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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뜰마을사업대상지
(서대신4동 7통)

시약샘터마을새뜰마을사업계획

단위 사업 세부 사업

안전 확보 사업(3개)
앍마을안길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실시
앍수직보행로 보행환경 개선 앍재해예방시설 정비

생활똴위생 인프라 구축 사업(3개)
앍주민공동이용시설 조성 앍공동텃밭 조성
앍도시가스 공급

휴먼케어 사업(1개) 앍주민협의체 등 교육똴복지똴소통 프로그램 운영

주택정비 지원 사업(3개)
앍노후주택 집수리 지원 앍슬레이트 지붕 정비 지원
앍공똴폐가 철거 후 마을정원 조성

주민역량 강화 사업(2개) 앍주민협의체 구성 및 운영 앍새뜰마을 사업 지원

서대신4동 시약샘터마을(7통 일원)

이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주관의 뜬2021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사업(일명 새뜰마을 사업)뜯 대

상지로 선정됐다.

새뜰마을 사업 대상지 선정은 2015

년 남부민2동 502뚤2번지 일원(사업비

57억여 원), 2020년 암남동 26통 일

원(사업비 45억여 원)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로, 특히 올해에는 전국 11개

시똴도, 96개소 가운데 부산에서 유일

하게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사업 대상지인 시약샘터마을(2만2

천500㎡)은 시약산 자락의 노후주택

밀집지역으로 30년 이상 노후건물

약 100%, 도시가스 보급 가구 0%,

4m 미만 좁은 도로 접합건물 86%

등 주거환경과 기반시설이 매우 열

악한 실정이다. 게다가 재개발 사업

등으로 인근에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들어서면서 주민들의 상대적인 박탈

감은 더욱 큰 상태다.

이에 따라 서구는 올해부터 4년간

총사업비 45억여 원을 투입해 △안

전 확보 사업 △생활똴위생 인프라

구축 사업 △휴먼케어 사업 △주택

정비 지원 사업 △주민역량강화 사

업 등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

한 5개 단위사업, 12개 세부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서구는 사업 대상지가 고지대 급

경사지임을 감안해 주민 안전 확보

사업으로 재해예방시설 조성, 골목길

정비, 방재공원 조성, 안전펜스똴경관

조명 설치 및 소화시설 조성 등을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

생활똴위생인프라구축사업으로도

시가스 보급 가구 0%를 해소하고, 노

후화된 주민 공용화장실 정비를 통해

생활편의를 제공하며, 공동텃밭 및 마

을 내 커뮤니티공간을 신규 조성해 마

을공동체를활성화하기로했다.

휴먼케어 사업으로는 신규 조성되

는 커뮤니티공간에 주민 문화향상

및 환경미화 프로그램 운영, 맞춤형

건강관리 복지 및 소통 프로그램 운

영 등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사

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주택정비 지원 사업으로는 저소득

가정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 석면 슬

레이트지붕 철거 및 개량, 붕괴위험

공똴폐가 철거 등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생활여건 개선 사업을

실시한다.

주민역량강화 사업으로는 이 사업

의 실질적인 운영을 위한 주민협의

체를 구성해 사업에 대한 이해를 높

이는 한편 마을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커뮤니티공간 운영 역량강화를 통해

지속적으로 마을 자생력을 키워나갈

방침이다.

(문의 창조도시과 240뚤4235)

1997년 1월 23일 창간

2021년 3월 25일 목요일

제273호발행 부산광역시 서구

시약샘터마을 45억 투입 주거환경 개선
뜬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뜯공모에부산유일선정…남부민똴암남동이어 3번째

<서대신4동 7통 일원>

서구가 지역발전을 선도할 미래

먹거리 산업인 핵심 관광산업으로

야심차게 추진 중인 뜬천마산 복합전

망대 및 관광모노레일 조성 사업뜯이

급물살을 타게 됐다. 최근 사업 추진

에서 가장 중요한 예산 확보를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관문인 부산시 지

방재정 투자심사를 당당히 통과함으

로써 오는 9월 착공의 첫 삽을 뜰

수 있게 된 것이다.

이 사업이 투자심사를 통과함으로

써 서구는 총 사업비 190억 원의 절

반인 95억 원을 부산시로부터 2년에

걸쳐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나머지

95억 원은 자체 재원으로 조달하는

데 지난해 특별조정교부금 20억 원

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65억 원을 확

보한 상태다.

이번 투자심사 통과는 부산시가

이 사업을 시 지원 사업으로 공식화

해 사업비를 관련 예산에 반영해 시

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며, 또

한 사업 착공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

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서구는 그동안 투자심사와 경관심

의 통과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

울여왔다. 2019년과 2020년 두 차례

의 투자심사를 거치면서 심사위원들

의 까다로운 조건사항을 모두 이행

했다. 그동안 용역조사를 통해 사업

타당성을 입증했을 뿐만 아니라 투

자심사에 앞서 중기지방재정계획 반

영, 환경영향평가를 비롯해 조건이행

사항을 모두 완료해 사업에 대한 신

뢰도를 높여나갔다.

또 최근 경관심의도 통과했는데

복합전망대와 관광모노레일, 조각공

원의 각종 시설물 공사 시 주변 자

연환경 및 경관을 고려해 조화로운

디자인으로 설계하기로 했다.

한편 이 사업은 감천문화마을똴비

석문화마을 등 독특한 관광자원과

부산항이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천혜

의 자연경관을 활용해 천마산 일원

에 복합전망대와 이곳으로 가는 부

산 최초의 관광모노레일을 설치해

국제관광도시 부산의 새로운 랜드마

크를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오는

2022년 말 완공 예정이다.

(문의 시설사업단 240뚤3543)

뜬천마산 관광모노레일뜯 추진 급물살
市지방재정투자심사통과, 사업비절반지원… 9월 착공



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예정지

땅 투기의혹과 관련, 공직자 청렴이

도마에 오른 가운데 서구가 뜬공정뜯

과 뜬투명뜯을 핵심 가치로 반부패똴청

렴행정 추진에 선제적으로 나서 주

목받고 있다.

서구는 지난 3월 8일 5급 이상 간

부공무원 2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청렴실천 결의대회를 가졌다. 참석자

들은 이날 청렴결의문 채택에 이어

△금품수수 NO △인사청탁 NO △

향응제공 NO △이권개입 NO △인똴

허가청탁 NO 등 5가지 슬로건을 제

창하며 실천 의지를 다졌다. 이 행사

는 상반기 중으로 전 직원으로 확

대똴실시될 계획이다.

서구는 이같은 청렴 결의가 구호

에 그치지 않도록 올해 △반부패 청

렴 인프라 구축똴운영 △청렴 조직문

화 확산 및 청렴교육 강화 △부패

요인 사전예방 신고체계 활성화 △

비위행위 엄정 처벌 등 다양한 시책

을 적극 추진한다.

이에 따라 각종 사업이나 공사의 입

찰시스템을 개선해 입찰 참가자에게

부패행위 신고제도 운영을 공개하도

록 의무화했으며, 500만 원 이상 공사

계약에 대해 금품똴향응똴편의 제공자

및 요구자 모두 처벌 대상임을 알리는

뜬부패신고 안내문자뜯를 발송하고, 공

사 관리 및 감독, 인똴허가 등과 관련

한 담당공무원의 업무처리에 대한 만

족도를 전화 조사하는 뜬청렴 해피콜뜯

을 운영한다. 또 서구 홈페이지를 통

해 뜬공직 비리 익명신고제뜯를 운영하

고 적발 시 뜬원스트라이크 아웃제뜯를

엄격히적용할방침이다.

(문의 기획감사실 240뚤4054)

뜨금품똴향응 수수 NO, 인똴허가 청탁 NO뜩
서구 간부공무원 청렴실천 결의대회…반부패똴청렴행정 선제 대응

서구가 부산시의 뜬2021년 탐방로

안내체계 구축 분야별 공모 사업뜯에

서 3개 전 분야를 휩쓸어 사업비 25

억5천만 원을 확보했다.

이로써 서구는 16개 구똴군 가운데

유일하게 5년 연속 선정이라는 기록

을 세웠으며, 확보한 사업비도 총 9

건, 64억2천500만 원에 달한다. 특히

올해의 경우 3개 분야, 총 11개 사업

가운데 3개를 차지했는데 이 역시

16개 구똴군 가운데 처음이다.

이 사업은 부산시가 옛길을 복원하

고 테마형 보행길을 조성해 이를 관

광브랜드화하기 위해 매년 실시하는

것으로 서구는 올해 △테마거리 조성

분야 뜬1023 피란수도 세계유산 탐방

길 조성뜯 △도심보행길 분야 뜬스마트

그린로드 조성뜯 △마실길 분야 뜬숲쎈

로드 조성뜯이 선정됐다.

선정 사업 가운데 뜬1023 피란수도

세계유산 탐방길 조성 사업(사업비 9

억 원)뜯은 한국전쟁기 임시수도 정부

청사와 대통령관저 등이 위치했던 부

민동 임시수도기념거리 일원에 대해

역사똴문화 특성을 반영해 피란수도

테마의 도시 이미지를 구축하고 이를

관광도시 브랜드화해 지역을 활성화

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피란

수도 주요 거점시설의 동선 연결을

위한 탐방로 보행환경 개선(전선 지

중화, 보행친화거리 조성, 블랙라인

조성 등) △통일된 피란수도 이미지

구축을 위한 경관시설물 설치 및 정

비(1023 조형물 및 자유아동극장 이야

기 조형벽화 설치 등) △피란수도 테

마 관광지화를 위한 이야기 계단 조

성(한형석 놀이동산, 1023 이야기계단

등)을 추진한다.

뜬스마트 그린로드 조성 사업(사업

비 9억 원)뜯은 교통량이 많아 교통

체증은 물론이고 대기오염과 보행사

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남부민2

동똴암남동 일원의 보행로를 안전하

고 걷고 싶은 뜬사람중심의 친환경

생활길뜯로 조성하는 것이다. 스마트

안내사인 체계, 스마트 그린보도(횡

단보도), 친환경 그린로드(쿨링포

그), 주민쉼터 공간 등을 조성하고

보행환경도 대폭 개선할 계획이다.

뜬숲쎈로드 조성 사업(사업비 7억5

천만 원)뜯은 중앙공원 인근인 서대신

동3가 산 2뚤1 일원을 주민 누구나

안심하고 산책할 수 있는 생활 속

걷기 코스로 개발하는 것이다. 사업

대상지는 보행로가 끊기거나 폭이

협소해 보행환경이 매우 열악한데

서구는 이 일대의 노면을 정비하고

목교똴목계단을 설치해 보행로를 연

결하는 한편 쉼터, 편백욕장, 숲속힐

링광장 등을 조성해 현재 추진 중인

뜬동대신 숲또랑길 조성 사업 등과

연계해 부산 대표 도심보행 네트워

크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문의 총무과 240뚤4122)

서구는 뜬이달의 친절직원뜯에 김현

진(복지정책과)똴김선주(생활지원과)

주무관을 선정했다.

김현진 주무관은 긴급지원의료비

문의와 관련, 타 지역 업무담당자까

지 연락해 원만하게 해결되도록 도

움을 주었으며, 김선주 주무관은 조

건부 수급자 탈락으로 당장 입원이

어려워진 주민을 위해 함께 걱정하

고 애를 써 치료는 물론 정서적 안

정을 찾도록 하는 등 감동행정을 실

천했다. (문의 민원봉사과 240뚤4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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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으로 왼쪽 QR코드를 스

캔하면 서구청 홈페이지로 이동해

민원안내, 생활정보, 문화관광 등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서구 모바일홈페이지 QR코드

앞서가는 구정2 2021년 3월 25일 목요일

서구, 뜬탐방로 안내체계 구축뜯 공모 휩쓸었다
부산구똴군최초 5년 연속똴올해전분야석권기염…확보사업비 64억

사진은 5급 이상 간부공무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청렴실천 결의대회 모습.

