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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부산시설공단 이사장 이해성입니다. 

오늘날 우리를 둘러싼 환경의 변화는 이전과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하고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전례없는 혼란을 가져온 코로나19는 기업들에게

불확실성 시대의 새로운 대응전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성장중심’ 경영에서

‘지속가능’ 경영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이루어졌으며, ESG 경영이 그 중심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E), 이해관계자들의 상생(S), 투명하고 건전한 지배

구조 확립(G)이라는 경영 철학을 근간으로 한 ESG경영은 궁극적으로 사회와 경제

전반에 지속가능성을 향상시키는 것이 핵심입니다. 

저는 공단 임직원과 함께 새로운 비전과 목표를 세우고 경영 패러다임을 혁신함

으로써 시민에게 꿈과 희망을 선사하는 새로운 부산시설공단의 모습을 보여드리

고자 합니다. 급변하는 경영환경 변화의 바람 속에서 유연하고 선제적인 대응을

통해 시민 체감형 경영혁신을 달성하고, 사회적가치 실현 등 비재무적 성과를 중시

하는 ‘따뜻한 자본주의’ 시대를 열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입니다.  

이 책은 공단의 중장기 ESG경영전략과 연계한 혁신시책의 성과를 담고 있습니다.

공단 임직원들의 끝없는 열정과 노력이 혁신사례집을 통해 공유됨으로써 지역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확산시키고, 공단 내부역량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산시설공단 이사장  이 해 성

중장기 ESG경영전략을 기반으로
지속가능한 상생경영을 통해
시민중심형 혁신의 바람을 일으키겠습니다.

발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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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설공단 그리고 ESG경영

ESG 전략 개념

코로나19의 확산과 더불어 급변하는 21세기 경영환경에 따라, ‘지속가능경영’을 통해 경영 불확실성에
대응하고자 하는 기업들의 움직임이 커졌습니다. 이에 정부 역시 지역사회의 사회적 가치실현과 친환경
경영의 확산을 위해 ESG경영 인프라 확대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부산시설공단은 이러한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에 발맞춰 자체 ESG 경영 중장기 전략 체계를 구축하고
공단 경영전반에 이를 적용함으로써 그 성과를 인정받아 제1회 대한민국 ESG경영대상 특별상을 수상
하였습니다.

EGS경영이란 기업의 존속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환경경영(Environmental), 
사회책임(Social), 지배구조(Governance)를 중시하는 경영전략

환경경영(Environmental) 환경오염예방, 에너지효율, 기후변화 대응, 탄소배출 감축 등

부산시설공단 EGS 경영 중장기 추진전략 체계도

사회책임(Social) 고객만족, 공정한 근로조건, 안전 및 보건, 사회공헌 등

ESG목표 2030 온실가스 감축량 50% 달성, 중대재해 ZERO, 종합청렴도1등급

ESG비전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공간 조성

전략방향
및

전략과제

기후변화 대응체계 구축

에너지 이용 합리화

저탄소 그린에너지 확산

친환경 녹색도시 구현

지배구조(Governance) 이사회 다양성 및 의사결정구조, 청렴, 기업윤리, 공정거래 등

환경경영
Environmental

동반 상생협력 확대

재난안전체계 고도화

일자리 창출 및 나눔

인권경영구현

사회책임
Social

ESG 도입 및 확산

청렴 문화 확산

공정거래문화 확립

자율적 내부통제
시스템 강화

지배구조
Governance

중장기
로드맵

❶ TOP-DOWN 방식
❶ ESG경영 추진

❷ ESG경영체계 진단 및
❶ 개선목표 수립

❸ 중장기 ESG경영 전략
❶ 및 추진 계획수립

전환기
(2021~2022년)

❶ Bottom-Up 방식
❶ ESG경영 추진

❷ ESG경영 추진체계
❶ 고도화

❸ 중장기 시행과제
❶ 발굴 및 추진

내재화기
(2023~2024년)

❶ ESG 경영사례
❶ 타 기관 공유 및 확산

❷ 타기관들과의협업을
❶ 통한 지속력 확보

❸ 타기관들과의 ESG
❶ 공동 목표 수립 및 실행

공유  확산기
(2025년~)

ESG

Environmental Social Governance

ESG경영 
도입을 위한 
전략체계 구축

공단 ESG경영 비전 수립을 통해 공단의 중장기 경영방향을 설정하고, 12대 전략
과제 및 세부 실행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ESG 키워드별 세부 추진과제들의
체계적인 관리와 환류를 통해 지속가능한 경영활동이 이루어 지도록 끊임없이
혁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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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팀 미래전략팀 총무인사팀 재무회계팀 사회적가치팀 안전관리팀 기술혁신팀 청렴감사실

부산시설공단 ESG경영 TF추진위원회

ESG추진위원장
(안전혁신본부장)

ESG경영 
실현을 위한 
구성요소별 
혁신시책 

Environmental (환경경영)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완료

공영주차장
활용 침수우려
지역 차량 대비

지원

폐자재 활용
자연친화 
공원조성

친환경
사회공헌활동

GREEN MOVE
전개

공영주차장
전기차 충전소

확대

지역주민참여
안전문화 

확산행사 추진

본사 청사 
ESG 실천 
건물운영

광안대교
도로기상 사전

예보시스템
개발

민관 협업
환경보호 사회
공헌 활동 확대

Governance (지배구조)

Social (사회책임)

지하도상가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지원

펫티켓
(펫+에티켓) 교육
및 켐페인 추진

초박층 포장재 
공동개발

공원 자연학교
온택트(On-Tact)

프로그램 운영

AI 민원대응
시스템 구축

부산역
해외입국자 

긴급수송 지원

유라시아플랫폼
미디어 아트월

구축

대학생 홍보단
확대운영

시민참여 
행복정원조성

광안대교
시민 행복 메시지

이벤트 운영

태양광
발전설비

국비지원사업
확대

공기업 최초
출산가점제 도입

청렴 컨설팅
제도 도입

공공기관 
인권경영

협의체 운영

부산시민공원
이해관계자

거버넌스 플랫폼
운영

노동자 
이사제 운영

외부전문기관 
위탁

인권영향평가
실시

스마트 자문단
확대 운영

모범거래모델
운영

청렴 행정
아이디어

공모전 추진

상생결제시스템
도입

ESG 경영 
조직체계
(TFT) 구성

ESG 경영이념의 전사적 내재화와 협업을 통한 신속한 업무추진을 위해 실행
과제별 관계부서 TFT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사적 협업체계를 강화함으로써
ESG경영 세부실행과제에 대한 성과관리 프로세스 및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였
습니다.

구 분 관련분야 부서명 담당업무

ESG운영

Environmental
(환경경영)

Social
(사회책임)

Governance
(지배구조)

총괄

공시

환경

에너지

사회공헌 사회적가치실현팀 ▪사회공헌 및 봉사활동에 관한 업무

기술혁신팀
▪에너지이용합리화 계획수립·시행 등 
▪에너지업무 총괄

▪녹색성장 및 에너지절약, 에너지교육 추진 등

미래전략팀

기획예산팀

안전관리팀

▪ESG경영 추진 전반 점검·관리

▪ESG경영 공시 관련 업무

인권

지역상생

이사회 총무인사팀 ▪이사회 운영에 관한 사항

청렴 청렴감사실
▪공단 반부패 청렴시책 및 윤리경영 관련 업무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운영 관련 업무

총무인사팀

재무회계팀

▪인권경영에 관한 사항

▪지역상생 및 공공구매 관련 업무

▪환경정보공개, 미세먼지 저감대책, 날씨경영
▪공단 위험성 평가 총괄 관리



2021년 부산시설공단

혁신 우수사례집

1. 행정안전부 주관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 취득

2. 태종대유원지 폐임목 및 폐자재 활용 자연친화적 공원환경 조성

3. 공단 친환경 사회공헌활동 「GREEN MOVE」 전개

4. 공영주차장 전기차 충전 설비 확대를 통한 전기차 보급 활성화

5. 공영주차장 활용 침수 우려지역 차량 안전대피 지원

6.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을 위한 태양광발전설비 국비지원사업 확대

7. ESG 실천 내재화, 공단 본사 청사 ESG 실천 건물 운영

8. 기상청 협업 광안대교 도로기상 사전예보시스템 구축

9. 민･관 협업을 통한 환경보호 사회공헌 활동 참여확대

10. 중앙공원 지역주민 참여 산불대응 시민안전문화행사 운영

Environmental 환경경영시민 중심의 산뜻한 변화 바람(Wish)!

ESG 경영 바람(風)으로
혁신을 맞이하다

Part 01



재해경감 우수기업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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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주관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 취득

기업이 수립 운영하는 재해경감 활동 계획이 기업 재난관리표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행정
안전부 또는 인증대행기관이 문서평가 및 현장평가의 방법으로 확인하고, 그 결과를 바탕
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재해경감 우수기업으로 인증하는 제도

기능연속성계획 (Continuity Of Operation Plan: COOP)

공공기관이 직면할 수 있는 광범위한 위기상황 하에서 기관의 핵심기능을 지속할 수 있도록 연속성을 확보
하기 위한 ‘기능연속성계획(COOP)’을 수립하고 운영하는 일련의 체계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 취득 추진효과

▪인증 취득에 따른 공단 BCMS 수준 및 공단 재난분야 신뢰도 향상
▪기업재난관리표준 구축에 따른 예산절감            ※ 3년간 43백만원
▪인증 유효기간(3년) 동안 행정안전부의 기능연속성계획 수립 인정

- 장소 : 자택교육(비대면 온라인)  /  강사 : 더원파트너 대표 권순엽
- 대상 : BCMS 담당 36명  /  내용 : 기업재난관리표준, 재해경감활동 실무 등

- 장소 : 부산시민공원 다솜관  /  참석 : 안전관리팀장 외 2명
- 내용 : 기업 경영현황 분석, 재해경감활동 준비상태 파악 및 서류 보완

- 장소 : 본사 대회의실  /  평가관 : KSR인증원 2명  /  참석 : 안전관리팀 2명
- 내용 : BCMS 문서 확인, 사업소별 특성 확인 등  /  결과 : 개선권고 1건 조치완료

- 장소 : 부산시민공원 다솜관  /  평가관 : KSR인증원 3명 
- 참석 : 10개 부서  /  결과 : 핵심과다 등 경부적합 4건, 개선권고 7건 조치완료

- 장소 : 행정안전부(세종시)  /  평가관 : 예방안전과장 외 6명
- 참석 : 안전업무 담당자  /  결과 : 보완사항 5건, 개선권고 1건 조치완료

추진목적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기능연속성계획(COOP) 수립 의무 준수, 행정안전부 지정 인증
대행기관의 평가를 통한 공단 신뢰도 향상,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기능연속성계획
(COOP)* 수립 의무 준수

추진내용 BCMS 교육, 컨설팅, 문서 및 현장평가, 행정안전부 평가 등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 취득 (유효기간: 2021. 12. 9.~2024. 12. 8.)

