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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6기 군수 공약 실천계획

민선 6기 군수 공약으로 제시한 『7대 분야 34개 세부사업』을

차질 없이 이행하여 군민과의 약속을 지켜 나가고자 함.

1. 추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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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약 구성현황

공약사항 : 7개 분야/ 27개 단위사업/ 34개 세부사업

○ 분야별 현황

분야별 사업수 분야별 사업수

총 계 34 ④ 세계적 휴양도시 조성 7

① 기장발전을 위한 도시관리 3 ⑤ 대한민국 보육․교육1번지 실현 7

② 군민편의에우선한도시인프라구축 4 ⑥ 원전으로부터 안전한 도시 조성 3

③ 전통산업과 첨단산업이 조화되는
고부가 융합 산업벨트 조성

7 ⑦ 사회취약계층을위한복지시설확충 3

○ 부서별 현황

부서명 사업수 부서명 사업수 부서명 사업수

기획청렴실 1 문화관광과 1 휴먼도시과 1

2030기획단 4 원전안전과 2
도시기반
조성과

1

인재양성과 5 선진교통과 1
해조류육종
융합연구센터

2

도서관과 2 친환경농업과 2 보 건 소 1

복지정책과 1 산림공원과 2 산림공원과
도시기반조성과 1

행복나눔과 2 해양수산과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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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야별 공약 목록

분야별 공 약 명 추진부서

1. 기장발전을 위한
도시관리 1-1 군민이쉽게찾을수있는

지역자원의정비및보전

① 문화재정비사업 문화관광과
② 공원시설물정비및유지보수 산림공원과
③ 연안경관개선사업 해양수산과

2. 군민 편의에 우선한
도시인프라 구축

2-1 도시철도 기장선 연장 확충 2030기획단
2-2 정관선 노면전차 건설 2030기획단
2-3 기장시장 공영주차장 건립 선진교통과
2-4 장안 동부산 하수처리장 건립 휴먼도시과

3. 전통산업과
첨단산업이
조화되는
고부가융합
산업벨트 조성

3-1 방사선 의․과학 융합산업벨트 구축 2030기획단

3-2
농어업인
고부가가치
특화사업추진

① 기장쪽파농산물명품브랜드화 친환경농업과
② 지역수산물명품브랜드화 해양수산과

③ 해조류, 패류, 어류군락단지조성 해조류육종
융합연구센터

④ 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건립 해조류육종
융합연구센터

3-3 노인이 행복한 치매 없는 안전도시 선포 보 건 소

3-4 철마 맞춤형 도시농업 육성지원 친환경농업과

4. 세계적 휴양도시
조성

4-1 일광, 임랑 사계절 해수욕장 조성 해양수산과
4-2 해안산책로 개설 해양수산과
4-3 빛 테마공원 조성사업 해양수산과
4-4 야구테마파크 조성사업 2030기획단
4-5 일광 이천생태공원 조성 산림공원과
4-6 좌광천 상류 생태하천 조성 도시기반조성과

4-7 좌광천 건강30리길 조성 도시기반조성과
산림공원과

5. 대한민국 보육․
교육1번지 실현

5-1 교육특성화프로그램
지속추진

➀ 각급학교자유학기제지원을위한
진로직업체험시설및 인프라구축 인재양성과

➁ 고등학교무상급식지원확대 인재양성과
5-2 부산 최고의 도서관 보급률 확충 도서관과
5-3 군민 평생교육 프로그램 확대운영 도서관과

5-4 어린이집및유치원지원확대
① 유치원급․간식비지원확대 인재양성과
② 어린이집급․간식비, 냉․난방비및보육교사

처우개선비지원확대 인재양성과

5-5 학교도서관활성화사업 인재양성과

6. 원전으로부터
안전한 도시 조성

6-1 원전안전 관련 전담부서 신설 기획청렴실
6-2 비상경보 자동통보 시스템 구축 원전안전과
6-3 지역주민의안전을위한지자체원전관리참여제도적보장 원전안전과

7.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시설 확충

7-1 정관노인복지관 건립 행복나눔과
7-2 장안노인회관 건립 행복나눔과
7-3 기장 교육·문화·복지 복합센터 건립 복지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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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약 이행률

분야별 공 약 명
이행률

전체사업대비(%) 민선6기목표대비(%)

1. 기장발전을 위한
도시관리 1-1 군민이쉽게찾을수있는

지역자원의정비및보전

①문화재정비사업 100 100

②공원시설물정비및유지보수 80 80

③연안경관개선사업 70 80

2. 군민 편의에 우선한
도시인프라 구축

2-1 도시철도 기장선 연장 확충 20 70

2-2 정관선 노면전차 건설 20 60

2-3 기장시장 공영주차장 건립 42 42

2-4 장안 동부산 하수처리장 건립 30 60

3. 전통산업과
첨단산업이
조화되는
고부가융합
산업벨트 조성

3-1 방사선 의․과학 융합산업벨트 구축 42 75

3-2
농어업인
고부가가치
특화사업추진

①기장쪽파농산물명품브랜드화 74 74

②지역수산물명품브랜드화 80 80

③해조류, 패류, 어류군락단지조성 74 74

④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건립 100 100

3-3 노인이 행복한 치매 없는 안전도시 선포 100 100

3-4 철마 맞춤형 도시농업 육성지원 60 60

4. 세계적 휴양도시
조성

4-1 일광, 임랑 사계절 해수욕장 조성 50 85

4-2 해안산책로 개설 50 85

4-3 빛 테마공원 조성사업 50 70

4-4 야구테마파크 조성사업 60 80

4-5 일광 이천생태공원 조성 75 75

4-6 좌광천 상류 생태하천 조성 45 45

4-7 좌광천 건강30리길 조성 100 100

5. 대한민국 보육․
교육1번지 실현

5-1 교육특성화프로그램
지속추진

➀ 각급학교자유학기제지원을위한
진로직업체험시설및 인프라구축 100 100

➁ 고등학교무상급식지원확대 100 100
5-2 부산 최고의 도서관 보급률 확충 100 100
5-3 군민 평생교육 프로그램 확대 운영 85 85

5-4 어린이집및유치원지원
확대

①유치원급․간식비지원확대 100 100
②어린이집급․간식비, 냉․난방비및보육

교사처우개선비지원확대 100 100

5-5 학교도서관활성화사업 10 10

6. 원전으로부터
안전한 도시 조성

6-1 원전안전 관련 전담부서 신설 100 100

6-2 비상경보 자동통보 시스템 구축 100 100

6-3 지역주민의안전을위한지자체원전관리참여제도적보장 60 60

7.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시설 확충

7-1 정관노인복지관 건립 35 35

7-2 장안노인회관 건립 95 95

7-3 기장 교육·문화·복지 복합센터 건립 60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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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약 이행계획

공약 이행시기

○ 임기내 완료가능사업 : 25개 사업

○ 임기이후 계속사업 : 9개 사업

공약사항 소요재원

○ 총 소요재원 : 671,542백만원

▹ 임기내 완료가능 사업 : 183,342백만원

[국비20,618 시비22,582 군비112,114 기타14,239]

▹ 임기이후 계속사업 : 488,200백만원

[국비93,914 시비118,660 군비267,126 기타8,500]

공약사항 관리

○ 공약 추진상황 보고회 개최 : 매월 1회

○ 공약 추진상황 자체점검 : 연4회(분기)

○ 공약 추진상황 평가 : 연2회(반기)

○ 공약이행평가단 회의 : 연1회

○ 공약 추진상황 및 평가결과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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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소요재원 조달 방안

재원별

분야 공 약 명
예산 계획 (단위: 백만원)

총계 국비 시도비 시군구비 기타
(민자등) 기타

기장 발전을
위한
도시관리

군민이 쉽게
찾을 수 있는
지역자원의
정비 및 보전

문화재 정비사업 8,700 2,515 4,474 1,711
공원시설물 정비 및 유지보수 5,865 477 82 5,306
연안경관 개선사업 10,000 2,300 360 7,340

군민 편의에
우선한 도시
인프라 구축

도시철도 기장선 연장 확충 예비타당성조사결과에 따라 실시설계 후 확정
정관선 노면전차 건설 부산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승인 이후 확정
기장시장 공영주차장 건립 21,700 2000 4000 15,700
장안 동부산 하수처리장 건립 33,700 16,850 16,850

전통산업과
첨단산업이
조화되는
고부가 융합
산업벨트
조성

방사선 의․과학 융합산업벨트 구축 351,200 54,764 78,650 217,786

농어업인
고부가가치
특화사업 추진

기장쪽파 농산물 명품 브랜드화 1,953 1,288 665
지역 수산물 명품브랜드화 추진 5,175 1,920 1,095 2,160
해조류, 패류, 어류 군락단지조성 15,000 2,500 12,500
해조류 육종․융합연구센터 건립 14,530 2,000 1,000 9,333 2,197

노인이 행복한 치매 없는 안전도시 선포 1,330 164 387 779
철마 맞춤형 도시농업 육성지원 2,795 800 878 1,110 7

세계적
휴양도시
조성

일광, 임랑 사계절 해수욕장 조성 20,000 10,000 6,000 4,000
해안산책로 개설 20,000 10,000 5,000 5,000
빛 테마공원 조성사업 10,000 1,000 9,000
야구테마파크 조성사업 43,300 10,800 24,000 8,500
일광 이천생태공원 조성 8,935 1,425 2,925 4,585
좌광천 상류 생태하천 조성 1,900 1,900
좌광천 건강30리길 조성 1,540 1,540

대한민국
보육․교육
1번지 실현

교육특성화 프로
그램 지속 추진

각급 학교 자유학기제 지원을
위한 진로직업체험시설 및
인프라 구축

1,040 670 370

고등학교 무상급식 지원 확대 5,650 5,650
부산 최고의 도서관 보급률 확충 42,907 6,613 5,521 20,773 10,000
군민 평생교육 프로그램 확대 운영 6,045 204 220 5,321 300

어린이집 및
유치원 지원 확대

유치원 급․간식비 지원 확대 1,543 1,543
어린이집 급․간식비, 냉․난방비 및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지원 확대 6,762 6,762

학교도서관 활성화 사업 690 690

원전으로부터
안전한
도시 조성

원전안전 관련 전담부서 신설 비예산
비상경보 자동통보 시스템 구축 339 339
지역주민의안전을위한지자체원전관리참여제도적보장 비예산

사회취약계층을
위한복지시설
확충

정관노인복지관 건립 6,100 2,000 3,400 700
장안노인회관 건립 2,443 2,443
기장읍 교육·문화·복지 복합센터 건립 20,400 2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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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분야 공 약 명
예산 계획 (단위: 백만원)

총계 기투자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년
이후

기장 발전을
위한
도시관리

군민이 쉽게
찾을 수 있는
지역자원의
정비 및 보전

문화재 정비사업 8,700 300 4,138 2,353 1,909
공원시설물 정비 및 유지보수 5,865 150 1,050 1,670 1,695 1,300
연안경관 개선사업 10,000 400 1,060 3,570 1,500 1,500 1,970

군민 편의에
우선한 도시
인프라 구축

도시철도 기장선 연장 확충 예비타당성조사결과에 따라 실시설계 후 확정
정관선 노면전차 건설 부산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승인 이후 확정
기장시장 공영주차장 건립 21,700 89 5,000 11,111 5,500
장안 동부산 하수처리장 건립 33,700 900 11,000 8,000 13,800

전통산업과
첨단산업이
조화되는
고부가 융합
산업벨트
조성

방사선 의․과학 융합산업벨트 구축 351,200 96,548 39,888 53,606 54,075 23,700 83,383

농어업인
고부가가치
특화사업 추진

기장쪽파농산물명품브랜드화 1,953 353 400 400 400 400
지역수산물명품브랜드화 5,175 40 400 285 1,869 2,581
해조류, 패류, 어류군락단지조성 15,000 600 6,600 2,900 1,000 1,000 2,900
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건립 14,530 1,050 5,610 2,481 5,389

노인이 행복한 치매 없는 안전도시 선포 1,330 114 278 302 318 318
철마 맞춤형 도시농업 육성지원 2,795 40 40 100 1,415 200 1,000

세계적
휴양도시
조성

일광, 임랑 사계절 해수욕장 조성 20,000 200 315 921 300 18,264
해안산책로 개설 20,000 1,900 1,730 1,500 1,000 13,870
빛 테마공원 조성사업 10,000 230 20 100 700 500 8,450
야구테마파크 조성사업 43,300 11,500 10,000 4,500 17,300 -
일광 이천생태공원 조성 8,935 1,835 1,500 1,100 2,000 1,100 980 420
좌광천 상류 생태하천 조성 1,900 50 500 1,350
좌광천 건강30리길 조성 1,540 1,540

