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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의 변화는 예전에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급속하고도 복잡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불확실성의 시대에 기업 경영에서 가장 확실한 것이 있다면 모든 것이 불확실

하다는 사실입니다. 기업 비즈니스 성공의 핵심은 이런 불확실성을 확실하게

만드는 능력에 달려 있다고도 하겠습니다. 그러기에 피터 드러커는 “성공의

법칙은 배반한다”고 하였습니다. 기업 전략도 고객과 시장의 변화에 능동적

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입니다. 

이는 기업이 비즈니스 모델만 가지고는 승부할 수 없다는 사실과 일맥상통

합니다. 즉 성공은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택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모델을 어떻게 수행 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고 합니다. 다만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모든 것이 변한다는 사실

그 자체일 것입니다. 

오늘날 공단도 이러한 능동적으로 대처하려는 강력한 창의경영만이 기업

생존을 담보할 것이라 굳게 믿습니다. 왜냐하면 미래는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현재 우리의 선택과 의지, 노력에 의해 조건 지워 지기 때문입니다. 

이 책은 우리 공단의 단순 반복적이거나 불필요한 일을 줄이기 위하여 GE

사의 주요 변화기법인 창의클럽 워크아웃을 도입한 후의 성과를 담고 있습

니다. 비록 변화의 수준이 아직은 미약하지만 창의경영을 위한 의지와 열정,

역경을 이겨내는 과정, 변화의 성과 등이 여기에 고스란히 녹아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처럼 작지만 아름다운 변화의 이야기가 서로 공유되고 확산됨

으로써 공단의 변화실천 역량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이사장

본원적 혁신의 

경쟁력인

기술리더십을 

기반으로 

지속가능한 

성장의 토대를 

마련하겠습니다

기관장 메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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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일반현황

설립개요1

·설  립  일 : 1992. 2. 1.
·설립근거 : 지방공기업법 제 76조, 부산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설립목적 : 국가, 지방자체단체 및 기타 공공단체의 위탁사업과 시장이 위탁하는
·설립목적 : 공공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여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함
·자  본  금 : 수권자본금 5,000백만원 ⇒ 납입자본금 2,778백만원(현금 2,300, 현물 478)

조직연혁2

·1992. 2. 1. : 부산광역시 주차관리공단 창립
·1998. 1. 1. : 부산광역시 시설관리공단 확대 개편
·2010. 1. 1. : 「부산시설공단」으로 사명 변경

사업영역4

·5개 사업분야 : 교통·상가·공원·장사·복지시설 관리

1992 ~ 2000

공단 경영전략 체계3

공영주차장

71개소, 총면적 211,477㎡
총면적 3,647천㎡

수원지, 문화회관, 산림욕장 등
총면적 3,060천㎡

해양자연사박물관, 로프웨이 등

1992 어린이대공원1998 금강공원1998

태종대유원지

총면적 1,713천㎡
전망대, 영도등대, 다누비열차 등

총 22개소 49련, 총연장 45km
청소면적 809,101㎡

총면적 819,959㎡
화장로 15기, 묘원 29,021기

1992 터널 청소업무1998 영락공원1999

도시고속도로

번영로·동서로, 총연장 29.7km
총 25개소 48련, 총연장 14.8km

청소면적 266,541㎡ 

1999 지하차도 청소업무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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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2010

지하도상가

7개 상가
총 점포수 1,426개 점포

총연장 7.42km
왕복 8차선, 2층구조

총면적 5,021천㎡
충혼탑, 광복기념관 등

2001 광안대교2003 중앙공원2004

용두산공원

총면적 70천㎡
부산탑, 시민의 종, 벽천시설 등

황령 터널 등 총 18개 터널
총연장 20,161㎡

연면적 25,910㎡(지하2층~지상7층)
수산물센터, 업무시설, 주차장 등

2004 터널관리2005 자갈치시장2006

추모공원

총면적 257,609㎡
안치시설 111,027기

연면적 7,708㎡(지하1층~지상4층)
수영장, 체육관, 문화교실 등

2007 한마음스포츠센터2007

총연장 1.94km, 왕복 6차선

남항대교2009

2010 ~ 

부산시민공원

총면적 474천㎡
잔디광장, 문화예술촌 등

총면적 35천㎡
송상현동상, 선큰광장 등

총연장 214.8m
왕복 6차로, 도개각도55°

2014 송상현광장2014 영도대교2014

영도고가교

총연장 2.43km, 왕복 4차선
회동·노포 공영차고지

총면적 123,512㎡, 관리동 4040㎡
총연장 1,800m, 왕복 4차선

2015 공영차고지2015 신선대 지하차도2015

동명고가교

총연장 800m, 왕복 4차선
감천항로·녹산산단 밤샘주차장
2개소 운영, 총 주차면수 129면

2015 밤샘주차장2016

2019. 4. 1.부 사업 인수확정
장애인택시 128대, 콜센터 운영

특별교통수단(두리발)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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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인력5

·조   직 : 이사장, 3본부, 3실·7처·2원

2018년 회계연도 재무제표7

·요약 재무상태표 ·요약 손익계산서

예산규모6

·인   력

경

영

혁

신

실

안전혁신본부 기반시설본부

이 사 장

행복복지본부

시

민

안

전

실

도

로

관

리

처

교

량

관

리

처

주

차

관

리

처

시

설

관

리

처

상

가

관

리

처

부

산

시

민

공

원

부

산

영

락

공

원

공

원

관

리

처

사

회

복

지

처

청

렴

감

사

실

구 분 계 임원
정    원

정 원

현 원

389

383

3

3

386

380

13

17

29

34

53

55

68

69

75

75

87

83

61

47

소계 1급~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단위 : 명 / 2018. 12. 31. 기준)

(단위 : 백만원) 

※ 정원외 인력 : 251명(청원경찰 14, 상용직 121, 무기계약직 116)

구 분 2016년
(본예산)

2017년
(본예산)

2018년
(본예산) 비   고

합   계

대행사업

일반회계

특별회계

시투자사업

직영사업

110,454

99,314

71,460

22,526

5,328

11,140

122,676

113,786

73,453

25,939

14,394

8,890

110,306

102,206

70,159

25,836

6,211

8,100

·공원 및 장사시설 등 관리

·광안대로 및 공영주차장 관리

·화장로 교체, 지하도상가 노후시설 보수 등

·영락공원 식당 등 운영

(단위 : 백만원) 

과   목 2018년 2017년

자산총계

유동자산

비유동자산

부채와 자본총계

부채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자본

자본금

이익잉여금

49,458

26,165

23,293

49,458

42,479

12,011

30,468

6,979

2,778

4,201

52,712

32,962

19,750

52,712

45,681

21,151

24,530

7,031

2,779

4,252

(단위 : 백만원) 

과   목 2018년 2017년

매 출 액

매출총원가

판매비와 관리비

영업외수익

영업외비용

법인세 등

당기순이익

111,142

100,174

9,657

221

1,514

65

(48)

109,384

97,833

10,369

255

1,343

25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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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주요 경영성과 지표8

·안정성 지표 ·활동성 지표

구   분
비   율

2018년 2017년

유동비율

당좌비율

자기자본구성비율

부채비율

고정장기적합율

217.85%

216.96%

14.11%

608.65%

62.18%

155.84%

155.07%

13.34%

649.71%

62.53%

구   분
비   율

2018년 2017년

총자본회전율

자기자본회전율

매출채권회전율

유형자산회전율

감가상각률

2.18회

15.87회

42.39회

73.86회

9.30%

2.17회

15.63회

48.65회

65.25회

10.43%

부채 및 주요시설물 현황8

·부채현황

구   분

부 채 총 계

1. 유동부채

미지급금

선수금

예수금

미지급비용

미지급법인세

예수보증금

부가가치세예수금

2. 비유동부채

퇴직급여충당부채

국민연금전환금

2018년

42,478,760

2017년

45,681,240

-

4,716,520 

3,229,039 

718,820 

4,346 

51,260 

2,668,930 

621,661 

-

30,506,878 

(38,694)

12,010,576

- 

- 

- 

- 

- 

-

- 

30,468,184 

- 

-

-

8,583,270  

2,333,922  

1,512,151  

4,346 

0 

8,269,069 

448,338  

-

24,567,423 

(37,279)

21,151,096 

- 

- 

- 

- 

- 

-

- 

24,530,144  

- 

-

·수익성 지표 ·성장성 지표

구   분
비   율

2018년 2017년

매출액순이익율

자기자본순이익율

자기자본경상이익율

총자본경상이익율

(0.04)%

(0.69)%

0.25%

0.03%

0.06%

0.99%

1.35%

0.19%

구   분
비   율

2018년 2017년

영업수익증가율

총자산증가율

경상이익증가율

당기순이익증가율

1.61%

(6.17)%

(81.73)%

(169.89)%

11.93%

9.51%

(93.30)%

(93.60)%

(단위 : 천원) 

·유형자산명세서

구   분
전기이월액

취득가액

당기

증가 감소
기말잔액

감가상각
누계액

순장부
잔액

합 계

토 지

건 물

구축물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공기구비품

2,867,837,640 

-

1,449,655,827 

426,442,285 

210,257,585 

41,589,777 

739,892,166 

54,362,000  

-

- 

- 

- 

- 

54,362,000  

24,130,432   

-

- 

- 

- 

- 

24,130,432   

2,898,069,208    

-

1,449,655,827  

426,442,285  

210,257,585  

41,589,777  

770,123,734    

1,434,254,081     

-

308,487,387   

181,498,686   

209,653,153   

41,589,777   

693,025,078     

1,463,815,127      

-

1,141,168,440    

244,943,599    

604,432    

-

77,098,656      

(단위 : 원) 

Ⅱ 사업추진현황

2018년 업무 추진실적1

경영혁신실

● ● 경영전략 수립 및 성장동력 확보를 통한 조직 경쟁력 제고 

·민선7기 시정 비전과 연계한 경영방침·전략 재수립을 통해 
·조직역량 극대화 및 시민 편의 도모 

·신전략사업 추진단 구성을 통한 신규사업 인수 및 조기 안정화 추진

·경영혁신 추진을 위한 아이디어 공모 실시 및 토론회 개최
·- 열린혁신 아이디어 공모 실시
·- 3개 분야 54건 공모 → 검토·보완을 통한 혁신과 제 3건 발굴    
·- 경영혁신 토론회 개최를 통한 공단 경영혁신과제 의견수렴 및 조직개편 방향 도출

● ●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다양한 노력 

·사회공헌활동 적극 참여 : 총 813회 7,108시간
·- 사회취약·소외계층을 위한 체감형 봉사 
·- : 집수리, 깨끗한 학교만들기 등 기술봉사실시 
·- 지역단체와 함께하는 사랑의 나눔 봉사 : 반찬, 제빵, 의류, 동전 나눔봉사 등

