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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SCO 新경영방침

BISCO 기본현황

시설별 열린혁신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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❹ 문화가 살아숨쉬는 부산시민공원 운영

❺ 시민과 함께하는 부산시민공원 플러스친구 운영

❻ 용두산공원 부산타워 경관조명 활용 다양한 볼거리 제공

❼ 역사가 살아숨쉬는 스토리텔링(Storytelling) 공원 운영

❽ 금강공원 유관기관 협치를 통한 시민 문화체험 

프로그램 운영

❾ 시민만족 제고를 위한 안전시설 확충 및 볼거리 제공

❿ 어린이대공원 제17회 아름다운 숲 전국대회 공존상 수상

어린이대공원 등 공원 숲체험 프로그램(펀펀스쿨) 추진

저수지·댐 유지관리 협의체 협업 추진으로 

안전한 시설관리

태종대 야간 차량개방, 노후시설 정비 등 

고객서비스 시책 추진

수국꽃 문화축제 등 태종대 비경 홍보 및 

시민참여 행사 추진

안전한 도시공원·유원지 조성을 위한 산불·재해 

예방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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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쁨과 즐거움이 넘쳐나는 부산

쏟아지는 햇살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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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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❷ 사업연혁

•설립일자 : 1992. 2. 1.

•설립근거 : 지방공기업법(제 76조), 부산시설공단 설치조례

•설립목적 : 공공시설물의 효율적 관리·운영으로 시민복리 증진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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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립개요 •1992. 2. 1.

•1998. 1. 1.

•1999. 1. 1.

•1999. 12. 7.

•2000. 1. 1.

•2001. 11. 1. 

•2003. 1. 1.

•2004. 7. 1.

•2005. 7. 1.

•2006. 11. 9.

•2007. 11. 28.

•2007. 12. 31.

•2008. 7. 9.

•2008. 7. 21.

•2008. 10. 15.

•2009. 8. 5.

•2010. 1. 1.

•2010. 10. 1.

•2010. 12. 1.

•2011. 1. 1.

•2013. 3. 6.

•2013. 11. 27.

•2014. 1. 1.

•2014. 2. 7.

•2014. 6. 1.

•2015. 1. 6.

•2015. 5. 4.

•2015. 10. 16.

•2016. 1. 22.

•2016. 4. 22.

•2016. 11. 16.

•2017. 1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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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지하도상가 관리업무 수탁 

광안대로 관리업무 수탁(2002. 8. 28. 위탁계약 체결)

시민회관, 중앙공원, 용두산공원 관리업무 수탁

구덕 ·제2만덕터널 관리업무 수탁

자갈치시장 현대화건물 관리업무 수탁

한마음스포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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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면지하도상가 관리업무 수탁

영도대교 관리업무 수탁

부산시민공원 관리업무 수탁

부산역지하도상가 관리업무 수탁

송상현광장 관리업무 수탁

영도연결도로/신선대 지하차도 관리업무 수탁

부산시설공단 신청사 개청

회동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업무 수탁

화물차 노상주차 관리업무 수탁

대연지하도상가 관리업무 수탁

노포화물차 공영차고지 관리업무 수탁

롯데지하도상가 관리업무 수탁

•기 구 : 이사장, 3본부, 7단·1원·3실

조직도

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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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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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385

임원

3 382

소계

13

1급~2급

29

3급

52

4급

정 원

67

5급

74

6급

86

7급

61

8급

(단위 : 명 / 2018. 1. 1. 기준)

※ 정원 외 : 251명(청원경찰 14, 상용직 127, 무기계약직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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❶ 기관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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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공원(4,843천㎡)

•어린이대공원(4,981천㎡)

•금강공원(3,089천㎡)

•태종대유원지(1,710천㎡)

•용두산공원(70천㎡)

•부산시민공원(473천㎡)

•송상현광장(35천㎡)

공원시설

•영락공원
- 화장로 15기, 빈소 11개소, 봉안당 87,743기, 
묘지 29,021기

•추모공원
- 봉안당 100,000기, 봉안담(벽식) 16,992기,
가족봉안묘 14,035기

장사시설

교통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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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갈치시장(지하2층~지상7층)
- 수산물·일반매장, 냉동창고, 업무시설 등

•지하도상가 : 점포수 1,426개
- 남부 : 남포(280), 광복(215), 국제(120),

부산역(82)
- 중부 : 부전몰(334), 서면몰(366), 중앙몰(29)

상가시설

•한마음스포츠센터(지하1층~지상4층)
- 수영장, 피트니스실, 에어로빅실, 실내골프연습장,
다목적체육관, 조깅트랙 등

•BISCO 핸드볼팀 : 18명
- 감독1, 코치1, 선수13, 물리치료사1, 지원인력2

체육시설

•교량관리
- 광안대로(7,420m)
- 남항대교(1,941m)
- 영도대교(215m)
- 영도고가교(2,432m)

•도로관리
- 도시고속도로(29.7km)
- 신선대지하차도(2,600m)

•터널관리(16개소)
- 문현, 대연, 광안, 수영, 오륜, 제2만덕, 
구덕, 개좌, 장산1, 장산2, 송정, 곰내, 
황령, 방곡, 가덕, 두명

•주차관리
- 공영주차장(71개소 7,446면)
- 회동·노포 화물차 공영차고지(591면)
- 화물차 밤샘주차장(117면)

•기타
- 터널(22개소), 지하차도(23개소) 청소

❸ 주요사업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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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U S A N I N F R A S T R U C T U R E  C O R P O R AT I O N

BISCO 
新경영방침

+생활의 여유가 묻어납니다.

부산의 내일이 밝아집니다.

부산의 미래를 함께 그려갑니다.

명품시설로 일류도시를 실현하는 부산의 이미지메이커,

도시의 풍요로운 삶을 만들어가는 시설관리 전문 공기업!

100년 후에도 지속가능한 공단을 꿈꿉니다!

즐거운 도시생활 인프라 경영!

부산시민의 행복지킴이가 되겠습니다.



BUSAN INFRASTRUCTURE CORPORATION5대 경영방침1
❶ 기관장 메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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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시설로 일류도시를 실현하는 부산의 이미지 메이커!
시민이 감동하는 공단, 역동적인 혁신공단,

BISCO!
고대 중국의 대표적인 유교경전인 논어에는 ‘삼인유행 필유아사(三人有行 必有我師)’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세 명의

사람이 길을 걸으면, 그 중에는 반드시 스승이 있다.’라는 의미로, 항상 배우고 발전하고자 하는 자세의 중요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시민사회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개선하고자 하는 마음가짐이야

말로,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대응하고 시민중심 시책을 올바르게 추진하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현재 정부와 시민사회에서는 ‘소통과 협업, 사회적 가치 제고, 지속가능한 혁신 추진’ 등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더 나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민중심 열린혁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열린혁신이 어려운 것만은 아닙니다. 시민의 입장에 서서 공단의 시설을 이용한다면 어떤점이 불편할까? 어떤점이

개선되면 좀더 이용하기 좋을까? 시민의견을 어떻게 정책에 반영할까? 이러한 질문을 던지고, 고민하고, 바꿔가는 것!

좀 더 편리하게, 좀 더 낫게! 그것이 바로 시민중심의 열린혁신일 것입니다.

공단은 이러한 취지에 입각하여 `2017년 BISCO 5대 경영방침`을 재수립하고, 5대분야별 열린혁신 시책을 체계

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공단 임 ·직원은 `시민안전이 최우선`이라는 목표 아래, `QR코드를 활용한 시민

지킴이 운동 전개`, `안전드림닥터 등 공단 전문인력을 활용한 체계적 사고예방 활동`을 지속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공원 프로그램`, `광안대로 SMART 메신저` 운영 등 `다양한 시민참여형 시책 추진`,

`봉안시설 부부합장`, `찾아가는 장례상담 서비스`, `광안대로 Smart 미납 납부 시스템` 운영 등 `시민맞춤형 서비스

제공` 확대를 위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현재 공단은 `정부 및 유관기관의 우수사례에 대한 지속적인 벤치마킹`, `중 ·장기 신규사업 지속 발굴`을

통해 공단의 발전방향을 설정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자 하는 열정의 자세로 시설관리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난 26년간 부산을 대표하는 최우수 공기업으로 자리매김 해왔듯이, 공단은 앞으로도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변화

하는 환경에 앞서가는 시설관리 전문공기업으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고자 합니다. `안전경영, 혁신경영, 서비스

경영, 책임경영, 성과경영`으로 구성된 BISCO 5대 경영방침 아래, 전직원이 시설관리 전문가로서 시민편의를 충족

시키기 위한 뼈를 깎는 노력으로 끊임없는 변화의 선두에 설 것을 약속합니다.

앞으로도 공단의 열린혁신은 365일 계속될 것입니다!

2018년 5월

부산시설공단 이사장  김 영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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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자랑하는
고품격 도시공간 창출

시민이 사랑하는
최우수 시설공단 확립비전목표

❷ BISCO 5대 경영방침

안전경영
❶ 스마트폰 대면 재난대비 된다! 『QR코드를 활용한 시민지키미 운동』 전개

❷ 안전관리 전문성 강화를 위한 유관기관 협업 체계 구축 및 추진

❸ 공단 전문인력 활용 체계적인 안전관리 활동으로 재난 대응력 제고



BUSAN INFRASTRUCTURE CORPORATION안전경영2
❶ 스마트폰 대면 재난대비 된다! 『QR코드를 활용한 시민지키미 운동』 전개

공단 임·직원은 시민안전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두고 
다양한 안전시책 개발 및 확산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그 중 직원의 작은 아이디어로 출발한 
『QR코드를 활용한 시민지키미 운동』 전개를 통해, 
심폐소생술, 소화기 사용법 등 다양한 안전 콘텐츠를 
시민이 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안전한 사회 구축, 안전문화 확산, 시민과 함께하는 
안전공단 운영을 위해 공단은 끊임없이 고민하고 노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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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자 : 2017. 12. 11.(월)

•장 소 : 부산시교육청

•참석인원 : 부산시교육감, 공단 이사장 등 10여명

•추진내용 :  안전교육 캠페인 자료 기증식
- 부산지역 전체 초·중 ·고 914개 학교 대상 캠페인 확산 
- 소화기용 QR코드 스티커 3만장, 안전캠페인 포스터 2천장 기증

BISCO 4대 안전 교육콘텐츠 제작 및 QR코드 기증 추진

주요 추진실적

•공단 사업장별 QR코드 제작ㆍ활용 : 총 224종(사업장 2,795개 부착)

•초연중학교와 함께하는 QR코드 안전교육 캠페인 전개
- 안전 시청각 교육, QR코드 활용법 및 시연, 소화기 사용 교육 등

•부산광역시 교육청 QR코드 기증식 : 포스터, 스티커, 안전교육 자료

•QR코드 안전교육 사회봉사활동 전개 : 사회복지기관(아동센터 등)
- 소화기 교체, 안전교육 QR코드 부착, 노후 시설물 개선 활동 등

•추진일자 : 2017. 11. 20.(월)

•추진장소 : 초연중학교 모둠학습실

•참석인원 : 총 41명
- 공  단(15) : 경영본부장, 총무·혁신·홍보·안전팀장, 안전드림닥터, T/F팀
- 교육청(2) : 교육안전팀장, 교육기술팀장 등
- 초연중(24) : 교장, 교감, 생활지도부장, 학생회 대의원(21명) 등

•주요내용
- 안전 소화기 20대 기증 및 QR코드 스티커 부착 이벤트
- 공단 안전드림닥터와 함께하는 안전교육 및 QR코드 시연 
- 부산시설공단 QR코드 안전교육 동영상 시청각 교육

초연중학교와 함께하는 부산시설공단 QR코드 안전교육 캠페인



www.bisco.or.kr |   1918 |   명품시설로 일류도시를 실현하는 부산의 이미지메이커

BUSAN INFRASTRUCTURE CORPORATION안전경영2 B I S C O  新 경 영 방 침

•행사일자 : 2017. 12. 5.(월)

•장 소 : 사회복지법인 신애재활원, 풀잎지역아동센터

•참여인원 : 약 60명(이사장, 노조위원장 등 전부서 직원 참여)

•주요내용 : 소화기 교체 및 안전교육 QR코드 부착, 시설개선 등

사랑이 꽃피는 집(재활원 집수리) QR코드 안전교육 등 실시

•추진기간 : 2017. 11. 24. ~ 12. 24.

•주요내용 : 시민 안전에 대한 관심 제고 및 공단 SNS 활성화
- 공단 페이스북, 블로그, 인스타그램 등 페이지 친구맺기
- 공단 이벤트 페이지 ‘좋아요’ 및 ‘공유’ 후 응모완료 댓글 남기기

•참여인원 : 총 1,315명 (경품 소화기 20, 꾸미상 10, 장려상 10)

재난안전 대처 QR코드 소문내기 이벤트 이벤트 추진

365명 327명 194명 249명 180명참여수

페이스북 블로그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인스타그램채널

❷ 안전관리 전문성 강화를 위한 유관기관 협업 체계 구축 및 추진

쾌적한 명품 도시 인프라 구축 및 안전관리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공단은 유관기관과의 기술교류 협약 체결, 합동 모의훈련 및 
안전캠페인 전개 등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사회 및 유관기관과의 안전 협조체계를 공고히 하여 
안전사고 ZERO 달성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입니다.

•협약기관 : 부산시설공단, 상수도사업본부, 한국농어촌공사

•협약내용
- 저수지·댐 유지관리를 위한 상호 기술지원(공법 자문, 기술토론회 등)
- 재난대비 협조체계 강화 등(긴급점검, 합동 안전점검 등 실시)

저수지·댐 유지관리 기술교류 협약 (`17. 4. 18.)

•협약기관 : 부산시설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 도로교통공단, 화물공제조합

•협약내용
- 교통안전 예방에 대한 정보 교류 및 상호 기술자문, 공동 기술연구
- 주기적 사고 예방교육 및 홍보활동, 상황전파 및 도로교통 안전시설 도입지원 등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17. 11. 2.)

•협약기관 : 부산시설공단, 신라대학교

•협약내용
- 공공안전정책대학원 공단직원 수강 등 학술, 정보, 인력 상호교류
- 공공 기술분야(드론, 에너지저장장치 등) 기술지원 등 협력 등

신라대학교와의 산·학 기술교류를 위한 업무협약 (`17. 8. 10.)

•협약기관 : 부산시설공단,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 부산광역시회

•협약내용
- 안전관리 조사연구, 기술개발, 정보교류 등 유지관리 기술 협력사항
- 안전캠페인, 사회공헌활동, 일자리창출 등 안전문화조성에 관한 사항 등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기술교류 업무협약 (`18. 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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❸ 공단 전문인력 활용 체계적인 안전관리 활동으로 재난 대응력 제고

시민 안전 확보가 최우선이라는 목표 아래, 
공단 임·직원은 시설관리 및 재난대응 전문성을 높이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위험성평가, 재난안전 실태평가 등 각종 안전평가 제도를 통한 
재난 위해요인 사전 차단, 재난상황별 반복 모의훈련 등을 
지속 추진하여 안전한 시설이용 환경 제공, 무재해 사업장으로 
거듭날 것을 약속합니다.