대한민국
보육․교육
1번지 실현

교육특성화
프로그램
지속 추진

각급 학교 자유학기제 지원을
위한 진로직업 체험시설 및
인프라 구축

1,040 500 100 220 220

고등학교무상급식지원확대 5,650 850 2,300 2,500
부산 최고의 도서관 보급률 확충 42,907 5,726 2,738 3,456 2,424 997 5,410 22,156
군민 평생교육 프로그램 확대 운영 6,045 850 1,210 1,257 1,358 1,370
어린이집 및
유치원 지원
확대

유치원 급․간식비 지원 확대 1,543 143 300 300 400 400
어린이집급․간식비, 냉․난방비및
보육교사처우개선비지원확대 6,762 861 1,155 1,242 1,752 1,752

학교도서관 활성화 사업 690 340 350
원전으로부터
안전한
도시 조성

원전안전 관련 전담부서 신설 비예산
비상경보 자동통보 시스템 구축 339 160 179
지역주민의안전을위한지자체원전관리참여제도적보장 비예산

사회취약계층을
위한복지시설
확충

정관노인복지관 건립 6,100 1,500 4,200 400
장안노인회관 건립 2,443 500 50 1,743 150
기장읍 교육·문화·복지 복합센터 건립 20,400 92 19 6,500 13,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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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공약사항 추진 로드맵

공약사업명
임기중 추진일정 임

기
후’15 ’16 ’17 ’18

Ⅰ. 기장발전을 위한 도시관리

1-1. 군민이 쉽게 찾을 수 있는 지역자원의 정비 및 보전

1-1-1. 문화재 정비 사업

1-1-2. 공원시설물 정비 및 유지보수

1-1-3. 연안경관 개선사업

Ⅱ. 군민 편의에 우선한 도시인프라 구축

2-1. 도시철도 기장선 연장 확충

2-2. 정관선 노면전차 건설

2-3. 기장시장 공영주차장 건립

2-4. 장안 동부산 하수처리장 건립

Ⅲ. 전통산업과 첨단산업이 조화되는 고부가 융합 산업벨트 조성

3-1. 방사선 의․과학 융합산업벨트 구축

3-2. 농어업인 고부가가치 특화사업 추진

3-2-1. 기장쪽파 농산물 명품 브랜드화

3-2-2. 지역수산물 명품 브랜드화

3-2-3. 해조류, 패류, 어류 군락단지 조성

3-2-4. 해조류 육종․융합 연구센터 건립

3-3. 노인이 행복한 치매없는 안전도시 선포

3-4 철마 맞춤형 도시농업 육성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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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사업명
임기중 추진일정 임

기
후’15 ’16 ’17 ’18

Ⅳ. 세계적 휴양도시 조성

4-1. 일광, 임랑 사계절 해수욕장 조성

4-2. 해안산책로 개설

4-3. 빛 테마공원 조성사업

4-4. 야구테마파크 조성사업

4-5. 일광 이천생태공원 조성

4-6. 좌광천 상류 생태하천 조성

4-7. 좌광천 건강30리길 조성

Ⅴ. 대한민국 보육․교육1번지 실현

5-1. 교육특성화 프로그램 지속 추진

5-1-1. 각급학교 자유학기제 지원을 위한 진로직업체험시설 및 인프라 구축

5-1-2. 고등학교 무상급식 지원 확대

5-2. 부산 최고의 도서관 보급률 확충

5-3. 군민 평생교육 프로그램 확대 운영

5-4. 어린이집 및 유치원 지원 확대

5-4-1. 유치원 급․간식비 지원 확대

5-4-2. 어린이집 급․간식비, 냉․난방비 및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지원 확대

5-5. 학교도서관 활성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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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사업명
임기중 추진일정 임

기
후’15 ’16 ’17 ’18

Ⅵ. 원전으로부터 안전한 도시 조성

6-1. 원전안전 관련 전담부서 신설

6-2. 비상경보 자동통보 시스템 구축

6-3. 지역주민의 안전을 위한 지자체 원전관리 참여 제도적 보장

Ⅶ.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시설 확충

7-1. 정관노인복지관 건립

7-2. 장안노인회관 건립

7-3. 기장읍 교육·문화·복지 복합센터 건립



Ⅰ. 기장발전을 위한 도시관리

1-1. 군민이 쉽게 찾을 수 있는 지역자원의 정비 및 보전

   (1) 문화재 정비사업···························································· 12

   (2) 공원시설물 정비 및 유지보수······································ 14

   (3) 연안경관 개선사업························································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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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문화재 정비 사업

사업주체 사업구분 예산구분 중앙지원필요사업 이행률

자체 임기내 지속 예산 재정
전체사업대비 100%

민선6기 목표대비 100%

▣ 사업목표

❍ 우리군 주요 문화자원(3개소)을 정비ㆍ복원, 주변명승지와 연계 역사문화관광 인프라 구축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4~2016년

❍ 사업내용 : 기장읍성 종합정비

▷ 대상문화재 : 기장읍성(시지정기념물 제40호), 기장동부리회화나무(시지정기념물 제58

호), 기장장관청(문화재자료 제47호)

▷ 위 치 : 기장읍 동부리·서부리·대라리 일원

▷ 사업규모 : 토지매입 27,076㎡, 성벽·장관청 복원, 편의시설설치 등

▷ 총사업비 : 27,902백만원(국비750, 시비20,364, 군비 6,788)

▷ 사업기간 : 1999 ～ 2018

▷ 소요예산 : 5,000백만원

❍ 사업내용 : 기장향교 정비

▷ 대상문화재 : 기장향교(시지정기념물 제39호), 기장향교 풍화루(부산시문화재자료 제63호)

▷ 위 치 :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교리 62

▷ 사업 규모 : 기장향교 주요 건물 및 풍화루 보수 및 주변 정비공사

▷ 사 업 비 : 900백만원(시비700, 군비200)

▷ 사업기간 : 2013 ～ 2014

▷ 소요예산 : 900백만원

❍ 사업내용 : 장안사 종합정비

▷ 대상문화재 : 기장장안사대웅전(보물 제1771호) 외 9건

▷ 위 치 : 장안읍 장안리 598 일원

▷ 사업규모 : 해동전 개축공사, 종각 건립공사, 사천왕문 개축공사, 문화재 주변정비공사,

문화재 재난방재시스템구축

▷ 사 업 비 : 2,800백만원(국 1,960 시420, 군420)

▷ 사업기간 : 2013～2015

▷ 소요예산 : 2,800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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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백만원)

구 분 계 기투자 2014 2015 2016 2017 2018 2018이후

재원별

계 8,700 300 4,138 2,353 1,909
국비 2,515 70 1,452 590 403
시비 4,474 215 1,916 1,255 1,088
군비 1,711 15 770 508 418
자부담

▣ 연도별 추진계획

연도 2014 2015 2016

사업내용
장안사 종각건립 해동전개축
기장향교 정비
기장읍성 정비

장안사 사천왕문건립,
기장읍성 정비

기장읍성정비
장안사정비

▣ 2016년 세부 추진상황 

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사업내용

(사업계획)
기장읍성 보상부지
물건조사 시행

2016 장안사정비사업
실시설계

기장읍성보상부지
감정평가및보상시행

2016 장안사
정비사업 실시설계

2016 장안사
정비사업 공사완료

이행여부 완료 완료 완료 완료

▣ 기대효과

❍ 문화재 보존, 지역역사성 제고, 역사교육·관광자원 활용

❍ 문화재보호구역 민원해소, 도심재개발

▣ 문제점 및 대책

❍ 문제점 : 기장읍성 협의보상 지연

❍ 대 책 : 지속적 보상 협의

▣ 이행도 

완료 완료 후
계속추진 정상추진 일부추진 보류

○

추진부서 문화관광과 문화예술팀
담 당 자 전문경력관 허재혁 전화번호 051)709 - 4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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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공원시설물 정비 및 유지보수

사업주체 사업구분 예산구분 중앙지원필요사업 이행률

자체 임기내 지속 예산 재정
전체사업 대비 80%

민선6기목표 대비 80%

▣ 사업목표  

❍ 기존 공원 노후시설 개선 및 이용자 패턴에 맞는 시설물 정비 확충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4~2018

❍ 사업내용 : 시설물 정비 및 공원리모델링, 녹지대 사후관리 등

▷ 시설물 보완 ․정비 : 새마을공원 등 31개소 2,306백만원

▷ 공원 리모델링 : 아름공원 등 4개소 2,000백만원

▷ 시설녹지 정비 : 완충녹지, 경관녹지 및 연결녹지 사후관리 1,875백만원

❍ 소요예산 : 5,865백만원(국477, 시82, 군5,306)

▣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백만원)

구 분 계 기투자 2014 2015 2016 2017 2018 2018이후

재원별

계 5,865 150 1,050 1,670 1,695 1,300

국비 477 477

시비 82 82

군비 5,306 150 491 1,670 1,695 1,300

자부담

▣ 연도별 추진계획

연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8이후

사업내용
14개소 정비

(150)
30개소 정비

(1,050)
38개소 정비

(1,670)
10개소 정비

(1,695)
10개소 정비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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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세부 추진상황

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사업내용

사업명 :교리근린공원

조성사업(3단계)

개요:산책로 및 시설물

기간:15.12.7~16.3.5

사업비:400백만원

사업명 : 상반기 공원
정비공사
위치 : 동부근린공원
등 16개소
개요 : 공원정비1식
기간 : 16.4.14.～5.28.
사업비 : 222백만원

사업명 : 2016년
어린이공원 재정비공사
위치 : 통일공원등 3개소
개요 : 공원정비1식
기간 : 2016.5～
사업비 : 800백만원
추진현황 : 2개소
공사완료

사업명 :
동부근린공원황토포장
등
위치 : 관내 공원
개요 : 공원시설물
정비1식
기간 : 2016.9～12
사업비 : 100백만원

이행여부 완료 완료 완료 완료

▣ 2017년 세부추진 실적 및 계획

반기 상반기 하반기

사업내용

(사업계획)

사업명 : 2017 상반기 공원정비공사 등

개요 : 공원정비, 물놀이장설치등

사업비 : 1,195백만원

사업명 : 2017 하반기 공원정비공사 등

개요 : 공원정비(산책로및시설물정비등)

사업비 : 500백만원

이행여부 추진중 추진예정

▣ 기대효과

❍ 이용주민의 눈높이에 맞춘 리모델링으로 이용 수요층 확대 및 낡은 시설물 정비

    및 교체로 안전사고 우려 불식

▣ 이행도 

완료
완료 후

계속추진
정상추진 일부추진 보류

○

추진부서 산림공원과 공원팀
담 당 자 홍 세 연 전화번호 051)709 - 4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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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계 기투자 2014 2015 2016 2017 2018 2018이후

재원별

계 10,000 400 1,060 3,570 1,500 - 1,500 1,970
국비 2,300 2,300
시비 360 360
군비 7,340 400 1,060 910 1,500 - 1,500 1,970
자부담

1-1-3 연안경관 개선사업

사업주체 사업구분 예산구분 중앙지원필요사업 이행률

자체 임기후 지속 예산 재정
전체사업 대비 70 %

민선6기목표 대비 80 %

▣ 사업목표

❍ 천혜의 자연경관을 가진 기장 연안의 친수화로 관광자원 활성화 도모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4 ~ 2020년

❍ 사업내용 : 관내 주요 연안 경관 개선
▷ 대변 테마광장 조성 A=3,900㎡(2,300백만원) ⇒ (국비800, 시비360, 군비1,140)

☞ 2016년 4월 공사준공

▷ 죽도 물양장 일원 경관개선 A=27,700㎡(4,700백만원) ⇒ (국비 750, 시비; 750, 군비 3,200)

☞ 1단계 공사준공(1,400백만원), 2단계(3,300백만원)

▷ 두호외항 경관개선 L=618m(3,000백만원) ⇒ (국비1,500, 군비1,500)

☞ 예산확보 완료

❍ 소요예산 : 10,000백만원

▣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백만원)

▣ 연도별 추진계획

연도 2015 2016 2017 2018 2018이후

사업내용

기본 및 실시설
계(대변, 죽도)
공사 착공(대변,
죽도, 두호외항)

공사 준공
(대변)

공사 준공
(두호외항)

공사 착공
(죽도)

공사 준공
(죽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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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세부 추진상황 

