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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공단 기본현황

Message from                the Presidentt

Busan InfreaStructure Corporation

기관장 메시지01.

2017년 4월

 부산시설공단 이사장  김  영  수   

명품시설로 일류도시를 실현하는 부산의 이미지 메이커
혁신으로 비전을 완수하는 부산시설공단!

누구나 다 ‘변화와 혁신’을 이야기 합니다. 하지만 현실 속에서 ‘변화와 혁신’을 실천하기란 많이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모두들 ‘변화와 혁신’의 의미를 조직이나 시스템을 확 바꿔버리거나, 

기존의 것을 모두 버리고 새로운 것을 도입하는 혁명같은 의미로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변화와 혁신’은 꼭 그렇게 어렵고 힘든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가까운 곳에서부터, 쉬운 일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내가 먼저 시민의 입장에 서서 우리 시설을 이용한다면 어떤 점이 불편할까? 어떤 점이 바뀌면 좀더 이용하기 좋을까? 

이런 질문을 던지고 고민하며 조금씩 바꿔가는 것! 좀 더 편리하게, 좀 더 낫게! 바로 그것이 변화이고 혁신입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성과창출과 혁신에 대해, 시민사회에서는 다양한 시민 니즈(needs)를 반영한 고객중심의 혁신시책을 강

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공단은 이러한 급속한 변화에 맞추어 선제적으로「임금피크제」및「성과연봉제」도입,「헤드

헌팅식 인사드래프트제」,「직종단일화」,「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하는 등 한발 앞서 강력한 혁신 드라이브를 걸

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시민의 니즈(needs)를 파악하고 이에 부합하기 위해 영락공원「친환경 고효율 화장로」, 광안

대로 하이패스「쉴드박스」,「스마트톨링」을 개발하는 등 대시민 서비스 창의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7년 부산시설공단은「책임경영, 성과경영, 혁신경영, 서비스경영, 안전경영」이라는 새로운 경영방침 아래, 

전 직원 모두가 끊임없는 혁신정신으로 무장하고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지난 20여년간 뼈를 깎는 노력과 혁신을 통해 부산을 대표하는 최우수 공기업으로 자리매김 해왔듯이, 

앞으로도 창의 아이디어 및 혁신 시책을 통한 성과창출, 시민중심 서비스 제공으로 끊임없는 변화의 선두에 설 것을 

약속합니다.

앞으로도 공단의 혁신은 365일 계속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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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공단 기본현황

• 설립일자  |  1992. 2. 1.

• 설립근거  |  지방공기업법(제 76조), 부산시설공단설치조례

• 설립목적  |  공공시설물의 효율적 관리·운영으로 시민복리증진에 기여

• 자 본 금  |  수권자본금(5,000백만원), 납입자본금(2,778백만원(현금 2,300, 현물 478))

• 기     구  |  이사장, 3본부, 6단·1원·1관·2실

• 인     력  

※ 비상임이사 : 6명 ▶ 사외이사 4명, 당연직 2명(기획관리실장, 도시계획실장)

(단위 : 명 /  17. 1월 기준)

구분 계 임원

정  원

소계 1~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정원 398 3 395 12 28 52 67 73 84 79 

※ 정원 외 : 258명(청원경찰 18, 상용직 134, 무기계약직 106) 

설립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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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설공단 설립개요 /조직도 /연혁02.

1992. 02. 01.
1998. 01. 01.
1999. 01. 01.
1999. 12. 07.

2000. 01. 01.
2001. 11. 01.
2003. 01. 01.
2004. 07. 01.
2005. 07. 01.
2006. 11. 09.
2007. 11. 28.
2007. 12. 31.
2008. 07. 09.
2008. 07. 21.
2008. 10. 15.
2009. 08. 05.

2010. 01. 01.
2010. 10. 01.
2010. 12. 01.
2011. 01. 01.
2012. 01. 01.
2013. 03. 06.
2013. 11. 01.
2014. 02. 07.
2014. 06. 01.
2015. 01. 06.

2015. 02. 16.
2016. 01. 01.
2016. 04. 01.
2016. 11. 01.
2017. 01. 01.

• 부산직할시 주차관리공단 창단

• 부산광역시 시설관리공단 개편(공원·유원지 / 터널 청소업무 수탁)

• 도시고속도로 및 영락공원 관리업무 수탁

• 민주공원 관리업무 수탁(2005. 5. 15. 위탁계약 해지)

• 광복기념관 관리, 지하차도 청소업무 수탁

• 국제지하도 상가 관리업무 수탁

• 광안대로 관리업무 수탁(2002. 8. 28. 위탁계약 체결)

• 시민회관·중앙공원·용두산공원 관리업무 수탁

• 구덕·제2만덕터널 관리업무 수탁

• 자갈치시장 현대화건물 관리업무 수탁

• 한마음 스포츠센터 관리업무 수탁

• 추모공원 관리업무 수탁

• 남포지하도상가 관리업무 수탁

• 광복지하도상가 관리업무 수탁

• 남항대교 관리업무 수탁

• 송정·장산1·장산2·개좌·곰내터널 관리업무 수탁

• 사명변경(부산광역시 시설관리공단 → 부산시설공단)

• 황령터널 관리업무 수탁

• 가덕·두명·방곡터널 관리업무 수탁

• 공공자전거 관리업무 수탁

• 두명·방곡터널 관리업무 수탁

• 서면지하도상가 관리업무 수탁

• 부산시민공원 관리업무 수탁

• 부산역지하도상가 관리업무 수탁

• 송상현 광장 관리업무 수탁

• 부산항대교 연결도로, 동명오거리 고가·지하차도 관리업무 수탁

• 대현지하도상가 관리업무 수탁 

• 회동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업무 수탁

• 감천항로 화물자동차 밤샘주차 관리업무 수탁

• 녹산산단 화물자동차 밤샘주차 관리업무 수탁

• 노포화물차 공영차고지 관리업무 수탁

사업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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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공단 기본현황

01
02
03
04
05
06

공원시설

교통시설

장사시설

문화시설

상가시설

체육시설

공원시설

중앙공원(5,021천), 어린이대공원(4,961천), 
금강공원(3,096천), 태종대유원지(1,793천), 
용두산공원(70천), 부산시민공원(473천), 
송상현광장(35천)

장사시설

•영락공원(819,959) : 화장로 15기, 빈소 11,
 봉안당 84,191기, 묘지 29,021기

•추모공원(257,609) : 봉안당 100,000기, 
봉안묘 14,035기, 벽식 16,992기

교통시설

•교량 : 광안대로(7,420m), 남항대교(1,941m), 영도대교(215m),
영도고가교(2,432m), 신선대지하차도(총연장 2,600m : 지하차도 1,800m, 고가교 800m)

•도로 : 도시고속도로(총연장 29.7km : 동서로10.9km, 번영로15.7km, 우암고가3.1km),
•터널 : 터널관리(16개소)
•주차시설 : 공영주차장(60개소),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2개소), 화물자동차 밤샘주차(2개소)
•기타 : 터널(22개소) 및 지하차도(23개소) 청소

주요사업현황03.

문화시설

상가시설

•시민회관
 대극장(1,606석), 소극장(407석), 전시실(2실),
 연습실(3실), 카페테리아(70석), 아트샵 등

•자갈치시장 (대지 4,841, 연면적 25,910) : 
지하2층, 지상7층

•지하도상가 (점포수 1,406개) : 
남포 283, 광복 216, 국제 120, 부산역 82, 
부전(구 서면) 337, 서면(구 대현) 368

체육시설

•한마음스포츠센터(대지 10,390, 연면적 7,708) : 
지하1층, 지상4층

•핸드볼선수단 : 19명
(감독1, 코치1, 선수14, 물리치료사 1, 지원인력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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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16년
주요대외성과

「제13회 지방공기업의 날」 경영개선 ‘우수기관’ 국무총리 표창

공공구매촉진대회  ‘국무총리 표창’ 

서비스분야 안전보건활동 ‘최우수상’ 수상

시민공원, 국내최초 ‘셉테드(CPTED) 시설인증’ 획득

‘무재해 1배수’ 목표달성 인증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고객만족도조사 ‘2년 연속 1위’ 달성 

시민공원·송상현광장, 녹색도시 우수사례 ‘최우수기관’ 선정 

‘안전보건경영시스템 (KOSHA18001)’ 전사업장 인증 획득 

정부 3.0 추진실적 평가 ‘우수기관’ 선정 

자갈치시장 등 4개 사업소,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정

2016년 지방공기업 CEO 혁신사례 ‘창조상’ 수상 

행정자치부

중소기업청

행정자치부

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공단

지방공기업평가원

안전보건공단

한국셉테드학회

행정자치부 / 지방공기업평가원

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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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주요 혁신사례

1. 공원분야

2. 장사(葬事)분야

3. 문화예술분야

4. 도로 및 교량분야

5. 시설분야

6. 경영분야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나는
부산

쏟아지는 햇살 아래 아이들이

터뜨리는 웃음소리가 들려옵니다.

서로의 손을 꼭 쥐고 공원을 찾은 단란한 가족들이 보입니다.

친구와 함께 연인의 손을 잡고 삼삼오오 모여

즐거움이 넘치는 그들만의 시간을 보내며 유쾌한 추억을 쌓습니다.

부산은 즐거움으로 가득한 도시입니다.

•조직·인력·제도 혁신

•공원 위탁·운영 성과

•부산 시민공원 운영 활성화

•시민공원 셉테드 최우수등급 인증 “국내공원 1호”

•문화가 살아숨쉬는 부산시민공원 운영

•시민공원 주차장 요금 현실화 및 렌트카 차고지 유치로 
   경영개선 및 고객만족도 제고

•문화와 예술이 함께하는 「빛 공원」 조성

•자연친화형 전포천 생태하천 조성

•일자리 창출을 위한 창업소통공간 - 창업카페 조성

•1社 1공원 MOU 협약으로 지역 기업과의 상생 도모

• 「기가와이파이」 무상구축을 통한 고객만족도 제고

•어린이대공원 여름철 물놀이장의 안정적 운영으로

   시민만족도 제고 

•어린이대공원 생태정보 모바일 페이지 운영

•스마트폰 활용 공원환경 안전지킴이 시스템 운영

•안전한 공원 조성을 위한 산불재해 예방시스템 구축

공원분야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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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분야
Park & Pleasure ground Part

Ⅱ. 주요혁신사례  

01

•부산시민공원 (473천㎡)

•중앙공원 (5,021천㎡)

•어린이대공원 (4,961천㎡)

•금강공원 (3,096천㎡)

•태종대유원지 (1,793천㎡)

•용두산공원 (70천㎡)

•송상현광장 (35천㎡)

공원시설 현황 ::

공원관리 
표준시스템 운영

민·관 협치를 통한 
공원관리

다양한 문화·행사 
프로그램 운영

경영관리 
효율성 제고

자원봉사 및 
민간기부 활성화

시민편익 증진을 위한 
공원 정비

수익창출 및 지출구조 
개선

구분
중앙공원 어린이대공원 금강공원 태종대유원지 부산시민공원

부산시 공단 부산시 공단 부산시 공단 부산시 공단 부산시 공단

인력 40명 32명 42명 18명 36명 19명 40명 19명 22명 15명

연간

이용객

2,500천명

('04)

4,835천명

('13)

1,644천명

('97)

2,735천명

('13)

111천명

('97)

1,234천명

('13)

395천명

('98)

2,287천명

('13)
-

8,206천명

('14)

프로그램

운영 등

행사위주

운영

자체공연

83회

행사위주

운영

자체공연

82회

행사위주

운영

자체공연

18회

행사위주

운영

자체공연

43회,

다누비

열차운영

-

연간106개

프로그램

250회

구분 계 중앙공원 어린이대공원 금강공원 태종대유원지 비고 

증감(백만원) ↑1,686 ↑134 ↑553 ↑348 ↑651

市 직영

손익  △4,100 △1,566 △1,115 △921 △498
위탁 직전

('98년, '04년)
수입 1,317 76 304 162 775

지출 5,417 1,642 1,419 1,083 1,273

공단위탁

손익 △2,414 △1,432 △562 △573 △153
위탁 후 1년

('99년, '06년)
수입 1,581 120 330 203 928

지출 3,995 1,552 892 776 775

• 도심지공원 관리 노하우 축적 및 공원관리 일원화를 통한 효율성 제고

• 공원시설 관리 전문인력 보유(임업·조경직렬 21명, 자격증 소유자 48명)

• 부산시민공원 연계 다양한 문화프로그램 창출, 시민참여 문화향유 기회 확대

• 인력, 예산 등 관리·운용의 효율성 극대화

• 부산시관리 vs. 공단관리

• IMF 외환위기 이후 부산시 조직 슬림화 일환으로 공단 위탁

   ▶ 행정업무 및 조직의 감량·감축으로 예산 및 인력절감

•공원관리에 있어 민간경영 관리방식 도입으로 서비스향상·경영개선

   ▶ 행정자치부 주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5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

●● 위탁배경

●● 위탁시기

●● 관리인력

●● 수지개선

•1998. 1. 1. : 어린이대공원, 금강공원, 태종대유원지

•2004. 7. 1. : 중앙공원(구 대신·대청공원), 용두산공원

※ 감사원 지방공기업 경영관리 효율화 자료('06. 9월)

구분 계 중앙공원 어린이대공원 금강공원 태종대유원지 비고 

증감(명) △70 △8 △24 △17 △21

市 직영  158  40   42   36   40 위탁 직전

공단위탁  88  32   18   19   19 '12. 6월

 ※부산시관리와 공단관리시 비교

감 70명
(158명 → 88명), 
연 2,100백만원 

절감

연 1,686백만원 
절감

조직·인력·제도 혁신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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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주요혁신사례  

공원 위탁·운영 성과

• 관리인력 감축 : 감 70명(158명 → 88명), 연 2,100백만원

• 공단수탁 전후 수지 개선 : 연 1,686백만원

경영관리 효율성 제고

• 노인인력 활용(일 14명, 연 4,395명) 임금구조 개선 : 연간 120백만원

수익창출 및 지출구조 개선

• 공원·유원지 총 30개 프로그램 연간 367회 운영 : 이용객 158천명 참가

    (자체 프로그램 : 8종 149회 5,999명 / 외부 프로그램 22종 218회 151,993명)

• 시민공원 축제 개최(55천명 관람), 상설 문화프로그램(199회), 시민참여 체험교실(394회), 

    공방체험프로그램(834회), 기획 및 대관전시(69회)

공원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문화·행사 프로그램 운영

• 지역주민 참여 : 중앙공원  「충혼지킴이」 , 금강공원선진화추진협의회 등

• 전문가 집단 자문 : 대학 교수진, 연구기관, 비엔날레조직위 등

• 민간단체 협업을 통한 문화행사 추진 : 송구영신 ‘빛과 등축제’ 등

• 생활문화 동아리 등 시민참여 문화공연 추진 : 버스킹 등(131회)

민·관 협치를 통한 공원관리

• 용두산공원 에스컬레이터 대수선공사, 

   노후 화장실·판매시설 현대화 등

시민편익 증진을 위한 공원 정비

• 청소년진흥센터 연계 자원봉사활동제도 운영

    ▶ ’08. 6월부

• 민간기부 활성화 추진 : 

    공원 전기선로 지중화(228백만원), 

    시계탑·재료 기증 등

자원봉사 및 민간기부 활성화

• GPS 산불방제시스템, 

    FMS(시설물관리시스템) 구축, 

    ISO 9001 인증 취득

• 공원관리 분야별 매뉴얼 운영 : 

    공사 관리, 시설물 점검 등 8개 매뉴얼

공원관리 표준시스템 운영

02

시민공원 인수운영(2014. 5. 1.자 개장)에 따른 
조기안정화 및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 제공으로 
대한민국 최고의 명품공원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

”

01 공원분야

부산시민공원 운영 활성화

• 「공방아트페스티벌개최」  를 통한 공원대표문화 축제 개설 

• 「추억의 낭만콘서트, 릴레이콘서트」  등 다양한 문화공연 개최

• 시민참여프로그램 생태체험교실 및 공방체험 운영

• 「문화예술촌 입주작가전」  ,「현대미술 확장전」  등 기획전시 개최

• 민관참여 공원자문위원회 구성·운영 : 시민단체, 전문가 등 참여

• 시민공모를 통한 문화프로그램 운영 : 15개 프로그램 선정·운영

• 민관합동 공원이용실태 모니터링 실시 : 불편 및 건의사항 조치

• 민간전문단체 협업을 통한 시민참여채널 운영 : 100인 토론회

• 공원내 자원봉사캠프 개설 및 지역봉사단체와의 협업체계 구축

• 뽀로로 도서관 : 내·외부 리모델링. 캐릭터 조형물 설치

• 수유실 설치 : 1개소(방문자센터) → 2개소(열린휴게실조성)

• 시설 정비 : 문화예술촌, 시민사랑채, 세미나실 등 

   15개소 임시 그늘막 및 흔적파고라 차양시설(1개소) 설치 등

다양하고 특색있는 문화프로그램 도입·운영

민관협치 시민중심 운영/자원봉사 활성화 등

이용객 위주 공원, 편의시설 개선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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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증기관 : 한국셉테드학회 ⇒ 국내 셉테드 인증기관

