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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주요업무계획 

정의로운 금정! 투명하고 정직하게 운용하겠습니다! 

(단위: 백만원) 8,503 (1.96%) 

국토및지역개발 

기타 

교통및물류 

보건 

농림해양수산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5,842 (1.35%) 

409 (0.09%) 

16,106 (3.71%) 

15,211 (3.5%) 

79,830 (18.38%) 

13,613 (3.13%) 

환경 

사회복지 

문화및관광 

일반공공행정 

공공질서및안전 

교육 

3,040 (0.7%) 

2,465 (0.57%) 

16,946 (3.9%) 

16,818 (3.87%) 

255,436 (58.83%) 

(단위: 백만원) 

일반
회계 421,268백만원 

특별
회계 12,951백만원 

• 의료급여 
• 지하수관리 
• 주차장 

• 장기미집행도시계획
시설대지보상 

• 재정비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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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주요업무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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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적인 혁신 

나누는 일자리 

따뜻한 공동체 

지역문화 창달 

사람중심 
안전도시 

구민감동 
교육문화 

성장공유 
지역경제 

구민행복 
착한복지 

개방공감 
소통행정 

Ⅰ 

Ⅱ 

Ⅲ 

Ⅳ 

Ⅴ 



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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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사람중심 안전도시 

9,712백만원 

 「청춘과 정든 마을, 부산 금사!」 본격 추진 : 총 274억, 22개 과제 

 「서동로 확장공사」 공공부문 마무리 : 7차 구간 마무리, 8차 구간 착공 

 자립적 공동체 「 행복마을 만들기 」 사업 추진 : 마을환경개선, 주민역량강화, 마을지기사무소 운영 

 3세대가 함께하는 안전한 퐁당퐁당 마을 만들기 : ‘복합커뮤니티 문화센터’ 건립, 셉테드 및 주차장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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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사람중심 안전도시 

 CCTV 통합관제센터 내실 운영으로 안전한 금정 실현  

 가로조명 개선으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 노후 보안등·가로등 교체, 224백만원 

 지반 침하 대응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 : 총 길이 2,085m 

 수영강 한물교~신천교간 산책로 정비, 온천천 홍수방제게이트 설치 

6,325백만원 

-7- 



Ⅰ. 사람중심 안전도시 

 부산대 젊음의 거리 일원 보행환경 개선 : 20억 공모사업 선정 

 ‘범어사역~범어사 회전교차로’ 특화거리 조성 : 300m 구간 

 ‘노포동 작장마을~범어사 상행길’ 누리길 조성 : 1.3km 구간 

8,664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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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사람중심 안전도시 

 서동미로시장, 금샘, 오륜동 공영주차장 조성 : 271면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 무단횡단방지 펜스, 미끄럼 방지시설, 시선유도봉  

 어린이·노인보호구역 교통약자 안내표지판 설치  

7,442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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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사람중심 안전도시 

 청소대행업체 투명한 운영 관리, ‘금정클린지킴이’ 운영 내실화 

 기후변화대응 도시숲 조성(산성터널, 금사공단), 금정산·윤산 등산로 정비 

 회동수원지 둘레 치유숲길 조성, 생태탐방로 조성 마무리 

21,781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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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구민감동 교육문화 

 황산도 옛길 조성, 대학로 중심 청년문화 활성화 지원 

 주민참여형 생활축제 활성화(2020 금정산성 축제, 금정라라라 놀이체육한마당) 

 금정문화회관, 금정문화재단, 금정문화원 협력체계 강화 

6,587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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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구민감동 교육문화 

 금정산성 역사문화 탐방 환경개선  

 범어사 등나무군락 및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가야사 복원사업 연계 ‘노포동고분군’ 문화재 발굴조사 

1,382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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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구민감동 교육문화 

 배달강좌, 학습곳간 운영, 평생학습 프로그램 학기제 운영  

 금샘도서관 건립, 진로교육지원센터 내실 운영 

 무상학교급식 지원 확대 : 초등학생 ~ 고등학교 2학년 

6,615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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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구민감동 교육문화 

 걸어서 10분 이내 1동 1공립 작은도서관 확충 

 특성화 작은도서관 운영 : 금정북파크(복합문화), 유니세프(보드게임), 은빛사랑채(어르신), 부곡1동(만화) 