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사업내용 대변 테마광장 조
성공사 착공

대변 테마광장 조
성공사 준공,
드림세트장 리모델
링공사 착공

대변 멸치테마광장
경관조명 착공

대변 멸치테마광장
경관조명 준공,
두호외항 경관개선
공사착공

이행여부 완료 완료 완료 완료

▣ 2017년 세부추진 실적 및 계획

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사업내용

(사업계획)
드림세트장 리모델
링공사 준공

두호외항
경관개선공사
공사중

두호외항
경관개선공사
공사중

두호외항
경관개선공사 준공

이행여부 완료 추진예정 추진예정 추진예정

▣ 기대효과

❍ 기장 연안의 친수화ㆍ경관성 향상을 통한 관광 인프라 구축

❍ 관광자원 확충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유도와 도시 이미지 향상

▣ 이행도 

완료
완료 후

계속추진
정상추진 일부추진 보류

○

추진부서 해양수산과 해양관광개발팀
담 당 자 시설7급 박 민 호 전화번호 051)709 - 4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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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도시철도 기장선 연장 확충

사업주체 사업구분 예산구분 중앙지원필요사업 이행률

부산시 임기후 신규, 예산 재정
전체사업 대비 20%

민선6기목표 대비 70%

▣ 사업목표 

❍ 원전 비상사태시 빠르고 안전한 주민대피 교통수단 확보

❍ 동부산권 Missing Link인 기장선 개통으로 동해남부선과 연계한 부산권 순환노선 형성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2~2020

❍ 사업내용 : 철마면 안평역~일광면 일광역(6.9km)

❍ 소요예산 : 2,960억원(기존 2,462, 연장 498)

▣ 연도별 투자계획

❍ 예비타당성 조사결과에 따라 실시설계 후 확정

▣ 연도별 추진계획

연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8이후

사업내용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 심사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 심사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 심사
예비타당성

신청

예비타당성

통과
사업 추진

부산시

도시철도

기본계획

재정비에

연장안 반영

▣ 2016년 세부 추진상황 

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사업내용

(사업계획)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

심사중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

심사중

부산시 도시철도

기본계획 재정비

승인요청

(부산시→국토부)

부산시 도시철도

기본계획 재정비

승인(국토부)

이행여부 추진중 추진중 완료 추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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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세부추진 실적 및 계획

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사업내용

(사업계획)

부산시 도시철도

기본계획 재정비

승인(국토부)

예타 대상사업

신청 준비

예타 대상사업

신청(부산시 협의)

예타 대상사업

선정

이행여부 추진예정 추진예정 추진예정 추진예정

▣ 기대효과

❍ 원전 비상사태 발생 시 대피수단 확보, 지역주민 대중교통 불편해소 및 지역개발

▣ 이행도 

완료
완료 후

계속추진
정상추진 일부추진 보류

○

추진부서 2030기획단 2030전략사업팀
담 당 자 박국묵 전화번호 051)709 - 4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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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정관선 노면전차 건설

사업주체 사업구분 예산구분 중앙지원필요사업 이행률

부산시 임기후 신규 예산 재정
전체사업 대비 20%

민선6기목표 대비 60%

▣ 사업목표 

❍ 동해남부선 복선전철 개통과 연계하여 노면전차 정관선을 건설하여 친환경 생태도시,

공해 없는 청정도시, 관광자원화의 기반 조성과 원전사고 시 대피수단으로 활용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부산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이후

❍ 사업내용 : 정관선 노면전차 건설 L=12.8km (좌천역 ~ 월평 사거리)

▣ 연도별 투자계획

❍ 부산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승인 이후 확정

▣ 연도별 추진계획

연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8이후

사업내용 -

정관선

노면전차 도입

예비타당성

기초조사용역

부산시

도시철도

기본계획

재정비 반영

예비타당성

신청

예비타당성

통과
사업 추진

▣ 2016년 세부 추진상황 

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사업내용
부산시 도시철도

구축망 반영협의

부산시 도시철도

구축망 반영요청

(기장군→부산시)

부산시 도시철도

기본계획 재정비

승인요청

(부산시→국토부)

부산시 도시철도

기본계획 재정비

승인(국토부)

이행여부 완료 완료 완료 추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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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세부추진 실적 및 계획

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사업내용

(사업계획)

부산시 도시철도

기본계획 재정비

승인(국토부)

예타 대상사업

신청 준비

예타 대상사업

신청(부산시 협의)

예타 대상사업

선정

이행여부 추진예정 추진예정 추진예정 추진예정

▣ 기대효과

❍ 친환경 생태도시, 공해 없는 청정도시, 관광자원화의 기반 조성

▣ 이행도 

완료
완료 후

계속추진
정상추진 일부추진 보류

○

추진부서 2030기획단 2030전략사업팀
담 당 자 박국묵 전화번호 051)709 - 4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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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기장시장 공영주차장 건립
사업주체 사업구분 예산구분 중앙지원필요사업 이행률

자체 임기내 계속 예산 재정
전체사업 대비 42%

민선6기목표 대비 42%

▣ 사업목표 

❍ 기장시장 외래 관광객 급증으로 인한 주차시설 부족에 따라 주차시설 확보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3 ~ 2017
 ❍ 위 치 : 기장읍 대라리 70-1번지 일원

❍ 사업내용

   ▷ 용도 :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근린생활시설

   ▷ 규모 : 지상3층, 연면적 7,246.39㎥, 주차면수 199면
❍ 소요예산 : 21,700백만원(국비2,000 시비4,000 군비 16,700)

▣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백만원)

구 분 계 기투자 2014 2015 2016 2017 2018 2018이후

재원별

계 21,700 89 5,000 11,111 5,500
국비 2,000 2,000
시비 4,000 2,000 2,000
군비 15,700 89 5,000 7,111 3,500
자부담

▣ 연도별 추진계획

연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8이후

사업내용
중앙

투융자심사
설계공모

설계용역

완료

공사착수 및

완료

▣ 2016년 세부 추진상황 

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사업내용 설계용역 계약
설계용역 중간보고회 및

주민설명회
설계용역

계약심사 및

공사착공 준비

이행여부 완료 완료 완료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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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세부추진 실적 및 계획

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사업내용

(사업계획)
공사착공 공사중 공사중 공사완료

이행여부 추진완료 추진예정 추진예정 추진예정

▣ 기대효과

❍ 기장시장 이용객의 주차편의 도모

▣ 이행도 

완료
완료 후

계속추진
정상추진 일부추진 보류

○

추진부서 선진교통과 교통지도팀
담 당 자 장 부 훈 전화번호  051)709 - 4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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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4  장안 동부산 하수처리장 건립

사업주체 사업구분 예산구분 이행률

부산시 임기후 신규 비예산
전체사업대비 30%

민선6기 목표대비 60%

▣ 사업목표 

❍ 장안택지 등 동부산 처리구역 발생하수의 원활한 처리로 지역개발사업 추진 원활

    및 균형발전 도모

 ❍ 방류수역의 수질환경 보전 및 지역주민 생활환경 개선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6년 ~ 2020년

❍ 위 치 : 장안읍 좌동리 산64-4번지

❍ 사업내용 : 하수처리장 설치(5,000 m 3/일)

❍ 소요예산 : 약 33,700백만원

▣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백만원)

구 분 계 기투자 2014 2015 2016 2017 2018 2018이후

재원별

계 33,700 900 11,000 8,000 13,800
국비 16,850 5,500 4,000 7,350
시비 16,850 900 5,500 4,000 6,450
군비
자부담

▣ 연도별 추진계획

연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8이후

사업내용

하수도정비기

본계획(변경)

반영

실시설계용역

착수

실시설계용역

준공 및

공사착수

공사준공

▣ 2016년 세부 추진상황 

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사업내용
사업수행능력평가서 평가 및 입찰

실시설계용역 계약 및 착수

이행여부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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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세부추진 실적 및 계획

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사업내용

(사업계획)
실시설계용역 준공

이행여부 추진예정

▣ 기대효과

❍ 하수처리장 설치를 통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 공공수역의 수질개선 및 방류수역의 수질을 보전하여 공중위생의 향상

▣ 이행도 

완료
완료 후

계속추진
정상추진 일부추진 보류

○

추진부서 휴먼도시과 하수팀
담 당 자 손성호 전화번호 051)709 - 4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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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방사선 의․과학 융합산업벨트 구축

사업주체 사업구분 예산구분 중앙지원필요사업 이행률

자체 임기후 지속 예산 재정
전체사업 대비 42%

민선6기목표 대비 75%

▣ 사업목표 

❍ 원자력 비발전분야 대형 국책시설이 밀집한 독보적인 입지적 강점요인을 극대화한

첨단 방사선기술(RT) 산업의 집적화 단지 조성

▣ 사업개요 

❍ 위치/규모 : 장안읍 좌동․임랑․반룡리 일원 /1,477,907㎡(447천평)

❍ 사업기간 : 2010 ~ 2019

❍ 사 업 비 : 3,512억원 (국 548, 시 787, 군 2,177)

❍ 사업내용 : 동남권 원자력의학원, 중입자가속기 치료센터, 수출용 신형연구로,

방사성동위원소 융합연구원, 전력반도체 구축사업, 국립노화종합연구원,

연관산업시설, 지원 및 공공시설 등

▣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백만원)

구 분 계 기투자 2014 2015 2016 2017 2018이후

재원별

계 351,200 96,548 39,888 53,606 54,075 23,700 83,383
국비 54,764 17,900 500 19,828 13,542 300 2,694
시비 78,650 16,500 3,500 - - - 58,650
군비 217,786 62,148 35,888 33,778 40,533 23,400 22,039

▣ 연도별 추진계획

연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8이후

사업내용 보상 69% 보상 83% 보상 87% 보상 90%
1단계

사업준공

2단계

사업준공

▣ 2016년 세부 추진상황 

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사업내용

산업단지

조성공사(1단계)

공정율 35%

산업단지

조성공사(1단계)

공정율 48%

산업단지

조성공사(1단계)

공정율 53%

산업단지

조성공사(1단계)

공정율 60%

이행여부 완료 완료 완료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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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세부추진 실적 및 계획

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사업내용

(사업계획)

산업단지

조성공사(1단계)

공정율 64.7

산업단지

조성공사(1단계)

공정율 66.7

산업단지

조성공사(1단계)

공정율 71.3

산업단지

조성공사(1단계)

공정율 77.8

이행여부 추진완료 추진중 추진예정 추진예정

▣ 기대효과

❍ 방사선기술을 기반으로 기장군 미래 신성장 거점 조성

▣ 이행도 

완료
완료 후

계속추진
정상추진 일부추진 보류

○

추진부서 2030기획단 2030전략사업팀
담 당 자 박동수, 조진현 전화번호 051)709 – 4712, 4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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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 기장쪽파 농산물 명품 브랜드화
사업주체 사업구분 예산구분 이행률

자체 임기내 지속 예산
전체사업대비 74%

민선6기 목표대비 74%

▣ 사업목표 

❍ 지리적표시 등록을 통한 지식재산권 확보로 관내 쪽파생산 농가보호 및 소득증대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4~2018년
 ❍ 사업내용 : 기장쪽파 지리적표시 등록, 재배단지 조성, 농자재 지원 등

 ❍ 소요예산 : 1,953백만원[군비 1,288 자부담 665]

▣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백만원)

구 분 계 기투자 2014 2015 2016 2017 2018 2018이후

재원별

계 1,953 353 400 400 400 400
국비
시비
군비 1,288 248 260 260 260 260
자부담 665 105 140 140 140 140

▣ 연도별 추진계획

연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8이후

사업내용 농자재지원
농자재지원,
지리적표시,
단체표장출원

농자재지원,
지리적표시등록
(농관원)

농자재지원,
지리적표시등록,
쪽파명품화추진

농자재지원,
쪽파명품화추진

쪽파명품화추진

▣ 2016년 세부 추진상황

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사업내용
(사업계획)

기장쪽파명품브랜드화
사업계획수립,
예산사업내역확정,
지리적표시(농관원)
등록추진

농자재지원사업추진,
지리적표시(농관원)
등록추진

농자재지원사업추진,
쪽파종구구입비지원사업
지리적표시(농관원)
등록추진

‘16년 기장쪽파명품
브랜드화사업 정산,
지리적표시(농관원)등록
추진(‘16.11월말접수)

이행여부 완료 완료 완료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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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세부추진 실적 및 계획

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사업내용

(사업계획)

기장쪽파명품브랜드화
사업계획수립,
예산사업내역확정,
지리적표시(농관원)등록
추진(심의회개최예정)

농자재지원사업추진
(쪽파종구,친환경농자재등)

농자재지원사업추진
(쪽파종구,친환경농자재등)

