화

현장실습지원단 운영개요
부산광역시 현장실습지원단

현장실습지원단 운영 (’21.8.24~)
- 설치 : 부산테크노파크 지산학협력센터 내
행정재정지원
인재양성

- 조직 : 4명 (단장, 코디네이터 등 4명)
실습기업
발굴

일자리
창출

- 기능 : 실습기업 발굴
현장실습 지원사업 추진
통합시스템 구축·관리

학생지원

기업현장
직무제공

대학 (생)

실습기업

ICT 전문인력 등 4차 산업 인력 대규모 육성, 글로벌 관광·마이스 분야 산학협력
강화 등을 통한 미래형 인재 양성
- 단계별 ICT 인력양성*, 부산 디지털 혁신 아카데미 운영**(’22~’26, 연 1,000명 등 5년간 총 5,000명

● ( 미래형인재)

양성 추진, AI·블록체인·클라우드 등 신기술 분야 교육과정 운영)
* ➊ (실무형 인재양성) 베스핀글로벌, 더존 등과 취업연계 교육과정 운영
➋ (고급·연구 인재양성) ICT 신기술 분야 석·박사 교육과정 운영(그랜드 ICT연구센터 지원 등)
➌ (전문·융합 인재양성) 지역SW산업 진흥 위한 진문인력 양성(SW융합클러스터 사업 등)
➍ (기초 인재양성) 산업현장 요구 반영한 ICT 기초인력 양성(SW중심대학, 부산SW마이스터고)
** 이노베이션 스퀘어, 혁신성장 인재양성, 삼성SW청년아카데미, 기업맞춤형 정보산업인력양성
● ( 거점대학)

대학별 특성 반영, 혁신거점 대학 육성을 통한 인재양성

혁신거점 대학 육성 방안
구분

주요내용

부경대학교

·캠퍼스 혁신파크, 도시첨단산업단지

동명대학교

·동물병원 유치, 부산컬쳐빌리지

신라대학교

·반려동물 연관산업, 데이터센터

부산경상대학교

·스마트 팜 산업, 도시농업 산업

2022 주요업무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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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디지털 융·복합
연구개발
기반 조성

디지털 융·복합 연구개발 기반 마련 및 인력양성 등 지역 주도의 R&D
혁신역량을 더욱 강화해 실질적인 산학협력 기반 조성과 일자리 창출 기여

■ 디지털 융·복합 허브 조성
● ( 디지털 밸리) ➊인공지능(AI) 지역거점 구축, ➋부산형 디지털혁신파크, ➌메타버스 시장 선점,
➍

디지털 산업단지, ➎데이터센터 집적단지 조성, ➏국책연구기관 협력을 통한 디지털산업
육성지원 등 디지털 혁신 기술 집적 및 혁신산업 생태계 조성 추진
구분

주요내용

①

·(개요) ICT분야 연구소 및 진흥원 유치(단계별 시범사업 및 지역거점 조성 추진)
▶ (대상)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동남권 분원, 동남권 인공지능연구소,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이전
·(계획) AI융합 시범사업(’22~’24), 산업 융합형 AI+X 프로젝트(’23~’25), AI 지역거점 조성(’24~)

②

·(ICT 청년창업허브 조성) 개소(’22.3, (구)동남지방통계청) 및 운영,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운영

③

·(플랫폼 구축) 시민참여형 메타버스 ‘META-부산’ 구현 ▶ 부산역 중심 관광서비스, 민원서비스 적용
·(시범사업) 송정 메타버스 서핑빌리지 조성, 한·아세안 글로벌 메타버스 캠퍼스
·(연계사업)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메타버스 플랫폼 구축, 용두산공원 미디어아트 구현

④

·(스마트공장 보급) ’19~’22, 2,700억원 ▶’18년439개⇒’19년640개⇒’20년944개⇒’21년1,340개⇒’22년1,800개
·(스마트산단 제조혁신 기반 구축) ’23~’25, 90억원, 소재·부품산업 육성, R&D 등
·(부산 선도형 디지털 클러스터 구축) ’21~’23, 128억원, 국제산업물류도시 제8공구

⑤

·클라우드 서비스 활성화 및 관련기업 유치 ▶ 클라우드 서비스 기업 부산법인 및 교육센터 설립 추진

⑥

·차세대 스마트미디어 초고화질 입체미디어 실증 ▶ ’21~’25, 89억원, ETRI
·스마트조명 플랫폼 기술개발 및 실증 ▶ ’20~’24, 343억원, ETRI
·공공데이터 활용 안심서비스 개발·실증 ▶ ’19~’22, 240억원, KISTI
·네트워크 지능화 기술개발·실증 ▶ ’21~’25, 89억원, ETRI

■ R&D 혁신역량 집중 및 미래산업 대응
● ( 연구개발) 부산연구개발특구(첨단복합지구) 조성, 연구소기업 클린성장지원센터 구축*,

중소기업 협동조합 R&D 역량강화 지원** 등 신산업 대응 R&D 혁신역량 강화 및 지역 주도
혁신성장 기반 확립
- 규제혁신을 통한 신산업·신기술 창출 유도 등 신규 규제자유특구 지정 추진
* (개요) ’23~’26, 254억원, 강서구 미음동 R&D융합지구 내, 친환경 생산지원시설 건립
** (개요) 70개 중소기업 협동조합 대상(회원사 5,501개사), 업계 공통기술 수요 R&D사업 지원

기존 규제자유특구 사업 개요
구분
블록체인(’19.7)
해양모빌리티(’20.7)
암모니아 친환경에너지(’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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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물류·관광·금융·의료(’19.∼’21,178억원), 부동산∙의료마이데이터(’21.∼’22, 127억원)
·중소형 선박 LPG 추진시스템 상용화(’20~’21, 149억원)
·암모니아 연료 표준용기 및 친환경 선박 등 3개 실증(’22.∼’23, 38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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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혁신 신산업
육성 기반 조성

글로벌 해양도시로서의 강점을 적극 활용, 해양·영화·영상 등 차별화된 미래
혁신 신산업 집중 육성을 통한 경제체질 개선

■ 해양신산업 지원 강화
● ( 해양신산업) ➊해양금융 인프라 구축, ➋해양바이오산업 지원강화, ➌극지관문도시 선점,
➍

스마트 물류산업 기반 마련 등 지역 특화사업 집중 육성을 통한 명실상부 글로벌 해양
중심도시 도약
구분

주요내용

①

·(해양금융 관련 기관·기업 집적화) 부산국제금융센터(BIFC) 3단계 연계 추진(’20~’25)
▶ 한국해양진흥공사 및 해양금융협의체 협업 강화, 해양금융기관(산은, 수은, 수협 등) 본사 이전 추진,
해운·선박 기업(HMM) 유치 등 해양금융 생태계 조성

②

·해양바이오기업 해외시장 진출 지원(10개사), 실무인력 양성교육 전문기관 지정·운영

③

·극지연구소 부산 이전 추진 등 극지산업 육성 인프라 조성
·극지문화 콘텐츠 운영 ▶ 청소년 극지해양기자단 운영, 극지사진공모전 개최 등

④

·(지능형 무인자동화 스마트물류시스템 구축) ’20~’25, 143억원, 강서구 부산신항 내
·(창고정보 연계시스템 구축) 소규모사업자와 창고업체를 온라인으로 연결, 플랫폼 고도화 추진

● ( 해양과학기술) STEM 빌리지* 건립으로 해양ICT기업 혁신성장 거점 조성, 오픈플랫폼 중심

해양데이터산업 육성 기반 마련 등
- 지자체 최초 해양나노위성 제작(’22.12, 2기), 위성데이터 활용 해양공간 관리 플랫폼 등
지산학 연계 비즈니스 모델 개발(’22.6)
* ’19~’24, 296억원, 영도구 동삼동, 스타트업·중소기업 등 기업유치 공간(40여개) 등 조성
** ’20.6 개소, 영도구 해양산업물류센터 내 ▶ 오픈팩토리 등 개방형 인프라 조성

● ( 해양지식산업) 해사전문법원 설립·부산 유치 추진을 통해 해운항만 지식서비스 산업육성 토대

마련
- 해운항만 유관기관* 협업으로 해양항만산업 기술창업 지원 플랫폼 구축· 운영
* 부산시, BPA, 한국해양진흥공사, 한국선급, 한국해양대학교 공동

해사전문법원 설치 및 부산 유치
◇ (개요) 해사분쟁해결의전문성·신뢰성확보,법률비용 해외유출방지로 고부가 해양지식산업경쟁력확보
◇ (경과) 국회 법안 재발의(’20.6), 설립 타당성 용역(’21.5~’22.3), 시민공감대 확산 추진

■ 고부가 스마트·그린항만 인프라 구축
● ( 부산항 신항)신항(21선석⇒’40년53선석) 및 배후단지(470만㎡⇒’40년846만㎡) 확충을 통한 동북아

Mega-Port 육성 및 물류 중심지 위상 강화
- 남‘컨’ 3선석(’22.5, 준공), 남‘컨’배후단지 144만㎡ 조성(’23, 준공) 등 단계적 추진

2022 주요업무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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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부가 항만서비스) ➊One-Stop 공동물류센터, ➋LNG 벙커링 기지, ➌대형수리조선단지

조성을 통한 부산항 글로벌 허브 항만 경쟁력 제고
구분

주요내용

①

·남컨 배후부지 서측, 3,639억원, 잡화부두 2선석, 물류창고, 장치장
▶ 민자사업 의향서 제출(’21.10), 민자적격성 조사 완료(’23.상), 착공(’24.상), 준공(’28.상)

②

·남컨 배후부지 남측, 1조 5천억원, 접안시설 4선석 및 LNG탱크 3기
▶ 예타통과(’21.10), 제3자공모·사업자지정(’22.상), 설계·실시계획승인(’23.하), 착공(’24.상), 완료(’29)

③

·가덕도 백옥포 일원, 4,556억원, Dock 2기 및 안벽 3선석
▶ 제3자공모·사업자지정(’22.상), 설계·실시계획승인(’23.상), 착공(’23.상), 완료(’25.하)

급속히 성장하는 글로벌 전자상거래 시장에 대응하여 남부권 거점 해상특송장
활성화 및 인프라 단계적 확대* ※ (정식개장) 용당세관 지정장치장(’21.9)

● ( 해상특송장)

* ➊ (단기) 인센티브 지원, 대중국 항로 개설 등 물동량 확대(’22~)
➋ (중·장기) 신항 남‘컨’부지 내 특송장 및 글로벌 전자상거래 물류센터 구축

● ( 유휴항만 개발) ➊우암부두 해양산업클러스터 조성(240억원, A=18만㎡) 및 ➋용호부두 일원

종합개발(A=73만㎡) 추진
구분

주요내용

①

·기반시설 관리 이관(’22.12), 정부지원시설 건립*(’21~’23)
* 부산마리나비즈센터(해수부), 지식산업센터(중기부), 수소연료선박 R&D 플랫폼(산업부)

②

·용호만 정온도 확보 방파제 확충(L=100m) 기본설계 착수(’22), 항만재개발 사업 제안 및
단계별 사업 시행(BPA 등, ’22∼)

■ 영화·영상산업 선순환 생태계 조성
부산국제영화제 등 다양한 영화축제 활성화, 영화영상 정책 소통 협업 강화 등
영화도시 유네스코 영화 창의도시 브랜드 강화

● ( 영화도시)

- 부산영화체험박물관 비대면 콘텐츠 제공, 서부산영화미디어센터 건립* 추진 등 대시민
영화·영상문화 향유 기회 확대
* 강서구 대저동 강서열린문화센터 1·2층 ▶ 민간위탁 동의 및 위탁업체 선정(’22), 준공(’23)

영화제작 단계별 영상 인력양성 및 양질의 부산발 영화·영상제작 지원 등을 통한
영화·영상산업 생태계 기반 조성 강화

● ( 산업생태계)

- OTT 시장공략 기획개발 지원 다변화, 부산아시아영화학교 글로벌 역량강화, 메타버스
스테이지 구축, 부산영상후반작업시설 융·복합콘텐츠 개발, 영상산업센터 기능강화,
비대면 플랫폼 적극 활용, 크리에이터 육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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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고, 인공지능기술이 생활 전반에 적용되는 디지털
스마트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1 스마트 교통체계 구축
2 디지털 콘텐츠 도시 조성
3 블록체인 산업 활성화
4 디지털·스마트 도시 도약 선도

오륙도선 무가선 저상트램

부산 에코델타 스마트시티

부산원아시아페스티벌

2022 주요업무계획

105

+ 정책여건
제2의 도시 규모에 비해 1인당 GRDP 최하위권, 내수형 서비스 중심의 산업 구조
● 신성장산업 부재 등으로 산업 생산성 전국 최하위권, 디지털 체계로의 전환 시급
●

●

대표 스마트시티 도시이나 디지털 전문인력 부족 및 연구개발 등 지원체계 미흡

* (GRDP) 93.1조(4.8%) 6위 (인구) 337만명(6.5%) 3위 (1인당 GRDP) 27.6백만원/명 17위
* (산업구조) 서비스 73.9%, 제조17.6%, 건설6.6%, 농어업0.4% 등 ※ ’19년 기준

+ 정책방향
●

디지털 기술 활용한 문화콘텐츠 산업 육성, 친환경 디지털 산업 발전을 위한 생태계조성 및 핵심
인프라 구축 등 그린스마트 도시로 도약, 미래 성장 동력 확보
스마트교통