• 인증대상 : 범죄예방 환경설계 공원시설 부분

• 인증절차 : 인증신청 → 심사(서류 및 현장) → 평가 → 인증

• 심사결과 : “최우수등급” 취득 ⇒ 국내 공원시설 최초 인증

    ※ 인증에 따른 시설개선 : 화장실 비상벨 106개, 신고표지판 29개 등

• 공원분야 최초 인증으로 대내외적 인지도 상승 등 공원이미지 제고

• 안전 최우선의 공단 핵심가치에 따른 안전관리 및 범죄없는 공원 조성

• 각종 범죄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속적 노력 및 개선 

    ※ 셉테드 인증후 범죄예방 노력을 인정받아 

   “범죄예방 최우수시설”추가 인증 ⇒ 부산진경찰서

추진개요 : 셉테드 “최우수등급” 취득

기대효과

향후계획

: : 셉테드인증서: : 

: : 화장실 비상벨 : : 

: : 여성전용 주차장 : : 

: : 범죄예방 최우수시설: : : : 셉테드인증서 수여 및 MOU 체결식: : 

Ⅱ. 주요혁신사례 01 공원분야

시민공원 셉테드 “최우수등급” 인증 : 국내 공원 1호

범죄예방 환경 조성을 위한 시설물 개선 노력을 인정받
아 국내공원 최초 셉테드 ‘최우수등급’을 받는 등 시민
들에게 안전한 공원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
”

04

Excellent 
Case

서울 홍대 프리마켓을 능가하는 
국내 최대규모 예술시장

부산시민공원은

전국 최대규모의 예술시장(Art Market)을 목표로

지역예술인의 작품 판로 제공과 실질적인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에게는 다양한 볼거리 및 문화 향유기회를,

청년/대학생에게는 학습·전시·정보공유 공간을 제공하여

창작의욕을 고취시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화체험 프로그램,

민관이 함께하는 거버넌스 등을 통한

시민과 함께 꾸려가는 공원으로,

차원이 다른 운영의 묘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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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과 함께 만드는 예술축제 
부산시민공원   「아트페스티벌」

Excellent 
Case

Ⅱ. 주요혁신사례 01 공원분야

문화가 살아숨쉬는 부산시민공원 운영05

•순수 예술인 중심의 예술시장 운영(매주 토요일)

   - 참여인원 : 총 688개팀, 1264명 작가 참여 (전년대비 20개팀, 319명 증가)

   - 장르분포 : 섬유, 도예, 쥬얼리, 목공예, 캐리커쳐 등

   - 방 문 객 : 총 295천명 (전년대비 157천명 증가)

•다양한 문화행사 추진

   - 토요문화한마당, 야외영화상영, 버스킹·재즈 페스티벌, 공방체험프로그램 등

문화가 살아숨쉬는 근린공원화, 부산시민공원만의 특색 있는 볼거리 제공, 
다양한 문화행사 개최를 통해 공원 이용객 만족도를 제고하였습니다.“

”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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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차량과 요금이 동일한 대형차량의 장기주차 및 잦은 진·출입으로 
시민 불편을 야기하여 주차요금 현실화를 추진하였습니다.

시민공원 지하주차장을 렌트카 차고지로 활용하여 시세입 확충 및 
공단 경영수지를 개선하였습니다.

- 약 28억원 세수 확보(취득세, 자동차세 등) 예상

- 차고지 사용료 5,600천원 및 주차요금 징수를 통한 공단 경영수지 개선

- 공원 이용객 안전 확보 및 불편 해소를 통한 고객만족도 제고

- 대형차량 주차요금 현실화를 통한 경영 수지 개선 - 연간 약 30,000천원 예상

시민공원 주차장 요금 현실화 및 렌트카 차고지 유치로 
경영개선 및 고객만족도 제고

:: 주차요금 현실화 홍보 현수막 :: 

:: 대형차량 주차요금 현실화 (소형 기준 → 면수 기준) :: 

“

“
”

”

29

문화와 예술이 함께하는 
「빛 공원」 조성

07

•2016 송구영신(送舊迎新)『빛과등축제』

   - 기    간 : 2016. 12월 ~ 2017. 2월

   - 관람인원 : 약 195,000명

   - 행사내용 : 별자리 목각등 전시, 대형트리·포토존 설치, 은하수조명, 빛과등축제 

                 점등식 등

•추진 효과

    - 비수기(겨울철) 경관조명 활용을 통한 공원 활성화 및 부대 행사 프로그램 운영 

       시너지 효과

: : 뽀로로 도서관 포토존 설치 : : 

: : 송구영신 한마당 개막식 : : 

: : 희망의 등터널 : : 

: : 거울연못 12간지 등전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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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자연이 살아 숨쉬는 전포천 생태복원 추진

    - 어류방류, 야생화단지 조성, 수질개선 낙차공 공사 실시 등

•사계절 계전화단 조성 등 특화사업 전개

    - 사계절 꽃이 있는 화단 조성(유채, 해바라기 등), 이동통로, 원두막, 포토존 설치 등

자연친화형 전포천 
생태하천 조성

30 명품시설로 일류도시를 실현하는 부산의 이미지메이커

전포천을 자연이 살아 숨쉬고 볼거리가 있는 
생태하천으로 조성하였고 어류방류, 야생화단지, 계절화단 포토존 등 
생동감 있는 하천환경으로 복원시켰습니다. 

“
”

:: 계절화단 (여름) :: :: 계절화단 (봄) :: 

:: 전포천 개선후 :: :: 전포천 개선전 :: 

▶

08

일자리 창출을 위한 
창업소통공간 – 창업카페 조성 

09

31

창업에 관심 있는 일반인, 예비창업자가 자유롭게 아이디어를 나누고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는 창업소통공간을 마련하고, 
정보제공 및 지원정책 안내를 통해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였습니다.

“
”

: : 부산창업카페(송상현광장 선큰광장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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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1社 1공원 MOU 협약으로
지역 기업과의 상생 도모

MOU협약을 통한 자선공연, 초화구입지원 등 추진을 통해 지역기업과의 상생 및 
공공기관의 사회적 역할을 제고하였습니다. “

”

32 명품시설로 일류도시를 실현하는 부산의 이미지메이커

- 주요내용 : 공원 + 지역기업(개인) 간 물품지원, 재능기부 등 협력체계 구축

- 추진방법 : 부산경영자총연합회, 상공회의소 등을 통한 지원기업 대상 추천

- 어린이대공원 : 수와진 자선공연 MOU 체결 (공연중),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자선공연 MOU 체결(공연중)

- 중앙공원 : (주)티원 쓰레기통 설치지원(10개소) MOU 체결 (제작중, 5월 설치)   

- 금강공원 : 국립해양연수원 쓰레기통 설치지원(7개소)  MOU 체결(4월 설치)

- 태종대유원지 : 자영업자 초화구입비 지원(3,000본, 4월 중) 등 

•추진개요 

•추진실적

•향후계획

「기가와이파이」 무상구축을 통한 
 고객만족도 제고

11

시민공원의 무선와이파이 전파수신 미약 및 제한적 서비스로 
고객불만이 야기되어 와이파이 음영지역 완전 해소 등 
무선통신 품질강화로 향상된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
”

33

- 자체 예산투입 설치 대비 약 3.5억원 이상 예산절감

- 공원내 무선인터넷 음영지역 완전해소로 고객만족도 극대화

•기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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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어린이대공원 여름철 물놀이장의 안정적 운영으로 
시민만족도 제고

어린이대공원 내 키드키득파크(물놀이장) 안전사고 예방, 시민편의 제공을 위한 
체계적 시설물 및 수질 관리로 이용고객의 안전 및 만족도를 높였습니다.“

”
- 2016. 7. 1 ~ 8. 31 (2개월)

- 26,545명(어린이 15,473명) → 전년대비 190명(어린이 508명) 증가

- 어린이 물놀이 신규 시설에 대한 안정적 운영으로 시정 이미지 향상 

- 안전사고예방 및 시민편의 시설확충으로 이용객 만족도 제고

•운영기간

•이용객

•운영효과

34 명품시설로 일류도시를 실현하는 부산의 이미지메이커

안전요원 교육 그늘막 설치

임시 탈의실 설치 안전점검

35

어린이대공원 생태정보 
모바일 페이지 운영

13

- 공원내 자생 동물, 식물 상세 정보, 스토리텔링 자료 제공

- 생태환경현황 : 식물상, 동물상 분포 및 특성

- 포유류, 조류, 곤충 등 : 사진, 형태, 습성, 식성 등

- 식물 : 사진, 규격, 분류, 분포지역 특징, 나무이야기 등

- 공원 순환로 주변 소나무, 편백나무, 푸조나무 등 주요수종 80여종

- 수목명찰에 QR 코드 부착하여 앱을 통한 생태해설 안내

- 공원생태 정보를 모바일을 통해 쉽고 빠르게 생태정보 서비스 제공

- 교목, 관목, 꽃피는 식물, 포유류, 곤충류, 조류 등 207종

- 상시 공원 생태 정보 홍보를 위한 리플렛 비치 및 안내판 설치

- 모바일활용 생태체험교실 2회 77명 참여(2014년 11월)

- 생태체험학습 활용으로 공원활성화 및 양질의 서비스 제공

- 지속적인 생태정보 관리로 이용객 중심의 서비스 활성화

- 자연생태 체험·학습의 기회 제공으로 공원 활성화 및 

   방문시민 체험서비스 제공

- 쉽고 빠른 모바일 정보 제공을 통한 새로운 숲 체험 공간 실현

•공원홈페이지내 생태해설페이지 추가

•공원내 수목 QR코드생성 제작, 부착

•생태해설 리플릿 제작 및 안내판 설치

•어린이대공원 생태브랜드 가치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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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스마트폰 활용 
공원환경 안전지킴이 시스템 운영

산 정상이나 주요 등산로길, 숲길 등 산불 발생 취약지구에 휴대폰을 
활용한 계도–감시 시스템을 구축하여 산불예방 효과를 극대화함과 동시에 
벌채, 산림 훼손행위 등에 대한 즉각적인 감시 단속으로 업무 효율을 높혔습니다.

“
”

- 스마트폰 활용, 실시간 영상 감시, 360도 동작센서 계도방송 등

- 재활용 휴대폰, 태양열전지, 동작인식센서, 스피커 등으로 시스템 구현

- 야간조명등, LED 전광판 추가 등 기능 및 성능 업그레이드

- 카메라와 동작인식 센서, 경고 방송 등을 통한 24시간 방범 강화

- 등산객에게 자동 산불방지 안내멘트 방송(동작감지센서) 등 산불감시 강화

- 태양광을 활용한 친환경 녹색에너지원 사용으로 탄소 배출 저감

- 저비용으로 구축 가능하여 향후 산불감시 및 예방지역 확대 설치

  ※산불지킴이 시스템 특허 및 실용신안 등록

•구축내용

•생태해설 리플릿 제작 및 안내판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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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양산 설치 스마트폰 모니터링

시스템 구성도

안전한 도시공원·유원지 조성을 위한 
「산불재해 예방시스템」 구축

15

공단은 산불방지를 위한 다양한 예방·대비활동들을 장기간 시스템화하여 
정착시켰으며, 법규, 규정, 지침 등에서 규정하는 내용들을 위주로 
중앙공원, 어린이대공원, 금강공원, 태종대유원지 주요 4개 공원·유원지 등에 
안전한 도시공원·유원지 조성을 위한 체계적인 산불예방 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

입산통제기간은 매년 11월 1일부터 

다음연도 5월 15일까지 195일간이며, 

입산통제구역이 지정되면 

공원·유원지 입구에는 세로 120㎝가로 90㎝의 

입간판에 통제구역과 면적, 기간 등을 명시하여 

이용시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입산통제구역

37

공단관리 공원·유원지 현황

구 분 중앙공원 어린이대공원 용두산공원 금강공원 태종대유원지 시민공원 송상현광장 

토지면적 (ha) 502 498 708 309 179 47 3

산림면적 (ha) 236 459 - 298 163 - -

산 지 명
엄광산

구봉산
백양산 - 금정산 태종산 - -

입장객 (천 명) 1,289 3,901 2,515 1,130 2,705 8,586 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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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조심기간에 산불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마련하기 위하여  공원·유원지별 산불방지 대책본부

를 운영하고 있으며, 대책본부에는 비상근무조 편성, 비상연락체계, 진화인력, 진화장비, 관리구역도, 초소

위치 등을 기록한 현황판을 설치하여 평상시 유관기관의 협조체계 유지,상황점검 및 지도, 통신체계의 구

축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산불재난발생시 현황파악, 상황전파, 산불진화통제, 유관기관 협조요청 등의 지

휘 업무를 수행함으로서 산불방지 예방·대비 등 적극적인 대응을 위하여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산불조심기간에는 라이터, 성냥 등 화기 및 인화발화물질을 소지하고 입산하지 못하도록 산림보호법에 따

라 화기물 소지 금지구역을 지정하고 공원·유원지 입구에는 세로 120㎝ 가로 90㎝의 입간판에 화기물 

소지 금지구역임을 알리고 불을피우는 행위 등을 못하도록 계도하며 위반 시에는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 

벌금 등의 처벌 내용을 명기하여 산불조심 경고판을 설치하고 입구에서 라이터 등을 보관하는 등 이용시

민의 참여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산불조심기간은 산림청에서 지정하며 봄철은 매년 강설이 녹기 시작하는 2월 1일부터 여름철 녹음이 시

작되기 전인 5월 15일까지 105일간이며, 가을철은 낙엽이 지기 시작하는 11월 1일부터 강설이 시작되는 

12월 15일까지 45일간을 산불조심기간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이때에는 산불조심 깃발 및 현수막 등을 

이용시민이 많은 입구와 주요등산로에 게시하여 시민들에게 산불조심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설 명절, 정월대보름, 어린이날, 청명·한식, 산나물채취기, 석가탄신일, 단풍철 

등 이용시민이 많은 주요시기에 산불특별대책기간을 운영하여 시기별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GPS단말기를 이용하여 산불감시원이 신고버튼을 누르면 산불방지 대책본부에서는 시스템(www.bisco.

kworks.co.kr)에 산불발생 위치가 지도(map) 위에 붉은색 원으로 표기되며, 마우스로 클릭하면 경위도 

좌표 등 단말기의 정보가 표시됩니다. 이 시스템은 위치가 관리구역 현황지도에 표기되기 때문에 쉽게 위

치를 가늠할 수 있고 산림청 또는 소방항공대에 협조요청을 할 때 정확한 위치정보를 제공함으로서 산불 

초기대응에 유용하게 활용 할 수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11월부터 5월까지 산불조심기간에 운영하고 있습

니다.

•산불방지 대책본부

•산불조심 경고판

•산불조심기간

•산불 위치확인(GPS) 시스템

39

공원·유원지 관리구역 감시가 용이한 위치에 CCTV를 설치하여 관

리구역을 상시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으로 백양산 정상과 엄광산 중

턱, 공원조망에 유리한 고층아파트 등지에 총 8대의 감시카메라가 

중앙공원, 어린이대공원, 금강공원을 감시하기 위해 설치되어 있으며 

milestone mobile앱으로 휴대폰에서도 상황관제가 가능하며, 웹에서

는 연간 산림 내 상황을 상시 관찰하고 있습니다.

산불진화 기계화 장비 등을 이용한 산불진화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

다. 사업소별 자체 훈련뿐만 아니라 2월(주간훈련), 12월(야간훈련)에

는 공원·유원지 합동으로 훈련을 실시하여 사업소간 유기적인 산불

진화가 가능하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산불감시원이 산불을 발견했

을 경우 지형지물을 이용한 위치의 보고 등 산불신고, GPS단말기 사

용법, 관리구역의 경계, 산림내 방화수의 위치, 비상연락체계 등을 교

육하고 있습니다.

산불조심기간은 산림청에서 지정하며 봄철은 매년 강설이 녹기 시작

하는 2월 1일부터 여름철 녹음이 시작되기 전인 5월 15일까지 105

일간이며, 가을철은 낙엽이 지기 시작하는 11월 1일부터 강설이 시작

되는 12월 15일까지 45일간을 산불조심기간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이때에는 산불조심 깃발 및 현수막 등을 이용시민이 많은 입구와 주

요등산로에 게시하여 시민들에게 산불조심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설 명절, 정월대보름, 어린이날, 

청명·한식, 산나물채취기, 석가탄신일, 단풍철 등 이용시민이 많은 

주요시기에 산불특별대책기간을 운영하여 시기별 예방활동을 강화하

고 있습니다.

산불이 발생 할 경우 산불확산을 저지할 수 있는 임도, 등산로, 하천, 

암석 등 자연적 지형을 이용하거나 입목의 벌채, 낙엽물질의 제거, 

도랑파기등의 방법으로 구축된 방화선(산불 저지선)은 산불기간이 도

래하기 1달 전부터 구축을 시작하여 약 40일간(2015.9.23.~10.31.까

지) 총 44.25ha 31.3km의 산불 저지선을 구축합니다. 구축이 완료

된 시기에는 낙엽이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낙엽이 모두 떨어진 

이후에는 산불 저지선에 떨어진 낙엽을 제거하는 2차 작업을 실시합

니다.