공모 연도 공모 분야 공모 사업명 사업 대상지 확보 사업비

2017년 테마거리 1023 피란수도 흔적길 조성 부민동, 아미동 일원 5억 원

2018년 테마거리 천마산 산복마을 흔적길 조성부민동, 아미동, 초장동 일원 5억 원

2019년
도심보행길 근대역사 흔적길 조성 충무동, 아미동 일원 10억 원

마실길 닥밭골 동네 한바퀴 조성 동대신2동 일원 5억 원

2020년
테마거리 참사랑 나눔로드 조성 남부민2동, 암남동 일원 6억2,500만 원

마실길 동대신 숲또랑길 조성 동대신동3가 63뚤253번지 일원7억5,000만 원

2021년

테마거리
1023 피란수도 세계유산

탐방길 조성
부민동

임시수도기념거리 일원
9억 원

도심보행길 스마트 그린로드 조성 남부민2동똴암남동 일원 9억 원

마실길 숲쎈로드 조성 서대신동3가 산 2뚤1 일원 7억5,000만 원

앎탐방로 안내체계 구축 공모 사업 선정 결과



서구는 올해 관내 초똴중똴고등학

교 학생들의 건강증진과 정서함양,

학력 신장, 교육여건 개선 등을 위

해 총 8억1천400여만 원의 교육경

비보조금을 지원한다.

교육경비보조금은 서구가 매년

서부교육지원청을 통해 지원하는

순수 구비 예산으로 올해 지원액은

사상 최대 규모다. 교육경비보조금

은 지난 2018년 1억7천452여만 원

이었는데 2019년 학교 무상급식비

와 청소년 교육 멘토링 지원을 위

해 무려 5억여 원을 증액한 6억9천

700여만 원을 지원했으며, 지난해

7억5천500여만 원에 이어 올해 8억

1천400여만 원을 지원하는 등 해마

다 늘려나가고 있다.

올해 교육경비보조금은 △초똴중똴

고등학교 학생 학교 무상급식비 지

원(6억800여만 원) △초똴중학교 18

개교 학생 친환경 쌀 급식비 지원

(7천여만 원) △사립 유치원 난방비

지원(6개소, 240만 원) △초등학교

3∼5학년 학생 생존수영교실 운영

(1천500여만 원) △초똴중똴고 학생

학력증진 프로그램 지원 및 교육환

경 개선(1억 원) △청소년 교육멘

토링 사업 추진(동아대 1천800만

원)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한편 서구는 서부교육지원청에 지

원하는 교육경비보조금과는 별도로

올해 시똴구비 등 총 4억3천200여만

원의 교육예산을 책정해 서구진로교

육지원센터 구축 및 운영, 방과후 창

의교육 활성화 지원, 가정과 사회가

함께하는 토요학교 운영, 청소년 예

술멘토링 사업, 자유학기제 진로체

험 프로그램 운영, 고등학교 무상교

육비 지원 등 다양한 교육사업을 펼

치고있다. (문의 총무과 240뚤4041)

올해 지원한 교육경비보조금 8억…뜬사상 최대뜯
서부교육지원청 통해 무상급식똴학력 신장똴교육환경 개선 등 적극 지원

서구는 코로나19 감염취약계층인

어르신과 어린이들에게 지난 3월 17

일부터 22일까지 KF94마스크 29만

매를 긴급 지원했다

최근 서구 관내에 위치한 감천항 항

운노조똴삼육부산병원똴부산공동어시

장 등에서 집단감염 사례가 잇따라 발

생한데다 개학기를 맞아 코로나19에

취약한 노약자들의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발빠르게대응한것이다.

마스크 배부 대상은 3월 10일 현

재 서구에 주민등록을 둔 만 65세

이상 노인 2만2천893명과 만 11세

이하 어린이 6천410명 등 2만9천303

명이며, 1인당 KF94마스크 10매씩

총 29만3천30매를 지원했다.

마스크는 통장이 세대별로 방문똴

전달했으며, 배부기간에 지원 대상자

가 부재중인 경우 3월 말까지 주민

센터에서 직접 수령할 수 있도록 세

대방문 시 안내문을 부착했다.

이번 마스크 지원으로 코로나19

사태 이후 서구가 감염취약계층(어르

신똴어린이똴임신부똴장애인 등)과 전

주민들에게 배부한 방역물품은 KF

94마스크 48만6천983매, 손소독제 3

만1천89개에 이른다.

한편 서구는 이와는 별도로 마스

크 구매에 어려움이 있는 저소득 취

약계층을 위해 올해에만 총 1만449

명에게 52만2천450매(1인당 50매)의

KF94마스크를 지급하는 등 코로나19

의 지역사회 확산 방지에 만전을 기

하고 있다.

서구청장은 뜨백신 예방접종이 본격

적으로 시작됐지만 구민 여러분께서

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는 생

각으로 조금 더 인내심을 발휘해 사회

적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실 것을

거듭당부드린다.뜩라고강조했다.

(문의 구민안전과 240뚤4644)

안전한 구정제273호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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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취약계층 마스크 29만 매 긴급 지원
관내 집단감염 관련, 어르신똴어린이 각 10매씩…안전 최우선으로 발 빠른 대응

사진은 부민동 통장이 어르신 가정을 방문해 마스크를 전달하고 있는 모습.



△부산광역시 서구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안(유성미 의원)

서구에 거주하는 장애인 가족들

의 삶의 질 향상 및 안정적인 가

정생활 영위를 위해 필요한 사항

규정함.

△부산광역시 서구 자원순환 기

본 조례안(이정향 의원)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통한 폐

기물 발생 억제 및 발생 폐기물의

처분을 통한 지속가능한 자원순환

사회 건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부산광역시 서구 환경 기본 조

례 일부개정조례안(배은주 의원)

환경보전에 관한 일부사항을 정

비하고 녹색도시서구21추진협의회

의 운영 효율성을 높여 일관된 시

책으로 서구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삶에 이바지하고자 함.

△부산광역시 서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황정재 의원)

서구 의용소방대를 지원해 대원

들의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구

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데 필

요한 사항을 규정함.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공무 수

행 중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해 관

련 공무원에게 엄중하게 책임을 묻

다 보니 안전 관련 업무를 맡으면

휴직을 하는 등 업무 기피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우리 구 또한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똴사고에 따라 조사를

받거나 소송이 진행 중인데 개개인이 대응하는 것

은 굉장히 힘든 일이다. 구청에서는 직원들을 위

해 가능한 범위 내에서 모든 방안을 강구해 정상

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이 모든 과정을 직원 스스로 감내하라고 한다면

소극적으로 업무에 임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곧 주

민들의 피해로 돌아오므로 서구의 엄청난 손실이다.

서구청이 직원의 버팀목이 된다면 업무에 최선을 다

할 것이다. 직원 개인의 아픔을 함께한다면 뜬딱! 살

기 좋은 도시서구뜯를만들수있을것이다.

공무수행중사건똴사고지원해야

허승만 의원

서구의회(의장 이석희)는 지난 3월 15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3월 9일부터 7일간 실시한 제256

회 임시회를 모두 마무리했다.

서구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과 동의안을 심사했으며, △아미동 마을공

동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 △부산광역시 서구 장

애인 가족 지원 조례안 △부산광역시 서구 자원순

환 기본 조례안 △부산광역시 서구 환경 기본 조

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서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을 원안가결 처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 의원들은 집행기관을 대상으로

관심사항에 대한 질문을 가졌으며, 5분 자유발언

을 통해 자신의 견해를 밝히는 등 활발한 의정활

동을 펼쳤다.

뿐만 아니라 지난 3월 12일에는 전 의원들이 참

여한 가운데 뜬현장 소통의 날뜯을 운영했다. 이날

의원들은 3개 팀으로 나누어 주요 사업장 8개소를

직접 돌아보고 담당부서 관계자들로부터 사업 추

진 상황과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발 빠르게 현

안을 점검했다.

조례안 및 동의안 6건 심의똴의결

사진은 이정향 의원이 구정 질문을 하고 있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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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 질문똴답변 요지

－이정향 의원：앞으로 2∼3년 후 송도해수욕

장 일대 교통정체가 예상되는데, 우리 구에서 도

로 확보 등을 위해 취한 조치는?

▲김진대 안전도시국장：가각 정비, 원형교차

로 설치 등을 진행했고, 현재 송도선과 관련, 부

산시와 협의 중이다. 장기적으로는 도로 확장,

특별집중단속 등을 통해 해결방안을 찾겠다.

－이 의원：해수욕장 인근 정체 해결 방안은?

▲안전도시국장：단차 발생 및 철거 문제로 인

해도로확장이 어렵다. 현재 추진 중인 송도성당－

충무대로 간 도로가 확장되면 우회도로로 활용이

가능하다. 모아모텔－부산은행 간 우회도로 개설

건은 구거용지폭협소및철거문제로인해효과가

미미할 것이므로 인근 도로를 활용하고 향후 지구

단위계획변경시계획을검토하겠다.

－이 의원：해수욕장 일대 공동주택 신축 관

련, 서부교육지원청과의 협의 내용은?

▲안전도시국장：공동주택 신축에 따라 증가하

는 학생은 기존 학교에서 수용이 가능하다. 향후

추가적인 주택건설로 인해 증가하는 학생수는

사업승인신청 시 협의해 결정하겠다.

송도해수욕장교통정체대책은?

이정향 의원

－허승만 의원：서구청에서 중구청의 하천점용

허가에 대해 뜬해당사항 없다뜯는 내용의 공문을 보

낸 적이 있는가?

▲이범철 부구청장：중구청의 일방적인 주장이

며, 당시 공문에는 서구 면적을 포함하지 않았으

므로 검토할 의견이 없다고 회신했다. 현재 소송

이 진행 중이며 그 과정에서 관련 내용이 밝혀

질 것으로 판단한다.

－허 의원：자갈치수산명소화 사업으로 자갈치

아지매시장이 준공됐는데 노점상이 입점하도록

개방하라고 공문을 보내야 하는 게 아닌가?

▲부구청장：현재 내진보강공사만 완료됐으며,

시설개선공사가 올해 10∼11월쯤 완료되면 노점

상이 입점할 수 있다. 이때 철거시기를 재논의하

기로 중구청과 협의했다.

－허 의원：중구청 변상금 부과는 어떻게 진

행되고 있는가?

▲부구청장：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았으

며, 중구청에서 부산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상태이다. 판결이 나면 그 결과에 따라 변상금이

납부될 것으로 생각한다.

중구청변상금부과진행상황은?

허승만의원

제256회 서구의회임시회폐회

뜬현장소통의날뜯운영…주요사업장 8개소점검

의원발의 조례안 주요 내용

유성미 의원

이정향 의원

배은주 의원

황정재 의원

꽃마을 탑거리 소방도로 확장공사 현장 방문 혈청소 치유의 숲길 조성 사업 현장 방문 송도노외공영주차장 현장 방문



코로나19 백신 2분기 예방접종이

서구에서도 오는 4월부터 본격적으

로 시작된다.