담당자교육 행정안전부 평가1차 문서평가 2차 현장평가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을 위한 체계적인 평가 대응

설치장소

BCMS 담당자 교육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 컨설팅

1차  문서평가

2차 현장평가

행정안전부 평가



태종대유원지 
폐임목 및 폐자재 활용 자연친화적 공원환경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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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방법 ▪태풍피해목, 고사목 등을 활용한 휴게시설 자체제작 및 휴게공간 조성

▪다양한 화단 및 편의시설 등을 자체 제작하여 도시인의 힐링 공간 연출 

▪신진작가 재능기부로 쉼터별로 특징적인 의미를 부여한 푯말, 좋은 글 제공

추진내용 ▪자연진화적 휴게공간[쉼터]  8곳 조성

▪장의자(120EA), 쉼터푯말(21EA) 등 편의시설물 설치 

▪좋은말 문구제작(2EA), 둘레화원(14EA), 손바닥화원(20EA) 조성

▪시설물조성 - 폐기물집하장 가림막, 산불진화장비 보관함
▪시설물조성 - 쉼터 출입구 계단, 의료지원탑 오솔길 경계목

추진효과 ▪자체인력활용에 의한 휴게공간 조성으로 예산절감 기여(60,000천원)

▪친환경 휴게공간 조성을 통한 방문 고객 만족도 제고

▪폐목을 활용한 자연친화적 공원 시설물 연출

▪현장직원 작업장 환경개선으로 안전사고 예방 및 업무효율성 증진

▪산불진화장비 보관함 제작으로 산불발생 시 신속한 대응 

▪자원 재활용을 통한 에너지 절감효과 및 환경보호활동 기여

쉼터푯말 등 제작

나무푯말 기와 푯말 안내표지 좋은 말 문구

화분 제작

나무 징검다리(60EA)나무 화분 나무 화분

기타 시설 제작

각종 편의시설방부목 계단 오솔길 경계목

간이화원 조성

다누비광장 입구 화원 둘레화원손바닥 화원

폐임목 및 폐자재 활용 공원환경 조성실적 



공단 친환경 사회공헌활동
「GREEN MOVE」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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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내용 시민과 공단이 함께하는 환경분야 사회공헌 활동 운영

▪시민 참여형 환경 캠페인 「마스크 둘둘 캠페인」

▪SNS 릴레이 환경 캠페인 「플라스틱 프리 챌린지」

▪부서별 플로깅(Plogging) 활동 「쓰담 달리기」

추진결과 3개 활동 총 1,003명 친환경 사회공헌 활동 동참

<마스크 둘둘 캠페인>

참여 시민

159명

참여 직원

521명
(봉사시간 1,042H누적)

추진목적 ESG 경영 강화 및 환경보호 실천을 통한 지역사회 기여도모

「마스크 둘둘 캠페인」 시민 참여 생활 속 플라스틱 줄이기 실천「플라스틱 프리 챌린지」 참여

시민 참여형 환경 캠페인 「마스크 둘둘 캠페인」

- 참여대상 : 부산 시민 누구나
- 운영내용 : 공단 공식 SNS(인스타그램) 활용 올바른 마스크 버리기 캠페인 홍보 및 참여 독려를 위한
- 운영내용 : 해시태그(#) 이벤트 실시
- 운영결과 : 캠페인 홍보 동참 시민 159명, SNS 이벤트 참여 59명

SNS 릴레이 환경 캠페인 「플라스틱 프리 챌린지」

- 참여대상 : 공단 전 직원
- 운영내용 : 실·처·원별 ‘플라스틱 프리 챌린지’ 참여·홍보 사진 SNS 게시, 직원 자발적 환경보호 실천
- 운영내용 : ▶ 생활 속 텀블러, 장바구니 사용 등
- 운영결과 : 13개 실·처·원, 521명 직원 참여, 봉사시간 1,042시간

부서별 플로깅(Plogging) 활동 「쓰담 달리기」

- 참여대상 : 공단 전 직원
- 운영내용 : 사업장 인근 환경 정화 활동을 통한 지역사회 환경 개선 기여
- 활동장소 : 부산역 광장, 회동화물차 공영차고지, 갈맷길 8-2코스 등
- 운영결과 : 18개 부서, 323명 직원 참여, 봉사시간 1,292시간

GREEN MOVE 활동별 세부 추진실적

부서별 플로깅 활동사진

<플라스틱 프리 챌린지>

참여 직원

323명
(봉사시간 1,292H누적)

<쓰담 달리기>



공영주차장 활용 침수 우려지역
차량 안전대피 지원

공영주차장
전기차 충전 설비 확대를 통한 전기차 보급 활성화

Environmental 환경     ● ● ●

2524

부산시설공단 혁신 우수사례집

추진목적 전기자동차의 원활한 운행을 위한 보급 활성화 및 이용객 편의를 위해 공영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확대 협약 추진 

추진내용 장마기간 중 침수우려 지역의 시민차량 침수 피해방지 등 재난 최소화를 위해 공단 관리
주차장 활용 차량 대피 지원

▪(추진기간) 태풍, 호우등으로 인해 호우경보 발효시부터 해제시까지 

▪(대상시설) 공단 직영 주차장 8개소

▪(방약사법)입·출차시 해당 주차장 인근 지역주민 차량임을 확인 후 호우경보 발효시
▪(방약사법) 부터 해제시까지 주차요금 면제

▪침수 우려 지역주민 차량 피해 공간 마련을 통한 공단 사회적 가치 실현

▪재난 상황에 따른 시민 재산(차량 등) 보호에 따른 경제적 손실 절감

기대효과 전기자동차의 원활한 운행을 위한 보급 활성화 및 온실가스 감축

협약내용 ▪한국전력공사 → 충전설비의 설치·운영 및 일상적 유지보수 책임 부담
▪부산시·공단 → 해당 주차면에 대한 유지보수 책임 부담

추진성과 ▪공영주차장 총 18개소, 20대 기 설치·운영
▪→ 2022년 미음차고지 내 충전장비 4대 추가 예정

광복동

침수우려 지역 이용가능 주차장

롯데광복점 뒤(2) 
※ 운영시간 외에는 무료개방

수안동 명륜역

우2동
요트경기장앞

※ 운영시간 외에는 무료개방

우3동 동백사거리

중1동 중동역 공영

반여1동 반여도서관 앞

선두구동

괘법동

노포역

사상역광장

운영시간

평일 토요일 일요일

08:00
~19:00

24시간

무인(10:00~익일 08:00)

08:00
~19:00

10:00
~18:00

평일 토요일 일요일

08:00
~19:00

24시간

24시간

무인(20:00~익일 09:00)

24시간

무인(19:00~익일 08:00)

24시간

24시간

08:00
~19:00

10:00
~18:00

공영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시설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을 위한
태양광발전설비 국비지원사업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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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목적 ▪미세먼지 감축 및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 필요
▪- 국정 방향 : ‘34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 25.8% 까지 상향 도모

▪정부 방침 준수, 친환경 공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한 사업 지속 확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태양광발전설비 설치로 외부감축사업 기여

추진과정

태양광발전설비 부지
결정을 위한 전사적

업무협의 실시

사업 부지 선정

관계기관(부산시, 
설비설치업체) 협력을 통한 

태양광발전설비 설치

사업 선정 및 설비착공

사업계획서 작성 및 제출
(→ 한국에너지공단)

국비지원사업 신청

부산시설공단 태양광 발전설비 운영현황

- 25개소(태양광 발전 임대사업 4, 태양광 발전설비 20, 태양열 발전설비 1)
- 연간 계획발전량(808,131kWh) 대비 711,400kWh (88%) 생산 

2021년 태양광 발전설비 국비지원사업 선정 및 설치 추진실적(3개소)

공단 사업소별 태양광 발전설비

공단 신재생에너지 국비지원사업 추진실적 ( ~ 2021년)

1

2

3

NO

개좌터널(회동) 환기소

방곡터널 환기소

만덕터널(미남) 환기소

총계

총계

설치장소

23

23

40

86

용량[㎾]

121

110

201

432

설치면적[㎡]

29,232

29,232

50,838

109,302

연간전력생산량[㎾h]

56,104

56,104

96,505

208,713

사업비[천원]

자체발전·사용

자체발전·사용

자체발전·사용

국비 45%, 시비 55%

비 고

2022년도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 신정

▪태양광발전설비 총3개 사업장, 99.3㎾ (총사업비 234백만원)

2022년 태양광 발전설비 확대 추진

1

2

3

NO

오륜터널

구덕터널 (학장 환기소)

영락공원 편의동

설치장소

30

45

24.3

99.3

용량[㎾]

130

230

124

484

설치면적[㎡]

38,657

57,986

31,312

127,506

연간전력생산량[㎾h]

71,000

102,800

60,000

233,800

사업비[천원]