그린스마트 교통체계, 교통 인프라 확충, 미래형 교통환경 조성

디지털콘텐츠

게임·이스포츠 특화, 디지털 문화콘텐츠 산업생태계 조성 등

블 록 체 인

블록체인 특화 클러스터 조성, 시민 체감형 블록체인 공공서비스 확대

디지털산업

스마트 기반 산업, 디지털 금융산업, 스마트 헬스케어 등 육성

+ 주요 정책지표
2021

2022

공유 모빌리티 시범지역 운영

-

1개소

게임융복합스페이스
건립

타당성조사 의뢰

중앙 투자심사

블록체인 통합서비스

분산신원증명 활용
3개 분야 12개 서비스

정부시범사업 연계

데이터산업 혁신생태계
기반 조성 복합공간

추진 전략 수립 용역

빅데이터혁신센터 설립

드림시티 시범단지 조성

스마트빌리지 입주
(56세대)

스마트시티 랩 추진

(B P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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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체계도
정 책

주요역할

실·국·본부 (중앙부처 등)

스마트 교통체계 구축
(차세대 지능형 교통체계 서비스 구현),

➊ 스마트 교통체계 구축

교통수요 관리, 미래형 교통환경 조성,

교통국
(부산교통공사)

트램 도입, 도시철도망 확충,
BRT 구축, 교통서비스 개선 등

게임·이스포츠 특화도시 조성(게임콘텐츠, 게임전시회 등),

➋ 디지털 콘텐츠 도시 조성

디지털콘텐츠 육성(문화예술, 웹툰 등),

문화체육국

대중문화 콘텐츠 발굴 지원

블록체인 특구 업무 총괄,
블록체인 특화 클러스터 조성(벤처컨벤션 구축 등),

➌ 블록체인 산업 활성화

블록체인 전문인력 양성,

디지털경제혁신실

B Pass 서비스 확대,
NFT BUSAN 2022 페스티벌 개최 등

에코델타 스마트시티(EDC),
스마트시티 랩 조성,
부산 빅데이터 혁신센터 설립,

➍ 디지털·스마트 도시
도약 선도

부산형 데이터 통합플랫폼 구축,

디지털경제혁신실

데이터거래소 설치,
디지털 금융산업 성장 지원 등

스마트 헬스케어, 바이오산업 등

산업통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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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스마트 교통체계
구축

부산형 그린스마트 교통체계 구축, 지속 가능한 교통인프라 확충 및 미래형
교통환경 조성 등을 통한 시민 생활 체감 교통서비스 향상

■ 부산형 그린스마트 교통체계 구축
● ( 스마트 교통체계) 신기술 적용 지속 발전 가능한 첨단 교통정보시스템 구축·운영 ▶ 차세대

지능형 교통체계(ITS) 서비스 구현
스마트 교통 주요사업

① 최적신호운영과 생활권별교통여건변화 분석을 위한 AI기반 스마트교차로
② 지하차도,터널,교량 구간내상황정보연계및전파체계구축
③ 교통정보수집체계및원클릭상황 전파체계구축
승용차요일제 참여 확대, 자전거 이용활성화, 교통유발부담금 제도
개선방안 마련 등 자가용 수요억제 추진

● ( 교통수요 관리 강화)

■ 미래형 교통환경 선도적 조성
자율주행자동차 지역거점 확보 및 실증 환경 조성을 위한
시범운행지구* 신청 운영계획 수립 ▶ ’22. 1.~6.

● (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지정)

* 시범운행지구 대상지(안) ▶ 오시리아 관광단지, 에코델타 스마트시티

공공기관·시·민간업체 협업을 통한 민간제공 모빌리티 활성화 여건 조성 ▶ 공유
모빌리티 시범지역 운영(’22.상, 1개소)

● ( 공유 모빌리티)

■ 대중교통 인프라 지속 확충 및 편의증진
친환경 신교통수단 트램 도입(➊오륙도선, ➋C-Bay~Park선) 및 중앙버스전용차로(BRT)
노선(➌서면~사상), 서부산권 도시철도망 확충(➍사상~하단선, ➎하단~녹산선) 등 추진

● (교통수단)

-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변경 추진, 확정·고시(’22.2) ▶ 7개 노선 ⇒ 10개 노선*
* (신규) 도시철도 1,2호선 급행화, 오륙도 연장선, 오시리아선, 노포정관선(병합)
구분

주요내용

①

·’19∼’24, 470억원, L=1.9km, 경성대·부경대역(2호선)∼이기대, 5개역 ▶ 사업계획 승인(’22.하)

②

·’20∼’24. 482억원, L=1.9km, 중앙역(1호선)∼국제여객터미널, 5개역 ▶ 기본계획 승인(’22.상)

③

·’20~’22, 218억원, L=5.4㎞, 서면교차로~주례교차로 ▶ 개통(’22.12)

④

·’10∼’23, 6,566억원, L=6.9km, 사상역(2호선)∼하단역(1호선), 7개역 ▶ 전 구간 공사 시행

⑤

·’20∼’29, 1조 649억원, L=13.47km, 하단역(1호선)∼명지∼녹산, 11개역 ▶ 예타 통과(’22.상)

● ( 편의증진)

시내버스 이용환경 개선, 도시철도 이용 안전성∙편리성 강화

- 도시철도 중심 버스노선 개편, 공영차고지 조성(강서 등), 정류소 편의시설 확충
- 노후 전동차 교체, 전동차내 CCTV 설치, 사상역 환승센터 개발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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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디지털 콘텐츠
도시 조성

온라인 디지털 기반 시설 확충 및 문화·웹툰·게임 등 콘텐츠 산업 전략적
육성을 통해 디지털 기술이 도시 경쟁력이 되는 콘텐츠 도시 조성

■ 게임·이스포츠 특화도시 조성
● ( 게임콘텐츠) ➊부산글로벌게임센터 운영, ➋스타트업 육성, ➌게임융복합스페이스 조성,
➍

게임콘텐츠 분야 투자기반 조성 등 게임산업 생태계 기반 강화로 글로벌 게임 선도도시 조성
구분

주요내용

①

·게임기업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 확대

②

·인디게임커넥트스튜디오 운영, 인디게임 큐레이션 시스템 구축 추진

③

·’18~’25, 587억원, 해운대구 센텀혁신지구 내, 기업입주시설 등 ▶ 중앙투자심사 신청(’22)

④

·1,000억원 규모(’20~’24) ▶ 3호 펀드 200억원

● ( 게임특화도시) ➊게임전시회 질적 성장 추진, ➋이스포츠 집중 육성, ➌전문인력 양성 등 게임

특화도시 도약
구분

주요내용

①

·(지스타) 단순 게임전시회에서 게임문화종합페스티벌로 외연 확장(지서밋, 지캠핑 등)
·(부산인디커넥트페스티벌) New-Tech(메타버스 등) 활용, 온라인 소통플랫폼 확장

②

·지역 연고 프로구단 연계 국내외 이벤트 확대, 인공지능 기반 게임분석 기술 개발 등

③

·게임콘텐츠아카데미 운영, 이스포츠 공인심판·데이터분석가·코치·생활지도자 양성 등

■ 디지털 문화콘텐츠 산업생태계 조성
● ( 디지털콘텐츠) ➊글로벌 콘텐츠마켓 플랫폼 강화, ➋웹툰 콘텐츠 육성을 통한 문화예술, 웹툰 등

비대면·디지털 콘텐츠 산업 육성
구분

주요내용

①

·온·오프라인 융합 글로벌 ‘스마트마켓’ 운영(가상전시관 등), K-콘텐츠 활성화 지원

②

·창작 인프라(작가지원실 25개소, 웹툰체험관), 인재 양성(웹툰 캠퍼스, 3개 과정), 부산웹툰페스티벌 개최
·비즈니스 지원 ▶ 웹툰 피칭데이, 제작사·에이젼시 상담운영, 콘텐츠 마켓 참여

● ( 대중문화) ➊부산원아시아페스티벌 브랜드 확산, ➋부산 특화 문화콘텐츠 발굴 지원 등 신한류

및 대중문화 콘텐츠 기반 강화
구분

주요내용

①

·신한류와 부산 도시브랜드 접목, 아시아 최고 대중음악 콘텐츠 성장 ▶ 해외경쟁력 있는 글로벌 행사

②

·국제코미디페스티벌, 국제매직페스티벌, 현인가요제 등 특화된 대중문화 콘텐츠 적극 지원
·부산뮤지션 창작공연활동, 뮤직텔링 콘텐츠 발굴, 출판콘텐츠 제작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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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블록체인 산업
활성화

국내 최초 블록체인 특구도시로서 블록체인 클러스터 산업생태계 구축 및
블록체인 공공서비스 확대 등을 통한 글로벌 블록체인 허브 도시 도약

■ 블록체인 특화 클러스터 조성
●(
 클러스터)

안정적인 블록체인 산업생태계 확산 및 성장, 전문기업 적극 육성

- 블록체인 창업거점 인프라 확충*(’21~’23, 300억원)으로 기업 통합지원체계 구축, 블록체인
기술확산센터(’22년 과기부 공모 예정) 유치를 통한 블록체인 기술·서비스 통합지원체계
마련 추진
* ➊ 블록체인 특화 벤처컨벤션 구축 ▶ BIFC 1단계 21∙22층, 35억원
➋ 블록체인 산학연구 협력체계 R&D및산업계 수요대응 전문 인력양성

블록체인 기술확산센터 유치 추진
◇ (개요) ’22~,100억원,부산국제금융센터(BIFC) 내,블록체인기술및기업육성을 위한 통합지원체계마련
◇ (사업) 기술·사업화 지원, 보안검증, 인력양성 등

석·박사 등 고급인재 양성 교육* 및 기업 취업 연계 맞춤형 혁신 인재 양성,
블록체인 융복합 기술연구센터 설립 추진

● ( 전문인력)

* ➊ 블록체인·핀테크 융합보안 분야 산업인력 양성 ▶ ’20~’23, 34억원, 석사급 연10명, 부산대
➋ 블록체인 기반 플랫폼 분야 연구인력 양성 ▶ ’20~’25, 54억원, 석박사급 연45명, 부산대

블록체인 융복합 기술연구센터
◇ (개요) ’22~’31, 584.3억원, 지산학 공동 기술연구 기반 마련 및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 구축
◇ (사업) 민간기술연구센터 이전 유치 MOU(’22), 지산학 협력 기술연구센터 개소

실증연장 지원(5억원), 규제특례 법령개정, 기술이전 및 사업화, 신규 추가사업 지속
발굴 등 추진

● ( 특구사업*)

* (개요) 블록체인 기술의 응용산업 관련 규제특례 및 실증 시범서비스 지원 ▶ 문현, 센텀 등 17개 지역(124.53㎢),
실증특례 18건(1차 7건, 2차 11건)

■ 시민 체감형 블록체인 공공서비스 확대
블록체인 비대면 행정서비스 강화 및 생활형 블록체인 편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통합 전자지갑 서비스*(B PASS) 확대

● ( 지역확산)

- 블록체인 시범 확산사업 및 공공형 블록체인 서비스 지속 발굴(모바일 공무원증, 국가자격증 등)
* ➊ 블록체인 통합 서비스 B PASS(’20.10)외 시민체험 서비스 10종 제공
➋ 과기부 특구연계 시범사업(5), 공공행정 서비스(1), 분산신원증명(6) 등 12개 서비스 추진 중

- 디지털 바우처 기반 동백전 플랫폼 구축 및 신규서비스 확대(’22.상), 블록체인
‘NFT BUSAN 2022’ 페스티벌 개최(’22.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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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디지털·스마트
도시 도약 선도

인공지능(AI)·빅데이터·스마트 헬스케어 등 디지털·데이터 기술 도입·확산,
혁신 기술 집적화 등을 통한 디지털 체제로의 전환 토대 마련

■ 스마트 기반 산업 육성
에코델타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스마트시티 LAB 조성 추진(’22~’25, 493억원,
스마트시티 내)을 통한 스마트시티 시장 주도

● ( 디지털 혁신)

- 에코델타 스마트시티 혁신 기술 및 성공모델을 센텀, 북항 등 확산 추진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조성
◇ (개요) ’18~’23,2조2,083억원,강서구일원(세물머리지구),2.8㎢,8,500명(3,380세대)
◇ (일정) 스마트빌리지 입주(’21), SPC 민간부분사업자 재선정(’22.상), SPC 설립(’23.상)
● ( 데이터 혁신) ➊부산 빅데이터 혁신센터 설립, ➋부산형 데이터 통합플랫폼(데이터댐),
➌

데이터거래소 설치 등 데이터 신산업 육성 선도 및 데이터 통합관리체계 구축
구분

주요내용

①

·’22~’24, 37억원, 부산센텀 기술창업타운 내, 데이터산업 육성 컨트롤타워 및 혁신 성장 거점

②

·’22~’24, 78억원, 산재되어 있는 공공·민간 데이터 통합, 데이터 경제 코어 인프라 역할 수행

③

·’22~’24, 지역기업 및 공공기관의데이터 생산·유통(거래)·활용을 종합 지원

■ 디지털 금융산업 성장 생태계 활성화
● ( 디지털 금융) ➊인프라 및 지원체계, ➋디지털기업 자금지원 체계 구축, ➌디지털자산거래소

추진 등을 통한 디지털 금융 허브 기반 확충
구분

주요내용

①

·U-Space BIFC 운영(46개사 입주), 디지털금융 강소기업 육성(5개사), 전문인력 양성 교육 등

②

·투자자금, 융자자금, 신용보증, 기술개발자금 지원 등 맞춤형 자금 지원 추진

③

·지역특화형 블록체인 프로젝트 ▶ 실물자산 및 금융자산 기반 증권형 토큰(STO) 거래소 설립 검토

■ 스마트 헬스케어 산업 육성
스마트 헬스케어 클러스터 조성*, 4차 산업 기술기반 건강서비스 플랫폼 구축** 등
첨단기술융합 헬스케어 신산업 육성

● ( 헬스케어)

