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시민 여러분께 물었습니다!

 “부산시민 공감백배! 적극행정 아이디어를 찾습니다!”  

 부산의 교통, 상가, 공원, 장사시설 등 시민 여러분의 일상과 밀접한 도시기반시설을
 관리ž운영하는 부산시설공단에서는 시민이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개선방향을 모색하려고 합니다.      

 최근 사회 전반의 디지털 스마트 대전환, ESG 경영 및 탄소중립, 위드 코로나시대 
 진입 등 대외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새로운 시각에서 문제를 해결하거나
 개선할 수 있는 다양한 의견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설공단의 다양한 시설물을 이용하면서 느낀 일상 속 소소한 개선 아이디어부터 정책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아이디어까지 자유롭게 제안해주세요!  

부산시민 의견 분석 결과는?

 부산시민 여러분들께서 총 34건의 다양한 적극행정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적극행정 제안분야 아이디어 적용 대상 공단사업 분야

 특히, 시민일상 속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공원 및 교통사업과 관련한 시민편익(불편
 해소), 친환경(탄소중립), 사회가치(지역상생) 분야 아이디어가 다수 접수되어 생활과 
 밀접한 시설ž서비스 운영 개선방향에 대한 시민 여러분들의 생각을 알 수 있었습니다.



 시민체감도, 창의성, 실현가능성 등 내부 평가단의 심사를 거쳐 최우수 1건, 우수 2건,  
 장려 2건의 우수 아이디어를 선정하였고, 최우수 아이디어로는 사전결제 및 모바일ž  
 QR코드 결제 시스템, 네이버지도 등을 연계한 주차 빈자리 알림 시스템을 구축하여  
 시민편의 강화를 제안한 ‘공영주차장 시스템 현대화’가 선정됐습니다.

 선정된 우수 아이디어들은 사업 타당성 검토를 거쳐 공단 사업에 반영되었으며, 각종
 여건상 즉시 추진이 어려운 아이디어의 경우 향후 해당사업 추진 시 활용될 예정으로
 시민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시민 여러분께서 제안해 준 소중한 아이디어를 활용해 공단 시설의 효용가치를 한층  
 높여 가겠으며, 앞으로도 시민 일상과 밀접한 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만큼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시민이 바라고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구  분 아이디어 사업 타당성 검토 결과

최우수
공영주차장 시스템 현대화
(사전ž모바일결제, 빈자리 알림 등)

사업반영(‘22.8월~‘23.3월)

市 지능형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연계
실시간 주차정보, 사전결제시스템 등 구축

우  수
영락공원 장례빈소 입식 테이블 변경
통한 중장년층 시민편익 제고 

장기검토

향후 장례식장 환경개선 사업 추진시
빈소접객방 확장 및 편의시설 확충

우  수
지하상가 공실점포 활용한
문화전시 팝업공간 조성

장기검토

남부지하상가 내 전시공간(더 공간) 운영중
(공실활용 시민 공유공간 활용 검토예정)

장  려
공영주차장 사전무인정산기 설치
통한 출차 대기시간 감소

사업반영(‘22.6월)

학장천 복개 공영주차장 사전무인정산기
도입 및 순차적 설치 위한 예산확보 예정

장  려
공단 모바일 홈페이지 개선
(대표번호 전화 자동연결 등)

사업반영(‘22.6월~9월)

청년인턴 산학협력 통한 온라인 및
모바일 홈페이지 전면 재구축 추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