안전관리 활동 주요 추진실적

•안전드림닥터 활용 체계적 안전점검 실시를 통한 사고 발생요인 사전 차단

•유형별 모의훈련 확대를 통한 안전의식 강화 및 실전상황 대처 관리(105회)

•정기·수시 위험성평가 및 「위험성평가 우수」 인정사업장 확대
- 위험성평가 시행(전 부서) 및 우수 인정사업장 확대(’16. 3개소→’17. 9개소)

▲ 기술교육 확대를 위한 MOU 체결

▲ 도로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업무협약

▲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기술교류 업무협약

▲ 저수지·댐 유지관리 기술교류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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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운영실적

대형공사·용역 부실예방 기술심사 및 자문

재난발생 지역 긴급 안전 점검(금강공원 낙석)

신규 시설물 인수 전 분야별 합동점검

산불발생 예방을 위한 공원내 사찰 전기시설 점검

지역사회 공헌활동 추진

실적

14회

1회

2회

1회

3회

세부내용

65건 심사의견 제시 및 검토

단기대책 5건, 장기대책 1건 자문의견 제시

롯데지하도, 광안대로 스마트톨링 ⇒ 47건 개선안 제시

64건 시설개선(권고안) 제시

사랑의 집수리 기술봉사 참여 등

재난 발생예방을 위한 시설물 안전점검
오류시스템 치유

무재난의 꿈 

실현

안전·홍보반

토목·건축·녹지반

기계·전기·통신반

재난 발생시 현장조사 및 상황보고·전파

사고원인 분석 및 원인별 응급복구방안 강구

전
문
가
집
단

•다양한 모의훈련 추진

화재대비 정기·수시 합동훈련 ⇒ 40회

지진 등 자연재난 대비 훈련 ⇒ 7회

전기설비 정전발생 대비 훈련 ⇒ 5회

테러상황 대비 모의훈련 ⇒ 2회

산불발생 대비 진화훈련 ⇒ 6회

기타 훈련(비상응소 등) ⇒ 45회

•훈련결과 총괄분석

유형별 모의훈련 실시로 실제상황 발생시 대응력 제고

구   분

훈련횟수

참석인원

2016년

77회

1613명

2017년

105회

1800여명

증   감

28회 ↑

약 180여명 ↑

시설관리 교육 지속 확대 추진으로 전문성 제고

구   분

이수인원

이수시간

2016년

226명

2,504시간

2017년

468명

5,109시간

증 감 (비 율)

↑242명 (↑107%)

↑2,605명 (↑104%)

•안전드림닥터 개념
- 공단 관리시설의 무재난의 꿈(Dream)을 실현하기 위한 전문가 집단
- 잘못된 관리 시스템을 개선·치료하는 안전 전문가(Doctor)

•주요임무
- 재난예방을 위한 안전점검 및 개선방안 도출   
- 대형사업(기술용역 등) 부실방지를 위한 기술심사
- 사고원인 분석, 원인별 응급복구 방안 강구
- 취약계층 기술봉사 참여, 기술자문 등

•편성 및 운영체계

안전드림닥터 활용 체계적 안전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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❶ 시민이 감동하는 공단, 역동적인 혁신공단, BISCO 열린혁신 추진

❷ 경영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능동적인 혁신 조직 운영

❸ 노인일자리 활용을 통한 수지개선 및 고령화시대 자활복지 실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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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 실태평가 실시

www.bisco.or.kr |   2524 |   명품시설로 일류도시를 실현하는 부산의 이미지메이커

재난안전 실태평가 및 각종 대외인증 추진을 통한 안전위해요인 사전 제거

•평가내용
- 재난안전 대응분야(50점) : 재난대응 계획 수립 적정성, 모의훈련, 시설물 개선 실적 등
- 산업안전 보건분야(50점)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시설 및 근무환경 개선 노력 등

•평가결과 : 우수부서(3개) 표창, 유공자(1명) 표창, 부서별 개선사항 피드백 등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한 직장 조성을 위한 무재해 운동 2배수 인정

•인정현황 : 11개 사업장 무재해 2배수 인정 획득(`18. 4월 기준)

▲ 서류평가 실시

▲ 사전 현장정검

▲ 인화성 물질 보관상태 점검 ▲ 비상 매뉴얼 비치확인 ▲ 위험감소 대책 조치확인

연번 사 업 장 달성현황 목표일수 차기목표일

공단본사1 1배수 546 `18.05.28.

도로관리
(터널관리, 도로시설)

2 2배수 546 `19.03.18.

도로환경팀3 2배수 624 `19.11.06.

광안대로
(교량시설, 교량기전)

4 1배수 624 `18.07.17.

벡스코요금소
(교량운영)

5 2배수 624 `19.08.21.

주차사업단
(주차관리, 주차시설)

6 2배수 624 `19.04.12.

자갈치시장7 1배수 624 `18.07.16.

한마음스포츠센터8 1배수 624 `18.05.15.

연번 사 업 장 달성현황 목표일수 차기목표일

지하도상가
(상가기획, 남부, 중부)

9 1배수 546 `18.04.30.

중앙공원10 2배수 624 `19.11.07.

어린이대공원11 2배수 624 `19.11.06.

금강공원12 2배수 624 `19.11.06.

태종대유원지13 2배수 624 `19.11.06.

시민공원
(공원관리, 공원시설)

14 2배수 624 `19.11.07.

영락공원
(관리, 시설, 운영)

15 2배수 520 `19.09.06.

추모공원16 2배수 624 `19.11.06.

정기 위험성 평가 실시 및 우수사업장 인정 추진

•평가내용 : 4개분야 19개 항목 평가(사업주의 관심도, 위험성평가 실행수준 등)

•추진결과 : 6개 사업장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정 획득
- 인정대상 : 도로관리, 도로환경, 광안대로, 교량운영, 금강공원, 태종대유원지
- 인정기간 : 2017. 9. 28. ~ 2020. 9. 27.(3년간)

▲ 자체 컨설팅 및 유해요인 파악 ▲ 현장심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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❶ 시민이 감동하는 공단, 역동적인 혁신공단, BISCO 열린혁신 추진 

사회적 가치 제고 등 공공서비스의 패러다임 전환, 
소통과 협업을 통한 열린 경영, 지속가능한 혁신활동 필요 등 
급변하는 경영환경 및 시민사회의 요구에 발맞추어 공단은 
2017 BISCO 열린혁신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단계별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공단은 지속가능한 열린혁신 활동을 전개하여 
시민이 감동하는 공단, 역동적인 혁신공단 BISCO를 만들어가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B I S C O  新 경 영 방 침

■열린혁신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준비과정 : `17. 10월

•추진방향 등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설명회 및 워크숍 개최

•열린혁신 전담(총괄)부서 구성원 열린 토론회 개최

•열린혁신 Manager 및 TF 담당자 회의 개최

•열린혁신 슬로건 공모 및 심사(직원 투표 등) 실시
- 공모접수(310건), 1차 심사(50건), 2차 심사(26건 선정·포상), 확산 활용

■열린혁신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 : `17. 11월

•추진방향, 추진체계 등 열린혁신 기본계획 수립

•추진 TFT 구성·운영계획 수립 및 부서별 담당자 선정

•열린혁신 확산 및 공감대 형성을 위한 회의운영 개선
- 사내 인터넷 방송, 스마트 Flow(기안, 메인 등) 표출, 각종 회의자료 명시

■과제 발굴·선정계획 수립 및 추진 : `17. 12월 ~

•공모, 토론회 등 과제 발굴·선정계획 수립
- 사회혁신 등 5대 공통과제, 역량있는 조직 등 20대 자율과제 발굴·추진

•전 부서 대상 열린혁신 과제 공모 실시
- 열린 토론회 및 사전설명회 개최(11.6.), 자율과제 선정·개선회의(11.16.)
- 공통과제 공모결과(접수 39건) → 과제 분석·검토 → 과제 선정(6건)

•열린혁신 공통과제 개선회의 개최(총괄-주관-실행부서 협업), 우수과제 발표회 개최 등

2017년 주요 추진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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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과제 : 5대분야 6개 과제

•사 회 혁 신 : QR코드를 활용한 시민지킴이 운동 전개

•시 민 참 여 :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공원 프로그램 운영

•맞춤형서비스 : 봉안시설 부부합장 시행 및 찾아가는 장례상담서비스 운영

•일하는방식혁신 : Smart 미납납부시스템 및 지식정보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공공데이터 개방 : 공공데이터 개방(API 등) 및 시민활용 증진(모바일 앱 등)

■자율과제 : 4대분야 20개 과제

•살기좋은 부산 : 지역업체 용역입찰 참여기회 증대 등 5개 과제

•품격높은 시설 :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고속도로 환경 조성 등 6개 과제

•신뢰받는 공단 : 개인정보 보호 관리체계 개선 추진 등 5개 과제

•역량있는 조직 : 효율적인 조직개편을 통한 조직 활성화 등 4개 과제

열린혁신 과제 선정 결과

2017 BISCO 열린혁신 추진목표(슬로건) 수립

2021 BISCO 열린혁신 추진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 수립

목표(슬로건) 시민이 감동하는 공단, 역동적인 혁신 공단 (세상을 바꾸는 열린혁신, 공감과 소통으로)

추진체계 과정관리 (모니터링, 점검, 개선체계)

추진과제

공통과제(6개) 자율과제(20개)

성과평가 (평가, 포상, 환류체계)

사회혁신 실현 (1)
시민참여 확대 (2)
맞춤형 서비스 추진 (1)
일하는 방식 혁신 (1)
공공데이터 개방 (1)

살기좋은 부산 (5)
품격높은 시설 (6)
신뢰받는 공단 (5)
역량있는 조직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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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혁신 등 5대분야 과제별 주요 추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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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R코드를 활용한 시민지킴이 운동 전개사회혁신

•추진목적 : 공단 QR코드 안전 콘텐츠(소화기 사용법 등) 보급을 통한 시민 안전의식 제고

•2017년 주요 추진실적
- 사업장별 QR코드 제작·활용 : 총 224종(사업장 2,795개 부착)
- 초연중학교와 함께하는 QR코드 안전교육 캠페인 전개, 교육청 QR코드 기증 등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공원 프로그램 운영시민참여

■추진실적

•시민단체 중심의 시민참여 문화프로그램 운영

일 정 행  사  명 주 요 내 용 협업 (주관)

4월~12월

4월~11월

4월~11월

4월~12월

시민참여 교육 프로그램(10개 강좌)

시민단체 협력 프로그램(4개 프로그램)

시민참여 문화 프로그램 공모(27개 팀)

지역대학생 홍보기획단 운영(9명)

공원문화 및 생태관련 시민강좌 등

도심속 행복한 숲체험 교실 등

개인, 문화단체, 생활문화동아리 등

청년들의 문화행사 참여, 홍보 등

시민(개인), 사회단체

시민단체

신청기관, 시민동아리

지역 청년

•지역예술작가 및 공방협의체 중심의 전시 프로그램 운영

일 정 전  시  명 주 요 내 용 협업 (주관)

3월~11월

매주 토요일

5/26~6/3

10월

10월

예술 아카데미(5개 강좌)

공원예술시장운영

개장3주년 기념전시

공원 스토리텔링 야외전시

공원 아트설치전

예술아카데미 전시회

공방아트페스티벌

문화예술촌을 활용한 성인 대상 전문예술강좌

예술작품 판매 아트마켓

개장기념 전시회 개최

하야리아부대 스토리 소재 야외 설치 및 전시(짚차)

공방, 예술시장 협력작가의 공원 아트상품 전시회

공원 교육프로그램 참여자의 결과물 전시

특별체험, 전시, 강의 등 문화예술촌 종합 축제

공방협의체

지역예술가, 예술단체

시민

군수지원단

공방협의체, 지역예술가

공방협의체, 시민

공방협의체, 시민

봉안시설 부부합장 시행 및 찾아가는 장례상담서비스 운영맞춤형 서비스

■봉안시설 부부합장 시행

•효율적인 장사시설 운영을 위한 봉안시설 부부합장 시행
- ´16. 11. 부부합장 타시도 사례조사, 기본추진(안) 마련
- ´16. 12. 부부합장 전용 봉안함 사례조사 및 개발(안) 검토

봉안함 제작 가능성, 디자인, 판매효과, 제작방법 등
- ´17.  2. 부산광역시 확대간부회의 안건 발표 
- ´17.  3. 장사관리팀 부부합장 전용 봉안함 제작(안) 확정
- 부부합장 시행 (2017. 6.) : 합장 249쌍, 상담 2,147건

■찾아가는 장례상담 서비스 운영

•사회적 약자(노인, 여성, 장애인) 및 일반시민을 배려하여, 
해당 기관에 장례지도사가 직접 방문상담 서비스 실시 

•지역사회 내 부조리하고 왜곡된 장사(葬事)문화를 올바르게 선도

•찾아가는 장례상담 추진실적
- (1단계) 찾아가는 장례상담 서비스 알림 : 홍보물, 홈페이지 게시 등
- (2단계) 상담 서비스 수요조사(대상 기관 선정) : 매월 실시
- (3단계) 장례지도사가 방문(상담서비스 제공)

•장례상담 서비스 추진 : 3개 기관 170여명
- 부산인재개발원, 파랑새종합사회복지관, 부민노인복지관 등

•방문 홍보 : 10개 기관
- 금정·연제구청 등 행정기관, 동래 노인복지관 등 복지시설

▲ 파랑새종합사회복지관

▲ 서구 부민노인복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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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 시민 활용 증진을 위한 『모바일 웹 및 앱』 확대공공데이터 개방

•영락공원(장사시설) 장례비용 산출서비스 모바일 웹 및 앱 구축
- 데이터 품질관리를 위한 영락공원 권장 표준 장례비용 정비
- 공단 모바일 웹 및 영락공원 앱에 장례비용 산출서비스 구현 등

•광안대로 미납요금 조회 및 납부 스마트폰 앱(Application) 개발
- 앱 통한 차량번호 한번 등록으로 미납요금 조회 및 납부가능
: 언제 어디서나 미납 결제가능, 납부기한 도래시 PUSH 알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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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정보 통합정보시스템 및 Smart 미납납부시스템 구축일하는 방식 혁신

•시설관리 전문성 제고를 위한 『지식정보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광안대로 미납통행료 『Smart 무인납부시스템』 구축
- 전국 약 250대의 하이패스 미납통행료 수납기(키오스크) 활용 및 시민편의를 위한 
장소·시간 제약없는 스마트폰 납부 앱 구현 

•중요자료 개인보관에 따른 유실 우려
•자료 검색 및 공유에 과다시간 소요 
•최신 자료 미확인에 따른 업무 착오 
•잦은 직원 전보에 따른 전문성 부족 

현재 실태

•전사적 지식 체계적 축적(D/B구축)
•지식정보 통합검색 등 편의성 제고 
•최신 자료 및 변경이력 관리체계 마련 
•업무매뉴얼, 노하우 등 공유 활성화 

개선 방향

•위탁계약서, 업무협약서(MOU)
•각종 홍보물 및 디자인 자료 
•규정, 조례, 법령 등  

지식정보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b-Big : Bisco Bigdata Management System)

시설물 관리 노하우 축적 및 전문성 제고

•각종 연구용역 결과물, 특허등록
•사업별 업무매뉴얼 및 지침서 
•시설물 관리 자료(도면, 설계서)  

▲ 앱 실제 화면

단 3번의 터치로 모든 미납요금 결제 완료!!