* ’19~’27, 4,420억원, 에코델타 스마트시티 헬스케어 클러스터(450천㎡), 첨단의료 시스템 도입 등
** AI 기반 당뇨병 예방관리 플랫폼 개발, 컬러변조 초감각 인지기술 연구센터 구축, 스마트슈즈
디지털 헬스케어 건강토큰 서비스 플랫폼 실증 등

바이오의료기술 R&D 유치 및 지원강화 및 재활·헬스케어 의료기기 인프라
구축* 등 산업육성을 위한 기업·연구기관 역량 강화

● ( 바이오산업)

* 의료산업기술지원센터 개소(’22.6.) 및 구축장비(40종) 활용 기업·기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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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탄소 그린도시

기후변화 시대에 대응하고 과학기술을 적극 활용하여 친환경 생태를 조성한
탄소중립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1 탄소중립형 전환도시 기반 구축
2 친환경 생태도시 조성
3 안전한 맑은 물 확보

맥도 100만평 그린시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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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충전소

해운대수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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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여건
●

급격한 기후변화 선제 대응, 전세계적으로 ‘탄소중립’ 목표 설정 후 구체적 전략 수립 중

●

초미세먼지로 인한 시민건강 위협 증가로 친환경 생태도시 조성 절실

●

깨끗한 상수원수 확보는 수돗물 불신·불안감 근본적 해소 등 시민 생활 직결

* 탄소중립기본법 통과(’21.9),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발표(’21.10) ▶ ’50년까지 국내 탄소 순배출량 ‘0’ 목표

+ 정책방향
●

기후변화에 대응해 첨단기술을 적용한 저탄소시스템 적극 도입,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를 보유한
친환경 생태도시 조성 등 저탄소 그린도시로의 대전환 추진
탄 소 중 립

2050 탄소중립 전략 수립 및 기후 위기 대응체계 구축, 탄소중립 신산업 육성

생 태 도 시

미세먼지 및 대기오염 저감대책, 도심하천 등 생태계 복원사업 추진

맑

광역상수도 취수원 확보, 취수원 다변화 및 고품질 수돗물 공급 등

은

물

+ 주요 정책지표
2021

2022

2050 탄소중립

탄소중립전략 착수

탄소중립전략 수립

전기차 보급

6,500대

10,203대

15㎍/㎥

15㎍/㎥

13.5㎡

13.7㎡

31.3%

32.3%

초미세먼지
(PM-2.5)

1인당 생활권 도시림 면적
생태하천 복원
(공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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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체계도
정 책

➊ 탄소중립형 전환도시
기반 구축

주요역할
저탄소 그린도시 조성 총괄,
부산형 2050 탄소중립 중장기 전략 수립,
기후 위기 대응체계 구축, 온실가스 감축
친환경차 보급 확대(전기자동차 및 충전소 확충 등),
그린산단 조성,
자원선순환 녹색경제체계 구축,
자원순환 클러스터 조성, 부산 업사이클,
폐기물 저감 추진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지역특화 수소산업,
파워반도체, 방사선융합산업 육성,
수소차 및 충전시설 확충

➋ 친환경 생태도시 조성

➌ 안전한 맑은 물 확보

녹색환경정책실

산업통상국

미세먼지 저감(대기관리, 생활권 도시숲),
기후취약계층 보호 등,
녹색 치유공간 조성(치유의 숲, 도시공원, 쉼터숲,
맥도 100만평 그린시티, 해운대수목원 등),
도시공원 재정비, 세계지질공원 인증,
금정산 통합관리 강화

녹색환경정책실

항만 친환경화 추진

녹색환경정책실
(해양농수산국)

낙동강 생태계 생물다양성 보전 및 복원,
국립자연유산원 유치

낙동강관리본부

부전천, 괴정천 등 생태하천 복원,
낙동강 하굿둑 개방 및 기수생태계 추진

물정책국

맑은 상수원수 확보(상생협력 방안 추진),
협력 거버넌스 운영,
수질개선 추진(비점오염저감시설 등),
분류식하수관로 확충 등 하수도 인프라

물정책국

고품질 수돗물 공급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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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저탄소 그린도시
1
탄소중립형
전환도시
기반 구축

2050 탄소중립도시 실현을 위한 전략 수립 및 기후 위기 대응체계 구축,
탄소중립 신산업 육성 등을 통한 탄소중립형 지속 가능한 도시 조성
■ 지속 가능한 저탄소 그린도시 추진
● ( 탄소중립) 기후변화 대비 ➊부산형 2050 탄소중립 중·장기 전략 수립(‘22.6), ➋기후 위기 대응체계

구축, ➌온실가스 단계별 감축 추진, ➍글로벌 협력 강화 및 시민참여 확산 등 탄소중립 연대강화

◇ (온실가스 감축목표) ’18년26,747천톤 ⇒ ’30년16,048천톤(40% 감축) ⇒’40년5,349천톤(80% 감축) ⇒’ 50년0톤
구분

①

주요내용
·부산시 특성 반영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 ▶ 세부 이행계획 수립·추진(’22.7~)
※ 2050 탄소중립을 위한 부산광역시 기후변화대응계획

②

·(근거)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22.3.25)
·(내용) 부산시 기후변화대응 조례 전면 개정 추진(’22.상),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 체계 구축,
2050 지방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구성·운영(’22.하), 탄소중립 지원센터 설립·운영(’22.7)
·(기타) 광역시 최초 기후위기시계 제작·설치, 공공시설 그린 리모델링 추진 등

③

·가정, 공공, 흡수원 등 온실가스 감축 추진과제 실행

④

·(국제협력) 환경기술(경제) 교류 실무회의 참가 및 국제행사·회의 준비 등
▶ 2024 세계지질과학총회(IGC) 부산총회(’24.8.25~8.31, 벡스코, 120개국, 6,000여명 참가)
·(시민참여) 저탄소마을 지정, 탄소포인트제, 온실가스 진단·컨설팅, 생활실천 운동·교육 확대
▶ 부산환경체험교육관(Eco-school) 조성(’21~’24, 297억원, (구)반여초(폐교) 활용, 환경교육 거점기관)

※ (’22년 목표) 감축량 55.5만톤

● ( 탄소중립 신산업) ➊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➋지역특화 수소산업, ➌파워반도체 및

방사선융합산업 육성 등 탄소중립 에너지 혁신 기반 조성
구분

주요내용

①

·주택·학교·공공기관·산업단지 등 태양광 보급확산 ▶ ’22, 500억원, 25MW
·청사포·다대포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 ▶ ’17~’25, 8,000억원(민자), 135MW(청사39,다대96),
·강서산단 등 연료전지발전단지 조성 ▶ ’19~’24, 3,940억원(민자), 65MW
·서부산권 신재생에너지 자립도시 조성 ▶’21~’26, 1조 5,000억원(민자), 연료전지 210MW, 열공급 333Gcal

②

·수소 기반 항만 생태계 구축 ▶ 동남권 수소항만 모빌리티 기술개발 및 실증, 부울경 수소 공급기반 구축 등
·수소 선박 인프라 구축 ▶ 수소선박기술센터 구축, 암모니아 기반 연료전지 선박 개발 실증
※ 암모니아 규제자유특구(’21.11, 지정) 추진 ▶ ’22~’23,380억,암모니아연료인프라구축및친환경선박개발 상용화
·수소 생산·공급 인프라 구축 ▶ 도심형 수소생산 충전시스템 구축, 부울경 CCUS 공동사업 추진
·수소 기업 생태계 조성 ▶ 첨단 수소산업 클러스터 조성, 수소 기술개발, 수소산업 인력양성
·수소경제협의체 운영 ▶ 동남권 수소경제권 실무협의회, 탄소중립 에너지혁신 추진협의체 등
·시민 수용성 개선 ▶ 시민 친화형 수소 체험 홍보관 건립 등

③

·파워반도체 밸류체인 생태계 조성 ▶’17~’24, 1,940억원
·수출형 신형연구로 개발 및 실증 ▶’10~’26, 4,389억, 착공(‘22), 가동(’26)
·동위원소 융합연구기반 구축 ▶’19~’24, 308억, 건설공사 및 장비구축(’22~’24), 가동(’24)
·중입자 가속기 구축 지원 ▶’10~’24, 2,597.5억원, 가속기 계약(’20), 국내 설치 완료(’23)

2022 주요업무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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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린교통) ➊수송부문 친환경차 보급 확대, ➋충전시설 지속 확충 등 친환경 자동차 대중화*로

탄소중립 선도
* 수송부문(차량)은 온실가스 15%, 초미세먼지 9.5%를 차지하는 핵심 배출원
구분

주요내용

①

·전기자동차 ▶ ’21년6,500대 ⇒ ’22년10,203대(누계 21,511대)
·수소차 ▶ 수소승용차 ’21년1,306대 ⇒ ’22년4,500대 / 수소버스 ’21년20대 ⇒ ’22년100대
·노후 경유차 친환경 전환 확대(전기차, 전기이륜차, 천연가스 자동차 등) ▶ 11,324대 보급(’22)
·공공부문 저공해자동차 1종(전기차, 수소차 등) 구입 의무 확대 ▶ 의무율 80%
·경유자동차(5등급) 조기폐차 등 추진(조기폐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등) ▶ 12,670대(’22)

②

·전기자동차 급속충전기 확대 설치 ▶ ’21년358기 ⇒ ’22년758기 ⇒ ’25년1,600기
·수소 다목적 충전소 구축 ▶ ’20년2기(강서·사상) ⇒ ’22년19기 ⇒ ’30년40기
※ 수소버스 충전소 구축(’20~’22, 120억원, 2개소) ▶ 동부산공영차고지(’21 준공), 강서공영차고지(’22 준공)

● ( 그린산단)

신재생에너지·에너지효율화 중심의 그린산단* 조성(’22~’30)

* 산업단지 내에 소요되는 전력을 연료전지 발전을 통해 수급하는 에너지 자립형 산단
그린산단 조성대상
구분
사하구 신평·장림 산단

주요내용
·’22~’26, 연료전지 100MW

해운대구 센텀2지구산단

·’22~’27, 연료전지 20MW, 태양광 10MW

기장군 명례산단

·’22~’25, 연료전지 15MW, 태양광 15MW

기장군 오리산단

·’22~’30, 연료전지 10MW, 태양광 10MW

■ 자원선순환 녹색경제체계 구축
● ( 자원순환) ➊자원순환(post-플라스틱) 클러스터 조성, ➋부산 업사이클 센터, ➌유기성폐자원

바이오가스화시설 건립 등 자원 재활용 및 선순환 기반 확충
구분

주요내용

①

·’21~’23, 466억원, 강서구 국제물류산단 9공구, 26,400㎡ ▶ 기본 및 실시설계(’22)

②

·’21~’24, 45억원, 강서구 생곡동, 업사이클 기업입주, 제품 제작·홍보 등 ▶ 기본 및 실시설계(’22)

③

·’15~’25, 759억원, 강서구 생곡동, 16,298㎡, BTO-a(손익공유형) 방식 ▶ 실시협약 체결(’22)

대체 가능한 1회용품 사용 제로화*, 폐기물처리 반입시스템 개선**, 구·군
재활용선별장 현대화, 사업장 폐기물 관리강화 등 폐기물 발생 저감 추진

● ( 폐기물 저감)

* ➊ 장례식장 1회용품 사용 근절 ▶ 공공장례식장(’22), 민간 확대(’23)
➋ 부산E컵(다회용컵) 시범사업 추진 ▶ 시청사 주변 등 카페 44개소 참여
➌ 구·군 다회용컵 시범사업 추진 ▶ 해운대구·동래구·영도구(’21), 북구·부산진구(’22)
** ➊ (개요) 폐기물처리시설 비대면 차량번호 자동인식시스템 도입, 스마트폰 앱 연동 등
➋ (계획) 해운대자원에너지센터 도입(’22.6), 스마트폰 앱 연동·확산(’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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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친환경 생태도시
조성

지역 맞춤형 미세먼지 저감으로 대기환경 개선, 생활권 도시숲 조성 및
생태하천 복원 등을 통해 쾌적하고 건강한 친환경 생태도시 구현

■ 미세먼지 저감으로 대기질 개선
● ( 미세먼지) ➊대기관리권역 관리, ➋배출원별 집중관리 등 미세먼지 저감, ➌생활권 도시숲 조성

등을 통한 탄소 흡수원 확대 추진 ▶ 미세먼지 배출량 감축* 가속화로 대기환경 개선
* (초미세먼지 감축목표) ’20년17㎍/㎥ ⇒ ’21년15㎍/㎥ ⇒ ’22년15㎍/㎥
구분

※ (환경기준) 15㎍/㎥

주요내용

①

·대기환경관리 시행계획 추진(’20~’24), 추진실적 평가 및 환류 등
▶ 배출원별 대기오염물질 관리 및 저감계획 추진(배출시설, 도로이동오염원, 비도로이동오염원, 생활오염원)

②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비상저감조치 및 계절관리제(12월~3월) 시행
·비상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운영
·도로 재비산먼지 제거차량(54대), 대기오염측정소(33개), 집중관리구역(4개소) 운영
·굴뚝자동측정기기 설치·운영비 지원, 불법 과다 배출 예방 감시원 지원
·부산항 선박연료유 황산화물 배출규제 및 저속운항 관리, 육상전원 공급시설 구축 등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사업 추진 ▶ ’22, 100억원, 115개소

③

·미세먼지차단숲(4개소, 68억원), 도시바람길숲(11개소, 75억원), 자녀안심그린숲(5개소, 10억원)
·무궁화·꽃동산 숲(2개소, 2억원), 복지시설 나눔숲(1개소, 1.4억원), 도시녹화사업장 사후관리(2,564개소)
·생활밀착형 숲(실내정원 4개소, 실외정원 1개소, 스마트가든 31개소, 45.7억원)
·생활권 숲 가꾸기·유휴공간 나무심기(탄소흡수원 확충) ▶ 숲가꾸기 1,430ha, 나무심기 21ha