자체발전·사용

자체발전·사용

자체발전·사용

국비 35%, 시비 65%

비 고

오륜터널 영락공원(편의동)구덕터널

본사 청사 회동 공영자고지부산추모공원

공단 태양광발전설비 운영·관리



ESG 실천 내재화
공단 본사 청사 ESG 실천 건물 운영

Environmental 환경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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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목적 ▪공단 임직원의 ESG경영 내재화 및 이해관계자 확산도모
▪탄소중립 근무 환경 조성을 통한 친환경경영 확대

추진개요 ▪추진대상 : 부산시설공단 본사
▪추진기간 : 2021. 11. ~ 계속
▪추진내용 : 3개 분야 10개 실천계획 추진

추진
내용

① 점심시간 소등

② PC 절전기능 사용

③ 실내 적정온도 유지

④ 세면대 절수기 설치

⑤ 1회용품 등 사용량 줄이기

⑥ 이면지 활용 독려

⑦ 불필요한 종이 사용 줄이기

⑧ 올바른 배출

⑨ 출퇴근시간 자전거 이용 
⑨ 활성화

⑩ 친환경 사회공헌

분야 에너지 절약 자원 순환 탄소중립 문화 조성

재무적 성과

에너지 절약에 따른 전기 및 수도 요금 예산 절감

자원 순환에 따른 사무용품 구입 예산
및 폐기물 처리비용 절감

비재무적 성과

ESG 경영 문화 확산 도모 및 친환경
기업으로서의 가치 제고

기대효과

에너지절약

컴퓨터 절전 프로그램 ‘그린터치’ 를 활용한 자동 절전기능 사용 
- 점심시간 및 회의참여 등 자리 비움 시간 동안 컴퓨터 절전모드 자동전환

자원순환

청사내 1회용품 사용량 줄이기 3대 실천운동 추진

- (종이컵 줄이기)

- 정수기 근처 종이컵 비치 금지, 부서별 사물함 내 보관

- 개인별 다회용컵(텀블러 등)을 구비(이름표 부착)하여 사용

- 회의, 외부손님 방문 시 종이컵 대신 다회용 컵 사용

- (핸드타올 줄이기)

- 개인별 손수건을 구비하여 핸드타올 대신 사용하기 

- (플라스틱 줄이기)

- 행사 시 플라스틱 재질의 음료 사용 줄이기

- 청사 내 1회용품 사용 카페 음료 반입 금지

- 비닐 봉투, 종이 가방 대신 에코백 사용 생활화

탄소중립 문화 조성

- 추진목적 : 출·퇴근시간 친환경 이동수단인 자전거 사용 독려

- 추진내용 : 출·퇴근시간 자전거 이용 시 봉사 실적(2시간) 부여

- 증빙방법 : 에코바이크 앱 운행실적 및 자전거 인증사진 제출

ESG 실천 건물운영 관련 대표 추진실적



기상청 협업
광안대교 「도로기상 사전예보시스템」 구축

Environmental 환경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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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목적 ▪재난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처를 위한 관측정보 상호 연계 활용
▪공단 - 기상청의 관측자료 상호공유를 통한 기상정보의 질적 향상 도모
▪정확한 기상정보의 빠른 제공으로 시민들의 안전 및 재해예방 기여

추진내용 ▪공단 - 기상청 업무협약을 통한 기상관측 자료공유 및 시스템개발
▪광안대교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빅데이터 공유·분석

▪기대효과 : 기상상황별 교량시설 관리·대응 가이드라인 구축 등을 통한 시민안전 수준 제고 

공단

광안대교 기상자료
(10분 평균풍속 등) 

제공

기상청

광안대교 기상
관측자료 품질검사,

데이터분석

도로기상
사전예보시스템

개발

태풍 강풍특성
및 차량 통제기준

관련 논의 등

해상교량 재난 
취약구간 

관리지도 제작

재난상황의 신속한 대응을 위한 기상청과의 업무협약(MOU) 추진 세부내용

기상관측
자료 공유

기술지원

<교량 계측모니터링시스템 활용>
광안·남항·영도대교의 기상
정보(풍속·시정) 데이터 제공

기상관측을 위한 장소제공     
▷ 필요시 공단 보유 장비(리프트카, 굴절차 등) 지원

<방재기상정보 시스템 공유>
상세 기상예보시스템 공단 접속권한 부여

이동식 기상관측차량을 이용한 기술지원
▷ 공단 요청시 특정구간 기상정보 측정 및 분석

협약내용 공단 기상청

추진방향   기관별 전문역량·기술 공유를 통한 대시민 교량안전 확보 

세부내용   

향후계획   국내·외 교량시설  확대 운영 검토 및 해무정보 안내서비스 개발 

광안대교 도로기상 사전예보시스템 개발

사전예보자료 대시민 제공

공단
해무 가시거리, 풍속 등 

재난관리 자료 제공

기상청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사전예측 정보 산출

해무정보 분석자료 기반 해무판별기법 개발,
강풍 발생지수, 교통사고 위험지수 등 사전 예측정보 생성



민  관 협업을 통한
환경보호 사회공헌 활동 참여 확대

Environmental 환경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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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사회공헌 활동 추진체계 추진방향

친환경 사회공헌활동 비중강화

- 지역의 주민들이 스스로 지역문제를 발굴하고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이 함께 해결하는 민·관·공 협업 플랫폼
- 플랫폼 참여기관(총 54개 기관)

기술보증기금, 벡스코, 부산시설공단, 부산관광공사, 부산교통공사, 부산도시공사, 부산디자인진흥원, 부산복지개발원,
부산연구원,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 부산테크노파크, 부산항만공사, 부산시청자미디어센터, 영화진흥위원회, 한국남부
발전(주),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 장    소 : 해운대구 미포선착장, 남구 오륙도 연안, 영도구 중리해안마을
- 참    여 : 부산지역문제해결플랫폼 추진위원회 8개 기관 참여

주요 추진내용

- 행사준비 : 행사안내, 안전교육, ICC조사카드 작성법 및 정화방법 교육
- 정화활동 : 해양쓰레기 줍기, ICC조사카드 작성
- 홍보활동 : 해양쓰레기 생물 피해사례 및 보호 교육 등 실시 ※ ICC : International Coastal Cleanup (국제 연안 정화)

해양쓰레기 줄이기 대작전 「바다쓰담」

부산지역문제해결플랫폼 참여기관 주도 부산 RE100 시민클럽 결성 및 홍보추진

- RE100 시민클럽 : 가정생활분야(가정용 전기, 가정연료)의 몫을 시민들이 에너지 전환을 통해 탄소배출을
- RE100 시민클럽 : 상쇄시키고자 하는 캠페인
- 공단 직원 RE100시민클럽 가입 및 SNS 활용 대외홍보 추진

부산 RE100 탄소중립 시민클럽 가입 및 홍보

연안 정화 활동

RE100 시민클럽 회원가입 화이트회원 인증서 공단 트위터 홍보진행 공단 페이스북 홍보진행

비전
미션

시민친화형 사회공헌으로 신뢰받는 나눔 공단 구현
-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사회공헌 활동 -

운영
목표

사회적책임(CSR) 이행을 통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

핵심
가치

ESG경영

안전·신뢰
특화 봉사

상생·협력
소통 강화

나눔·배려
맞춤 봉사



중앙공원 지역주민 참여
산불대응 시민안전문화 행사 운영

Environmental 환경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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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산불대응 세미나

산불예방 중요성, 긴급 재난시 대피 및 시민행동요령 강의

- 산불발생 원인, 위험지수, 경제적 피해, 안전한 공원 이용방법 등
- 참가자에게 정기적 공원소식 문자발송으로 주민네트워크 활성화 도모

업무협의를 통한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 강사 초청 세미나 진행

산불대응 시민안전문화 행사 추진내용

시민 안전문화체험 행사

- 행 사 명 : 「생명을 구하는 기적!」 안전문화체험
- 내 사 용 : 가정용 간이소화기, 제세동기 사용법 안전 체험, 응급상황시 심폐소생술 등 안전구호방법 안내

시민안전문화체험 소화기 사용법 직접 체험

어린이 산불예방 포스터 전시회

- 내여학용 : 순수한 어린이의 시각으로 그린 산불예방 포스터 전시
- 참여학교 : 화랑초등학교(서구 소재) 학생 작품 30점

포스터 전시회

부산시설공단 공원운영 체계도

비전 문화·관광·건강증진을 추구하는 시민이 행복한 공원

운영목표 시민참여 열린 공원·유원지 운영

추진
방향

이용객만족도
향상을 위한

고객서비스 추진

시민과 함께하는
공원조성활동

시민·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한
공원운영 개선

외부기관 협업을 통한 시민참여 행사 확대

행사 참여·관람인원 : 약 4만명

시민 산불대응 
세미나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 협업

시민안전 
문화체험

어린이 산불예방 
포스터 전시회

<지역학교(화랑초교)> 협업

산불대응 시민안전문화 행사

산불대응 시민 세미나



1. 지하도상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온라인 판로개척

2. 민･관 협업을 통한 부산영도대교 초박층 포장재 특허기술 개발

3. 카카오톡 챗봇을 통한 민원상담 신규 플랫폼 구축

4. 일상 속 품격있는 문화예술공간 유라시아플랫폼 미디어 아트월 구축

5. 재능기부를 통한 공원 활성화, 시민과 함께하는 행복정원 조성

6. 반려동물 친화 공원 조성을 위한 펫티켓(펫+에티켓)교육 및 캠페인 추진

7. 공원 자연학교 비대면 온택트(On-tact) 프로그램 운영

8. 특별교통수단 두리발 부산역 해외입국자 긴급수송 지원

9. 시민참여플랫폼 대학생 홍보단 영비스코(Young BISCO) 운영

10. 코로나 블루 극복을 위한 광안대교 「시민 행복 메시지」 이벤트 운영

Social 사회책임

2021년 부산시설공단

혁신 우수사례집

시민 중심의 산뜻한 변화 바람(Wish)!