앱 (APPlication)

▲ 공단 모바일 웹▲ 홈페이지 장례비용 산출 ▲ 영락공원 장사정보 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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❷ 경영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능동적인 혁신 조직 운영

시민안전 우선 등 경영환경 변화에 대한 능동적인 대처 및 
조직역량 집중을 위한 조직 개편을 실시하여 시민과 함께 성장하고 
혁신하는 열린 공단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B I S C O  新 경 영 방 침

사업이관 및 인수 등 경영환경 변화에 따른 조직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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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안전관리 강화 및 기술력 제고를 위한 전담부서 개선

안
전
관
리
팀

기
술
감
독
T/F

안전기술실

[ 변경 ]

기
술
안
전
팀

경영본부

[ 현행 ]

조직진단

- 사업장 고압전기설비(총 33개소) 대상 안전진단 총괄 운영 추진
- 신기술 분야 R&D 및 국비지원사업, 신재생에너지 등 전담부서 신설

구분

1종

2종

개소

11

5

시설현황

광안, 남항, 영도대교 등

자갈치시장, 한마음센터 등

•사업 수탁범위 확대에 따른 전담부서 신설

주
차
관
리
팀

주
차
시
설
팀

주차사업단

[ 변경 ]

주
차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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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

자
갈
치
시
장
사
업
소

한
마
음
스
포
츠
센
터

시설사업단

[ 현행 ]
조직진단 - 지속적인 인수로 주차사업 관리범위확대, 

운영 및 시설분야 기능 전담 필요
- 시 전역에 산재한 주차사업 특성 고려

공영주차장

•신규 주차장 
6개소 437면

•전통시장
9개소 인수

공영차고지

•4개소
1,825면 
인수 예정

공영주차장

•2개소
117면
인수

•효율적인 장사시설 운영을 위한 시설유지 전담부서 신설

장
사
시
설
팀

[ 변경 ]

장
사
관
리
팀

장
사
운
영
팀

추
모
공
원
사
업
소

영락공원사업단

[ 현행 ]

조직진단 - 지속적인 화장수요 증가와 시설 노후 가속화로 
체계적 시설관리 위한 전담부서 필요

•’16년 화장건수 21,324건(일평균 58건)
- ’11년 17,968건(일평균 49건) ※ 부산화장률 90%(전국 80%)

•노후 화장로(’95년 설치분)의 연차별 시설개보수 지속 추진

•친환경 고효율 화장로 개선공사 단계별 추진 중

•신규사업 수탁 및 상가운영 활성화를 위한 전담부서 신설

상
가
기
획
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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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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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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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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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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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도상가 사업단

[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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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도상가 사업단

[ 현행 ]
조직진단

- 사업수탁시 해당 상인회의 공단 상가 운영에 대한 
전문성 부족문제 지속 제기

- 부산시 및 시의회의 지하도상가 운영방식 전환 제기 요청사항 반영
- 롯데월드지하도상가 수탁결정에 따른 기구 및 정원 협의 결과 반영

장
사
관
리
팀

장
사
운
영
팀

추
모
공
원
사
업
소

영락공원사업단

•상가운영방식 개선(현행)안정적·효율적 시설관리
→ (개선)운영 활성화 통한 상권 강화

•상권분석, MD개선 등 마케팅 기법 활용으로 상가 운영활성화 도모 필요

▲ 서면지하도상가 중앙몰 ▲ 신규인수 주차장(화명역)

▲ 진해~지사~장유간 도로 ▲ 산성터널 접속도로

100년 지속경영 기반 마련 및 미래성장 동력을 확보하고자 
공단은 적극적인 신규사업 발굴, 체계적 사업인수 등 
전사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신규사업 발굴 및 인수를 위한 노력·성과

■2017년 신규사업 인수 현황

•지속적인 주차사업 인수 및 운영 확대 추진
- 공영주차장 : 신규 조성 주차장(3개소) 및 전통시장주차장(9개소) 인수·운영 ⇒ 총 71개소 운영(`18. 4월)

•지하도상가 관리운영 범위 확대
- 서면지하도상가 중앙몰(롯데월드지하도상가) 인수·운영 : 2017. 12. 17. 부

■2018년 신규사업 인수 예정 시설

•도로·터널
- 진해~지사~장유간 도로 8.1km 구간 및 터널 2개소
- 산성터널 접속도로(화명측 1.68km, 금정측 3.24km, 장전동 출입램프 0.32km)

•공영차고지 : 미음차고지(500면), 송정차고지(600면) 등

■신규사업 발굴 및 인수를 위한 전사적 노력

•중·장기 신규사업 수탁구상 및 확장 Grand Master Plan 수립(`17. 7월)

•사업조정 및 신규사업의 차질없는 인수를 위한 TFT 운영
- 시민회관 관리운영사업 이관을 위한 분야별 TFT(̀17. 1. ~ 10.) : 재산처리, 기록물처리, 시설물 인수인계 등
- 부산역 지식혁신플랫폼 등 신규사업 발굴·인수 TFT(`17. 1. ~ 5.) : 사업운영 제안서 제출, 인수협상 등
- 롯데월드 지하도상가 인수추진반 운영(`16. 12. ~ `17. 12.) : 인수타당성 용역 수행, 시설물 사전점검 등
- 공영차고지·주차장 인수 TFT(̀16. 11. ~ ̀17. 2.) : 차고지·주차장 시설물 점검 및 인수인계, 운영방안 수립 등

•신규사업 발굴 및 동향파악을 위한 현장확인, 유관기관 관계자와의 업무협의 지속 추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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❶ 시민이 공감하는 차별화된 고객서비스 제공

❷ 공단 특성을 활용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 추진

❸ 이용객 맞춤형 편의시설 개선으로 고객만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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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경영3 B I S C O  新 경 영 방 침

❸ 노인일자리 활용을 통한 수지개선 및 고령화시대 자활복지 실천

단순·반복적 현장업무의 노인인력 대체 및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제공으로 공단 경영수지 개선과 
고령화시대 자활복지 실천에 기여하였습니다.

2017년도 노인일자리 사업 운영실적 : 전년 대비 27.9% 증가

추진효과

•대외효과 : 취약계층 자활복지 실천(공익성), 안정적 시설이용  환경조성(사업성)

•대내효과 : 노인인력 활용 통한 비용절감(수지개선)  ▶ 1,263백만원

구   분

인당월평균임금

연간인건비

절감액 (A-B)

549천원

1,263,364천원

2,565천원

5,903,604천원

2,016천원

4,640,240천원

공단계약직 (B) 노인인력 (A)

부서명

계

`17년 운영실적

69,996

`16년 운영실적

54,739

증가비율

127.9

▲ 청사 식당관리

▲ 묘지 터파기

▲ 영도대교 도개 질서 계도

▲ 초화 식재

▲ 공영주차장 관리업무

▲ 수목 전정

▲ 장사시설 고객안내

▲ 재선충 예방활동



BUSAN INFRASTRUCTURE CORPORATION서비스경영4
❶ 시민이 공감하는 차별화된 고객서비스 제공

고객만족 향상을 위한 2017년 주요 추진실적

『고객=주민 중심의 Happiness Partner』 , 
부산시설공단 임·직원은 시민 중심, 시민 공감의 차별화된 
고객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단 임·직원은 공단 시설 및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고객의 체감만족도 향상을 위해 
항상 고민하고 노력할 것을 약속합니다.

B I S C O  新 경 영 방 침

•캐릭터명 : 「꼬미와 꾸미」

•캐릭터 컨셉 : 꼬미와 꾸미는 부산시설공단이 지향하는 바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소라게를 나타낸 것입니다. 
커다란 눈으로 시설들을 꼼꼼하게 관찰하고 도구 같은 손으로 시설을 돌보며, 
항상 등에 지고 다니는 자신의 집처럼 시설관리 또한 꼼꼼하게 해나갑니다.

안전·친근·따뜻한 공단 이미지 연출을 위한 공단 CI 캐릭터 제작 및 활용

•친근하고 따뜻한 공단 이미지 연출을 위한 CI 캐릭터 인형 제작
- CI캐릭터 꾸미·꼬미 탈인형 및 가방걸이 봉제인형 제작 후 행사 활용

•현장 직원 친절서비스 생활화를 위한 1:1 현장 바로코칭 제도 추진
- 현장 평가 및 바로코칭 후 직원별 개선결과 평가(1,056명, 1,584시간)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차별화된 SNS 이벤트, 맞춤형 서비스 발굴 운영
- 광안대교 러브레터·한여름밤 청춘 메시지(각 6일, 120여명 참여), 
찾아가는 장례상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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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미 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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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절차 : 공단 SNS 접속 후 사진 및 문구 신청 및 경관조명 표출

•표출내용 : 사랑하는 이에게 전하는 메시지, 사진 등  ⇒ 시민 120명 참여

시민과 관광객이 직접 참여하는 사랑의 메시지(스마트메신저) 이벤트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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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방향 : CS자문단의 암행평가 후 개인별 문제점을 현장에서 1:1 코칭
⇒ 4대 서비스분야(기본, 응대, 대화, 경청서비스) 15개항목 평가

•추진기간 : 2017. 1. ~ 12.

•평가대상 : 93개 고객접점지역 현장직원 및 협력사

•추진실적 : `16년 대비 직원불만 건수 23건 감소(고객의 소리 등)
⇒ 친절·불친절 카드 제도 운영으로 고객서비스 개선 동기요인 제공

- 그린카드(친절) 수여 직원 : 연말 포상 지급
- 옐로우카드(불친적) 수여 직원 : 힐링캠프 교육 입교 등

직원 서비스 개선을 위한 1:1 현장바로코칭 및 친절·불친절 카드 제도 지속 운영

▲ 직원불만건수 ▲ 친절·불친절 카드 운영 실적



BUSAN INFRASTRUCTURE CORPORATION서비스경영4
❷ 공단 특성을 활용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 추진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다양한 공익사업 전개, 
공단 전문분야 활용 다양한 사회봉사 추진으로 
공기업의 사회적 역할 제고 및 시민과 함께 발전하는 
열린 공단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B I S C O  新 경 영 방 침

모두가 함께 즐거운,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체계적인 지역사회 공헌활동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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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주요 사회공헌 실적

구   분

전년대비

2017년도

2016년도

2015년도

봉사시간

↑2,445시간

6,767시간

4,322시간

2,705시간

봉사횟수

↑87회

733회

646회

408회

참여인원

↑702명

1,937명

1,235명

1,090명

봉사자

↑89명

439명

350명

422명

1인당봉사

↑3.1시간

15.4시간

12.3시간

06.3시간

현 원

-

619명

640명

631명

•3개년도 실적 비교

구   분

재능봉사

기술봉사

기부봉사

기타봉사

주 요 내 용

소외계층 문화체험 등

시설물정비, 수목전정·전지 등

현금/성품전달 등

핸드볼응원, 헌혈 등

참여횟수

58

66

282

327

733

참여인원

140

280

346

1,171

1,937

봉사시간

502

1,243

894

4,128

6,767

•봉사유형별 분석 (단위 : 회/명/시간)

소  계

▲ 노사합동 연탄배달 봉사

▲ 사랑의 빵나눔 노사합동 봉사 ▲ 헌혈 캠페인 및 헌혈증 기부

▲ 사랑의 집수리 봉사 ▲ 노사합동 환경 캠페인

▲ 사랑의 반찬나눔 ▲ 태종대 수국심기 행사

▲ 초등학교 물세척 봉사 ▲ BISCO핸드볼선수단 응원

전체봉사시간 : 6,767시간 누적봉사횟수 : 733회

누적봉사인원 : 1,937명 봉사참여자수 : 43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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❶ 소통의 힘! 현장에 답 있다! ‘현장경영 순회근무’ 추진

❷ 공정사회 구현 및 책임경영 실천을 위한 제도 개선

❸ 시민에게 신뢰받는 투명한 기업문화 정립

서비스경영4
❸ 이용객 맞춤형 편의시설 개선으로 고객만족 제고

고객의 소리 분석, 다양한 시민사회 의견 수렴 등을 통해 
공단은 시민 맞춤형 편의시설 개선을 지속 추진하여 
공단 관리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만족도를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B I S C O  新 경 영 방 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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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객 편의 제공을 위한 2017년 주요 시설개선 실적

•시민공원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한 다중이용구역 상설 차양시설 설치
- 에어바운스(370㎡), 물놀이마당(176㎡), 문화예술촌 데크부(312㎡)

•장사시설 이용객 불편해소를 위한 피우시설 및 안내 전광판 설치
- 유족을 위한 추모공원 피우시설 설치, 영락공원 화장 안내 옥외 전광판 설치

•차량 네비게이션을 활용한 터널내 교통사고 위험구간 정보 제공
- 황령·제2만덕·곰내터널 통과시 음성·시각정보로 사고 다발지 표출

▲ 시민공원 문화예술촌 차양시설 설치 ▲ 시민공원 물놀이마당 차양시설 설치

▲ 추모공원 피우시설 설치

▲ 차량 네비게이션 활용 교통사고 위험구간 정보 제공

황령터널 제2만덕터널 곰내터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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❶ 소통의 힘! 현장에 답 있다! ‘현장경영 순회근무’ 추진

현장직원의 다양한 의견 수렴, 현장중심의 정책 수립 등을 위한 
사업단별  『현장경영 순회근무』를 실시하여 소통과 
책임 경영 실천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 자

9. 5.(화)

9. 14.(목)

9. 22.(금)

9. 26.(화)

10. 17.(금)

10. 31.(화)

12. 18.(월)

순회 근무지

도로사업단

공원사업단

교량사업단

부산시민공원

시설사업단

지하도상가사업단

영락공원사업단

주차사업단

주요 토의사항

도로에서 공사 등 작업 시 작업구간 제한속도 낮출 수 있는 방안 검토

공원사업단 국비예산 확보 노력, 다양한 문화프로그램 활성화 추진

2018년도 광안대로 15주년 기념 국제 학술 세미나 주최 준비 만전

시민공원 조성 시 헌수사례를 감안하여 수목기부 가능여부 검토

한마음스포츠센터수지 개선 노력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홍보강화

신규사업 인수 등 현안업무 추진 철저, 상가별 언론대응 직원 지정검토

현장직원 근무여건 개선에 관심 필요 : 근무복 상시지급, 야외 난로 설치

고객접점 장기근속 직원들과 자주 소통해서 현장 의견 교류 필요

•기간 / 장소 : 2017. 9. 5.(화) ~ 12. 18.(월) / 8개 사업단 현안사업 현장

•내용 : 이사장 현장방문, 소통·책임 경영 추진
- 현안보고, 업무 개선·건의사항 자유토론, 간담회 실시

추진개요
▲ 도로사업단 ▲ 도로사업단 ▲ 도로사업단

▲ 부산시민공원 ▲ 부산시민공원

▲ 영락공원사업단 ▲ 영락공원사업단

▲ 주차사업단

▲ 지하도상가사업단 ▲ 지하도상가사업단 ▲ 지하도상가사업단

▲ 공원사업단 ▲ 공원사업단

▲ 교량사업단 ▲ 교량사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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❷ 공정사회 구현 및 책임경영 실천을 위한 제도 개선

공정하고 책임있는 업무 추진을 위한 각종 제도 개선사항을 발굴하여 
공단 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권익증진, 지역경제 활성화,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 제고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부산시 『규제개혁 우수사례 70선』 선정(공단 사례 2건)

구 분

개선배경

개선내용

개선효과

ㅣ공공행정ㅣ
지하도상가 임대차계약 불공정사항 개선

ㅣ사회복지ㅣ
영락공원 표준장례비 서비스 제공

공단 임직원이 아닌 지하도상가 임차인까지 공단 규정 
준수 의무를 강요하는 것은 불공정거래에 해당

임차인이 공단 규정이 아닌 조례, 기타 모든 법규 등을
준수토록 조치

임차인과의 공정한 계약 체결로 업무 신뢰도 향상

평소 장례비용에 대한 궁금증이 많지만 이에 대한 
언급을 꺼리는 사회분위기로 인한 정보습득 곤란

(개선전) 유선상담 또는 방문문의 → 
(개선후) 홈페이지 통해 표준장례비 확인 및 비용 산출

합리적인 장례비용 제시로 유족 부담 경감 및 공설 장례
식장 운영기관으로서 시민을 위한 합리적 장례문화 선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추진으로 공기업의 사회적 책임 제고 : 100% 정규직 전환 완료