‘17년 기장쪽파명품
브랜드화사업 정산

이행여부 추진완료 추진중 추진예정 추진예정

▣ 기대효과

❍ 동래파전의 원재료로 널리 알려진 기장쪽파의 지리적표시 등록을 통한 다양한

    권리확보 노력으로 농산물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켜 관내 농가 소득원 보호 및

    판로 확대로 지역특화사업 육성

▣ 이행도 

완료
완료 후

계속추진
정상추진 일부추진 보류

○

추진부서 친환경농업과 농식품유통팀
담 당 자 김 보 미 전화번호  051)709 - 4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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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지역수산물 명품 브랜드화 

사업주체 사업구분 예산구분 중앙지원필요사업 이행률

자체 임기내 지속 예산 재정
전체사업 대비 80 %

민선6기목표 대비 80 %

▣ 사업목표

❍ 지역특산물 인지도 제고 및 브랜드가치 강화를 통한 지역경제활성화 및 온오프

라인 통합 홍보마케팅 지원으로 국내외 판매전략 극대화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4 ~ 2018년

❍ 사업내용 : 수산물 브랜드화사업

▷ 기장수산물 체험ㆍ홍보센터 건립 : 3,880백만원

▷ 기장특산물 소비촉진 : 140백만원

- 월간 KTX 잡지게재, 인천국제공항, 김해공항, 신문, 홍보전광판 게재 등

▷ 지역수산물축제(미역다시마축제, 기장멸치축제, 붕장어축제) : 965백만원

▷ 미역ㆍ다시마 포장재 보급 : 200백만원

❍ 소요예산 : 5,185백만원

▣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백만원)

구 분 계 기투자 2014 2015 2016 2017 2018 2018이후

재원별

계 5,185 - 40 400 285 1,874 2,586 -
국비 1,920 782 1,138
시비 1,105 30 35 431 609
군비 2,160 - 40 370 250 661 839 -
자부담 -

▣ 연도별 추진계획

연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8이후

사업내용
- 미역다시마
포장재 보급

- 미역다시마
포장재 보급
- 지역수산물
축제개최
- 지역수산물
소비촉진
- 기장수산물
체험홍보센터
타당성조사용역

- 미역다시마
포장재 보급
- 지역수산물
축제개최
- 기장수산물
체험홍보센터
타당성조사용역

- 미역다시마
포장재 보급
- 지역수산물
축제개최
- 지역수산물
소비촉진
- 기장수산물
체험홍보센터
건립 추진

- 미역다시마
포장재 보급
- 지역수산물
축제개최
- 지역수산물
소비촉진
- 기장수산물
체험홍보센터
건립추진(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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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세부 추진상황

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사업내용

- 미역다시마축제,
멸치축제추진위원회
구성 및 축제
준비

- 미역다시마축제
개최

- 멸치축제 개최
- 기장수산물
체험홍보센터 건립
타당성조사용역
준공

- 포장재 지원사업
추진

- 기장수산물
체험홍보센터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안건 제출
(공유재산심의회)

- 붕장어축제 개최
- 포장재 지원사업
추진 및 완료

- 기장수산물
체험홍보센터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회 의결

이행여부 완료 완료 완료 완료

▣ 2017년 세부추진 실적 및 계획

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사업내용

(사업계획)

- 기장수산물
체험홍보센터
건립 실시설계
용역 착공

- 기장수산물
체험홍보센터의
해조류공동건조장
민간위탁 사업자
공모

- 미역다시마축제
개최

- 멸치축제 개최
- 기장수산물
체험홍보센터
건립 실시설계
용역 추진

- 포장재 지원사업
추진

- 수산물 소비촉진
사업 추진

- 기장수산물
체험홍보센터
건립 실시설계
용역 준공 및
공사 착공

- 붕장어축제 개최
- 포장재 지원사업
추진 및 완료

- 기장수산물
체험홍보센터
건립 공사 추진

이행여부 추진중 추진중 추진예정 추진예정

▣ 기대효과

❍ 지역수산물 글로벌명품 브랜드화 사업 추진으로 국내외 브랜드 가치증대

❍ 어업인 및 지역민 소득증대와 고용증대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이행도

완료
완료 후

계속추진
정상추진 일부추진 보류

○

추진부서 해양수산과 수산식품산업팀
담 당 자 김 은 지 전화번호 051)709 - 4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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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 해조류, 패류, 어류 군락단지 조성

사업주체 사업구분 예산구분 중앙지원필요사업 이행률

자체 임기내 지속 예산 재정
전체사업 대비 74 %

민선6기목표 대비 74 %

▣ 사업목표

❍ 체계적 어장관리를 통한 연안 수산자원 회복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4년 ~ 2018년

❍ 사업내용 : 기장전역 해저 수심을 고려하여 해조류, 패류, 어류 군락 단지 조성

❍ 소요예산 : 15,000백만원(국비2,500 군비2,500 고리원전 지자체 이관비 10,000)

▣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백만원)

구 분 계 기투자 2014 2015 2016 2017 2018 2018이후

재원별

계 15,000 600 6,600 2,900 1,000 1,000 2,900
국비 2,500 500 500 500 500 500

시비

군비 12,500 600 6,100 2,400 500 500 2,400

자부담

▣ 연도별 추진계획

연도 2014 2015 2016 2017 2018

사업내용
설계, 어초시설,
관리 등

어초시설,
방류, 관리 등

어초시설,
방류, 관리 등

어초시설,
방류, 관리 등

어초시설,
해조장보호시설.
방류, 관리 등

▣ 2016년 세부 추진상황 및 계획

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사업내용
- 왕우럭조개 방류
및 모니터링 추진

- 팔각반구형 소형
강제어초 설치

- 어류 및 패류
모니터링 추진

- 사각어초 설치
- 어류 및 패류
모니터링 추진

- 패류방류모니터링
완료

- 해조장 보호시설
설계 완료

이행여부 완료 완료 완료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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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세부추진 실적 및 계획

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사업내용

(사업계획)
- 바다목장
관리위원회 개최

- 인공어초 설치
및 종자 방류

- 모니터링 추진

- 인공어초 설치
- 모니터링 추진

- 모니터링 추진

이행여부 추진완료 추진중 추진예정 추진예정

▣ 기대효과

❍ 체계적 어장관리를 통한 연안 수산자원 회복 및 어업인 소득 증대

▣ 이행도 

완료 완료 후
계속추진 정상추진 일부추진 보류

○

추진부서 해조류 육종․융합 연구센터 관리지원팀

담 당 자 김지성 전화번호  051)709 - 2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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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 해조류 육종․융합연구센터 건립

사업주체 사업구분 예산구분 중앙지원필요사업 이행률

자체 임기내 지속 예산 재정
전체사업 대비 100%

민선6기목표 대비 100%

▣ 사업목표 

❍ 전통 기장 해조류 종보존 및 신품종 개발을 통한 양식산업 발달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0년 ~ 2016년

❍ 위 치 : 일광면 이천리 281번지 일원

❍ 사업내용 : 연구센터 1식

▷ 부지 9,637㎥, 연면적 3,940.5㎥

❍ 소요예산 : 14,530백만원(국비2,000 시비1,000 군비 9,333 기타 2,197)

▣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백만원)

구 분 계 기투자 2014 2015 2016

재원별

계 14,530 1,050 5,610 2,481 5,389
국비 2,000 500 600 900
시비 1,000 250 300 450
군비 9,333 300 4,710 950 3,373
기타 2,197 181 2,016

▣ 연도별 추진계획

연도 2014 2015 2016

사업내용
실시설계용역 완료 및

공사착공
공사 추진 및 조직 구성 공사 완료

▣ 2016년 세부 추진상황 

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사업내용
해조류육종융합
연구센터 건립
공사 추진

해조류육종융합
연구센터 건립
공사 추진

해조류육종융합
연구센터 건립
공사 추진

해조류육종융합
연구센터 건립
완료

이행여부 완료 완료 완료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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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대효과

❍ 친환경 고부가가치 양식산업 육성을 위한 과학적 기반연구 및 양식기반시설

확충으로 수산물의 안정적 공급 및 어업인 소득증대 도모

▣ 이행도 

완료
완료 후

계속추진
정상추진 일부추진 보류

○

추진부서 해조류 육종․융합 연구센터 관리지원팀

담 당 자 김지성 전화번호  051)709 - 2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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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노인이 행복한 치매없는 안전도시 선포

사업주체 사업구분 예산구분 중앙지원필요사업 이행률

자체 임기내 신규 예산 재정
전체사업 대비 100%

민선6기목표 대비 100%

▣ 사업목표 

 ❍ 치매선별검사를 ‘16년 4,000명에서 매년 200명 이상 확대 검진한다.
 ❍ 치매환자등록을 ‘16년 550명에서 매년 30명 이상 추가 등록관리 한다.
 ❍ 치매치료관리비지원을 ‘16년 300명에서 매년 10명 이상 추가 지원한다.
 ❍ 치매예방교육을 ‘16년 70회에서 매년2회 이상 추가 교육한다.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5년 ~ 2018년

❍ 사업내용

1. 노인이 행복한 치매없는 안전도시 선포

▷ 선 포 식 : 2015. 05. 28(목), 15:00(치매지원센터 개소식)

▷ 장 소 : 장안읍 사무소 대강당

▷ 주요내용 : 노인이 행복한 치매 없는 안전도시 기장군 선포 및 선언문 낭독

2. 치매상담센터 설치 운영

▷ 설치장소 : 2개소(본소, 정관지소)

▷ 설치시기 : 정관지소(‘14.7월 기설치), 본소(‘14.11월)

▷ 주요내용 : 치매환자 등록, 사례관리 및 상담, 지원 등의 서비스 제공

3. 치매상담센터 운영

1) 치매조기검진사업

▸ 대 상 : 만60세 이상 어르신

▸ 방 법 : 보건소 내소자, 어르신 밀집 장소 방문 검진

▸ 검진내용 : 치매선별검사, 선별검사 결과 의심자 진단 및 감별검사 시행

▸ 운영인력 : 담당자, 사례관리사, 방문건강관리 전담인력 7명,

치매지원센터 요원 4명

2) 치매환자 등록 및 사례관리

▸ 대 상 : 치매환자 및 가족

▸ 운영내용

- 치매환자 등록 및 상담, 사례관리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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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매진단자 치료관리비 지원 연계

- 조호물품(기저귀, 물티슈, 방수포 등) 제공

- 가족모임 및 인지재활프로그램 운영

- 배회가능 어르신 치매 인식표 제공

- 치매노인의 사회적 지원 안내 및 연계

- 치매인식개선 등 사업홍보 등

3)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 대 상 : 만60세 이상, 치매로 진단받아 치매치료약물을 복용하는 전국가구

월 평균소득 100% 이하자

▸ 지원내역 :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

▸ 지원수준 : 월3만원(연36만원) 한도 내 당월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4) 치매 없는 안전도시를 위한 찾아가는 치매예방사업 추진

▸ 대 상 : 관내 경로당, 노인대학 등 어르신

▸ 운영내용

- 치매예방교육

- 치매 유발 만성질환 예방교육

- 치매 조기검진

▸ 운영인력 : 담당자, 치매사례관리사, 치매지원센터 요원 4명, 방문건강관리

전담인력 7명

4. 치매지원센터 설치 운영

▷ 설치시기 : 2015년 4월 20일

▷ 장 소 : 장안보건지소 내

▷ 운영방법 : 해운대백병원 위탁운영

▷ 운영내용 : 치매상담센터 운영 내용 전반 추진

❍ 소요예산 : 185백만원(군비100%)

▣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백만원)

구 분 계 기투자 2014 2015 2016 2017 2018 2018이후

재원별

계 1,330 - 114 278 302 318 318 -
국비 164 - 31 31 34 34 34 -
시비 387 - 62 76 83 83 83 -
군비 779 - 21 171 185 201 201 -
자부담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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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도별 추진계획

연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8이후

치매조기검진 3,017명 3,843명 4,000명 4,500명 5,000명 5,500명
환자등록 및

관리 432명 550명 580명 590명 600명 600명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308명 363명 380명 390명 400명 410명

예방교육 50회 90회 90회 90회 90회 90회

인지재활훈련 4회 46회 50회 70회 50회 50회

▣ 2016년 세부 추진상황 

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치매조기검진 1,042 2,504 3,370 4,122

환자 등록 및
관리 553명 578명 601명 645명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수

345명 357명 372명 382명

예방교육 15회 50회 77회 96회

인지재활훈련 32회 64회 103회 126회

이행여부 추진완료 추진완료 추진완료 추진완료

▣ 2017년 세부추진 실적 및 계획

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치매조기검진 1,382 1,500 1,500 800