ESG 경영 바람(風)으로
혁신을 맞이하다

Part 02



지하도상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온라인 판로개척
2021 행정안전부 적극행정 경진대회 최우수상

SOCIAL 사회책임 ● ● ●

3938

부산시설공단 혁신 우수사례집

추진배경 ① 부산의 유통 및 관광 중심지에 지하상가가 위치하고 있으나, 경쟁심화 및 유동인구 
❶ 감소 등에 따른 상권 경쟁력 약화 지속 

▪(운영현황) 서면, 부전, 남포, 광복, 부산역 등 7개소 – 총 1,420개 점포 중 70% 이상이

▪(운영현황) 의류･잡화 판매 소상공인

▪(상인구성) 50~60대 중장년층 상인이 다수로 온라인 판매에 대한 경쟁력이 부족하여

▪(운영현황) 방문고객에 의존한 영업방식 고수

▪(외부환경)온라인 소비문화 확산, 백화점･아울렛 등 상권 경쟁심화, 지상 횡단보도 설치

▪(운영현황) 등으로 지하 유동인구 감소

②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매출급감에 대응하고 비대면 소비 문화의 일상화 추세에 맞춰
❶ 적극적인 온라인 판로 모색 필요

[코로나19 이후 매출증감 현황에 대한 상인 응답 결과(‘20.11.)]

입점점포(개)

방문자수(명)

11

150

사업초기 대비 「단디쇼핑몰」 입점점포 약 15배 증가 및 홈페이지 방문자 수 약 18배 증가

▪(입점점포) ‘20. 12월 11개 → ‘21. 12월 160개(↑14.5배)

▪(스튜디오) 월 평균 25회 스튜디오 대여 통한 상품촬영

▪(방문자수)‘20. 12월 150명 → ‘21. 12월 2,754명(↑18.4배)

※ 부산지역 방문고객 외 전국 소비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고객층 확대

지방공기업 최초 지하상가 온라인 판로지원 성과

부산 지하상가 온라인 쇼핑몰 「단디쇼핑몰」 구축(‘20.12.)

▪(운영방식) 점포 오픈마켓 입점 → 단디쇼핑몰 통합 운영

▪(입점지원) 온라인 쇼핑몰 지원센터 → 교육, 홍보 등 전담

상품등록 위한 무료 촬영공간 「오픈스튜디오」 운영(‘21.1.~)

상인 대상 무료 온라인 판매 및 마케팅 교육 실시(‘20.12.~)

라이브커머스 지원을 통한 수익증대 : 시청자 총 4,801명, 매출 6,789천원

▪프로모션 지속 지원 : 계절별 할인행사 기획, 온라인쇼핑몰 구매인증 이벤트 등

온라인 쇼핑몰 지원센터 개소 및 단디쇼핑몰 구축

구 분 ‘20. 12월

76

633

‘21. 1월

74

602

‘21. 3월

123

2,244

‘21. 6월

147

1,891

‘21. 9월

160

2,754

‘21. 12월

오픈스튜디오 쇼핑몰홈페이지 라이브커머스 지원

개별 점포
오픈마켓 입점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단디쇼핑몰
통합 구축

market.bisco.or.kr

온라인 쇼핑몰 
지원센터 운영
(교육, 홍보, 촬영)

온라인 쇼핑몰 지원센터 개소

상인 교육부터 쇼핑몰 입점 및 홍보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지하상가 온라인 판로지원 사업」 지방공기업 최초 추진



민  관 협업을 통한 부산영도대교
초박층 포장재 특허기술 개발
2021 행정안전부 적극행정 경진대회 우수상

SOCIAL 사회책임 ● ● ●

4140

부산시설공단 혁신 우수사례집

추진배경 동양 최초, 국내 유일의 대규모 도개교인 「부산영도대교」의 통행량 증가 및 노후화로 인한
도로 포장부 손상 지속  

▪(시설현황)1934년 11월 개통하여 1966년 도개 중지 이후 2013년 12월 도개기능 복원

▪(시설현황) (영도대교 도개행사 : 일1회/15분)

▪(손상발생) 차량 통행량 및 공용년수 증가로 도개교 도로 포장부의 노후화 및 손상

▪(시설현황) (균열, 파손 등) 지속 발생

부산 영도대교 도개

(제품개발) 영도대교 도로 초박층 포장재 규격 및 소요량 파악 등을 통한 1~3차 도포 공정별 슬러리 혼합 

(제품개발) 비율 및 고성능 접착 코팅제 개발

(제품시험) 마모율, 부착강도 등 외부기관 내구성능 평가 ▷ 적합

(특허등록) 「교면포장용 초박층 친환경 접착 코팅제, 이를 이용한 시공방법」 특허등록(2021.3.2.)  

(제품개발) * 국제특허 출원중

민관협업 초박층 포장재 특허개발 추진

부산시설공단 (Test-bed) 민간기업 (R&D)

▪개발 공정 아이디어 제시
▪제품 테스트 장소 제공
▪관계기관 협의 등 지원

▪제품 품질 시험 및 개발
▪개발 품목에 대한 특허 및 실용실안 등록 등

표면처리 도개 점검포장재 도포(3회) 시공 완료

▪자재 수급을 통한 적시 보수공사로 시민안전 확보

▪포장재 전면보수 시 해외제품 대비 40% 비용절감(80백만원)

▪공동개발협정에 따라 개발 포장재 매출액의 3% 공단 지급

▪지역공기업-중견기업 협업을 통한 지역사회 기술경쟁력 강화 기여 

초박층 포장재 특허기술 개발 효과

공동개발 협정서 특허 등록증 언론보도 언론보도

영도대교 도로 포장재 보수 시 
해외 특허제품 의존으로

신속한 보수 어려워 안전 및 
관광 상품성 저해 우려 상존

화학 및 도장공사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지역기업과

「국산 초박층 포장재 공동개발」을
통한 대체재 개발 본격화

도로 포장부 균열 및 박리



카카오톡 챗봇을 통한
민원상담 신규 플랫폼 구축

SOCIAL 사회책임 ● ● ●

4342

부산시설공단 혁신 우수사례집

추진배경 ▪디지털 민원 응대 환경 구축을 통한 시민 소통 활성화

▪카카오톡 챗봇 서비스를 통한 고객 편의성·접근성 강화

▪※ 챗봇(chatbot) : 메신저에서 일상 언어로 대화할 수 있는 인공지능 채팅로봇 프로그램

추진 개요 ▪(추진내용) 공단의 기본 시설물에 대한 안내 및 이용 절차 등 신속히 제공

▪(추진내용) 공단 사업장 소개, 이용시간 등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한 자동 응답 기능 구현

▪(추진방법) 카카오 i 오픈빌더 서비스 활용 자체 제작

▪※ 카카오 i 오픈빌더(Kakao i Open Builder) : AI 기술 활용 Kakao 개발 플랫폼

▪(추진효과) 신속한 시민 응대를 통한 편의성 제고로 고객 만족도 향상 및 양방향 소통

▪(추진내용) 플랫폼 강화

▪(추진실적)
※ 2021. 10. 2. ~ 12. 31. 기준

내   용

구   분

94개

제공콘텐츠

1,002명

누적사용자

7,732회

블록 호출

285명

재방문 사용자

▪공단 소개 및 홈페이지, 대표전화 등 주요 정보 관련 대화형 안내

▪FAQ와 관련된 주요 키워드 및 자연어 입력 시 자동 응답 즉시 제공

▪홈페이지 및 SNS 등 바로가기 연결을 통한 응대 창구 일원화

카카오톡 챗봇 구축

기본 메뉴 FAQ 자동 응답주요 메뉴 대표전화 등 연결

❶ 챗봇 데이터 정비

▪(추진내용)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사용현황 파악 및 문제점 즉시 개선

▪(추진내용) 단순·반복적 문의 내용 등에 대한 빅데이터 확보 → 챗봇 DB 반영

▪(추진방법) 전사적 협업을 통한 시설별 문의 내용별 자동응답 답변

▪(추진내용) 보완자료 제출 → 자료 취합 후 챗봇 업데이트 및 새 버전 배포

❷ 챗봇 명칭 시민 공모

▪(추진내용) 챗봇 네이밍 부여를 위한 명칭 공모 이벤트 개최

▪(추진방법) 온라인 폼 활용을 통한 시민 공모를 통한 챗봇 명칭 선정

챗봇 고도화 추진 방향설정 (2022년 중 추진예정)

명칭 공모
(시민 대상) ▶ ▶ ▶

1차 내부 심사
(사회적가치실현팀)

2차 외부 심사
(심사위원회)

명칭 선정 및 홍보
(사회적가치실현팀)



일상 속 품격있는 문화예술공간
유라시아플랫폼 미디어 아트월 구축

SOCIAL 사회책임 ● ● ●

4544

부산시설공단 혁신 우수사례집

추진배경 ▪2019년 8월 준공된 부산유라시아플랫폼 옥외광장 활성화 도모

▪플랫폼 광장에 특화된 경관도입으로 부산의 상징적인 이미지 형성

▪- 첨단 디지털플랫폼을 활용한 쌍방향 대응형 LED표출과 다양한 콘텐츠 연출로
▪- 랜드마크 형성 및 동북아 관문 도시로의 정립 도모

추진내용 ▪사 업 명 : 부산유라시아플랫폼 야간경관 조성사업
▪사업기간 : 2020. 9. 11.~ 2021. 9. 30.
▪사업규모 : 플랫폼 광장 미디어타워형 경관조성
▪- LED미디어 경관 1식, 4개 분야 17개 콘텐츠 구성(전문가 및 시민의견 수렴)
▪실사업비 : 2,947백만원(설계 133 / 현장설치 1,602 / 영상콘텐츠 1,212)