•지하도상가 불법 행위 근절을 통한 공정한 상거래 질서 확립(`17.1월 ~ 지속)
- 전대행위 근절 TFT 운영, 지하도상가 불법 전대행위 조사, 권역별 담당점포 책임제 운영 등

•행정정보 공동이용 서비스 활용 계약서류 제출 절차 개선(`17.1월 ~ 지속)
- (기존) 공사준공시 고용·산재보험 완납증명원 업체에서 제출

⇒ (개선) 재무회계팀 계약담당자가 행정망을 통해 직접 발급(별도서류 미제출)

•지하도상가 상인 관리비 및 임대보증금 산정기준 개선(`17.11월)
- 임대보증금 부담 완화 : 일시납부자 보증금 예치 폐지, 분납자 보증금 하향 조정(납부잔액의 50%),

보증보험증권 제출자에 대한 징수이자 폐지
- 임대료 분납자의 이자 부담 완화 : 기존 4%에서 COFIX 이자율 기준으로 개선

불공정사항 개선 등 책임경영 실천을 위한 주요 제도개선 실적

심의기구 구성
(2017. 7. 31)

▷ 총 8명
- 내부위원 4
- 외부위원 4

1차회의 개최
(2017. 11. 23)

▷ 정규직 전환
심의대상 및
전환방법 결정

2단계 전환
(2018. 1. 31)

▷ 무기계약직임용 : 21명
(장례상담, 조리원 등)

1단계 전환
(2017. 12. 31)

▷ 무기계약직임용 : 12명
(체육강사, 안내원 등)

전환계획 수립
(2017. 12. 18)

▷ 비정규직전환대상 : 33명
(예산감안단계적 시행)

전환대상 평가
(2017. 11. 29)

▷ 전환 대상자 근무
실적 및 직무수행
태도 평가

2차회의 개최
(2017. 12. 11)

▷ 최종 정규직
전환대상 선정,
임금체계 결정

▲ 부산시 규제개혁 우수사례집 ▲ 지하도상가 임대차계약 불공정사항 개선 ▲ 영락공원 표준장례비 서비스 제공

▲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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❶ 2017년 경영평가 및 열린혁신평가 최우수기관 선정

❷ 2017년 경영수입 증대

책임경영5 B I S C O  新 경 영 방 침

www.bisco.or.kr |   4948 |   명품시설로 일류도시를 실현하는 부산의 이미지메이커

❸ 시민에게 신뢰받는 투명한 기업문화 정립

다양한 청렴교육 및 사례 공유 활동을 지속 추진하여 
투명하고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 및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제고하였습니다.

주요 추진실적

•청렴교육 내실화를 위한 사업소로 찾아가는 「청렴 순회교육」 실시 : 3회, 75명
•청렴문화 기반조성을 위한 「법원 공판과정 현장체험 교육」 실시 : 2회, 58명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BISCO 청탁금지법 길라잡이」발간 배포 : 전직원 대상 1,000부
•Clean BISCO 공모전 실시 : 540건 접수, 우수작 선정 및 표창(8건)

▲ 찾아가는 청렴 순회교육

▲ 법원 공판과정 현장체험

▲ Clean BISCO 공모전 심사

▲ BISCO 청렴시계 리스타트 선포식 ▲ 청탁금지법 길라잡이 발간 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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❶ 2017년 경영평가 및 열린혁신평가 최우수기관 선정

시민안전 최우선 시책 추진, 지속적인 시민 소통 및 맞춤형 열린혁신 
서비스 제공, 경영효율성 증진 등 다양하고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온 
성과를 인정받아, 공단은 2017년 경영평가 및 열린혁신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끊임없이 시민으로부터 
배우고, 지역사회와 소통하고 협업하는 열린 공단이 되어 
공공시설의 가치창출과 서비스 향상을 통한 도시발전 및 
시민복리 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으로 보답할 것을 다짐합니다.

주요 우수실적

안전이 최우선인 시설관리 전문 공기업

•QR코드 활용 안전문화 확산 캠페인 전개(재난대처요령, 안전매뉴얼 등 전파)
•교통사고예방을 위한 시설물 확대설치(LED 유도등, 미끄럼방지 및 충격흡수시설 등),
낙하물 신고 포상제도, 도로 포트홀 24시간 응급복구 체계 등 운영

•위기상황 초동대처를 위한 안전드림닥터 지속 운영(토목시공기술사 등 공단 전문가 활용)

사회적 가치 제고를 위한 전사적 노력

•BISCO 열린혁신 종합 추진계획 수립 및 5대전략별 세부과제 추진

•시민사회와 함께 만들어가는 공원 프로그램 운영, 표준장례비 안내를 위한 웹 구축 등
시민안전과 행복을 위한 다양한 시책 추진

•시민사회·유관기관과의 전사적 열린혁신 네트워크 구축으로 시민의견 공단정책 반영

•고객서비스 헌장 철저한 이행을 위한 부서별 자체점검 및 1:1 현장 바로코칭 시스템 운영 등

2017년(2016사업년도) 경영평가 최우수기관 선정 

2017년 열린혁신 평가 우수기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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❷ 2017년 경영수입 증대

구 분

계

대행사업

직영사업  

2017년(A)

94,073

85,334

8,739

※ 태종대 다누비열차 운영 이관(`16. 7. 1.부) 및 시민회관 직영사업 이관(`17. 10. 1.부) ⇒ `17년 자체사업 수입 감소

(단위 : 백만원,%)

2016년(B)

88,380

78,725

9,655

증감(A-B)

5,693

6,609

△916

증감율(%)

↑6.4

↑8.4

△9.5

경영수입 총괄

주요 추진성과 (목표대비 달성실적)

•신선대지하차도 개통에 따른 통행량 지속 증가로 수입 증가(↑2,642백만원)
•주차장 증설 및 신규인수(↑220백만원), 급지조정(↑335백만원), 이용수요 증가(↑676백만원)
•지하도상가 공개경쟁입찰에 따른 임대료 등 사용료 수입 목표 초과(↑5,855백만원)
•서면지하도상가 상업광고 경쟁입찰 및 유치로 목표 초과(↑328백만원)
•시민공원 이용객 증가에 따른 주차수입 및 시설물 대관수입 증가(↑224백만원)
•친환경·고효율 화장로 교체공사 완료에 따른 사용료 증가(↑225백만원)

B U S A N I N F R A S T R U C T U R E  C O R P O R AT I O N

1. 교통분야

2. 공원분야

3. 장사분야

4. 시설분야

시설별
열린혁신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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❶ 교통분야 조직·인력·제도 혁신

❷ 안전한 도로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유관기관 협치 추진

❸ 네비게이션 활용 터널 위험구간 정보 제공

❹ 도로 · 터널 청소장비 활용 깨끗한 학교만들기 순회봉사 추진

❺ 가로등 LED조명 교체를 위한 지역에너지 절약사업 추진

❻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물 지속 개선

❼ 광안대로 경관조명 콘텐츠 운영을 통한 다양한 볼거리 제공

❽ 광안대로 통행료 스마트(SMART) 미납 납부시스템 구축

❾ 교량 안전관리 효율 증진 및 내실화를 위한 첨단장비 개발 · 활용

❿ 레이더 돌발상황 검지 등 첨단시스템 구축으로 안전환경 제공

항로표지설비 및 경관조명 콘트롤러 개선으로 경영개선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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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널 및 도로관리 업무
•교통관리시스템(TMS), 조명제어시스템, u-IT 터널관리시스템 등 첨단 IT기술 활용
•터널, 도로관리 전문인력 및 장비 통합운영으로 인력 및 예산(비용)절감 극대화
•터널 관리인력 비교(2018. 4월 기준)

▼ 부산시 관리터널 : 평균 관리인력 2.6명

관리인력(명)터 널 명터 널 수

5개소

3개소

2개소

-

부산, 대티, 두송대선

제1만덕, 연산

13

7

6

구 분

계

건설안전 
시험사업소

▼ 공단 관리터널 : 평균 관리인력 1.9명

관리인력(명)터 널 명터 널 수

16개소

1

1

4

4

1

5

계

구덕지소

만덕지소

황령지소

곰내지소

가덕지소

교통종합정보센터

-

구덕

제2만덕

황령, 장산1, 2, 송정

개좌, 곰내, 방곡, 두명

가덕

문현, 대연, 광안, 수영, 오륜

31

5

5

6

5

5

5

구 분

조직·인력·제도 혁신 (터널, 도로)

❶ 교통분야 조직·인력·제도 혁신

시설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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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관리 : 도시고속도로(29.7km), 신선대지하차도(2,600m)

터널관리 : 구덕, 황령, 제2만덕터널 등 16개소

주차관리 : 공영주차장(71개소), 화물차 공영차고지(2개소), 화물차 밤샘주차장

기 타 : 터널(22개소), 지하차도(23개소) 청소

■ 그간 주요 혁신성과
•전국최초 u-IT 터널안전관리시스템 구축(국비지원사업)
•터널·도로관리 전문기술 및 노하우 축적으로 전문성 확보
⇒ FMS(시설물관리시스템), 화재경보시스템, 
DMS(파손감지시스템), 차량통행·속도 측정장치, 
영상유고감지시스템 등

•터널 권역별 통합관제센터 구축을 통한 경영혁신효과 
극대화(6개 지소 활용 통합관제)
•다목적·터널전용 청소장비 지속 개발 등 관리효율성 증대 및 
환경개선 노력 추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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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기관 : 부산시설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 도로교통공단, 화물공제조합

•협약내용
- 주기적 사고 예방교육, 상황전파 및 도로교통 안전예방시설 도입 지원 
- 교통안전 예방에 대한 정보 교류 및 상호 기술 자문, 행정적 지원
- 공동 기술연구, 개발, 훈련 및 성과 발표 등(세미나, 컨퍼런스 등)

•장소 : 황령터널, 원동IC 사거리, 어린이대공원 정문광장
•참석 : 공단, TBN교통방송, 해운대경찰서, 교통문화연수원 직원 등
•내용 : 안전운전 홍보 및 계도, 안전홍보물 배부, TBN 교통방송 출연 등

BUSAN INFRASTRUCTURE CORPORATION교통분야1
❷ 안전한 도로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유관기관 협치 추진

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공단은 
도로관리 유관기관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안전문화 확산 캠페인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교통 문화 정착 업무협약(MOU) 체결 (`17. 11 .12.)

TBN 등 유관기관 합동 교통안전캠페인 추진 (5/24, 6/15, 7/28)

시 설 별  열 린 혁 신 사 례

■ 교량관리 업무
•해상교량관리 전문기술 및 체계적 노하우 축적으로 전문시설공단 입지 확보
⇒ BMS(교량관리),FMS(시설관리), EMS(외관손상), OMS(계측관리), LLCS(경관조명 연출),
해무대응시스템, 돌발상황 검지레이더 시스템 등

•영도대교~영도연결도로~남항대교~광안대로~신선대지하차도를 잇는 항만배후도로의 관리 일원화로 
효율성 제고(전문인력 및 장비 통합 활용 등)
⇒ 향후 해상교량 및 배후도로(을숙도대교, 부산항대교, 화명대교, 천마산터널 등) 일원화 요인 발생시 
관리효율 극대화 기대

▼ 그간 주요 성과

2005

2006-2008

2009

2011

2013-2014

2016

2017

제1회 대한민국 토목·건축대상 토목시설물 도로교통시설부문 최우수상

산업안전대상 수상

한국의 아름다운길 100선 최우수상(빛의 축제...바다위의 도로)

제1회 대한민국 국토·도시디자인 대전 기반시설부분 최우수상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사업장(KOSHA18001)

안전문화대상 수상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재인증(KOSH18001)

무재해 1배수 달성 완료

케이블교량 유지관리 기술교류, 수중탐사 로봇 개발 참여 등

구 분

조직·인력·제도 혁신 (교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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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AN INFRASTRUCTURE CORPORATION교통분야1
❸ 네비게이션 활용 터널 위험구간 정보 제공 ❹ 도로·터널 청소장비 활용 깨끗한 학교만들기 순회봉사 추진

터널 내 교통사고 예방 및 경각심 고취를 위해 
네비게이션(GPS)을 활용하여 사고다발구간 정보를 
시민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문장비와 인력을 활용, 지역 교육기관 시설물 물세척 봉사를 
지속 추진하여 시민과 함께하는 부산시설공단의 
사회적 역할을 제고하였습니다. 

활동기간 : 2017. 5월 ~ 11월

추진실적 : 반여초 등 총 19개교 봉사활동 실시(해운대구 3, 수영구 5, 남구 4, 연제구 7)

봉사내용 : 도로·터널 청소차량 활용 교내 시설물(동상, 조형물 등) 물세척 정화활동 실시

시 설 별  열 린 혁 신 사 례

▼ 시각정보 제공

▲ T-map ▲ 아틀란 ▲ KaKao네비

▲ T-map ▲ 아틀란 ▲ KaKao네비

▲ T-map ▲ KaKao네비 ▲ 아이나비

황령터널

제2만덕터널

곰내터널

▼ 청각정보 제공

청각정보

전방에 사고다발 지역입니다

전방에 사고다발 구간입니다

교통사고 다발구간입니다. 안전운행하세요

300m 앞에 사고다발구간입니다. 안전운전 하십시오

아이나비

아틀란

KaKao네비

T-map

제작사

추진배경 : 안전불감 운전습관 개선 및 위험구간 사전정보 제공으로 시민안전 보호

개선내용 : 위치정보를 활용, 운전자에게 사고다발지 정보 제공(시·청각자료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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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AN INFRASTRUCTURE CORPORATION교통분야1
❺ 가로등 LED조명 교체를 위한 지역에너지 절약사업 추진 ❻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물 지속 개선

고효율 LED전등 교체를 위한 ESCO활용 
친환경 사업을 추진하여 시설물 관리효율 향상 및 
시민에게 쾌적한 도로 주행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도로, 터널 내 안전시설을 지속 정비 · 확충하여 
안전한 교통환경 제공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시 설 별  열 린 혁 신 사 례

▼ 도시고속도로 사고다발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물 개선·정비 주요 실적

구 분 사 업 명 사업비(천원)

번영로

동서로

번영로 미끄럼 방지시설 설치(구서IC)

충격흡수시설 설치(구서IC)

롤링베리어 교체 설치(대연램프)

수영강변 개방형 가드레일 설치

회동고가~동천고가 가드레일 설치

미끄럼 방지포장(진양 곡각지)

주례~학장 그루빙

주례램프 문형식 지주 정비

21,971,250

9,900,000

14,920,000

28,468,400

30,316,000

19,911,150

9,640,000

9,306,000

▲ 미끄럼방지시설 설치 ▲ 충격흡수시설 설치 ▲ 안전운전 유도시설 설치

▲ 개방형 가드레일 설치 ▲ 곡각지 그루빙 ▲ 아스팔트 포장

▲ 터널 조명등 개선 ▲ 터널 벽면 청소 ▲ 가로등 시설물 점검

•유지보수비 절감 : 금691,440천원(연간 57,620천원) 예상
•조도 개선(평균 53% 개선)으로 야간운전자에게 밝고 쾌적한 도로 주행환경 제공
•예산투자 없이 도로조명 개선사업 추진(국책사업)으로 예산절감 기여

▼ LED 가로등

평균 60% 조도향상

(7개소 측정)

※ ESCO(Energy Service Company, 에너지 절약 전문 기업) 
: 에너지 사용시설에 선투자하고 시설에서 발생한 에너지 절감액을 활용하여 투자비와 이윤을 회수하는 기업

교체

전

교체 

중

교체 

후

개선

전

개선 

후

조도

개선

▼ LED 터널등

평균 45% 조도향상

(2개소 측정)

교체

전

교체 

중

교체 

후

개선

전

개선 

후

조도

개선

추진방법 : 민간금융 연계(ESCO방식) 투자(3.5억), 국비+시비(5억) 활용 LED 구매·설치

추진결과 : LED 등기구 교체 1,548개(가로등 1186개, 터널등 362개)
※ 민간금융 상환 실시(48개월) ⇒ 상환금액 : 금340,110천원(매월 7,145,700원)

기대효과 : 투자금 상환(48개월) 후 기대수명(12년)까지의 절감액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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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AN INFRASTRUCTURE CORPORATION교통분야1
❼ 광안대로 경관조명 콘텐츠 운영을 통한 다양한 볼거리 제공 ❽ 광안대로 통행료 스마트(SMART) 미납 납부시스템 구축

•키오스크(KIOSK)를 통한 무인 납부(전국 ATM기 활용 납부)
- 선불 교통카드 충전과 통행료 미납요금 납부 등을 무인으로 가능
- 고속도로 180여개 휴게소 2016년 현재 약 250대 설치 운영 중

•스마트폰 앱(Application)을 통한 납부(차량번호 등록 납부가능)
- 장소와 시간에 구애 받지 않아 언제 어디서나 미납 결제가능
- 납부기한이 다가오면 PUSH 알림으로 미납고객에게 알림

▲ 무인충전단말기

▲ 앱 실제 화면

1. 통행료 또는 주, 통행료요금
납부를 위해 차량번호 입력

2. 입력된 차량번호로 도로공사와
시설공단 미납요금을 동시에 확인

3. 미납요금 유/무를 확인하여

미납요금 납부

단 3번의 터치로 모든 미납요금 결제 완료!!