·지역기업 경영지원 활동을 통한 지역사회 발전기여
·- 지역업체 낙찰률 제고를 위한 적격심사 배점 확대 및 이행실적 배점 규제 완화 
·- 성과공유제 도입을 통한 지역업체와의 상생협력 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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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혁신실

●●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를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 

·공정한 경쟁을 통한 양질의 청년일자리 창출
·- 직무중심 블라인드 공개경쟁으로 지역인재 18명 채용 

·고령화시대 자활복지를 위한 노인 일자리 창출
·- 주차관리, 녹지관리등 상시고용 일평균 211명

·비정규직 고용개선을 위한 정규직 전환 : 전환심의위원회 운영을 통한 33명 전환 확정

시민안전실

●● 체계적인 안전관리 활동을 통한 시민 신뢰도 향상 

·사업장별 여름철·겨울철 자연재난 및 시설물 안전점검 추진
·- 자연재난 : 여름철 태풍·집중호우 대비 및 겨울철 강설·해빙기 대비 점검 실시
·- 시설물 안전관리 : 1, 2, 3종 시설물(28개소) 자체인력 정기점검 추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 안전문화운동 전개 
·: 안전캠페인 2회, MOU체결 1건 등

청렴감사실

●● 부패방지 시책평가 1등급 달성을 위한 다양한 청렴제도 운영 

·청렴 옴부즈만 운영을 통한 전문가 자문 및 불합리한 관행·절차 등 재도개선사항 발굴 
·분기별 청렴 정책실무반 회의를 통한 청렴정책 추진방향 및 수범사례 논의
·반부패 거버넌스 운영 활성화를 통한 청렴 인프라 구축 및 청렴 담당자 역량 강화

시민안전실

●● 시민안전을 위한 안전관리시스템 운영 및 전문인력 양성 

·무재해 사업장 조성을 위한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 18001)인증 
·- 사업장 위험요인 제거를 위한 위험성 평가를 통한 직원 안전 확보시스템 운영 

·재난안전 위험 해소를 위한 안전드림닥터 등 자체 안전관리시스템 운영
·- 안전드림닥터 운영 활성화, 재난안전 실태평가 실시, 시설물 셉테드 기법 적용 등

·사업별 재난 및 산업 안전보건 분야 위탁·자체 안전교육 병행 추진(11,785시간 이수)

●● 체계적인 안전관리 활동을 통한 시민 신뢰도 향상 

·재난상황의 체계적 대비·대응을 위한 재난안전 종합 매뉴얼 재정비 및 보완
·- 자연재해 등 32개 상황별 대응 시나리오 보완, 지반함몰 대응 매뉴얼 추가

·지진, 화재, 폭설, 산불, 정전 등 재난대비 유형별 모의훈련 실시를 통한 안전의식 제고

도로관리처

●● 안전하고 쾌적한 주행환경 조성 

·도시고속도로 노후 도로 노면 유형별 포장 관리 
·- 자체보수(소규모) : 포트홀 자체인력 보수 1,076개소(록하드 1,094포) 등 
·- 도급공사(대규모) : 절삭포장 13,022㎡(264백만원), 소파보수 3,987㎡(105백만원) 

·도시고속도로 가드레일 개선 등 도로 부속시설 정비
·- 번영로 : 개방형 가드레일 설치 220m 등 17건 195백만원
·- 동서로 : 차선 재도색 13,057㎡ 등 14건 218백만원

●● 안전운전문화 확산을 위한 대시민 서비스 추진 

·도시고속도로 「낙하물 신고 포상제」 지속 운영(연중) 
·- 낙하물 및 교통사고 신고 시민참여 활성화, 신고자 보상품 지급 등

·안전운전 캠페인 추진을 통한 안전운전 문화 확산 : 부산교통방송 

●●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대응 시스템 구축 

·번영로 싱크홀 발생 관련 지반침하 위험도 평가용역 실시를 통한 지반상황 파악 
·- 침하원인 규명 및 지반안전 확보방안 수립을 통한 이용 시민들의 불안감 해소

·동서로 사고다발지 교통사고 예방대책 시행 
·- 구간과속 단속카메라 설치 및 이동식 단속 확대 추진

·도로‧터널 노후 방재시설 중장기 개선 계획 추진 : 
·- 비상방송설비·터널진입차단 시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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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량관리처

●● 해상교량 시설물 안전점검 실시 및 관제시스템 개선  

·해상교량 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점검 실시를 통한 안전한 해상교량 관리 추진  

·재난사고 사전 예방을 위한 광안대교 노후 계측시스템 및 CCTV 관제시스템 개선
·- 「지진가속계 설치기준」 준수 및 최신기술 반영한 계측시스템 구축 및 상황감시 시스템개선

●● 해상교량의 관광 자원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광안대교 경관조명 활용 차별화된 대시민 이벤트 개최 및 부산 주요행사 지원
·- 광안대교 시민메시지 표출 이벤트 실시 및 해맞이 행사, 나이트 레이스 인 부산 등 행사지원

·지역 브랜드간 자매결연을 통한 경쟁력강화 및 지역 활성화 추진 : 영도대교 ↔ 삼진어묵

주차관리처

●● 공영주차장 편의제고 및 운영개선 추진  

·결제 시스템 개선 및 환승할인 제도 시행을 통한 이용시민 편의성 증대  
·- MS리더기 → IC카드 리더기 변경 및 환승할인제도 S/W 구축(24개소 공영주차장)

·공영주차장 수입금 관리시스템기능개선 추진
·- 수입관리시스템과 주차장 홈페이지 연계를 통한 실시간 공공데이터 제공 추진

·무인자동화 원격관제시스템 설치를 통한 경영수지 개선 : 연간 329백만원 세입증대 예상 

●● 공영주차장 인수 및 공영차고지 편의시설 추가 임대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인수·운영에 따른 안정화 추진(9개소 인수) 

·회동 화물차 공영차고지 임대 사무실 시설 추가 조성에 따른 임대 추진
·- 임대 사무실 9개소 추가 조성(총 16개소)으로 임대사업을 통한 경영수지개선 도모

시설관리처

●● 쾌적하고 활기찬 자갈치시장 조성  

·부산디자인센터 업무 협업을 통한 글로벌 명품시장 조성사업 추진  
·- 자갈치시장 입구 지주형 조형물 설치 및 광장형 공개공지 조성

·적극적인 입점유도를 통한 공실 점포 해소 및 수입개선 도모

·고객서비스 향상을 위한 부설 주차장 직영 운영(부설 주차장 주차관제 시스템 구축)

시설관리처

●● 한마음스포츠센터 시민이 참여하는 장애인 체육시설 운영  

·한마음스포츠센터 회원대표 회의 및 자문위원회 정기 개최를 통한 시민의견 반영  

·장애인 체육회 지도자 재능기부 활용 다양한 장애인 프로그램 운영 
·: 6개반 프로그램 운영

·방학기간 센터 특별 프로그램 개설 운영(수영·체육·문화 프로그램 등 15개반 운영)

상가관리처

●● 지하도상가 활성화 시책 추진  

·지하도상가 자체 온라인 홍보 채널(SNS) 확대운영 →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활용 
·- 카드뉴스 형태로 지하도상가 이용안내 및 상품소개, 이벤트 공지등 실시  

·지하도상가 및 주변관광지 정보 리플릿 제작·배부(8000부)

·지하도상가 점포환경개선 컨설팅(VMD) 용역사업 추진
·- 18개 점포 대상 시설점검 후 마케팅 컨설팅 및 점포환경개선 서비스 제공

·공정한 임대료 산정 및 시설물 이용 만족도 제고를 위한 감정평가추천제 실시
·- 한국검정평가사협회 추천 시스템 활용 감정평가업체 선정에 따른 임대료 산정 
·- 공정성 확보

·상인의 부담완화 및 상가활성화를 위한 관리비 부과항목 개선 
·- 지하도상가 전 점포 대상, 관리비 및 임대보증금 부과항목 조정(63개 → 22개, △41개)

●● 여가문화를 즐길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 조성 

·반기별 소비자 선호도 조사를 통한 시민 서비스 형태별 선호도 분석 실시
·타시도 우수사례 견학 : 지상 프리마켓(서울) 및 문화교실(천안) 시설 운영방안 검토
·음악공연 등 자체 기획 문화공연 및 네일아트 체험, 홈패션 무료강좌 등 고객 체험행사 운영 
·광복지하도상가 「더 공간」 · 국제지하도상가 「미술의 거리」 미술 전시회 상시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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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관리처

●● 안전하고 품격있는 공원 조성  

·부산의 랜드마크로 재도약을 위한 용두산공원 미디어 파사드 구축  
·- 프로젝터 등 운영 시스템 구축 및 계절별·행사별 표출영상 제작

·중앙공원 충혼탑 보수공사 실시를 통한 현충시설 유지·관리
·태종대유원지 노후 진입로 정비 및 수국 생태학습장 조성
·산불초동진화 태세 확립 및 예방시스템 운영
·- 산불위치 관제시스템 및 기계화 진화대 운영
·공원 병해충 피해 최소화 및 선제적 대응을 위한 산림병해충 방제 실시

●● 방문시민 만족도 증대를 위한 서비스 다양화 

·공원·유원지 활성화 및 이용시민을 위한 차별화된 프로그램 운영
·- 중앙공원 : 충혼탑, 광복기념관 등 현충시설 활용 다양한 문화 행사 개최
·- 어린이대공원 : 수생식물 자생 학습장 상시 운영 및 물놀이장 「키드키득 파크」 운영
·- 금강공원
·- : 노(老) 노(No) 프로그램 운영 등 실버 파크 조성을 통한 지역사회 공헌활동 추진
·- 태종대유원지 : 수국꽃 문화축제, 도심공원 승마체험 프로그램 등 지역특색 행사 추진

·공원시설의 개선을 통한 시민 방문 유도
·- 태종대유원지 노후 진입로 정비 및 수국 생태학습장 조성
·- 용두산공원 미디어 파사드 구축을 통한 영상표출 콘텐츠 개발 추진

부산시민공원

●● 다양한 여가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문화향유지 조성  

·다양한 시민참여 문화행사 개최  
·- 계절별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 : 봄꽃씨앗 나눔행사, 가을소풍 음악회 등
·- 가족과 함께하는 이벤트 추진 : 가족단위 별밤 시네마 행사, 팡파르 퍼레이드 등
·- 현대미술 야외 전시회 개최 : 정크 아트 展, Art Park 展 등
·민관협업 강화를 통한 참여·협력사업 추진
·- 송상현광장 도시놀이터 프로젝트 공동 추진(↔ 부산건축제조직위원회)
·- 공원 생태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민간 전문단체 협력 지속 추진
·- ⇒ 시민가드너 양성 → 부산그린트러스트 / 숲해설 프로그램 운영 → 
·- ⇒ 문화도시네트워크