•산불관제(CCTV) 시스템

•산불 교육·훈련

•산불지킴이(폐휴대폰) 시스템

•방화(진화)선 구축

Ⅱ. 주요혁신사례  l   01 공원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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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적이고 전문적인 진화를 위해 기계화진화장비를 구축·운영하고 있으

며, 기계화 진화 장비는 중형펌프 1대, 소형펌프 1대, 호스(13mm,8.5mm), 

분배기, 간이수조 등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호스연장 길이는 최대 1km 지

점까지 연결할 수 있도록 채비되어있어 공원·유원지내 산림 어디든 진화

가 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기계화 진화대 편성인원은 각 사업소 실정에 

맞게 10명을 기준으로 편성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체력적으로 장비운

용이 가능한 직원 위주로 선발되어 있습니다. 시스템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

해서는 진화장비 설치경로 선정, 호스운반 및 연결 등 일사불란한 조직력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지속적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산불대책본부에서는 소형 산불 발생 시 관할구청,소방서에 신속하게 보고하

고 자체 산불 현장 진화반을 진화장비와 함께 투입하여 진화하고, 자체진화

가 어려운 경우에는 관할구청 산불대책본부를 거쳐 부산시 산불대책본부로 

비상 연락하며, 필요시 산림청 및 소방안전본부의 항공대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산불감시초소는 산림조망이 좋은 위치를 선정하여 4대 공원·유원지 총 25

개소에 설치되어 있으며 공익근무요원, 노인일자리를 활용하여 산불감시원

을 상시 배치하고 산불발생 등 특이동향을 감시합니다. 특히 공원구역 외의 

산림에서 산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인접 구역에서부터 관리구역까지의 거리

와 산불감시원이 헬기의 이동경로, 방화수의 보충위치, 산불진행방향, 바람

의 세기와 방향등을 무전기로 수시보고 함으로서 CCTV 등으로 상황파악이 

어려운 경우에도 산불에 관련된 전반적인 상황을 신속하게 확인하고 대책

본부에서 의사결정 할 수 있도록 활용하고 있습니다.

•기계화 진화장비 운영

•산불진화 유관기관 협력

•산불감시초소와 산불감시원

•조직·인력·제도 혁신 

•친환경 고효율 화장로 개발 및 특허 공동 출원 

•표준 장례비용 산출 시스템 개발로 선진장사문화 선도 

•영락공원 장사정보종합 정보 시스템 구축 운영

•친환경 새조화 개발 및 확산 보급, 근조화 수량 제한 진열

•건전한 장례문화 조성을 위한 장묘문화 전시공간 운영

•장례식장 등 리모델링을 통한 이용시민 만족도 향상 

•전국 최초 음성해설 입관 서비스 개시 

•커피코너 개설·운영을 통한 신규사업 창출 

•영락공원 사회적 파급효과 

•전국최초 묘지관리분야 노인일자리 창출사업 추진 

장사분야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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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葬事)분야
Funeral Part

Ⅱ. 주요혁신사례 

02
01

03

04

05

06

02

• 실용신안 1건, 의장등록 3건 출원

가족납골묘 보금 장묘문화 선도

감사원 감사  「전국 장사시설 모범운영」 선정(’04. 9.)

전국 최초 장례식장 서비스 KS 표준인증(’09. 12.)

노인일자리 창출 공헌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상 수상 (’09년)

「장사정보 안내시스템」 안전행정부 지방 3.0 우수사례 선정

전국최초 장례시설 품질경영 ISO-9001 인증(’01. 10.)

대한민국지방자치개혁박람회 우수사례 선정 

(’02.10 영락공원 장례식장 운영 혁신사례)

영락공원 대외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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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주요혁신사례

조직·인력·제도 혁신

• 장례부조리 척결(바가지요금, 노자돈, 촌지 등), 

전국 최초 장례지도사 운영(’01. 5월), One-Stop Total 장례시스템 구축

장사시설 관리의 노하우 및 오랜 경험축적, 대한민국 장례문화 혁신의 요람

• 평균 장례비 1/3가격 감소, 전반적 서비스 만족도 증가 68.2% → 96.7%

종전 식당·편의점 민간인 임대방식에서 공단직영 전환(’01. 3. 1부)

전국 최초 장사시설내 추모음악회 개최(’07. 9.)

장사시설 사이버 추모의 집 구축(’05. 9.) 

친환경 새조화 보급 및 조화문화 개선(’12 ~ 현재)

전국최초 음성해설 입관 서비스, 장사 정보 모바일 앱 자체 개발 등 

전국최초 친환경 고효율 화장로 개발사업 국책과제 선정(’14. 3.) 및 개발성공(’16. 8.)

기계, 전기, 임업 등 전문인력 보유, 자체 기술개발 등을 통한 시설관리의 효율성 제고 등

01

공기업 최초 노인일자리 창출사업 추진(’07. 9.)

02 장사분야

영락공원 친환경 고효율 화장로 
개발 및 특허 공동출원

:: 친환경 고효율 화장로 추진결과 :: 

추진목적

개발목표

개발비용

추진경과

• 화장수요의 지속적 증가로 인한 화장 공급능력 증대 필요

• 예산문제 및 지역이기주의로 인한 화장시설 증설 어려움

• 현 설비(1995년) 22년 경과로 내구연한(12년) 초과로 교체시기 도래

영락공원 화장 실적 수요추계 : 보건복지부

2000년 2005년 2010년 2015년 2020년 2025년 2030년 

8,019 14,896 17,996 21,546 29,880 33,586 37,501

부산시 화장수요 추계_ 2011년 보건복지부 발표

(단위 : 건 )

• 화장소요시간 30% 단축 : 기존 70분/회 → 개선 50분/회

• 대기오염물질 법정 기준 대비 50% 이하로 줄인 친환경 화장로

• 4억원(국비지원 3억원, 민간부담 1억원)

• 14. 3. 25.   중소기업청 개발과제 채택

• 14. 6.       고속화장로 개발기업 선정(세화산업사) 및 개발착수

• 16. 1. 11.   연소테스트 완료

• 16. 2.       고속화장로 1대 시범설치 완료

• 16. 4.       개발사 최종 개발보고서 제출(중소기업청)

• 16. 8.       중소기업청 “성공” 최종결과 발표

: : 고속화장로 시범 설치 : : 

화장수요의 지속적 증가에 따른 능동적 대처 및 
연료비용·배출가스 저감을 위한 
『친환경 고효율 화장로』를 개발 성공하였습니다. 

“
”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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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속화장로 외관 (3번로) : : 

: : 유족대기실 : : 

: : 야외전경 : : 

: : 출원번호통지서: :: : 개발 최종보고서 : : 

화장시간 30분 단축, 경상경비 5.4억 절감 등 획기적 개선!

친환경 고효율 화장로 사업 추진 효과

• 화장 운영시간 단축 : 기존) 100분 → 개선) 70분

• 화장 능력 : 기존)일 70구 → 개선) 일 90구

• 화장로 설비 운영 관련 경상경비 연간 5.4억 절감(연료비 2.1억, 수선비 2억, 인건비 1.3억)

• 배출가스 저감으로 인한 환경 개선

• 해외 교류사업 기술이전 검토 등(베트남, 필리핀 등)

: : 시험성적서 : : : : 최종결과 확인증 : : 

Ⅱ. 주요혁신사례

• 영락공원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쉽게 장례비용 산출가능

• 장례용품 등 사진으로 확인, 예상 접객인원·장례용품 등 직접 선택 가능

• 장례비용 산출시스템을 통한 장례식장 예상비용 사전 인지

• 공설장례식장으로서의 합리적인 비용 제시로 유족부담 경감

• 외부 장례식장비용과 상호 비교로 시민들의 바가지요금 피해 최소화

• 투명한 업무처리로 장례문화 선도 및 지방공기업 공신력 확보

구분 화장시 전국 평균(A) 영락공원평균(B) 비용차이(C=A-B)

계 1,327만원 315만원 △1,012만원

장례식장비용 989만원 270만원 △719만원

화장,봉안비용 338만원 45만원 △293만원

산출결과 평균 장례비용 비교

※한국소비자원 보도자료(2015.9월) : 화장(火葬)시 전국 평균 장사비용 1,327만원

장례비용 산출시스템 개요

개선효과

장례비용 관련 시민 궁금증 해소 및 장례비용 가이드라인 제공, 
투명한 선진 장례문화 확산을 위해 표준 장례비용 산출 시스템을 
개발하였습니다.  

“
”

02 장사분야

표준 장례비용 산출 시스템 개발로 
선진 장사문화 선도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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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주요민원

1 이장(일시와 요금, 신청방법)

2 장례 이용절차 문의

3 납골당 이용요금 문의

4 신청자 변경 문의

5 영략공원 장애인 이용 불만

6 만기 신청날짜

7 묘지번호(위치) 찾기

8 납골당 사용기간

9 유골 처리방식

No 주요민원

10 안치 연장 문의

11 부부합장 요금 및 신청방법

12 각종 시설개선 요구

13 접속도로 제한 불만

14 명절기간 잡상인 호객행위 불만

15 영락공원 묘지 운영시간

16 타 지역 사람 이장 어려움

17 무연고 유골 안치요금

18 비석 설치 주문방법, 요금

※ 부산시설공단 영락공원 외부용역조사

주요 민원 중

이용문의
81.6%

획기적 개선필요

봉안 연장
방문 신청
불편 해소!

업무 폭주 대비

3,334 3,859

5,183

8,040

9,431

10,201

12,000

10,000

2,000

4,000

6,000

8,000

0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연장대상 (건)

• 부산시의 가파른 고령화 추세에 따른 장사시설 수요 대폭 증가 및 서비스의 질적 향상 필요

• 봉안기간 연장 등 무방문 민원서비스 발굴, 장사시설 이용정보 제공방법의 획기적 개선으로 시민불편 해소

현황 및 추친 필요성

공공장사시설 주요 민원현황

봉안 사용기간 연장대상

Ⅱ. 주요혁신사례 

고객님이 언제 어디서나 장사시설 이용정보를 확인할수 있도록 
스마트기기 앱(App) 등을 활용, 장사업무 맞춤형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여 
이용시민 만족도 제고 및 고객감동을 창출하였습니다. 

“
”

언제 어디서나 장사시설 이용정보 실시간 확인, 장례상담 등
바로콜, 무방문 서비스를 확대한 맞춤형 토탈서비스를 구현하였습니다.“ ”

영락공원 장사(葬事)정보 
종합안내시스템 구축·운영

04
행정자치부 지방3.0 과제공모 “우수과제”선정

장사업무 운영관리
(신청접수, 사용허가, 수입금 등)

장사시설 기본정보
(시설현황, 이용안내 등)

무방문 민원 서비스
(봉안연장, 신청변경, 개장 등)

장사(葬事) 
업무

맞춤형 
토털서비스 

구현

장사시설 관리지침
(관계법령, 업무 메뉴얼 등)

관련기관 업무연계
(e하늘정보, 행정정보 이용 등)

실시간 정보검색
(장례식장, 화장, 봉안, 묘지 등)

이용 문의

최초 전산화

타기관
일부전산화

장사관리 통합정보시스템

무방문 원격 스마트 서비스

무방문 인터넷 민원서비스

장사 업무 무인안내기 운영

최신 정보기술(IT) 활용장사시설 이용 고품격 서비스 제공

현 실태
(As - Is)

서류
장사시설 이용정보
확인 불편

봉안기간 연장 등
직접 방문신청

신속한 업무처리
전문성 제고 필요

전화

방문
확인

개선 방향
(To - Be)

스마트폰
앱(App)

언제 어디서나
장사시설 정보 확인

무방문 원격
민원서비스 지원

업무처리 자동화
장사업무 전문화

무인
안내기

 인터넷 

▶

02 장사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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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6. : 장사정보 종합안내시스템 구축용역 착수

• 2014. 2. : 장사정보 무인안내기 및 모바일 앱 개발 완료 

• 2014. 3. : 보안성 검토, 앱 스토어 등록 및 운영개시

• 2014. 5. : 앱 다운로드 페스티벌 개최, 대외 홍보, 콘텐츠 보완

• 시설개요 l 영락공원 및 추모공원 소개, 시설현황, 이용요금 및 허가 절차 안내, 찾아오시는 길(지도 및 교통정보 링크) 등 

• 정보검색 l 화장예약 및 빈소현황, 고인검색, 시설위치 등

• 이용문의 l 장례식장·화장·봉안·묘지 상담 바로콜, 문자 상담 등

• 민원사무 l 봉안기간 연장 신청(본인 인증 및 사용료 결재 기능 포함), 장사시설 신청자 정보 변경(전화번호, 주소) 등

• 정보마당 l 공지사항, 자주하는 질문, 장례용품, 장사문화 홍보 등 

※대형포털 API 연계 : 지도서비스, 교통, 주변 편의시설 

 추진경과

주요내용

영락공원 장사(葬事)정보 종합안내시스템 구축 사례

스마트기기 앱(App) 개발 : iOS, Android 기반

Ⅱ. 주요혁신사례  

• 전 시민이 언제 어디서나 필요한 장사시설 정보 무료 이용 및 무방문 원격 장사업무 민원 처리로 시간적, 경제적 비용절감

• 빈소, 봉안, 화장 현황 및 장사용품 가격 등 실시간 정보제공을 통한 신뢰도 높은 투명한 장사행정 실현

 추진효과

무인안내시스템(Kiosk) 구축 : 터치스크린형(46인치)

사
업
경
쟁
력

IT인
프
라

서
비
스
제
공

경
제
적
효
과

•장사시설 이용 신청, 고인정보 검색 등 
  신속한 고객 요청 처리 지원
•화장, 빈소 등 실시간 정보조회 
  (홈페이지, 스마트 기기, 무인안내기)
•봉안 기간 연장 등 원격 무방문 서비스 (인터넷, 스마트 기기)

•최신 정보기술 적용 및 시스템 확장성 제공 
  (모바일 기기 등)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 
  (시스템 호환성, 프로그램 재사용 등)
•공원 관리포털, 교통시설 포털, 문화사업 포털 등 확대적용 추진

•업무 표준화 및 프로세스 개선, 
  장사 업무 포털(Portal) 정보 활용
•장사 관리 전문성 및 체계적 노하우 축적
  (장례식장, 화장, 봉안, 묘지 등)
•업무 자동화, 실시간 경영분석 및 각종 통계정보 활용

•무방문 민원사무 처리에 따른 민원인 방문비용 절감
•실시간 업무처리, 수작업 제거 등 
  업무 프로세스 개선에 따른 경비 절감

02 장사분야



05 친환경 새조화 개발 및 확산보급, 
근조화 수량제한 진열 등 

실용적 조화문화 정착 및 화훼산업 육성을 도모코자 친환경 새조화를 
개발하여 과다한 크기로 인한 장례식장 혼잡과 시설이용 불편을 해소하였습니다.“

”
장례식장 근조화환 진열방법 개선

Ⅱ. 주요혁신사례  l   02 장사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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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상복공원 등 전파 : : 

: : 새 조화 홍보물 제작(개정) : : 

『친환경 새 조화』제작 실물 모형

1단 2단 A 2단 B

NEW

•개선효과

•대외성과

- 새조화 보급 확대를 통한 조화 재사용 예방 및 화훼농가 보호
- 폐조화 쓰레기 감축을 통한 친환경 녹색성장 확산

- 장례식장 환경 및 이용불편 개선, 건전한 장례문화 구현
- 선진 장사문화 선도자로서의 역할과 위상 제고

(기존) 3단 조화 (개선) 친환경 새조화 (개선) 진열 방법 개선

•크기 과대 : 235cm

•인조 부품 사용

•쓰레기 발생 과다

•조화 재사용 빈번

•크기 축소 : 160cm

•인조 부품 사용 제한

•쓰레기 발생 감소

•조화 재사용 예방

•복도진열 6개 이하 권고
  - 나머지는 근조 리본만 
     거치대에 설치 

•초과본 야외진열대 전시

•빈소내 조기꽃이 설치▶ ▶

•내 용 

   - 우리나라 장묘문화, 장례행렬 모형, 세계장묘문화, 장례용품 등 전시

   - 이용객 극대화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해 화장접수처와 통합 운영

•효 과

   - 화장대기시간 이용, 선진 장사문화 전시관 관람으로 이용객 볼거리 제공

   - 외부방문기관의 견학장소로 필수코스화 하여 장사문화의 선진화 공감대 형성에 일조

”

06 건전한 장례문화 조성을 위한 
장묘문화전시공간 운영

선진 장사문화 체험, 시민들에게 장사문화 볼거리 및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건전한 장례문화 풍토 조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07 영락공원 장례식장 등 리모델링을 통한 
이용시민 만족도 향상

노후시설 개선을 통한 쾌적한 실내환경 조성, 편의시설 확충, 시설안전성 확보를 

위한 장례식장 환경개선공사 등 장례 관련시설의 대규모 리모델링을 통하여 

이용시민 만족도를 향상시켰습니다.
“

”
- 로비, 빈소, 접객실, 화장실, 장례상담실, 상복대여실, 영결식장, 식당 등 환경 개선

- 노약자·장애인 전용 승강기, 수유실, 빈소안내용 디스플레이, 유족

•주요내용 

54 명품시설로 일류도시를 실현하는 부산의 이미지메이커

: : 유족식당 개선 전 : : : : 유족식당 개선 후 : :

▶

: :빈소 개선 전 : : : : 빈소 개선 후 : :

▶

: :  중앙로비 개선 전 : : : : 중앙로비 개선 후 : :