공단 자체 기술인력을 활용하여 
화려하고 다채로운 경관조명을 표출함으로써 
다양한 볼거리 제공 및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였습니다.

전국 약 250대의 하이패스 무인충전/미납통행료 수납기 및  
장소 · 시간 제약없는 스마트폰 앱 납부 시스템을 구현하여 
시민 편의 및 고객만족을 제고하였습니다. 

키오스크 (KIOSK)

앱 (APPlication)

구축내용

시 설 별  열 린 혁 신 사 례

•자체 콘텐츠 제작 전문가 교육 이수(교량기전팀 직원)
•경관조명 콘텐츠 자체 제작으로 외주제작 비용 절감(제작 1건당 500만원)

•경관조명 활용 사랑의 메시지(스마트메신저) 이벤트 추진(`17. 5월~)
- 참여절차 : 공단 SNS 접속 후 사진 및 문구 신청 ⇒ 경관조명 표출
- 표출내용 : 사랑하는 이에게 전하는 메시지, 사진

•제1회 희망부산 카운트다운 추진(`17. 12. 31.)
- 표출내용 : 새해 카운트다운(15⇒0), 시민 소망메시지 표출 등

•광안대교 활용 초대형 미디어아트 “평창동계올림픽” 홍보
- 추진기간 : 2018. 2. 9. ~ 23. 일 2회(20시/21시)
- 표출내용 : 태극기, 오륜기, 평창동계올림픽 응원 문구 표출 등

자체 기술인력을 활용한 경영개선 실현

다양한 볼거리 제공으로 관광자원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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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AN INFRASTRUCTURE CORPORATION교통분야1
❿ 레이더 돌발상황 검지 등 첨단시스템 구축으로 안전환경 제공

▲ 돌발상황검지시스템

▲ 돌발상황 이력정보 제공 ▲ 실시간 차량 정보 제공

▲ 광안대교 통합관제센터 운영화면

•검지영역 내 검지된 개별 차량의 정보를 확인
•각 차량의 ID를 부여 및 위치정보 취득
•교통량, 속도 등 소통정보 확인 및 제공

•발생한 돌발상황 정보에 대하여 표출
•저장된 동영상을 통해 재확인이 가능

레이더 검지시스템 개요

보행자 검지

광안대로 보행자 진입, 무단 주정차 방지, 각종 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한 레이더 돌발상황 검지시스템을 구축하여 
시민들이 안전하게 해상교량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시스템 개요

시 설 별  열 린 혁 신 사 례

❾ 교량 안전관리 효율 증진 및 내실화를 위한 첨단장비 개발·활용

•추진배경 : 잠수인력 점검으로 인한 사고 에방 및 태풍 등 긴급상황시 실시간 상태점검 필요

•추진사항
- `17. 1. ~ 4. 사업공고, 사업계획서 심사, 최종선정
- `17. 6. ~ (현재) 기술협약 체결, 워크숍, 조종사 교육, 현장시험 등

해상교량의 체계적 점검 및 태풍, 지진 등 긴급상황시 
실시간 점검을 위하여 수중탐사 로봇 등 
첨단장비 개발 및 활용을 추진하였습니다.

광안대로 수중구조물 점검을 위한 수중탐사 로봇 개발사업 참여

•해상교량 정밀점검, 정밀안전진단 등 각종 점검시 드론 활용하여 내실있는 점검 실시

드론 활용 해상교량 점검

▲ 수중로봇 조작 교육▲ [개선] ROV활용 수중점검▲ [기존] 인력활용 수중점검

▲ 드론 등 활용 해상교량 안전점검▲ 로봇 현장실험

•개 요 : 항공기술(레이더 검지)을 이용하여 감시범위 내 사물의 이동 및 속도를 검지하는 시스템
•구축내용 : 레이더, CCTV, 관제시스템 등 설치
•기대효과
- 교통정보수집(교통량, 속도, 차로 점유율) 및 무단 주·정차 검지
- 교통사고 및 보행자 감지 시 돌발상황검지시스템 알람 표출



공원분야
2

❶ 공원분야 조직·인력·제도 혁신

❷ 부산시민공원 운영 활성화

❸ 국내 최대규모 예술시장 아트마켓(Art-Market) 운영

❹ 문화가 살아숨쉬는 부산시민공원 운영

❺ 시민과 함께하는 부산시민공원 플러스친구 운영

❻ 용두산공원 부산타워 경관조명 활용 다양한 볼거리 제공

❼ 역사가 살아숨쉬는 스토리텔링(Storytelling) 공원 운영

❽ 금강공원 유관기관 협치를 통한 시민 문화체험 프로그램 운영

❾ 시민만족 제고를 위한 안전시설 확충 및 볼거리 제공

❿ 어린이대공원 제17회 아름다운 숲 전국대회 공존상 수상

 어린이대공원 등 공원 숲체험 프로그램(펀펀스쿨) 추진

 저수지·댐 유지관리 협의체 협업 추진으로 안전한 시설관리

 태종대 야간 차량개방, 노후시설 정비 등 고객서비스 시책 추진

 수국꽃 문화축제 등 태종대 비경 홍보 및 시민참여 행사 추진

 안전한 도시공원·유원지 조성을 위한 산불·재해 예방시스템 구축

핵심부품 교체를 통한 

외함, 기판, 콘트롤러 

부분 교체

교통분야1
항로표지설비 및 경관조명 콘트롤러 개선으로 경영개선 기여

•추진사항 : 주형(교각바닥)에서 부착형(교각벽)으로 변경(4개소 → 2개소)

•기대효과
- 등명기 부착형태 및 수량 변경으로 예산절감 효과(등명기 56등⇒30등, 500,000천원 절감)
- 태풍시 월파에 의한 피해 최소화로 항로설비의 안전관리 등

현황변경
평 면 도

형태변경
이 미 지

개선 - (교각 부착형, 2개소)기존 - (바닥 등주형, 4개소)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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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배경
- 염분 및 진동에 의한 등기구 내부 핵심부품 고장률 증가
- 일부 부품 고장시에도 등기구 전체 교체(예산과다 지출)

•추진사항
- 핵심부품 교체방식 개발을 통한 유지보수비용 절감

•기대효과 : 핵심 부품의 부분 교체에 따른 예산절감(43,984천원)

- 콘트롤러 회로 개선을 통한 전체소등 문제 해결(직렬 ⇒ 병렬 방식)

개선후개선전

개선후개선전

LED기판, 콘트롤러칩 

등 일체형 

⇒ 고장시 모두 폐기처분

해상교량 유지관리를 위한 운영방식 개선을 추진하여 
안전성 확보, 고객만족도 제고, 예산절감을 달성하였습니다. 

남항대교 항로표지설비 개선

경관조명 등기구 재활용 개선으로 일부부품 고장시 전체소등 문제 개선

시 설 별  열 린 혁 신 사 례



시설현황

•중앙공원(4,843천㎡)

•어린이대공원(4,981천㎡)

•금강공원(3,089천㎡)

•태종대유원지(1,710천㎡)

•용두산공원(70천㎡)

•부산시민공원(473천㎡)

•송상현광장(35천㎡)

BUSAN INFRASTRUCTURE CORPORATION공원분야2
❶ 공원분야 조직·인력·제도 혁신

•도심지공원 관리 노하우 축적 및 공원관리 일원화를 통한 효율성 제고

•공원관리 전문인력 보유(조경기사 15명, 조경산업기사 6명, 조경기능사 32명)

•시민사회 연계 다양한 문화프로그램 창출, 시민참여 문화향유 기회 확대

•공원관리 공단 위탁으로 인력, 예산 등 효율성 극대화 도모
- 위탁배경
⇒ 부산시 조직 슬림화 일환으로 공단 위탁 : 행정업무 및 조직 효율화로 예산 및 인력 절감
⇒ 공원관리 민간 경영방식 도입으로 대시민 서비스 향상 및 경영개선

- 위탁시기
⇒ 1998. 1. 1. : 어린이대공원, 금강공원, 태종대유원지
⇒ 2004. 7. 1. : 중앙공원(구 대신·대청공원), 용두산공원
⇒ 2014. 1. 1. : 부산시민공원

•市관리 공원의 공단 위탁에 따른 효율성 제고

- 공원 관리운영 효율성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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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공단

공원
기획팀

중앙공원 어린이대공원 금강공원 태종대유원지 인원합계

인력 11

연간
이용객

-

프로그램
운영 등

-

시

40

2,500
천명

외부행사
위주운영

공단

29

4,384
천명

자체공연
355회

시

42

1,644
천명

외부행사
위주운영

공단

17

3,020
천명

자체공연
100회

시

36

111
천명

외부행사
위주운영

공단

15

1,234
천명

자체공연
101회

자체공연
25회

-

시

40

395
천명

외부행사
위주운영

공단

10

2,105
천명

시

158

4,650
천명

-

공단

82

10,743
천명

※ 부산시 : 위수탁계약 체결 전 기준, 공단 : `18. 1. 1. 기준

- 경영수지 개선 비교

구분

손익 증감(백만원)

계

↑ 1,686

중앙공원

↑ 134

어린이대공원

↑ 553

금강공원

↑ 348

태종대유원지

↑ 651

비 고

부산시
직영

손익

수입

지출

손익

수입

지출

△4,100

1,317

5,417

△2,414

1,581

3,995

△1,566

76

1,642

△1,432

120

1,552

△1,115

304

1,419

△562

330

892

△921

162

1,083

△573

203

776

△498

775

1,273

△153

928

775

위탁후 1년 
산출 자료
(`99. `05.)

위탁 직전 자료
(`98. `04.)

공단
위탁

시 설 별  열 린 혁 신 사 례



BUSAN INFRASTRUCTURE CORPORATION공원분야2
❷ 부산시민공원 운영 활성화

•가족한마당, 버스킹페스티벌, 열린콘서트 등 대표축제 : 411천명 관람
•「토요문화한마당」, 「공원예술시장」 등 상설 문화프로그램 개최(545회)
•시민참여형 체험교실(335회) 및 공방체험프로그램 운영(1,422회)
•「개장3주년 기념전시」, 「공방아트페스티벌」 등 기획 및 대관전시(70회)

•민관협업프로그램 운영 : 4개 강좌 98회(부산그린트러스트 등 3개 기관)
•생활문화 동아리 등 시민참여 문화공연 추진 : 버스킹 등(326회)
•자원봉사캠프 운영 : 부산자원봉사센터, 민간단체 등(일 평균 26명) 
•협업을 통한 문화행사 추진 : 부산원아시아페스티벌, 가을열린콘서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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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객의 여가생활 연장 및 편의를 위한 시설개방 확대
- 야간 개방시간 연장(23시→24시), 잔디광장 개방확대(5 ·2제→6·1제)

•다중이용구역 차양시설 설치 : 에어바운스(370㎡), 물놀이마당(176㎡ 등)

•구글(Google)맵 GPS 좌표 활용 수목 위치정보서비스 기능 개선

•물놀이마당 미세 안개 분사시스템 설치를 통한 현장서비스 강화

•공원 내 물고임 해소 등 원활한 배수기능 확보를 위한 배수시설 개선
- 잔디수로 신설·보강(3,355m), 집수정(224개) 및 연결배수관(190m) 설치

•시민공원 물놀이마당, 송상현광장 바닥분수 수질관리 강화
- 수질검사 강화(월1회→월2회), 여과장치 청소주기 변경(2주1회→1주1회) 등

•이용시민 안전 및 편의확보를 위한 공원시설물 정비

•자체기획, 시민참여, 대관 등 문화프로그램 : 84회, 179천명 참가
•자체기획 문화행사 : 역사극, 여름가족, 가을문화, 청소년문화 등 45회 공연
•송상현부사 전통군복 및 전통놀이 상설운영 (4월~10월)
•시민참여 : 부산춤, 프리마켓, 나눔행사 등 22회 운영

시민공원 개장에 따른 조기안정화 및 
다양한 볼거리·즐길거리 제공으로 대한민국 최고의 명품공원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문화공연프로그램 운영

민관협력 강화를 통한 시민중심의 공원 조성

이용객 맞춤형서비스 제공 및 편의시설 개선

안전하고 편리한 품격 있는 명품공원 조성

송상현광장 운영활성화 적극 추진

시 설 별  열 린 혁 신 사 례



BUSAN INFRASTRUCTURE CORPORATION공원분야2
❸ 국내 최대규모 예술시장 아트마켓(Art-Market) 운영

•운영기간 : 2017. 4월 ~ 11월, 매주 토요일
•운영횟수 : 총 26회
•참여작가 : 총652팀, 883명 참여
•방 문 객 : 총134,000명
•판매금액 : 총123,800,000원(작가 수입금)
•소요예산 : 총15,600,000원(캐노피 천막 대여 및 행사 물품 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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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민공원은 전국 최대규모의 예술시장(Art-market)을 목표로
지역예술인의 작품판로 제공과 실질적인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민에게는 다양한 볼거리 및 문화 향유기회를,
청년과 대학생에게는 학습, 전시, 정보공유 공간을 제공하여
창작의욕을 고취시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화체험 프로그램 운영, 시민사회와 함께 꾸려가는 
명품 공원으로, 차원이 다른 운영의 묘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017년 시민공원 문화예술시장(아트마켓) 운영 실적

시 설 별  열 린 혁 신 사 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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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AN INFRASTRUCTURE CORPORATION공원분야2
❹ 문화가 살아숨쉬는 부산시민공원 운영

문화가 살아숨쉬는 도심공원, 부산시민공원만의 
특색있는 볼거리 제공 및 다양한 문화행사 개최를 통해 
공원 이용 시민의 만족도를 높였습니다. 

