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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보 뜬 다이내믹부산뜯 을
만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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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8기 시정은 시민과 약속한 뜬다시 태어나도 살고 싶은 부산뜯 실현에 전력을 다한다. 부산시는 시민 한분 한분이 다시 태어나도 살고 싶은 부산을 체감할 수 있도록 공동체 가치가 조화로운 도시 만들기에 온 힘
을 쏟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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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가 뜬다시 태어나도 살고
싶은 부산뜯 실현에 전력을 다한다.
민선 8기 시정은 뜨뜬다시 태어나도
살고 싶은 부산뜯 , 뜬아시아 10대 시민
행복도시 부산뜯을 만들어 시민 기대와
성원에 보답하겠다뜩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시민행복 15분 도시 △글로벌
허브 도시 △아시아 창업 도시라는
뜬 3대 핵심 정책뜯 과 ▷인프라 혁신도
시 ▷디지털 전환도시 ▷지산학 인재
도시 ▷촘촘한 복지도시 ▷안전한 안
심도시 ▷생활체육 천국도시 ▷깨끗한
환경도시 ▷고품격 문화관광도시 ▷스
마트 교통도시 ▷따뜻한 신뢰도시를
뜬 10대 중점 정책뜯 으로 제시했다.
부산시는 시민 한분 한분이 다시 태
어나도 살고 싶은 부산을 체감할 수
있도록 공동체 가치가 조화로운 도시
만들기에 온 힘을 쏟는다. 지역 발전

돴

을 100년 이상 앞당길 ▷시민행복 15
분 도시 ▷2030세계박람회 유치 ▷가
덕도신공항 조속 건설 ▷산업은행 이
전 조기 실현 및 디지털 금융도시 추
진 ▷지방분권과 부울경 메가시티로
지역 시대 선도 등 뜬부산 대혁신 5대
사업뜯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약속한 새 정부 국
정과제 실현도 힘을 받을 전망이다.
윤 대통령이 당선 후 처음 만난 광역
단체장이 부산시장이다. 부산시장은
윤 대통령과 뜬핫라인뜯을 가동할 만큼
소통이 활발하다. 이에 따라 2030세계
박람회 부산 유치와 가덕도신공항 조
기 개항, KDB산업은행 이전 등 굵직
굵직한 국정(실천)과제도 추진에 속도
를 낼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5월 31일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 크루즈부두에서 열린

제 2 7 회 뜬 바다의 날 뜯 기념사에서
뜨 2030세계박람회가 성공적으로 유치
될 수 있도록 정부의 역량을 총결집하
겠다뜩라고 약속했다. 같은 날 부산항
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뜬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전략 회
의뜯에서도 범정부 차원의 총력 지원을
거듭 강조했다. 국무총리 직속으로 관
계부처 장관이 참여하는 뜬정부 유치위
원회뜯 설치를 비롯해 대통령실에도 박
람회 유치 전담 비서관실 신설, 대통
령 특사파견 검토 등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의 적극적인 지원 의지에
힘입어 부산시는 오는 6월 21일 프랑
스 파리에서 열리는 국제박람회기구
(BIE)의 2030세계박람회 유치 신청도
시 2차 프레젠테이션(PT)에 시장이
직접 참석해 유치 활동을 본격적으로
펼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열린 1차
PT를 2030부산세계박람회 주제와 부
산 소개 영상으로 진행했다면 2차 PT
에서는 부산의 박람회 유치 의지를 적
극적으로 알리고, 부산세계박람회 주

제를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에 대한 구
체적인 실현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소
개할 계획이다.
부산시는 가덕도신공항 건설은 프로
젝트 관리 컨설팅(PMC) 방식으로 조
기 개항에 온 힘을 다할 계획이다.
PMC 방식은 부산시가 중앙 부처로부
터 가덕도신공항 건설 주도권을 위임
받아 계획, 일정, 공법, 시공사 등을
결정하는 방식이다. 단계마다 중앙에
의존하다 보면 조기 개항이 어려울 수
있는 만큼 정부 각 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나갈 방침이다.
한편, 민선 8기 시정의 구체적 로드
맵을 그릴 뜬공약추진기획단뜯이 지난
6월 8일 출범했다. 기획단은 뜬다시 태
어나도 살고 싶은 도시 부산뜯을 실현
하기 위한 밑그림을 그릴 예정이다.
정책 분야별 교수, 기관장 등 전문가
20명이 참여했으며, 3대 핵심 정책에
더해 시민 행복 행정서비스와 기획총
괄 분과 등 5대 분과로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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