■ 취약계층 지원 및 시민건강권 보호
환경유해인자로부터 환경성질환 예방 등 취약계층 생활환경 개선, 기후변화
취약계층 보호* 등 추진

● ( 시민보호)

- 부산광역시 환경보건계획 수립(’22.3~’23.2), 권역별 환경보건센터 운영(’22~’26), 석면노출
우려지역 주민건강영향조사(1,000명),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570명),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오염도 검사(170개소), 어린이활동공간 지도점검(850개소) 등
* 기후변화 취약계층 단열·차열사업(250개소), 실내환경개선(20개소), 도시열섬 시스템 활용 ’알림 서비스‘
지속 운영(폭염·한파 정보 제공)

● (대기질 관리)

대중교통 공기질 관리*로 이용자 불안감 해소, 실시간 대기질 정보 공개로
시민건강 보호(고농도 노출 최소화)

- 대기질 정보 온라인 공개**, 차량 운행 제한 모바일 고지, SNS 홍보 등
* 지하역사 실내공기질 실시간 측정 및 결과 표출(104개소), 도시철도(1~4호선) 오염도 검사(연 2회),
시외·고속 버스 5개소 실내공기질 측정 및 관리
** 대기오염도(에어코리아), 동네별 미세먼지 정보(보건환경연구원), 굴뚝측정기기 배출농도(한국환경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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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태친화·녹색 치유공간 조성
● ( 녹색 치유공간) ➊생활권 부산(국립) 치유의 숲, ➋도심형 국립부산숲속야영장, ➌생활밀착형

도시공원, ➍생활권 쉼터숲(명상숲), ➎맥도 100만평 그린시티 조성, ➏해운대수목원 단계적 개방
등 생활밀착형 녹색공간 확보
구분

주요내용

①

·’19~’23, 140억원, 승학산 일원, 44ha, 치유센터, 치유숲길 등 ▶ 공사 추진 및 준공(’21.12~23.12)

②

·’20~’22, 32억원, 석대동 산208번지 일원, 12ha, 캠핑센터, 야영데크, 체험시설 ▶ 공사 준공(’22)

③

·(에덴유원지 관광자원화 사업) ’15~’22, 218억원, 사하구 하단동 ▶ 3단계 공사발주
·(부산도서관 문화공원 조성) ’17~’22, 140억원, 사상구 덕포동 ▶ 지하주차장 및 조성공사(’22)
·(수민어울공원 조성) ’18~’23, 98.5억원, 동래구 낙민동 ▶ 저류시설 공사시행 및 공원조성(’23)
·(송정공원 죽도문화광장 조성) ’21~’23, 10억원, 해운대구 송정동 ▶ 행정절차 이행, 공사준공(’23)

④

·(쉼터숲) ’22, 3억원, 부산진구 백양산 일원, 0.3ha, 수목식재, 체육·편의시설 등 설치
·(명상숲) ’22, 3.5억원, 서구 구덕산 기상관측소 일원, 1ha, 맨발길 및 풍욕장 등 설치

⑤

·’21~’28, 강서구 맥도 및 사하구 을숙도 일원, 1,080만㎡, 국가도시공원, 스마트 팜 등 조성

⑥

·(개요) ’10~’25, 840억원, 해운대구 석대동(628천㎡), 주제원 30개소, 수경시설, 운동시설 등
·(개방) 일부개방(’21.5) ⇒ 완전개방(’25.5) ※ 연간 가능 이용객 127만명(도심 속 힐링공간)
·(계획) 건축물 기본·실시설계용역(’22), 건축공사(’23.6, 12개동 140억원)

■ 도시공원 재정비 및 생태계 복원
● ( 도시공원) ➊도시공원 리모델링, ➋민간협력형 공원녹지 기반 조성 등 재정비를 통한

시민 여가 공간 창출 및 관광 자원화
- 금정산 국립공원 지정, 부산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 등 미래세대를 위한 녹색 유산
보전 추진
* 유네스코 현장실사 대응, 지질공원 안내센터 구축, 지질포럼 개최, 탐방프로그램 활성화 등
구분

주요내용

①

·어린이대공원 통합관리센터 건립 ▶ ’22~’23, 18.3억원, 노후시설 정비 후 통합관리

②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18~’24, 1조 8,416억원, 5개 공원 1,742천㎡ ▶ 보상 및 행정절차 이행
·(금강공원 재정비) ’20~’23, 906억원 ▶ 유희시설·공원주차장 조성계획 결정(변경) 심의
·(민락유원지 재정비) ’20~’25, 6,458억원 ▶ 실시계획인가 관련 개별법 평가·심의
·(황령산스노우캐슬 정상화) 민간투자사업 시행자 부도 정상화 추진 ▶ 관계기관 협의 등
·(황령산봉수전망대 재생사업) ’21~’24, 1,500억원, 전망대, 케이블카 ▶ 도시공원위원회 자문 등

● ( 생태계 복원) ➊생태하천 복원, ➋낙동강 하굿둑 개방 및 기수생태계 복원 추진

- 금정산 통합관리 강화 및 권역별 휴식년제 실시, 낙동강 생태계 생물다양성 보전·복원*,
국립자연유산원 부산 유치(’20~’25, 907억원, 을숙도 일원) 등 추진
* 철새서식지 개선(을숙도 남단 인공습지, 철새쉼터 및 먹이터 조성 등), 생태교란식물 퇴치, 생물종 보전·복원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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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①

·(부전천) ’22~’24, 490억원, L=750m, B=26m, 생태형 하천 및 친수공간 조성 등
·(괴정천) ’20~’27, 490억원, L=640m, B=45m, 복개구조물 철거 후 생태하천 조성
·(초량천) ’11~’25, 395억원, L=425m(1단계 316m. 2단계 109m) ▶ 1단계(’11~’21), 2단계 추진(’24~’25)

②

·(개요) ’21~’30, 1,058억원, 낙동강 하굿둑 개방 및 하구 기수 생태계 복원
·(내용) 대저수문 등 개선, 염분 모니터링시스템 보완, 하천시설물 개선, 생태계 모니터링 등

Ⅳ. 2022년 분야별 주요시책

3
안전한 맑은
물 확보

낙동강 통합 물관리 방안과 연계, 물 문제 해소를 위한 지역 상생 방안 마련
및 취수원 다변화 등 시민의 삶과 직결된 맑은 상수원수 확보에 역량 집중

■ 맑은 물 확보 실질적 성과 창출
낙동강 통합물관리방안*(’21.6)에 대한 상생협력 방안 마련 등 실행력 제고,
영향지역(경남 합천, 창녕) 주민 소통강화

● ( 맑은 상수원수 확보)

- 영향지역과 교류 활동, 낙동강수계법 개정(낙동강수계기금 지원 근거 마련) 등
▶ 정부⇔수혜지역⇔영향지역 등 관계기관 협약 추진(’22), 안전한 물 공급체계구축
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환경부)
- 정부 계획 연계 낙동강 수질 개선 추진 ▶ 주요 지점(물금) 수질(TOC) Ⅱ급수 이상 개선
* (물 배분안) 황강하류(45만㎥/일), 강변여과수(45만㎥/일) ⇒ 중동부경남(48), 부산(42) 공급
상생협력 방안(안)
구분
물이용부담금 활용 재정적 지원
부산시 직접 지원
지역 현안사업 지원

주요내용
·합천군 및 창녕군 연간

70억원(공사 착공시부터)

·지역상생발전기금 조성 각 50억원(일회성)
·영향지역 생산 농축산물 우선 구매 지원(상호협의 후 가능 품목)
·(합천) 합천댐 가치 효용 증진사업, 수해 피해지역 보상 등
·(창녕) 우포늪 중심 생태∙관광 연계 활성화, 세계 따오기 공원조성 사업 등

맑은 물 확보 범시민운동 활성화*, 영향지역 공감대 형성 등 범시민
협력 거버넌스 강화

● ( 협력 거버넌스)

* 맑은 물 확보 시민공감대 확산을 위한 포럼, 영향지역 공감대 형성을 위한 간담회 시행 등
● ( 수질개선)

시역 내 수질 오염원 관리,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운영 확대*

- 하천 유지용수 공급(11개 하천), 물환경 측정망 운영 및 단계별 운영 개선
* ’21~’27, 787억원, 동천본류(’21~’25), 부전천(’22~’26), 괴정천(’23~’27)

■ 미래지향적 하수도 인프라 구축
분류식하수관로 확충(’90~’35, 3조 2,433억원), 부산형 하수관로 악취 저감기술 및
관리시스템 개발(3개소 시범), 스마트 하수처리시설 구축(’22~’23, 41억원)

● ( 하수도)

- 깨끗하고 안전한 화장실 관리, 분뇨처리시설 현대화 추진(’18~’24, 1,003억원)

■ 고품질 수돗물 공급 추진
황령산 터널배수지 건설(’17~’27, 1,270억원(민자)),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20~’22, 508억원), 초고도 정수처리시설 도입(’20~’27, 1,600억원) 등 안정적인
생산·공급체계 구축

● ( 수돗물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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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문화관광 매력도시

우수한 문화·관광 인프라를 바탕으로 일상에서 문화를 즐기고 향유하며
세계가 매력을 느끼는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1 누구나 즐기는 생활체육도시 조성
2 세계 최고 수준의 문화기반 구축
3 일상 속 문화가 있는 도시 실현
4 글로벌 관광마이스 도시 조성

부산오페라하우스

120

국제아트센터

오시리아 관광단지

Ⅳ. 2022년 분야별 주요시책

+ 정책여건
●

문화기반시설 수도권 집중, 문화재정 등 전달체계의 중앙종속으로 문화 역량 자율권 부족

●

문화권리 실현에 대한 시민의 관심과 열망이 높아 일상 속 문화가 있는 도시 재구성 필요

●

코로나19 장기화로 관광객 수 감소, 지역 관광업계 매출액·고용인원 감소로 위기
특히, 일상회복 시행으로 회복 기대감 컸으나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관광수요 급감 우려

* (부산방문 외국인 관광객) ’19년2,687천명 ⇒ ’20년359천명 ※ ’19년 대비 86.6%⬇

+ 정책방향
●

품격있는 문화예술 인프라와 콘텐츠 확충으로 지역문화 갈증 해소 및 문화 명소화, 국내 첫
국제관광도시로서 관광 혁신을 통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관광도시로 도약
체 육 도 시

메인 스포츠 시설 건립 및 생활체육시설 확충 등 인프라 구축, 생활체육 참여 확대

문 화 도 시

세계 수준의 문화 인프라 조성, 문화예술 생태계 지원, 세계유산 등재 등

관 광 도 시

글로벌 관광경쟁력 강화(콘텐츠·인프라), 해양레저 및 마이스 특화도시 육성 등

+ 주요 정책지표
2021

2022

세계적 미술관 유치

-

기본계획 및
타당성 용역 추진

부산 문학관 건립

추진위원회 구성

타당성 용역 및
입지 선정

부산오페라하우스 건립

공사 착공
(공정률 32%)

운영주체 출범 및
개관 준비

생활문화센터 확충

22개소

41개소

벡스코 제3전시장 건립

타당성조사 통과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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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체계도
정 책

주요역할

실·국·본부 (중앙부처 등)

메인 스포츠 시설 건립(사직야구장 등),
어르신 복합힐링파크 조성,
공공체육시설 확충, 스포츠 시설 유치,

➊ 누구나 즐기는
생활체육도시 조성

레저스포츠 여건 개선,
부산형 특화 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

문화체육국

가상현실 스포츠 교실 보급 확대,
부산지역실업팀 창단 지원,
2025 전국체육대회 본격 준비 등

세계적 수준의 문화 인프라 구축

➋ 세계 최고 수준의
문화기반 구축

(세계적 수준 미술관, 공립미술관 수준 향상,
부산문학관, 영화의전당 활성화,

문화체육국

오페라하우스, 국제아트센터 건립 등),
세계적 오페라 페스티벌 유치

생활문화시설 확충, 문화포털 다봄 운영,
문화가 있는 날 활성화,
메세나 사업 활성화,
미술작품심의제도 개선,
공정한 창작여건 조성,

➌ 일상 속 문화가 있는
도시 실현

예술인 창작활동 지원,
예술인복지센터 운영, 문화취약계층 지원,

문화체육국

문화유산 신산업 육성,
디지털 문화유산 보존,
미래유산 제도 운영,
부산근현대역사관 개관 준비,
피란수도 세계유산 등재 추진

글로벌 관광경쟁력 강화,
인프라 관련(다대소각장 개발 등),
부산 only-one 콘텐츠 강화,
24시간 관광콘텐츠 발굴,
관광객 친환경 안내서비스 조성,

➍ 글로벌 관광마이스
도시 조성

부산관광 브랜드 마케팅 강화,
관광기업 육성 등,
수륙양용 투어버스, 해상택시·버스,
사계절 안심비치, 마리나 비즈센터 등
해양레저 관광도시 추진,
마이스 산업 육성 (국제회의, 마케팅, 강소기업 육성 등),
의료관광 활성화 추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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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문화관광 매력도시
1
누구나 즐기는
생활체육도시
조성

생활권 내 시민 체감형 스포츠 인프라 구축 및 시민 스포츠 활동 지원 등을
통한 즐거움과 활력이 넘치는 시민 중심의 생활체육도시 조성
■ 시민 체감형 생활체육 인프라 구축 및 활동 지원
● ( 인프라) ➊메인 스포츠 시설 건립, ➋어르신 복합힐링파크 조성, ➌공공체육시설 확충,
➍