추진효과 ▪‘일상 속 품격 있는 문화예술공간’ 으로 운영함으로써 부산시민 및 방문객에게 다양한 
▪문화예술 콘텐츠 제공
▪신진작가 및 학생대상 전문인력 양성 및 볼거리 제공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운영 슬로건 매력도시 부산의 “일상 속 품격 있는 문화예술공간” 조성

일상 속 품격있는 예술공간 구성을 위한 콘텐츠 운영

유라시아플랫폼 미디어 아트월 운영방향

킬러 
콘텐츠 (3)

광장 및 웰컴
기능에 맞는 

차별화된 
콘텐츠

시즌 
콘텐츠 (7)

사계절, 시즌별 
맞춤영상 설렘과

기대 가득한 
감성콘텐츠

참여형 
콘텐츠 (3)

이용객의 참여로
완성되는 

인터렉티브 
콘텐츠

에피소드 
콘텐츠 (4)

화려한 이미지와
연출로 눈길을 
끄는 아트웍 

콘텐츠

운영 전략 부산시민과 방문객의 감성을 자극할 수 있는 예술적인 영상 콘텐츠

운영체계

▪방문내법 : 부산시 창조도시과 주관 자문위원회 구성(10명 내외)

▪분문내야 : 문화예술전문가, 한국디지털미술협회, 관련분야 교수 등

▪운영내용 : 미디어아트월 공모전 심사 및 전시작품 선정 등

향후계획

2022년 미디어아트월 작품공모 및 심사 추진, 공모 당선작 전시 및 2023년 전시작품 
기획 추진 등

부산유라시아플랫폼 미디어아트월 조성 경관

미디어 아트월 콘텐츠 표출



재능기부를 통한 공원 활성화
시민과 함께하는 행복정원 조성

SOCIAL 사회책임 ● ● ●

4746

부산시설공단 혁신 우수사례집

추진방향 ▪시민의 재능기부를 통한 사업 추진으로 열린 공원 운영 및 활성화 도모

▪공원 내 유휴지를 활용한 정원 조성을 통해 새로운 볼거리 제공

추진효과 ▪정원 조성·관리 분야 재능기부를 통한 정원 조성으로 시민과 소통하는 열린 공원 운영

▪시민과 공단이 함께 행복정원 유지·관리를 통해 지속가능한 정원 조성

▪예산절감 : 약 5,552천원(수목식재, 조경석 바닥 비용 등)

추진개요 ▪장요예소 : 어린이대공원, 용두산공원, 금강공원 등 유휴지 3개소

▪방요예법 : 부산 시민정원사 과정 및 정원식물관리사와 함께 정원 조성

▪- 공      단 : 정원 조성계획 수립, 대상지 제공 및 자재 확보·지원 등
▪- 시민정원사·정원식물관리사 : 정원 조성(안) 구상 및 직접 시공 등

▪소요예산 : 금15,337천원

▪참여인원 : 총 84명(공단 29, 시민정원사 40, 정원식물관리사 15)

부산 시민정원사 

▪부산대학교 평생교육원 일반과정(40명)

▪정원을 직접 만들어 볼수 있는 가드닝 클래스
▪운영, 실내･외 식물 생육 등 교육

※ 2021년 현재 시민정원사 4기 운영 중

정원식물관리사

공단 직원       시민정원사 정원식물관리사

▪시민정원사 과정을 90시간 이수 후에 자격
▪시험(필기/실기)를 거쳐 자격을 취득하여 
▪정원 식물을 관리하는 전문가

※ 부산 정원식물관리사 15명 참여

정원구성안 구상 / 정원 시공 정원 구상안 피드백, 시공 지원

조성방향

- 계절별 초화, 수목 식재를 통한 4계절 내내 운영 가능한 정원 조성

세부조성내용

시민과 함께하는 행복정원 조성 추진내용

식재

첨경물

포장

안내판

식물 26종 359본

경관석, 나무의자등 26개 배치

자갈 및 바크 포장(A=12㎡)

식물 37종 349본

경관석, 오리조형물 등 24개 배치

자갈 및 바크 포장(A=28㎡)

식물 32종 677본

경관석, 소녀상 조형물 등 11개 배치

자갈 및 바크(A=35㎡) 포장

구 분 어린이대공원

정원이름 안내판 정원별 각 1개 설치

용두산공원 금강공원

어린이대공원 금강공원용두산공원

부산시민정원사와의 협업을 통한 정원 유지·관리 실시

- 부산 시민정원사(1~4기) 대상 매월 봉사인원 모집 후 행복정원 유지·관리 실시

추진내용

- 행복정원 결식지 내 수목 및 계절별 초화 등 보식

- 교목 및 관목 수형 유지를 위한 전정 및 초화 묵은잎 제거 등 정비

- 계절별 주기적인 관수 작업(혹서기 집중 관수 등)

- 동절기 멀칭재 포설 및 수목보온재 설치 등 월동작업 등

지속가능한 참여경영, 행복정원 유지관리 방안 마련



반려동물 친화 공원 조성을 위한
펫티켓(펫+에티켓) 교육 및 캠페인 추진

SOCIAL 사회책임 ● ● ●

4948

부산시설공단 혁신 우수사례집

추진배경 ▪반려동물 양육인구 증가에 맞추어 공원 내 행복한 공존 문화 조성

▪시정 방향에 부합하는 소통·참여 시책 추진

▪※ 부산광역시장 지시사항
▪※ - 반려동물 관련정책 점검 및 민간협력 사업 등 추진방안 강구

▪부산시민공원 주요 불편민원인 반려동물에 대한 갈등해소 방안마련

▪- 시민공원 반려견 출입허용에 따른 시민간 갈등 확대

해결노력 ▪펫티켓 홍보 캠페인 추진

▪- 펫티켓 문화 홍보용 안내문 및 반려동물 배변봉투 배부 

▪전문기관 교육에 따른 공원이용객 대상 예절교육 실시

▪- 전문기관 협업 : 부산경상대학교 「BSKS 반려동물교육문화센터」

반려견 반대시민

반려견에 대한 혐오, 목줄착용 여부,
소음, 배설물에 대한 불만, 공포감

반려견 찬성시민

반려견 산책 필요, 공원의 본기능에 부합
반려문화 확산 필요성 주장

vs

▪(추진방법) 시민공원 직원 및 동화요정 캐릭터 퍼포먼스 팀 홍보 캠페인 진행

▪(활동내용) - 펫티켓 문화 홍보를 위해 공원 이용객 대상 안내책자 및 반려동물 배변봉투 배부

▪(활동내용) - 동화요정 퍼포먼스 행사(부산시민공원 문화행사) 진행 시 캠페인 동시 진행을 통한 캠페인 
▪(활동내용) - 참여 시민 확대 노력

펫티켓 홍보 캠페인

▪(참여대상) 누구나(반려인, 비반려인) 현장참여(총 200명 교육 참여)

▪(추진방법) 부산경상대학교 「BSKS 반려동물교육문화센터」 협업

▪(활동내용) - 시민공원 : 행사주최(행사장운영, 방역관리, 음향 등 시설지원, 홍보)
▪(활동내용) - 부산경상대학교 : 관련학과 교수 및 학생 교육 재능기부

▪(교육강사) (교육주관) 교육센터 학과장, (강사) 교육센터 교수진 6명

▪(행사내용) 반려견 행동교정 방법, 긴급상황 대응 교육 등 추진

펫티켓 교육

환경정화 활동 동화나라 캐릭터팀 참여배변봉투 나눔

동물사랑 캠페인 행동교정 상담

반려견 에티켓 강의 산책 예절 교육경찰견 시범



공원 자연학교
비대면 온택트(On-tact) 프로그램 운영

SOCIAL 사회책임 ● ● ●

5150

부산시설공단 혁신 우수사례집

추진방향 비대면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공원 자연학교 확대 운영

▪자연의 소중함과 아름다움을 알리고 현대인에게 치유의 시간 제공
▪도심 속 자연·문화 체험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시민이 행복한 공원 구현

추진체계 공단 공원 자연학교 채용

공원 자연학교

자연학교 홍보, 행사 지원
온라인 신청 프로그램 운영

공원 해설가

해설가

월별 교육프로그램 구상,
프로그램 홍보, 진행

공원자연학교 활동 프로그램

Zoom(영상회의 플랫폼) + 단체채팅방 활용 온라인 공원자연학교 운영

▪추진횟수 : 총 16회 운영(231명 참여)   ※ 지역 아동센터 대상 사회공헌활동 동시 추진(4회)
▪운영방법 : 자연체험키트를 활용한 온라인 교실 운영

공원자연학교 동영상 제작 ▶공단 유튜브 업로드 및 유치원, 초등학교 등 배포

공원 자연학교 비대면 온택트 프로그램 운영

온택트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 실시

향후 비대면 프로그램 재참여 응답률 : 93.7% 

온택트 프로그램 참여자 프로그램 평가 설문조사 결과

숲속 청소부 버섯이야기

식물이 준 선물! 천연비누 만들기

공원 여름곤충 이야기

❶ 버섯의 종류 학습, 생김새·포자 관찰           ❷ 표고버섯 재배 키트 키우기

❶ 식물에서 찾는 생활용품 원료                   ❷ 식물을 활용한 천연 비누 만들기

❶ 여름곤충 관찰, 매미 세밀화 그리기              ❷ 장수풍뎅이 유충병 만들기

프로그램명 주요내용

다함께돌자 금강공원 한바퀴

색을 찾아보세요

금강공원 핫플레이스

흙은 어디서 왔을까?