2분기 접종 대상자는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의 65세 이상 입원똴입소

자 및 종사자((3월 넷째주부터 시작)

△코로나19 취약시설 입소자 및 종

사자 △65세 이상 어르신 △학교 및

돌봄공간 △64세 이하 만성질환자

△보건의료인과 사회필수인력 등이

다. 이에 해당하는 서구 관내 접종

대상자는 3만여 명이다.

2분기 접종은 대상자에 따라 예방

접종센터, 위탁의료기관, 보건소 등

으로 나누어 진행되며, 접종 백신은

화이자와 아스트라제네카 2가지가

될 전망이다.

접종 대상자 가운데 65세 이상 어

르신은 2단계로 나누어 진행된다. 75

세 이상 어르신은 4월부터 예방접종

센터에서, 65~74세 어르신은 5월부

터 위탁의료기관에서 실시된다.

서구는 이를 위해 충무동 소재 서

구가족센터에 예방접종센터를 설치했

으며 오는 4월 29일 개소할 예정이다.

위탁의료기관도 현재 27개소 선정해

놓은 상태이다. 또 75세 이상 어르신

을 대상으로 접종 동의여부를 확인하

고 있는데 이틀만에 동의율 43%를 기

록했다. 단, 75세 이상 어르신들은 서

구 예방접종센터가 문을 열기 전까지

는 질병관리청의 방침에 따라 우선

설치지역인 부산진구 예방접종센터

(부산시민공원 시민사랑채)에서 접종

을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접종 대상자는 자신의 접종 시기

가 되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나 카

카오톡, 네이버 앱, 토스 등으로 접

종 예약안내를 받게 되며, 접종 전

홈페이지(ncv.kdca.go.kr)나, 콜센

터(☎1339), 방문으로 사전예약 접수

를 해야 한다. 서구는 75세 이상 어

르신에 대해서는 온라인 예약이 어

렵고 거동이 불편한 사람이 많은 점

을 고려해 사전등록부터 이동, 접종,

귀가, 접종 후 모니터링까지 지원체

계를 구축해 시행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 2월부터 시작된 1분기 접

종은 순조롭게 추진 중이다. 서구 관

내 접종 대상자는 65세 이하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 입원똴입소자 및 종사자

등 총 8천544명이며, 3월 23일 현재

이 가운데 7천862명이 접종을 받아 평

균접종률 91%를 기록하고있다.

(문의 서구예방접종추진단

240뚤3550∼6)

서구 부산 전국

확진자 109 3,532 99,846
치료 중 6 174 6,579

사망자 3 116 1,707

국내코로나19 감염증 현황

※단위：명 ※ 2021. 3. 24. 0시 기준

2분기 예방접종 4월부터 본격 시작
65세 이상 어르신 및 노인시설 등 서구 관내 3만여 명 접종 대상

서구예방접종센터 4월 29일 개소… 1분기 대상자접종률 91% 순항

특집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5제273호

앍홈페이지(ncv.kdca.go.kr)
앍콜센터(☎1339)

＊2021. 3. 24. 기준

※예방접종시기및방법은백신수급상황에따라변경될수있습니다.

서구 2분기 예방접종이렇게실시합니다

4월 1주

앎노인시설(주거, 주똴야간, 단기보호) 예방접종센터

앎75세 이상 어르신 예방접종센터

앎특수교육종사자및유치원, 초똴중등보건교사 보건소

앎어린이집장애아전문교직원및간호인력 보건소

앎장애인시설(거주, 주간보호) 방문(위탁)4월 2주

앎항공승무원 보건소등

앎65∼74세 어르신 위탁의료기관
5월

앎장애인돌봄종사자 앎노인방문돌봄종사자

앎유치원, 어린이집, 초등학교(1~2학년) 교사등

앎만성신장질환(투석환자) 앎만성중증호흡기질환

앎의료기관및약국종사자(보건의료인)

앎사회필수인력(경찰, 해경, 소방, 군인등)

앎65세 이하요양병원및요양시설

입원똴입소자및종사자(2차 접종) 자체/방문

6월
위탁의료기관

앎65세 이상요양병원및요양시설입원똴입소자및종사자 자체/방문3월 4주

19∼64세 일반인의예방접종은 7월부터 시작될예정입니다.



올해 서구미래아카데미 첫 강연이

오는 4월 15일 오후 4시 서구청 신

관 4층 다목적홀에서 열린다.

서구미래아카데미는 서구가 구민

들에게 평생학습의 즐거움을 안겨주

기 위해 매월 각 분야 전문가와 교

수, 유명인사 등을 초청해 운영하고

있는데 지난해에는 코로나19에 따른

뜬사회적 거리두기뜯로 인해 단 1회

밖에 열리지 못해 아쉬움이 컸다.

올해 첫 강사는 양재진 진병원 대표

원장으로 채널 A 뜬애로부부뜯, MBN

뜬동치미뜯, tvN 뜬어쩌다 어른뜯 등에

출연해 재치있는 입담으로 사람들을

사로잡고 있는 인기강사다. 양 대표

원장은 이날 뜬스트레스, 안고 가도

괜찮지 않을까?뜯를 주제로 강연에

나선다.

서구미래아카데미는 이날 강연을

시작으로 오는 12월(3월 4똴7 부산시

장 보궐선거, 8월 혹서기로 미운영)

까지 8회에 걸쳐 매월 둘째주 목요

일 오후 4시 개최된다. 올해에는 양

재진 대표원장 외에도 인지심리학자

김경일 씨, 방송인 허참 씨 등이 출

연해 해박한 지식과 삶의 지혜로, 인

생에 대한 통찰력과 남다른 인생경

험으로, 때로는 유쾌한 상상력과 재

치있는 입담으로 배우는 기쁨, 진한

감동과 희망, 즐거움을 선사한다.

또 관내 의료기관의 전문 의료인

초청 건강교실, 동아대 석당박물관

생생문화재 사업 연계 강좌, 생활법

률 강좌 등도 진행될 계획이다.

서구는 수강생들이 더욱 재미와

즐거움을 느끼며 지속적으로 참석할

수 있도록 행사 전후 평생학습 체험

부스 운영과 동아리 공연 등을 마련

하기로 했으며, 전 회(총 8회) 참석

자에 대해서는 수료증과 학습꾸러미

등을 증정할 계획이다.

(문의 총무과 240뚤4042)

교육똴문화6 2021년 3월 25일 목요일

서구미래아카데미 4월 15일 재개강
양재진진병원대표원장첫강연… 12월까지월 1회 개최

제169회 서구미래아카데미

앝일시：4월 15일(목) 16：00∼17：30

앝장소：서구청 신관 다목적홀(4층)

앝강사：양재진(진병원 대표원장)

：아주대학교 대학원 의학석사

진병원 대표원장

：채널A 뜬애로부부뜯, MBN 뜬동치미뜯 등 출연

앝신청 기간：4월 5일부터 선착순 앝신청 인원：100명(서구민 우선)

※코로나19 상황 악화 시 강연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신청똴문의 평생학습관(bsseogu.go.kr/edu), 총무과(240뚤4042∼5)

양재진

스트레스, 안고 가도 괜찮지 않을까?

인지심리학자인 저자는 나이가 들수록 뇌도 둔화하고

굳는다는 일반적 인식은 잘못된 통념이라고 말한다. 이

책은 뇌과학의 이론적 지식은 물론 일상에서 뇌 가소성이 어떻게 발

견되고 적용되며 어떤 효과를 보여주는지를 쉽게 설명한다.

변화하는 뇌
(한소원/바다출판사)

공공도서관이 추천하는 3월의 책

은재는 심각한 가정폭력에 시달린다. 하지만 요란한

소리에 서둘러 창문을 닫아버리는 이웃집 어른, 자식이

잘못하면 혼날 수도 있다며 그냥 돌아가는 경찰들…. 이 책은 평범하

지 않은 사연을 가진 주인공의 이야기를 응원하며 유쾌하게 들려준다.

행운이 너에게 다가오는 중
(이꽃님/문학동네)

오공주의 리더 성지나는 친구 여섯 명 중 한 명을 번

갈아 따돌린다. 주인공 은우는 오공주 속에 들어가기

위해 지나의 비위를 맞추며 생활한다. 그러던 중 SNS에서 성지초

뜬고민을 대신 전해드립니다뜯 페이지, 일명 뜬대전방뜯이 생기는데…

고민을 대신 전해드립니다
(김대조/주니어김영사)

2분기 서구 평생학습 프로그램 안내

문의：서구청 평생학습관(☎240뚤4044∼5)

※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프로그램 일정 및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명 운영 일시 모집 대상 신청 기간 비고

타로명리상담사
자격증 과정

4. 26.∼7. 12.
월 10：00∼13：00

성인 15명
교재 및 재료비
50,000원

동화구연 지도사 1급
자격증 과정

4. 26.∼6. 28.
월 14：00∼17：00

성인 15명

4.14.
(수)
∼

각
과정별
선착순
마감
(서구민
우선)

교재비 10,000원
※ 2급 자격증 소지자

[반려인 지침서]
반려동물 토탈케어

4. 27.∼7. 13.
화 10：00∼12：00

성인 15명
재료비
20,000원

우드카빙 DIY
목공예 소품 제작

4. 27.∼6. 1.
화 19：00∼21：00

성인남성
10명

재료비
30,000원

가사전문 가정관리사
자격증 과정

4. 21.∼6. 23.
수 10：00∼12：00

성인 15명
차시 별 준비물
(별도 안내)

SNS 홍보마케팅 활용
실무과정

4. 28.∼7. 14.
수 19：00∼21：00

성인 15명 교재비 15,000원

스테인드글라스
유리공예

5. 13.∼6. 17.
목 15：00∼17：00

성인 15명 재료비 30,000원

금쪽같은 우리 아이
긍정적 훈육 과정

4. 23.∼6. 18.
금 10：00∼12：00

미취학 자녀
둔 부모 14명

나전칠기 자개공예
(거울 &그립톡)

4. 29.(목)
19：00∼21：00

직장인 15명 재료비 12,000원

캔들아트 공예 5. 6.(목) 19：00∼21：00 직장인 15명 재료비 10,000원
라탄공예 무드등 만들기 5. 13.(목) 19：00∼21：00 직장인 15명 재료비 25,000원

만다라 닷팅 페인팅
머그컵 &거울 꾸미기

5. 20.(목)
19：00∼21：00

직장인 15명 재료비 10,000원

양말목 사각방석 만들기 5. 27.(목) 19：00∼21：00 직장인 15명 재료비 5,000원
네온사인 와이어공예 6. 3.(목) 19：00∼21：00 직장인 15명 재료비 15,000원
LED플라워 화분 제작 6. 10.(목) 19：00∼21：00 직장인 15명 재료비 15,000원

[비대면 실시간 온라인]
오후의 힐링 시낭송

4. 23.∼6. 25.
금 14：00∼16：00

성인 30명 교재비 10,000원

[비대면 실시간 온라인]
기혈순환 셀프마사지

4. 27.∼6. 29.
화 10：00∼12：00

성인 50명

[비대면 실시간 온라인]
캐릭터 캐리커처 입문

4. 29.∼7. 1.
목 10：00∼12：00

50명(연령
제한 없음)

개인 준비물
(별도 안내)

서구가 교육부 소속 국립특수교육

원이 주관한 뜬2021년 장애인 평생학

습도시 운영뜯 공모 사업에 선정돼

국비 5천만 원을 확보했다.

이 사업은 교육부가 지역중심의 장

애인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시범운영에 이어 두 번째 시행하는 것

으로 전국 15개 자치단체(팀)가 최종

선정됐으며 서구는 사상구와 연합팀

을꾸려 2년 연속 선정됐다.