스포츠 시설 유치, ➎레저스포츠 여건 개선 등 다양한 수요를 반영한 시민 체감형 균형 있는
생활체육시설 기반 강화
구분

주요내용

①

·(사직야구장 재건축) ’21~’28, 2,000억원, 28천~30천석(개방형) ▶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용역(’22)
·(축구전용경기장 건립) ’22~’28, 1,300억원, 10천~20천석 ▶ 기본계획 용역 및 사업추진방식 결정(’22)

②

·’22~’25, 200억원, 16,000㎡, 체육관·파크골프장·게이트볼장 등 ▶ 타당성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22)
※ 지역별·권역별·종목별·연령별 시민 수요를 반영한 파크볼링장, 게이트볼장 등 확충

③

·5년간 구·군별 1~2개소 신규 확충 ▶ ’21년 대비 32개소 신규 확충(320억원)

④

·(지역스포츠과학센터) 초중고 및 대학부, 일반선수 체력측정 및 과학적 훈련방법 지원
·(스포츠산업종합지원센터) ’23~’24, 수도권 외 최초 스포츠산업 분야 차별화된 원스톱 지원

⑤

·동계 종목 인프라 개선 ▶ 제3 빙상장 또는 아이스하키장 건립 추진

시민 전 연령층 1인 1스포츠 참여 지원으로 일상에서 참여하고 즐기며 누릴 수 있는
스포츠 여건 조성 등 함께하는 스포츠 도시 도약

● ( 활동지원)

- ➊부산형 특화 생활체육프로그램, ➋시민 참여형 동호회 활동 지원, ➌가상현실(VR) 스포츠 교실
보급 확대 등 추진
구분

주요내용

①

·공공스포츠클럽 시민선호 특성화 종목 운영 ▶ 5개 클럽, 0.5억원
·대학 체육 동아리 지원으로 여가 활동·참여 확대 ▶ 20개교, 0.5억원
·생활체육 관심·흥미 제고를 위한 부산스포츠기자단 운영 ▶ 10명, 0.2억원

②

·클럽 중심 시장배 슈퍼컵 대회 연중 운영 ▶ 7종목, 800여 클럽, 15,000명
·초급 동호인의 지속적인 생활체육 참여 유도를 위한 Beginner 대회 지원 ▶ 3개 종목

③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확대 ▶ 5,321명 ⇒ 5,458명, 8개월 ⇒ 10개월, 월 8만원 ⇒ 8.5만원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확대 ▶ 교통비(200천원/1인·1월) 신규 지원

■ 부산 체육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선도적 준비
● ( 도약준비) ➊부산지역실업팀 창단 지원, ➋2025 전국체육대회 개최 본격 준비, ➌프로스포츠

지원 등 스포츠 인프라 기반한 새로운 도약 준비
구분

주요내용

①

·동계종목(아이스하키, 빙상), 개인종목(테니스) 등 추가 육성 및 지역연고기업 연계 창단 지원

②

·25년 만에 부산에서 개최 ▶ TF팀 운영(’22) ⇒ 준비단 신설(’23) ⇒ 조직위 구성(’24) ⇒ 집행위 구성(’25)

③

·홈구장 경기 부산상품화, 관광명소 노출 등 ▶ 축구(부산아이파크), 야구(롯데자이언츠), 농구(BNK썸)

2022 주요업무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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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계 최고 수준의
문화기반 구축

세계적 수준의 문화시설 및 콘텐츠를 발굴·확보함으로써 연중 시민들이 수준
높은 공연과 예술을 즐길 수 있는 품격 있는 문화예술 도시 조성

■ 세계적 수준의 문화 인프라 조성
● ( 인프라) ➊세계적 수준의 미술관 유치, ➋공립미술관 수준 향상, ➌부산 문학관 건립, ➍문화시설

특성화, ➎영화의전당 활성화 등 고품격 문화시설을 건립·유치를 통한 세계적 문화관광명소 도약
구분

주요내용

①

·(개요) ’22~’29, 1,500억원, 북항 재개발 사업지 내, 30,000㎡ ▶ 세계적 미술관 분관 유치 추진
·(계획) 타당성 검토 및 기본구상 연구용역(’22), 설계(’24), 착공(’26), 준공(’28)

②

·(방향) 시설개선, 활성화 계획 수립·추진, 프로그램 다양화 등
·(내용) 시립미술관 ▶ 리노베이션(261억원) / 현대미술관 ▶ 야외특별전(10억원) / 이우환공간 ▶ 네트워크 구축

③

·(개요) ’21~’25, 부지 2,800㎡(예정), 지역 문학 거점 구축을 통한 지역문학 계층 발전
·(계획) 타당성 검토 및 기본구상 용역, 입지선정(’22), 설계 및 착공(’23), 준공(’24)

④

·(방향) 시설별 특성을 반영하여 문화예술 전문성 강화
·(내용) 오페라하우스(오페라), 국제아트센터*(음악), 부산문화회관(창작·전통), 부산시민회관(대중·상업)
* ’12~’23, 993억원, 부산시민공원 내, 콘서트홀·챔버홀 등 ▶ 공사 추진 및 개관 준비(’21~’23), 사업준공(’23)

⑤

·(방향) 시민 친화 공간 확대 및 다양한 영화·문화 콘텐츠 제공
·(내용) 시민 편의공간 확대(뷰카페, 식음료시설, 체험시설 등), OTT 연계 영화·영상 콘텐츠 다양화,
댄스·공연·아트마켓 등 다양한 장르의 축제가 열리는 복합문화공간 조성, 영화전문 라이브러리 운영,
미디어 아티스트 협력 영상 콘텐츠 운영

세계적 오페라 페스티벌 유치* 및 오케스트라 전문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우수한
오페라 콘텐츠 확보 ▶ 오페라하우스 활성화

● ( 글로벌 축제)

- 축제 기본구상 연구 및 공론화 추진**(축제준비위원회 구성 등)
* 유치전략 수립 및 자문위원회 구성·운영(’21), 문화시설개관준비단 구성(’22), 축제 개최(’24)
** 홍보대사 조수미 위촉(’21.12) ▶ 해외 네트워크 구축 및 국내외 홍보 강화

부산오페라하우스 건립
◇ (개요) ’12~’23,3,050억원,북항재개발지내,대극장·소극장·전시실·부대시설등
◇ (일정) 시공사 선정 및 착공(’18.5), 운영주체 출범(’22.상), 사업준공(’23), 개관(’24)

■ 비대면 시대 문화환경 조성
디지털 환경 전환에 따른 비대면·온라인 문화콘텐츠 개발, 일상회복 프로젝트*
추진, 1인 1예술 활성화로 개인 문화권 보장

● ( 코로나 대응)

* 사회·정서적 프로그램 연계, 문화다양성 가치 확산, 소외계층 문화향유권 확대 등 코로나 치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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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상 속 문화가
있는 도시 실현

문화시설 확충 및 문화 생태계 조성, 문화예술인 창작활동 지원을 통해
문화예술가들이 찾아오는 ‘예술가의 도시’, 일상 속 문화가 흐르는 도시 조성

■ 생활문화시설 확충 및 운영 활성화
● ( 생활문화 확산) ➊생활문화센터 조성, ➋‘문화가 있는 날’ 활성화, ➌부산 문화포털 ‘다봄’ 운영,
➍

메세나 사업 활성화 등 생활문화 기반 확충 및 확산 추진 ▶ 시민 문화 체감도 향상
구분

주요내용

①

·생활문화센터 19개소 추가 조성 ▶ 22개소 ⇒ 41개소
·한성1918 생활문화센터 운영, 생활문화연합회 및 예술제 개최 지원 등

②

·구·군 공모(2억원), 지역특화 프로그램 공모 등 ▶ 온라인 콘텐츠, 버스킹 지역거리 활용 공연 등

③

·공연·전시 정보 통합 제공, 시민 문화 향유 촉진 등

④

·기업-예술단체 매칭 및 시민 크라우딩 사업(2억원), 부산메세나협회 운영 지원(’21.11 출범)

● (문화예술교육)

문화감수성을 깨우는 보편적 문화교육 확대*, 대학생 지원사업(비교과과정

활성화, 문화예술 작품활동 참여 지원 등) 추진
* (예술교육)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부산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운영,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예술동아리 교육지원 등

■ 문화예술 생태계 조성 및 예술복지 구현
● ( 생태계 조성) ➊미술작품심의제도 개선, ➋공정한 창작여건 조성, ➌예술인 창작활동 지원 등

공정한 문화예술 생태계 기반 마련
구분

주요내용

①

·미술작품 공모제 의무화(지자체, 공공기관), 불공정 계약 과태료 부과(건축주, 작가)
·건축물 미술작품 기금을 지방설치기금으로 출연, 미술작품 설치 및 기금 출연 병행

②

·예술인 창작타운 조성 ▶ ’21~’26, 21억원, 6개 타운 65개 공간 조성(매년 1개 타운)
·예술창작공간 ‘반딧불이’ 운영, 예술인 서면계약 및 표준계약서 확산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예방 활동, 공연산업 육성 공연장 상주단체 지원 등

③

·맞춤형 창작지원, 창작활동 포인트 지원(부산문화재단), 과정 중심의 창작 공간 예술가 육성

예술인 판로 및 문화예술 공간 지원*, 기초예술문화 민간활동 지원,
지역아트페어 활성화 등 경쟁력 있는 문화예술 기반 확충

● ( 문화예술 기반)

* ➊ (문화예술 플리마켓 상설화) 예술콘텐츠 유통 활성화 및 창작자 판로 지원 ▶ 청년예술가 중심 테마형
아트마켓, 매주 토요일, 부산시민공원
➋ (지역 예술인 창의적 문화예술공간 지원) 지역 예술인 입주, 창작활동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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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술복지)

예술인복지센터 운영*, 문화 취약계층** 및 장애인 예술인 지원(장애인 전용 창작공간

‘온그루’ 운영) 등 든든하고 촘촘한 예술인 복지 실현

- 문화다양성 페스티벌·포럼 개최 등 문화다양성 가치 확산
* 예술인 권익증진 및 사회 안전망 구축 ▶ 컨설팅 매칭, 예술활동증명 및 창작준비금 신청 지원,
예술인복지금고 운영방안 마련 등
** 통합문화이용권 확대(기초·차상위, 6세 이상, 1인당 연 10만원), 맞춤형 실버문화복지, 찾아가는 문화활동
및 문화나눔 등

■ 새로운 미래에 대응하는 문화유산 도시 조성
● ( 미래가치) ➊문화유산 신산업 육성, ➋디지털 문화유산 보존, ➌미래유산제도 운영으로

문화유산의 미래가치 창출
구분

주요내용

①

·문화유산 활용 문화상품 디자인 및 시제품(5종 이상) 추가 개발
·문화재형 예비사회적기업 활성화 사업 추진 ▶ 판매사이트 구축, 찾아가는 문화상품 홍보관 운영
·민간 아이디어 발굴을 위한 문화유산 문화상품 아이디어 경진대회 개최

②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정보 고도화 사업 시행 ▶ 각종 개발계획 수립 시 기초자료 활용 등

③

·문화유산의 미래지향적 보존 및 관리, 부산 미래유산 장기활용 방안 모색(’22)
※ (미래유산) 부마민주항쟁, 부산사투리, 부산시민공원, 40계단 등 60건(1~3차)

● ( 문화유산 향유)

시민의 삶을 치유하는 문화유산 향유 기회 제공

- 부산근현대역사관 전시공간 조성 및 개관*(’22.11) ▶ 부산의 도시 정체성과 근·현대 역사문화
콘텐츠를 체험할 수 있는 새로운 전시공간 조성
- 영남권 최대 종합민속예술축제인 ‘부산민속예술제’ 확대**, 부산 문화야행 축제 다변화,
조선통신사 문화교류사업 등 한일 문화교류 활성화 추진
* 새로운 박물관 운영방식 도입(야간운영 등), 원도심 문화거점 역할, 보존 및 교육기능 강화(라비키움 조성)
** 기존 공연 중심에서 답사, 타시도 교류, 체험 행사 확충 등 관광상품화 추진

■ 피란수도 부산유산 등재 추진
● ( 유산등재)

문화재 지정 및 승격(아미동 비석주택), 세계유산 잠정목록 조건부 해소

- 9개 등재 대상 유산 가치발굴 사업 및 유산의 개별 보전관리 방안 연구, 세계유산 등재
연구협력사업 추진 등
● ( 인지도 향상)

피란유산 활용 콘텐츠 다양화 및 홍보 활성화

- 애니메이션 창작물 제작(피란유산 캐릭터 활용), 피란수도 부산 문화재 야행 개최 장소 다양화,
세계유산 청년학생 서포터즈 구성·운영(유산별 5인)
피란수도 세계유산 등재 추진
◇ (개요) ’15~’26,126억원 ◇ (절차) (1단계)잠정목록 등재⇒ (2단계)우선목록 등재⇒ (3단계)세계유산 등재
◇ (대상) 임시수도대통령관저 등 피란수도 부산 관련 유산 9개소
◇ (계획) 우선등재목록 추진 및 선정(’23~’24), 세계유산 등재신청(’25), 이코모스 현지실사(’25), 세계유산 등재(’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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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글로벌
관광마이스
도시 조성

일상회복에 대응한 과감한 관광 혁신과 인프라 확충 등을 통해 글로벌
관광경쟁력을 갖춘 대한민국 대표 국제관광마이스도시로의 도약 추진

■ 글로벌 관광경쟁력 강화
● ( 관광인프라)

다대소각장 개발* 추진, 오시리아 관광단지 조성 등 4계절 명품 체류형 관광자원

개발
* 사하구 다대동 일원, 준주거지역 및 관광숙박시설 ▶ 서부산권 문화·관광인프라 확충(앵커기능)