❺ 시민과 함께하는 부산시민공원 플러스친구 운영

각종 문화행사 정보제공, 문의사항 실시간 답변, 
시민제안 접수를 위한 플러스친구 시스템을 운영하여 
시민과 함께 꾸려가는 명품 도심공원으로 발돋움하였습니다. 

•시간대별, 요일별 상담원과 실시간 문의사항 채팅 가능
•고객 대상 단체 메시지 전송(시민공원 행사 일정 안내 등)
•고객이 자주 묻는 질문을 카테고리별로 정리하여 자동으로 응답 가능

•공원예술시장 등 자체기획형 74개, 버스킹페스티벌 등 
시민참여형 63개 프로그램 운영

•시민강좌, 공방문화체험 등 79개 프로그램 운영

•부산정책박람회 등 53개 프로그램 운영

특색있는 문화 프로그램 운영

시민 체험형 문화행사 추진

축제 및 외부행사 협조 등

운영목적

친구현황 : 1,219명 (2018. 4월 기준)

시 설 별  열 린 혁 신 사 례



BUSAN INFRASTRUCTURE CORPORATION공원분야2
❻ 용두산공원 부산타워 경관조명 활용 다양한 볼거리 제공 ❼ 역사가 살아숨쉬는 스토리텔링(Storytelling) 공원 운영

광복을 체험하다 등 문화 프로그램 운영, 현충일 충혼탑 참배행사 등 
역사·문화 체험행사 프로그램 운영을 통하여 스토리텔링(storytelling) 
중앙공원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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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 (3. ~ 5월) 여름 (6. ~ 8월) 가을 (9. ~ 11월) 겨울 (12. ~ 2월)

18시19분 (3월)

18시45분 (4월)

19시09분 (5월)

일몰시간

1부: 20시00분
(봄 및 메인1 영상, 10분)

2부: 21시00분
(봄 및 메인2 영상, 13분)

3부: 22시00분
(봄 및 메인1 영상, 10분)

19시23분 (6월)

19시42분 (8월)

19시27분 (8월)

1부: 20시30분
(여름 및 메인1 영상, 10분)

2부: 21시30분
(여름 및 메인2 영상, 13분)

3부: 22시30분
(여름 및 메인1 영상, 10분)

18시51분 (9월)

18시08분 (10월)

17시30분 (11월)

1부: 20시00분
(가을 및 메인2 영상, 10분)

2부: 21시00분
(가을 및 메인1 영상, 10분)

3부: 22시00분
(가을 및 메인2 영상, 10분)

17시12분 (12월)

17시22분 (1월)

17시52분 (2월)

1부: 19시00분
(겨울 및 메인2 영상, 10분)

2부: 20시00분
(겨울 및 메인1 영상, 10분)

3부: 21시00분
(겨울 및 메인2 영상, 10분)

콘 텐 츠

운영시간

(공연내용)

시설현황 : 프로젝터 3대, 투광등 65등(6개소)

운영계획 : 일몰 후 3회 연출

시 설 별  열 린 혁 신 사 례

용두산공원 부산타워 경관조명 콘텐츠 제작 · 운영으로 
새로운 공원 볼거리 제공 및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였습니다. 

•광복 MOVIE : 90회 8,715명 참여
•광복을 체험하다 : 24회 1,165명 참여
•시민과 함께하는 문화공연 등 : 241회 15,709명 참여

•외부인사, 공단 임원진 등 참여

▲ 야외 영화상영

▲ 청소년어울림마당

▲ 프리마켓

▲ KBS전국노래자랑 중구편

▲ 신유식밴드공연

▲ 조선통신사 축제

▲ 노신사밴드 공연

▲ 힐링콘서트

▲ 토요상설한마당

2017년 중앙공원 문화행사 추진 실적

현충일, 광복절 등 충혼탑 참배행사 실시



BUSAN INFRASTRUCTURE CORPORATION공원분야2
❽ 금강공원 유관기관 협치를 통한 시민 문화체험 프로그램 운영 ❾ 시민만족 제고를 위한 안전시설 확충 및 볼거리 제공

안심비상벨 설치·운영, 야생화 식재, 정문연못 주변 정비 등 
안전하고 쾌적한 공원 환경을 제공하여 
금강공원 이용시민의 만족도를 높였습니다. 

금정구 관내 유관기과의 협치행정을 통한 
1Day 3Theme이색체험 프로그램 운영으로 
금강공원 이용객 만족 및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였습니다. 

•설치기간 : 2017. 3. 13. ~ 4. 3.
•공사내용 : 화장실 내(8개소) 경광등 및 벨 설치(안내판), 운영프로그램 설치 등
•기대효과 : 안전한 금강공원 이용환경 제공으로 고객만족 제고

▲ 문주등 설치▲ 야생화 정원 조성▲ 능소화 터널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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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박물관
•어린이 안전마을
•영상체험
•안전학습

❶ 119안전체험관

•임진동래의총
•일제희생자 위령비
•독진대아문 옛터
•솔 숲 탐방
•계절 꽃과 숲 체험

❷ 금강공원

•영상과학실
•열대 생물 탐구관
•화석관
•대형 어류관

❸ 해양자연사박물관

추진배경 : 유관기관 연계 이색체험 기회 제공으로 시민만족 제고 및 방문객 증대 도모

추진기간 : 2017. 6월 ~ 12월 (6개월간)

프로그램 : 1Day 3Theme 이색체험 ⇒ 금정구 관내 3개 기관 연계하여 체험 프로그램 운영

추진실적 : 10회 282명 참여

안전한 이용환경 제공을 위한 여자화장실 안심비상벨 설치

민관협치·기증을 통한 야생화 정원 조성 : 부산꼬리풀 500분, 3개소

정문연못 난간 울타리 및 LED 문주등 설치 : 34경간, 34등

능소화 터널 연장 및 연결통로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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❿ 어린이대공원 제17회 아름다운 숲 전국대회 공존상 수상 어린이대공원 등 공원 숲체험 프로그램(펀펀스쿨) 추진

공공기관 협업을 통한 공단관리 공원 맞춤형 체험 프로그램(펀펀스쿨)을 
운영하여 초·중학생 교육 콘텐츠(현장학습) 제공, 
공공기관의 지역사회 공헌 확대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어린이대공원 성지곡 삼림욕장 편백나무숲의 아름다움과 
녹지대 관리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산림청 주관 
제17회 아름다운 숲 전국대회 공존상을 수상하였습니다. 

공모 신청

`17. 8월

1차 결과 발표
(110건 ⇒ 20건)

`17. 9월

2차 현장심사,
시민투표(온라인)

`17. 9월

결과 발표
(20건 ⇒ 9건)

`17.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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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심사 ▲ 플래카드 홍보 ▲ 홍보 리플렛 제작

▲ 공존상 상금 기부▲ 공존상 수상

▲ 시민 홍보

추진일정

추진결과 : 어린이대공원 성지곡 삼림욕장 『공존상』 수상  ※ 상금 100만원, 상패, 인증 현판

상금활용 : 공존상 수상 상금 전액 기부(100만원) 
⇒ 기부처 : 사단법인 청색회 / 연지그린요양병원

협업주체 : 교육청, 부산시설공단, 스포원, 국립해양박물관, 국립과학관

추진실적 : 총 11개교 373명 참가
※ 공단 진행 행사 : 총 5개교 163명 참가(태종대유원지 1회, 금강공원 1회, 어린이대공원 3회)

행사내용 : 숲체험 프로그램 운영, 생태 해설 등(전문강사 활용)

대외성과 : 펀펀스쿨 등 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 성과 인정 ⇒ 교육매세나탑 4년연속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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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수지·댐 유지관리 협의체 협업 추진으로 안전한 시설관리 태종대 야간 차량개방, 노후시설 정비 등 고객서비스 시책 추진

태종대 이용 시민의 니즈(needs)에 부응하고 
고객만족도 제고를 위하여 태종대 야간 차량개방 추진, 
노후 매점 등 시설을 정비하였습니다.

부산·경남지역 저수지·댐 유지관리 협의체를 구성하여 
상호 기술지원 및 재난 협조체계 강화 등 
저수지·댐 유지관리 전문성과 경쟁력을 제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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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수지·댐 유지관리를 위한 상호 기술지원(보수보강 공법 자문 등)
•재난 협조체계 강화(긴급점검, 합동점검 등 실시)
•기술교류 활성화(기술토론회 실시, 관련자료 상시 공유 등)

•운영기간 : 2017. 6. 12.부 18:00 ~ 23:00(운영주체 : 부산관광공사)
•개방장소 : 태종대유원지 순환도로(4.3km)
•시설보강 : 야간차량개방에 따른 교통안전시설물 보강 실시로 안전사고 예방

▲ 미끄럼방지 포장, 보도블럭 정비▲ 과속방지턱 등 도색▲ 광장 미끄럼방지 포장

•공사기간 : 2017. 1. 18. ~ 4. 17.
•공사목적 : 재난 위험요인 해소 및 관광명소 이미지 개선
•공사내용 : 노후 매점 철거(3개소), 매점 개·신축(2개소), 녹지(휴게공간) 조성 등

1호 매점 2호 매점

3호 매점 4호 매점

태원 공중

협업주체 : 부산시설공단(1개소 : 성지곡수원지 댐), 상수도사업본부(2개소), 한국농어촌공사(3개소)

협약체결(MOU) : `17. 3월

주요내용

태종대유원지 야간 차량 개방

태종대유원지 노후 판매시설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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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국꽃 문화축제 등 태종대 비경 홍보 및 시민참여 행사 추진 안전한 도시공원·유원지 조성을 위한 산불·재해 예방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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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혜의 절경을 자랑하는 태종대의 비경을 알리고 유지하기 위한 
다양한 시민참여 행사를 추진하여 시민과 함께 가꾸어나가는 
태종대유원지로 거듭나고자 노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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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사랑 

한마음 

걷기대회

▶

태종대 

혹서기 

마라톤대회

▶

반딧불이 

관찰·체험

행사

▶

수국 꽃 

문화축제

▶

화합의 장 

동전모으기 

행사

▶

등대

해양문화

공간 행사

▶

크리스마스 

리스 만들기

체험

▶

야외 

영화상영회

▶

태종대유원지 주요 행사 내용

공단관리 공원·유원지 현황

입산통제기간은 매년 11월 1일부터 다음연도 5월 15일
까지 195일간이며, 입산통제구역이 지정되면 공원 ·
유원지 입구에는 세로 120cm가로 90cm의 입간판에
통제구역과 면적, 기간 등을 명시하여 이용시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입산통제구역

송상현광장시민공원태종대유원지금강공원용두산공원어린이대공원중앙공원구 분

토지면적 (ha)

산림면적 (ha)

산지명

입장객 (천 명)

502

236

엄광산 

구봉산

1,289

498

459

백양산

3,901

708

-

-

2,515

309

298

금정산

1,130

179

163

태종산

2,705

47

-

-

8,586

3

-

-

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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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조심기간에 산불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마련하기 위하여 공원 ·유원지별 산불방지 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있으며, 대책본부에는 비상근무조 편성, 비상연락체계, 진화인력, 진화장비, 관리구역도, 초소
위치 등을 기록한 현황판을 설치하여 평상시 유관기관의 협조체계 유지, 상황점검 및 지도, 통신체계의 구축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산불재난발생시 현황파악, 상황전파, 산불진화통제, 유관기관 협조요청 등의 지휘
업무를 수행함으로서 산불방지 예방·대비 등 적극적인 대응을 위하여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산불방지 대책본부
공원 ·유원지 관리구역 감시가 용이한 위치에 CCTV를 설치하여 관리
구역을 상시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으로 백양산 정상과 엄광산 중턱, 공원
조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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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불관제(CCTV) 시스템

산불조심기간은 산림청에서 지정하며 봄철은 매년 강설이 녹기
시작하는 2월 1일부터 여름철 녹음이 시 작되기 전인 5월 15일
까지 105일간이며, 가을철은 낙엽이 지기 시작하는 11월 1일
부터 강설이 시작되는 12월 15일까지 45일간을 산불조심
기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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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불조심기간
산불조심기간에는 라이터, 성냥 등 화기 및 인화발화물질을
소지하고 입산하지 못하도록 산림보호법에 따 라 화기물 소지
금지구역을 지정하고 공원·유원지 입구에는 세로 120cm 가로
90cm의 입간판에 화기물 소지 금지구역임을 알리고 불을
피우는 행위 등을 못하도록 계도하며 위반 시에는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 벌금 등의 처벌 내용을 명기하여 산불조심 경고
판을 설치하고 입구에서 라이터 등을 보관하는 등 이용시 민의
참여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산불조심 경고판

GPS단말기를 이용하여 산불감시원이 신고버튼을 누르면 산불
방지 대책본부에서는 시스템(www.bisco. kworks.co.kr)
에 산불발생 위치가 지도(map) 위에 붉은색 원으로 표기되며,
마우스로 클릭하면 경위도 좌표 등 단말기의 정보가 표시됩
니다. 이 시스템은 위치가 관리구역 현황지도에 표기되기
때문에 쉽게 위 치를 가늠할 수 있고 산림청 또는 소방항공대에
협조요청을 할 때 정확한 위치정보를 제공함으로서 산불 초기
대응에 유용하게 활용 할 수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11월부터
5월까지 산불조심기간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산불 위치확인(GPS) 시스템

산불조심기간은 산림청에서 지정하며 봄철은 매년 강설이 녹기 시작 하는
2월 1일부터 여름철 녹음이 시작되기 전인 5월 15일까지 105일간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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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보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설 명절, 정월대보름, 어린이날, 청명·한식, 산나물
채취기, 석가탄신일, 단풍철 등 이용시민이 많은 주요시기에 산불특별대책
기간을 운영하여 시기별 예방활동을 강화하 고 있습니다.

산불지킴이 시스템

산불진화 기계화 장비 등을 이용한 산불진화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업소별 자체 훈련뿐만 아니라 2월(주간훈련), 12월(야간훈련)에 는 공원
·유원지 합동으로 훈련을 실시하여 사업소간 유기적인 산불 진화가 가능
하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산불감시원이 산불을 발견했을 경우 지형
지물을 이용한 위치의 보고 등 산불신고, GPS단말기 사용법, 관리구역의
경계, 산림내 방화수의 위치, 비상연락체계 등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산불 교육 ·훈련

산불이 발생 할 경우 산불확산을 저지할 수 있는 임도, 등산로, 하천, 암석
등 자연적 지형을 이용하거나 입목의 벌채, 낙엽물질의 제거, 도랑파기
등의 방법으로 구축된 방화선(산불 저지선)은 산불기간이 도래하기 1달
전부터 구축을 시작하여 약 40일간(2015.9.23.~10.31.까지) 총
44.25ha 31.3km의 산불 저지선을 구축합니다. 구축이 완료 된 시기
에는 낙엽이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낙엽이 모두 떨어진 이후에는 산불
저지선에 떨어진 낙엽을 제거하는 2차 작업을 실시합니다.