부산시민공원

●● 이용객 중심의 쾌적하고 편리한 공원 운영  

·IT 기술 활용을 통한 시설이용 편의성 제고  
·- 구글맵 활용 시민공원 360°로드뷰 및 실내뷰 서비스 제공
·- 시민공원 대관시설 예약 및 시민참여 프로그램 신청 시스템 운영 등
·시민휴식을 위한 혹서기 24시간 개방 추진 및 수경시설 연장운영
·거울연못 수생식물 경관화단 설치를 통한 아름다운 경관 연출 및 볼거리 제공

부산영락공원

●● 고객 맞춤형 장사시설 운영을 통한 선진 장사문화 확산  

·선진 장사문화 선도를 위한 지속적인 장사시책 개발·추진  
·- 찾아가는 장례 상담 서비스 운영 : 노인복지시설 방문 출장 장례상담 서비스 시행
·- 부부합장 봉안 서비스 운영 : 봉안함 자체 개발을 통한 부부한정 합장서비스 운영
·- 영락공원 모바일 부고 알림서비스 시행
·- : 스마트폰 활용 무료 부고알림 SMS, 카카오톡 전송지원 
·- 착한 운구서비스 시범운영 실시 : 운구인력이 부족한 유가족 대상 운구서비스 제공
·장사문화 발전 및 기술교류를 위한 부울경 장사시설 상생발전 협의체 운영

●● 친환경 장사시설 조성을 위한 시설설비 개선  

·영락공원 자체 개발 친환경 화장로 교체·운영
·- 친환경 고효율 화장로 자체 개발 및 지속 교체 실시 : 2018년 2대 교체 추진
·- 추진효과 : 연소시간 30% 단축 및 연료(LNG)소비량 30% 절감
·- ※ 민간기업과의 공동 개발을 통한 친환경 고효율 화장로 특허등록(제10-1777048호)

·친환경 새조화·제단조화 보급 확대 추진
·- 공단 자체 개발 친환경 조화 확대운영을 통한 화훼농가 활성화 및 경영수지 개선
·- ※ 친환경 조화 : 플라스틱, 목재 등을 제거한 생화위주로 제작된 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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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국가안전대진단 유공 정부포상  

·국가안전대진단 추진 유공 대통령표창 수여 : 기술혁신팀 과장 장**
·국가안전대진단 : 행정안전부 주관 국가 안전관리 실태 및 위험요소 점검활동

●● 2018년 열린혁신평가 최우수기관 선정 

·열린혁신 최우수기관 선정에 따른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 수상  
·공단 혁신시책 : QR코드를 활용한 시민안전지키미 운동 등 5개

●● 2018년 대한민국 전기안전대상 수상 

·단체부분 수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표창 수상)
·선정기준 : 전기안전관리를 통해 국가 사회발전 기여한 단체 선정

●● 제16회 부산광역시 안전문화대상 수상 

·서비스 부문 수상(부산광역시장 표창 수상)

●● 2018년 끊고! 줄이고! 운동하자! 우수기관 선정 

·우수기관 선정에 따른 부산광역시장 표창 수상 
·선정내용 : 부산시 건강진흥과에서 추진하는 범시민 건강생활 실천운동 우수기관 선정

●● 2018년 올해의 일자리대상 수상 

·공공일자리 워라밸 모범기관 부문 수상
·선정기준 : 일자리 확대 및 일자리의 질을 선도적으로 개선한 기업 및 단체

●● 제11회 교육메세나탑 5년 연속 수상 

·교육기부 부문 수상
·선정기준 : 부산교육기부에 적극참여 및 교육발전에 기여한 단체 및 개인 선정

●● 제9회 대한민국 조경문화대상 수상 

·부산시민공원 공원부문 국토교통부장관상 수상

●● 제18회 아름다운 숲 전국대회 2년 연속 수상 

·편백숲 부분 누리상 수상 : 대신공원 편백숲

●● 2018년 부산컵 국제친선 핸드볼대회 우승 (미국 국가대표팀 등 6개국 참여) 

·지역 핸드볼팀 선수 육성 및 관광활성화를 위한 부산컵 핸드볼 대회 개최 및 참여
·한국 대표 부산시설공단 5전 전승 우승 달성

2018년 부산시설공단 대외성과2 2019년 경영혁신 추진 전략목표3

시민안전중심의 조직과 역량 강화

●● 시민 중심의 시설안전 실현을 통한 신뢰도 제고   

·BCMS(업무연속성 관리시스템) 도입으로 재난 발생시 핵심업무 연속성 확보 
·- 긴급 재난 발생시 업무단절에 대한 대책 구축으로 재난관리시스템 고도화

·재난대응 절차 제시를 위한 「재난안전 종합 매뉴얼」 재정비 추진   
·시민안전 문화 확산을 위한 안전문화운동 전개
·- 안전점검의 날 합동 캠페인, 유형별 합동 모의훈련 등

●● 안전관리 전문화 및 기술인력 역량강화 

·1·2종 시설물 정밀안전점검 자체시행 범위확대
·- (현행) 자체 7개소, 용역 15개소 → (확대) 전 사업장 자체시행 22개소

·교량·터널, 건축분야 「안전진단 전문기관」 등록 추진
·- 전문기술인력(16명) 확보, 법정 장비(약1억원) 보유, 등록 자본금(2억원) : 
·- 등록기준 “충족”

·통합 기술자문위원회 구성·운영
·- (현행)사업별 → (개선)토목, 해양토목, 전기 등 통합 인력풀 구성

- 공단 미션‧비전 달성을 위한 -

경영혁신 추진 4대 전략목표

안전중심의
조직과 역량 강화

선도적 혁신과
경영합리화

지속가능한 
사업과 기술개발

사회적 가치와
일자리 창출

2019년 주요사업 추진계획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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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도적 혁신과 경영합리화 추진

●● 시민참여 시책 확대 추진 및 공공서비스 향상    

·어르신 재능기부 「300 자원봉사단」 운영으로 공원 시민참여 확대  
·- 공원 이용안내, 절서계도, 산불지킴이, 숲 해설사 등 사회활동 일거리 제공

·공단,상인, 전문가로 구성된 상가운영위원회 운영을 통한 지하도상가 활성화 도모
·해상교량 관광 자원화를 위한 시민참여 행사 및 경관조명 컨텐츠 운영 등 추진

●● 경영수지 개선을 통한 재정자립도 향상 

·국비지원사업 유치 및 공단 자금관리를 통한 부채감축·이자수입 극대화 추진
·터널 및 연결도로 관리구역 일원화를 통한 경영합리화 추진으로 운영효율화 및 예산절감
·수익자 부담 원칙에 의한 시설 사용료 현실화(물가상승률 반영)
·- 장사시설 화장료, 시설사용료, 주차요금 등 조례상 각종 요금 분석 실시

지속가능한 사업과 기술 개발

●● 지속가능한 성잘 모델 구현을 통한 공단 사업확장 추진     

·신사업 추진단 TF 운영을 통한 신규사업 인수 및 공단 경쟁력 향상 방안 연구  
·※‵19년 인수예정 사업 : 특별교통수단(두리발), 부산역 지식혁신 플랫폼, 
·※ 자갈치 글로벌 수산명소화사업

·도심 시민친화시설 확대를 위한 영락공원 묘지시설 공원화 사업 추진
·국내외 선진시설 및 기관과의 협약체결을 통한 공원 활성화 및 사업발굴 도모
·- 싱가포르 「가든스 바이 더 베이」 공원·녹지 분야 MOU 협약을 통한 협업 추진

●● 첨단 기술을 활용한 시설관리 고도화 추진 

·IOT기반 「디지털 시설관리 사업」 협약(부산시설공단 ↔ KT)을 통한 민간협력 강화
·-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 활용을 통한 사업별 적용사업 발굴 및 시범사업 추진 

·드론을 활용한 교량 및 고가도로 시설관리
·- 노후시설 점검 및 과속·끼워들기 방지 활동전개

·공영주차장 IT기술 활용 「내 차 간편 결제시스템」 구축
·- 출차 대기시간 최소화를 위한 사전정산 시스템 도입으로 이용 편의성 제고

·쾌적한 터널 환경 제공을 위한 센텀지하차도 환기제어시스템 교체 추진
·지역 중소기업과 영도대교 특수 포장재 공동 연구 개발을 통한 상생 협력 추진

사회적 가치실현과 일자리 창출

●● 공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책임 강화를 통한 지역사회 공헌    

·기업과 함께하는 사회적 가치 실현 협력사업 발굴·추진  
·- I♥교량&지역업체 자매결연, 기업과 함께하는 시민공원 테마 숲 공간조성 등

·사회적 경제 공공시장 진출 기회 지원
·- 공공구매 우선 목표 관리제 운영, 공공기관 합동 구매회 참여 등
·- ※ 사회적 경제 : 양극화 해소, 공동체발전 등 사회적가치를 창출하는 경제활동

·혁신 네트워크 구축 및 상생문화 확산
·- 전 직원 봉사활동 이수제 도입 : 1인 봉사시간 연간목표 20시간 지정 이행
·- 사업별 1기업, 1학교, 1만간단체 네트워크 구측 등 협력 시스템 운영

●● 신규 일자리 창출 적극 추진 및 일자리질 개선을 통한 직원 만족도 제고 

·공정한 경쟁을 통한 양질의 청년일자리 창출
·- 결원 충원 및 신규사업 인수를 통한 적극적 지역인재 채용 
·- : 2019년 40명 이상 채용 예정
·- 찾아가는 「취업성공 열린대화」 개최 및 청년 취업연수제도 확대 운영

·고령화 시대 선도적 지원을 위한 노인 일자리 확대
·- 일자리 나누기, 취약계층 의무고용 확대
·- ‵18년 상시고용 일평균 211명 → 249명 확대 추진

·간접고용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통한 고용의 질 개선
·- 심의대상 640명, 전환대상 130명 
·- → 노사 및 협의회 심의를 통한 전환 추진