▶

장례식장 내부
로비 & 복도

대리석, 간접조명 등 
실내 환경개선을 통한 

경건하고 쾌적한 
분위기 연출

내부 빈소 및
접객실

노후시설 개선을 통한
고객 위주의

쾌적하고 편안한
장례 환경 조성

장례식장
편의시설

장애인·노약자 전용 E/L,
수유실 설치, 고객위주의 

편리한 상담공간 및 
쾌적한 업무환경 조성

편의시설 확충 및 
노후시설 개선을 
통해 이용시민 

편의 향상

사회적 약자를 위한 
엘리베이터, 

수유실 등 설치

•추진결과 

•추진효과 

08 영락공원 전국최초 음성해설 
입관서비스 개시 

입관시 모든 진행과정을 공개하면서 음성해설을 제공함으로써 유족들이 편안하게 

고인을 보내드리고 안심시킬 수 있는 분위기 조성, 염습 및 입관절차에 대한 

유가족 참여를 통해 투명한 입관업무를 추진하였습니다.
“

”

55

01

입관실 도착 

02

염습(음성해설)

03

입관실시 서비스 완료

진행
절차

❶
서비스

사전준비

❷
입관 전

❸
고인 염습

❹
입관 완료

입관용품
정리 등

입관과정 안내
(음성1단계)

염습과정 안내
(음성2단계)

입관절차 안내
(음성3단계)

• 고인과의 마지막 대면 절차인 입관시 용어 및 절차 등 모든 진행과정을 

자동 음성 해설로 유가족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 염습·입관 절차시 참여 유가족에 대한 고객 감동 창출

음성해설
서비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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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커피코너 개설·운영을 통한 
신규세입 창출

영락공원은 일일 평균 4천여명이 방문하는 우리나라 대표 장사시설이지만, 유족 

대기실 편의시설 부족이 자주 지적되어 왔습니다. 이를 개선하고자 커피코너를 

개설·운영하여 이용시민 만족도를 향상시켰습니다.
“

”
- 2011. 10월 : 화장동 유족대기실 커피코너 설치·운영계획수립 추진

- 2011. 11월 : 커피코너 설치·비품 구입 및 운영개시(커피·음료류 등 32종)

- 유족대기실 커피코너 개설을 통한 세입 창출(기존 자판기 매출 하락없음)

- 유족대기실 방문객의 15~23%인 일평균 220~350명이 커피코너 이용

- 2012년도 순이익 104,378천원 신규 세입 창출(매출 228,323, 지출 123,945)

- 커피코너 운영 만족도 조사결과 : 만족 58.9%, 불만 8.7%

- 모범사례 운영으로 울산하늘공원 등 타 장사시설의 벤치마킹 대상 부각

•경 과

•내 용 

•개선효과 

•대외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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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도 연매출 446백만원
   (순수익 284백만원)
• 향후 5년간 550,716천원의 
   신규 세입 창출 기대

: : 설치 전 : : : : 설치 후 : : 

10 영락공원 사회적 파급효과

57

•장례문화 개선 측면

•장례비용 경감 측면

•장례서비스 향상 측면

•공기업 이미지 개선 측면 

- 잘못된 장례문화를 유족중심의 선진 장례문화로 획기적 개선

- 시신 염습시 관행적인 노자돈 요구 등 장의사들의 횡포 근절

- 장의차량 운행시 운전기사의 촌지관행·불친절 등 폐습 척결

- One-Stop Total 장례시스템 (SCC/CRM 등)을 통한 최고의 장례서비스 제공

- 관·수의 등 장례용품의 폭리 상혼 근절 ⇒ 이전가격 1/2 수준

   ▶ 가격인하, 가격표시제, 전시판매 → 장의업계 일제히 가격 인하 유도

- 장례음식 및 장례소요 물품의 가격 대폭 인하 ⇒ 할인점 수준

   ▶ 민간병원 등 장례식장 가격인하 유도 → 장례비용 대폭 절감

- 호텔식 인테리어 및 구조개선으로 편안하고 경건한 장례의식 가능

- 산학협약 및 ISO9001 인증 획득 등 서비스 품질 및 시민신뢰도 향상

- 전국 최초 장례학 전공 전문 장례지도사 채용 및 활용으로 위생적·과학적 시신 처리

- 선진장례문화 선도의 견인차 역할로 공기업의 위상 제고

- 장례 부조리, 불친절 사례 등의 근절로 대민 서비스 향상

- 고질적인 장례부문의 혁신을 통한 대외적 신인도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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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명 : 영락공원 묘지관리사업

- 규모 : 묘지관리분야 연 790명

- 내용 : 묘지내 청소 및 수거, 배수로 정비, 제초작업, 산림관리, 재선충병 방제 등

- 한국노인인력개발원과 용역계약 체결 후 부산지역 노인일자리 분야 전문단체와 

  인력공급·관리 지정하여 사업추진

- 묘지내 쓰레기 청소 및 수거, 배수로 정비, 명절대비 제초작업, 재선충병 방제 등 

  공원주변 전반적 환경정비 분야에 집중배치하여 효율적인 묘원관리

- 묘지관리분야에서 선도적인 노인일자리 사업 창출을 통한 사회적 문제 해결에 

  적극 동참하여 정부시책에 적극 부응

- 묘지관리분야 인력의 생산적 운용에 따른 경영효율성 강화 및 상시 묘원관리로 

  깨끗한 공원 조성

-「노인일자리 창출 공단 보건복지부 장관상 수상(2009년)」

11 전국 최초 묘지관리분야 
노인일자리 창출사업 추진

영락공원에서는 정부의 시책에 적극 부응하여 

노인일자리 창출사업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

•개 요

•내 용 

•효 과 

• 노인인력의 활용도를 높여 사회적 문제해결과 정부시책에 적극 부응

• 묘지관리분야의 생산적 인력고용으로 공원의 경영효율성 증대

추진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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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인력·제도 혁신

•안전하고 쾌적한 문예회관 조성을 위한 노력과 성과

•지역문화융성을 위한 문화복지나눔

•지역언론 제휴를 통한 공연무료홍보 강화

•지역주민·청소년 등이 함께하는 

  참여형 프로그램 문화체험사업

•문화예술 소외계층에게 문화향유 기회 제공을 위한 

  객석나눔사업

•적극적인 문화복지사업 추진

•지역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지역공익 사업

•고질적인 주차민원 해소를 위한 부설주차장 건립

문화예술분야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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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분야
Cultural & Art Part

Ⅱ. 주요혁신사례 

03

재능기부 순회음악회
「꿈을 찾아가는 
감성콘서트」

소외계층 객석나눔 
행사 초대

추억의 영상음악회 
‘도병찬의 뮤직파일’

나눔회원과 함께 하는 
스터디투어 시행

공연예술 아카데미

2012년~2013년 
교육기부메세나패 

2년 연속 수상

2014년~2015년 
교육기부메세나탑 

2년 연속 수상속 수상

조직·인력·제도 혁신

61

●● 조직축소 운영

●● 인력감축 운영

구분 市 (A) 공단 (B) 증△감 (B-A)

계 1관장 4담당 1관장 2팀 △2담당 (팀)

세부내역

행정관리담당
시설관리담당
공연업무담당
공연설비담당

문화행정팀

문화사업팀
-

구분 市 (A) 공단 (B) 증△감 (B–A)

계 54명 40명 △14명

정원 인력 39명 23명 △16명

정원 외 인력 15명 17명 2명

•무대예술 전문가 보유

   ▶ 무대예술 전문가 보유 : 무대기계(1급 1명), 무대조명(1급 1명), 무대음향(1급 1명), 영사(산업기사 1명)

•(문예회관 최초) 전문인력 확보를 위한 문화예술 직렬 신설 ☞ 2009. 7.

   ▶ 인력배치 : 2명

   ▶ 주요업무

    - 일반직 3급 : 공연·전시업무 총괄 기획

    - 일반직 5급 : 공연기획 및 홍보·마케팅

•전문계약직 배치운영

   ▶ 인력배치 : 1명 

   ▶ 주요업무 : 전시기획 담당

   ▶ 인건비 절감 : 연간 599,008천원 (정원 인력 - 정원외 인력)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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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주요혁신사례

안전하고 쾌적한 문예회관 조성을 
위한 노력과 성과

●● 인력감축 운영

연도 개선성과

2014 지정폐기물(석면) 제거공사를 통한 쾌적한 공연장 조성

2014 장애인 다목적 승강기 설치를 통한 사회적 약자보호

2014 친환경 주차장(140면) 건축을 통한 고질적 민원해결

2015 노후 무대 방음제 교체, 방음재 미설치 구역 추가 설치

2015 대극장 하늘막(흑막, 백막), 구동부, 기계장치 등 노후 시설 정비

2015 대극장 옥상 방수 공사(방수층 일부 제거 및 신설)

2016 한슬카페 외부 디자인 개선(외부 알루미늄 루바, 간접조명 설치)

2016 관리동 입구 리모델링(바닥, 벽체, 조명설치 정비)

2016 대극장 무대상부 구동부 및 부속설비 교체(5종, 38개)

2016 소극장 전동장치봉 및 흑막, 백막, 구동부 교체(10종)

2016 대극장 전기설비 정비공사(음향 및 조명용 분전반 2대 설치 등)

2016 대극장 2층 베란다 정비(바닥 칼라콘크리트 도장, 목재테크 설치 등)

※2013년도 전국 공공문예회관 회관가동율 34.8%, 재정자립도 14.4% 대비 

매우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구분 부산시 공단 증감

가동율 72.3% 83.4% 11.1%

자립도 13.2% 30.2% 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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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문화예술분야

Excellent 
Case

공기업의 사회적 책무 완수를 위한 
노력과 성과

세대와 계층이 교차하는 다양한 문화활동 유치·운영을 통해 

문화예술 소외계층의 문화향유 기회 제공 및 

지역문화예술 활성화를 도모하였습니다. 

“
”

객석
나눔
사업

• 문화예술 소외계층 객석 나눔 전개

• 문화사랑나눔 회원제 운영

• 기획공연 공익사업 확대 추진

• 복권기금 문화나눔사업유치

• MOU 체결기관과 연계 객석 나눔

문화
체험
사업

• 공연예술 아카데미 운영 (연2회)

• 청소년 드림하이캠프 운영 (연2회)

• 토요문화공간 체험스쿨 운영 (2005년 ~ )

• 찾아가는 순회 음악회 운영 (2012년 ~  )

• 미술! 삶에 들다展 개최 (2010년 ~  )

• 부산직장인밴드 경연대회 개최(2014~)

지역
공익
사업

영상
문화
사업

• 부산실버영상제 (2011~)

• 청년작가 공모전 (2009~)

• 문화바우처사업 지원

• 1사1교 자매결연

• 국제자매결연 공연장과의 문화교류

• 실버영화관 운영 

• 복지시설 대상 무료영화 상영 (월1회)

• 문화가 있는 날 영화감상회 무료 초대(월2회)

• 월요영화감상회 전면 무료화(`16. 4월~)



03 지역문화융성을 위한 
문화복지나눔

지역 소외계층에 적극적 문화나눔을 통한 사회적 책무를 완수하고, 

공공문예회관의 지역 문화 융성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

- 기    간 : 2016. 1월 ~ 12월

- 대    상 :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독거노인 등

- 추진사항 : 부산시내 16개 구·군과 연계하여 지역소외계층 문화복지나눔

- 추진방법 : 각 구·군 사회복지담당 희망자 선정 신청

- 참여기관 : 161개(16개 구·군 및 학교, 백혈병소아암협회)

- 관람인원 : 20,811명

- 경제적 소외계층에 대한 문화욕구 해소 노력으로 지역문화융성 실현

- 고객서비스 역량 강화

- 문화소외계층 삶의 질 향상 도모 및  문화복지 정책 구현을 위해 지속적 추진 

•개 요

•실 적

•효 과

•향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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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외계층 객석나눔 : : 

: : 연중 기획공연 객석나눔 : : 

: : 재능기부 순회음악회 : : 

04 지역언론 제휴를 통한 
공연무료홍보 강화

부산지역 3대 일간지와 제휴하여 공연안내 연중 무료 홍보로 예산절감 및 

대시민 홍보 채널 가동으로 정보제공 노력을 강화했습니다.“
”

65

•개 요

•실 적

•효 과

•향후계획

- 기     간 : 2016 . 1월 ~ 12월

- 대     상 : 비예산으로 지역신문 광고 게재

- 제휴방법 : 무료광고 또는 교환광고 (자체초대권)

- 대상기관 : 국제신문, 부산일보, 일간리더스경제신문

- 언론사별 제휴 : 약600회 상당 비예산 홍보

- 지속적인 예산 절감 및 홍보 효과 거양

- 공기업 이미지 쇄신 및 대시민 공연정보 제공 강화

: : 국제신문 181회 : : : : 일간리더스경제신문 320회 : : : : 부산일보 157회 : : 

- 시민회관의 열악한 홍보예산 등 감안 지속적 제휴 홍보활동 강화 

언론사 제휴 언론사 명 제휴사항 제휴내용

2015. 4. 7. 일간리더스경제신문
미술삶에들다전, 
영화, 무료광고등

비예산 신문광고 지원
월요영화 연중 무료게재

2015. 4. 13. 부산일보사
자체기획공연

교환광고
비예산 신문광고지원

2013. 1. 24. 국제신문사
자체기획공연(영화)

교환광고
비예산 신문광고지원

월요영화 연중 무료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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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지역주민·청소년 등이 함께하는 
참여형 프로그램 문화체험사업

지역 소외계층에 적극적 문화나눔을 통한 사회적 책무를 완수하고, 

공공문예회관의 지역 문화 융성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
”•공연예술 아카데미 운영 : 연 2회 (여름학기 / 겨울학기)

•청소년 드림하이캠프 운영 : 연2회 (여름학기 / 겨울학기)

•토요문화공간 체험스쿨 운영 : 2005년부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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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교 관련학과 학생 등 체험형 멘토링 프로그램

- 대학에서 습득하기 힘든 문화예술 전문분야 현장학습

- 대상 : 지역대학 관련학과 재학생 및 조교 등 30명 내외

- 청소년에게 꿈과 희망을 찾을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

- 청소년 창의인성 개발 지원으로 공공문예회관 기능 강화

- 대상 : 중학생반, 고등학생반으로 각 30명 내외

- 교육내용 : 꿈을 향한 발걸음, 생활속의 문화예술 등 7개 강좌

- 공연 및 문예회관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친근한 문화공간 인식

- 단순 시설견학을 지양하고, 주요 파트별 순회체험 중심 운영

- 일정 : 연중 시행 (매주 금, 토, 일)

   ▶ 2005. 4월 : 시민회관 토요문화체험교실 운영 시행

   ▶ 2006. 9월 : 시민회관“토요체험교실 우수기관”선정 (市 교육청)

- 대상 : 초·중·고등학생

•어린이 이색체험전 『그림자랑 놀자』

•추억의 영상 음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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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험내용 

- OHP(Overhead Projector)를 이용한 다양한 크기의 이미지 연출

- 일상의 다양한 소품들이 창작도구화 되어 색다른 예술세계로 재탄생하는 과정을 

   느끼며 상상력·창의력 향상

- 체험인원 : 총 3,196명(단체 685, 일반 2,511)

- 체험과정 

- 추진내용  

   ▶ 세계유명 클래식,재즈,팝 등 영상음악 프로그램(영상자료 운영)

- 운영방법 : 자체공연장비·인력활용(전 KBS DJ도병찬 출연)

- 추진실적 : 공연횟수 9회, 관람인원 1,256명

- 추진효과  

   ▶ 중·장년층 주부 등 대상으로 영상음악회 감상회 개최로 문화욕구 해소

   ▶ 세계유명 클래식, 재즈, 팝 등 소개로 문화향수층 저변 확대

   ▶ 틈새시간 및 공간 활용을 통한 카페 및 한슬아트샵 운영 활성화

빛 구성  색채 구성  짜임새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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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문화예술 소외계층에게 문화향유 기회 제공을 위한 
객석나눔사업

부산지역 학교, 구·군청 등과 연계하여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문화나눔 운동(재능기부 음악회, 객석나눔 등)을 적극 전개하는 등 

공기업의 사회적 책임완수 및 시민감동 서비스를 구현하였습니다.
“

”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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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① 재능기부 순회음악회 ② 소외계층 객석나눔

수혜대상 지역 초·중·고·특수학교 학생
기초수급·차상위·다문화·
한부모·소년소녀 가장 등

추진방법
부산시교육청 연계

교육청 접수·확정→회관 재능기부
16개 구·군청 상시연계 벨트화

공문발송 → 대상자통보 → 초대관람

① 
재능기부 

순회음악회

기간 회수 관람인원 대상학교

2016. 9.  8.∼2016.10.19. 15 4,772 동평여중 외 14개교

2015. 9.  1.∼2015.  9.18. 15 5,460 사직초교 외 14개교

2014. 9.15.∼2014.10.10. 15 4,700 재송초교 외 14개교

②
소외계층
객석나눔

구분 계 2011 2012 2013 2014. 10 2015 2016
단체수 1,884 339 289 384 240 102 161

인원수 78,198 10,978 8,186 27,497 22,992 21,258 20,811

2016 수혜대상 15곳 총 4,772여명
(초5, 중5, 고2, 특수1, 회관2)

부산시민회관 부산시교육청 문화예술 교육기부 

'16 학교명/장소 공연일자) 공연장소 수혜인원

1 부산시민회관 9. 8(목) 대극장 221

2 동평여중 9. 9(금) 강당 400

3 보림초 9.20(화) 시청각실 220

4 삼성여고 9.21(수) 콘서트홀 350

5 거학초 9.23(금) 강당 230

6 성동초 9.26(월) 강당 400

7 용수초 9.27(화) 강당 398

8 부산혜송학교 9.29(목) 강당 150

9 사하중 9.30(금) 강당 206

10 반송여중 10.10(월) 강당 250

11 위봉초 10.11(화) 강당 290

12 거제여중 10.12(수) 강당 500

13 동래고 10.17(월) 강당 785

14 신덕중 10.18(화) 강당 230

15 부산시민회관  9. 8(금) 대극장 142

「꿈을 찾아가는 감성콘서트」 현장속으로
재능기부 순회음악회와 객석나눔 실천

파트별 감독과 피아니스트 윤효간이 학교로 직접 찾아가다!