오시리아 관광단지 조성
◇ (개요) ’06~’22,약 1조2천억원,기장군,테마파크·아쿠아월드 등▶교통정체해소 추진
◇ (일정) 스카이라인 루지(’21.7, 개장), 롯데월드 테마파크(’22.3, 개장), 아쿠아월드(’23.하, 개장)
◇ (교통대책) 교통종합상황실 운영, 교통소통관리, 교통체계개선, 스마트교차로 설치 등

● ( 관광콘텐츠) ➊부산 only-one 콘텐츠 강화, ➋24시간 관광콘텐츠 발굴, ➌관광객 친환경

안내서비스 조성 등 24시간 매력적인 글로벌 관광도시 도약
구분

주요내용

①

·부산의 7개 해안교량과 7개 해수욕장 활용 행운의 도시(럭키 세븐) 콘텐츠 개발
·지역 혁신 주체와 협력을 통한 로컬 관광 콘텐츠 창출 및 골목브랜드 구축
·시티투어버스 서부산권 노선 도입 등 부산 전역 관광망 형성 및 운영시스템 고도화
·‘부산대표 관광기념품 10선‘ 공모전 추진 및 전시·판매장 확대 운영

②

·야간·새벽 관광 콘텐츠 개발을 통한 24시간 즐길거리 관광콘텐츠 강화

③

·맞춤형 관광안내시스템 구축, 스마트헬프 데스크 및 관광안내 문자채팅 서비스(1330) 운영
·여행자 커뮤니티 및 여행활동 지원 프로그램(1개소), 움직이는 관광안내소 운영(3개소)

부산관광 브랜드 마케팅 강화*, 뉴노멀 글로벌 시장 관광수요 선점 마케팅(메가히트
콘텐츠 제작 및 디지털 기반 마케팅) 추진

● ( 마케팅)

- 광역권 관광자원 등 연계 관광패스 개발 ▶ 패스 개발(’22.2~9), 운영(’22.10~)
* 부산관광 마케팅 BI/슬로건 개발(’22.7) 및 브랜드 확산, 주요 시장별(중화권, 신남방, 구미주 등) 타킷 특화 마케팅
프로모션 추진(지역 특화 콘텐츠 제작, 참여형 글로벌 캠페인 등)

디지털 기술혁신 활용 관광기업 육성*, 성장사다리형 인재양성(미스매치 해소),
부산관광 선결제사업 확대(여행업계 지원 및 체질 개선)

● ( 기업육성)

* 부산관광 스타기업 육성 중장기 프로젝트 본격 추진(’25년까지 25개)

지속 가능한 축제발전방안 마련
◇ (축제 패러다임 전환) 글로벌축제전환,재원다양화,융복합 콘텐츠,축제·관광 협업모델발굴
◇ (축제산업생태계 구축) 체계적 현장실무형 축제 인재양성, 인력 POOL 구성, 취업지원 등
◇ (축제 경쟁력 강화) 평가지표 이원화, 평가 및 축제 선순환 시스템 마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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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레저 관광도시 구현
● ( 해상관광) ➊수륙양용 투어버스, ➋해상택시·버스 등 신 해상관광 교통수단 도입 추진으로

해양관광 콘텐츠 발굴
구분

주요내용

①

·(개요) 수영강 일대(육상 17㎞, 수상 4㎞) 우선 도입(상용4대, 예비1대) ⇒ 중앙부처 협의 후 노선 확대
·(일정) 우선협상대상자 협약(’21.7), 수영강 진·출입로 조성(’21.12), 운항 개시(’22.7)

②

·(개요) 부산역(북항) 중심으로 동부산, 서부산을 아우르는 해상관광교통망 구축
·(계획) 사업자 선정(’22.상), 시범노선 도입 후 순차적 노선 확대

● ( 해양레저) ➊사계절 안심비치 구축, ➋부산 마리나 비즈센터, ➌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
➍

북항 해양레포츠 콤플렉스, ➎해양레저안전체험관, ➏해운대 거점 마리나항만 개발 등
해양레저 거점도시 기반 조성
구분

주요내용

①

·해수욕장 지능형 CCTV 설치(’21~’23, 15억원), 해양레저 통합안전 플랫폼 구축(’22~’27, 410억원)

②

·’19~’23, 480억원, 우암부두 내 , 20,158㎡ ▶ 실시설계용역(’20~’22), 공사 시행(’22~’23)

③

·’08~’24, 전액 민자, 234,516㎡ ▶ 실시설계 승인(’22.하)

④

·’20~’24, 전액 국비, 1,000㎡ ▶ 북항재개발 사업계획 반영(’20.12), 설계 완료(’21.상), 시-해수부 업무협약(’21,하)

⑤

·’22~’25, 375억원, 7,500㎡ ▶ 타당성 용역(’22), 설계(’23), 공사 시행(’24~’25)

⑥

·’15~’25, 국비·민자, 124,085㎡ ▶ 실시협약(’16), 사업계획서 제출(’19), 라운드테이블 개최(’22)

■ 세계적 마이스 특화도시 육성
● ( 마이스산업) ➊글로벌 MICE 행사 유치 마케팅 다각화, ➋국제회의복합지구 활성화, ➌4차

산업형 MICE 강소기업 및 인재 육성, ➍민간주관 전시회·국제회의 개최지원 등 부산특화
마이스행사 육성
구분

주요내용

①

·전략산업·정부간·국제기구 등 중대형 국제회의 집중 관리, 유기적 시스템 구축 및 협력강화

②

·부산 마이스 안내소, 화상상담장·스튜디오 운영, 전방위 홍보 마케팅 추진

③

·기업 전문 컨설팅,, MICE 전문인력 양성, 하이브리드 전시컨벤션 개최 환경 구축, 마이스산업 인식확산 등

④

·부산전략산업 연계 및 글로벌 행사로 성장가능성 있는 민간개발 행사 집중 육성

● ( 의료관광)

부산형 의료관광 생태계 기반 내실화, 해외 의료시장 개척*

- 지역특화 의료기술 육성 및 부산 의료관광 클러스터 조성** 추진
* 의료도시 브랜딩, 국제의료교류 확대, 마케팅 다변화 및 온·오프라인 홍보 등
** 특화지역육성 ▶ 의료관광특구(서구), 서면 의료관광 특화거리 지원, 동부산 의료클러스터(중입자가속기연계)

벡스코 제3전시장 건립
◇ (개요) ’21~’26,1,908억원,부지24,150㎡,전시장 17,672㎡,회의실5,632㎡
◇ (계획)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22~’24), 착공 및 준공(’2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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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01
02
03
04

2022년도 주요 착·준공사업
2022년도 주요 용역사업
시민 공감 이색·특색사업
대외수상(평가) 및 유치·공모 성과 (2021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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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01

2022년도 주요 착·준공 사업

* 대상 : 사업비 100억원 이상

착공사업 (22개)
연번

130

사 업 명

사업
기간

사 업 규 모

사업비
(억원)

착공일

1

사상역 광역환승센터 건설사업

’22~’23

에스컬레이터3개소, 엘리베이터 2개소
무빙워크 1개소

129

’22.1

2

신평·장림산업단지 개방형 체육관

’18~’23

연면적 1,838㎡,(지하1층/지상2층)

107

’22.2

3

사하구 육아종합지원센터

’18~’23

부지 578.8㎡, 연면적 2,699.06㎡(7층 중 3~7층)

152

’22.2

4

스마트양식 테스트베드

’19~’22

부지 67,320㎡, 연면적 9,141.02㎡(지하1층/지상2층)

300

’22.2

5

온천5호교 재가설(확장) 공사

’19~’24

교량 재가설(확장) L=540m,(교량 160, 도로확장 380),
B=35→50m

501

’22.3

6

덕천(화명)~양산간 도로 교통체계 개선

’21~’23

도로건설 L=1.2km, B=4.5m

188

’22.3

7

학교 분류식하수관로 연결사업(남부, 해운대)

’19~’25

하수관로 L=76.8km, 배수설비 311개교

462

’22.5

8

학교 분류식하수관로 연결사업(북부, 동래)

’19~’25

하수관로 L=71.4km, 배수설비 164개교

427

’22.5

9

학교 분류식하수관로 연결사업(서부)

’19~’25

하수관로 L=48.5km, 배수설비 148개교

397

’22.5

10

하수관로 확충(광안・남천동 일원)

’17~’25

하수관로 L=22.9km, 배수설비 1,695개소

418

’22.5

11

구포3배수지 설치공사

’17~’23

배수지 V=12,000㎥, 상수관로 D=500㎜ L=1.7㎞

178

’22.6

12

해양과학기술 산학연 협력센터
(STEM빌리지)

’19~’24

부지 5,898㎡, 연면적 10,500㎡
창업 및 중소・중견기업 40여개 유치

296

’22.6

13

영선2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 정비

’22~’24

붕괴위험지정비 A=27,165㎡

145

’22.7

14

중앙대로 확장공사

’19~’26

L=3,270m, B=35→50m

3,570

’22.7

15

수영강 휴먼브릿지 조성

’20~’25 보행교(L=215m, B=6.5~10m) 및 탐방로 조성

300

’22.8

16

부산민주공원 부속건물(사료관) 건립

’20~’24 부지 3,582㎡, 연면적 2,575㎡,(지하1층/지상4층)

158

’22.11

17

낙동강 하굿둑 상류 대저수문 등 개선사업

’21~’24

대저수문 개선 및 삼락수문 유입구 펌프장 설치

273

’22.11

18

헬스케어 빅데이터 센터

’19~’24

부지 5,280㎡, 연면적 4,572㎡(지상4층)

280

’22.11

19

남구 육아종합지원센터

’18~’23

부지 2,041㎡, 연면적 3,814㎡(4층 중 3~4층)

157

’22.12

20

부산남항 서방파제 재해취약지구정비

’21~’25

방파제 확충 L=365m

252

’22.12

21

도시철도 오륙도선(실증노선)

’22~’24

L=1.9km, 정거장 5개소, 차량기지 1개소

470

’22.하

22

BJFEZ 북측진입도로(장낙대교)

’18~’24

도로건설 L=1.53km(교량 L=1.07km), B=25.5~28m(6차로)

1,329

’22.하

Ⅳ. 2022년 분야별 주요시책

준공사업 (36개)
연번

사 업 명

사업
기간

1

온천천 2차 하수관로 신설(확충)

’16~’22

2

대교사거리 일원 하수관로 신설(확충)(기본 및 실시설계)

3

사 업 규 모

사업비
(억원)

준공일

106

’22.1

’20~’22 하수관로 L=17,286m, 배수설비 3,300가구

284

’22.2

온천천수계 잔여지 일원 하수관로 신설(확충)(기본 및 실시설계)

’20~’22 하수관로 L=28,300m, 배수설비 2,136가구

334

’22.2

4

부산남항 수제선(방재호안) 정비공사

’17~’22

방재호안 L=543m

462

’22.2

5

전기차 e-파워트레인 부품기술 허브센터 구축

’21-’23

부지면적 2,809.9㎡, 연면적 3,227㎡(지상 2층)

220

’22.3

6

부산 마리나비즈센터

’19~’23

부지 20,158㎡, 연면적 13,994㎡(건물2동)

479

’22.3

7

문전교차로 지하차도 건설

’16~’22

도로건설 L=435m, B=2차로

282

’22.4

8

미량유해물질 제거 보조시설 설치공사

’19~’23

입상활성탄 재생시설 신설 Q=24㎥/일

200

’22.5

9

하수관로 확충(거제・연산동 일원)

’17~’25

하수관로 L=26.7km, 배수설비 2,699개소

518

’22.5

10

덕산~화명 비상연계 노후관개량공사

’17~’22

송수관로 D=2,000㎜, L=2,066m

332

’22.5

11

분말활성탄 투입·저장시설 설치공사

’19~’22

덕산: 저장설비 4대, 투입설비 4대, 화명: 저장설비 2대, 투입설비 4대

120

’22.5

12

감동진 문화포구 조성사업

’20~’22 금빛노을브리지(인도교) L=382m B=3m, 역사체험관 1식

187

’22.5

13

LNG연료추진 조선기자재 지원 기반구축

’16~’22

239

’22.6

14

반여, 재송동 일원 하수관로 신설(확충)(기본 및 실시설계)

’20~’22 하수관로 L=11,288m, 배수설비 1,953가구

181

’22.6

15

재송동 처리 분구 잔여지 일원 하수관로 신설(확충)(기본 및 실시설계)

’20~’22 하수관로 L=22,376m, 배수설비 1,725가구

265

’22.6

16

전포로 확장

’92~’22

도로확장 L=1.5km, B=25→50m

1,119

’22.6

17

사상공업지역재생사업 기반시설 확충(새벽로 확장)

’16~’22

L=1,030m, B=20→30m

647

’22.6

18

강서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사업

’20~’22 공영차고지 건설(버스 239면), 관리동 등 부대시설 1식

160

’22.6

19

하수관로 확충(초량천 수계일원)

’16~’22

하수관로 L=33.16km, 배수설비 5,245가구

478

’22.7

20

신평장림 혁신지원센터

’18~’22

부지 1,650㎡, 연면적 2,932㎡(지상5층)

103

’22.8

21

DaaS기반 글로벌 오션시티

’20~’23 부지면적 4,588.4㎡, 연면적 1,900㎡(건물1동)

220

’22.8

22

영도 경제기반형 뉴딜(지역산업 복지센터 조성 등)

’20~’25 부지 2,174㎡(구 토토볼링장), 연면적 4,290㎡(4층)(지하1층/지상5층)

161

’22.10

23

을숙도대교~장림고개간 지하차도 건설

’14~’22

L=2,31㎞, B=21.7~35m(4차로)