서구는 공모 선정으로 받은 국비 5

천만 원에 구비 5천만 원을 보태 총 1

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뜬탄탄하고

촘촘하여 공백 없는 장애인 학( )세

권 조성뜯을 목표로 근로장애인 놀토

주말학교 등 9개 사업을 추진해 장애

인들이 언제 어디서나 소외 없이 행

복한 배움을 누릴 수 있도록 할 방침

이다. (문의 총무과 240뚤4042)

서구,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2년 연속 선정

국비 5천만원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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앎부과 대상：경유사용 자동차

앎부과기준일 및 부과대상똴납부 기간

앎납부 방법

－금융기관(우체국, 농협, 축협, 수협, 새

마을금고 포함) 지로 납부

－인터넷납부：부산시사이버지방세청, 위

택스, 인터넷지로

－전화(ARS) 납부, 스마트폰 납부, 가상

계좌 이체 등

앎문의：환경위생과(240뚤4390)

부과기준일 부과대상 기간 납부 기간

2020. 12. 31.
2020. 7. 1.
∼12. 31.

2021. 3. 16.∼3. 31.
(납기 후 4. 30.까지)

앎대상：서구지역똴직장민방위대원및대장

앎교육 기간

－기본교육：2021. 4. 12.∼7. 11.(3개월)

－보충교육：2021. 8. 16.∼9. 30.

10. 15.∼11. 30.(3개월)

앎교육 시간：1시간

앎교육 방법

PC 및 모바일을 통한 온라인 교육

☞ 국안사이버민방위(www.cybermin.

co.kr) 접속

☞ 서구 홈페이지(www.bsseogu.go.kr)

팝업창 클릭

앎문의：국안사이버민방위(☎1670뚤9019)

구민안전과(240뚤4131∼4), 주민센터

산림청이 주최한 뜬아름다운 숲 전국대회뜯

에서 최고상인 공존상을 받을 정도로

자연경관이 빼어난 구덕산 자락 구

덕문화공원이 야외미술관으로 깜짝 변

신했다.

서구가 국똴시똴구비 4억 원을 투입해 서

구미술인협회(대표 김현철)와 공동추진한

부산시 공공미술프로젝트 뜬우리동네 미술뜯

을 통해 지역작가 작품 8점을 설치하는 사업을 최근 모두 완료한

것이다. 아름다운 자연경관, 그리고 전통문화체험관똴민속생활관똴목

석원예관똴교육역사관 등 각종 역사똴문화 인프라에다 지역작가들의

개성 있는 미술작품으로 예술의 향기를 더해 역사와 문화, 예술이

살아 숨 쉬는 시민휴식공간으로 재창조한 것이다.

설치 작품은 박명수 뜬꽃들의 향연뜯, 이상식 뜬선물상자뜯, 정민옥

뜬희망의 의자뜯, 한장원 뜬HOLY SPACE뜯, 표진수 뜬인체－리듬뜯,

하석원 뜬치유의 방뜯, 문진욱 뜬The White Sofa 2021뜯, 박삼춘

뜬DREAM BOX뜯로 대표작가 8명 등 총 37명이 참여했다.

이들 작품들은 구덕산과 구덕문화공원, 그리고 인근 꽃마을 등의

환경적 특성과 문화적똴역사적 요소를 반영해 제작됐는데, 프로젝트

주제인 뜬도심 속, 명상과 치유의 예술공간뜯에 걸맞게 의자똴소파

등을 오브제로 하는 작품들도 다수 포함됐다.

이 가운데 뜬치유의 방뜯은 유리로 만든 작은 집이다. 숲 한 가운

데 놓인 유리집이 언뜻 생경하게 느껴질 수 있겠으나, 한 발 안으

로 들어서면 눈앞에 소나무숲이 펼쳐지고, 숲의 고요가 어느 새

마음 속으로 들어와 일상의 소소한 근심똴걱정쯤은 모두 내려놓을

수 있을 것같은 평안과 위로를 얻을 수 있다.

뜬The White Sofa 2021뜯은 일종의 관객 참여형 작품이다. 빈

캔버스처럼 놓인 하얀 소파 위에 스스로 앉기도 하고, 누구를(무엇

을) 앉히기도 하면서 또 하나의 창작품을 만들어보는 즐거운 놀이

를 해볼 수 있다.

또 뜬희망의 의자뜯는 인근 어린이집 원생들의 작품을 타일화해

만든 아트벤치로 아이들이 생각하는 희망이 무엇인지 그림 속에서

찾아보는 재미도 있다. (문의 문화예술과 240뚤4062)

표진수 팀 作 뜬인체뚤리듬뜯

이상식 팀 作 뜬선물상자뜯

정민옥 팀 作 뜬희망의 의자뜯

한장원 팀 作 뜬HOLY SPACE뜯

하석원 팀 作 뜬치유의 방뜯

문진욱 팀 作 뜬The White Sofa 2021뜯

박삼춘 팀 作 뜬DREAM BOX뜯

박명수 팀 作 뜬꽃들의 향연뜯

야외미술관 변신, 구덕문화공원 오세요
지역작가작품 8점 설치해명상똴치유의예술공간으로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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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의 물자수송과 일본인의 동

래온천 이용을 위해 개통됐다. 1909

년 부산진과 동래부 간의 경편궤도

운수를 시작으로 1915년 부산역과

동래 온천장까지 노선이 확장됐다.

이듬해에는 부산역 앞∼보수동∼토

성동을 오가는 노선이 개통되면서

50여 년간 중요 교통수단 역할을 담당해왔다. 하지만 한국전쟁 이후 급격

한 인구증가와 버스사업의 발전으로 속도가 느린 전차는 이용객이 점차

감소해 1968년 5월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당시 마지막 전차는 동아

대 부민캠퍼스에 전시돼 있다. 등록문화재 제494호.

임시수도기념관(경남도지사 관사, 대통령 관저)

1925년 경남도청이 진주에서 부

산으로 이전하면서 이듬해 경남도

지사 관사로 건립됐다. 한국전쟁

당시 부산으로 피란 온 이승만 대

통령의 관저(경무대)로 사용돼 수

많은 외교활동과 중요한 국가정책

이 이곳 응접실에서 이루어졌다.

정부가 서울로 환도한 뒤 다시 경남도지사 관사로 사용되다가 1984년

임시수도기념관으로 개관됐으며 현재 대통령 유품 등 당시 유물이 전시

돼 있다. 임시수도기념관 건물은 동양과 서양의 건축양식이 결합된 독특

한 구조형식을 갖고 있다. 사적 제546호.

1935년 1월 15일 부산부립병원

(우리나라 최초로 서양의학이 시작

된 관립 제생의원에서 출발)과 순

치병원이 통합해 아미동 현 부산

대병원 부지에 구 본관 건물을 착

공했으며, 후에 신축 개원해 합병

한 부산의 부립병원 시대를 열었

다. 1949년 8월 15일 부산시립병원으로 명칭이 변경됐으며, 1956년 11월

1일 부산시립병원에서 제공한 6병상으로 시립병원 내에 부산대 의과대

학 부속병원이 개원됐다.

부산대병원(부산부립병원, 부산시립병원)

부산전차

일제 강점기인 1925년 일제가

식민지배의 편리성을 위해 진주

에 있던 경남도청을 옮기면서 건

립했다.

한국전쟁 발발 이후 북한군의

기습 남침으로 이승만 정부는 한

강교를 폭파하고 대전과 대구, 부

산까지 후퇴하면서 1950년 8월 18

일 임시수도 정부청사로 사용했는

데 국무총리실을 비롯해 내무부,

외무부, 국방부, 법무부, 농림부

등 정부 주요 부처가 입주했다.

1953년 8월 15일 정부가 서울로

환도한 뒤 다시 경남도청으로 사

용됐다가 1983년 경남도청이 창원

으로 이전한 뒤 부산지방법원, 부

산지방검찰청으로 바뀌었다. 2009

년부터는 동아대가 국보 2점을 포

함해 2만5천여 점의 문화재를 갖

춘 석당박물관으로 사용하고 있다.

서양의 고전주의 양식과 일본의

목조양식이 결합된 건축양식으로

등록문화재 제41호로 지정돼 있다.

한편 본 건물 옆 옛 부산지방법

원(현 동아대 부민캠퍼스 법학전

문대학원)에는 대법원과 서울고등

법원 등의 사법기관이 자리를 잡

고, 그 옆 무덕전에 국회의사당이

옮겨오면서 서구는 1,023일 동안

행정, 입법, 사법이 한 자리에 있

는 명실상부한 피란수도 중심지로

서의 기능을 담당했다.

동아대 석당박물관(경남도청, 임시수도 정부청사, 부산지방법원똴검찰청)

서구만큼 다양하고 풍부한, 그리고 역동적인

대한민국 근똴현대 역사문화 콘텐츠를 간직하고

있는 곳도 흔치 않다. 일제강점기에는 경남도청

소재지였고, 한국전쟁기에는 1,023일 간 대한민

국 임시수도 부산의 심장부로서 정치똴행정똴경

제똴교육똴문화의중심이었다.

서구는 최근 구청에서 한국전력 중부산지사를

거쳐 부산대병원에 이르는 길을 따라 뜬근대역사

흔적길 조성 사업뜯을 마무리했다. 대한민국 근똴

현대 역사의 흔적이 남아 있는 기존 보행길에 이

야기를담고디자인을입혀서도심보행길을관광

브랜드화하기위한것이다.

역사는 흔적을 남긴다고 한다. 뜬서구 근대역사

흔적길뜯을 따라 흥미진진한 서구의 풍경을

만나보자.

19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해안

모래 언덕이었다. 그러다 1918년

대정(쮡 )공원이 개장하면서 운동

장과 휴양똴위락시설을 겸비한 체

육공원으로 탈바꿈해 야구, 정구,

스모 등 각종 경기대회가 열렸으

며, 대규모 집회와 이벤트 장소로

도 활용됐다. 광복 이후에는 충무

로광장이라고 불렀는데 1947년 부

산포해전 승리를 기념하는 충무공

이순신 영모비를 이곳에 세우면서

부터다. 1952년 말 충무초등학교

(1997년 폐교)가 문을 열고, 충무

동 교차로 일대에 상가가 형성되면서 대정공원은 그 자취를 찾아볼 수

없게 됐다. 이후 2003년 1월 서구청사가 옮겨오면서 서구의 중심지로 자

리하고 있다.

서구청사(대정공원, 충무로광장, 충무초등학교)

똴

1936년 10월 전차 운행, 전등 가

설, 가스 공급을 목적으로 설립된

조선와사전기(주)의 본사 건물로 신

축됐다. 이후 부산 임시수도 시기에

는 상공부 건물로 활용됐으며, 1988

년부터 중부산지사 사옥으로 사용

되고 있다. 지하 1층, 지상 4층의 르

네상스 양식 건물로 해수에 장기간 침전시킨 천마산 소나무로 기초파일공

사를 한 뒤 콘크리트 구조물을 세워서 매우 견고하다. 내부에 인조대리석

을 이용한 계단 난간, 부산 최초의 엘리베이터, 대형 벽면금고, 난방 배관

등이원형에가깝게보존돼있다. 등록문화재 329호.

한국전력 중부산지사(옛 남선전기 사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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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자원봉사센터(센터장 이명희)는 금정구 좋은돌봄협동조
합(대표 전소연)과 사회공헌서비스 업무협약을 맺고, 보금자리
방역단과 3일간 서구 취약세대 집 정리 및 방역을 실시했다.