- 금강공원 속 다양한 동·식물 관찰 

- 자연에서 색깔찾기, 나뭇가지 활용 자연물 놀이

- 공원 내 숨은 자연 명소 소개

- 흙 속 곤충 관찰, 에코백 황토염색 체험활동

프로그램명 주요내용

주제 만족도 (92.1%)

그렇다

보통

아니다

응답없음

운영방법 만족도 (82.5%)

그렇다

보통

아니다

응답없음

운영강사 만족도 (85.7%)

그렇다

보통

아니다

응답없음

공원자연학교 온택트 프로그램 운영



특별교통수단 두리발
부산역 해외입국자 긴급수송 지원

SOCIAL 사회책임 ● ● ●

5352

부산시설공단 혁신 우수사례집

추진 배경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해외입국자 비상수송 선제적 대응

▪(대외환경) 코로나19 전 세계적 확산으로 해외입국자에 대한 해외유입발 코로나19 
▪(추진내용) 감염 차단 필요

▪(정외환부) 모든 입국자에 대해 자가 격리 조치(’20. 4. 1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별도 
▪(추진내용) 수송 조치

▪(부산시/공단) 지자체와 공단간 신속한 협업을 통해 해외입국자의 원활한 수송과 감염병
▪(부산시/공단) 예방에 선제적 대응

▪- 수송차량 : 경영혁신을 통한 특별교통수단(두리발) 확보
▪- 운영인력 : 노사 상생협력을 바탕으로 자체인력을 활용한 비상 수송지원단구성

▪※ 부산시 / 부산시설공단 : 해외입국자 수송 전국 유일 공용차량(두리발) 활용
▪※ 타시도의 경우 민간차량 이용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20. 3. 27.) 직후 비상수송 TF팀 구성, ‘20. 3. 28.부 
▪해외입국자 비상수송 차량 긴급 투입(30대)

※ 차량 배차 3개조 <주간 → 야간 → 비번 >  3교대 순환근무 실시

< 부산역 해외입국자 비상수송 협업체계 구축>

부산광역시 

부산역 해외입국자 인솔 및 선별진료

부산시설공단

두리발 차량 배차 및 수송 지원

비상수송 T/F 구성을 통한 체계적 비상수송 업무수행

총괄책임자 사회복지처장

비상수송반 

비상수송지원
(두리발 차량활용)

1조

주·야간 비상 수송 및 
두리발 지정배차

3조

휴무일 비상 수송지원 및
두리발 지정배차

2조

주·야간 비상 수송 및 
두리발 지정배차

운영기간 | ‘20. 3. 28. ~ 현재      추진실적 | ‘20. 3. 28. ~ ‘21. 12. 31.

추진성과 | 방역체계 구축을 통한 비상수송 인력 2차 감염 ZERO 달성

비상수송지원 사회적 기여 효과

2020년

2021년

총 계

17,535

12,296

29,831

10,894

7,166

18,060

구 분 수송인원(명) 운행횟수(회)

언론보도



시민참여플랫폼
대학생홍보단 「영비스코(Young BISCO)」 운영

SOCIAL 사회책임 ● ● ●

5554

부산시설공단 혁신 우수사례집

추진방향 공단 시민참여플랫폼 확대를 통한 공단 홍보 및 문제해결

16명 모집 공고에 88명 지원, 경쟁률 5.5:1 기록

활동
구성

시민참여플랫폼(대학생 홍보단)
<시민이 직접 참여하여 소통하고 해결하는 플랫폼>

팀 프로젝트

▪공단 광고·홍보용 
▪‘소통 영상물’ 제작

▪시민참여 시민공원
▪지도 만들기

자율참여 활동

▪공공재정환수법 및
▪반부패 제도 안내용
▪홍보물 제작
▪(청렴감사실 협업)

▪공단 개선과제 및 해결
▪방안 발굴 활동

개인 활동

▪시민소통 공단 홍보 
▪콘텐츠 제작
▪- 브이로그(V-log)
▪- 홍보 포스터, 영상
▪- 카드뉴스

▪부산시민공원 인생샷
▪포토존 발굴 참여

인원모집 ▪부산소재 20여개 대학교 시민참여플랫폼 모집 공문 발송 등 홍보 

▪10여개 대학생 공모전 커뮤니티 및 취업준비카페 홍보물 게시

지원인원

선발인원

구   분

10

2

경성대

24

2

동아대

14

2

동의대

17

2

부경대

8

3

부산대

15

5

기타대학

팀 프로젝트 활동(4개조 운영)

- 부산시설공단 ‘소통 영상물’ 제작
- 부산시민공원 지도 제작 ‘쉿-여긴 나만 알지도’

대학생 홍보단 영비스코 (Young BISCO) 세부 활동내용

소통영상물 제작 시민공원 지도 제작

카드뉴스 웹툰 포스터

개인 프로젝트 활동(개인 SNS 활용)

- 개인별 다양한 형태 홍보콘텐츠 제작을 통한 소통 마케팅 강화

자율 참여 프로젝트 활동

- 공단 청렴감사실 연계 공공재정환수법 및 반부패 제도 홍보물제작
- ❶ 참여희망자 모집 → ❷ 참여자 대상 반부패 제도 교육관련 홍보물제작(포스터, 배너, 카드뉴스 등)

공단 개선과제 발굴 활동

1단계> 대학생홍보단

▪사업소 현장 방문 후개선과제 발굴
▪개선과제 제안서 제출

3단계> 담당부서

▪제안 반영여부 결정
▪조치실적 및 계획 통보
▪ (→ 사회적가치실현팀)

2단계> 사회적가치실현팀

▪개선과제 제안서 취합 및
▪담당부서 전달
※ 단순 민원 제외



코로나 블루 극복을 위한
광안대교 「시민 행복 메시지」 이벤트 운영

SOCIAL 사회책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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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배경 ▪광안대교를 활용하여 시민 행복을 위한 감성서비스 공간으로 재활용

▪경관조명 미디어 운영을 통한 볼거리(콘텐츠) 제공으로 도시 브랜드 강화

▪코로나19 위기 극복 메시지를 통한 부산 시민 응원과 격려 기회 제공

광안대교 시민 행복 메시지 이벤트 현황

・이벤트 형식 : SNS를 통한 메시지 신청 → 표출 대상 선정 → 광안대교 표출
・기존 연간일정 : 총 4회

응원

행복

감사

희망

테마

02월 ~ 03월

04월 ~ 05월

09월 ~ 10월

12월 ~ 01월

추진시기

코로나 극복을 위한 시민 응원 메신저 

가정의 달 기념, 행복 메신저

명절(추석) 맞이, 감사 메신저

새해 희망 기원 메신저

주요내용

부산광역시 

市 SNS (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활용 시민 홍보

부산시설공단

응원톡 이벤트 추진
(신청 접수, 선정, 통보, 제작, 표출 등)

유관기관 협업을 통한 이벤트 추진

- 협업대상 : 부산광역시 뉴미디어담당관 (이벤트 추진 시  부산광역시 응원 메시지 표출)

이벤트 운영실적

※ 무작위 추첨프로그램 사용 메시지 선정 (부적격 내용 및 중복신청자 배제)

2021년 이벤트 운영결과 및 이벤트 운영개선 추진 

2021년 광안대교 시민행복 메시지 이벤트 추진내용

응원톡 이벤트

행복톡 이벤트

감사톡 이벤트

희망톡 이벤트

이벤트명

24건

350건

155건

105건

접수건수

24건

80건

100건

90건

당첨건수(메세지 표출건수)

참여시민 만족도 조사를 통한 이벤트 운영개선

- 중복신청자 배제를 위한 접수방법 일원화 : 네이버 오피스
- 20대 참여율 확대를 위한 홍보실시(이벤트 홍보 전단지 등 대학교 비치)
- 만족도 제고를 위한 인증 이벤트 신설 ‘광안대교 SNS 온라인 사진展’



1. 전국공기업 최초 일·가정 양립문화 확산을 위한 출산가점제 도입

2. 부산광역시 산하 공공기관 인권경영 협의체 운영

3. 노동자의 경영참여 확대, 「노동자이사제」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 최초 운영

4. 공단 인프라시설 ‘중대재해 ZERO’ 실현, 「Smart 자문단」 운영

5. 부패취약분야 제도개선을 위한 청렴 행정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6. 적극행정 조직문화 확산을 위한 청렴 컨설팅 제도 추진

7. 부산시민공원 이해관계자 거버넌스 플랫폼 운영

8. 외부 전문기관(한국정책공헌연구원) 인권영향평가 위탁 실시

9. 공정 거래문화 확산을 위한 모범거래모델 운영

10.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 선순환 도모, 「상생결제시스템」 도입

Governance 지배구조

2021년 부산시설공단

혁신 우수사례집

시민 중심의 산뜻한 변화 바람(Wish)!

ESG 경영 바람(風)으로
혁신을 맞이하다

Part 03



전국 공기업 최초
일･가정 양립문화 확산을 위한 출산가점제 도입

부산광역시 산하 공공기관 인권경영 협의체 운영

Governance 지배구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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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배경 ▪부산시 시정방향에 발맞춘 출산장려 인사제도 도입
▪※ 부산시 출산율 0.75명 도달에 따른 인사제도 개선

의견조사 출산가점 적용방법 및 대상 등 직원 설문조사 실시  

▪(대상) 일반직 전체     (기간) ‘21.2.15.~24.     (방법) 전산시스템 활용

▪(내용) 합리적인 출산가점 적용방법(4개안) 및 대상(3개안) 조사

추진내용 ‘전 직원’ 대상 출산가점 ‘자녀 출산 또는 입양시 1점’ 부여  

▪본인 또는 배우자의 출산·입양 직원   ※ 부부직원 각각 가산점 적용

▪부여시점은 출산일이 포함된 평정기간을 기준으로 가산점 부여

▪※ 휴직시에는 휴직 복귀일을 출산일로 간주

부산市 2020 일·가정 양립을 위한 인사제도 시행

▪(적용대상) 6급 이하 본인 또는 배우자의 출산·입양 공무원

▪(내용대용)출산·입양시 실적가산점 1.0점 부여  ※ 부부공무원일 경우 각각 가산점 적용

추진개요 ▪(추진목적) 6개 공기업 사회적가치 및 인권경영 정보공유, 활성화 

▪- 기관별 우수사례 등 정보공유, 각종 고충 해결방안 모색

▪(참여기관) 부산광역시 산하 6개 공기업 

▪※ 부산시설공단, 부산교통공사, 부산도시공사, 부산환경공단, 부산관광공사, 부산스포원

▪(협력기관 및 운영사항) 국가인권위원회 부산인권사무소, 연 1회 ~ 2회 운영

▪(추진내용) 인권경영 우수사례 정보공유 및 기관간 인권경영 추진현황 정보공유 

▪- 인권침해 고충처리 프로세스, 인권침해 고충처리 부서 등

▪- 인권침해 상담 처리방법 및 인권경영 추진 관련 공동협업 논의 등

▪- 각종 평가 대비 추진사항 공유 등(인권영향평가 실시현황, 예산사항 등)