07 적극적인 문화복지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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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억의 영상음악회(도병찬의 뮤직파일) : ’16. 4월~현재, 무료(월1회)

• 꿈을 찾아가는 감성콘서트 (윤효간의 피아노와 이빨) : 15회, 특수학교 등 방문 

• 공연예술 아카데미 (무대, 조명, 음향 등 체험) : 상·하반기 방학 기간중 시행

• 구·군청 연계 지역 소외계층 객석나눔 행사 초대 : 자체 기획공연 (13회)

• 사회적 약자배려를 위한 끊임없 는 문화시책 추진으로 공익적 책무 완수

• 미래주역인 청소년과 교사·학부모에게 시민친화적 공기업으로 다가가는 계기마련

: : 문화소외계층 초청 객석나눔  : : : : 찾아가는 재능기부 사업추진  : : : : 시민 초청 문화융성 실현  : : 

: : 수상실적 : :

제3회 대한민국 교육기부대상 수상

(교육부장관상, ’14. 12.)

제5~6회 교육메세나패 수상

(부산광역시 교육감상)

제7~8회 교육메세나탑 수상

(부산광역시 교육감상)

2014 토요스쿨 우수기관 인증패 수상

(부산광역시 교육감상, ’15. 1.)
: : 제8회 교육 메세나탑 수상  : : : : 제7회 교육 메세나탑 수상  : : 

: : 2014년 교육메세나탑 수상 : : : : 2013년 교육메세나패 수상  : : : : 2012년 교육메세나패 수상  : : 

최근 3년연속 수상 (공공문예회관 단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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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지역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지역공익사업

지역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회 공익사업을 전개하고

지속적인 공익프로그램 운영으로 공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완수하였습니다.“
”

•부산실버영상제

•청년작가 공모전

•문화바우처 사업지원

• 1사 1교 자매결연

•국제자매결연 공연장과의 문화교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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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기간 : 매년 3월 ~ 10월 → 2011년부터 개최

- 주요내용 : 고령인구 증가 따른 실버세대 관련 영상(사진)공모전 개최

- 사업기간 : 매년 3월 ~ 11월 → 2009년부터 개최

- 주요내용 : 지역청년작가 예술활동 지원사업

- 소외계층에게 가구당 연간 5만원의 관람료를 정부에서 지원하는 문화카드 지급

- 자체기획공연 50% 할인혜택 지원

- 협약기관 : 부산시민회관 ↔ 모동초등학교 → 2012. 4. 26.

- 주요내용 : 『UP스쿨, 나눔과 희망의 결연』협약체결

   ▶ 학교 문화예술 교육활동 지원 및 공동 프로그램 운영

- 교류대상 : 일본 후쿠오카 엘가라홀

- 주요내용 : 부산시민회관 & 日 엘가라홀 격년단위 교환공연

- 추진경과

   ▶ 2007. 8. 30. : 자매결연 체결 (부산시민회관 ⇔ 엘가라홀)

   ▶ 2008. 7. 9. : 일본 엘가라홀 현지공연 (2회 공연)

   ▶ 2009. 2. 14. : 일본 JOY클럽 뮤직앙상블 부산공연

   ▶ 2010. 8. 28. : 일본 엘가라홀 현지공연 (2회 공연)

   ▶ 2011. 9 : 일본 정통인형극 『요괴인간 타요마』부산공연 (4회 공연)

: : 일본 정통인형극 요괴인간 타요마 : : 

09 고질적인 주차민원 해소를 위한 
부설주차장 건립

•추진배경

•추진개요

•추진내용

•추진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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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의 대표적인 공공문예회관임에도 불구, 주차공간 부족에 따른 불만가중

- 시민회관 인근 불법 주·정차로 교통체증 유발 및 시정이미지 저해

- 도심지내 주차장 부지 조성에 따른 과도한 예산확보 애로

- 규모 : 140면 (부지면적 1,905㎡/연면적 3,697㎡)

- 구조 : 철골조립식 (자주식), 지상 3층 4단 (H=7.92m)

- 운영방식 : 카드전용시스템 (24시간 운영)

- 급지 : 2급지 (10분당 300원, 1시간당 1,800원)

- 사업지 : 28억원 (市 교통사업특별회계) 

추진경과 세부 추진내용

2013. 03. - 06. 시민회관 친환경주차장 건립 타당성용역 실시

2013. 12. 부산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예산확보 (25억원)

2013. 12. 09. 도로 점. 사용허가 및 감면

2014. 03. 03. 시민회관 부설주차장 운영 승인 (시 교통관리과)

2014. 03. 28 시민회관 부설주차장 조성 실시설계

2014. 07. 07 공사 착공

2014. 09 주차면수 증설 (130→140면) 및 외벽 디자인 반영

2015. 01. 26. 공사 준공

2015. 02. 24. 시범운영을 통한 시스템 안정화

2015. 02. 25. 개장식

- 시민회관 이용객 주차난 해소 및 문화예술도시를 지향, 시정이미지 향상

- 시민회관 주변 상습불법주차 해소 및 교통체증 완화, 시민편의 증대

- 역세권 주차장 기능 병행으로 시민회관 활성화 및 직영사업 수익 증대

Ⅱ. 주요혁신사례  l   03 문화예술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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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2016년 주요 혁신사례

부산,
오감(五感)으로
느끼고
감상하다
'부산'하면 일순간 떠오르는 장소가 있습니다.

거리마다 공간마다 싱싱한 해초 내음으로 가득한

부산의 곳곳은 우리의 오감(五感)을 자극합니다.

보고, 듣고, 느끼고, 만지고 향취로 그곳을 떠올리게 만드는

부산을 감상하십시오.

•조직·인력·제도 혁신(터널·도로)

•조직·인력·제도 혁신(교량)

•생애주기비용(LCC) 및 기술가치(VE) 분석을 통한 

  관리효율 향상

•하이패스 오작동 쉴드박스 발명특허 취득

•터널 내 재난방지를 위한 TBN 부산교통방송 업무협약

•광안대로 경관조명 콘텐츠 운영을 통한 

  다양한 볼거리 제공

•요금징수업무 아웃소싱을 통한 경영효율 강화

•광안대교 에코그린존(ECO GREEN ZONE)

•광안대교 항로표지 설비 관리운영 개선

•광안대로 터치패스시스템 구축

•터널등 세척장비 개발에 따른 예산절감

•광안대로 스마트톨링(다차로 하이패스) 구축

•해상교량 재난대응시스템 구축으로 시민안전 제고

도로 및 교량분야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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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및 교량분야
Road & Bridge Part

조직·인력·제도 혁신 (터널·도로)

Ⅱ. 주요혁신사례 

04

시설 현황

⇢ 광안대로(7,420m), 남항대교(1,941m), 영도대교(215m), 영도고가교(2,432m), 

신선대지하차도(총연장 2,600m : 지하차도 1,800m, 고가교 800m)

⇢ 도시고속도로(총연장 29.7km : 동서로10.9km, 번영로15.7km, 우암고가3.1km)

⇢ 터널관리(16개소), 터널(22개소) 및 지하차도(23개소) 청소

구분 터널수 터널명 인원(명)

계 5개소 - 13

건설안전
시험사업소

3개소 부산·대티·두송대선 7

2개소 제1만덕·연산 6

구분 터널수 터널명 인원(명)

계 16개소 - 28

구덕지소 1개소 구덕 4

만덕지소 1개소 제2만덕 4

황령지소 4개소 황령·장산1,2·송정 5

곰내지소 4개소 개좌·곰내·방곡·두명 7

가덕지소 1개소 가덕 4

교통종합정보센터 5개소 문현·대연·광안·수영·오륜 4

• 교통관리시스템(TMS), 도로 조명제어시스템 등 첨단 IT기술 접목(스마트 폰 활용)

• 터널·도로 관리 전문인력 및 기계장비의 통합 운영으로 인력, 예산(비용)절감 극대화

• 터널 관리인력 비교

    ▶ 부산시 관리 터널 : 평균 관리인력 2.6명(24시간 6인 2교대)

  ▶ 공단 관리 터널 : 평균 관리인력 1.7명(24시간 3인 2교대)

●●  도로관리업무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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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최초 u-IT 터널안전관리시스템 구축(국비지원사업)

• 터널·도로 관리 전문기술·노하우 축적으로 전문시설공단 입지 확보

▶ FMS(시설물관리시스템), 화재경보시스템, DMS(파손감지시스템), 차량통행·속도 측정장치, 영상유고감지시스템 등

• 터널 권역별 통합관제센터 구축을 통한 경영혁신효과 극대화

▶ 원동(문현 등 5개 터널), 곰내(개좌 등 4개 터널), 황령(송정 등 4개 터널), 만덕, 구덕, 가덕지소 

• 다목적·터널전용 청소장비 개발 등 관리 효율성 증대 및 환경개선 노력 지속 추진

●●  주요성과

●●  교량관리업무

• 해상교량관리 전문기술 및 노하우 축적으로 전문시설공단 입지 확보

 BMS(교량관리), FMS(시설관리), EMS(외관손상), OMS(계측관리), LLCS(경관조명연출 등)

• 광안대로~신선대지하차도~영도연결도로~남항대교~영도대교를 잇는 항만배후도로의 관리일원화로 

효율성 제고(전문인력 및 장비 통합 활용 등)

※ 향후 해상교량 및 배후도로 (을숙도대교, 부산항대교, 화명대교, 천마산터널 등) 관리 일원화 요인발생 시 관리 효율의 극대화 기대

• 경영쇄신을 통한 경쟁력 제고 및 체계적 안전관리시스템 확립 → 해상교량 관리기관 선도적 역할

년도 성과

2005 제1회 대한민국 토목·건축대상 토목시설물 도로교통시설부문 최우수상

2006 - 2008 산업안전대상 수상

2009 ‘한국의 아름다운길 100선’ 최우수상(빛의축제...바다위의 도로)

2009 제1회 대한민국 국토·도시디자인 대전 기반시설부문 최우수상

2011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사업장(KOSHA18001)

2013 - 2014 안전문화대상 수상

2016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재인증(KOSHA18001)

2016 무재해 1배수 달성 완료(안전보건공단)

 광안대교

 동명오거리 지하차도

 영도 연결도로

 남항대교

 영도대교

5

4

3

2

조직·인력·제도 혁신 (교량)

Ⅱ. 주요혁신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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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어정의 및 도입 필요성

      -  LCC(Life Cycle Cost) : 시설물의 전 과정(기획→설계→시공→유지관리→폐기)에 걸쳐 발생되는 비용

      -  VE(Value Engineering) : 최적 생애주기 비용(LCC)으로 최상의 가치를 얻기 위한 기능분석 프로세스

      -  LCC분석 결과에 따른 유지관리 시기·방법에 대한 최적 의사결정이 매우 중요함

• LCC 및 VE분석에 의한 관리효율 향상
     -  정밀안전진단 시행시기 분석 및 조정(통합시행 등) ⇒ 약 352,531천원 비용절감

     -  안전점검 수행방법(용역→직영) 분석 ⇒ 약 7,571,960천원 비용절감

     -  최적합 생애주기 도장보수비용(LCC) 방안 분석

     -  강관파일 비말대방식 유지보수비용 분석결과 대체공법·보수시행 ⇒ 1본당 5,242천원 비용절감

생애주기비용(LCC) 및 기술가치(VE) 분석을 통한 
관리효율 향상

하이패스 오작동 쉴드박스 
발명특허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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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쉴드박스 설치 도해 : : : : 쉴드박스 제작 완료 : : 

: : 쉴드박스 발명특허증 : :: : 언론보도 사례 : : 

최적설계 관리기법 도입 및 최적의 중장기 유지관리비용 분석을 통해 

예산절감 및 특수교량 관리 효율성을 향상시켰습니다.“
”

하이패스 차로에 인접한 일반차로 통행차량의 통행료 징수 오작동을 개선하기 위해 

『하이패스 오작동 쉴드박스』를 개발하였고, 기술력 전파 및 

무상공유(부산시 민간터널 등)로 시민불편을 해소하였습니다.
“

”
• 발명특허

• 효과

- 명     칭 : 하이패스 오작동 방지용 통신전파 차단 쉴드박스

- 발 명 자 : 최인석 차장

- 출 원 일 : 2014. 8. 1 4. (출원 제2014–0106261호)

- 등 록 일 : 2014. 10. 30. (특허 제10–145851호)

- 통행료 징수관련 투명성·신뢰성 확보, 민원해소(당초 월 6건 ⇒ 0건 )

- 광안대로 자체 기술력 보유 및 노하우 축적

- 상생협력 및 시민불편 해소를 위한 기술 무상전파 

    : 부산시내 민간터널(백양터널, 수정터널 등), 타 지자체 기술지원 협의 등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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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터널 내 재난방지를 위한 
TBN 부산교통방송 업무협약

광안대로 경관조명 콘텐츠 운영을 통한 
다양한 볼거리 제공

터널 내 각종 재난에 대한 신속·정확한 정보제공 및 최상의 터널 방송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방송기술 및 설비를 공유하여 이용시민의 안전을 도모하였습니다.“
”

공단 자체 기술인력을 활용하여 화려하고 다채로운 경관조명을 표출함으로써 

다양한 볼거리 제공 및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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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체 기술인력을 활용한 경영개선 실현

• 다양한 볼거리 제공으로 관광자원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 음악에 맞춰 춤추는 조명 연출(불꽃, 광안 등 8개 프로그램) 등 다양한 볼거리 제공

- 국가행사, 시책, 다양한 이벤트 홍보 등 문구 표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자체 콘텐츠 제작 전문가 교육 이수(교량기전팀 직원)

- 총 35회(’14년~’17. 3월) 경관조명 표출로 외주제작(1건당 500만원) 대비 17,500만원 예산절감 

06
• 터널 라디오재방송 수신환경 합동 점검

• TBN 부산교통방송“출발! 부산대행진”출연

• 유관기관 합동 교통안전 캠페인 추진

- 일      시 : 2016. 5. 10. ~ 11. / 2016. 8. 30.

- 대상터널 : 장산1,2터널, 송정터널, 곰내터널, 황령터널, 구덕터널, 가덕터널 등

- 점검내용 : 라디오재방송 장비 및 터널내 전파환경 점검

- 일     자 : 2015. 4. 26.(화)

- 방송내용 : 공단홍보, 도시고속도로·터널 관련 청취자 제보사항 처리·답변 등

- 일     시 : 2016. 6. 28.(화) 10:00 ~ 10:30

- 장     소 : 광안대로 수영강변요금소 앞

- 참     석 : 4개기관 50명(공단, TBN교통방송, 남부운전면허시험장, 교통문화연수원)

- 내     용 : 도로·교량주변 안전운전 홍보 및 계도, TBN 생방송, 홍보 기념품 배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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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요금징수업무 아웃소싱을 통한 
경영효율 강화

광안대교 에코그린존(ECO GREEN ZONE)

단순·반복 업무의 아웃소싱을 통한 고정경비를 절감하고, 

요금징수 업무 서비스 효율성 강화 및 인력 운용 유연성을 확보하였습니다.“
”

수영강변 정비, 보행육교 개설, 생태습지 조성, 태양광 발전설비 등 

많은 재정투입을 통해 조성한 간접 시설물들을 적극 활용하여 

체험학습장 등 친시민적 공간으로 탈바꿈하였습니다. 
“

”
• 내용 및 경과 

• 효 과

08
• 내 용

• 경 과 

• 효 과 

- 인력 해소가능 여부 등을 감안 순차적 민간위탁(’14~’16년)

- 요금소 운영 일체 업무 용역(시설물·시스템 유지관리 등 핵심업무는 공단 수행)

- 수영강변요금소 민간위탁(’14년) : 근무인원 38명 인건비 등 연간 2.9억원 예산절감

- 벡스코요금소 민간위탁(’15년) : 근무인원 59명 인건비 등 연간 4.5억원 예산절감

(퇴직 인원 자연 감소분 신규 채용 억제 → 비용절감 효과)

- 요금소 통합 용역 시행(’16년) : 통행료·미납금 징수업무 일원화로 인력감축(90명 → 86명) 등 효율성 제고

8382 명품시설로 일류도시를 실현하는 부산의 이미지메이커

2014. 
2.-6.

계획수립 및
민간위탁 추진

2014. 
7.

수영요금소
제1단계 추진

2015. 
7.

벡스코요금소
제2단계 추진

2016. 
7.