서구자원봉사센터, 취약세대집정리똴방역

동대신1동 사랑의디딤돌후원회똴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손외권)는 심각한 저출산 문제와 관련, 올해 관내 출산가정 15
세대에 축하선물로 온누리상품권(5만 원)을 지원한다.

동대신1동, 출산가정 온누리상품권 지원

충무동해안시장 내 한국축산(대표 허성재)은 코로나19로 어려
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 아동들을 위해 올해 매월 10세대에 세
대당 5만 원씩, 총 600만 원 상당의 육류를 후원한다.

충무동 한국축산, 육류 600만 원 후원

동대신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최환하)와 대신동치킨
나눔회(회장 임병율)는 관내 취약계층 아동들을 위해 지난 2월
24일 치킨 10박스(20만 원 상당)를 후원했다.

동대신2동똴대신동치킨나눔회, 치킨 후원

아미동 주민자치위원회(회장 김영전)는 올해 아미초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들에게 지난 2월 24일 축하와 응원의 의미를 담아
학용품 세트를 전달하고 격려했다.

아미동, 아미초 입학생 축하선물 전달

남부민1동 새마을지도자협의회(회장 이관우)는 코로나19 감
염 예방 등 주민 안전을 위해 버스정류장, 누리바라기전망대 등
마을 전역에서 방역소독 활동을 실시했다.

남부민1동새마을지도자협의회, 방역봉사

서대신3동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류채형)와 자율방재단(단
장 이홍중)은 개학기를 맞아 지난 3월 15일 대신초∼부경고 일
원에서 위험요인 점검 등 안전한 통학로 만들기에 앞장섰다.

서대신3동, 학교 주변 안전 캠페인 실시

동대신3동 새마을부녀회(회장 안두엽)는 지난 3월 15일 코로
나19로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 60세대에 직접 만든
밑반찬을 전달해 이웃사랑을 실천했다.

동대신3동새마을부녀회, 취약계층밑반찬

초장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정은숙)는 저소득가정의
초등학교 입학생들과 기쁨을 함께 하기 위해 지난 2월 26일 학
교생활의 꿈과 희망을 담은 책가방을 선물하고 축하했다.

초장동, 꿈나무 입학 축하 책가방 지원

남부민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회장 문덕일)는 민관 협력으
로 2월부터 연말까지 저소득층 15세대에 밑반찬 지원과 안부 확
인을 위한 뜬엄마의 반찬뚤남스터치 2뜯를 월 2회 실시한다.

남부민2동, 밑반찬지원 뜬남스터치뜯실시

서대신4동 주민 모임인 뜬우리동네 역사 알기(회장 임병율)뜯는
지난 3월 1일 부산항일학생의거 발상지인 구덕운동장 앞에서 제
102주년 3똴1절을 기념하는 행사를 개최했다.

서대신4동우리동네역사알기, 3똴1절 행사

서대신1동 이웃사랑실천회(회장 장종구)는 출산을 축하똴장려
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지난 3월 8일 관내 주민등록 출생아에
게 그림책이 든 뜬북스타트 꾸러미(200만 원 상당)뜯를 지원했다.

서대신1동, 출생아 뜬북스타트 꾸러미뜯지원

충무동 자율방재단(단장 김문홍)과 충무동은 새학기를 맞아
지난 3월 10일 토성초등학교 일원에서 안전 위해요소 점검 및
환경정비를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통학로 조성에 힘썼다.

충무동 자율방재단, 학교주변 안전점검

암남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문태건)는 희망2021나눔캠
페인 성금 424만여 원을 지정기탁 받았으며, 서구노인복지관과 업
무협약을 맺고 위기가구 심리똴정서 회복 지원 사업을 펼친다.

암남동, 지정기탁성금위기가구지원

부민동은 개학기를 맞아 지난 3월 4일 관내 국민운동단체와
협력해 부민초등학교 일대에서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을 위한 안
점점검 및 환경정비를 실시했다.

부민동, 부민초일대안전점검실시



근로자는 사전투표 기간과 선거일에 모두 근무할 경우 고용주에게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보장하지 않는 고용주에게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앎투표소에 갈 때는 마스크와 신분증을 꼭 챙기세요!

앎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선거인은 별도의 임시기표소에서 투표합니다.

앎기표소 내에서 사진촬영은 금지합니다.

앎투표할 때는 반드시 기표소에 마련된 기표용구를 사용합니다.

■ 사전투표

앍투표 일시：4월 2일(금)∼4월 3일(토) 매일 오전 6시∼오후 6시

앍투표 장소：보궐선거실시지역읍똴면똴동마다설치된사전투표소

■ 선거일 투표

앍투표 일시：4월 7일(수) 오전 6시∼오후 8시

앍투표 장소：주민등록지내지정투표소

4똴7 부산시장 보궐선거 안내 11제273호

앝4월 2∼3일 사전투표소 설치 장소

앝4월 7일 투표소 설치 장소

투표소명 시설명 위치 관할 구역투표소명 시설명 위치

동대신제1동
사전투표소

동대신1동주민센터(2층, 회의실) 구덕로280번길 32(동대신동1가)

동대신제2동
사전투표소

동대신2동주민센터(1층, 회의실 보동길275번길 9(동대신동2가)

동대신제3동
사전투표소

동대신3동주민센터(2층, 다목적홀) 대영로73번길 92(동대신동3가)

서대신제1동
사전투표소

서대신1동행정복지센터(2층, 회의실) 구덕로315번길 49(서대신동2가)

서대신제3동
사전투표소

서대신3동주민센터(1층) 대신로 27(서대신동3가)

서대신제4동
사전투표소

서대신4동주민센터(1층, 프로그램실) 꽃마을로 58(서대신동3가)

부민동 사전투표소 부민동주민센터(2층, 회의실) 임시수도기념로 22뚤11(부민동3가)

아미동 사전투표소 아동보호종합센터(4층, 대강당) 까치고개로 183(아미동2가)

초장동 사전투표소 초장동주민센터(2층, 회의실) 초장로27번길 32(초장동)

충무동 사전투표소 서구청(4층, 신관 다목적홀) 구덕로 120(토성동4가)

남부민제1동
사전투표소

남부민1동복합커뮤니티센터(1층, 다목적홀) 천마로 176(남부민동)

남부민제2동
사전투표소

남부민2동행정복지센터(2층, 주민자치실) 천마로 87(남부민동)

암남동사전투표소 암남동주민센터(2층, 다목적주민강당) 충무대로 83(암남동)

투표소명 시설명 위치 관할 구역

동대신제1동제1투 화랑초등학교(1층 강당) 대영로86번길56 동대신제1동 1통∼5통

동대신제1동제2투
서구장애인복지관
(1층, 주차장)

보수대로154번길36 동대신제1동 6통∼10통

동대신제2동제1투 삼익탕(1층, 주차장) 구덕로296번길16 동대신제2동 1통∼4통

동대신제2동제2투
동대신2동주민센터
(1층, 회의실)

보동길275번길9
동대신제2동 6통∼7통, 9통,

12∼14통

동대신제2동제3투
부산서여자고등학교
(1층, 무용실)

보수대로202뚤6
동대신제2동 5통, 8통,
10통∼11통, 15통∼16통

동대신제3동제1투
경남고등학교

(1층, 기숙사 주차장)
망양로111번길65 동대신제3동 1통∼7통

동대신제3동제2투
동대신3동주민센터
(2층, 다목적홀)

대영로73번길92 동대신제3동 8통∼14통

서대신제1동제1투
서대신1동행정복지센터

(3층, 회의실)
구덕로315번길49 서대신제1동 1통, 2통, 7통

서대신제1동제2투 산월경로당(1층) 해돋이로381 서대신제1동 6통, 9통, 10통

서대신제1동제3투
서대신1동행정복지센터

(2층, 회의실)
구덕로315번길49

서대신제1동 4통, 5통,
11통∼14통

서구 관내 투표소 안내

서대신제1동제4투 서부산세무서(1층, 로비) 대영로10 서대신제1동 3통, 8통 15통

서대신제3동제1투 서대신3동주민센터(1층) 대신로27
서대신제3동 1통, 3통, 5통,

8통, 10통

서대신제3동제2투
부경고등학교
(1층, 실내체육관)

망양로33번길12
서대신제3동 2통, 4통,
6통∼7통, 9통, 11통

서대신제4동제1투
대신공원한신휴플러스
(지하1층, 주차장)

보수대로284 서대신제4동 1통∼4통

서대신제4동제2투
서대신4동주민센터
(1층,프로그램실)

꽃마을로58 서대신제4동 5통∼9통

서대신제4동제3투 구덕령친구집(1층, 주차장) 꽃마을로164뚤3 서대신제4동 10통∼11통

부민동제1투
부민동주민센터
(2층, 주민자치실)

임시수도기념로
22뚤11

부민동 5통∼8통, 10통∼11통

부민동제2투 부민초등학교(1층, 부민관) 고운들로12 부민동 1통∼4통, 9통

아미동제1투
아동보호종합센터
(4층, 대강당)

까치고개로183
아미동 1통, 5통∼8통,

13통∼14통

아미동제2투
아미초등학교공영주차장

(지하1층)
해돋이로241 아미동 2통∼4통, 9통∼12통

아미동제3투 아미골공영주차장(1층) 아미로77 아미동 15통∼20통

아미동제4투 아미맨션(1층, 주차장) 까치고개로102 아미동 21통∼24통

초장동제1투
초장동주민센터
(2층, 회의실)

초장로27번길32
초장동 1통∼2통, 4통∼5통,

7통∼8통

초장동제2투 초장중학교(1층, 역도실) 해돋이로205 초장동 3통, 6통, 9통∼12통

충무동제1투
충무동주민센터
(2층, 회의실)

구덕로148번길16 충무동 1통∼5통, 7통

충무동제2투
서구청

(4층, 신관다목적홀)
구덕로120 충무동 6통, 8통∼14통

남부민제1동제1투
남부민1동행정복지센터
(2층, 프로그램실)

충무대로255번길
5뚤26

남부민제1동 4통∼5통, 9통∼12통

남부민제1동제2투
남부민1동복합커뮤니티센터

(1층, 다목적홀)
천마로176 남부민제1동 1통∼3통, 6통∼8통

남부민제2동제1투
남부민2동행정복지센터
(2층, 주민자치실)

천마로87 남부민제2동 1통∼6통

남부민제2동제2투
샛디커뮤니티센터

(1층, 행복마을운영센터)
해돋이로59 남부민제2동 8통∼12통

남부민제2동제3투 푸른유치원(1층, 주차장) 남부민로34 남부민제2동 13통∼18통

남부민제2동제4투
대림비치아파트
(1층, 관리사무소)

충무대로133 남부민제2동 7통, 19통∼22통

암남동제1투
암남동주민센터

(2층, 다목적주민강당)
충무대로83 암남동 1통∼3통, 5통, 25통

암남동제2투 사랑쉼표(1층) 천마로25 암남동 6통, 24통, 26통

암남동제3투
알로이시오놀이터
(1층, 대강당)

천해남로7
암남동 4통, 7통∼8통,

22통, 27통

암남동제4투
송도초등학교

(1층, 건강체력교실)
충무대로25

암남동 9통∼11통, 13통∼14통,
21통, 23통, 28통

암남동제5투 서구노인복지관(1층, 강당) 장군산로46번길21 암남동 12통, 15∼20통,29∼31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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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부산광역시 서구 예산기준 재정공시

◈우리 구의 뜯21년도 예산규모(세입예산)는 3,226억 원으로, 전년 예산대비 299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유형 지방자치단체 평균액(4,223억 원)보다 977억 원이 적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 세입재원별 예산편성 현황을 살펴보면, 자체수입(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346억 원, 이전재원(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은 2,551억 원, 지방채똴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162억 원입니다.