인권경영협의체 운영



노동자의 경영참여 확대
「노동자이사제」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 최초 운영

Governance 지배구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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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배경 노동자이사제 도입에 따른 참여형 노사관계 구축 및 노동자 경영참여 제도화

관련근거 ▪부산광역시 공공기관 노동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2019. 8. 7. 시행)

▪부산광역시 노동자이사제 세부운영지침 (2020. 1. )

▪부산시설공단정관, 임원추천위원회 설치운영규정 등

노동자 이사제 운영 개요

▪주요기능 : 노동자 경영참여 통한 경영의 투명성·민주성 등 제고
▪주요역할 : 이사회 안건 심의·의결, 노사 갈등 예방 및 관리 등
▪선임절차 : 공개모집 → 노동자투표 → 임원추천위원회 추천 → 임명
▪정임절원 : 2명  ※ 정원 300명 이상 2명, 300인 미만 1명
▪임기/수당 : 3년 / 무보수 원칙
▪임명일자 : 2020. 6. 29.
▪권임절한 : 비상임이사와 동일한 권한 및 책임 부여

▪(추진방향) 노동자이사의 원활한 직무 수행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추진분야) 경영교육·경영정보 제공 및 활동시간 보장 등

▪(추진분야) < 경영교육 제공 >

▪(추진분야) - 교육내용 : 공기업 관련 법령, 인권경영, 조직갈등관리 등 경영 관련 교육

▪(추진분야) - 교육기관 : 지방공기업평가원, 부산광역시 인재개발원, 민간 교육기관 등 활용

▪(추진분야) < 경영정보 제공 >

▪(추진분야) - 제공범위 : 이사회 안건 및 경영정보 등 제도운영에 부합하는 공개 가능한 정보

▪(추진분야) - ※ 단순 민원 또는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 등 정보공개법 제9조 해당 시 비공개

▪(추진분야) < 활동시간(Time-off) 보장 >

▪(추진분야) - 운영방향 : 경영정보 전달, 노사 갈등 조정 등 참여형 노사관계 구축

▪(추진분야) - 활동시간 : 연간 400시간   ※ 공공기관 노동자이사제 세부운영지침 준용 

▪(추진분야) - 인정범위 : 자료 검토, 이사회 참석, 노동자 의견수렴, 노사 갈등 중재·조정 등

노동자 경영참여 창구 확대를 위한 노동자 이사제 운영 프로세스 정립

노동자 이사 출범 및 경영참여



공단 인프라시설 ‘중대재해 ZERO’ 실현
「Smart 자문단」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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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형태 ▪상시활동 체계 : 시민안전실장 외 17명 각 사업장 안전·기술현장 지도

▪소집운영 체계 : 후보제(Pool)로 등록되어 있는 안전 드림닥터 42명과 119토목구조대
▪소집운영 체계 : (약 30명)가 재난 상황 발생 시 소집운영

+ +

Smart
안전자문단
구성

부산시민 안전보장을 위한 MOU 체결, 공단 ↔ 대한토목학회 부울경 지회

▪부산시설공단 안전드림닥터

▪- 공단 관리시설의 무재난(Safe) 꿈(Dream)을 실현하기 위한 기술집약 집단

▪- 긴급상황 및 시스템개선을 위한 처방·치료하는 안전 전문가(Doctor)

▪대한토목학회 119토목구조대

▪- 대학교수, 기술사, 박사 등 토목분야 최고 전문가

▪- ※ 대한토목학회 부·울·경지회 회원의 재능기부를 통한 자발적인 참여

전문인력 POOL

▪상시활동 : 시민안전실(안전관리팀, 기술혁신팀) 18명
▪소집운영: 토목·건축·녹지·전기·기계·통신 24명, 119토목구조대 약 30명

안전드림닥터

▪재난·재해 예방 안전점검
▪사고 원인분석 및 복구방안 도출
▪대형 공사 기술심사
▪사회공헌활동 기술봉사

119 토목구조대

▪재난 발생 시 시민안전을 위한 응급복구 
▪등을 위한 자문 활동

Smart 안전자문단

▪재난 분야에 대한 다양한 의견수렴으로 
▪명확한 원인분석 및 복구 대책 강구
▪정보공유를 통한 기술적인 전문성 확보
▪사고 예방활동

Smart 자문단 긴급 안전점검 : 8회

▪119 토목구조대 합동 안전점검 : 4회

▪- 용두산공원 담장유실, 어린이대공원 호우피해지 등 4개소 합동점검
▪- Smart 안전자문단 총 27명 점검 및 35건 의견 제시

▪민간전문가(건축분야) 합동 안전점검 : 4회

▪- 황령터널 환기소 외벽 균열, 동대신동 공영주차장 기둥부 균열 등 4개소 합동점검
▪- 건축분야 민간전문가 및 안전드림닥터 총 33명 점검 및 21건 의견 제시

대형공사/용역관련 부실방지 기술심사 및 신규 인수시설 사전점검

▪부실공사 및 부실설계 예방을 위한 기술심사 : 28회

▪- 광안대교 강교도장 공사, 성지곡수원지 조기경보 시스템 구축 등 기술심사
▪- 총사업비 규모 10,306백만원, 안전드림닥터 254건 의견제시

▪시설물 이관에 따른 신규 인수시설 사전점검 : 5회

▪- 부산종합버스터미널, 미음 화물차 공영차고지 등 신규 인수시설 5개소 사전점검
▪- Smart 자문단 총 30명 점검 및 110건 시설물 보완·정비 권고

2021년 Smart 자문단 추진실적

공사 및 설계 기술심사 신규 인수시설 사전점검

외부 전문가 합동 안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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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배경 ▪공단 전직원 청렴 활동의 자발적 참여 유도 및 공단 내 반부패·청렴의지 전파

▪부패유발요인 발굴 및 사전예방으로 공공분야 투명성·청렴성 제고

추진개요 ▪응모대상 : 전직원

▪공모분야 : 반부패·청렴 관련 제안 아이디어

▪평가방식 : 내부 및 외부위원 서면평가(계량·비계량 평가)로 진행

▪평가기준 : 부패연관성, 효과성, 제도화여부, 실현가능성, 창의성

심사방법 ▪블라인드 평가로 진행 - 제안자의 인적사항을 배제하여 제안내용을 평가기준으로 삼음

▪심사절차 

부패연관성

효 과 성

제도화여부

실현가능성

창 의 성

제안 아이디어가 부패와 연관성이 높은지 여부

성과(부패개선 및 예방효과)가 구체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지 여부

규정 등에 명문화 하여 지속 추진 가능한지 여부

공단 내에서 실제적으로 적용 가능한지의 여부

기존의 시책 및 아이디어와 구별되는 창의적인 내용인지 여부

30

20

20

15

15

100

평  가  기  준

합  계

배  점

부서별 제출

공모전 접수

상금지급

우수과제 선정 및 포상

청렴감사실 내부심사

1차 심사 (내부심사)

청렴옴부즈만 심사

2차 심사 (최종심사)

공모내용

- 공단의 청렴행정·청렴경영에 기여할 수 있는 창의적 아이디어 전반

- 청렴도 제고 및 청렴문화 조성을 위한 청렴 제도개선 등 제안 아이디어

참여결과 총 22개팀 참가, 102개 아이디어 제출

수상내역

2021년 청렴 행정아이디어 공모전 운영사항

주요 대상 내용

▪이해충돌 등 불공정 업무관행, 업무 투명성 제고 관련 제도개선 과제

▪부패취약 분야 등 업무추진 과정의 부패개연성을 차단할 수 있는 신규제도

▪기존 제도개선 및 내부규정의 부패 유발요인을 제거할 수 있는 아이디어 

▪공정·공평·투명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적극적인 행정제도 제안

▪청렴 실천의 중요성 인식 및 임직원 관심 참여 유도할 수 있는 아이디어

1

2

3

4

5

6

순 위

최우수

우수

장려

수 상

시민공원시설팀

도로시설팀

상가기획팀

터널관리팀

사회적가치실현팀

미래전략팀

부 서

김OO

김OO

김OO

서OO

위OO

양OO

신청자

반부패·청렴 전자서약서

부패신고 알림서비스

안 받고자 함

파란파란 청렴멘토링

청렴 팝업 프로그램

메타버스 청렴미션 릴레이

제 목

▪최우수상 수상자 대상 청렴시책 발굴 유공 이사장 표창 수여

▪공단 SNS(인스타, 페이스북, 블로그 등) 및 언론보도 활용 대시민 홍보

우수시책 공모자 포상 및 언론홍보 등 성과환류 추진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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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목적 ▪불분명한 제도, 규정 등에 대한 명확한 방향 제시로 사업추진 지원

▪사안이 중대하거나 자체 판단이 어려운 문제 등에 대한 의견 제시

▪주요 역점사업 추진시 감사 지적에 대한 부담완화로 적극행정 유도

운영개요 ▪기청부간 : 상시 (※ ‘21년 3~6월 시범운영 후 7월 본격 시행)

▪신청부서 : 공단 전부서

▪신청방법 : 청렴 컨설팅 신청서 작성 후 공문으로 제출

▪청렴 컨설팅 대상

▪- 관련 규정 등의 불명확한 해석으로 적용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 그 밖에 규정 개정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 법률로 인해 논란의 소지가 예상되는 업무 등