2,194

’22.10

24

낙동강 횡단수관교 비상관로 설치공사

’17~’22

송수관로 D=2,200㎜, L=1,364m

322

’22.10

25

국립청소년생태센터 건립

’16~’22

대지 64,710㎡, 지상3층, 연면적 10,691㎡

342

’22.10

26

부산사회복지종합센터

’16~’22

부지 2,970㎡, 지상6층, 4,655.64㎡

214.4

’22.11

27

LNG벙커링 자재 시험평가설비 및 시험기술 개발

’18~’22

부지 4,554.9㎡, 시험평가 설비 및 기술개발 구축 14종

220

’22.12

28

대저1지구 상습침수지 정비

’16~’22

펌프장 1,500㎥/분, 310㎥/분, 저류조 12,000㎥, 3,000㎥

483

’22.12

29

동남권 방사선 의·과학 일반산단

’12~’22

부지 148만㎡

4,287

’22.12

30

서면~사상 BRT(중앙버스전용차로)

’21~’22

중앙버스전용차로 조성(5.4km)

218

’22.12

31

양정동 일원 하수관로 신설(확충)

’17~’22

하수관로 L=13,330m

375

’22.12

32

당감2배수지 신설

’17~’22

배수지 12,000㎥, 관로D=500~600㎜, L=2.8㎞

182

’22.12

33

덕산정수장 제2오존실 오존설비 개선

’20~’22 제2오존실 전체 오존설비 개선 1식

115

’22.12

34

남항 항만시설물(계류시설) 내진보강

’18~’22

내진보강(그라우팅) L=2,310m,

187

’22.12

35

낙동강 노을길 스마트 생태도시 조성

’21~’22

을숙도 4,966㎡, 하단유수지 7,200㎡, 장림유수지 46,200㎡, 강변대로 가로등 설치

100

’22.12

36

덕천동~아시아드 주경기장 도로개설

’13~’22

도로건설 L=4,370m, B=20~45m

1,502

’22.12

하수관로 L=3,200m

부지 10,275.3㎡, 시험장비 47종

2022 주요업무계획

131

부록 02

2022년도 주요 용역사업

착수용역 (17개)
용역명

132

주요내용

용역
기간

용역비
(억원)

수행기관

담당부서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국제박람회
기구 현지실사 대응 전략 수립 및 실시 용역

국제박람회기구 현지실사 준비 및 대응을
위한 전략마련, 실시 계획 수립

’22. 1. ~
’22.12.

30

미정

2030
엑스포추진단

부산 디자인산업과 디자인전문기업 육성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부산 디자인산업 실태조사 및
육성방안, 세부추진계획 수립

’22. 1. ~
’22.12.

0.7

미정

제조혁신과

부산시 산업안전보건환경 실태 조사

부산시 산업재해 발생 실태조사 및 분석,
위험 사업장 식별 등

’22. 1.∼
’22.6.

0.8

미정

인권노동
정책담당관

부산광역시 유니버설 기본계획및
통합가이드라인 수립

부산시 유니버설 현황조사 기본
계획 및 가이드라인

’22. 1.∼
’22.12.

1

미정

도시디자인과

가야차량기지 개발 사전타당성
조사용역

가야차량기지 개발방안 경제성
분석 등 사업시행방안 도출

’22.1.~
’22.12.

1

미정

물류정책과

건축지원시스템 재구축

노후된 건축지원시스템의 전면 재구축

’22. 1.∼
’22.12.

1

미정

건축정책과

부산형 시정정비사업 기본계획 수립용역

도시 계획 및 주변 지역과
조화로운 개발 및 심의 기준 마련

’22. 1. ~
’22.12.

1.8

미정

소상공인지원
담당관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 정비 용역

시역 내 건축물 높이관리계획의
전반적인 재정비

’22. 1. ~
’22.12.

2

미정

건축정책과

2030년 부산도시관리계획(재정비) 용역

용도지역, 지구 지정 동 도시의 개발,
정비 및 보전계획

’22. 1.~
’23. 12.

9

미정

도시계획과

부산형 데이터 통합플랫폼(데이터 댐)
구축 ISP 수립

부산형 데이터 통합플랫폼(데이터 댐)
구축을 위한 최적의 마스터플랜 수립

’22. 1. ~
’22. 8.

5

미정

빅데이터
통계과

세계적미술관 유치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

기본계획 수립, 사업 타당성 분석,
기초조사 및 사례조사 등

’22. 1. ~
’22.12.

0.6

미정

문화예술과

부산시 건설기술 빅데이터 구축타당성조사 용역

건설기술용역 데이터 기초조사,
현황분석 및 수집 등

’22. 2.∼
’22.8.

0.8

미정

기술심사과

2030부산세계박람회 종합홍보 용역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홍보 실행전반

’22. 2.∼
’22.12.

90

미정

2030
엑스포추진단

시민에게 원화의 맛을, 그림책의 맛을

지역도서관 대상 북큐레이션 및
원화 전시, 작가와의 만남 등

’22. 3.~
’22.11.

3.1

미정

부산도서관

구포3가압장 설치공사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구포3배수지 신설에 따른 용수
공급을 위한 전용 가압장 설치

’22. 3.∼
’22.12.

3.4

미정

상수도
사업본부

부산광역시 사회적경제육성 계획수립

부산 사회적경제 유형별 실태
조사 및 결과 분석 등

’22. 4.∼
’22. 9.

0.7

미정

사회적경제
담당관

제3차 부산광역시 건축기본 계획 수립

건축정책 기본방향과 추진전략,
실천과제 도출

’22. 5.∼
’23. 8.

2

미정

총괄건축
기획과

완료용역 (21개)
용역명

주요내용

제7차 부산권 관광개발계획 수립 용역

관광진흥법 제49조에 따른
부산권 관광개발계획 수립

범천동 철도차량정비단 이전
적지개발 사업화 전략 수립 용역

용역
기간

용역비
(억원)

수행기관

담당부서

’20.12.∼
’22.1.

1.4

부산
연구원

관광진흥과

범천동 철도차량정비단 이전적지
개발 사업화 전략 수립

’2.12.~
’22. 3.

4.3

㈜도화엔지니
어링 외 1개사

물류정책과

2040년 부산도시기본계획 수립 용역

우리시 정책목표와 미래 국토전략
계획 등 도시의 기본 틀 제시

’20. 4.∼
’22. 6.

8.8

㈜경호
엔지니어링

도시계획과

도시철도 하단~녹산선 건설타당성
평가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도시철도 하단~녹산선 타당성 평가,
기본계획 수립

’21. 2.~
’22. 7.

16

㈜동명기술공단
종합건축사
사무소외5

도시철도과

회동수원지계통 도수관로장
수명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도수관로 갱생 및 정비공사를 통한
도수관로의 내구성 증대

’21.3.∼
’22.3.

4.2

㈜동명기술단
외 1개사

상수도
사업본부

제4차 부산광역시 교통안전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5년 단위 지역교통안전정책
방향 설정 등

‘21.3. ~
’22.3.

0.5

(사)한국발
전연구원

공공교통
정책과

제7차 부산권 관광개발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제7차 부산권 관광개발계획 수립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21.3.∼
’22.3.

0.7

㈜한가람

관광진흥과

부산광역시 대중교통계획 수립 용역

대중교통 현황과 전망, 대중교통
정책 기본 방향 및 목표 수립

’21.4.~
’22.5.

1.8

㈜도시와
공간연구소

버스운영과

지방하천 종합정비계획 수립

지방하천정비우선순위 및 투자규모
선정, 지방하천 종합정비계획 수립

’21.4.∼
’22.10.

45

부산시

하천관리과

부산광역시 녹색건축물 조성계획 수립

기본방향과 달성목표 녹색건축물
조성 및 지원

’21.5.∼
’22.3.

1.1

부산대
산학협력단

건축정책과

해사전문법원 부산설립 타당성 용역

해사전문법원 부산 설립 당위성
및 설립방안 제시 등

’21.5.∼
’22.3.

1.5

한국해양대
산학협력단

해운항만과

택시 경영 및 서비스 평가 용역

여객운수사업법 제20조 근거
법정의무사항으로 3년 주기 시행

’22.3.~
’22.10.

0.6

부산시

택시운수과

제4차 부산광역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수립 연구용역

5년 단위 교통약자 이동편의수단 등
교통약자 이동의 효율적 운영방안 마련 등

’21. 6. ~
’22. 3.

0.9

㈜미래연구
컨소시엄

공공교통
정책과

부산시청열린도서관 디지털전시
체험관 실감형 콘텐츠 제작·설치

열린도서관 내 디지털 전시
체험관 조성(콘텐츠 포함)

미정 ~
’22. 4.

11

미정

교육협력과

부산광역시 경관계획 재정비 용역

경관 조성 시책 마련, 우수한경관
발굴 및 육성

’21. 6.∼
’22. 6.

3.6

㈜싸이트
플래닝

도시
디자인과

부산청년문화 시범지역육성 방안 연구용역

청년문화 거점지역 도출, 청년
문화 육성방안 계획 도출

’21. 8~
’22. 2

0.5

㈜건축사무소
지평선

청년희망
정책과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휴게소조성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기초현황 조사, 개발규모 설정,
최적입지 선정, 경제성 분석 등

’21. 9.~
’22.7.

0.88

㈜정인
기술단

물류정책과

2030부산세계박람회 종합홍보 용역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홍보
실행전반 등

’21. 9.~
’22. 4.

9.55

㈜매스
씨앤지

2030
엑스포추진단

부산형 15분 도시 기본구상 수립 용역

부산형 15분 도시 개념 정립, 기본구상,
생활권계획 가이드라인 수립

’21.11.∼
’22. 5.

2.7

㈜싸이트
플래닝

도시계획과

도심형 초고속 교통인프라 도입
사전타당성검토 용역

사전타당성조사, 정책성, 지역균형발전
분석 등

’21.12.~
’22.12.

4.3

㈜신성엔지니
어링 외 1개사

도시철도과

부산광역시 민주주의 역사
기념관 건립 연구용역

건립필요성 및 기본계획구상, 건립
후보지 선정, 전시계획 수립 등

’21.12.~
’22.10.

1

(사)공공
정책연구원

인권노동
정책담당관

2022 주요업무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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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03

분 야

시민 공감 이색·특색 사업
사업명

사업비

내 용

(억원)

● 주야간보호센터(230개소), 케어안심 주택(127호) 등 이용 노인 등 대상

찾아가는
건강의료서비스(의료버스)

7

● 민간공모(의료기관), 중형버스 3대(현대차 등 협약)
● 찾아가는 건강검진·관리 프로그램 운영 (검진, 관리, 교육 등) 등

〈복지정책과〉
● 은둔형 외톨이 본인 및 가족 대상

은둔형 외톨이 실태조사

0.5

● 성별, 나이, 은둔 원인, 복지욕구 등 조사
● 은둔형 외톨이 지원방안 기초자료를 위한 실태조사 추진

〈복지정책과〉
● 취약지역 범죄예방 활동 일자리 사업 16개 구·군 전면 시행

시니어 마을안전지킴이 사업

30

* ’21년도 11개 구 시범사업 실시
- 경찰청과 협력 및 전직 경찰 활용
〈노인복지과〉
● 문화예술분야 재능있는 장애인의 일자리 발굴·배치를 통해 장애인 인식개선

장애인 맞춤형 직무개발 및
일자리 창출

교육 등 공연활동 지원

5

● 산림녹지분야 발달장애인 맞춤 일자리 개발
● 장애인 휠마스터 훈련 및 자격증 취득지원을 통한 전문 일자리 창출

〈장애인복지과〉
● 부산생활정보(Life in Busan) 앱에 실시간 통역(상담) 및 카톡(상담) 기능

통역(상담) 플랫폼 운영

0.7

추가하여 통역(상담) 서비스 제공
〈여성가족과〉
● 다문화가정의 아빠에 대한 자녀 이해 교육 및 자녀와 소통강화,

다문화 아빠학교 운영

0.05

친밀감 형성을 위한 체험프로그램 등 운영
< 여성가족과>

행복
도시

● 코로나19로 비대면 명절 보내기를 위한 명절 체험키트 및 온라인 무료강좌

비대면 명절맞이 가족
프로그램 운영

0.2

부산아이 다(多)가치키움+
출산지원금

368

제공, 안부영상 보내기, 댓글달기 이벤트 등
〈여성가족과〉

● 첫째부터 모든 아이 200만원 지원
● 둘째이후 100만원 추가 지원

* 임신출산진료비 100만원(건강보험재정) 별도
〈출산보육과〉

● 지역 밀착형 소규모 육아공간 운영,부모 양육지원(2개소)

부산 공공형 키즈카페 운영

2.5

* 놀이체험실, 장난감 대여, 부모-자녀 참여프로그램 등
〈출산보육과〉
● 12개월 이하 영영아반 보육체계 개편 - 교사:아동=1:3 → 1:2

부산형 영영아반 운영

14.9

● 영영아반 운영비 지원

〈출산보육과〉
● 코로나19로 인한 자녀 양육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가정 등에 대해 전화상담 및

우리아이 보육맘 운영

1.0

전문 상담사가 가정으로 찾아가 육아상담 제공
〈출산보육과〉
●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결식우려아동 800명 대상, 밑반찬(주5일분, 4찬),

행복한 두끼!
결식우려아동 밑반찬 등 제공

비예산

기초생필품 등 지원
* 부산시-행복얼라이언스 급식 협약(12.5억 상당)사업
〈아동청소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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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야

행복
도시

초광역
경제도시

사업명

사업비

내 용

(억원)