행복하고 안전한 도시공간을 만드는 시민의 기업 27혁신, 내일로 가는 희망26

2018년 혁신 스토리 2016년 혁신 스토리

2015년 혁신 스토리2017년 혁신 스토리

1. 스마트폰 활용 공원환경 안전지킴이 시스템 구축

2. 산불재해 예방시스템 구축

3. 친환경 화장로 자체개발 및 특허 출현

4. 장사 정보 종합안내시스템 구축

5. 친환경 새조화 개발 및 확산 보급

6. 하이패스 오작동 쉴박스 발명특허 취득

7. 터널 등 세척장비 개발에 따른 예산절감

8. 공영주차장 모바일 징수시스템 구축

9. 국제지하도상가 미술의 거리 조성

10. RFID 기반 자산관리 시스템 구축

1. 네비게이션 활용 사고다발 구간 정보 제공

2. 민간금융과 연계한 지역에너지 사업 추진

3. 시간·장소 제약없는 스마트폰 앱 납부시스템 구축 

4. 레이더 돌발 상황 감지 등 첨단시스템 구축 

5. 국내 최대규모 예술시장 아트마켓 운영

6. 공원 숲체험 펀펀스쿨 운영

7. 영락·추모공원 부부합장 제도 운영

8. 선진 장사문화 및 기술전파 해외교류사업 추진 

9. 공영주차장 통합관제시스템 구축

10. 자갈치시장 전망대 사랑의 우체통 운영

1. 초대형 싱크홀 신속대응 및 재난안전 매뉴얼 재정비

2. ICT 기술을 활용한 체계적인 시설관리 실시

3. 친환경 생활기반 조성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확대

4. 장사시설 「모바일 부고알림」 서비스 운영

5. 태종대유원지 「QR코드 다국어안내서비스」 운영

6. 市 원-클릭 재난상황 전파시스템 운영

7. 사고다발지 안전사고 캠페인 및 자체정비 실시

8. 무연고자를 위한 착한 운구서비스 운영

9. 시설관리 전문가가 현장으로 찾아가는 「안전드림닥터」 시스템 운영

10. 적극적인 일자리 창출을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

1. 부산시민공원 국내공원 1호 시민안전 셉테드 최우수 등급 인증

2. 부산시민공원 전포천 자연친화형 생태하천 조성

3. 표준 장례비용 산출시스템 개발

4. 장묘문화 전시장공간 운영

5. 참여형 프로그램 문화체험사업 추진

6. 광안대교 에코그린존 조성

7. 해상교량 항로표지 설비 관리운영 개선

8. 광안대교 터치패스시스템 구축

9. 한마음스포츠센터 BF인증 획득

10. 해상교량 재난대응시스템 구축

부산시설공단 혁신스토리 (‵15년 ~‵18년)



행복하고 안전한 도시공간을 만드는 시민의 기업 29혁신, 내일로 가는 희망28

2018년 혁신 스토리

1. 초대형 싱크홀 신속대응 및 재난안전 매뉴얼 재정비

2. ICT 기술을 활용한 체계적인 시설관리 실시

3. 친환경 생활기반 조성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확대

4. 장사시설 「모바일 부고알림」 서비스 운영

5. 태종대유원지 「QR코드 다국어안내서비스」 운영

6. 市 원-클릭 재난상황 전파시스템 운영

7. 사고다발지 안전사고 캠페인 및 자체정비 실시

8. 무연고자를 위한 착한 운구서비스 운영

9. 시설관리 전문가가 현장으로 찾아가는

「안전드림닥터」 시스템 운영

10. 적극적인 일자리 창출을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

Creating Value Always... ing



2018년 혁신 스토리

싱크홀 사고대응

·일시 및 장소 :‵18. 7. 11.(수) 11:35, 번영로 서울방향 원동IC 300m 지난 지점
·대응내용 : 번영로 서울방향 2개차로 전면통제 및 현장점검 원인분석·긴급복구 실시

·대응내용 : - 시민제보를 통한 긴급 현장점검 및 교통통제로 주행차량 및 인명피해 전무
·대응내용 : - 신속한 유관기관 상황보고를 통한 경찰청 합동 도로통제 등 시민 불편 최소화
·대응내용 : - 복구자재 및 조달업체 사전지정에 따른 신속한 응급복구로 교통정체 해소
·추진실적 : 싱크홀 발생 우수 초기대응에 따른 부산시장 격려 및 언론보도

초대형 싱크홀 신속대응 및 재난안전 매뉴얼 재정비

재난안전 매뉴얼 재정비

·지반함몰(싱크홀)에 따른 대응매뉴얼 신설 → 부산지역 최초 매뉴얼 구축

·자연·사회재난 등 32개 재난 유형별 재난대응절차 매뉴얼 정비
·교통사고 등 사고처리, 통제방법 관련 세부기준 정립 매뉴얼 개선
·조직개편 및 인사이동 등에 따른 매뉴얼을 현행화 및 개인별 행동수칙 반영

행복하고 안전한 도시공간을 만드는 시민의 기업 31혁신, 내일로 가는 희망30

도로·교통 안전사고에 대한 시민 불안감 확산에 따라 우리 공단은 체계적인 사고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빅데이터 기반 사고대응시스템 운영하는 등, 시민안전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문가 점검 실시 싱크홀 긴급복구 

지반탐사



2018년 혁신 스토리

IOT 헬멧 실시간 영상전송시스템 구축 (무선통신망 활용 안전점검 실시간 전송)

·- 현장점검 영상저장 및 원인분석
·- 현장-사무실 실시간 소통 가능

ICT 기술을 활용한 체계적인 시설관리 실시

드론 활용 끼어들기 방지로 교통사고 저감 (시범운영기간 끼어들기 75% 감소)

·- 출퇴근시간 교통상황 드론 활용 영상 촬영
·- 끼어들기 금지 위반차량의 확연히 감소효과

도시고속도로 레이더식 과속단속정비 (단속장비 설치 불가지역에 첨단장비 활용)

·- 고가도로 특성상(진동) 단속장비 설치 불가
·- 교통사고 다발지역 시범설치 및 운영

신기술 개발을 위한 실증사업 참여

·시장창출형 로봇보급사업 수행기관(실증기관) 선정 및 추진
·- 산업통상자원부/한국로봇산업진흥원 주관의 국비지원사업
·- 수중조사 검사를 위한 Mini Rov 실증연구
·- 광안대교 수중부 점검을 통한 Rov 실증분야 수행

다양한 ICT 기술을 활용하여 IOT 헬멧을 이용한 실시간 영상/음성 전송체계 도입
및 드론 활용 교통단속 실시 등 4차 산업혁명에 적극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안전문화
조성을 위해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행복하고 안전한 도시공간을 만드는 시민의 기업 33혁신, 내일로 가는 희망32



2018년 혁신 스토리

기존현황

친환경 생활기반 조성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확대

2018년 추진 실적

·부산추모공원, 회동 화물차 공영차고지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완료(`18년 12월)

우리 공단은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에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친환경
에너지 발전설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온실가스를 절감하고 환경오염
을 최소화하여 시민 중심의 친환경 도시를 구현하고자 힘쓰고 있습니다.

행복하고 안전한 도시공간을 만드는 시민의 기업 35혁신, 내일로 가는 희망34

구    분

태양광 발전 부지 임대

태양광 발전 자체 이용

설비수량

2개소

5개소

발 전 량

273.6kW

247.12kW

수    익

연 7,030천원 임대수익 발생

연간 35,243천원 요금 절감

시 설 명

부산추모공원

회동 화물차 공영차고지

설치장소

야외 주차장

관리사무실 옥상

설비용량

302.94kW

99kW

면    적

3,870㎡

1,025㎡

임대수익(연간)

7,550천원

1,980천원

·2018년 신재생에너지 정부 지역지원사업 추진 (3개소,`19년 상반기 설치 완료 예정)
·※ 지역지원사업 : 태양광, 태양열 등의 신재생에너지원을 지자체가 소유‧관리하는 건물에 설치할 경우
·※ 지역지원사업 : 정부가 지원금을 지원하는 제도(국비 50% + 시비 50%)

시 설 명

가덕터널

광안터널

한마음스포츠센터

에너지원

태양광

태양광

태양열

설비용량

35kW

15kW

182㎡

사업비(천원)

100,566

43,096

216,762

연간 절감액(천원)

5,894

2,526

7,000

추모공원 야외 주차장 회동 화물차 공영차고지



2018년 혁신 스토리

추진방향

·기존 부고(訃告)알림 방식의 번거로움 등 이용시민 의견을 반영한 스마트폰 앱(App) 기능 개발
·기존 운영중인「부산 장사정보 종합안내 앱(App)」 기능 보완 → 모바일 부고장 전송기능 추가
·스마트폰, 카카오톡 메시지 전송 기능을 활용하여 간편하게 무료로 이용 가능하도록 개발 추진
·해당빈소 선택시 부고서식 및 상가정보(일정, 상주명 등) 자동 적용하여 이용자 편의 강화 등

장사시설 「모바일 부고알림」 서비스 운영

개발추진

·개발기간 - 2018. 7. 18. ~ 8. 26. (소요예산  2,970,000원)
·개발내용
·-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간편하고 신속하게 부고장 작성 및 전송기능 개발
·- 모바일형 부고서식 자동 적용(일정, 상주명 등) 및 이용자 편집기능 구현
·- 영락공원 시설 내 QR코드 안내판 부착 → 간편한 어플 다운로드 가능 
·이용절차 흐름도

주요화면(개발완료)

행복하고 안전한 도시공간을 만드는 시민의 기업 37혁신, 내일로 가는 희망36

이용약관 동의 상세내용해당빈소 선택 부고 작성 전송대상 선택 부고내용

우리 공단은 시민 맞춤형 서비스를 개발하고 운영함으로써 시민들이 원활하게 공
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모바일 부고알림 서비스를 통
해 장사시설 방문객들의  편의를 제고하고, 장사시설에 IOT기술을 접목하는 추진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2018년 혁신 스토리

QR코드 다국어 안내서비스 개발개요

·개발기간 - 2018. 2월 ~ 4월 (소요예산  1,815,000원)
·추진장소
·- 태종대유원지 주요 관광지 11개소(종합음성해설 안내판 1, 음성해설 안내판 10)
·- ※ 2018년 태종대유원지 시범운영 후 타 공원·유원지 등 확대 검토

·추진일정
·- `18. 2. : 해설자료 4개국어 번역 추진     ※유관기관(한국관광공사) 협업
·- `18. 3. : 음성녹음 등 시스템 구축, QR코드 개발   ※부서(혁신정보팀) 협업
·- `18. 4. : 주요 관광지점 QR코드 부착 및 음성해설 서비스 제공

태종대유원지 「QR코드 다국어안내서비스」 운영

행복하고 안전한 도시공간을 만드는 시민의 기업 39혁신, 내일로 가는 희망38

설치위치(11개소)

언론 홍보도보길 안내도관광안내소 홍보매체 활용

주요 관광지점 해설음성해설 종합안내

QR코드 다국어 안내서비스

태종대유원지 방문객들을 위해 4개 국어 음성해설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국어안내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태종대유원지 내 비치된 QR코드를 활용하여 주요
관광지에 대한 자세한 해설을 제공함으로써 방문 시민들의 만족도를 높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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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원-클릭 재난상황 전파시스템

지진 등 긴급 재난에 대비하여 재난문자 및 재난알림톡, 재난 예·경보방송(초·중·고 및 다중
밀집시설, 마을방송 등), 시 홈페이지, 지역 8개 방송사 자막방송 등 개별적 전파시스템을
통합하여 한번의 클릭으로 재난상황을 전파하는 시스템

市 원-클릭 재난상황 전파시스템 운영

추진개요

·市 시민안전실 재난상황관리과 재난대응 시스템 연계
·관리유형 : 지진 등 자연재난, 민방위사태, 기타재난 포함
·각 매체 개별 운영되던 재난전파 시스템 통합  
·신속전파(조기경보)로 시민안전 골든타임 확보
·운영현황 : 지역방송(8), 지하철(472), 학교(117), 버스(469) 등

추진 결과

·설치기간 : 2018. 5. 23.(수) ~ 5. 30.(수) 
·설치위치 : 총 4개 수신처(안전기술실 1, 도로사업단 1, 교량사업단 2)
·설치내용 : 송·수신처 할당 IP에 대한 방화벽 접속허용 및 경광등 설치

최근 지진, 집중호우, 폭설 등 재난 발생이 늘어남에 따라 우리 공단은 유관기관과
협업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효과적인 초동대응을 실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市 원-클릭 재난상황 전파시스템 구축을 통해 시민안전
골든타임을 확보하였습니다.