◈우리 구의 뜯21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예산규모 대비 자체수입의 비율인 뜬재정자립도뜯는 11.32%이며, 자체수입에 자주재원을 더하여 계산한 비율인 뜬재정자주도뜯는 33.64%입니다.

◈우리 구의 뜯21년 당초예산(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기준 통합재정수지(순세계잉여금 포함)는 275백만 원의 흑자입니다.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으로 볼 때, 우리 구의 재정은 동종단체 평균 대비 전체 살림살이 규모가 작고, 살림살이 규모 대비 국고보조금 등의 의존재원 비율이 높은 편으로 판단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우리 구 인터넷 홈페이지(www.bsseogu.go.kr)에서 보실 수 있으며, 건의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기획감사실 서미영(240뚤4024)

듋공통공시 총괄
(단위：억 원, %)

▶유형 지방자치단체：부산(중구, 동구, 영도구, 남구, 북구, 사하구, 금정구, 연제구, 수영구, 사상구), 인천(동구),

대구(중구, 서구, 남구), 대전(동구, 중구, 대덕구), 광주(동구, 남구), 울산(중구, 동구)

듌예산규모

2뚤1. 세입예산(기금포함)

앝1년 동안 들어올 모든 수입을 예상하여 편성한 것을 세입예산이라 합니다. 2021년도 우리구
의 세입측면에서 본 예산규모와 내용입니다. (단위：백만 원)

▶당초예산 총계기준

＊연도별 세입예산(기금포함)규모 (단위：백만 원)

▶당초예산 총계기준

＊세입 재원별똴연도별 현황(일반회계 기준) (단위：백만 원, %)

▶당초예산 총계기준

2뚤2. 세출예산(기금포함)

앝1년 동안우리구에서사회복지,보건, 문화관광,지역개발등의목적을위한지출을예상하여편성한
것을세출예산이라합니다. 2021년도우리구의세출측면에서본예산규모내용입니다.(단위：백만 원)

▶당초예산 총계기준

＊연도별 세출예산(기금포함)규모 현황 (단위：백만 원)

▶당초예산 총계기준

＊세출 분야별똴연도별 현황(일반회계 기준) (단위：백만 원, %)

▶당초예산 총계기준

듍재정여건

3뚤1. 재정자립도

앝재정자립도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재정자립도가 100%
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21년도 우리 구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11.32%입니다. (단위：백만 원, %)

▶일반회계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이 개편되기 이전을 기준으로 산출한 값입니다.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똴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

▶자체세입：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세외수입

▶이전재원：지방교부세＋조정교부금 등＋보조금

＊재정자립도 연도별 현황 (단위：%)

3뚤2. 재정자주도

앝재정자주도란 전체 세입에서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말합
니다. 재정자주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용의 자율성도 좋다는 의미이며 2021년도 우
리 구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주도는 33.64%입니다. (단위：백만 원, %)

▶일반회계 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이 개편되기 이전을 기준으로 산출한 값입니다.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똴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

▶자주재원：자체세입＋지방교부세＋조정교부금 등

＊재정자주도 연도별 현황 (단위：%)

3뚤3. 통합재정수지

앝통합재정수지란 당해연도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모두 포괄한 수지로서 회계－기금간
내부거래 및 차입, 채무상환 등 보전거래를 제외한 순수한 재정수입에서 순수한 재정지출을
차감한 수치를 의미합니다. 다만, 예산기준 통합재정수지는 세입 측면의 순세계잉여금에 대
응되는 세출 측면의 집행액이 드러나지 않아 흑똴적자를 표현하는데 한계가 있어, 순세계잉
여금을 포함한 경우와 포함하지 않는 경우로 구분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 우리 구의 당
초예산 기준 통합재정수지입니다. (단위：백만 원)

▶당초예산 총계 기준 ▶통합재정규모＝지출(경상지출＋자본지출)＋순융자(융자지출－융자회수)

▶통합재정수지 1＝세입(경상수입＋이전수입＋자본수입)－통합재정규모

▶통합재정수지 2＝세입(경상수입＋이전수입＋자본수입)－통합재정규모＋순세계잉여금

＊통합재정수지 연도별 현황 (단위：백만 원)

세입예산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322,597 305,927 0 3,997 12,673

2017 2018 2019 2020 2021
216,216 237,936 251,956 292,731 322,597

세입재원
2017 2018 2019 2020 2021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계 206,742 100% 228,551 100% 242,736 100% 282,647 100% 305,927 100%
지방세 16,102 7.79% 17,893 7.83% 19,710 8.12% 25,207 8.92% 26,023 8.50%
세외수입 7,481 3.62% 8,635 3.78% 8,734 3.60% 9,182 3.25% 8,601 2.81%
지방
교부세

6,000 2.90% 3,500 1.53% 3,500 1.44% 15,000 5.31% 20,000 6.54%

조정교부금 등 40,310 19.50% 45,300 19.82% 46,300 19.07% 46,300 16.38% 48,300 15.79%
보조금 125,849 60.87% 138,223 60.48% 153,330 63.17% 171,777 60.77% 186,815 61.07%
지방채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1,000 5.32% 15,000 6.56% 11,162 4.60% 15,181 5.37% 16,188 5.29%

2017 2018 2019 2020 2021
216,216 237,936 251,956 292,731 322,597

세출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322,597 305,927 0 3,997 12,673

세출분야
2017 2018 2019 2020 2021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계 206,679 100% 228,553 100% 242,737 100% 282,647 100% 305,927 100%

일반공공행정 8,907 4.32% 9,579 4.20% 8,966 3.70% 9,598 3.40% 9,659 3.18%
공공질서 및 안전 461 0.22% 555 0.24% 1,063 0.44% 1,258 0.45% 1,605 0.52%

재정 운영 결과
부산광역시 서구 유형 지방자치단체 평균

뜯21년도
(A)

뜯20년도
(B)

증감
(C＝A뚤B)

뜯21년도
(A)

뜯20년도
(B)

증감
(C＝A뚤B)

예산
규모

세입예산(기금포함) 3,226 2,927 299 4,223 3,871 352
세출예산(기금포함) 3,226 2,927 299 4,223 3,871 352
지역통합재정통계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
여건

재정자립도 11.32 12.17 △0.85 14.95 15.25 △0.30
재정자주도 33.64 33.85 △0.21 32.97 33.53 △0.56
통합재정수지 3 0 2 23 4 19

재정
운용
계획

중기지방재정계획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성인지예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주민참여예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성과계획서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운용상황개요서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국외여비 편성현황 1 1 0 1 2 △1

행사똴축제경비 편성현황 4 4 0 15 15 0

업무추진비
기관운영 2 1 1 2 1 1
시책추진 2 2 0 2 2 0

지방의회 관련경비 1 1 0 2 2 0
지방보조금 8 8 0 17 15 2

1인당 기준경비 편성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
운용
성과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출효율화)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입확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교부세 감액 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자립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체세입
(B)

이전재원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E)

11.32%(16.61%) 305,927(305,927) 34,623(50,811) 255,115(255,115) 0 16,188(0)

2017 2018 2019 2020 2021
11.41(16.73) 11.61(18.17) 11.72(16.32) 12.17(17.54) 11.32(16.61)

재정자주도
(B/A)

세입합계
(A＝B＋C＋D＋E)

자주재원
(B)

보조금
(C)

지방채
(D)

보전수입등및
내부거래(E)

33.64(38.93) 305,927(305,927) 102,923(119,111) 186,815(186,815) 0 16,188(0)

2017 2018 2019 2020 2021
33.81(39.13) 32.96(39.52) 32.23(36.83) 33.85(39.23) 33.64(38.93)

회계별

통계 규모 통합재정
규모

(G＝B＋E)

통합재정
수지 1
(H＝A뚤G)

통합재정
수지 2

(I＝A뚤G＋F)
세입
(A)

지출
(B)

융자회수
(C)

융자지출
(D)

순융자
(E＝D뚤C)

순세계
잉여금(F)

총계 293,976 309,711 0 40 40 16,050 309,751 △15,775 275

일반 회계 289,927 305,511 0 0 0 16,000 305,511 △15,584 416

기타
특별회계

3,944 1,772 0 0 0 50 1,772 2,173 2,223

기금 105 2,429 0 40 40 0 2,469 △2,364 △2,364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통합재정수지 1 △12,547 △17,435 △13,401 △18,270 △15,775
통합재정수지 2 324 △61 18 47 275

세출분야
2017 2018 2019 2020 2021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교육 750 0.36% 573 0.25% 645 0.27% 1,429 0.51% 1,569 0.51%

문화 및 관광 2,204 1.07% 2,362 1.03% 2,559 1.05% 4,691 1.66% 5,489 1.79%

환경보호 9,376 4.53% 9,662 4.23% 10,477 4.32% 11,482 4.06% 18,236 5.96%

사회복지 120,027 58.06% 133,616 58.46% 147,895 60.93% 161,835 57.26% 176,826 57.80%

보건 7,745 3.75% 7,741 3.39% 8,238 3.39% 9,223 3.26% 10,167 3.32%

농림해양수산 2,733 1.32% 4,326 1.89% 3,625 1.49% 5,466 1.93% 4,581 1.50%

산업똴중소기업 312 0.15% 119 0.05% 108 0.04% 2,262 0.80% 60 0.02%

수송 및 교통 3,855 1.86% 4,662 2.04% 2,571 1.06% 3,001 1.06% 7,509 2.45%

국토 및 지역개발 2,148 1.04% 1,989 0.87% 2,380 0.98% 11,402 4.03% 9,092 2.97%

과학기술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예비비 2,318 1.15% 2,014 0.88% 1,099 0.45% 5,652 2.00% 4,172 1.36%

기타 45,843 22.17% 51,355 22.47% 53,111 21.88% 55,348 19.58% 56,962 18.62%

2021년부산광역시서구예산기준재정공시주요내용을아래와같이알려드립니다.



서구는 안전한 횡단보도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총사업비 2억4천만 원을 투입해 관내 횡단보도 9

개소에 바닥신호등을 설치하는 공사를 최근 모두

마무리했다.

바닥신호등은 횡단보도 대기선 바닥에 LED패널

을 설치해 만드는 보행 보조장치로 횡단보도 신호

등과 연동돼 신호등이 초록색으로 바뀌면 바닥

LED패널도 초록색으로 변해 보행자들이 바닥만

보고도 신호를 확인할 수 있다.

이번에 바닥신호등이 설치된 지역은 부민사거리

일원, 구덕운동장 일원, 부경고 일원, 서부경찰서

일원, 동아대 부민캠퍼스 일원, 서구청 후문 일원,

고신대복음병원 일원, 부산서여고 일원, 동신초

일원 등 총 9개소이다. 이 일대는 유동인구나 어

르신똴어린이 등 교통약자가 많은 지역이며, 특히

구덕운동장과 부민캠퍼스 일원은 휴대폰을 많이

사용하는 젊은 층의 왕래가 잦은 지역으로 스마트

폰에 열중하느라 신호등을 제대로 보지 않는 보행

자들의 교통사고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

된다.