▪처리절차

청렴 컨설팅 제도란?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제도나 규정이 불분명하거나 선례가 없어 의사
결정이 주저되는 사안에 대해 감사기관이 컨설팅을 해주고 그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면 책임을 면제 해주는 제도

운영방법

각종 애로사항에 대한 담당자 상담 후 즉시 해결 가능 건은 현장 컨설팅(방안제시 등) 실시 

→ 자체 판단이 어려운 사안은 청렴 컨설팅 신청안내(신청서 작성 후 청렴감사실 공문 접수) 

운영실적

2021년 청렴 컨설팅 제도 운영

추진건수

분기

6건

1분기

3건

2분기

5건

3분기

3건

4분기

분기별 청렴 컨설팅 주요 추진내용

- 1분기 : 업무처리 관련 적정성 문의, 위원회 운영사항 문의 등

- 2분기 : 예산집행 및 공사 시 신기술·특허공법 선정 적용기준 문의 등

- 3분기 : 지침제정 관련 문의, 공원 시설설치 기준 문의 등

- 4분기 : 외부강의 신고 여부 및 측량 분리발주 가능 여부 문의 등

- 청렴 컨설팅 결과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 경우 그 사안에 대하여 자체감사를 면제하거나, 적극행정 면책 기준을 
- 충족한 것으로 추정하여 특별한 경우(사적 이해관계 등)가 아니면 면책 적극 검토

※ 「부산광역시 사전 컨설팅감사 운영 규정」 제10조(사전 컨설팅감사 효력) 등 준용

청렴 컨설팅 효력

적극행정 면책 판단기준

① (동일성)동일한 사안에 대해 청렴 컨설팅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하였을 것

② (충분성)컨설팅 판단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여 의견을 받았을 것

③ (사적 이해관계 배제)피감사자와 대상 업무사이에 사적 이해관계가 없을 것

컨설팅 제도 설명 청렴 컨설팅 제도운영

①

청렴 컨설팅
신청

(공단 신청부서)

⑤

결과 통보

②

공단
(청렴감사실)

청렴 컨설팅

③

부산시
(감사위원회)

사전 컨설팅

④

감사원
(적극행정지원담당관)

행정안전부
(감사담당과)

사전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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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배경 이해관계자 협력을 통한 지역사회 문제 해결 및 신규 시책 발굴 등 시민 니즈(Needs)를
반영한 열린 공원 운영을 위해 ESG경영 의사결정체계 활용

구성방향 부산시민공원 의사결정 참여 플랫폼

주요성과 재정적 성과 : 1,000백만원(국비확보 등 예산절감)

운영방향 공원 운영 이해관계자의 유기적 회의·의사결정을 통한 시민체감 문제해결 및 예산·사업
확보

공단 + + +부산시 부산시의회
부산시민공원
이해관계자

1,000백만원

재정적 성과(합계)

500백만원

생활밀착형 숲 조성

산림청 市 산림생태과

300백만원

2022년 
봄꽃 전시회 확대 유치

市 농축산유통과

2022년 국비확보 2022년 전시회 유치

200백만원

·봄꽃 전시회 유치
·스마트 가든 조성 

市 농축산유통과
푸른도시가꾸기사업소

2021년 예산절감

신규 시책사업 발굴·추진

▪2021년 스마트가든 조성사업 유치 : 50백만원

▪- 주요내용 : 방문자센터 1층 로비 29㎡ 스마트가든 조성
▪- ·실내식물 6종 1500여본 식재, 온습도 자동 제어시스템 설치 등

▪2022년 국비지원사업 공모 선정 및 국비/시비 확보 : 500백만원

▪- 주요내용 : 산림청 2022년 생활밀착형 숲 조성사업 대상 선정
▪- ·시민공원 방문자센터 벽면(200㎡), 바닥(500㎡) 스마트 가든 추가조성 예정

부산시민공원 이해관계자 거버넌스 플랫폼 추진실적

지역화훼농가 판로개척

▪주요내용: 2021년 부산시 봄꽃 전시회 유치

▪- 남1문, 북문, 뽀로로 도서관 말굽거리, 다솜관, 물놀이마당 봄꽃전시
▪- 꽃 조형물, 토피어리, 장식소품 등 8점 전시 추진

시민이용 불편사항 해결

▪부산시민공원 지하주차장 진입 컬러 유도선 설치

▪- 주요내용 : 지하주차장 진입로 분홍 컬러 유도선 설치
▪- ·컬러 유도선 130m 신설, 바닥 안내문자 도색 2개소, 안내판 2개소 설치



외부 전문기관(한국정책공헌연구원)

인권영향평가 위탁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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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방향 ▪기관운영 및 주요사업 평가를 통한 인권침해 사전예방 강화

▪공단 인권경영실태 파악 및 개선과제 발굴 등 환류체계 구축

▪전문기관 위탁을 통한 인권영향평가 객관성 및 신뢰성 확보

추진절차

추진개요 ▪평가대상 : 기관운영 및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

▪추진방법 : 외부 전문기관 위탁 ▶ 협동조합 한국정책공헌연구원
▪※ 자체 평가시 발생할 수 있는 자의적·관대화 경향 방지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

구  분

기업활동
전  반

특정사업

평가대상

기획, 예산, 조직, 인사 등 공단 경영활동 전반을 대상으로 인권침해
소지가 큰 업무를 평가

공단의 특정사업을 대상으로 평가하며, 해당사업이 인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사전에 파악·분석하여 이를 예방 및 최소화

평가내용

지표 개발 및 
대상사업선정

지표담당자(TFT) 
대상 지표 교육

자체평가

결과·개선점 
도출 및 보고

현장실사 자체평가 검토

평가지표 구성

▪기관운영 : 11개 분야, 37개 항목, 172개 세부지표

▪- 국가인권위원회 ‘공공기관 인권경영 매뉴얼’지표를 기반 최근 사회적 이슈에 부합하는 평가지표 구성

▪주요사업 : 5개 분야, 21개 세부지표

▪- 사업의 중요성, 사회적 이슈의 부합성, 지역사회 기여도, 이해관계자 참여도 등을 고려하여 평가사업
▪- ‘한마음스포츠센터’선정 및 평가지표 구성

지표별 평가담당자 교육 및 인터뷰·현장실사

▪주여     관 : 한국정책공헌연구원

▪참  여  자 : 지표별 평가담당자

▪주요내용 : (교육) 인권영향평가 지표 및 평가내용 확인, 평가수행방법 설명 (인터뷰·현장실사) 평가
▪주요내용 : 지표별 공단 인권경영 사항 질의, 시책 검토 등

2021년 부산시설공단 인권영향평가 추진사항

평가총평

공단은 지방공기업으로서 인권경영을 충실히 이행하여 체계적인 제도적 기반을 다져 왔으며, 이를 적극적
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실천적인 제도개선과 건전한 인권경영 문화를 조성·정착해가고 있음.

평가점수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
▪- 평가결과 : 달성률 99.65% (전년대비 ↑0.05%)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
▪- 대상사업 : 한마음스포츠센터
▪- 평가결과 : 달성률 100%

공단 인권경영위원회 인권영향평가 결과

인권영향평가 최종보고회인권영향평가 관련 교육 인권 분야별 담당자 인터뷰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 선순환 도모
상생결제시스템 도입

공정 거래문화 확산을 위한
모범거래모델 운영

Governance 지배구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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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개요 ▪(도입목적) 경영평가 대응 및 공공기관 사회적 책임 이행 강화
▪※ 시민 및 거래처 등과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문화 확산을 위한 자율점검 시행

▪(도입내용) 부산시설공단 모범거래모델
▪※ 참고자료 :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모범거래모델 가이드라인 등

▪(도입방법) 연중 수시 분야별 체크리스트 확인을 통한 자율 점검

▪(모범거래모델 시행) 2020. 9. 7.부

▪(추진내용) 체크리스트 상시 확인·점검을 통한 자체 공정거래 점검 시스템 추진

추진사항 ▪2020. 10. …… 상생결제시스템 도입관련 부산시 실무회의 참석
▪- 기존 시스템에서 상생결제시스템으로의 전환에 대한 추가검토 실시

▪2021. 10. …… 2022년 경영평가 대비 실적강화를 위한 워크숍 참석
▪- 타시도 공사공단 상생결제제도 도입현황 등 사례 분석, 대응전략 수립

▪2021. 11. …… 신한은행 기업금융센터 업무협의
▪- 동반성장론 발행한도 협의 및 할인율(금리) 등에 대한 사업제안서 제출

추진방향 거래단계별 대금결제일 격차로 인한 기업의 현금 유동성 위기, 현금성 결제, 어음 등의 결제
수단으로 인한 연쇄부도의 위험성 해소

추진분야

·對 국민 거래관행 개선(수입계약) : 요금징수, 상가임대 등 세입

·對 협력업체 거래관행 개선(지출계약) : 공사, 용역, 물품구매ㆍ제작

·민간기업 불공정 행위 차단 : 하도급 방지 및 불공정 행위 차단

·공정거래 자율준수 시스템 구축 : 부서간 자율점검 정착화

·추진내용 : 전자방식의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약정 완료

·발행 / 할인한도 : 일백억원 / 오십억원

모범거래모델 
주관부서

거래업체사업부서

체크리스트 확인을 통한
2차 종합점검

체크리스트 활용
불공정거래 요소 1차 점검

상생결제시스템<신한은행 동반성장론> 도입 (2021. 12. 29.) 

상생결제시스템

안정적 대금회수 환경 구축을 통해 기업의 지속가능 경영을 지원하는 결제시스템
- 하위기업의 안정적 대금화를 위해 금융기관이 수탁기업에 대해 상환 청구권을 행사 할 수 없는 외상 매출채권

담보대출 형식의 결제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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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중심의 산뜻한 변화 바람(Wish)!

ESG 경영 바람(風)으로
혁신을 맞이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