행복하고 안전한 도시공간을 만드는 시민의 기업 41혁신, 내일로 가는 희망40

시스템 개요 공단 상황실(수신부)市 상황실 (발신부) 상황수신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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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배경

·동서로 주례~학장 곡선부 지점 지속적인 교통사고 발생 예방 및 저감

사고다발지 안전사고 캠페인 및 자체정비 실시

주요 추진사항

·TBN부산교통방송 화물차 안전운전 캠페인 추진
·- 기        간 : 2018. 6. 15. ~ 7. 14.(1개월)
·- 방송횟수 : 3회/일(13~14시, 22~23시, 24시)
·- 소요비용 : 1,800천원

·운전자 시인성 향상을 위한 곡각지 LED경보등 설치
·- 설치구간 : 동서로 학장램프(김해방향) 곡각지
·- 설치수량 : LED차량경보등 21EA
·- 공사금액 : 4,274천원

·주행차량의 제동거리 단축을 위한 곡각지 아스팔트 노면 정비
·- 공 사 명 : 2018년 동서로 노면 개선공사
·- 공사내용 : 기존 아스팔트 절삭 및 재포장 A=5,040.30㎡
·- 공사금액 : 145,756천원(도급액 58,214천원, 관급액 69,549천원, 폐기물 17,922천원)

·2018. 12. 황령~감전 김해방향 구간단속카메라 설치예정(부산시 시행)

·이동식 과속단속카메라 확대 : 새벽시간 등 취약시간대 단속확대 요청(교통순찰대)

·동서로 전 구간 규정속도(60㎞) 준수, 빗길 감속운전 등 홍보실시
·- 화물연대, 화물공제조합 공문 발송 및 동서로 전광판(11개) 활용 홍보

행복하고 안전한 도시공간을 만드는 시민의 기업 43혁신, 내일로 가는 희망42

TBN 안전운전 캠페인 홍보 노면 정비LED경보등 설치

사고다발지에서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우리 공단은 안전사고 캠페인을 운영하고,
기동보수반 자체정비를 실시함으로써 안전운전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운전자의 안전의식 개선과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오늘도 땀 흘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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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기간  ′18년 11월~ ′19년 3월
장진기소  화장장 장의버스 주차장~화장로
추진대상  무연고자, 수급자 등 운구인력 부족 상가
추진방법  유족 6명이 운구하여 대차로 인수 ⇒ 장의차량에서 전용대차로 직원 이동
주요내용

·추진 대상한정으로 시범운영기간 9회차 한정 운영
·전용운구대차를 사용하여 직원(2인 1조)이 직접 차량에서 화장로까지 운영
·※ 기상악화의 경우 화장장 실내에서만 서비스 제공

무연고자를 위한 착한 운구서비스 운영

추진실적

·착한운구 서비스 시범운영
·- 홈페이지 홍보, 장례업체 간담회 개최 및 화장 9회차 한정 서비스 대상 가족 시범운영(2인1조)
·- 착한운구 서비스 운영절차
·- 그간 운영실적 : 7건, 16회 운영(2018. 12. 20. 기준)

·영락공원 화장동 연결통로 출입구 바닥 정비
·- 공사기간: 2018. 10. 17.~11. 6.(공사비: 9,125천원)
·- 주요내용: 화장동 운구진입 경사로 및 상부바닥 확장 시공

행복하고 안전한 도시공간을 만드는 시민의 기업 45혁신, 내일로 가는 희망44

진입로 공사 전 진입로 확장 완료진입로 공사 중 진입로 상부 공사 중

착한운구서비스 홍보 시범운영 2장례업체 간담회 시범운영 1

가족구성원의 핵가족화 및 장례절차 간소화 등 장례문화의 변화로 운구인력이 부족
한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단은 이러한 변화에 맞춰 사회문제 발생을 예방
하고 고인의 인간존엄성 회복을 위해 착한 운구서비스를 도입·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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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혁신 스토리시설관리 전문가가 현장으로 찾아가는 
「안전드림닥터」 시스템 운영

운영방법

·기술인력 POOL제 도입 ⇒  
·해당 국가기술자격 소지자 중 자격·경력 검증 점검반 2배수(31명) 확보 후 분야별 소집
·상시 활동체계 도입 : 소위원회(안전관리팀) 상시 점검활동
·- 각 사업장 대형 사업(공사) 기술지도 및 설계·시공 자문 등

운영실적

·시설물 합동 점검 및 기술심사 지원 : 전년대비 소집횟수 ↑36회 증, 개선의견 ↑153건 증가
·-`17년 21회 소집, 182건 개선의견 제시 → `18년 57회 소집 335건 개선·안전대책 제시
·- 신규시설안전점검 4회, 현장점검 5회, 기술심사 등 설계·시공자문 46회, 기술봉사 3회 등

·대형공사·용역 부실방지 기술심사 및 자문 : `17년 14회 → `18년 46회
·- 총사업비 규모 : 10,619백만원
·- 광안대교 강교도장 공사 등 22건 기술심사, 충혼탑 보수 설계용역 등 24건
·- `17년 72명 65건 심사의견 → `18년 108명 소집 및 205건 기술자문 및 심사의견 제시

·신규 인수시설 사전 합동점검 : `17년 2회 → `18년 4회
·- 지사·웅동터널 및 산성터널·접속도로, 부산역플랫폼 인수 전 시설점검
·- 27명 소집, `17년 47건 → `18년 133건 시설 개선안 제시

·재해 취약시설 안전점검 :`17년 2회 →`18년 5회, 17건 안전대책 제시
·- 금강공원 청룡사 배후사면, 자갈치시장 변압기 긴급 안전점검
·- 해빙기 집중관리대상시설 민간전문가 합동점검 : 어린이대공원
·- 부산시민공원 국가안전대진단 합동안전점검, 용두산 급경사지 점검

·사회적 가치실현 :`17년 3회 →`18년 3회 기술봉사 
·- 아미동 비석마을 사회취약계층 전기시설 안전점검 및 화재감지기 설치
·- 지체장애, 한부모 가정 전기시설 안전점검 및 고효율 LED 등기구 교체

인수시설 점검 열화상 점검국가안전대진단 낙석위험지 점검

행복하고 안전한 도시공간을 만드는 시민의 기업 47혁신, 내일로 가는 희망46

상시활동

소위원회 구성(7명) (안전관리팀)

외부자문

외부 자문위원 (필요시)

안전드림닥터 소집

점검반 POOL제(31명) (분야별·전체)➜ ➜

관리시설의 무재난의 꿈(Dream)을 실현하기 위해 우리 공단은 안전 전문가 조직을
구성·활용함으로써 안전점검 및 시설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안전드림닥터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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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인 일자리 창출을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

일자리 창출(청년)

·지역 청년인재 고용확대 공공기관 협약 이행
·- 부산지역 공공기관 등 35개 기관 공동 추진

·2018년 신규 채용 청년 18명

·※ 부산시 중장기 혁신계획에 의거 16년~17년 공단 사업
·※ 축소에 따른 신규직원 채용규모가 다소 감소됨

·채용제도 개선을 통한 공정한 채용
·- 직무역량 중심이 블라인드 채용제도 정착
·- 블라인드 및 NCS 기반 면접관 사전교육 실시
·- 면접위원 제척·회비·기피사유 고지 및 확인 실시

·채용제도 개선을 통한 공정한 채용
·- 지방공공기관 채용정보 박람회 참여(3.8.~11.)
·- 부산 공공기관 합동채용 설명회(5. 3.)
·- 국가보훈대상자 취업 박람회 참여(5. 4.)

·지역 인재 역량강화 위한 취업연수 실시
·- 지역 대학생 13명 (한국장학재단 업무협약)
·- 지역 청년 5명 (부산시청 연계사업 수행)

일자리 확대(노인)

·2018년 공공기관 60+시니어 일자리 창출 협약
·- 협약일자 : 2018. 9. 19.(한마당행사 일환 진행)
·- 협약기관 
·- 부산시, 한국노인인력개발원, 공공기관 7개 기관
·- 협약내용 
·- 시니어 일자리 발굴 및 취업기회제공 노력 등

·중점 추진내용
·- 노인일자리 확대를 위한 잡쉐어링
·- 차상위계층 노인인력 의무고용 추진
·- 자체 점검 및 지적사항의 적극 개선
·- 사업장별 노인일자리사업 추가 발굴

·2018년 연84,327명 고용 

·베이비부머·노인일자리 창출 민관 협약 및 
·실무협의
·- 부산시, 공사․공단, 기업 실무회의
·- (상호 협력, 사업 발굴 등)

·사업분야별 새로운 대상업무 발굴 추진 

행복하고 안전한 도시공간을 만드는 시민의 기업 49혁신, 내일로 가는 희망48

년 도

2018년

2017년

2016년

평 균

신규채용

18명

13명

32명

21명

청년

18명

12명

29명

20명

보훈

1명(중복)

-

-

1명(중복)

비고

인력충원

사업축소

사업확대

-

년 도

2018년

2017년

2016년

연인원
(일평균)

84,327
(231)

6,391

4,640

4,345

↑20.5%

↑27.9%

-

69,996
(191)

54,739
(149)

예산액
(백만원)

전년대비
증감(인원)

사업분야 대  상  업  무

주차관리원, 사업장별 환경정비 및 
산불 감시, 순찰·질서계도 등 
단순 노무활동

단순노무
일
반

기
술
인
부

녹
지
관
리

식당조리원

풀베기
작업

일반전정
작업

방제작업

묘 터파기

묘원벌초

사업장 내 직원 및 용역인력 
식당 조리활동

예초기, 잔디깍기 기계, 제초기 등 
관련 장비 활용 작업

전정가위를 이용한 관목의 가지치기
등 단순 전정 작업

수동·차량분무기 등을 사용하고
약품을 취급하는 업무

가족봉안묘 안치를 위한 묘 터파기 작업

가족봉안묘 등 주변 벌초 작업

공단의
사회적
책   임
강   화

·일자리 지속 창출
·- ‘18년 청년
·- 18명 채용 

·공정한 채용제도 확립

·취업정보 제공 확대
·- 박람회, 설명회 등

·청년인재 역량 강화
·- 취업연수 실시 등

더불어 잘사는 경제
(국정)

일자리가 풍성한 
경제혁신도시

(시정)