요금소
통합발주

제3단계 추진
▶ ▶ ▶

시설명 추진일정 설치내용

청사주변 텃밭조성 2013. 5. 텃밭조성 시민볼거리 제공 등

휴게시설(파고라) 및 탐조대 2013. 6. 휴식데크, 탐조대 1대 등

태양광발전설비 학습장 2013. 6. 모형도, 모니터링 시스템 설치

자연생태습지 등 사책추진 2013. 6 생태공예전, 습지  등 다양한 체험

전시실(지하) 영상실 입구 2013. 하반기 에코학습판넬 설치, 동영상 비치 등

전시실 옥상 2013. 하반기 옥상녹화, 편의시설 등 

- 광안대로 주변 유휴지 및 시설활용 시민편익 증대와 문화공간 제공

- 입구 진·출입로 개선 등을 통한 우범지대화 예방효과 및 친시민 시책 전개

: : 현황 구성도 : : : : 피고라 / 탐조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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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광안대교 항로표지 설비 
관리운영 개선

광안대로 터치패스시스템 구축

터치패스시스템 미구축으로 이용고객의 불만민원과 

하이패스 예비용 전용차로가 없어 고장시 통행료납부 거부 등이 발생하여 

광안대로 터치패스시스템 구축을 통해 민원을 해소하였습니다. 
“

”
• 개 요

• 내 용 

• 추진결과 (도입 전 ↔ 후 비교)

10• 목 적

• 경 과 

• 내 용

• 효 과 

• 대외성과

- 항로표지 제어방식 변경 개선

    ▶ 광안대교 개별 제어(제어장치176개) 방식 ⇒ 그룹별 제어(제어장치 2개) 

    ▶ 남항대교 개별 제어(제어장치 52개) 방식 ⇒ 4등을 하나로 그룹제어(제어장치13개)

- 개별제어에서 그룹 제어방식 운영으로 관리 효율 향상

    ▶ 광안대교 예산절감 (연간 79,420천원)

         : 단말제어장치 13,760천원 / 등명기 수리비 65,660천원

    ▶ 남항대교 예산절감 (연간 47,916천원)

         : 단말제어장치 18,400천원 / 등명기 수리비 29,516천원

- 항로표지설비 제어부품 노후 및 단종으로 유지관리비용 상승

- 특허제품 설치에 따른 비용부담, 제조자 납품 지연 등으로 사후관리 어려움

- 교각하부에 설치된 설비의 경우 너울 등에 의해 고가의 제어 장치 파손이 반복 발생되어 수리 비용 증가

    ※ 항로표지 : 308등(교량등 1등, 교각등 130등), 주표 36개

- 특허제품을 일반상용제품으로 대체 설치하여 비용절감 및 안전사고 예방으로 안전 도시 구현에 기여

- 2012. 12.      : 남항대교 항로표지 제어 시스템 개선 완료

- 2013. 1. ~ 6. : 광안대교 시스템 개선방안 강구 및 개선 추진

항로표지 제어장치
그룹별 개선

항로 표지설비
배치도

 광안대로 항로표지(교량등) 설치위치도

- 사업기간 : 2013. 7. 23. ~ 12. 20.

- 소요예산 : 596,598천원(부가세포함)

- 사업내용 : 영업소 S/W 개발, F/W개발, 징수설비 제작·설치, 영업소 서버(DBMS) 구매 등

- 요금징수 시스템 : 2개소 22차로

- 통행량 :  2010년 29,086천대 → 2011년 31,555천대 → 2012년 33,132천대

- 터치패스 시스템(TCS)  S/W, F/W개발

수영강변
요금소

벡스코
요금소

교통센터
(요금관리소)

구 분 개선 (전) 개선 (후)

일반차로의 하이패스
선·후불카드요금정산

컨테이너, 대형 화물차량 등 
현금 지급

전자지불로 자동화

면제등 요금징수
 투명성 

국가유공자, 장애인 면제 육안처리
(절차 복잡)

전자지불 자동화
(통합복지카드 1장 - 절차 간소화)

통합 표준화, 효율성 
일부차로에서만 충전 
현금+하이패스 이원화

모든 차로에서 하이패스 요금정산/충전가능
일원화된 시스템으로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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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소 주변 교통 지·정체 해소,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스마트톨링(다차로 하이패스)’을 구축하여 

시민불편 해소 및 안전성을 높였습니다.
“

”
• 구축기간 

• 구축내용

• 기대효과

12

-  ’15년. 7월 ~ ’16년 10월

- 터널등의 경우 램프교체 및 세척 후에도 잦은 오염, 매연 등으로 제기능 미발휘

- 인력으로 세척시 인건비 등 작업비용 과다로 예산확보 및 시행 어려움

- 추락 등 작업자 안전 확보와 작업능률향상을 위한 장비개발 운영 모색

- 추진기간 : 2011. 01. ~ 2012. 06.

- 주요내용 : 2.5톤 트럭에 3단 굴절 크레인 및 회전 브러쉬 청소장비 설치

- 추진방법 : 세척장비 공동개발 협약추진

- 소요예산 : 금 108,998천원 (차량 36,757 / 크레인 26,641 / 세척장비 45,600)

    ※ 2012. 08월부터 터널 조명등 청소 현장투입 → 년 2회이상 실시

- 터널 조명등 세척비 예산절감 ▶ 연간 금183,832천원

    ▶ 터널등기구 (16개 터널 총23,632등) × 년간 2회 청소 - 인건비 등

        ⇒ 청소비 220,155천원 - 인건비 등 36,323천원 = 183,832천원

• 2회 청소비：220,155천원 → 총23,632등 × 4,658원/1등 × 2회 

    ※ 청소단가 4,658원：2010년 외주업체 터널등세척 단가계약 금액

• 인건비 등 ： 36,323천원 → 장비 15,570 / 인건비 15,000 / 차량유지비 5,753

개발 세척차량운영시 절감액 = 2회 청소비 - 인건비 등 운영비

: : 터널조명등 세척장비 : : : : 터널조명등 세척장비개발 : : : : 터널조명등 인력세척 : : 

11 터널등 세척장비 개발에 따른 
예산절감

• 추진목적

• 터널조명 등 세척장비 개발

• 개선효과

광안대로 스마트톨링(다차로 하이패스) 구축

광안대로 
스마트톨링
구축확정

(市 ICT융합과)

부산창조경제
혁신센터 주관
스마트톨링

사업관련 회의

광안대로
스마트톨링 구축
진행사항 보고
(市 건설행정과)

광안대로 
스마트톨링

구축 협조 요청
(市 건설행정과)

스마트톨링 설치 
공사 및 

인증시험 완료

부대 공사 및
최종 시험 진행

스마트톨링
개통 

설치 전 설치 전설치 후 설치 후

- 하이패스 차로 증설 효과로 예산 절감(20억원 추산)

- 요금서 지·정체 해소 및 교통사고 감소로 이용고객 편의 증대

- 차선 설비 간소화로 효율적 공간 활용 가능

구분 주요기능

➊ 차량 하이패스 단말기 통신

➋ 차량 진입 검지신호 전송

➌ 차량 전후면 촬영(번호판)

➍ 전체시스템 제어 및 업무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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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인력·제도 혁신

•한마음 스포츠센터 BF(Barrier Free)인증 획득

•자갈치전망대 활성화를 위한 시설물 개선

•자갈치 시장 관광 활성화를 위한 얼음골 쉼터조성

•공영주차장 모바일 징수 시스템 구축

•지하도상가 미술의 거리 조성

•상가활성화 및 고객만족도 제고를 위한 ICT 카페 운영

•셉테드(CPTED) 기법 적용으로 안전한 쇼핑환경 제공

시설분야05

13 해상교량 재난대응시스템 구축으로 시민안전 제고

“
”

• 추진내용

• 구축효과

- 사업명 : 해상교량 재난대응시스템 구축  

               ▶ 시정계 3개(하층 현수교 및 곡각지), 모니터링 시스템 1식

               ▶ 진입차단시설 2개소(용당 및 49호 진입부) 설치 등

기후변화에 따른 광안대교 부근 해무발생 빈도 증가 및 대형사고 발생 예방을 위해 

‘광안대교 재난대응 시스템’을 구축하여 시민들이 안전하게 해상교량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 재난대응시스템을 활용한 재난상황 신속대응으로 안전사고 예방 및 시민안전 확보

: : 설치위치 : : 

: : 가시거리 차단시설(시정계) : : 

: : 교량진입 차단시설 : : 

: : 모니터링 시스템 : : 

Ⅱ. 주요혁신사례  l    04 도로 및 교량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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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분야
Facilities Part

Ⅱ. 주요혁신사례  

05

시설 현황

•주차시설 : 공영주차장(60개소),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2개소), 화물자동차 밤샘주차(2개소)

•자갈치시장(대지 4,841, 연면적 25,910) - 지하2층, 지상7층

•지하도상가(점포수 1,406개) : 남포 283, 광복 216, 국제 120, 부산역 82, 

                                       부전(구 서면) 337, 서면(구 대현) 368

•한마음스포츠센터(대지 10,390㎡, 건물 7,708㎡ - 지하1, 지상4)

   - 주요시설 : 수영장(25m, 6레인), 피트니스실, 에어로빅실, 체육관, 문화교실, 조깅트랙 등

   - 부대시설 : 주차장(장애 27, 비장애 79), 방재센터, 고객휴게실 등

조직·인력·제도 혁신

●● 지하도상가 관리업무

●● 공영주차장 관리업무

• ’01년 국제, ’08년 남포·광복, ’13년 부전(구 서면), ’14년 부산역, ’16년 서면(구 대현) 지하도상가 운영 

     노하우 축적 및 노후시설의 단계적 보수·보강 추진

     ▶  민간운영시 전대 등 무분별한 운영과 시설관리 노후(개보수 투자미흡) 등 시민안전 및 상거래질서 문란 등 우려

     ▶  지하도상가의 인력, 예산 등 관리 운용의 효율성 극대화

•공단의 모태사업으로 92년도 출범시 136개소 에서 현재 공영주차장 60개소 7,417면, 

공영차고지 2개소 391면, 밤샘주차 2개소 117면 운영 중

•주차장 무인카드화 사업, 주차장 유비쿼터스 사업, 노인일자리 사업 창출 등 효율성, 사회공헌 측면 등 

  주차사업 혁신 주도

•인력 집약사업에서 카드전용주차장 확대, 고령자·노인 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노력의 결과로 

   기술·사회공헌사업 발전 주도

•향후 부산시내 역세권 주차장 등의 관리 일원화를 통한 시너지 효과 기대

구분 계 국제, 광복, 남포, 서면, 부산역 서울 대구 대전 인천(직영)

점포수 (개) 4,987 1,406 2,788 352 213 228

현원 (명) 190 41 115 8 15 11

1인당 관리점포수 26.2 34.3 24.2 44 14.2 20.7

구분 공영주차장 공영차고지 화물차 밤샘주차

관리인력 148명 (정원 11, 정원 외 26, 고령자 106) 12명(정원 2, 정원외 3, 고령자 7) 4명(고령자 4)

관리업무 주차장 60개소 (직영 25, 민간위탁 35) 공영차고지 2개소 밤샘주차 2개소

구분 공실률 수지율

민간관리 19.9%(2008년) 7.2%(2012년)

공단관리 93.4%(2008년) 123.7%(2012년)

타시도 시설공단 관리현황 비교

인수 전/후 공실 및 수지 현황 비교(남포·광복 지하도상가)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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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주요혁신사례  

• 장애인 특화 복지생활시설로 전국 장애인체육시설(33개) 중 최초「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BF 인증」취득 운영

• 뇌병변장애인 전동휠체어 축구, 특수학급·장애인특화 다양한 프로그램

     (난타교실, 수영, 휠체어전동축구, 지적장애마스터 등) 49개반 운영

• 장애인, 비장애인이 하나되는 최고의 복지생활시설 조성을 위한 다양한 노력 전개 : 

   장애인 49개, 비장애인 111개 프로그램

구분 계 비장애인 장애인 장애인 비율

2016년 77,199 50,373 26,826 34.7%

2015년 89,651 55,889 33,762 37.7%

2014년 79,613 51,138 28,475 35.8%

구분 수입 지출 수지 수지율

2016년 1,343 2,062 △719 65.1%

2015년 1,386 2,211 △825 62.7%

2014년 1,234 2,226 △992 55.4%

 운용 현황 (수지)   2014년 말 기준 

한마음스포츠센터 
BF(Barrier Free)인증 획득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장애물 없는 시설 및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BF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통한 고객 편의증진 및 공신력을 확보했습니다.“
”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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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F인증 제도

 BF(Barrier Free)인증 제도란 : 편의시설,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여부를 공신력 있는 

기관이 평가하여 인증하는 제도로, 어린이, 노인, 장애인, 임산부뿐만 아니라 일시적 장애인 등이 

지역, 교통수단, 건축물 등을 접근, 이동,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는 생활환경의 구축 및 조성을 촉

진하고자 인증하는 제도

 근거법령 :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법,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시행지침 (국토해양부공고 2010-827호)

BF 인증서

: : 시설보완 접근로 점형블럭 수정 (전) : : : : 시설보완 접근로 점형블럭 수정 (후) : : 

• 추진결과

• 추진경과

• 추진내용

– 신 청 자 : 부산시설공단 (인증대상 : 한마음스포츠센터 - 건축물)

– 인증기관 : (재)한국장애인개발원 (전문인증기관)

– 인증구분 : [등급]최우수, 우수, 일반,  [종류]예비인증, 본인증

– 2012. 09. 04. : BF인증 추진계획 수립

– 2012. 11. ~ 2013. 1. : 자체 시설보완 (점형블럭 설치 외 48건)

– 2013. 04. 15. : 사단 심사결과 최종 통보 ⇒ 한마음스포츠센터

– 2013. 5. 7. : BF(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획득 ▶ 60호 건축물 지정

– 전국 장애인체육시설중 전국 최초 인증획득

– 전국 생활체육시설중 전국 2번째 인증획득

– 부산광역시 건축물중 3번째 인증획득

●● 한마음 스포츠센터 관리업무

05 시설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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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자갈치전망대 활성화를 위한 
시설물 개선

자갈치시장 전망대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즐길거리 및 편의시설을

제공하고 기존 벤치 개선 및 노후 시설물을 재정비하였습니다.“
”• 시설현황

• 개선사항

• 추진효과

• 개선 전·후 사진

– 다양한 볼거리 제공을 통한 자갈치시장 관광객의 재방문 기회 제공 등 시장 활성화 기여

– 연인, 가족들을 위한 방문 기념 장소 제공으로 자갈치시장 이미지 상상

– 중구 원도심 내 다양한 행사 등과 연계 효과

– 위치·규모 : 자갈치시장 7층 옥상(485.8㎡)

– 주요설비 : 화단 및 수목, 전망관람용 목조데크, 벤치 4대 등

– 포토존 벽면의 자갈치시장 및 갈매기 사진과 연계한 흔들의자 설치

– 기존 바람개비 및 셀카봉 노후화에 따른 제품 교체 및 보수

– 사랑의 엽서 디자인 수정 및 볼펜 추가 구매

– LED 장미조명 설치, 목재 전망데크 추가설치 등

흔들의자
설치

교체 전 교체 중 교체 후

▶ ▶

기존 
의자 개선

(캐릭터 등받이 
설치)

교체 전 교체 중 교체 후

▶ ▶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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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의
 낙서판 청소 

및 하트 케이블 
개선

(자체 작업)

설치 전 설치 후

▶
설치 전 설치 후

▶

노후된 
바람개비 

교체

교체 전 교체 중 교체 후

▶ ▶

셀카봉
교체

사랑엽서 
작성용 볼펜 

구매

교체 전 교체 중 교체 후

▶ ▶

교체 전 교체 중 교체 후

▶ ▶

구매 검수 현장 비치

▶

구매 검수 현장 비치

▶

LED 장미정원 
설치

전망데크 
확장



04 자갈치 시장 관광 활성화를 위한 
얼음골 쉼터조성

자갈치시장 친수공간 연결통로 간에 외기보다 3~4도 낮은 바닷바람이 

부는 점에 착안, 밀양 얼음골과 같은 환경을 조성하여 

여름철 이용시민들에게 시원한 휴게심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
• 사업개요

• 조성공간 위치

– 위    치 : 자갈치현대화시장 친수공간 연결통로

– 면    적 : 바닥 및 천정 169㎡, 벽면 85㎡(2면)

– 사업내용

    ▶ 천정, 벽면, 바닥 부분에 시원한 느낌의 디자인 및 입구간판 설치, 휴게 의자 비치

    ▶ 미세안개분무 시스템 설치로 체감온도를 낮추고,  LED 간접조명으로 은은한 분위기 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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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주차장 모바일 징수 시스템 구축

공영주차장 이용고객들의 편의를 위한 모바일 카드 시스템을 운영하고

주차요금 징수의 투명성과 업무의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 사업개요

• 개발내용

• 추진경과

• 개발효과

05

– 사업 명칭 : 공영주차장 모바일 카드징수 시스템 운영'

– 주요 내용  ▶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모바일 카드징수 시스템 개발

                   ▶ 스마트폰을 이용한 주차요금 카드징수 및 정산 등

– 운영 대상 : 중동역, 요트경기장앞, 범일초등공영, 수성초등공영앞, 화물차 밤샘주차(녹산, 감천)                  

– 주차요금 관리 App(앱)을 이용한 입차 시간 기록, 매출내역 조회

– 모바일 카드인식단말기 이용, 카드(교통·신용)로 주차요금 징수

– 블루투스 프린터로 주차권 및 주차요금 납부 영수증 발급처리

– 주차관리사업소 수입금 관리 프로그램 연계 체계적 수입금 관리

   * PDA 대비 : 실시간 업데이트, 배터리 내구연한, A/S 등

– 공영주차장 현금결제 이용불편 해소로 시민 편의 제공

– 주차요금 징수의 투명성 및 업무 효율 향상

97

–  

–  

–  

–  

–  

–  

– 

– 

: 모바일 주차요금 결제시스템 구축 기본계획 수립

: 모바일 주차요금 결제시스템 개발 완료

: 중동역 주차장 모바일 주차요금 결제시스템 도입

: 모바일 주차요금 결제시스템 라이센스 구입

: 요트경기장 주차장 모바일시스템 추가도입

: 모바일 주차요금 결제시스템 구축 확대계획 수립

: 범일초등공영 등 2개소 모바일시스템 운영

: 화물차 밤샘주차 노상주차장 모바일시스템 확대 운영

2015.   2.
2015.   4. 
2015.   5.  
2015. 10. 
2015. 11. 
2016.   9. 
2016. 10.
2016. 11.