 복합문화공간, 공동체 거점공간 육성 : 독서·문화 네트워크, 돌봄기능 수행 

551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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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구민감동 교육문화 

 금정국민체육센터 시설 개보수 : 국민체육진흥기금 공모 선정 

 국민체육센터 프로그램 운영 : 8개 종목 78개 프로그램 

 다양한 계층의 생활체육 활동 지원  

4,063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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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성장공유 지역경제 

 금정다움의 대표관광 추진 :  회동수원지 소풍여행, 종교 힐링 문화축제 운영 

 일상을 여행하는 생활관광 브랜드 조성 : 관광사진 공모, 별밤 가족캠핑 

 금정관광해설사 서비스 확대, 부산시티투어 금정구 코스 운영 

213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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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성장공유 지역경제 

 청년지원팀 신설 : 청년문제 해결의 컨트롤 타워 

 청년창조발전소 꿈터+, 청년창업문화촌 지원 내실화 

 메이커 교육 실습장 ‘주니어 캠퍼스’, ‘부산중장년 기술창업센터’ 운영 

 민관 협력 일자리체계 강화 

1,600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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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성장공유 지역경제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노후시설 개선 : 7개소   

 중소기업, 소상공인 지원 강화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 구현 : 냉난방비 지원, 노후 가스시설 개선 

410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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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성장공유 지역경제 

 우리동네 꼬마농부 체험텃밭 운영, 홀로노인 치유식물 보급 

 도시근교 농업 지원 : 원예시설 현대화, 재해예방 비닐하우스 설치사업 

 유기동물 보호 및 입양비용 지원,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809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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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성장공유 지역경제 

 약수터 수질검사 및 시설 개선(15개소), 노후슬레이트 철거·처리 지원 

 제5회 라라라 페스티벌, 금정 맛푸드 콘서트 금정산성편 개최 

 부산 맛골목 변신 프로젝트 사업 추진 : (구)침례병원 인근 거리 

 어린이 기호식품 위생 안전관리 :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관리(38개 구역), 전담관리원 운영  

241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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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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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구민행복 착한복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로 취약계층 보호 및 지원 강화 

 수요자 중심 복지관 프로그램 운영 : 2개 기관 160여개 프로그램 

 장애인 복지시설 지원(11개소), 맞춤형 장애인 소득 지원 

 장애인 일자리사업, 지역사회 돌봄서비스 확대  

79,102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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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구민행복 착한복지 

 기초연금 지급 : 소득하위 40% 최대 30만원 

 노인복지관, 경로회관 운영 : 150여개 프로그램 운영 

 경로당 시설 개선, 인생이모작 노인일자리 창출 

112,997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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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구민행복 착한복지 

 영유아 보육료(만5세 이하), 양육수당 지원 : 6,400명 200억원 

 정부지원 및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 33개소 51억원 

 공립·공공형 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확충 : 3개소 

 다함께돌봄센터 신규 설치, 어린이집 종일반 운영(65개소) 

61,736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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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구민행복 착한복지 

 국가예방접종, 친환경 방역소독 확대 실시 

 취약계층 찾아가는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 4,000가구 

 결혼에서 양육까지 생애주기별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 

 건강생활지원센터 확충, 치매안심센터 운영 

제공 8,363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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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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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개방공감 소통행정 

 금정형 주민자치회 시범 운영  

 부산시 최우수 주민참여예산제도 정착 운영 

 공동주택 관리지원단 구성 확대 운영 : 전국 최저 아파트 관리비 컨설팅 

 부곡2동·구서2동 동사신축, (구)장전1동사 생활문화센터 조성, 장전3동사 유휴공간 활동 

소통하는 3,650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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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개방공감 소통행정 

 구정 영상뉴스 「NEWS 금정」 운영 

 SNS 서포터즈 역량 및 네트워크 강화 

 찾아가는 구독서비스 「모바일 금정소식」 발행 

구민 밀착형 1,045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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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개방공감 소통행정 

 소통과 배려의 친절한 민원응대서비스 

 혼인·전입신고 원스톱 서비스 운영 

 수요 야간민원실 정착 운영 

구민감동 100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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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개방공감 소통행정 

 사전예방 감사체계 구축으로 적극행정 지원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및 직원 청렴 문화 확산 

 능동적 현장 활동 강화로 구민 불편사항 해소 

조성 58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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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인 소통과 협업으로 
구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생활 밀착형 행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을 위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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