·창업카페 등 지원
·- 창업경진대회 
·- 지원 등 

·상가청년몰 조성 검토
·- 지하도 유휴공간 등

·창업ㆍ재취업 지원
·- 위탁교육, 
·- 자격증취득지원, 
·- 생애설계교육 등

·노인일자리 확대 추진
·- ‘18년 연 84,327명
·- 고용 

·고령화사회 
·자활복리 증진
·- 자립적 생활문화
·- 환경조성
·- 경제ㆍ건강 등 
·- 일터 제공

·사업장별 추가사업
·발굴, 지속적 
·잡셰어링 등 추진 

일자리 창출 및 
지원 실적

일자리 확대 및 
발굴 노력

창업 지원 등 
사회적 일자리 지원

국정·시정 목표 달성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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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네비게이션 활용 사고다발 구간 정보 제공

2. 민간금융과 연계한 지역에너지 사업 추진

3. 시간·장소 제약없는 스마트폰 앱 납부시스템 구축 

4. 레이더 돌발 상황 감지 등 첨단시스템 구축 

5. 국내 최대규모 예술시장 아트마켓 운영

6. 공원 숲체험 펀펀스쿨 운영

7. 영락·추모공원 부부합장 제도 운영

8. 선진 장사문화 및 기술전파 해외교류사업 추진 

9. 공영주차장 통합관제시스템 구축

10. 자갈치시장 전망대 사랑의 우체통 운영

Creating Value Always... ing

행복하고 안전한 도시공간을 만드는 시민의 기업 51혁신, 내일로 가는 희망50



혁신, 내일로 가는 희망

2017년 혁신 스토리

추진배경   안전불감 운전습관 개선 및 위험구간 사전정보 제공으로 시민안전 보호
개선내용   위치정보를 활용, 운전자에게 사고다발지 정보 제공(시·청각자료 활용)

청각정보 제공

네비게이션 활용 사고다발 구간 정보 제공

52 행복하고 안전한 도시공간을 만드는 시민의 기업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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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작사

아이나비

아틀란

KaKao네비

T-map

청각정보

전방에 사고다발 지역입니다

전방에 사고다발 구간입니다

교통사고 다발구간입니다. 안전운행하세요

300m 앞에 사고다발구간입니다. 안전운전 하십시오

시각정보 제공

황령터널

T-map 아틀란 KaKao네비

T-map 아틀란 KaKao네비

T-map 아틀란 KaKao네비

제2만덕터널

곰내터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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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방법   민간금융 연계(ESCO방식) 투자(3.5억), 국비+시비(5억) 활용 LED 구매·설치
추진결과   LED 등기구 교체 1,548개(가로등 1186개, 터널등 362개)
추진결과   ※ 민간금융 상환 실시(48개월) ⇒ 상환금액 : 금 340,110천원(매월 7,145,700원)
기대효과   투자금 상환(48개월) 후 기대수명(12년)까지의 절감액 산출
추진결과   ·유지보수비 절감 : 금691,440천원(연간 57,620천원) 예상
추진결과   ·조도 개선(평균 53% 개선)으로 야간운전자에게 밝고 쾌적한 도로 주행환경 제공
추진결과   ·예산투자 없이 도로조명 개선사업 추진(국책사업)으로 예산절감 기여

민간금융과 연계한 지역에너지 사업 추진

고효율 LED 전등 교체를 위한 ESCO 방식 친환경 사업을 추진하여 시설물 관리
효율 향상 및 시민에게 쾌적한 도로 주행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SCO (Energy Service Company, 에너지 절약 전문 기업)

에너지 사용시설에 선투자하고 시설에서 발생한 에너지 절감액을 활용하여 투자비와 이윤을 회수하는 기업

LED 가로등

➜ ➜

교체 전

행복하고 안전한 도시공간을 만드는 시민의 기업 55혁신, 내일로 가는 희망54

교체 중 교체 후

➜ ➜

개선 전 개선 후 조도 개선

평균 60% 조도향상
(7개소 측정)

LED 터널등

➜ ➜

교체 전 교체 중 교체 후

➜ ➜

개선 전 개선 후 조도 개선

평균 45% 조도향상
(2개소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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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축내용   키오스크(KIOSK)를 통한 무인 납부(전국 ATM기 활용 납부)

추진결과   - 선불 교통카드 충전과 통행료 미납요금 납부 등을 무인으로 가능
추진결과   - 고속도로 180여개 휴게소 2016년 현재 약 250대 설치 운영 중

추진결과   스마트폰 앱(Application)을 통한 납부(차량번호 등록 납부가능)

추진결과   - 장소와 시간에 구애 받지 않아 언제 어디서나 미납 결제가능
추진결과   - 납부기한이 다가오면 PUSH 알림으로 미납고객에게 알림

1. 통행료 또는 주, 통행료요금 납부를 위해 차량번호 입력
2. 입력된 차량번호로 도로공사와 시설공단 미납요금을
2. 동시에 확인
3. 미납요금 유/무를 확인하여 미납요금 납부

시간·장소 제약없는 스마트폰 앱 납부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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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하고 안전한 도시공간을 만드는 시민의 기업 57혁신, 내일로 가는 희망56

➜ ➜ 단 3번의 터치로 모든
미납요금 결제 완료!!

앱 실제 화면

무인충전단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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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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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이더 돌발 상황 감지 등 첨단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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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이더 돌발상황 검지시스템

돌발상황검지시스템 광안대교 통합관제센터 운영화면

돌발상황 이력정보 제공 실시간 차량 정보 제공

행복하고 안전한 도시공간을 만드는 시민의 기업 59혁신, 내일로 가는 희망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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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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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하고 안전한 도시공간을 만드는 시민의 기업 61혁신, 내일로 가는 희망60

2017년 혁신 스토리

2017년 시민공원 문화예술시장(아트마켓) 운영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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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요예산 : (캐노피 천막 대여 및 행사 물품 구입)

국내 최대규모 예술시장 아트마켓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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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작
의욕을 고취시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화체험 프로그램 운영, 시민사회와
함께 꾸려가는 명품 공원으로, 차원이 다른 운영의 묘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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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업주체   교육청, 부산시설공단, 스포원, 국립해양박물관, 국립과학관 
추진실적   총 11개교 373명 참가
추진실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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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원 숲체험 펀펀스쿨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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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하고 안전한 도시공간을 만드는 시민의 기업 63혁신, 내일로 가는 희망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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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합장 의미 및 방법

※ 부부합장 이란?

하나의 묘지(봉분)에 부부를 동시에 매장하는 것처럼 하나의 봉안시설에

부부를 동시에 봉안 가능하도록 허가하는 것을 말함

영락·추모공원 부부합장 제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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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부합장의 장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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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부합장제도 시행 홍보 실시

행복하고 안전한 도시공간을 만드는 시민의 기업 65혁신, 내일로 가는 희망64

2017년 부부합장 시행 실적

구분

영락공원

추모공원

소 계

부부합장
(1.2쌍)

106

143

249

822

330

1,152

502

493

955

2,147 716 (60,860천원)

358

-

358

53,700천원

-

53,700천원

358

-

358

7,160천원

-

7,160천원

상담 (10.6건)

전화 방문

봉안함 (1.8개)

판매 수입금

각인 (1.8개)

판매 수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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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국가 아시안 3개국(1주, 1시, 1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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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진 장사문화 및 기술전파 해외교류사업 추진 

친환경 고효율 화장로 기술 및 선진 장례문화 전파를 위한 해외교류사업을 적극추진
하여 국가간 우호협력 증진에 기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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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추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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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하고 안전한 도시공간을 만드는 시민의 기업 67혁신, 내일로 가는 희망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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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관제센터 시스템 구축으로 일부 주차장 무인운영 가능

원격제어 및 운영정보 실시간 취합, 전산망 활용 통계자료 관리 등

추진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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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영주차장 통합관제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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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하고 안전한 도시공간을 만드는 시민의 기업 69혁신, 내일로 가는 희망68

시스템 구성도

통합관제 시스템 구축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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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배경

·옥상 전망대 활성화를 위한 즐길거리, 편의시설 제공 필요(사랑의 우체통, 안내표지판 등)

·옥상 전망대 이용고객 불편 최소화를 위한 시설물 확충 필요(데크로드 정비 등)

자갈치시장 전망대 사랑의 우체통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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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개선사항

·자갈치시장 앞바다 “남항안내표지판”, “용두산공원 안내표지판”

·자갈치전망대 “사랑의 엽서” 작성 고객에게 매월 발송

·기존 바람개비 및 낙서판 노후화에 따른 철거

·기존 목재 전망데크와 연결되는 전망데크 추가 설치 등

자갈치시장 사랑의 우체통 운영 전망대 안내표지판 제작·설치매월 엽서 발송

전망대 안내표지판 제작·설치 데크로드 트릭아트 공간 조성목재 데크로드 정비

행복하고 안전한 도시공간을 만드는 시민의 기업 71혁신, 내일로 가는 희망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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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산시민공원 국내공원 1호 시민안전 

셉테드 최우수 등급 인증

2. 부산시민공원 전포천 자연친화형 생태하천 조성

3. 표준 장례비용 산출시스템 개발

4. 장묘문화 전시장공간 운영

5. 참여형 프로그램 문화체험사업 추진

6. 광안대교 에코그린존 조성

7. 해상교량 항로표지 설비 관리운영 개선

8. 광안대교 터치패스시스템 구축

9. 한마음스포츠센터 BF인증 획득

10. 해상교량 재난대응시스템 구축

Creating Value Always... ing

행복하고 안전한 도시공간을 만드는 시민의 기업 73혁신, 내일로 가는 희망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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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개요 : 셉테드 “최우수등급” 취득

·인증기관 : 한국셉테드학회 → 국내 셉테드 인증기관

·인증대상 : 범죄예방 환경설계 공원시설 부분

·인증절차 : 인증신청 → 심사(서류 및 현장) → 평가 → 인증

·심사결과 : “최우수등급” 취득 ⇒ 국내 공원시설 최초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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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민공원 국내공원 1호 시민안전 

셉테드 최우수 등급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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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대효과

·공원분야 최초 인증으로 대내외적 인지도 상승 등 공원이미지 제고

·안전 최우선의 공단 핵심가치에 따른 안전관리 및 범죄없는 공원 조성

향후계획

·각종 범죄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속적 노력 및 개선

·※ 셉테드 인증후 범죄예방 노력을 인정받아

·※ “범죄예방 최우수시설”추가 인증 ⇒ 부산진경찰서

셉테드인증서

여성전용 주차장

범죄예방 최우수 시설 인증 셉테드인증서 수여 및 MOU 체결식

화장실 비상벨

행복하고 안전한 도시공간을 만드는 시민의 기업 75혁신, 내일로 가는 희망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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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이 살아 숨쉬는 전포천 생태복원 추진

·어류방류, 야생화단지 조성, 수질개선 낙차공 공사 실시 등

부산시민공원 전포천 자연친화형 생태하천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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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계절 계전화단 조성 등 특화사업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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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절화단 (봄) 계절화단 (여름)