: : 모바일 징수 시스템 : :: : 모바일 시스템 구성도 : : : : 중동역 모바일 도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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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지하도상가 
미술의 거리 조성

국제지하도상가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미술의 거리를 조성하여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였으며, 특화된 거리 조성을 통해 

상가 활성화 및 침체된 상가 이미지를 개선하였습니다.
“

”
• 전시실 현황

• 추진내용

– 위      치 : 부산광역시 중구 중구로 지하 31(신창동 4가)

– 개장일자 : 2005. 4. 16.(국제지하도상가 미술의 거리)

– 규      모 : 1라인 6개소(3,019㎡)

– 작가현황 : 44명, 72점포 ▶ 아트타운 소속 작가 : 30명, 51점포

– 작가분야 (18개 분야) 

    ▶ 공예분야 (10) : 도자기, 금속, 칠보, 가죽, 닥종이인형, 한지, 비즈, 규방, 칼라클레이, 옻칠

    ▶ 기타분야 (8) : 서양화, 동양화, 초상화, 한국화, 사진, 서각, 염색, 일러스트 

– 2005. 미술의 거리 조성

– 2010. 미술의 거리 전시실 확장 : 3칸 → 6칸

– 2012. 전시실 외부 전면 인테리어 시공

– 2013. 전시실 내부 환경개선 공사 시행

– 2016. 미술의 거리 벽화조성 및 체험행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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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화조성
 체험행사

국제지하도상가 
벽화조성

유치원 단체 체험행사 진행

3번 출입구 세라믹 타일 부착 3번 출입구 벽화조성 완료 4번 출입구 세라믹 타일 부착 4번 출입구 벽화조성 완료

일반 체험행사 진행

상가활성화 및 고객만족도 제고를 위한
 ICT 카페 운영

고객이 점포의 각종 정보를 쉽게 취득하여 

지하도상가 이용을 편리하게 하고, 

상인들은 ICT 역량을 높여 스마트한 지하도상가 이미지를 

확산시켰습니다.

“

”
• 추진경과

• ICT 카페 운영

07

– 2015. 4월 : ICT 전통시장 육성사업 모집공고  (중소기업청 공고 제2015-139호)

– 2015.  5월 ~ 6월 : 신청서 제출 및 선정

– 2015. 10월 ~ 12월 : PC, 복합기, 수유실 등 설치

– 지하도상가(상품, 문화 등)와 ICT 융합을 통해 고객 편의성을 높히고 

    마케팅과 연계해 경쟁력 강화

– 설치장소 : 서면지하도상가 사무실

– 운영내용

    ▶ 상인대상 모바일기기 활용 교육장 겸 고객을 위한 ICT 융합시장 체험의 장 조성 

        → 상인(정보화 활용능력 배양), 고객(상가정보취득)

    ▶ 스마트전단지, 쿠폰시스템 구축 → 고객증가, 매출증대 등 

    ▶ 지하도상가 상인 및 이용고객 휴식 공간 제공 등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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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셉테드(CPTED) 기법 적용으로 
안전한 쇼핑환경 제공

지하도상가 시설물 안전사고 에방 및 셉테드(CPTED) 기법을 활용한 

환경 개선을 추진하여, 시민들에게 안전한 쇼핑 환경을 제공하였습니다.“
”

• 추진내용

– 지하도상가 공중화장실 범죄 예방을 위한 CCTV 및 안내표찰 설치

– 광복지하도상가 분리수거장 내 충격 흡수쿠션 설치

• 기대효과

– 화장실 범죄 예방 및 CCTV 사각지대 해소로 이용객 불안감 해소, 상가 활성화

– 협력업체 근무자 애로사항 해소 및 시설물 안전사고 예방

: : 남측화장실 모니터(국제) : :: : 안내표찰(광복A) : : : : CCTV(남포A) : :

: : 개선 후 : :: : 충격 흡수쿠션 : : : : 개선 전 : :

▶

•조직·인력·제도 혁신

•2016년 경영수입 증대 

•새로운 미션과 비전목표 설정을 위한 비전 2020 선포식 개최

•안전경영 및 안전문화 정착 노력으로 공단 위상 제고

•공공구매 활성화 등 사회적 책임 제고 

•청년층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임금피크제 선제적 도입

•성과연봉제 선도적 시행을 통한 성과주의 조직문화 구현

•헤드헌팅식 드래프트 연계 「저성과자 퇴출제」시행

•일반직. 업무직 직종 단일화를 통한 업무효율 극대화

•RFID-물품관리를 통한 자산관리 효율화

•노인일자리 창출 확대로 노인사회참여 기회 제공

•전사적 안전경영 체계 구축

•공단 정보화 전략계획(ISP)를 통한 IT역량 고도화

•지역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선도적 노력

•다양한 SNS소통채널 운영으로 시민 소통 활성화

•윤리경영을 통한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신규사업 인수

•2016년 수상실적과 대외성과 

경영분야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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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분야
Management P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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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장

조직·인력·제도 혁신

●● 공단 New비전 재정립을 통한 미래지향점 제시 및 신성장 동력 확보

•공단 제2의 도약 및 전사적 혁신 공감대 조성을 위한 미래비전 제시

   ▶ 2020 뉴비전 선포, 중장기 경영전략 수립, 혁신과제 발굴 등

•신규 인수사업의 조기안정과 활성화를 통한 기업가치 제고

   ▶ 부산시민공원, 영도대교, 부산역지하도상가, 송상현광장, 대현지하도상가, 공영차고지(회동, 노포, 노상주차 2개소)

•지속가능 동력 확보 및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조직진단 용역 시행

   ▶ 사업범위 확대 및 명칭 조정, 적정조직 검토 등

●● 시민안전 강화 노력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18001) 전사업장 재인증, 무재해 1배수 달성, 안전·보건활동 최우수상 수상

   ▶ 공단의 체계적 재난·안전관리 성과 인정

•셉테드 기법 적용 안전환경 디자인평가, 위험성평가, 재난·안전 실태평가 실시로 개선점 지속 발굴

●● 공기업 사회적 역할 제고

•문화 소외계층 기획 공연, 영화, 음악회 등 무료 초청(20,811명)

•청년실업 해소 및 지역대학 인재양성을 위한 사회공헌 실시

   ▶ 대학생홍보단 운영 및 잡(Job)멘토링 실시(34명), 취업연수(12명), 취업설명회(150여명) 등

•공단 직원 재능·기술 활용 지역사회 공헌활동 전개(총 4,322시간, 32,231천원)

●●  신규사업 인수 등 관리효율을 위한 조직 개편

•경영효율화 및 시설물관리 효율성 제고를 위한 조직 반영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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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 시설로 일류 도시를 실현하는 부산의 이미지 메이커

BISCO VISION 2020

부산이 자랑하는

고품격 도시공간 창출

시민이 사랑하는

최우수 시설공단 확립

B est I nnova
-tion

S afety C ustom
-er

O utcome

최고 지향 혁신 추구 안전 우선 고객 만족 성과 창출

비전목표

2016년 경영수입 증대 

Ⅱ. 주요혁신사례  l    06 경영분야

02

• 총괄

• 주요 추진성과

– 광안대로 교통기반 시설 확충 및 신선대지하차도의 성공적 인수 등(↑3,177백만원)

– 회전율 및 수익성이 높은 공영주차장 급지 상향조정(↑2,555백만원)

– 대현지하도상가의 성공적 인수에 따른 사용료 증가(↑5,874백만원)

– 자갈치시장 공실 및 허가기간 만료점포 사용허가 등 공실률 감소 노력(↑397백만원)

– 추모공원 가족봉안묘의 지속적 대외 홍보로 신청 증가(↑218백만원)

105

구분 2016년 (A) 2015년 (B) 증감(A-B) 증감율(%)

계 88,462 78,063 10,399 13.3

대행사업 (백만원) 78,807 67,369 11,438 17.0

자체사업 (백만원) 9,655 10,694 △1,039 △9.7

전년대비  
수입금
실적

대행사업 201678,807

67,369 2015

자체사업

성과창출에 대한 직접적인 보상제도 마련등
성과경영 실현을 통해 미래성장 동력 확보로
최우수 공기업 도약 의지 표출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첨단 시스템 구축과 
직원들의 전문성 확보를 통해
시설물 관리 최고 공기업이 되고자 하는 의지 표출

안전경영

성과경영

혁신경영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사고로 강도 높은 
경영혁신을 통해 새로운 조직체계로 
리빌딩(Re-Building) 하겠다는 의지 표출 

경영
방침

안전
경영

책임
경영

서비스
경영 서비스경영

시민들의 기대를 넘어서는 획기적인
고객서비스의 창출과 제공을 통해
시민들에게 행복과 감동을 주겠다는 의지 표출

책임경영

임·직원들의 일관성 있고 
소신 있는 책임경영을 통해
조직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의지 표출

혁신
경영

성과
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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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미션과 비전목표 설정을 위한 
비전 2020 선포식 개최

■ 일    시 : 2014. 3. 11(화) 11:00~11:40

■ 장    소 : 부산시민회관 소극장

■ 참    석 : 직원 등 약 400명

■ 주요내용 : 홍보영상, 경과보고, 비전선포, 축하행사 등

중장기경영전략 연구 용역과 직원 의견수렴을 거쳐 결정된 

새 비전과 경영전략의 전사적 공유와 확산을 위한 비전 선포식을 개최“
”

가치 체계 

미션 공공시설의 가치 창출과 서비스 향상을 통한 도시발전과 시민복리 증진

비전
명품 시설로 일류 도시를 실현하는

부산의 이미지 메이커

핵심
가치 B

Best
최고 지향

I
Innovation

혁신 추구

S
Safety
안전 우선

C
Customer

고객 만족

O
Outcome

성과 창출

비전
목표

부산이 자랑하는 고품격 도시공간 창출 시민이 사랑하는 최우수 시설공단 확립

안전경영 및 안전문화 정착 노력으로
공단 위상 제고

공단 경영방침인 안전경영과 그간 안전문화 정착 노력에 대한 성과로 

최우수 기관 선정“
”

04

• 국민안전처 주최‘2015안전문화대상'̀ 수상

– 공 모 명 : 2015안전문화대상(안전문화 활동 우수사례 발굴 및   시상)

– 주     관 : 국민안전처(후원 : 안전보건공단)

– 심사방법 : 안전활동에 대한 서류심사, 사례발표, 현장평가 후 위원회 결정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주최‘2016 서비스분야 안전보건활동 최우수상'̀̀ 수상

– 주      관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심사방법 : 안전보건활동 우수사례 서류심사, 사례발표, 현장평가 등

– 공모분야 : 서비스분야 안전보건활동 우수사례

• 안전·보건관련 주요 추진실적

– 전사업장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18001) 인증

– 위험성 평가, 재난안전 실태평가, 셉테드(CPTED) 안전환경 디자인 평가 등 실시

– 안전드림닥터 운영, 전 사업장 대상 산업재해 발생요인 점검 등

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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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공공구매 활성화 등 
사회적 책임 제고  

• 공공구매 유공기관 대통령 표창 수상

• 공공구매 유공자 국무총리 표창 수상

• 공공구매 추진 종합계획 및 추진체계 정립 

– 수상분야 : 우수 공공기관 부문 「대통령 상」 수상

– 수상일자 : 2015. 10. 29.

– 장      소 : 중소기업중앙회 그랜드 홀

– 언론보도 : 국제신문 경남일보 등 12개 

– 수상분야 : 우수 유공자 부문 「국무총리상 」 수상

– 수상일자 : 2016. 10. 25.

– 장      소 : 중소기업중앙회 그랜드 홀

– 공공구매 실적관리 및 전산화 인력 구성

– 대 내·외 협력체계 정립

108 명품시설로 일류도시를 실현하는 부산의 이미지메이커

: : 공공구매 유공기관 대통령 표창 : : 

: : 공공구매 유공자 국무총리 표창 : : 

총괄  l  재무회계팀장

■ 구매지원 계약 제도 검토

■ 구매실적 확인 방법 검토

■ 구매실적 입력 방법 검토 

■ ERP시스템 공공구매 제품 

  분류 메뉴얼 개발

■ ERP시스템 사용메뉴얼 제작 

■ 구매지원 전산화 대상 검토

■ 분야별 업체정보 제공

■ 실적집계방법 검토

계약부분 전산부분 구매지원부분

공공구매제도 활성화 체계 구축

공공구매 담당자
지정 및 교육 

공공구매 향상을
위한 분야별

계획 수립 추진

관계기관 실무자
네트워크 추진 

•부서별 1명

•총괄담당 1명

•1 : 1 매칭 사업, 

  여성기업 등 

  심사가점 부여 

•공공기관 및 

  지원센터 등 

  기관 네트워크 구축 

청년층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임금피크제 선제적 도입

합리적인 임금피크제 시행방안 마련으로 

인력채용 재원확보 및 청년고용 확대“
”

06

• 임금피크제 개요 ☞ 정년보장형

• 주요경과

• 도입효과

– 시행대상 : 정원인력

– 임금조정 : 시행대상자 58세 5%, 59세 10%, 60세 15% 임금감액

    ▶ 임금피크제 시행에 따른 대상자 현 직급 유지, 임금피크제로 신규입사하는 청년은 

        별도정원 있는 것으로 간주

    ▶ 임금피크제 제외항목 : 가족수당, 학비보조수당, 여비, 일숙직비, 상황근무비, 인센티브 성과급, 

        공단 이사장이 인정하는 항목

– 신규채용 목표 : 2016년 11명, 2017년 0명, 2018년 4명, 2019년 5명, 2020년 0명

– 2015. 09. 30. : 임금피크제 노사간 합의서 체결

    ▶ 부산광역시 공기업계 및 행정자치부 공기업과 제출

– 2015. 10. 06. : 행정자치부 공기업과에서 합의서 수정보완 요구

    ▶ 노사합의서 4호 ‘공단은 임금피크제로 임금이 감액되는 해당 근로자

       본인이 희망할 경우 정년퇴직 후 전문계약직 형태(1년이내, 정원외인력)로 고용하여야 한다’

       삭제 요구

– 2015. 10. 12. : 임금피크제 노사간 합의서 체결

    ▶ 노사합의서 4호 삭제

– 2015. 11. 02. : 임금피크제 관련 취업규정 개정안 이사회 의결

– 2015. 11. 11. : 취업규정 개정 승인 알림(부산광역시 → 공단)

– 2016. 01. 01. : 임금피크제 시행

– 정부시책 준수에 따른 경영평가 가점 확보 및 청년일자리 창출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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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성과연봉제 선도적 시행을 통한 
성과주의 조직문화 구현

• 추진내용 ※ 합리적 추진을 위해 「성과연봉제 도입 용역」 시행 및 「노사합의」 체결

• 기대 효과 

• 추진배경

– 적용대상 : 일반직 1 ~ 4급

– 연봉체계 : 기본연봉(직무급 포함) + 성과연봉 + 법정수당 + 기타수당

– 기본연봉 : 기준급여 + 직무급 ▶ 누적식

– 기본연봉 차등

– 성과연봉 체계 및 차등 : 경영평가평가급 + 내부평가급 ▷ 비누적식

    ▶ 경영평가평가급 : 연봉월액(기준급여) × 등급별 지급률

    ▶ 내부평가급 : 내부평가급 전환액 × 등급별 지급률

– 법정 및 기타수당 : 연장/야간/휴일/연차/가족/학비보조/외근비/당직수당

– 정부의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확대 추진에 따른 공단 보수(연봉)체계 개선 등 권고기준에 부합하는 제도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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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 성과연봉제 권고안에 부합하는 성과중심 임금체계 운영으로 성과주의 조직문화 실현

※ ∝ : 기준인상률

구분 구 성 항 목 비  고

기준급여
기본급 + 기말수당 + 효도휴가비 + 근속수당 

+ 직급보조비 + 급식보조비
-

직무급
직책수행비(일부), 특정업무수행비, 기술수당, 특수업무수당, 

위험근무수당, 장제수당
직책수행비 일부는 성과연봉 

재원 전환

구분
인상률
차등

평가등급  및 인원비율

증감율(%)S A B C D

10% 20% 40% 20% 10%

1~3급 3%(±1.5) ∝+1.5% ∝+1.0% ∝ ∝-1.0% ∝-1.5%
2.75%

4급 2%(±1.0) ∝+1.0% ∝+0.5% ∝ ∝-0.5% ∝-1.0%

구분
인상률

차등

평가등급  및 인원비율
S A B C D

10% 20% 40% 20% 10%

경영평가
평가급

50%(±25)
기준지급률

+25%
기준지급률

+10%
기준지급률

기준지급률
-10%

기준지급률
-25%

내부
평가급

20%(±10)
평가급 전환액

+10%
평가급 전환액

+5%
평가급 전환액

평가급 전환액
-5%

평가급 전환액
-10%

성과연봉제 용역 시행

성과연봉제 도입 추진계획

성과연봉제 노사합의 체결

헤드헌팅식 드래프트 연계
「저성과자 퇴출제」시행

08

• 조직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혁신 추진

– 헤드헌팅식 드래프트제 ⇒ 팀워크 및 업무효율성 제고

– 미선택 간부 보직 박탈 ⇒ 성과경영 및 경쟁력 강화

– 실질적 복수직급제 활성화 ⇒ 일하는 분위기 조성 및 조직역량 강화

• 관리시스템 개발 및 드래프트 추진

• 저성과자 퇴출 4명

111

직위 지원서 등록

지원자 로그인 화면

직위별 지원현황

– 추진 기간 : 2015. 12. 21∼12. 22.(2일간)