(문의 교통행정과 240뚤4556)

살기 좋은 우리동네 13제273호

동대신동 주민 위한 망양엘리베이터 개통
고지대 주민 보행환경 대폭 개선… 2022년까지 5개소 추가 총 8개소 조성

소개합니다
희나리：서구희망나래단리더의줄임말

띗추숙이 서대신4동 4통 복지통장

봉사기간도합 30년, 복지일꾼

서대신4동 4통 추숙이

통장(사진)은 지역과 주

민을 위해서라면 몸을

사리지 않는 진정한 봉

사자다. 구덕골나눔이,

정다움회, 지역사회보장

협의체, 자율방재단 등

참여 봉사단체만 해도 여럿이고, 봉사기간을

따져도 도합 30년이 넘을 정도다. 복지통장

으로 활동한 지도 10년이 넘었다. 봉사현장

에서 항상 추 통장을 만날 수 있는 이유다.

지난해에는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재난을

맞아 자율방재단 단원들과 함께 수시로 방역

소독활동을 펼쳐 감염 확산 방지에 힘썼다.

주변에 어려운 이웃이 있는지 살피고, 홀

몸어르신들의 안부를 확인하는 등 복지사각

지대 발굴에도 앞장서고 있다.

뿐만 아니라 홀몸어르신을 위한 뜬효 나들

이뜯, 취약계층 밑반찬 지원, 경로잔치, 취약

계층 어르신을 위한 뜬삼계탕데이뜯 등 마을

의 크고 작은 일에 발 벗고 나서고 있으며,

명절과 연말연시마다 직접 어려운 이웃을

후원하는 등 그의 이웃사랑은 끝이 없다.

(문의 서대신4동 240뚤6511)

<권창숙 명예기자>

구덕운동장 등 9개소에 바닥신호등 설치

횡단보도 신호등과 연동 운영,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 기대

사진은 부민동 부민사거리 일원에 설치된 바닥신호등 모습.

동대신1동 망양공영주차장에 수직형 엘리베이터

가 설치돼 동대신동 고지대 주민들의 보행환경이

크게 개선됐다.

지난 3월 18일 개통한 망양엘리베이터는 고운들

공영주차장(서대신1동)과 북산리공영주차장(동대신

2동)에 이은 서구의 세 번째 수직형 엘리베이터로

아래쪽 보동길과 위쪽 산복도로 망양로를 수직으

로 연결해 주민들이 순식간에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해준다.

망양엘리베이터가 조성된 망양로 일원은 보행약

자인 노인들이 주민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노

후 단독주택이 밀집해 있는 전형적인 산복도로 마

을이다 보니 각종 생활기반시설이 매우 열악한 실

정이다. 이 때문에 주민들은 보동길에서 망양로로

가기 위해서는 급경사의 계단이나 좁고 구불구불

한 비탈길을 힘겹게 오르내려야 하는 등 큰 불편

과 고통을 겪고 있다.

서구는 그동안 이곳에 엘리베이터를 조성하기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해왔으며, 행정안전부의 지

방SOC 사업에 선정돼 특별교부세 5억 원을 확보

하면서 주민 숙원을 말끔히 해결하게 된 것이다.

또 엘리베이터 외벽, 이와 연결된 망양공영주차

장의 낡고 삭막한 판넬 구조물 외벽에는 그림동화

의 한 장면처럼 산뜻한 디자인과 색상으로 꾸며

도시미관을 밝게 하는 것은 물론 주민과 방문객들

에게는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한편 서구는 고지대 주민들의 보행환경을 획기

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현재 관내 5개소에서 수직

이동 엘리베이터 조성 사업을 추진 중이다.

동대신2동에서는 뜬닥밭골 도시재생 뉴딜 사업뜯

의 일환으로 소망계단 엘리베이터(망양로∼192개

소망계단)를, 남부민1동 동천주택 일원에서는 뜬산

복마을 계단공동체 남일이네 활력 사업뜯으로 경사

형(천마로∼동천주택 하부)과 수직형(동천주택 하

부∼해돋이로) 엘리베이터 2개소를 올 연말까지

완공할 예정이다. 또 남부민1똴2동 샛디산복마을에

서는 뜬도시재생 뉴딜 사업뜯의 일환으로 해돋이로

와 천마산로를 이어주는 수직이동 엘리베이터 2개

소를 내년까지 설치할 계획이다. 특히 동천주택과

샛디산복마을 일원의 엘리베이터 4개소는 서로 연

계될 수 있도록 조성해 주민들은 앞으로 천마로,

해돋이로, 천마산로 등 3개의 산복도로를 힘들지

않게 오갈 수 있게 된다.

(문의 창조도시과 240뚤4232)

사진은 지난 3월 18일 개최된 망양 수직형
엘리베이터 개통식(사진 왼쪽)과 산뜻한 디자
인과 색상으로 꾸며진 엘리베이터 외부 모습.



청소년운영위원회 뜬청똴보똴리뜯모집

서구는 주거지역 주차난 해소를 위해 올해 시똴

구비 2천만 원을 확보해 내 집 마당 주차장 갖기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단독, 다세대, 다가구, 연립주택의

대문 또는 담장을 개조해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

우, 이웃 간의 경계 담장을 헐고 공동주차장을 설

치하려는 경우, 자기 소유 주택 안의 여유공간을

주차장으로 변경 설치하려는 경우이다. 단, 이웃

간의 경계 담장을 헐고 공동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에는 대지 소유자 연명으로 신청해야 한다.

지원 금액은 주차장 설치에 필요한 제반 소요비용

의 70% 이내에서, 신청 건당 최대 400만 원까지다.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거나, 보조

금 수령 후 3년 이내 용도를 변경하거나 사용목적에

위반되는경우보조금을반환해야한다.

지원 희망자는 교통행정과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문의 교통행정과 240뚤4515)

내집마당 주차장 지금 신청하세요

최대 400만 원지원…주거지역주차난해소기대

앝열람 기간：2021. 4. 5.∼4. 26.(20일간)

앝열람 장소

서구 홈페이지(www.bsseogu.go.kr)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앝제출자：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

앝제출처：서구청토지관리과, 각 동 주민센터

앝제출 방법：제출처에 비치된 공시지가 의견제출

서 작성똴제출

앝문의：토지관리과(240뚤4752, 4754, 4760)

앝대상자：12월 결산 법인(2020년 귀속법인소득)

앝납세지：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 또는 주사

무소의 소재지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 각각의 사업장의 소재지

앝신고똴납부 방법：위택스 전자(파일) 신고똴납부

또는 지자체 방문 신고똴납부

앝집합금지똴영업제한 등 피해 중소기업

법인지방소득세 4월 말→ 7월 말로 연장

앝문의：세무과(240뚤4211)

4월 법인지방소득세신고똴납부안내 개별공시지가열람및의견제출안내

甲은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주택을 증

여받았습니다. 그런데 甲의 동생 乙이

다른 재산이 없으니 증여주택 중 일부를 나누

어달라고요구하는데어떻게해야하나요?

은 민법 제1112조에 의해 유류분반

환청구권(사망자의 증여 또는 유증으

로 자기 상속분에 부족이 생긴 경우에 그

부족한 한도에서 증여 또는 유증 재산의 반

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을 가지고 있는

바, 이에 따라 법정상속분(1/2)의 1/2을 요

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쎴은

에게 주택의 1/4[＝1/2(법정상속분)×1/2

(유류분)] 지분을 넘겨줘야 합니다.

다만, 이와 같은 경우라도 이 증여가

이루어졌던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이 경과

하거나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10년이 경

과하면 시효에 의해 유류분반환청구권이 소

멸(민법 제1117조)하므로, 청구권자나 피청

구권자 모두 이 부분을 참고해 본인의 권리

를 보전하시는 게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박재현 변호사(법무법인 율한)

생생 생활정보14 2021년 3월 25일 목요일

올해 뜬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뜯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는 서구가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여건을 만

들기 위해 출산 3종 세트, 초등학

교 입학금 등 다양한 지원책을 마

련해 호응을 얻고 있다.

출산 3종 세트는 출산지원금, 출

산용품, 건강보장보험료이다.

출산지원금은 올해 1월 1일 이후

출생아 가운데 첫째자녀 20만 원,

둘째자녀 30만 원, 셋째 자녀 100

만 원, 넷째 이후 자녀 300만 원을

지급한다. 부산시에서도 별도의 출

산지원금(둘째자녀 50만 원, 셋째

이후 자녀 150만 원)을 지원한다.

출산용품은 올해 1월 1일 이후 출

생신고 가정을 대상으로 서구에서는

손세정제 선물세트를, 부산시에서는

디지털체온계똴딸랑이세트똴삼푸 &

바디워시 등 7종으로 구성된 출산용

품(세트 중 택 1)을 각각 전달한다.

건강보장보험은 어린이종합보험

(상해 및 의료보장보험)으로 셋째아

이후 자녀에 대해 DB손해보험의 월

1만5천 원 이하 보험(5년 납입, 10년

보장) 가입을 지원해주고있다.

그런가 하면 부산시에서는 올해

둘째 이후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

한 모든 가정에 대해 소득과 무관

하게 입학축하금(20만 원, 1회)도

지급하고 있다.

출산 3종 세트와 초등학교 입학

축하금을 받으려면 부모 중 1인과

자녀가 반드시 자녀 출생신고일 현

재 서구에 주민등록 등재 및 거주

(부산시 지원은 시 지급기준 준용)

하고 있어야 하며, 출산 3종 세트

는 출생신고 시(부득이한 경우 출

생신고 후 3개월 이내), 초등학교

입학축하금은 오는 6월 30일까지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

다. 출산지원금은 인터넷 뜬민원

24뜯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문의 가족행복과 240뚤4354)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서구!
출산지원금똴축하용품똴건강보험, 초등입학축하금까지지원책다양

출산지원금 출산축하용품 건강보장보험료 초등입학축하금

대상
2021. 1. 1. 이후

출생아
2021. 1. 1. 이후

출생아
2021. 1. 1. 이후
셋째출생아

2021년
초등입학생

내용

[서 구]첫째아 20만 원
둘째아 30만 원
셋째아 100만 원
넷째이후 300만 원

[부산시]둘째아 50만 원
셋째이후 150만 원

[서 구]
손세정제세트

[부산시]
출산용품 7종세트
(2세트중택 1)

DB손해보험
월 1만5,000원

이하
(5년 납입,
10년 보장)

20만 원(1회)
※뜬민원 24뜯
신청가능

시기 출생신고시※출생신고후 3개월이내도가능 6월 30일까지

방법 거주지동주민센터신청

※신청 자격：부모 중 1인과 자녀가 서구(부산시 지원은 부산시) 주민등록 등재 및 거주

앎2021년도 출산 및초등입학주요지원내용

앝모집 대상：서구 관내 14∼24세 청소년

앝모집 기간：2021. 3. 31.(수) 까지

앝신청 방법：홈페이지(seoguyouth.co.kr)

전화(257뚤9162~4)

서구청소년문화의집



서구는 주민 건강피해 예방과 친

환경도시 조성을 위해 올해 1급 발

암물질인 노후 석면 슬레이트지붕의

철거똴처리 및 개량 지원 사업을 확

대해 추진한다.

지원 물량은 주택의 경우 지붕 철

거똴처리 100동, 취약계층 지붕 개량

40동, 비주택은 지붕 철거똴처리 5동

으로 이를 위해 국똴시비 6억1천200

여만 원을 확보했다.

지원 금액은 슬레이트지붕 주택

소유자가 지붕 철거똴처리를 하고자

할 경우 동당 394만 원으로 이는 지

난해 지원단가 344만 원보다 50만

원 많은 것이다. 또 슬레이트지붕 주

택 거주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이 지붕 개량을 하고

자 하면 동당 680만 원(철거똴처리

336만 원 포함)을 지원받을 수 있는

데 이 역시 지난해 지원단가 610만

원보다 70만 원 더 많다.