방화(진화)선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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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분야
3

❶ 장사분야 조직·인력·제도 혁신

❷ 대시민 맞춤 정보 제공을 위한 찾아가는 장례상담 서비스 실시

❸ 효율적 장사시설 운영 및 다양한 시민수요 충족을 위한 부부합장 시행

❹ 선진 장사문화 및 기술 전파를 위한 해외교류사업 추진

❺ 친환경 제단조화 개선운영을 통한 디자인 다양화 및 폐기물 감소

❻ 친환경 고효율 화장로 지속 교체 추진

❼ 업무효율 증진을 위한 추모공원 봉안관리시스템 구축

공원분야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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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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점까지 연결할 수 있도록 채비되어있어 공원 ·유원지내 산림 어디든
진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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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해서는 진화장비 설치경로 선정, 호스운반 및 연결 등 일사불란한
조직력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지속적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계화 진화장비 운영

산불감시초소는 산림조망이 좋은 위치를 선정하여 4대 공원 ·유원지 총
25개소에 설치되어 있으며 공익근무요원, 노인일자리를 활용하여 산불
감시원을 상시 배치하고 산불발생 등 특이 동향을 감시합니다. 특히 공원
구역 외의 산림에서 산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인접 구역에서부터 관리구역
까지의 거리와 산불감시원이 헬기의 이동경로, 방화수의 보충위치, 산불
진행방향, 바람의 세기와 방향등을 무전기로 수시보고 함으로서 CCTV
등으로 상황파악이 어려운 경우에도 산불에 관련된 전반적인 상황을 신속
하게 확인하고 대책 본부에서 의사결정 할 수 있도록 활용하고 있습니다.

산불감시초소와 산불감시원

산불대책본부에서는 소형 산불 발생 시 관할구청, 소방서에 신속하게
보고하고 자체 산불 현장 진화반을 진화장비와 함께 투입하여 진화하고,
자체진화가 어려운 경우에는 관할구청 산불대책본부를 거쳐 부산시 산불
대책본부로 비상 연락하며, 필요시 산림청 및 소방안전본부의 항공대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산불진화 유관기관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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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현황

영락공원 : 화장로 15기, 빈소 11개소,봉안당 87,743기, 묘지 29,021기

추모공원 : 봉안당 100,000기, 봉안담(벽식) 16,992기, 가족봉안묘 14,035기

BUSAN INFRASTRUCTURE CORPORATION장사분야3
❶ 장사분야 조직·인력·제도 혁신

•장사시설 관리 노하우 및 오랜 경험 축적, 대한민국 장례문화 혁신의 요람
- 장례부조리 척결(바가지요금, 노자돈, 촌지 등)
- 전국 최초 장례지도사 운영(01. 5월), One-Stop Total 장례시스템 구축

•식당·편의점 민간인 임대방식에서 공단직영으로 전환(`01. 3. 1.)
- 평균장례비 1/3가격 감소, 전반적 서비스 만족도 증가(68.2% → 96.7%)

•장사시설 사이버 추모의 집 구축(`05. 9.)

•전국 최초 장사시설내 추모음악회 개최(`07. 9.)

•공기업 최초 노인일자리 창출사업 추진(`07. 9.)

•친환경 새조화 보급 등 조화문화 지속 개선(`12. ~ 현재)

•전국 최초 음성해설 입관 서비스, 장사정보 모바일 앱 자체개발(`14. 4.)

•전국 최초 친환경 고효율 화장로 개발사업 국책과제 선정(`14. 3.) 및 개발 성공(`16. 8.)

•합리적인 장례문화 확산을 위한 표준장례비 안내 시스템 구축(`16. 7. ~ )

•대시민 맞춤형 정보 제공을 위한 찾아가는 장례상담 서비스 실시(`17. 3. ~ )

•효율적인 장사시설 운영 및 시민부담 경감을 위한 부부합장 봉안 실시(`17. 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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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AN INFRASTRUCTURE CORPORATION장사분야3
❷ 대시민 맞춤 정보 제공을 위한 찾아가는 장례상담 서비스 실시

건전한 장사문화 확립과 공기업의 사회적 책임 완수를 위해 
시민맞춤형 장사정보를 제공하는  『찾아가는 장례상담 서비스』를 실시하여 
시민만족도를 높였습니다. 

•일시 : 2017. 6. 15.(목) 9:00
•장소 : 부산광역시 인재개발원(금곡동)
•대상 : 공무원, 공사·공단인 49명(글로벌 인재양성과정)
•방법 : P ·P ·T설명, 홍보영상 감상, 질의응답, 설문조사
•설문조사 결과(만족도 100%)
매우만족(51%), 대체로 만족(47%), 약간 만족(2%)

추진절차

장례상담 서비스 추진 실적 : 3개 기관 170여명

방문 홍보 : 행정기관, 노인복지관 등 10개 기관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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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발송 및 방문

•홍보물 제작, 홈페이지
게시 등 각종 매체 활용

찾아가는 장례상담
서비스 알림

•서비스 신청기관중 
대상기관 선정 및 
일정 조정

상담 서비스 수요 조사 
(대상기관 선정)

•PPT, 동영상, 홍보문 등 
시청각 자료 활용

•영락공원 표준장례비용 산출 시스템 안내

•질의응답 시간을 통한 개별 심층상담

공단 장례지도사 직접 방문 및
상담서비스 제공

▲ 표지 ▲ 화장안내 ▲ 장례절차 ▲ 시책 추진 현황

홍보 콘텐츠 구성

서비스 추진을 위한 홍보물 제작

영락공원시설 안내
(동영상시청, 홍보물배포)

•장례식장, 봉안당, 화장장,
묘지시설 안내

•추모공원봉안시설
(봉안묘, 당, 담)

•장사(葬事)시책 홍보

원스톱 장례서비스 홍보
(장례지도사 대면)

•장례예식 절차

•장례식장 예약방법

•원스톱 장례서비스 안내

•타 장례서비스와 비교

•표준장례 비용서비스

장례상담 서비스
(질의 응답)

•개장(改葬) 관련
•제례(祭禮)예법
•그 밖에 장사 관련 질의

▲ 금정구 노인복지관(17. 8.) ▲ 동래구 노인복지관(17. 8.) ▲ 연제구 노인복지관(17. 9.) ▲ 교통문화연수원(17. 7.)

부산광역시 인재개발원

•일시 : 2017. 6. 27.(화) 14:00
•장소 : 파랑새종합사회복지관(반송동)
•대상 : 복지관 이용회원 60명
•방법 : P ·P ·T설명, 홍보영상 감상, 질의응답

파랑새종합사회복지관

•일시 : 2017. 7. 20.(목) 13:00
•장소 : 서구 부민노인복지관(부용동)
•대상 : 복지관 이용회원 60명
•방법 : P ·P ·T설명, 홍보영상 감상, 질의응답

서구 부민노인복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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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AN INFRASTRUCTURE CORPORATION장사분야3
❸ 효율적 장사시설 운영 및 다양한 시민수요 충족을 위한 부부합장 시행 ❹ 선진 장사문화 및 기술 전파를 위한 해외교류사업 추진

친환경 고효율 화장로 기술 및 선진 장례문화 전파를 위한 
해외교류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국가간 우호협력 증진에 기여하였습니다.

봉안시설 만장 대비 효율적 장사시설 운영 및 장례의식 변화에 따른 
시민문의 충족을 위한 봉안시설 부부합장 제도를 시행하여 
다양한 시민수요 충족 및 비용부담을 경감하였습니다. 

•먼저 사망하신 분도 배우자의 장사시설 사용기간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명절 등 참배를 위해 두 곳을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피하고 교통정체 등 시간 및 경제적 비용까지 절감이 
가능합니다.
•한 분 사용료로 부부합장 봉안이 가능하여 사용료가 50% 절감됩니다.

※ 부부합장 이란?
하나의 묘지(봉분)에 부부를 
동시에 매장하는 것처럼 
하나의 봉안시설에 부부를 동시에 
봉안 가능하도록 허가하는 것을 말함.

•베트남 호치민(시), 필리핀 라구나(주), 캄보디아 시엡립(주) 압살라청

부부합장 의미 및 방법

부부합장의 장점

부부합장제도 시행 홍보 실시 : `17. 6월 ~

2017년 운영실적

대상국가 : 아시안 3개국(1주, 1시, 1청)

사업추진 내용

향후계획 : 영락공원 – 개별 국가간 MOU 체결 추진 및 선진 장사기술·문화 해외전파 적극 추진

구분
(일평균)

부부합장
(1.2쌍) 전화 방문

상담 (10.6건)

영락공원

추모공원

소 계

106

143

249
2,147

822

330

1,152

502

493

955

판매

봉안함 (1.8개)

716 (60,860천원)

358

-

358

수입금

각인 (1.8개)

53,700천원

-

53,700천원

판매

358

-

358

수입금

7,160천원

-

7,160천원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2015 7. ~ 2017. 5.)  
베트남 호치민시 시장 등 관계자 영락공원 방문(총 4회)
⇒ 영락공원 화장시스템, 장례절차 등 견학, 베트남 현지 도입 위한 MOU 체결 협의 등

(2016. 11.) 
부산시설공단 관계자 베트남 호치민시 방문(1회)
⇒ 호치민시 사립묘지 개발사업 현황 확인, 영락공원 화장시스템 반영 등 협의

(2016. 11. ~ 2017. 11.) 
부산시설공단 관계자 필리핀 라구나주 등 방문(2회)
⇒ 시장 등 관계자 면담, 현지조사를 통한 화장장 건립의지 및 예정부지 등 확인

(2017. 1.) 
캄보디아 시엠립 압살라청장 영락공원 방문
⇒ 영락공원 견학, 화장로 등 장사시설 및 운영 시스템 도입 논의 등

(2017. 3.)
부산시설공단 관계자 캄보디아 시엠립 압살라청 방문
⇒ 기존 협약(동부산대-캄보디아 MOU) 활용 화장장 사업 등 추진방안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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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AN INFRASTRUCTURE CORPORATION장사분야3
❺ 친환경 제단조화 개선운영을 통한 디자인 다양화 및 폐기물 감소 ❻ 친환경 고효율 화장로 지속 교체 추진

화장수요의 지속 증가에 따른 능동적 대처 및 
연료비용 ·배출가스 저감을 위한 친환경 고효율 화장로를 개발하여 
전체 화장로에 보급을 확대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디자인의 친환경 제단조화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보급하여 고객 서비스 증진 및 
폐기물의 획기적인 감소로 환경 개선에 이바지하였습니다.

•디자인 다양성 부족, 고객 선호 디자인 변화로 다양한 디자인으로 개선 필요
•폐기물 발생 및 처리 애로 : 소재료(플라스틱, 오아시스) 사용에 따른 폐기물 과다배출(전량폐기 대상)

•화장수요 지속 증가(2000년 8,000건 → 2020년 22,000건)에 따른 화장시간 단축 필요
•노후 화장로 교체 시기 도래 : 1995년 15기 도입 이후 23년 경과
•화장로 대기배출가스 저감 및 연료 사용 효율 증대를 통한 환경오염 예방 필요

현황 및 문제점

•영락공원 표준모델 변경 운영 : 3종 ▶ 5종류(안)

•스마트 제단틀 운영으로 오염물질 배출 최소화 기여
※ 스마트 제단틀 : 제단장식 소재료(오아시스 등)를 미사용하는 친환경적인 제단틀

개선방안

추진배경

추진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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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아시스, 도시루 ▲ 스마트제단틀 활용

▲ 제단조화 1호 ▲ 제단조화 2호

▲ 제단조화 4호 ▲ 제단조화 5호

▲ 제단조화 3호

▼ 친환경 제단조화 5종

▲ 스마트 제단틀

`14. 1 ~ `16. 1

`16. 2. ~ 3.

`16. 4. ~ 8.

`17. 9.

중소기업청 신제품개발사업 과제 응모 및 채택, 화장로 개발 추진

최종 시운전 실시 ⇒ 연소시간 30% 단축, 연료(LNG) 소비량 30% 절감

공동특허 출원, 최종보고서 제출, 최종개발 결과 발표 ⇒ 「성공」

고효율화장로 특허 등록(제10-1777048호)

고효율화장로 연차별 도입 현황

연    도

도입현황

2016년

3대

2017년

5대

2018년

7대 ⇒ 전량교체 완료

사업추진 효과 : 화장시간 30분 단축, 경상경비 5.4억 절감 등 획기적 개선!!

성   과

화장로 운영 효율화

운영비 절감

친환경 시설 구축

안전사고 예방

주요내용

화장시간 : 100분 → 70분(30분↓), 화장능력 : 70구 → 90구(20구↑)

연료비 : 연간 2.1억원 절감, 수선비 : 연간 2.0억원 절감, 인건비 : 연간 1.3억원 절감

화장시간 감소로 인한 배출가스 저감 및 대기시간 감소로 인한 교통혼잡 완화

노후 화장로 전면 교체로 화장로 가동중 설비 점검 및 고장 대응시간 확보

▲ 개발 최종보고서 ▲ 출원번호 통지서 ▲ 시험성적서 ▲ 최종결과 확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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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분야
4

❶ 시설분야 조직·인력·제도 혁신

❷ 공영주차장 모바일 징수시스템 구축 및 운영 확대

❸ 공영주차장 카드시스템 통합관제센터 구축·운영

❹ 전기차 충전시설 확충 등 다양한 고객만족 시책 추진

❺ 소상공인 금융부담 완화를 위한 임대보증금 납부방식 개선

❻ 지하도상가 시설물 안전관리체계 개선 추진

❼ 시민이 즐겨찾는 품격있는 쇼핑공간, 지하도상가 활성화 추진

❽ 자갈치시장 전망대 활성화를 위한 사랑의 우체통 등 운영

❾ 글로벌 관광명소 자갈치시장 외국어 통역 안내인력 운영

❿ 한마음스포츠센터 지역대학 연계 재능기부사업 지속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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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분야3
❼ 업무효율 증진을 위한 추모공원 봉안관리시스템 구축

기존 봉안관리시스템의 노후화와 市조례 개정(부부합장 등) 등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업무효율 극대화를 위한 
추모공원 봉안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개발기간 : 2017. 6. 19. ~ 11. 16.

•추모공원 봉안관리·수입금관리 등 업무 전반의 분석 및 시스템 설계와 개발
•제례실 명패표출 관련 현장설비 프로그램 개발(키오스크, 전광판, 명패표출 등)
•부부합장 시행 등 부산시 조례 개정사항을 반영한 장사관리 시스템 개선 등

주요내용

시스템 운영화면

▲ 봉안시설 고인안치 (부부합장 처리) ▲ 봉안시설 배치 및 현황조회

▲ 사용료 반환관리 (市 조례 개정사항) ▲ 무인안내기 (제례실 이용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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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현황

지하도상가 : 점포수 1,426개
- 남부지하도상가 : 남포(280), 광복(215), 국제(120), 부산역(82)
- 중부지하도상가 : 부전몰(334), 서면몰(366), 중앙몰(29)

주차관리
- 공영주차장(71개소 7,446면)
- 회동·노포 화물차 공영차고지(591면), 화물차 밤샘주차장(117면)

자갈치시장(지하2층~지상7층) : 수산물·일반매장, 냉동창고, 업무시설 등

한마음스포츠센터(지하1층~지상4층) : 수영장, 다목적체육관, 조깅트랙 등

BUSAN INFRASTRUCTURE CORPORATION시설분야4
❶ 시설분야 조직·인력·제도 혁신

•지속적인 주차사업 인수로 관리범위 확대, 운영·시설 기능전담 필요에 따른 주차사업단 신설
•지하도상가 신규사업 인수로 관리범위 확대, 상가운영 전문성 제고를 위한 상가기획팀 신설

시설관리 전문성 제고를 위한 조직개편 실시 (`17. 10월)

•장애인 특화 복지생활시설로 전국 장애인체육시설 중 최초 장애물없는 생활환경(BF) 인증
•뇌병변장애인 전동휠체어 축구, 특수학급·장애인 특화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 49개
•연간 이용인원 현황

한마음스포츠센터 관리업무

•주차장 무인카드화(카드전용주차장) 확대, 노인일자리 사업 창출 등 효율성 및 사회공헌 측면 등에서 
주차사업의 혁신을 주도
•향후 부산시내 역세권 주차장 등 관리일원화를 통한 시너지효과 기대

공영주차장 관리업무

•관리현황 : `01년 국제, `08년 남포·광복, `13년 부전몰(구 서면), `16년 서면몰(구 대현),
`17년 중앙몰(구 롯데월드) 지하도상가 운영

•공단운영 타당성
- 지하도상가 관리 노하우 축적 및 노후시설의 단계적 보수·보강 추진 가능(시 예산 활용)
- 민간운영시 전대 등 무분별한 운영과 시설관리 노후(개·보수 투자미흡) 등 시민안전 및 상거래질서 문란 등 우려

지하도상가 관리업무

[ 현행 ]

구 분

2017년

2016년

계

80,289

77,199

비장애인

52,872

50,373

장애인

27,417

26,826

장애인비율

34.1%

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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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AN INFRASTRUCTURE CORPORATION시설분야4
❷ 공영주차장 모바일 징수시스템 구축 및 운영 확대 ❸ 공영주차장 카드시스템 통합관제센터 구축·운영

카드시스템 주차장의 원격관제 운영으로 
관리인력 및 비용 절감 등 경영 혁신과 선진 주차문화 도입을 통한 
고객서비스 향상을 도모하였습니다.