– 추진 대상 : 1∼3급 간부 전원

– 추진 방법 : 인사드래프트 희망지원(1∼3순위) 및 헤드헌팅식 드래프트 실시 

드래프트 추진

– 미지명자 4명 직위박탈 - 1급 1명(단장급), 3급 3명(팀장급)

– 2016년 1월 인사이동 시 조치 완료

드래프트 결과

– 헤드헌팅식 쌍방향 인사드래프트 형식

    ▶ 인사드래프트 희망지원(1~3순위) 및 헤드헌팅식 드래프트 실시 

– 간부직 최종 미선정 인원 : 하위 10% Rule 적용 

    ▶ 총4명 (1~2급 1명/3급 3명)

드래프트 착안 사항

▣ 개발방법 : 혁신정보팀 전산직 자체 개발

▣ 구현방향 : 운영데이터의 철저한 보안 및 안정적 운영을 

위해 ERP와 분리, 별도시스템으로 개발

▣ 주요내용 : 드래프트 대상자 및 직위관리, 지원서 입력, 결과분석 등

《 인사드래프트 시스템 자체 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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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일반직, 업무직 직종 단일화를 통한
업무효율 극대화

일반·업무직의 직종 단일화 추진을 통해 업무직 승진천정 및 직종간 반목 해소, 

직원들의 성과주의 지향 및 경쟁력있는 조직으로 변모“
”

• 개 요 

• 주요경과

• 효 과 

– 현행 직급체계상 업무직은 개인적 역량과 성과를 불문하고 4급까지만 승진가능한 

   승진천정 존재로 상대적 박탈감 등 사기저하 요인

    ▶ 성과주의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직종·직급체계 단일화 및 관련 제도 정비 필요

– 타 공사·공단은 직종을 단순화하는 추세인데 반하여 현재 우리공단은 일반·업무직으로 

   직종 이원화

   ※ 기타 부산 소재 공사공단(환경공단, 스포원, 도시공사, 교통공사 등) 직종 단일화 시행중

– 부산환경공단 단일화 이후 일반·업무직 단일화 여론 형성 및 노사협의07′.~12′)

    ▶ 단일화 관련 연구용역(11′9.~ 12′.1), TFT구성 및 실무자회의 개최(4회), 설문조사 및 공청회 등

– 설문조사 시 일반·업무직 간 의견차이 심화로 별도 TFT 구성 후 실무자 중심 회의 개최(13′.~14′.)

    ※ 제7대 노동조합 출범(13′.5.1.)에 따라 직종단일화에 대한 노동조합의 공약사항 이행 촉구

– 직원 투표 결과 동일직급 이동 및 임금, 경력보전 전제로 찬성(14′.12.6)

– 고용노동부 ‘장년친화직장만들기’ 국비사업(직종단일화사업) 선정(26,189천원, 16 .́4.)

– 국비 지원 『일반·업무직 직종·직급체계 단일화 용역』추진

    ▶ 용역기간 : 2015. 8. 21. ~ 2015. 10. 19. (60일간)

– 직종 단일화 추진계획 수립 및 이사회 개최(15′.12.7.)

– 직종 단일화 시행 ⇒ 2016. 1. 1.부

– 직종간 차별 철폐로 조직 통합 기반 확충 및 조직 활성화

– 신분보다 역량(능력) 및 성과로 평가받는 공단의 조직문화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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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종단일화 회의 : : 

RFID-물품관리를 통한 
자산관리 효율화

10

•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물품관리 방법 도입

• 업무 프로세스 정립, RFID 물품관리시스템

• 보다 쉽고, 빠르고, 정확한 업무철저

– 투입자원 고려 물품관리 효율성 제고방안 강구

– 수작업으로 인한 물품관리의 부정확

– 공단 보유자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통제 필요

– 정기 및 수시 재물조사 실시 여건 마련

– RFID 물품관리시스템은 나라장터, On-bid 등 관계시스템과 연계되어 효율적 물품관리를 

   지원하는 시스템

– 물품담당자는 포털 시스템과 휴대형리더기를 이용하여 물품 수급관리 계획부터 취득, 

   운용관리, 재물조사 및 처분까지 물품의 전 life-cycle을 실시간 처리 가능

113

물품관리실무 메뉴얼

시스템 개요 보다
쉽게

·업무프로세스 간소화

·단순 반복작업 전자화 

물품관리업무에
대한 인식변화

물품관리업무
생산성 제고

물품관리체계
투명성 확보

·수작업 감소

·물품 동시인식을 통한

  업무 처리시간 단축 

·개별물품의 전자적 인식

·데이터 입력 자동화 

보다
빠르게

보다
정확하게

기대 
효과 

물품관리 
업무프로세스

RFID를 이용한 

실물확인 및 

정보저장의 자동화로 

수작업 대비

최고 8.5배 

업무 생산성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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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노인일자리 창출 확대로 
노인사회참여 기회 제공

– 고령화시대 노인사회복지 비용을 스스로 부담함으로써 사회적 비용절감 및 

   노인 사회 참여 기회 제공

– 공단 사업 특성에 맞는 다양한 형태의 노인일자리 창출로 공기업 사회적 책무 완수

   ▶ 2008년 전국 최초 공기업 도입/보건복지가족부 장관상 수상 (노인일자리 모범적 수행 <2009년>)

추진
현황

※ 노인일자리 사업 확대 : 
   2015년 54,957명(일평균 150.6명) → 2016년 60,425명(일평균 165.5명)

부서명 기간 내  용 

중앙공원 연중
·산불방지 순찰 및 초소근무
·공원 내 녹지관리 및 방화선 풀베기 작업

어린이 대공원 연중
·제초, 수목 정비, 배수로 정비 등 녹지 관리
·방화선 풀베기 및 산불감시

금강공원 연중 ·야생화 화단 조성, 화단 및 화분관리  ·방화선 풀베기 및 순찰

태종대 유원지 연중 ·초화식재 및 전정작업  ·전정작업 및 방화선 풀베기

부산 시민공원 연중
·녹지관리, 전정지원, 접점지역 순찰 및 계도
·시설이용 안내, 식당조리 지원 등 

영락공원 연중
·산불감시 및 공원내 녹지 시설물 관리
·봉안당 안내 및 민원 응대, 제례지도  ·묘지벌초 전담반 운영

영락직영 연중
·친환경 새조화 안내 및 페조화 수거 지원
·화장동 주변 불법행위 감시 및 단속  ·장례상담실 업무 지원

추모공원 연중
·제례지도,, 월평초등학교 협력 화분가꾸기
·초화식재, 묘지관리, 조경수 전정, 터파기 등

번영로 연중 ·전정, 잔디깍기, 초화식재, 월동준비

남항대교 연중
·시설주변 순찰, 낙하물 수거, 질서계도
·낚시객 계도, 시설물 주변 환경순찰 등

공영주차장 연중 ·주차관리, 요금징수, 환경정비, 관제기 관리 등

한마음 스포츠센터 연중 ·셔틀버스 운행 및 차량 관리 

시민회관 연중 ·주차관리, 요금징수 및 주차장 환경관리

• 실질적인 노인일자리 고용창출 (2008~2016년까지 약 37만명)

• 실시배경

• 구축목적

• 재난/안전관리 종합계획 수립 추진

• 재난/안전관리 역량 강화

• 2016년 주요성과 

• 노인일자리 창출 노력

• 효과분석 

: : 봉안당 안내 등 : :

: : 노인일자리 업무협약 : :

: : 노인일자리 창출 추이 : :

: : 영락공원 묘지벌초 : :

12 전사적 안전경영 체계 구축

– 시설관리 전문기관에 걸맞는 재난/재해 대응체계 확립

– 공단 실정에 맞는 재난안전관리 시스템 구축을 통한 시설물 이용객 보호 및 대응태세 확립

– 공단 안전관리 종합계획

– 계절별(여름, 겨울, 해빙기) 자연재난 사전대비 계획

– 특정관리대상시설 등 일제조사 계획 등

– 재난·안전 감독자 교육, KOSHA18001 인증실무 교육, 전기안전·도로현장작업 기술교육, 

재난안전관리매뉴얼 작성과정 등 관리시설별 특화된 실무교육 추진

– 사업장별 재난·재해 유형별 모의훈련 실시

– 안전드림닥터 운영(기술사 등 전문가 직원)을 통한 안전관리 역량 강화

– 안전보건경영체제(KOSHA18001) 전사업장 재인증

– 무재해 1배수 달성(전사업장)

– 서비스분야 안전·보건활동 최우수상 수상

–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증(자갈치시장, 한마음, 시민공원, 시민회관)

– 국내 공원시설 최초 셉테드(CPTED) 최우수 등급 인증(시민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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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공단 정보화 전략계획(ISP)를 통한 
IT역량 고도화

• 배 경

• 개 요 

• 내 용 

• 효 과 

– 정부 3.0, 부산시 정책, 공단 경영목표 효율적 달성 지원을 위한 정보화 비전 및 전략 수립

– 최첨단 미래형 시설관리 전문기관 도약을 위한 정보화 전략과제 도출 및 추진 로드맵

– 사업기간 : 2014. 4월 ~ 8월

– 사업예산 : 68,000천원

– 추진방법 : 전문기관 컨설팅 용역

– 주요내용 : 정보화 전략비전 및 목표, 현행 수준진단, 미래모델 및 실행 계획

– 전사적 T/F팀 구성, 보고회 및 워크숍 개최, 사업별 인터뷰 및 분임 토의, 설문조사

– 정보화 수준진단(총 37개 시스템) : 업무 커버리지, 활용 수준, 기능품질, IT 관리수준

– 대내외 환경 분석, 정보화 비전 및 목표 설정, 최신 IT트렌드 및 선진사례 분석

– 10대 전략과제 도출 및 목표시스템 설계, 단계별 예산 및 추진계획(5개년) 수립 등

– 최신 IT를 활용한 첨단 미래형 시설공단 도약으로 공단 경영목표의 효과적 달성 지원

– 체계적 효율적 정보화 추진 및 정보서비스 품질 향상으로 대외경쟁력 및 신뢰도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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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화 목표 및 전략과제 : : : : 단계별 실행계획(5개년) : : : : 미래모델 시스템 구성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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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선도적 노력

• 추진배경

• 청년일자리 창출노력

– 지역인재 역외유출 방지, 청년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등 공익 책무 완수

•부산지역 청년인재 채용 확대를 위한 공동협약 체결

    -「부산지역 공공기관·지역 청년인재 채용확대 협약」

    - 일자 : 2014. 12. 15. 

    - 기관 : 부산시, 부산고용노동청, 부산시 소재 35개 기관

    - 내용 : 지역 청년 연고지 중심 안정적 취업기회 확대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대학생 취업지원 연수 실시

    - 연수인원 : 2회 12명

    - 연수기간 : 8주, 주당 최대 40시간

    - 근무장소 : 본사 및 사업소

    - 주요업무 : 우리공단에서 수행하는 모든 업무(지원)

    - 임     금 : 시급9,500원 ⇒ 장학재단(MOU체결기관)

•채용실적 : 29명(총정원의 7.3%)

•관련근거

지역청년 
인재채용을 
위한 협약

대학생 
취업지원

연수

2016년
청년

미취업자 
우선고용

한국장학재단 업무협약 체결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5조(공공기관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의무)
        지방공기업의 장은 매년 각 지방공기업의 정원의 100분의 3 이상씩 

        청년(19세 이상 34세 이하) 미취업자를 고용하여야 한다

•체결일자 : 2013. 12. 31.(화)

•주요내용 : 한국장학재단 추천 대학생들에게 직업체험의 기회제공

                 기관 간 상호 행·재정 지원 등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

14

2014 정부우수근로
장학기관 선정

청년채용 3% 
부산시설공단 유일 준수

지역기관 연계
Job-Mentoring 추진

언론 보도사례

■지역 주요기업 멘토링 협약 실시
■2014년, 정부3.0 우수과제 선정 

정보화 비전설정
정보화 전략과제 

도출

첨단 미래형 
시설관리

전문기관 도약

정보화 관리체계 
정립 중장기 

정보화 로드맵 
설정

정부 3.0 시정책 
등 대·내외 

환경분석 반영

최신 정보기술(IT) 
트렌드 선진기관 

정보화 사례>> >>

정부 정책 비전과 연계한 
미래형 공단 정보화 

비전 설정 고객 다변화 및 요
구 증대에 따른 고객가치 실현 

다양한 사업운영 환경지원을 
위한 정보화 문제점 및 개선 

최신 IT 트렌드 및 선진사례를 
반영한 중장기 로드맵 및 

실행방안 수립 

정보화 사업의 일관성과 
시너지 효과 극대화 정보화 

예산 및 자원의 효율적 
운영방안 수립

선진 IT 환경구축 
고객서비스 
만족도 제고 

명품시설로 
일류도시를 
실현하는 
부산의 

이미지 메이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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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다양한 SNS소통채널 운영으로 
시민 소통 활성화

• SNS운영

– 운영내용

     ▶ SNS친구(팬, 가입자) : 6,900여명(2016. 12월 기준)

118 명품시설로 일류도시를 실현하는 부산의 이미지메이커

구분 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 인스타그램 유투브 팬(친구)

우리공단 371 4,540 1,439 511 50 18 6,929

교통공사 ● 3,573 3,594 ⅹ ⅹ ⅹ 7,167

도시공사 ⅹ ⅹ ⅹ ⅹ ⅹ ⅹ 0

관광공사 ● 22,623 626 ⅹ 142 7 23,398

환경공단 ● 66 ⅹ ⅹ ⅹ ⅹ 66

스포원 ● ⅹ 1,722 ⅹ ⅹ ⅹ 1,722

SNS 운영체계

SNS활성화 추진목표 및 전략
: : 다양한 SNS 채널 운영 : : 

윤리경영을 통한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

16

119

•뇌물비리 •성범죄 •음주운전

3不1退 Out 制
One-strike

• 대      상 : 직문관련 금품·향응 수수등 부패행위 제안 및 주선자

• 처벌강화 : 징계양정 기준보다 1단계 상향처벌 

• 2015. 12월 규정개정 완료  ⇒ 시행중

• 조직환경, 업무환경, 개인별 3단계 부패 위험성 진단

• 간부직원 부패위험성 용역 발주(2016. 3. 30)

• 향후계획 : 설문완료(2016.6월)후 진단 실시 

• 50만원 이상 금품 수수, 공금횡령시 원스트라이크 아웃

• 징계양정 기준보다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징계양정보다

    강화된 기준 적용   

• 2015. 12월 규정개정완료  ⇒ 시행중

부패행위 
주선자에 대한 

징계처벌 
기준 강화

간부직원 
부패위험성 
진단 실시

One Strike Out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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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신규사업 인수

시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와
 시설관리 시너지 효과 창출

9개 사업 수탁

01

03

05

02

04

06

08

07

09

부산 시민공원

2014. 5. 1. 개통 (473천㎡)

영도대교

2013. 11. 27. 운영 (215m)

대현지하도상가

2016. 4. 23. 운영 (368개 점포)

화물자동차 밤샘주차

(녹산, 감천)

 2개소 117면 운영

영도 연결도로

2014. 10. 7. 개통 (2,44km)

부산역 지하상가

2014. 2.  7. 인수 (83개점포)

송상현 광장

2014. 6. 12. 개장 (235천㎡)

신선대지하차도

2016. 3. 31. 개통 (2,600m)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회동, 노포)

2개소 391면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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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 분야 수상 및 인증 획득 

2016년 수상실적과 대외성과◦◦
◦◦

★ ★

시민공원·송상현광장, 녹색도시 
우수사례 ‘최우수기관’ 선정

<산림청>

서비스분야 안전보건활동
‘최우수상’ 수상
<안전보건공단>

공공구매촉진대회

‘국무총리 표창’
<중소기업청>

정부 3.0 추진실적 평가

‘우수기관’ 선정
<행정자치부>

시민공원, 국내최초
‘셉테드(CPTED) 시설인증’ 획득

<한국셉테드학회>

「제13회 지방공기업의 날」경영개선
‘우수기관’ 국무총리 표창

<행정자치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고객만족도조사
‘2년 연속 1위’ 달성

<행정자치부 / 지방공기업평가원>

2016년 지방공기업 CEO 
혁신사례 ‘창조상’ 수상

<지방공기업평가원>

‘무재해 1배수’ 목표달성 인증 
<안전보건공단>

자갈치시장 등 4개 사업소,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정

<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18001)’
전사업장 인증 획득

<안전보건공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