환자등록 및
관리 654명 655명 658명 660명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수 382명 390명 395명 400명

예방교육 19회 30회 40회 70회

인지재활훈련 24회 30회 50회 60회

이행여부 추진완료 추진중 추진예정 추진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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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대효과

❍ 치매지원센터 인지도 저하로 적극적인 홍보 체계 구축

❍ 치매 조기발견과 조기진단 제공으로 치매 악화 방지

❍ 치매 고위험군에 대한 교육, 홍보, 추적관리를 통한 치매 발생 억제

❍ 치매 환자 및 가족의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 부담 경감

▣ 이행도 

완료
완료 후

계속추진
정상추진 일부추진 보류

○

추진부서 보건행정과 가족건강팀

담 당 자 박영희 전화번호 051)709 - 4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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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철마 맞춤형 도시농업 육성지원

사업주체 사업구분 예산구분 중앙지원필요사업 이행률

자체 임기내 신규 예산 재정
전체사업 대비 60%

민선6기목표 대비 60%

▣ 사업목표

❍ 철마지역을 도시민과 지역농업이 상생하는『도시농업 메카』로 조성

❍ 도시민에게 철마지역 농촌체험과 로컬푸드 제공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4년 ∼ 2018년

❍ 사업내용

▷ 도시시민텃밭운영 : 195구좌, 7,982㎡, 도시농업공동체 7개소

▷ 경관농업단지운영 : 철마웅천 연꽃단지 2ha ☞ 내방객 약 5,000여명

▷ 농촌 체험․관광지원센터 건립 : 연면적 330㎡, 지상1층 / 1,400백만원

☞ 체험․관광농업(농가)육성 : 200개소(‘16 ~ ‘18), 내방객 250,000명

▷ 로컬푸드 직거래장터 개설․운영

☞ 하반기(10월경) : 가을걷이 직거래장터 ⇒ 철마한우불고기축제 연계

❍ 소요예산 : 2,795백만원

▣ 연도별 추진계획

연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8이후

사업내용
연꽃단지
조성

연꽃단지
조성

농촌체험․관광 지원
센터 건립, 연꽃단지
조성, 로컬푸드 직거래
장터 개설․운영
도시시민텃밭운영

농촌체험․관광 지원
센터 건립, 연꽃단지
조성, 로컬푸드 직거래
장터 개설․운영
도시시민텃밭운영

체험관광
농업육성
및

도시농업
활성화

계속

▣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백만원)

구 분 계 기투자 2014 2015 2016 2017 2018 2018이후

재원별

계 2,795 40 40 100 1,415 200 1,000
국비 800 700 100
시비 878 60 318 500
군비 1,110 40 40 40 390 100 500
자부담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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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세부 추진상황

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사업내용

『기장 농촌체험관광

지원센터』추진계획

수립

철마 중리마을 연꽃

단지개화에따른홍보

로컬푸드 직거래장터

개설 운영(철마한우

불고기장터 연계)

농촌 체험관광 지원

센터 부지확보(지상권

설정) 및 실시설계용

역 진행

이행여부 완료 완료 완료 완료

▣ 2017년 세부추진 실적 및 계획

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사업내용

(사업계획)

『기장농촌체험관광
지원센터』건립 설계

용역 완료

- 농촌 체험관광 지원
센터건립공사추진
- 철마 중리마을 연꽃
단지 조성 및 홍보행
사 추진
- 도시농업활성화추진

- 농촌 체험관광 지원
센터건립공사추진
- 로컬푸드 직거래장터
개설 운영
- 도시농업활성화추진

- 농촌체험관광지원
센터준공

이행여부 추진중 추진중 추진예정 추진예정

▣ 기대효과

❍ 철마지역은 자연환경이 수려하고 다양한 작목이 재배되고 있으며 접근성이 뛰어나므로 도시

민을 불러들여 도농이 상생하는 도시농업 메카로 육성

❍ 철마를 찾는 도시민에게 지역 로컬푸드 판매 및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활성화 도모

▣ 이행도 

완료
이행 후

계속추진
정상추진 일부추진 보류

◯

추진부서 친환경농업과(과) 농촌관광개발(팀)

담 당 자 문 상 희 전화번호  051)709 - 4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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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일광, 임랑 사계절 해수욕장 조성

사업주체 사업구분 예산구분 중앙지원필요사업 이행률

자체 임기후 지속 예산 재정
전체사업 대비 50 %

민선6기목표 대비 85 %

▣ 사업목표

❍ 해수욕장의 사계절 활성화를 통한 복합 해양공간 조성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5 ~ 2020년

❍ 사업내용 : 사계절 복합 해수욕장 개발

▷ 임랑해수욕장 해안도로 정비 L=850m

▷ 오토캠핑장 조성, 게스트하우스 조성 운영 등

❍ 소요예산 : 20,000백만원(일광90억, 임랑110억) : 국비 10,000, 시비6,000, 군비4,000

☞ 임랑해수욕장은 연안정비사업(임랑지구) 기본계획에 반영(110억)

▣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백만원)

구 분 계 기투자 2014 2015 2016 2017 2018 2018이후

재원별

계 20,000 200 315 921 300 18,264
국비 10,000 220 644 9,136
시비 6,000 95 277 5,628
군비 4,000 200 300 3,500
자부담

▣ 연도별 추진계획

연도 2015 2016 2017 2018 2018이후

사업내용
사계절 활성화
방안 용역

사계절 활성화
방안 용역 준공

임랑해수욕장
호안정비사업

시행

사계절 복합
해수욕장

개발사업 시행

공사완공 및
유지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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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세부 추진상황 

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사업내용
해수욕장 선진지
벤치마킹(대천,율포,
망상,경포대,영일대)

일광해수욕장 사계
절활성화 방안용역
자문회의 및
중간보고회 개최,
일광해수욕장 무지
개다리 실시설계용
역 착수,
임랑해수욕장 연안
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 착수

일광해수욕장 무지
개다리 실시설계용
역 준공
일광사계절해수욕
장 최종보고회 개
최,

일광해수욕장 사계
절활성화방안용역
준공

이행여부 완료 완료 완료 완료

▣ 2017년 세부추진 실적 및 계획

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사업내용

(사업계획)

임랑해수욕장 연안
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 준공
일광해수욕장 무지
개다리 정비공사
착공
임랑해수욕장연안
정비사업(호안정비
L=850m) 착공

일광해수욕장 무지
개다리 정비공사
준공

임랑해수욕장 사계
절활성화방안용역
준공

임랑해수욕장 연안
정비사업(호안정비
L=850m) 준공

이행여부 추진중 추진중 추진예정 추진예정

▣ 기대효과
❍ 해수욕장 사계절 활성화를 통한 주변 상권 활성화 도모

❍ 다양한 수준의 체험형 해수욕장 운용을 통한 지역 이미지 제고

▣ 이행도 

완료
완료 후

계속추진
정상추진 일부추진 보류

○

추진부서 해양수산과 해양관광개발팀
담 당 자 시설9급 김 가 영 전화번호 051)709 - 4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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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계 기투자 2014 2015 2016 2017 2018 2018이후

재원별

계 20,000 1,900 1,730 1,500 1,000 13,870
국비 10,000 1,500 8,500
시비 5,000 230 500 4,270
군비 5,000 400 1,500 1,500 500 1,100
자부담

4-2  해안산책로 개설
사업주체 사업구분 예산구분 중앙지원필요사업 이행률

자체 임기후 지속 예산 재정
전체사업대비 50 %

민선6기 목표대비 85 %

▣ 사업목표

❍ 천혜의 해안경관을 활용, 스토리가 있는 해안산책로(주,야) 조성으로 다시 찾고 싶은

해안길 조성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5 ~ 2020년

❍ 사업내용 : 총 연장 41km(기장포구 100리길)의 해안 오감 산책로 조성

▷ 1구간(고리～동백, 6.5km, 도보130분) : 임이랑 기장의 맛을 찾아 떠나다(미각)

▷ 2구간(동백～군청, 7.8km, 도보160분) : 기장낭만, 바다에 어우러지다(청각)

▷ 3구간(군청～대변, 7.0km, 도보140분) : 기장에서 다섯 친구를 만나다(촉각)

▷ 4구간(대변～기장문화원～남산봉수대, 10.0km, 도보230분) : 봉수대에서미래를보다(시각)

▷ 5구간(대변～공수, 9.5km, 도보190분) : 바다에 소원을 띄우다(후각)

❍ 소요예산 : 20,000백만원(국비 10,000, 시비 5,000, 군비 5,000)

▣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백만원)

▣ 연도별 추진계획

연도 2015 2016 2017 2018 2018이후

사업내용 구간별 기본 및
실시설계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준공

두호외항
해안산책로

개설

구간별 공사
진행

2020년
공사 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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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세부 추진상황 

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사업내용

노선 선정을 위한
스토리텔링 자문
(걷고싶은 부산,
국제신문)

노선 결정(안)에 따른
시설물 배치계획수립

관련기관 협의
(해수부, 53사단 등)

두호외항 해안산책
로 개설(L=1.0Km)
착공
월내항 해안산책로
(L=300m)착공
용궁사일원 산책로
(L=50m) 및 쉼터
조성공사 발주,
월내리 552-16번지
일원 전망대 조성
공사 착공

이행여부 완료 완료 완료 완료

▣ 2017년 세부추진 실적 및 계획

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사업내용

(사업계획)

용궁사일원 산책로
공사 준공
월내리 552-16번지
일원 전망대 조성
공사 준공

월내항 해안산책로
(L-300m) 준공

두 호 외 항 구 간
(L=1km) 해안산책
로 개설공사 공사
중

두 호 외 항 구 간
(L=1km) 해안산책
로 개설 준공

이행여부 추진완료 추진중 추진예정 추진예정

▣ 기대효과

❍ 보행단절 연안의 해안도로(출렁다리 등) 신설을 통한 육지도로와의 차별화

❍ 걷기 행사 등과 연계한 관광객 및 지역민 웰빙문화 조성 기여

▣ 이행도 

완료
완료 후

계속추진
정상추진 일부추진 보류

○

추진부서 해양수산과 해양관광개발팀
담 당 자 시설8급 이 승 환 전화번호 051)709 - 4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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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계 기투자 2014 2015 2016 2017 2018 2018이후

재원별

계 10,000 230 20 100 700 500 8,450
국비
시비 1,000 1,000
군비 9,000 230 20 100 700 500 7,450
자부담

4-3  빛 테마공원 조성사업(해안 빛-로드 구축)
사업주체 사업구분 예산구분 중앙지원필요사업 이행률

자체 임기후 지속 예산 재정
전체사업대비 50 %

민선6기 목표대비 70 %

▣ 사업목표

❍ 빛을 접목시킨 테마공원 조성으로 주, 야간 관광 활성화를 통한 경제 활성화 도모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5 ~ 2020년

❍ 사업내용 : 빛 테마공원 조성

▷ 대변항 일원 : 지역축제(멸치,붕장어)과 연계한 “축제”의 빛-로드

▷ 두호항 일원 : 죽성왜성～황학대～드림세트장을 연계한 “역사”의 빛-로드

▷ 칠암항 일원 : 신평소공원～월드컵등대～동백자연발생유원지를 연계한 “휴양”의 빛-로드

▷ 임랑해수욕장 일원 : 박태준기념관～임랑해수욕장～원자력발전소를 연계한 “만남”의 빛-로드

❍ 소요예산 : 10,000백만원

▣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백만원)

▣ 연도별 추진계획

연도 2015 2016 2017 2018 2018이후

사업내용
구간별 기본 및

실시설계
멸치테마광장
경관조명 설치

대변∼연화리간
빛로드 조성 및
두호외항 경관
조명 조성

빛 테마공원
조성(지역별)

공사준공 및
상가 등
주민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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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세부 추진상황 

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사업내용 - -
대변멸치테마광장
일원 경관조명 조성
착공(9월)

대변멸치테마광장
일원 경관조명 조성
공사준공(12월)

이행여부 - - 완료 완료

▣ 2017년 세부추진 실적 및 계획

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사업내용

(사업계획)

대변∼연화리간
빛로드 조성 실시
설계 착수

두호항일원 경관조명
조성 착공

두호항일원 경관조명
조성 준공

대변∼연화리간
빛로드 조성공사
시행

이행여부 추진완료 추진중 추진예정 추진예정

▣ 기대효과

❍ 구역별ㆍ테마별 빛 공원(로드) 구축으로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형 관광자원 구축

❍ 빛 축제와 연계한 자원 개발로 지역 상권 활성화 및 이미지 향상 기여

▣ 이행도 

완료
완료 후

계속추진
정상추진 일부추진 보류

○

추진부서 해양수산과 해양관광개발팀
담 당 자 시설7급 김 병 수 전화번호 051)709 - 4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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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야구테마파크 조성사업
사업주체 사업구분 예산구분 이행률