비주택 지붕 철거똴처리의 경우 지

원 면적을 늘렸는데 50㎡ 이하는 동

당 172만 원, 51∼200㎡는 688만 원,

200㎡ 이상은 723만 원이다.

사업 참여 희망자는 오는 3월 31

일까지 환경위생과나 각 동 주민센

터에 신청하면 된다.

서구는 현재 슬레이트지붕 건축물

자료가 건축물 대장 기준으로 조사

돼 상당수 누락됐을 것으로 보고 석

면조사기관에 용역을 의뢰해 8월까

지 슬레이트 건축물 실태조사를 실

시해 내년 사업에 반영할 방침이다.

한편 서구는 지난 2013년부터 총

사업비 43억7천400여만 원을 투입해

주택 지붕 철거똴처리 1천459동, 지붕

개량 245동, 비주택 철거똴처리 16동

등을 추진했다.

(문의 환경위생과 240뚤4384)

건강한 생활 15제273호

※코로나 19로 인해 일정이 달라질 수 있으니 전화 문의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프로그램명 운영 내용 운영 일시 운영 장소 모집 대상 모집 기간 문의

발암 슬레이트지붕 철거하세요

주택철거똴처리 394만 원 등올해지원확대

촉탁의 무료
구강검진 및 스케일링

구강검진 및 스케일링
4.15.(목)

11：00∼12：00
보건소 2층
구강보건실

서구 관내 만 65세 이상
어르신 장애인

4.14.(수)까지
사전접수

240뚤4905

통합건강관리실 운영

금연클리닉

09：00∼18：00
(※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서구가족센터 2층
통합건강관리실

주민 누구나 연중 상시

240뚤4844∼6

인바디 측정 및 운동상담 240뚤4848

영양플러스 사업 상담 240뚤4847

심뇌혈관질환 예방 관리 상담 240뚤4904

모바일 헬스케어 240뚤4850

아토피보습제 지원
아토피환자 보습제,

가려움증 완화 스프레이 1개 지원
서구가족센터 2층
건강증진계 사무실

아토피 환자 중
기준중위소득 80%이하

연중 상시 240뚤4881

방문건강관리
방문건강서비스 제공,
복지서비스 연계

연중 상시
09：00∼18：00
(※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서구가족센터 2층
방문건강관리실

취약계층
65세 이상 독거노인
75세 이상 노인부부 등

연중 상시 240뚤4861

모유수유아 영양제 지원
4개월 이상 모유수유 시
영유아 영양제 2개월 지원

보건소 1층 모자보건실 4개월 이상 모유수유 아동

연중 상시

240뚤4865

마을건강센터운영
혈압, 체지방 및 스트레스 등
기초건강지표 측정 및 상담

남부민1동 복합커뮤니티센터 2층

주민 누구나

240뚤4897∼9

아미동 주민센터 1층 240뚤4498

서대신1동 행정복지센터 2층 240뚤6656∼8

마음건강검진 우울, 불안, 스트레스 검진상담 보건소 2층 서구정신건강복지센터 주민 누구나 246뚤1981

과제지향형 재활운동
전화상담 예약 후 내소
1：1 과제지향형 재활운동

월똴수똴금
(예약제)

부민노인복지관 5층
물리치료실

이동가능 재활운동이 필요한
등록 장애인

연중 상시
※코로나19
상황종료 시

집합교육으로 전환

240뚤4879



문의：서구취업정보센터(www.bsseogu.go.kr) ☎240뚤6686~8, 6690 fax.240뚤6689

서구여성새로일하기센터(www.bsseogu.go.kr) ☎240뚤3561∼8 fax.241뚤4356똴 똴 똴 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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똴 똴

똴 똴

똴

똴

문 의

상 담 부산시서구남부민로 16, 1층(남부민동)

<유료광고>

부산작명소

도시철도괴정역 3번 출구 앞 051뚤203뚤8836

작명개명전문똴아기이름전문똴상호아호전문

작명전문가/소장정정해

앍부산진여자상업고등학교졸업

앍일본국 대동문화대학교

국제관계학부 졸업

앍동아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 졸업

앍구 한일은행 근무

앍여산명리학회 학술위원

앍한국작명가협회 회원

앍현 부산작명소 소장

이름감정무료 똴 개명상담무료

<유료광고>

좋은 이름 듣기, 좋은 생각하기, 좋은 희망 갖기

뜬착한 임대인뜯, 서구청이 지원합니다
상가임대료자율인하건물주에인하액일정지원

※게재 중 모집이 마감될 수도 있습니다. ＊표시는 서구여성새로일하기센터로 문의 바랍니다.일반기업

사업장명 모집 직종 근무지
모집
인원

학력/경력 근무 시간 임금
접수
마감일

(주)블루씨푸드
경리 사무원
(제조)

암남동 1명 고졸/무관 08：30∼17：30
월급
185만 원

채용시

동양야금공업(주)
회계 사무원
(일반 사업체)

사하구
신평동

1명
초대졸/
경력

08：30∼18：30
월급

280만 원 이상
채용시

은항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사
(사회복지시설)

사하구
장림동

1명 무관/경력 10：00∼19：00
월급

185만 원 이상
채용시

에스엠하이텍
CNC선반조작원
(NC선반조작원)

사하구
다대동

2명 무관/무관 07：30∼19：10
월급

270만 원 이상
채용시

소리나라
언어발달
심리치료센터

작업치료사
사하구
하단동

2명 대졸/무관 13：00∼18：00
월급

160만 원 이상
채용시

수풍에너지
서비스

가스 배관공
(가스관 설치원)

사하구
감천동

1명 고졸/무관 08：30∼18：00
연봉

2,600만 원 이상
채용시

FM정진정보통신
영업 기획관리
지원 사무원

사하구
당리동

1명 무관/무관 09：00∼18：00
연봉

2,500만 원
채용시

삼원시푸드
식품 분야
단순 종사원

사하구
장림동

1명 고졸/경력 07：40∼18：00
연봉

2,600만 원 이상
채용시

동보정밀강관(주)제조 단순종사원
사하구
다대동

1명 무관/무관 08：00∼17：00
시급
8,720원

채용시

주식회사 다원
금속제품

도장기 조작원
사하구
구평동

2명 무관/무관 08：00∼17：00
시급
8,720원

채용시

에이엔씨
관세사법인

관세 사무원
중구
중앙동

1명
초대졸/
신입

09：00∼18：00
연봉

2,500만 원 이상
채용시

(주)아리엘
인테리어
디자이너

동대신동 1명 무관/무관 09：00∼18：00
월급
200만 원

채용시

BJTECH 생산품질 사무원
사하구
장림동

1명
초대졸/
무관

08：30∼18：00
연봉

2,600만 원 이상
채용시

(주)윤텍스타일
섬유가공 준비 및
후가공 처리원

사하구
신평동

3명 무관/무관 08：00∼17：00
월급

230만 원 이상
채용시

중모토이플러스
경리 사무원
(제조)

사하구
구평동

1명 무관/경력 08：30∼17：30
월급

182만 원 이상
채용시

유진산업
도금금속분무기
조작원

사하구
장림동

2명 무관/경력 08：00∼17：00
시급
8,720원

채용시

(주)엘앤비
배송납품 운전원
(납품영업 포함)

중구
중앙동

1명 무관/경력 09：00∼18：00
연봉

3,400만 원
채용시

＊(주)케이알케이 경리 사무원 암남동 1명
무관/경력
(최소 1년이상)

08：30∼17：30
연봉

2,280만 원 이상
채용시

＊케이텍맨파워
(주)

단체 급식보조원 암남동 8명 무관/무관
05：30∼14：30
11：30∼20：30
(2교대)

시급
8,720원

채용시

＊(주)마드레수산
어패류(수산물)
가공기계 조작원

암남동 2명 무관/무관 08：30∼18：00
시급
8,720원

채용시

＊의료법인
한우리의료재단

사회복지사
사하구
감천동

1명 대졸/무관 08：30∼17：30
월급

182만 원 이상
채용시

＊(주)삼영테크 단순 경리사무원
영도구
남항동

1명
무관/경력
(최소 2년이상)

08：30∼17：30
연봉

2,200만 원 이상
채용시

＊금강상회
기타 판매
단순 종사원

중구
남포동

1명
무관/경력
(최소 1년이상)

08：00∼19：00
월급

258만 원 이상
채용시

＊(주)해청수산
식품 분야
단순 종사원

암남동 1명 무관/무관 10：00∼18：00
시급
8,720원

채용시

＊주식회사
복산나이스

제조 단순종사원
동구
범일동

1명 무관/무관 12：00∼19：30
시급
8,720원

채용시

사업장명 모집 직종 근무지
모집
인원

학력/경력 근무 시간 임금
접수
마감일

서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똴구비 1억200여만 원을 투입해 뜬착한 임대인

지원 사업뜯을 추진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올 한 해 동안 임차소상공인과 상

가 임대료를 자율인하 하는 상생협약을 체결하는

상가 건물주(착한 임대인)로 재산세(건축물) 전액

과 임대료 인하액 중 작은 금액을 지원한다. 재

산세가 50만 원 이하인 경우 과세금액에 상관없

이 인하 범위 내에서 최대 50만 원을 지원하며,

재산세 지원 기준은 6월 이전 신청자는 2020년

분, 7월 이후 신청자는 2021년분이다.

신청 요건은 임대인의 경우 부산시 소재 상가

건물 소유자이며, 비영리 법인(대학, 종교법인

등)은 해당되지 않는다.

또 임차인은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단, 제조

업 등은 10명 미만)의 소상공인이며, 건물주와

특수 관계인(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임원

사용인 등)이거나 사행행위업(관련 제조업), 학교

법인, 금융업, 협회단체 등은 제외된다. 그러나

유흥주점 등은 지원된다.

사업 참여 희망자는 오는 11월 30일까지 서구

홈페이지(www.bsseogu.go.kr) > 뜬착한 임대인

지원금 지급뜯 배너 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되

며, 온라인 취약계층은 경제녹지과에 방문 접수

도 가능하다.

지원 금액은 신청서를 접수한 뒤 서류 및 현장심

사를 거쳐 다음 달 계좌입금방식으로 지급되며, 상

생협약을이행하지않을경우환수조치된다.

(문의 경제녹지과 240뚤4472, 3541)

앝열람 기간：2021. 3. 16.∼4. 5.

앝열람장소：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www.realtyprice .kr) 및 시똴군똴구 민원실

앝열람 내용：2021년 공동주택가격(안)

앝의견제출 사항：공동주택가격(안)이 과도하게 높거

나 낮은 경우 또는 가격이 유사한 인근 공동주택 등

과 가격균형을 이루고 있지 않은 경우 적정 가격 의

견제시

앝제출자：공시 대상 공동주택의 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

앝제출 방법：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또는 시똴군똴구

민원실, 한국부동산원 전국 각 지사

앝의견 제출에 대한 처리：재조사해 개별통지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회신

앝문의：부동산 공시가격 콜센터(☎1644뚤2828)

앝열람 기간：2021. 3. 19.∼4. 7.

앝열람 장소：서구청 세무과

앝열람 내용：2021년 개별주택가격

(토지똴건물 일체가격)

앝의견제출 사항：주택특성이 같거나 가장 유사한

표준주택의 가격과 인근 주택의 가격이 균형을

이루지아니한경우적정한의견가격제시

앝제출자：주택소유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

앝제출처：서구청 세무과

앝의견제출에대한처리：의견이제출된주택가격

을재조사해처리결과를의견제출인에게통지

앝문의：세무과(240뚤4251∼5)

개별주택가격(안) 열람및의견제출안내 공동주택가격(안) 열람및의견제출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