공영주차장 모바일 징수 시스템을 구축 및 지속 운영 확대하여 
이용고객 편의 증진 및 업무의 투명성을 높였습니다.

•`17. 5.  상황실 환경개선 및 CCTV모니터링 구축(1단계)
•`17. 12. 부산대 남·북측 공영주차장 통합관제센터 구축 운영(2단계)
•`18. 1.  시범운영 결과에 따른 무인화 주차장 확대 추진 등

•주차요금 관리 App(앱)을 통한 입차시간 기록, 매출내역 조회
•모바일 카드인식 단말기 이용, 교통·신용카드로 주차요금 징수
•블루투스 프린터로 주차권 및 주차요금 납부 영수증 발급
•주차수입금 관리 프로그램과 연계한 체계적 수입금 관리 가능

시스템 구성

•`17. 3월 : 중앙공원, 신선3동, 수정초등
•`17. 6월 : 개성동천, 부산도시공사옆
•`17. 7월 : 만독2동사앞, 구남역, 구포대교밑, 주례역복개, 롯데광복점뒤(2)
•`18. 1월 : 수안주차빌딩, 구서IC화물주차장
•`18. 3월 : 남항 항만부지 공영주차장
•`18. 4월 : 삼락천로, 냉정역, 덕포, 서부터미널 공영주차장

2017년 공영주차장 모바일 카드징수 시스템 추가도입 실적

시스템 운영화면

통합관제센터 시스템 구축으로 일부 주차장 무인운영 가능

원격제어 및 운영정보 실시간 취합, 전산망 활용 통계자료 관리 등

추진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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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바일 카드징수 시스템 ▲ 모바일 시스템 활용 요금징수

▲ 통합관제 시스템 구축 현황

▲ 시스템 구성도

시 설 별  열 린 혁 신 사 례



BUSAN INFRASTRUCTURE CORPORATION시설분야4
❹ 전기차 충전시설 확충 등 다양한 고객만족 시책 추진

공영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인근상권 활성화를 위한 
주차이용권 제도 도입, 안심비상벨 설치 등 주차장 이용 시민의 
만족도 제고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였습니다.

•설치장소 : 동래역 등 11개소 공영주차장
•설치효과 : 환경개선, 전기자동차 보급 활성화 기여, 고객서비스 증진

공영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확대

•설치장소 : 3개소(동래역, 온천장역, 구서역 공영주차장)
•운영방법 : 고객이 안심비상벨을 누르면 부산지방경찰청으로 연결 및 지구대 출동 조치
•기대효과 : 안전한 공영주차장 이용환경 제공(범죄예방 등)

안전한 이용환경 제공을 위한 안심비상벨 설치

•운영대상 : 수변공원 외 1개소 공영주차장
•운영방법

•기대효과 : 공영주차장 주변 상권 활성화 지원, 주차장 이용고객 만족도 제고 등

인근상권 활성화를 위한 주차이용권 제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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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이용권
제작 및 판매

공단 (주차관리팀)

주차이용권
신청서 작성 및
구입 대금 입금

주변상인

입금내역 확인 및
주차이용권 지급

공단 (주차관리팀)

주차이용권 사용
(현장근무자 
수불대장 작성)

주차장 이용객

수불대장 및 
주차이용권 
실물 확인

근무교대시

▲ 안전한 이용환경 제공을 위한 안심비상벨 설치▲ 공영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확대

▲ 인근상권 활성화를 위한 주차이용권 제도 운영

시 설 별  열 린 혁 신 사 례

•보증금액 : 연간 임대료의 100%(완납/분납 동일)

•납부방법 : 계약시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 제출
- 임대보증금 증권 예치시 : 6% 이자 징수
- 임대료 분납자 : 4% 이자 징수

기존 납부방식

•임대보증금 부담 완화
- 연간임대료 일시납부자에 대한 보증금 예치 폐지 : 점포주 545명, 금액 3,495백만원 감소
- 연간임대료 100만원 초과시 분납자 보증금 하향 조정 : 연사용료 100% ⇒ 납부 잔액의 50%
- 보증보험증권 제출자에 대한 징수이자 폐지 : 현행 6% ⇒ 폐지

•임대료 분납자 이자 부담 완화
- 연간임대료 분납시 징수 이자율 조정 : 기존 4% ⇒ COFIX 기준
※ COFIX : 국내 9개 은행이 제공한 자금조달 관련 정보를 기초로 하여 산출되는 자금 조달 비용 지수

개선사항

❺ 소상공인 금융부담 완화를 위한 임대보증금 납부방식 개선

지하도상가 임대보증금 납부방식 개선을 통해 
소상공인 금융부담 완화 및 행정신뢰도를 제고하였습니다.



BUSAN INFRASTRUCTURE CORPORATION시설분야4

•상가기획팀 기능 강화(4명 → 8명) 및 종합상황실 통합근무 실시
•근무자 교대 근무방법 개선 : 3조2교대 → 4조2교대

지하도상가 인력의 효율적 관리 추진

•종합상황실 최소 상황감시 기능 보완 : ‘17. 10월 ~ ’18. 6월
•지하도상가 각종 설비 자동제어시스템 보완 : ‘19년 이후

지하도상가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시스템 확충

•방법 : 용역 → 직영체계(계약직 등)
•내용 : 시설물 안전관리 및 방재업무 보조

경비업무 직영화로 안전관리체계 체질 개선 : `19년 이후

•종합상황실별 야간 1인 근무 추진 : 인력 △4명

향후계획 (종합상황실 시스템 보완 및 경비 직영화 완료시)

www.bisco.or.kr |   109108 |   명품시설로 일류도시를 실현하는 부산의 이미지메이커

시 설 별  열 린 혁 신 사 례

❼ 시민이 즐겨찾는 품격있는 쇼핑공간, 지하도상가 활성화 추진

쾌적한 쇼핑환경 조성, 다양한 행사 유치, 홍보·마케팅 활동 등을 통해
『다시 찾고 싶은 지하도상가』,  『품격있는 쇼핑공간』을 조성하였습니다.

•와이파이 존 조성(광복) 및 냉 ·난방 설비 정비 완료(남포·광복)
•고객편의를 위한 수유실 설치(부전몰) 및 노후 화장실 개선(서면몰)
•출입구 환경 개선 및 각종 안내 표시(간판 등) 개선 등(부산역, 서면몰, 부전몰) 

안전하고 쾌적한 상가 조성 및 유지관리

•상품 진열선 및 교환·환불 제도 준수 캠페인 및 단속 (전 상가,‘17. 6.)
•지하도상가 입점주 대상 고객서비스 교육 추진 등(전 상가,‘17. 11.)

고객 감동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반 조성

•지하도상가 고객이 즐길 수 있는 문화 공연·전시 개최(부전몰, 광복, 국제)
•페이스페인팅(서면몰) 및 트릭아트(남포) 등 고객 흥미 유발 이벤트 추진 등

상가 인지도 향상 및 방문 유도를 위한 홍보·마케팅 실시

❻ 지하도상가 시설물 안전관리체계 개선 추진

시민우선의 안전한 지하쇼핑공간 제공과 
경영효율성 제고를 위해 지하도상가 기전실 통합근무 등 
안전관리체계 개선을 추진하였습니다.

▲ CCTV 통합관제시스템 구축(남부)▲ CCTV 통합관제시스템 구축(중부)

▲ 입점주 대상 고객서비스 교육

▲ 페이스페인팅 행사

▲ 문화공연 행사

▲ 입점주 대상 고객서비스 교육

▲ 출입구 환경개선 및 간판 정비

▲ 상품 진열선 정비

▲ 트릭아트 공간 조성

▲ 출입구 환경개선 및 간판 정비



BUSAN INFRASTRUCTURE CORPORATION시설분야4

•옥상 전망대 활성화를 위한 즐길거리, 편의시설 제공 필요(사랑의 우체통, 안내표지판 등)
•옥상 전망대 이용고객 불편 최소화를 위한 시설물 확충 필요(데크로드 정비 등)

추진배경

•자갈치시장 앞바다 “남항 안내표지판” “용두산공원 안내표지판” 제작 설치
•자갈치전망대 “사랑의 엽서 작성 고객”에게 매월 발송 중
•기존 바람개비 및 낙서판 노후화에 따른 철거
•기존 목재 전망데크와 연결되는 전망데크 추가 설치 등

주요 개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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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갈치시장 사랑의 우체통 운영 ▲ 매월 엽서 발송

▲ 전망대 안내표지판 제작·설치 ▲ 전망대 안내표지판 제작·설치

▲ 목재 데크로드 정비 ▲ 데크로드 트릭아트 공간 조성

시 설 별  열 린 혁 신 사 례

•외국인 대상 입점 점포 영업사항 등 정보, 주변 관광지, 기타 문의사항 등 안내

운영목적

운영개요

•글로벌 관광명소 자갈치시장 홍보 확대, 이용고객 만족도 제고

기대효과

구   분

운영기간

근  무  일

근무시간

근무장소

운영기관

2017. 3. 13. ∼ 11. 30.

월요일∼목요일

10:00∼16:00

서편 1층 관광안내소

중구노인복지관

2017. 3. 18. ∼ 6. 25.

토요일, 일요일

10:00∼20:00

건물 중앙 1층 안내데스크

부산디자인센터

중구역사와 문화통역단 자갈치시장 통역해설사

❽ 자갈치시장 전망대 활성화를 위한 사랑의 우체통 등 운영

자갈치시장 방문 고객의 볼거리, 즐길거리 제공을 위한 
시책 추진 및 시설을 정비하여 자갈치시장 운영 활성화 및 
고객만족도를  제고하였습니다.

❾ 글로벌 관광명소 자갈치시장 외국어 통역 안내인력 운영

자갈치시장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들의 편리한 시장 이용을 위한 
외국어 통역 안내인력을 운영하여(유관기관 협치) 
글로벌 관광명소 자갈치시장 홍보 및 이용고객 만족도를 높였습니다.



B U S A N I N F R A S T R U C T U R E  C O R P O R AT I O N

1. 2017년 대외성과

2. 언론에 비친 BISCO

3. ’97~’17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결과

대외성과
+

시설분야4

추진기간 : 2017. 4 ~ 5월, 9 ~ 11월

참 가 자 : 부산외국어대학교 사회체육학부 대학생 25명

참여내용 : 장애인 체육활동 프로그램 강사·보조자로 참여(재능기부)

추진실적 : 56회 총 91명 참가

•상반기 : 스페셜 배드민턴, 문화 체육교실, 한마음 체육교실,한마음 인라인교실, 한마음 소프트볼 등

•하반기 : 스페셜 배드민턴, 어린이 체육교실, 한마음 체육교실 A ·B, 한마음 인라인교실, 특수체육 교실 등

▲ 인라인교실

▲ 한마음체육

▲ 문화체육(축구) ▲ 스페셜배드민턴

▲ 특수체육교실 ▲ 한마음체육A·B ▲ 스페셜배드민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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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설 별  열 린 혁 신 사 례

❿ 한마음스포츠센터 지역대학 연계 재능기부사업 지속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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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AN INFRASTRUCTURE CORPORATION2017년 대외성과1 대 외 성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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❶ 2017년 수상 및 인증 실적

▲ 경영평가 최우수기관 선정 ▲ 교육매세나탑 수상

▲ 전국체전 은메달



주요 보도 내용

봉안시설 부부합장 시행

부산성지곡 삼림욕장
아름다운 숲 공존상 수상/기부

국제신문 등 13개사
2017.11.3.

2017.12.14.~15.
어린이대공원

재난안전 교육 및 캠페인 전개
KBS,HCN,부산일보 등

20개 사
2017.11.20.

고객홍보팀
혁신정보팀 등

전사적 집수리봉사 활동 전개
국제신문, 일요신문,
뉴스부산 등

2017.12.5.~
고객홍보팀 주관
전부서 참여

폭설대비 모의제설합동 훈련
MBC, KBS, CJ헬로비전,
부산일보, 국제신문 등

2017.11.29. 도로시설팀

광안대교 새해 카운트다운
해맞이축제 개최

KBS 등 2017.12.22.~31. 광안대교

부산전역 터널·고속도로
인터뷰(홍보, 제보 등)

TBN부산교통방송
2017. 격월 마지막
화요일 08:35~08:40

터널관리팀

지역주민을 위한 뽀득뽀득 클린데이 및
사회공헌활동 등 직원 활동 사례홍보

국제신문 등 5개 사 2017.01~12월 공단본사

사업별 경영 우수사례 및
각종 수상 사례 홍보 등

정부 경영평가 1위 등 홍보

공단 사보 등 발간

블로그 등 6개 SNS

2017.01~12월

2017.01~12월

전사참여

공단본사

보도매체

국제신문 등 7개사

보도일

2017.6월 / 12.14.

관련부서

영락공원/추모공원

생화 헌화 캠페인 뉴시스 등 5개사 2017.9.28.~10.3. 영락공원

제10회 교육메세나탑 수상 KBS 등 6개사 2017.12.14. 공단본사

내년부터 광안대로 
출퇴근통행료 50%감면

연합뉴스 등 2017.12.29. 교량운영팀

2017년 언론보도 실적 : 782건(긍정보도 410건, 정보전달 270건, 간접언급 43건, 기타 59건)

BUSAN INFRASTRUCTURE CORPORATION언론에 비친 BISCO2 대 외 성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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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17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결과3 대 외 성 과

연 도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평 점

93.92

94.55

96.14

91.89

85.02

89.98

88.76

88.61

87.14

89.21

89.70

89.61

91.92

91.12

88.36

91.41

88.14

87.70

90.19

87.13

90.30

평가등급

수

가등급

가등급

가등급

가등급

가등급

나등급

가등급

가등급

가등급

나등급

보통등급

우수등급

보통등급

다등급

가등급

나등급

다등급

가등급

다등급

가등급

평가주관 :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평가원

평가대상 : 특·광역시 시설관리공단(부산/서울/인천/대구/울산/세종)

평가내용 : 전년도 업무추진 실적 전반(계량 / 비계량)

1997~2017년 경영평가 결과 분석 : 21번 경영평가 중 16회(76%) 우수 성적 달성!
※ 1위(최우수) : 13회, 62%

BISCO
Future Innovation

“미래를혁신하다.”

▲ 2005년

▲ 2015년

▲ 2017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