자체 임기후 신규 예산
전체사업 대비 60%

민선6기목표 대비 80%

▣ 사업목표 

❍ 한국야구 명예의 전당 유치와 더불어 야구장 및 부대시설 확충을 통한 야구테마파크를

조성하여 한국야구 메카 및 랜드마크 부각은 물론 지역홍보 및 외부관광객 대량 유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3 ~ 2019

❍ 사업내용 : 야구테마파크 조성 A=196,515㎡(59,450천평)

▷ 한국야구 명예의 전당, 정규야구장(4면), 야구체험관, 실내야구연습장, 기타 부대시설 등

❍ 소요예산 : 433억원(시 108, 군 240, 민간 85)

▣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백만원)

구 분 계 기투자 2014 2015 2016 2017 2018 2018이후

재원별

계 43,300 - - 11,500 10,000 4,500 17,300 -
시비 10,800 - - - 700 - 10,100 -
군비 24,000 - - 3,000 9,300 4,500 7,200 -
민간 8,500 - - 8,500 - - - -

▣ 연도별 추진계획

연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8이후

사업내용
각종 협약

체결 및 설계
부지조성

정규야구장

4면 조성

리틀 및

소프트볼구장

조성

명예의 전당

및 체험관 등

조성

명예의 전당

및 체험관 등

조성

▣ 2016년 세부 추진상황 

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사업내용
가칭 “꿈의 구장”

실착공

관제시설, 각종

부대시설 시공

야구장 4면 조성

완료

리틀 및

소프트볼구장

예산확보 등

이행여부 완료 완료 완료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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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세부추진 실적 및 계획

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사업내용

(사업계획)

리틀 및

소프트볼구장

조성공사 착공

리틀 및

소프트볼구장

조성공사

리틀 및

소프트볼구장

조성공사 준공

야구체험관 및

실내야구연습장

예산확보 등

이행여부 추진완료 추진중 추진예정 추진예정

▣ 기대효과

❍ 한국야구 메카 및 랜드마크 부각은 물론 지역홍보 및 외부 관광객 대량 유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이행도 

완료
완료 후

계속추진
정상추진 일부추진 보류

○

추진부서 2030기획단 2030전략사업팀
담 당 자 박국묵 전화번호 051)709 - 4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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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일광 이천생태공원 조성
사업주체 사업구분 예산구분 중앙지원필요사업 이행률

자체 임기내 신규 예산 재정
전체사업대비 75%

민선6기 목표대비 75%

▣ 사업목표

❍ 이천리 주변 개발여건 변화에 따른 휴식공간 확보로 삶의 질 향상

❍ 일광천변과 연계하는 생태공원 조성으로 친환경 녹색도시 기장 건설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2 ~ 2018

❍ 사업내용 : 토지보상 및 생태공원 조성(A=23,807㎡)
❍ 소요예산 : 8,935백만원

▣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백만원)

구 분 계 기투자 2014 2015 2016 2017 2018 2018이후

재원별

계 8,935 1,835 1,500 1,100 2,000 1,100 980 420

국비 1,425 - - 175 - 30 300 420

시비 2,925 - - 175 500 1,000 - -

군비 4,585 1,835 1,500 750 1,500 70 680 -

자부담 - - - - - - - -

▣ 연도별 추진계획

연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8이후

사업내용 토지보상 1단계
생태공원조성 토지보상 실시설계

및 공원조성 생태공원조성 보완공사
및 유지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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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세부 추진상황 

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사업내용
토지보상완료 (3차 ) ,

사업비 :1,000백만원

(본예산)

토지보상(4차)

사업비:1,000백만원

(시500 군500)확보

토지보상(4차)

사업비:1,000백만원

(시500 군500)확보

이행여부 완료 완료 완료

▣ 2017년 세부추진 실적 및 계획

반기 상반기 하반기

사업내용

(사업계획)

사업개요 : 실시설계용역 발주

사업비 : 100백만원

사업개요 : 일부구간 공사발주

사업비 : 1,000백만원

이행여부 추진중 추진예정

▣ 기대효과

❍ 쾌적한 녹지휴식공간 및 주민편익시설 확충으로 지역주민의 숙원사업 해결

▣ 이행도 

완료
완료 후

계속추진
정상추진 일부추진 보류

○

추진부서 산림공원과 공원팀
담 당 자 이 지 영 전화번호 051)709 - 4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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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좌광천 상류 생태하천(보행로) 조성
사업주체 사업구분 예산구분 중앙지원필요사업 이행률

자체 임기내 지속 예산 재정
전체사업대비 45%

민선6기 목표대비 45%

▣ 사업목표

❍ 좌광천 내 미조성된 산책로 조성으로 지역주민을 위한 쾌적한 여가공간 제공

❍ 산책로 조성 및 즐길거리 제공에 따른 지역소득 증대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5 ~ 2018

❍ 사업내용 : 산책로 조성 L=1.0km, 목교(L=22m, B=2.0m) N=1개소

❍ 소요예산 : 1,900백만원(공사 1,100, 보상 750, 설계 50)

▣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백만원)

구 분 계 기투자 2014 2015 2016 2017 2018 2018이후

재원별

계 1,900 - - 50 - 500 1,350 -
국비 - - - - - - - -
시비 - - - - - - -
군비 1,900 - - 50 - 500 1,350 -
자부담 - - - - - - - -

▣ 연도별 추진계획

연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8이후

사업내용 - 실시설계
착수

실시설계
완료 산책로 조성 산책로, 목교

및 보상

▣ 2016년 세부 추진상황 

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사업내용 실시설계 완료

이행여부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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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세부추진 실적 및 계획

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사업내용

(사업계획)
산책로 공사착공 산책로 공사중 산책로 공사준공

이행여부 추진완료 추진중 추진예정

▣ 기대효과

❍ 좌광천 전체 L=11.7km 구간을 정관신도시 개발사업과 연계하여 제방을 활용한

산책로와 자전거도로 등을 구축, 지역주민 체력증진 및 삶의 질 향상

❍ 정관신도시와 임랑해수욕장을 연결하여 주변 도로시설 인프라 구축으로 관광유치

및 지역주민 편의 도모

▣ 이행도 

완료
완료 후

계속추진
정상추진 일부추진 보류

○

추진부서 도시기반조성과 하천팀
담 당 자 권태균 전화번호 051)709 - 5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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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좌광천 건강30리길 조성(Ⅰ)

사업주체 사업구분 예산구분 중앙지원필요사업 이행률

자체 임기내 신규 예산 재정
전체사업 대비 100 %

민선6기목표 대비 100 %

▣ 사업목표 

❍ 좌광천 생태하천변 효자길 야생화 생태학습 공간조성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5. 1. ~ 12.

❍ 사업내용

▷ 야생화(88종 42만본) 식재 3.8km(양안 7.6km)
▷ 효자길 야생화 안내판 170개소 설치

❍ 소요예산 : 440백만원

▣ 연도별 추진계획

연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8이후

사업내용
좌광천
야생화

효자길 조성

▣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백만원)

구 분 계 기투자 2014 2015 2016 2017 2018 2018이후

재원별

계 440 440
국비
시비
군비 440 440
자부담

▣ 현황 및 추진실적

❍ 2015. 1. : 실시설계용역 발주

❍ 2015. 7. : 설계용역 완료·市계약심사 및 공사발주

❍ 2015. 10. : 좌광천 야생화 효자길 조성사업 완료(준공)

❍ 2015. 12. : 좌광천 효자길 야생화 안내판(170개소)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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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대효과

❍ 구목정공원·윗골공원 장미원과 연계한 전국 최대 규모의 야생화 생태학습장 조성
❍ 매년 개최되는 생태하천 학습문화축제 시 ‘야생화길 걷기대회’ 등 활용가능

▣ 이행도 

완료
완료 후

계속추진
정상추진 일부추진 보류

○

추진부서 산림공원과 생태학습팀
담 당 자 조현석 전화번호  051)709 - 4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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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좌광천 건강30리길 조성(Ⅱ)
사업주체 사업구분 예산구분 중앙지원필요사업 이행률

자체 임기내 신규 예산 재정
전체사업 대비 100 %

민선6기목표 대비 100 %

▣ 사업목표

❍ 좌광천 고수부지를 활용한 친수공간 확보

❍ 저수지, 하천, 바다를 아우러는 명품 산책로길 조성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5년

❍ 사업내용 : 정관읍 임랑리 ~ 모전리

▷ L=11㎞ B=2m

❍ 소요예산 : 1,100백만원

▣ 연도별 추진계획

연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8이후

사업내용 산책로조성
L=11㎞ B=2m

▣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백만원)

구 분 계 기투자 2014 2015 2016 2017 2018 2018이후

재원별

계 1,100

국비

시비

군비 1,100

자부담

▣ 추진실적

❍ 2015.06. : 산책로 실시설계 용역 착수

❍ 2015.08. : 산책로 조성공사 착공

❍ 2015.12. : 산책로 조성공사 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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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대효과

❍ 좌광천 친수공간 확보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인구유입 효과 기대

▣ 이행도 

완료
완료 후

계속추진
정상추진 일부추진 보류

○

추진부서 도시기반조성과 하천팀
담 당 자 권태균 전화번호 051)709 - 5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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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1  각급학교 자유학기제 지원을 위한 진로직업체험시설 및 인프라 구축

사업주체 사업구분 예산구분 이행률

자체 임기내 신규 예산
전체사업대비 100%

민선6기 목표대비 100%

▣ 사업목표

❍ 진로탐색 프로그램과 직업체험 기회를 통하여 학생들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미래설계를 돕고, 관내 학교의 자유학기제 시행에 따른 관련 인프라 지원하기 위함.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4 ~ 2018년

❍ 위 치 : 기장군 청소년수련관 3층

❍ 사업내용 : 진로상담 및 진로적성검사, 진로강좌개설운영, 직업체험장 발굴 및 관리 등
▷ 관내 학생을 위한 우리마을 진로체험장 발굴 및 학교 등 연계지원 진로직업체험지원

▷ 교육청 진로교육 정책과 연계한 학생, 학부모대상 진로콘서트 등 프로그램운영

▷ 진로(진학)상담 및 정보제공, 입시설명회 개최 등

❍ 운영방법 : 기장군 도시관리공단 위탁

❍ 소요예산 : 1,040백만원

▣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백만원)

구 분 계 기투자 2014 2015 2016 2017 2018 2018이후

재원별

계 1,040 500 100 220 220 .
국비
시비
군비 670 400 50 110 110 .
교육청 370 100 50 110 110 .

▣ 연도별 추진계획

연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8이후

사업내용
기본계획 수립

및교육청협의

프로그램개발

및개소(운영)

진로직업체험

업무 수행

진로직업체험

업무 수행

진로직업체험

업무 수행

진로직업체험

업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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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세부 추진상황 

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사업내용

1회 추경으로 진로

교육지원센터 사업비

1억 확보

1회 추경 진로교육

지원센터 사업비 1억

확보및 센터 정상운영

진로교육지원센터

정상 운영

진로교육지원센터

정상 운영 및 2017년

예산 220백만원 확보

이행여부 완료 완료 완료 완료

▣ 2017년 세부추진 실적 및 계획

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사업내용

(사업계획)

진로교육지원센터

정상 운영

진로교육지원센터

정상 운영

진로교육지원센터

정상 운영

진로교육지원센터

정상 운영

이행여부 추진완료 추진중 추진예정 추진예정

▣ 기대효과

❍ 자유학기제의 성공적인 안착 및 진로교육 강화 등 학생들의 꿈과 끼를 키우는

행복교육 실현

▣ 이행도 

완료
완료 후

계속추진
정상추진 일부추진 보류

○

추진부서 인재양성과 교육기획팀
담 당 자 이정아 전화번호 051)709 - 4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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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8이후

사업내용 .
고등학교 무상
급식 경비 5개교
2,700여명 지원

고등학교 무상
급식 경비 5개교
3,000여명 지원

고등학교 무상
급식 경비 6개교
3,400여명 지원

고등학교 무상
급식 경비 6개교
3,400여명 지원

5-1-2 고등학교 무상급식 지원 확대

사업주체 사업구분 예산구분 이행률

자체 임기내 신규 예산
전체사업대비 100%

민선6기 목표대비 100%

▣ 사업목표 

❍ 학교급식 질 향상 및 학부모 교육경비 부담 완화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5~2018년