전포천 개선전 전포천 개선후

행복하고 안전한 도시공간을 만드는 시민의 기업 77혁신, 내일로 가는 희망76



2016년 혁신 스토리

장례비용 산출시스템 개요

·영락공원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쉽게 장례비용 산출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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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준 장례비용 산출시스템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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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선효과

·장례비용 산출시스템을 통한 장례식장 예상비용 사전 인지

·공설장례식장으로서의 합리적인 비용 제시로 유족부담 경감

·외부 장례식장비용과 상호 비교로 시민들의 바가지요금 피해 최소화

·투명한 업무처리로 장례문화 선도 및 지방공기업 공신력 확보

※한국소비자원 보도자료(2015. 9월) : 화장(火葬)시 전국 평균 장사비용 1,327만원

행복하고 안전한 도시공간을 만드는 시민의 기업 79혁신, 내일로 가는 희망78

산출결과 평균 장례비용 비교

구분

계

장례식장비용

화장,봉안비용

화장시 전국 평균(A)

1,327만원

989만원

338만원

영락공원평균(B)

315만원

270만원

45만원

비용차이(C=A-B)

▲ 1,012만원

▲ 719만원

▲ 29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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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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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객 극대화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해 화장접수처와 통합 운영

장묘문화 전시장공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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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 과

·화장대기시간 이용, 선진 장사문화 전시관 관람으로 이용객 볼거리 제공

·외부방문기관의 견학장소로 필수코스화 하여 장사문화의 선진화 공감대 형성에 일조

행복하고 안전한 도시공간을 만드는 시민의 기업 81혁신, 내일로 가는 희망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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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인 문화복지사업 추진

·추억의 영상음악회(도병찬의 뮤직파일) : ’16. 4월~현재, 무료(월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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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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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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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 약자배려를 위한 끊임없 는 문화시책 추진으로 공익적 책무 완수

·미래주역인 청소년과 교사·학부모에게 시민친화적 공기업으로 다가가는 계기마련

참여형 프로그램 문화체험사업 추진

지역 소외계층에 적극적 문화나눔을 통한 사회적 책무를 완수하고, 공공문예회관의
지역 문화 융성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행복하고 안전한 도시공간을 만드는 시민의 기업 83혁신, 내일로 가는 희망82

문화소외계층 초청 객석나눔 시민 초청 문화융성 실현찾아가는 재능기부 사업추진

제3회 대한민국
교육기부대상 수상
(교육부장관상, ’14. 12.)

제5~6회 교육메세나패 수상
(부산광역시 교육감상)

제7~8회 교육메세나탑 수상
(부산광역시 교육감상)

2014 토요스쿨 
우수기관 인증패 수상

(부산광역시 교육감상, ’15. 1.)

제8회 교육 메세나탑 수상제7회 교육 메세나탑 수상

수상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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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및 경과

광안대교 에코그린존 조성

피고라 / 탐조대현황 구성도

행복하고 안전한 도시공간을 만드는 시민의 기업 85혁신, 내일로 가는 희망84

수영강변 정비, 보행육교 개설, 생태습지 조성, 태양광 발전설비 등 많은 재정투입을
통해 조성한 간접 시설물들을 적극 활용하여 체험학습장 등 친시민적 공간으로 탈바꿈
하였습니다.

청사주변 텃밭조성

휴게시설(파고라) 및 탐조대

태양광발전설비 학습장

자연생태습지 등 사책추진

전시실(지하) 영상실 입구

화장,전시실 옥상

시설명 설치내용추진일정

2013. 5.

2013. 6.

2013. 6.

2013. 6.

2013. 하반기

2013. 하반기

텃밭조성 시민볼거리 제공 등

휴식데크, 탐조대 1대 등

모형도, 모니터링 시스템 설치

생태공예전, 습지 등 다양한 체험

에코학습판넬 설치, 동영상 비치 등

옥상녹화, 편의시설 등

효 과

·광안대로 주변 유휴지 및 시설활용 시민편익 증대와 문화공간 제공

·입구 진·출입로 개선 등을 통한 우범지대화 예방효과 및 친시민 시책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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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교량 항로표지 설비 관리운영 개선

개 요

·항로표지설비 제어부품 노후 및 단종으로 유지관리비용 상승
·특허제품 설치에 따른 비용부담, 제조자 납품 지연 등으로 사후관리 어려움
·교각하부에 설치된 설비의 경우 너울 등에 의해 고가의 제어 장치 파손이 반복 발생되어 수리 비용 증가
·※항로표지 : 308등(교량등 1등, 교각등 130등), 주표 36개

경 과

·2012. 12. : 남항대교 항로표지 제어 시스템 개선 완료
·2013. 1. ~ 6. : 광안대교 시스템 개선방안 강구 및 개선 추진

내 용

·항로표지 제어방식 변경 개선
·- 광안대교 개별 제어(제어장치176개) 방식 ⇒ 그룹별 제어(제어장치 2개)
·- 남항대교 개별 제어(제어장치 52개) 방식 ⇒ 4등을 하나로 그룹제어(제어장치13개

효 과

·개별제어에서 그룹 제어방식 운영으로 관리 효율 향상
·▶ 광안대교 예산절감 (연간 79,420천원) : 단말제어장치 13,760천원 / 등명기 수리비 65,660천원
·▶ 남항대교 예산절감 (연간 47,916천원) : 단말제어장치 18,400천원 / 등명기 수리비 29,516천원

행복하고 안전한 도시공간을 만드는 시민의 기업 87혁신, 내일로 가는 희망86

항해선박의 해상교량 충돌 안전사고 예방 및 교량 통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광안
대교 항로표지 설비 관리운영 시스템을 개선하였습니다.

항로표지 제어장치 그룹별 개선항로 표지설비 배치도

대외성과

·특허제품을 일반상용제품으로 대체 설치하여 비용절감 및 안전사고 예방으로 안전 도시 구현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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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안대교 터치패스시스템 구축

개 요

·사업기간 : 2013. 7. 23. ~ 12. 20.

·소요예산 : 596,598천원(부가세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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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용

·요금징수 시스템 : 2개소 22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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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치패스 시스템(TCS) S/W, F/W개발

행복하고 안전한 도시공간을 만드는 시민의 기업 89혁신, 내일로 가는 희망88

추진결과 (도입 전 ↔ 후 비교)

일반차로의 하이패스
선·후불카드요금정산

면제등 요금징수 투명성

통합 표준화, 효율성

컨테이너, 대형 화물차량 등
현금 지급

국가유공자, 장애인 면제 육안처리
(절차 복잡)

일부차로에서만 충전
현금+하이패스 이원화

전자지불로 자동화

전자지불 자동화
(통합복지카드 1장 - 절차 간소화)

모든 차로에서 하이패스 요금정산/
충전 가능 일원화된 시스템으로 통합

시설명 개선 (후)개선 (전)

기존 광안대교 요금소의 경우 하이패스 예비용 전용차로가 없어 하이패스 전용차로
고장시 통행료 납부거부 등이 발생하여 광안대로 터치시스템 구축을 통해 고객불만을
해소하고 이용 만족도를 높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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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하고 안전한 도시공간을 만드는 시민의 기업 91혁신, 내일로 가는 희망90

한마음스포츠센터 BF인증 획득

추진내용

·신 청 자 : 부산시설공단 (인증대상 : 한마음스포츠센터 - 건축물)
·인증기관 : (재)한국장애인개발원 (전문인증기관)
·인증구분 : [등급]최우수, 우수, 일반 / [종류]예비인증, 본인증

추진경과

·2012. 09. 04. : BF인증 추진계획 수립
·2012. 11. ~ 2013. 1. : 자체 시설보완 (점형블럭 설치 외 48건)
·2013. 04. 15. : 사단 심사결과 최종 통보 ⇒ 한마음스포츠센터

추진결과

·2013. 5. 7. : BF(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획득 ▶ 60호 건축물 지정
·전국 장애인체육시설중 전국 최초 인증획득
·전국 생활체육시설중 전국 2번째 인증획득
·부산광역시 건축물중 3번째 인증획득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장애물 없는 시설 및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BF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통한 고객 편의증진 및 공신력을 확보했습니다.

BF인증 제도

※BF(Barrier Free)인증 제도란 : 편의시설,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여부를 공신력 있는
기관이 평가하여 인증하는 제도로, 어린이, 노인, 장애인, 임산부뿐만 아니라 일시적 장애인 등이
지역, 교통수단, 건축물 등을 접근, 이동,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는 생활환경의 구축 및 조성을 촉
진하고자 인증하는 제도

※근거법령 :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시행지침 (국토해양부공고 2010-82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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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F 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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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교량 재난대응시스템 구축

추진내용

·사업명 : 해상교량 재난대응시스템 구축
·사업명 : - 시정계 3개(하층 현수교 및 곡각지), 모니터링 시스템 1식
·사업명 : - 진입차단시설 2개소(용당 및 49호 진입부) 설치 등

구축효과

·재난대응시스템을 활용한 재난상황 신속대응으로 안전사고 예방 및 시민안전 확보

가시거리 차단시설(시정계)

행복하고 안전한 도시공간을 만드는 시민의 기업 93혁신, 내일로 가는 희망92

기후변화에 따른 광안대교 부근 해무발생 빈도 증가 및 대형사고 발생 예방을 위해
‘광안대교 재난대응 시스템’을 구축하여 시민들이 안전하게 해상교량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설치위치 모니터링 시스템

교량진입 차단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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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스마트폰 활용 공원환경 안전지킴이 시스템 구축

2. 산불재해 예방시스템 구축

3. 친환경 화장로 자체개발 및 특허 출현

4. 장사 정보 종합안내시스템 구축

5. 친환경 새조화 개발 및 확산 보급

6. 하이패스 오작동 쉴박스 발명특허 취득

7. 터널 등 세척장비 개발에 따른 예산절감

8. 공영주차장 모바일 징수시스템 구축

9. 국제지하도상가 미술의 거리 조성

10. RFID 기반 자산관리 시스템 구축

Creating Value Always... ing

행복하고 안전한 도시공간을 만드는 시민의 기업 95혁신, 내일로 가는 희망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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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활용 공원환경 안전지킴이 시스템 구축

구축경과

·2012. 8.  : 연암공업대학 창업동아리와 시스템 공동 연구 개발

·2012. 12. : 국내 최초 백양산에 모바일 M2M(사물통신) 산불지킴이 구축

·2013. 3.    : 부산진구 엄광산 정상에 산불지킴이 시스템 추가 구축

구축내용

·3G 모바일 기술 활용, 실시간 영상 감시, 360도 동작센서 계도방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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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간조명등, LED 전광판 추가 등 기능 및 성능 업그레이드

구축효과

·카메라와 동작인식 센서, 경고 방송 등을 통한 24시간 방범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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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양광을 활용한 친환경 녹색에너지원 사용으로 탄소 배출 저감

·저비용으로 구축 가능하여 향후 산불감시 및 예방지역 확대 설치
·※산불지킴이 시스템 특허 및 실용신안 등록

행복하고 안전한 도시공간을 만드는 시민의 기업 97혁신, 내일로 가는 희망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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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스템 구성도 스마트폰 모니터링백양산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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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재해 예방시스템 구축

산불조심 경고판

산불조심기간에는 라이터, 성냥 등 화기 및 인화발화물질

을 소지하고 입산하지 못하도록 산림보호법에 따라 화기

물 소지 금지구역을 지정하고 공원·유원지 입구에는

세로 120cm 가로 90cm의 입간판에 화기물 소지 금지

구역임을 알리고 불을피우는 행위 등을 못하도록 계도

하며 위반 시에는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 벌금 등의 처벌

내용을 명기하여 산불

조심 경고판을 설치하

고 입구에서 라이터 등

을 보관하는 등 이용시

민의 참여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산불관제(CCTV) 시스템

공원·유원지 관리구역 감시가 용이한 위치에CCTV를

설치하여 관리구역을 상시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으로

백양산 정상과 엄광산 중턱, 공원조망에 유리한 고층

아파트 등지에 총 8대의 감시카메라가 중앙공원, 어린이

대공원, 금강공원을 감시하기 위해 설치되어 있으며

milestone mobile앱으로 휴대폰에서도 상황관제가

가능하며, 웹에서는 

연간 산림 내 상황을

상시 관찰하고 

있습니다.