● 보호대상 아동의 사회진출 시 필요한 초기비용 마련을 위한 자산형성지원

보호종료아동
디딤씨앗통장 사업

30.5

입양전 위탁보육가정
아동보호비 지원

0.06

임팩트 투자조합 조성

10

- 아동 저축액 1:2매칭(최대 월10만원한도)
〈아동청소년과〉
● 입양 전 위탁보육가정에게 아동보호비 월 1,000천원, 6개월 지원

* 2022년 7월 신규사업
〈아동청소년과〉
● 임팩트 투자조합 조성하여 관내 사회적기업 등에 투자

- 우리 시 출자 10억
〈사회적경제담당관〉

● 언택트 마케팅 맞춤형 현장적용 전문교육 및 홍보 지원(8개사)

협동조합 언택트(Untact)
마케팅 지원

0.18

- 교육 및 컨설팅 지원 : 언택트 마케팅 현장적용 전문교육 및 맞춤 컨설팅
(기업당 15시간)
- 홍보 지원 : 온라인 마케팅 영상 제작 및 맞춤형 홍보 지원
(영상제작, 온라인 마켓 입점 지원, 인플루언서 마케팅 등)
〈사회적경제담당관〉
● 피란유산의 특색에 맞는 로봇, 동물 형태의 캐릭터를 주인공으로 한

애니메이션 제작

문화관광
매력도시

피란유산 캐릭터 개발 및
애니메이션 제작

미정

- 세계유산을 찾아 떠나는 여행, 문화재를 파괴하려는 악당들로부터 문화재를
보호하는 내용 등 * 지역대학, 유관기관 등과 주요 테마 공동 발굴 추진
- EBS 등 협업으로 전국 방송 송출 추진
〈문화유산과〉
● 환경 분야 킬링 콘텐츠 국제환경영화제 개최

국제환경영화제
- ‘하나뿐인 지구영상제’

3

- 우리시 강점분야(영화, 환경)를 결합하여 지구&환경 관련 영상제 개최
- 기후위기 및 탄소중립 어젠더 선점으로 글로벌 친환경 도시 도약
- ‘2030 엑스포’ 유치 분위기 조성의 킬링 콘텐츠 역할
< 환경정책과>
● 고령친화형 행복도시를 위한 공원 조성

노인친화형 공원조성

3

- 공원 내 노인친화시설 확충
- 고령자 공감 공원이용 활성화를 위한 이용 프로그램 운영
〈공원운영과〉

저탄소
그린
도시

생활권 내 작은 쉼터·명상숲
조성

8

등산로 주변
스마트 폴 설치사업

3

● 셉테드 디자인 활용한 안전한 산림 문화공간 조성

- 시약산 등산로 주변 산악사고 등 안전 고려 전문가 등과 협의 추진
- 안내판, 등산로 입구 가로등, 산림 내 각종 시설물 적용 범죄 사각지대 해소
〈산림녹지과〉
● 숲 체험 프로그램 참여에 대한 관심 증가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
어린이, 가족 홍보 대사제

비예산

● 교육 시 생활 속 탄소중립실천 과제 등 체험으로 참여자 중 어린이, 가족 대상

홍보대사가 되어 홍보 및 전파 - ’19년 44만명, ’20년 26만명, ’21. 8월 20만명
〈산림녹지과〉
● 숲에 관심이 있는 고령자 대상 선발·운영

초고령화 시대
숲노치원 운영

비예산

- 구·군 노인 관련 부서 협조(경로당, 보훈회관 등) 모집
- 숲체조, 숲놀이, 추억놀이 등
- 기존 수시 고령자 대상 숲 체험 프로그램
→ 정기 고령자 대상 숲 체험 프로그램 전환

〈산림녹지과〉

● 물복지사업으로 수돗물 공급환경 개선 및 음용률 향상

순수 365 행복나눔사업

91

- 옥내 노후관 개량 지원 5,200세대
- 옥내 급수관 직결 급수 4,000전
- 음수대 설치(2대) 및 유지관리(661대)
〈상수도사업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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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04

대외수상(평가) 및 유치·공모 성과(2021년도)

대외수상 (38개)
월별

내 용

소 관

3월

대한민국 서비스만족 대상(공공서비스 콜센터 부문, 9회 연속)

한 국 일 보

행정자치국

5월

지자체 폐현수막 재활용계획 평가 최우수

환

부

녹색환경정책실

6월

2021년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평가 2위 달성

행정안전부

행 정 자 치국

2021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공시제·우수사업 부문) 우수상

고용노동부

디지털경제혁신실

2021 지역산업육성사업 성과평가 우수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국

2021 지방자치단체 인적자원개발 경진대회 대통령상 수상

행정안전부

인재개발원

공공기관 녹색구매 전국 1위 달성(광역부문, 2년 연속)

환

부

녹색환경정책실

2021년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추진 최우수 수상

행정안전부

기획조정실

2021년 제10회 대한민국 지식대상(행정부문 우수기관 선정)

행정안전부

기

2021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광역상수도 분야 ‘최우수’

행정안전부

상수도사업본부

제4회 우리동네 캐릭터 대상 5관왕 수상
(공통부문 라이징·굿매니징·웰메이드·굿디자인·OSMU 상)

(한국콘텐츠진흥원)

2020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우수기관

보건복지부

사회복지국

2021년 대한민국 조경대상(장관상)

국토교통부

녹색환경정책실

2021년도(2020년도 실적) 공공부문 온실가스 감축실적 ‘우수기관’ 표창

환

경

부

녹색환경정책실

명지자원에너지센터 최우수시설 선정 환경부장관 표창

환

경

부

녹색환경정책실

수영 음식물병합처리장 최우수시설 선정 환경부장관 표창

환

경

부

녹색환경정책실

생활폐기물 연료화발전시설 최우수시설 선정 환경부장관 표창

환

경

부

녹색환경정책실

2021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최우수상)

행정안전부

녹색환경정책실

생곡쓰레기매립장 우수시설 선정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표창

한국환경공단

녹색환경정책실

지자체 외국인주민 지원 우수사례 경진대회 우수상 수상

행정안전부

여성가족국

모바일 가족사랑카드, 2021 정부혁신 민원제도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 장려상

행정안전부

여성가족국

반여농산물도매시장 중앙평가 최우수기관 선정

농림축산식품부

해양농수산국

2021년 통계업무진흥(통계조사) 유공기관 대통령표창

통

청

디지털경제혁신실

의료급여 사례관리 우수사례 공모 대상

보건복지부

사회복지국

2021년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종합평가 최우수 기관 수상

여성가족부

여성가족국

2021년 아동학대 공공대응체계 구축 지자체 평가 최우수상 수상

보건복지부

여성가족국

2021년 재정분석 재정효율성 분야 우수 선정

행정안전부

기획조정실

대통령직속일자리위원회

디지털경제혁신실

2021 감염병관리 유공 기관 표창

질병관리청

시민건강국

2021 보육정책 지자체 평가 대상(2년 연속 대상)

보건복지부

여성가족국

「'21년 지속가능교통도시 종합 평가」 4년 연속 대상 수상

국토교통부

교

통

국

「'21년 지속가능교통도시 우수사례 경진대회」 2년 연속 최우수정책상 수상

국토교통부

교

통

국

2021 혁신도시 상생발전 유공 기관 표창

국토교통부

청년산학창업국

2021년 산사태 재해방지 우수 지자체 선정

산

청

녹색환경정책실

2021 과학기술 활용 주민공감 지역문제 해결사업 우수기관

행정안전부

물 정 책 국

2021 국가안전대진단 우수기관 선정 대통령 기관표창

행정안전부

시민안전실

2021 비상대비 및 민방위활동 진흥 유공 대통령 기관표창

행정안전부

시민안전실

2021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결과 평가 “우수지자체”

보건복지부

사회복지국

7월
8월

9월

10월

11월

2021 대한민국 일자리유공 기관표창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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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관

경

경

문화체육관광부

계

림

대

획

변

관

인

유치·공모 사업 성과 (65개)
월별

내 용

주 관

소 관

진로탐색형 청년여성 창업지원 사업

행정안전부

여성가족국

글로벌 문화콘텐츠 여성인재 양성사업

행정안전부

여성가족국

공단지역 제조업 미즈매칭 사업

행정안전부

여성가족국

경력이음 청년여성 일자리지원 사업

행정안전부

여성가족국

부산 언택트 청년여성 일자리 창출사업

행정안전부

여성가족국

빅데이터 기반 전자상거래 전문가 매칭 사업

행정안전부

여성가족국

지역관광콘텐츠 개발·홍보 청년 매칭사업

행정안전부

여성가족국

찾아가는 현장 맞춤형 대체인력 여성일자리 창출 사업

고용노동부

여성가족국

3D프로덕션센터 구축 및 운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국

’21년 어촌뉴딜 300사업 선정(2개소-사하 홍티항, 강서 신전항)

해양수산부

해양농수산국

부산형 일자리 모델, 정부 상생형 지역일자리 최종선정

산업통상자원부

디지털경제혁신실

2021년 혁신성장 청년인재 집중양성 사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경제혁신실

2021 스마트시티 챌린지 본사업 공모 선정

국토교통부

디지털경제혁신실

2021 스마트시티 솔루션 확산사업 공모 선정

국토교통부

디지털경제혁신실

유네스코창의도시네트워크

문화체육국

국제게임전시회 지스타 유치(2021~2028)

한국게임산업협회

문화체육국

청년도전 지원사업

고용노동부

청년산학창업국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

교

육

부

청년산학창업국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사업

교

육

부

청년산학창업국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

고용노동부

디지털경제혁신실

5G기반 디지털트윈 공공선도 사업(스마트항만 플랫폼)

해양수산부

디지털경제혁신실

’21년 네트워크 지능화 기술개발 및 실증사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경제혁신실

선도형 디지털 클러스터 구축 사업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국

AI기반 중소형 엔지니어링 기술개발 협업실증 플랫폼구축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국

경력단절여성 어린이집 연장보육교사 일자리 창출

고용노동부

여성가족국

스마트특성화 기반 구축 ’21년 신규사업 최종선정
(스마트 수리조선산업 지원기반 구축 77.6억원(국비 52.8, 시비 24.8))

산

업

부

해양농수산국

자원순환(post-플라스틱) 클러스터 조성사업

환

경

부

녹색환경정책실

2021년 ICT융합 디바이스 개발사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경제혁신실

소프트웨어 품질인증 기관(동의대, 부산IT융합부품연구소) 선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경제혁신실

중소기업 빅데이터분석활용 지원사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경제혁신실

조선해양 경량·고성능 소재혁신 플랫폼 구축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국

전기차 e-파워트레인 부품기술 허브센터 구축사업
(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 공모선정, 총사업비 220억원)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국

1월

2월

3월

4월

5월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영화 분야 부의장도시 선정
(임기 : 2021. 3월 ~ 2023. 2월, 2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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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별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38

내 용

주 관

소 관

AI 학습용 데이터 구축(2차) 사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경제혁신실

’21년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사업
(드론 등 활용 해양폐기물 모니터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해양농수산국

2021 넥스트콘텐츠페어 유치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국

문화기술연구개발지원사업(이스포츠 플랫폼개발)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국

2021년 연구중심병원 육성 R&D 사업 공모 선정

보건복지부

산업통상국

5G 융합서비스 필드테스트 지원과제 공모선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경제혁신실

지역 전통문양 발굴 및 구축사업 참여기관 선정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국

문화재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무형문화재연합회)

문 화 재 청

문화체육국

K-Digital Training 2차 공모사업

고용노동부

디지털경제혁신실

2022년 무형유산 보호 공모사업 선정

문 화 재 청

문화체육국

베이비샤크 넥스트 유니콘 IP 펀드 결성
(총규모 355억원(한국모태펀드 180, 시비 10, 기타 165))

중소벤처기업부

문화체육국

K-Digital Training 4차 공모사업

고용노동부

디지털경제혁신실

’22년 과학기술 활용 주민공감 지역문제 해결사업
(수거사각지대 해양쓰레기 수거기술 개발)

행안부·과기부

해양농수산국

2023년 대한민국 사회적경제 박람회 유치

기획재정부

민생노동정책관

부산 암모니아 친환경에너지 규제자유특구 선정

중소벤처기업부

디지털경제혁신실

2024 세계탁구선수권대회 유치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국

2022년 한중일 환황해 경제기술교류회의 부산 유치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국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공모지정(1개소)

보건복지부

시민건강국

장애친화 산부인과 공모지정(1개소)

보건복지부

시민건강국

장애인화 건강검진기관 공모지정(1개소)

보건복지부

시민건강국

2022년 지역맞춤형 재난안전 문제해결 지원 R&D사업 공모 선정
(AI기반 주거지 옹벽안전관리 플랫폼 구축ㆍ실증)

행정안전부

시민안전실

2023년 대한민국 사회적경제 박람회 유치

기획재정부

민생노동정책관

주민주도형 지역균형 뉴딜 우수사업 선정
(애니메이션문화 및 산업육성 플랫폼 구축운영)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국

제4차 문화도시 지정 공모 ‘북구’ 예비도시 선정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국

2022년 개방형 실험실 구축 사업 공모 선정

보건복지부

산업통상국

2022년 AI IOT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사업 공모 선정

보건복지부

시민건강국

2022년 농어촌 보건소 등 이전신축사업 선정

보건복지부

시민건강국

2022년 건강생활지원센터 확충사업 선정

보건복지부

시민건강국

2022년 지역내 소지역 건강격차 해소 사업 공모 선정

질병관리청

시민건강국

2022년 지역 간 건강격차 원인규명 및 해결방안 개발 공모선정

질병관리청

시민건강국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 공모 선정

고용노동부

여성가족국

’22년 어촌뉴딜 300사업 선정(2개소-서구 암남항, 사하 장림항)

해양수산부

해양농수산국

스마트헬스케어(돌봄・의료) 서비스 모델 실증사업 공모 선정

보건복지부

사회복지국

발간등록번호
52-6260000-00019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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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 (연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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