❍ 사업내용 : 고등학교 무상급식 경비 지원

▷ ‘15년 : 5개교, ‘16년 : 5개교, ‘17년 : 5개교, ‘18년 : 6개교

❍ 소요예산 : 5,650백만원(교육경비 보조금)

▣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백만원)

구 분 계 기투자 2014 2015 2016 2017 2018 2018이후

재원별

계 5,650 . . 850 2,300 2,500 .
국비
시비
군비 5,650 . . 850 2,300 2,500 .
자부담

▣ 연도별 추진계획

▣ 2016년 세부 추진상황 

반기 상반기 하반기

사업내용

1회 추경으로 6억원 예산 확보하여 관내

5개 고등학교 급식비 일부 지원

- 1인당 1800원 급식비 지원

2회 추경에서 2억5천만원 예산 확보하여

관내 5개 고등학교 급식비 일부 지원

- 사업기간 (2016.7~2017.2) 동안 1인당

2,700원 상당 지원

이행여부 완료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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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세부추진 실적 및 계획

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사업내용

(사업계획)

2017년 본예산 23억원 확보
되어 고등학교 무상 급식
경비5개교 3,000여명 지원

이행여부
2017년 전체지원

완료

▣ 기대효과
❍ 학교급식 질 향상 및 학부모 교육경비 부담 완화

▣ 이행도 

완료
완료 후

계속추진
정상추진 일부추진 보류

○

추진부서 인재양성과 학교지원팀
담 당 자 김민옥 전화번호 051)709 - 2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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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부산 최고의 도서관 보급률 확충

사업주체 사업구분 예산구분 중앙지원필요사업 이행률

자체 임기내 지속 예산 재정
전체사업 대비 100%

민선6기목표 대비 100%

▣ 사업목표 

❍ 군민들의 독서문화 확산 및 지식서비스 공간 제공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4. 7. ~ 2018. 6

❍ 사업내용 : 1관당 봉사대상 인구수 부산 최고로 도서관 확충

▷ 1관당 봉사대상 인구수: 기장군 31,320명

※ 부산시 평균 1관당 봉사대상 인구수: 98,737명

※ 부산시 최저 남구 1관당 봉사대상 인구수: 283,101명

❍ 소요예산 : 42,907백만원(군비 20,773 국비 6,613, 시비 5,521 자부담 10,000)

▣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백만원)

구 분 계 기투자 2014 2015 2016 2017 2018 2018이후

재원별

계 42,907 5,726 2,738 3,456 2,424 997 5,410 22,156
국비 6,613 450 323 366 306 306 4,862
시비 5,521 900 242 274 229 229 3,647
군비 20,773 4,376   2,738 2,891 1,784 462 4,875 3,647
기타 10,000 10,000

▣ 연도별 추진계획

연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8이후

사업내용

▪작은도서관
  조성(2개소)
▪정관도서관
  건립공사착공
 

▪정관도서관
  개관
▪대라다목적
  도서관 건립
  공사실시설계
▪대라다목적
  도서관 건립
  공사착공
▪작은도서관
  조성(2개소) 

▪대라다목적
  도서관 준공
▪대라다목적
  도서관 개관
▪교리근린공원
  내 도서관 실
  시설계

▪작은도서관
  조성(8개소) 

▪교리근린공원
  내도서관착공

▪교리근린공원
  내도서관준공

▪공원도서관  공사실시설계  (3개소)
▪작은도서관
  조성(3개소) 

▪공원도서관
  공사착공(3개소)
▪공원도서관
  공사준공(3개소)
▪작은도서관
  조성(3개소)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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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세부 추진상황 

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사업내용
▪대라다목적도서관
  건립공사 시행

▪대라다목적도서관
  건립공사 준공
▪작은도서관 조성
 -내리휴먼시아 작
은도서관 외 2개소

▪대라다목적도서관
  개관
▪작은도서관 조성
 -일광 갯마을 작은
  도서관 외 3개소

▪교리근린공원 내
  도서관 실시설계
▪작은도서관 조성
 -길천마을작은도서관

이행여부 완료 완료 완료 완료

▣ 2017년 세부추진 실적 및 계획

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사업내용

(사업계획)

▪교리근린공원 공공
  도서관착공
▪공원도서관 도시관리
계획(변경)결정 및 공
원조성계획(변경)용역
(2개소)
▪작은도서관 조성

▪공원도서관 도시관리
계획(변경)결정 및 공
원조성계획(변경)승인
신청 (2개소)
▪작은도서관 조성

▪교리근린공원 공공
  도서관준공
▪공원도서관 실시설계
  용역(2개소)
▪작은도서관 조성

▪교리근린공원 공공
   도서관개관
▪공원도서관 실시설계
  완료(2개소)

이행여부 추진중 추진중 추진예정 추진예정

▣ 기대효과

❍ 다양한 문화혜택 및 지식서비스 공간 제공으로 독서분위기 조성 및 여가공간으로

활용하여 주민들의 삶의 수준 향상

▣ 이행도 

완료
완료 후

계속추진
정상추진 일부추진 보류

◯

추진부서 도서관과 도서관정책팀
담 당 자 안미경 전화번호 051)709 - 3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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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군민 평생교육 프로그램 확대 운영

사업주체 사업구분 예산구분 중앙지원필요사업 이행률

자체 임기내 지속 예산 재정
전체사업대비 85%

민선6기 목표대비 85%

▣ 사업목표 

❍ 배움과 활용의 매칭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여 평생학습도시 이미지 제고

❍ 군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평생교육을 받을 수 있는 자기계발의 기회 제공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4. 7 ～ 2018. 6

❍ 사업내용

▷ 군민대학 및 군민어학당 프로그램 확대 운영

▷ 인문학 프로그램 신규 개설, 소외계층 대상 배달강좌 신규 운영 등

▷ 군민 평생교육 프로그램 당초 목표(2014년 기준) 대비 약 55% 이상 확대 운영

❍ 소요예산 : 6,045백만원 (국비 204, 시비 220, 군비 5,321, 기타 300)

▣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백만원)

구 분 계 기투자 2014 2015 2016 2017 2018 2018이후

재원별

계 6,045 850 1,210 1,257 1,358 1,370
국비 204 97 32 44 31
시비 220 35 47 46 46 46
군비 5,321 718 1,131 1,067 1,181 1,224
기타 300 100 100 100

▣ 연도별 추진계획

연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8이후

사업내용

▪군민대학,
  군민어학당등
  운영

▪군민대학,
  군민어학당등
  (확대운영)
▪인문학 사업
  (신규운영) 

▪군민대학,
  군민어학당등
  (확대운영)
▪인문학 사업
  (신규운영) 

▪군민대학,
  군민어학당등
  (확대운영)
▪인문학 사업
  (신규운영) 

▪군민대학,
  군민어학당등
  (확대운영)
▪인문학 사업
  (신규운영) 

계속

300개 강좌 380개 강좌 430개 강좌 450개 강좌 470개 강좌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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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세부 추진상황 

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사업내용
▪2016년도 평생교육
  사업자 공모 및
  실행계획 수립

▪제1차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3기 인문대학, 13기
  군민대학·어학당 등)

▪제2차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4기 인문대학, 14기
  군민대학·어학당 등)

▪제3차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5기 인문대학, 15기
  군민대학·어학당 등)

이행여부 완료 완료 완료 완료

▣ 2017년 세부추진 실적 및 계획

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사업내용

(사업계획)

▪2017년도 평생교육
  사업자 공모 및
  실행계획 수립

▪제1차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6기 인문대학, 16기
  군민대학·어학당 등)

▪제2차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7기 인문대학, 17기
  군민대학·어학당 등)

▪제3차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8기 인문대학, 18기
  군민대학·어학당 등)

이행여부 추진완료 추진중 추진예정 추진예정

▣ 기대효과

❍ 평생학습을 통한 군민들의 건전한 여가문화 형성 및 역량 강화

❍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군민 평생학습 공동체 형성 및 지역발전 도모

▣ 이행도 

완료
완료 후

계속추진
정상추진 일부추진 보류

◯

추진부서 도서관과 평생교육기획팀
담 당 자 김 수 미 전화번호 051)709 - 3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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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1 유치원 급․간식비 지원 확대

사업주체 사업구분 예산구분 이행률

자체 임기내 신규 예산
전체사업대비 100%

민선6기 목표대비 100%

▣ 사업목표 

❍ 관내 유치원 유아들에게 안전한 먹을거리를 제공하여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함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4 ~ 2018년

❍ 사업내용 : 유치원 급․간식비 지원

▷ ‘14년 30개원(공립 15, 사립 15), ‘15년 33개원(공립 16, 사립 17),

‘16년 35개원(공립 17, 사립 18), ‘17년 35개원(공립 17, 사립 18),

‘18년 35개원(공립 17, 사립 18)

❍ 소요예산 : 1,543백만원(교육경비 보조금)

▣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백만원)

구 분 계 기투자 2014 2015 2016 2017 2018 2018이후

재원별

계 1,543 . 143 300 300 400 400 .
국비
시비
군비 1,543 . 143 300 300 400 400 .
자부담

▣ 연도별 추진계획

연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8이후

사업내용

유치원 급․

간식비 지원

30개원 143

백만원

유치원 급․

간식비 지원

34개원 300

백만원

유치원 급․

간식비 지원

35개원 300

백만원

유치원 급․

간식비 지원

35개원 400

백만원

유치원 급․

간식비 지원

35개원 400

백만원

유치원 급․

간식비 지원

35개원 400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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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세부 추진상황

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사업내용
유아1인당 2만원씩

급·간식비 지원

유아1인당 2만원씩

급·간식비 지원

유아1인당 2만원씩

급·간식비 지원

유아1인당 2만원씩

급·간식비 지원

이행여부 완료 완료 완료 완료

▣ 2017년 세부추진 실적 및 계획

반기 상반기 하반기

사업내용

(사업계획)
유아 1인당 5만원씩 급간식비 지원 유아 1인당 5만원씩 급간식비 지원

이행여부 추진중 추진 예정

▣ 기대효과

❍ 학교급식 질 향상 및 학부모 교육경비 부담 완화

▣ 이행도 

완료
완료 후

계속추진
정상추진 일부추진 보류

○

추진부서 인재양성과 학교지원팀
담 당 자 박서영 전화번호  051)709 - 2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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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2 어린이집 급․간식비, 냉․난방비 및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지원 확대

사업주체 사업구분 예산구분 이행률

자체 임기내 신규 예산
전체사업대비 100%

민선6기 목표대비 100%

▣ 사업목표

❍ 관내 어린이집에 급․간식비, 냉․난방비 및 보육교사 처우개선비의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품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함.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4 ~ 2018년

❍ 사업내용 : 관내어린이집에급간식비및냉․난방비지원, 보육교사에게처우개선비를지원확대

▷ 어린이집 급간식비 지원확대 : 아동 현원에 맞춰 월별 지원

- 관내 쌀 및 친환경 농산물 지원

- 어린이집 아동현원 1인당 월 지원단가 13,200원(2017년 기준)

▷ 냉․난방비 지원확대 : 어린이집 아동 현원별 차등지급 (800천원 ～ 1,700천원)

- 기존 난방비지원 → 냉․난방비 지원 확대

▷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 월 30,000원 → 월 50,000 인상

❍ 소요예산 : 6,762백만원

▣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백만원)
구 분 계 기투자 2014 2015 2016 2017 2018 2018이후

재원별

계 6,762 - 861 1,155 1,242 1,752 1,752 .
국비
시비
군비 6,762 - 861 1,155 1,242 1,752 1,752 .
자부담

▣ 연도별 추진계획                                    (단위:백만원)

연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8이후

사업내용 861 1,155 1,242 1,752 1,752 1,752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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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세부 추진상황

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사업내용

어린이집 급․간식비,

냉․난방비,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지원

어린이집 급․간식비,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지원

어린이집

급․간식비,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지원

어린이집

급․간식비,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지원

이행여부 완료 완료 완료 완료

▣ 2017년 세부추진 실적 및 계획

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사업내용

(사업계획)

어린이집

급․간식비,

냉․난방비,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지원

어린이집

급․간식비,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지원

어린이집

급․간식비,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지원

어린이집

급․간식비,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지원

이행여부 추진완료 추진중 추진예정 추진예정

▣ 기대효과

❍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도모, 쾌적한 보육환경 조성 및 보육교사의 사기진작 등을

통하여 관내 어린이집 영유아에게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

▣ 이행도 

완료
완료 후

계속추진
정상추진 일부추진 보류

○

추진부서 인재양성과 보육팀
담 당 자 우성훈, 김광훈, 노현영 전화번호 051)709 – 46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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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학교도서관 활성화 사업
사업주체 사업구분 예산구분 이행률

자체 임기내 신규 예산
전체사업대비 10%

민선6기 목표대비 10%

▣ 사업목표 

❍ 학교 도서관 운영 활성화로 면학분위기 조성 및 창의적 인재 양성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7~2018

❍ 사업내용 : 다양한 독서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도서구입 등 학교 도서관 활성화 사업 지원

▷ ‘17년 34개교 , ‘18년 35개교

❍ 소요예산 : 690백만원

▣ 연도별 추진계획

연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8이후

사업내용

관내 34개교

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교육경비

지원

관내 35개교

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교육경비

지원

관내 35개교

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교육경비 지원

▣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백만원)

구 분 계 기투자 2014 2015 2016 2017 2018 2018이후

재원별

계 690 340 350 .
국비
시비
군비 690 340 350 .
자부담

▣ 2017년 세부추진 실적 및 계획

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사업내용

(사업계획)

1회 추경 예산 확보

하여 추진

1회 추경 예산 확보

하여 추진

이행여부 추진중 추진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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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추진계획

❍ 학교도서관 활성화 지원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사전 의원 설명 등 적극적인 노력을

통하여 2017년 1회 추경시 예산확보 하여 사업 실시

▣ 이행도 

완료
완료 후

계속추진
정상추진 일부추진 보류

○

▣ 기대효과
❍ 독서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도서구입 등 학교 도서관 운영 활성화

추진부서 인재양성과 학교지원팀
담 당 자 김 민 옥 전화번호 051)709 - 2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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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원전안전 관련 전담부서 신설

사업주체 사업구분 예산구분 이행률

자체 임기내 신규 비예산
전체사업 대비 100%

민선6기목표 대비 100%

▣ 사업목표

❍ 원전안전 전담부서 신설로 종합적인 원전 안전대책 수립, 원전재난상황 발생시

체계적 대응 등으로 원전으로부터 안전한 도시 구현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4 ~ 2015년

❍ 사업내용 : 원전안전 전담부서 신설

❍ 소요예산 : 해당없음

▣ 연도별 추진계획

연도 2014 2015

사업내용 ․기본방침수립, 관련자료수집
․조직 분석․ 진단

․기구개편 및 정원조정 계획 수립
․자치법규 개정
․전담부서 설치 완료(2015.8월)

▣ 현황 및 추진실적

❍ 원전전담부서 신설 기반 확충 : 원전방재계 신설, 공업(원자력)직 정원 확충

❍ 부산시․원전소재 지자체․일본 등의 원전관련부서 자료 수집 등

❍ ’14. 9~10월: 조직 분석·진단 실시

❍ ’15. 1~4월 : 우리군 조직개편 방향 지속적인 연구․검토

기구개편 및 정원조정 계획(안) 수립

❍ ’15. 5~6월 : 자치법규 개정 추진(입법예고, 조례규칙 심의, 의회상정 등)

❍ ’15. 8월 : 전담부서(원전안전과) 설치 완료

▣ 기대효과

❍ 원전안전 업무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조직역량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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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행도 

완료
완료 후

계속추진
정상추진 일부추진 보류

○

추진부서 기획청렴실 조직법무팀
담 당 자 손미희 전화번호  051)709 - 4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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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비상경보 자동통보 시스템 구축

사업주체 사업구분 예산구분 이행률

자체 임기내 신규 예산
전체사업 대비 100%

민선6기목표 대비 100%

▣ 사업목표 

❍ 원전사고 발생 시 신속대응 및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자동통보시스템 구축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4 ~ 2015년

❍ 사업내용 : 재해상황통보방송시스템 확장을 통한 안전체제 확립

▷ 기존 구축된 재해상황통보방송시스템을 보강하여 미구축 지역 신규설치 및 노후단말기 교체

❍ 소요예산 : 376백만원

▣ 연도별 추진계획

연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8이후

사업내용

비상경보자동통보시스템

단말기보강작업

(기존방송장비를연계한

마을방송시스템에

재난예경보수신단말기

설치및노후단말기교체)

방송장비부재

인구밀집지역 (아파트단지)

및다중이용시설,

산업단지등사각지대

중심으로앰프및

태양열판을포함한폴대형

재난예·경보시스템설치

▣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백만원)

구 분 계 기투자 2014 2015 2016 2017 2018 2018이후

재원별

계 376 176 200
국비
시비
군비 376 176 200
자부담

▣ 현황 및 추진실적

❍ 비상경보 자동통보시스템 신규 지역 설치 : 2014. 11. 완료

❍ 기존 109개소 기설치 재해상황통보방송시스템 중 일부 보강작업 진행

❍ ‘15. 9. 15 독립형 재난 예·경보시스템(앰프, 배터리 등 포함) 10기 설치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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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대효과

❍ 원전 비상사태시 신속한 상황전파 및 대응체계 구축으로 피해 예방 및 경감

▣ 이행도 

완료
완료 후

계속추진
정상추진 일부추진 보류

◯

추진부서 원전안전과 원전방재팀
담 당 자 임진택 전화번호  051)709 - 5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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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역주민의 안전을 위한 지자체 원전관리 참여 제도적 보장
사업주체 사업구분 예산구분 중앙지원필요사업 이행률

국가 임기내 지속 비예산 제도
전체사업대비 60%

민선6기 목표대비 60%

▣ 사업목표

❍ 원자력안전위원회 지자체 참여를 통한 지역주민 안전 제고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4 ~ 2018년

❍ 사업내용 :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전소재 지자체장이 추천하는 사람이 당연직 위원

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

▷ 원자력 안전위원회의 위원이 되기 위해서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의거 위원장의 제청, 국회의 추천 등이 필요

▷ 원전소재 지방자체단체 행정협의회 차원 지속적 당연직 위원 참여 건의
❍ 소요예산 : 비예산

▣ 연도별 추진계획

연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8이후

사업내용

원전소재
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
안건 건의

원전소재
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
법률촉구
재건의 및

회의결과 발송

원전소재
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
실무회의

안건 상정 및
법률촉구

재건의 발송

법률
개정시까지
지속 촉구

건의

법률
개정시까지
지속 촉구

건의

법률
개정시까지
지속 촉구

건의

▣ 2016년 세부 추진상황 

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사업내용 -
원전소재 지방자치단체

행정실무협의회
법률개정 촉구 재건의

원전소재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법률촉구

재건의 발송→ 
법률안

발의(2016.8.24.)

원전안전위원회를
통한 지속적인
지역의견 반영(법률안 계류중)

이행여부 - 완료 완료 추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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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세부추진 실적 및 계획

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사업내용

(사업계획)

원전소재지방자치단체
행정실무협의회

법률개정촉구재건의

원전소재지방자치단체
행정실무협의회

법률개정촉구재건의

원전소재지방자치단체
행정실무협의회

법률개정촉구재건의

원전소재지방자치단체
행정실무협의회

법률개정촉구재건의

이행여부 추진예정 추진예정 추진예정 추진예정

▣ 기대효과

❍ 원전사고로부터 지역주민의 안전 제고 및 원전정책 수립시 지역 의견 반영 충족

▣ 이행도 

완료
완료 후

계속추진
정상추진 일부추진 보류

○

추진부서 원전안전과 원전정책팀
담 당 자 김태은 전화번호 051)709 - 4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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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1  정관노인복지관 건립

사업주체 사업구분 예산구분 이행률

자체 임기내 신규, 예산
전체사업 대비 35%

민선6기목표 대비 35%

▣ 사업목표 

❍ 정관지역 노인복지관 신축을 통해 노인복지증진 도모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5~2017년
❍ 사업내용 : 지하1층~지상3층, 연면적 2,909㎡, 부지면적 4,000㎡
❍ 소요예산 : 6,100백만원

▣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백만원)

구 분 계 기투자 2014 2015 2016 2017 2018 2018이후

재원별

계 6,100 1,500 4,200 400
국비
시비 2,000 250 1,750
군비 3,400 1,250 1,750 400
자부담 700 700

▣ 연도별 추진계획

연도 2014 2015 2016 2017 2018

사업내용

○ 9월 투융자심사

○ 12월 사업예산

확보

○ 7월~12월 설계

용역, 건축허가,

도시디자인심의 등

○ 5월 착공○ 9월 준공
○‛18.1.1.

노인복지관 운영

▣ 2016년 세부 추진상황 

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사업내용

○ 1월 건축허가

승인

○ 2월 설계완료

○ 4월 공사업체

선정 (영이건설)

○ 5월 건축공사

착수

○ 7월 전기, 정보

통신, 소방공사 업

체, 감리용역 선정

○ 기초공사

○ 지하1층 철근콘크

리트공사

이행여부 완료 완료 완료 추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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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세부추진 실적 및 계획

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사업내용

(사업계획)

○ 조적공사, 미장

공사 등

○ 창호공사 등

○ 5월 관련조례개정

및위탁기관선정

○ 9월 건축물 준공

○ 가구 등 집기류

구입 및 배치

○ 2018.1.1. 노인복지

관운영개관준비

이행여부 추진중 추진예정 추진예정 추진예정

▣ 기대효과

❍ 지역 노인복지의 구심체 역할을 할 수 있는 노인복지관 건립으로 지역 어르신들

에게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지원

▣ 이행도 

완료
완료 후

계속추진
정상추진 일부추진 보류

○

추진부서 행복나눔과 노인복지팀
담 당 자 김윤미 전화번호 051)709 - 4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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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2  장안노인회관 건립

사업주체 사업구분 예산구분 이행률

자체 임기내 신규 예산
전체사업대비 95%

민선6기 목표대비 95%

▣ 사업목표 

❍ 장안지역 노인복지관 신축을 통해 노인복지증진 도모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4~2017년
❍ 사업내용 : 부지면적 807㎡, 연면적 595㎡, 지상3층 1개동

❍ 소요예산 : 2,443백만원

▣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백만원)

구 분 계 기투자 2014 2015 2016 2017 2018 2018이후

재원별

계 2,443 500 50 1,743 150
국비
시비
군비 2,443 500 50 1,743 150
자부담

▣ 연도별 추진계획

연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8이후

사업내용
○ 7월 부지

매입

○ 6월 설계

용역

○ 4월 공사

착공

○ 2월 준공

예정

▣ 2016년 세부 추진상황 

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사업내용 ○공사착공(4월) ○ 공사진행 ○ 공사진행

이행여부 완료 완료 추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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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세부추진 실적 및 계획

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사업내용

(사업계획)
○준공(2월)

○ 6월 장안노인회관

   운영 개관준비

이행여부 추진중 추진예정

▣ 기대효과

❍ 지역 노인복지의 거점으로써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노인회관 건립으로 지역 어르신에게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지원

▣ 이행도 

완료
완료 후

계속추진
정상추진 일부추진 보류

○

추진부서 행복나눔과 노인복지팀
담 당 자 조복현 전화번호 051)709 - 4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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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3  기장 교육․문화․복지 복합센터 건립

사업주체 사업구분 예산구분 이행률

자체 임기내 지속 예산
전체사업대비 60%

민선6기 목표대비 60%

▣ 사업목표 

❍ 기장군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여가선용을 위한 교육ㆍ문화ㆍ복지 인프라 구축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4 ~ 2018년

❍ 사업내용

▷ 사업규모 : 지하1층 지상7층, 연면적 10,400㎡, 부지면적 5,714㎡

▷ 주요시설 현황 : 도서관, 군민대학 및 사회복지시설

❍ 소요예산 : 20,400백만원

▣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백만원)

구 분 계 기투자 2014 2015 2016 2017 2018 2018이후

재원별

계 20,400 92 19 6,500 13,789
국비
시비
군비 20,400 92 19 6,500 13,789
자부담

▣ 연도별 추진계획

연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8이후

사업내용
기본계획

수립

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

도시계획

시설지정
토지매입 착공 준공

▣ 2016년 세부 추진상황 

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사업내용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 추진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 추진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용역 추진
도시관리계획 결정

이행여부 완료 완료 완료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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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세부추진 실적 및 계획

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사업내용

(사업계획)
토지매입 추진

사회복지부서 협의

및 예산반영 추진
실시설계 용역 추진 실시설계 용역 추진

이행여부 추진완료 추진중 추진예정 추진예정

▣ 기대효과

❍ 타 지역과의 교육․문화․복지 격차 해소를 통해 기장군민 삶의 질 향상 도모

❍ 다양한 기장군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다목적 센터 도입으로 생애주기별 서비스 제공

▣ 이행도 

완료
완료 후

계속추진
정상추진 일부추진 보류

○

추진부서 복지정책과  복지기획팀
담 당 자 윤 지 현 전화번호  051)709 - 43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