산불 위치확인(GPS) 시스템

GPS단말기를 이용하여 산불감시원이 신고버튼을 누

르면 산불방지대책본부가 운영하는 산불관제시스템

(www.bisco.kworks.co.kr)에 산불발생 위치가 지도

(map) 위에 붉은색 원으로 표기되며, 마우스로 클릭하면

경위도 좌표 등 단말기의 정보가 표시됩니다. 

이 시스템은 위치가 관리구역 현황지도에 표기되기 때문

에 쉽게 위치를 가늠할 수 있고 산림청또는 소방항공대

에 협조요청을 할 때 정확한 위치정보를 제공함으로서

산불 초기대응에 유용하게 활용 할 수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11월부터

5월까지 산불조심기간

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산불지킴이(폐휴대폰) 시스템

산불지킴이 시스템은 우리공단과 연암공대가 같이 국내

최초로 개발한 시스템으로 산림을 감시하는 측면에서

는 산불관제시스템과 동일하지만 폐휴대폰을 이용한

다는 점과 감지센서가 있어 등산객이 센서앞을 지나갈

경우 산불 홍보 방송이 자동으로 작동되면서 산불예방

에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폐휴대폰으로 영상

통화를 하면 산림상황이 확인가능하며 카메라의 상하

좌우를 휴대폰 버튼으로조정하여 원하는 산림구역을

추가로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백양산 정상과 대신공

원(구덕산)입구 등 총

3개소에 설치하여 산불

예방 홍보와 상황관제

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공단은 산불방지를 위한 다양한 예방·대비활동들을 장기간 시스템화하여 정착시켰
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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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하고 안전한 도시공간을 만드는 시민의 기업 99혁신, 내일로 가는 희망98

입산통제구역

입산통제기간은 매년 11월 1일부터 다음연도 5월 15일까지 195일간이며, 입산통제

구역이 지정되면 공원·유원지 입구에는 세로 120cm가로 90cm의 입간판에 통제

구역과 면적, 기간 등을 명시하여 이용시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단관리 공원·유원지 현황

토지면적 (ha)

산림면적 (ha)

산 지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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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중앙공원 어린이대공원 용두산공원 금강공원 태종대유원지 시민공원 송상현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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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화장로 자체개발 및 특허 출현

추진목적

·화장수요의 지속적인 증가 추세로 인한 영락공원 화장 공급능력 증대 필요

·화장시설 증설 시 많은 예산 소요 및 지역이기주의로 사업추진 장기화(애로)

·화장로 교체시기 도래 : 현 설비(1995년) 21년 경과로 내구연한(12년) 초과 실정

개발목표

·화장 소요시간 30% 단축 : 기존 100분/회⇒개선 70분/회

·연료사용량 50% 수준으로 낮춘 저부하 화장로(210Mcal/회이하)

·대기오염물질 법정 기준 대비 50% 이하로 줄인 친환경 화장로

·화장로 증설 시 많은 예산 소요 및 지역이기주의로 사업추진 장기화

·- 대안으로 고속화장로 개발 시 화장설비 용량 증가로 수요 충족 가능

·- 전국 화장로 수요 예상 : 224기(2010년) → 533기(2030년)

추진개요

·개발기간 : 20개월(2014.7월~2016.2월)

·개발비용 : 4억원(국비지원 3억원, 민간부담 1억원)

·개발목표 : 화장시간 단축, 연료소비량 감축, 배출가스 저감

·추진경과

·- 2014. 3. 25.

·- 2014. 6.

·- 2014. 7. 1.

·- 2016. 1. 11.

·- 2016. 2.

·- 2016. 4.

영락공원 화장 실적 수요추계 : 보건복지부

2000년

8,019

2005년

14,896

2010년

17,996

2015년

21,546

2020년

29,880

2025년

33,586

2030년

37,501

부산시 화장수요 추계 <2011년 보건복지부 발표> (단위 : 건)

추진계획 대비 실적

·2015년 4/4
·- 고속화장로 개발 완료

·2015. 12. 31. 고속화장로 개발 완료
·2016. 01. 11. 공장 최종테스트 완료

·2016년 1/4
·- 현장설치 후 시범운영

·2016. 02. 29. 고속화장로 1기 시범설치 완료
·2016. 03. 01. 최종 시운전 완료

·2016년 2/4
·- 시범운영 및 특허출원

·2016. 04. 26. 고속화장로 관련 특허출원 완료

정상추진
100%

정상추진
100%

정상추진
100%

추진계획(일정) 추진실적 비고

구 분

연 소 물

연소시간

연료소모(열량)

일반 시신 (1구)

70분

360,000 Kcal

돼지 사체 (60kg)

50분

206,000 Kcal

약 30% 단축

약 40% 저감

기존 화장로 테스트 화장로 결 과

행복하고 안전한 도시공간을 만드는 시민의 기업 101혁신, 내일로 가는 희망100

고속화장로 시범 설치

고속화장로 시범설치 및
시운전 결과보고

테스트 전 (연소물 입로 중) 테스트 후 (점화 50분 후)

➜

세부내용

·고속화장로 개발완료 및 공장 최종테스트 실시 (2016.01.11)

:  중소기업청 개발과제 채택

:  고속화장로 개발기업 선정(세화산업사)

:  개발 착수

:  개발사 공장 연소테스트 완료

:  고속화장로 1대 무상 시범설치 완료

:  개발사 최종 개발 보고서 제출 (중소기업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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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 정보 종합안내시스템 구축

추진경과

·2013. 6. : 장사정보 종합안내시스템 구축용역 착수

·2014. 2. : 장사정보 무인안내기 및 모바일 앱 개발 완료

·2014. 3. : 보안성 검토, 앱 스토어 등록 및 운영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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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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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검색  화장예약 및 빈소현황, 고인검색, 시설위치 등

·이용문의  장례식장·화장·봉안·묘지 상담 바로콜, 문자 상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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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마당  공지사항, 자주하는 질문, 장례용품, 장사문화 홍보 등 
·※ 대형포털 API 연계 : 지도서비스, 교통, 주변의 편시설 등

추진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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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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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하고 안전한 도시공간을 만드는 시민의 기업 103혁신, 내일로 가는 희망102

사업경쟁력

IT인프라

서비
스제
공

경제
적효
과

스마트기기 앱(App) 개발 : iOS, Android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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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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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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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방문 민원사무 처리에 따른 민원인 
·방문비용 절감
·실시간 업무처리, 수작업 제거 등
·업무 프로세스 개선에 따른 경비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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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새조화 개발 및 확산 보급

추진배경

·과대한 크기로 인한 장례식장 혼잡과 시설이용 불편 동시 해소

·경제적이고 실용적인 조화문화 정착 및 화훼산업 육성 도모

·인조조화에 포함된 환경 위해물질 감축으로 저탄소 녹색성장 도모

추진경과

·2011. 11월 : 친환경 새 조화 제작·보급 가이드라인 제작

·2012.   4월 : 부산영락공원 친환경 새 조화 사용 정착

·2013.   1월 : 친환경 새 조화 제작·보급 지침 보완

추진내용

·2013. 4월 : 친환경 새 조화 보급·확산 협의(부산시 3개 부서)

·2013. 5월 : 친환경 새 조화 제작·보급 가이드라인, 안내문 제작(개정)

·2013. 5월 : 친환경 새 조화 보급·확산 협조요청 (중앙부처, 공공 장례식장 등)

·2013. 6월 : 친환경 새 조화 보급·확산 전략적 홍보강화계획 추진
·※타지방 새 조화 정착 : 창원상복공원(’12.7월), 울산하늘공원(’13.3월)

개선효과

·새조화 보급 확대를 통한 조화 재사용 예방 및 화훼농가 보호

·폐조화 쓰레기 감축을 통한 친환경 녹색성장 확산

대외성과

·장례식장 환경 및 이용불편 개선, 건전한 장례문화 구현

·선진 장사문화 선도자로서의 역할과 위상 제고

장례식장 근조화환 진열방법 개선
<친환경 새 조화> 제작 실물 모형

행복하고 안전한 도시공간을 만드는 시민의 기업 105혁신, 내일로 가는 희망104

1단 2단 B2단 A

창원상복공원 등 전파

새 조화 홍보물 제작(개정)

 ▶ ▶
(기존) 3단 조화 (개선) 친환경 새조화 (개선) 진열 방법 개선

·크기 과대 : 235cm
·인조 부품 사용
·쓰레기 발생 과다
·조화 재사용 빈번

·크기 축소 : 160cm
·인조 부품 사용 제한
·쓰레기 발생 감소
·조화 재사용 예방

·복도진열 6개 이하
- 나머지는 근조 리본만
거치대에 설치

·초과본 야외진열대 전시
·빈소내 조기꽃이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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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패스 오작동 쉴박스 발명특허 취득

배 경

·광안대로 벡스코 요금소 하이패스 차로에 인접한 일반차로 통행차량의 통행료 징수 오작동 사례가
·있어 현장점검 결과, 하이패스 전용차로의 요금징수 통신전파가 인접한 일반차로 침범이 원인임을
·파악되었습니다.
·※벡스코 하부도로 옆차로 통행 시 요금 인출 보도 (부산MBC, 2014. 1. 10.)

·도로공사 등 하이패스 운영기관에도 유사사례가 없는 광안대로의 특수한 상황인 관계로 부서담당 및
·직원들의 자체해결 노력을 통해 추진한 사례입니다

경 과

·하이패스 통신전파 송·수신 안테나 각도, 세기 조정(측정) : 2014. 1.~2.
·KT 등 관련기관 자문, 자체연구 및 쉴드박스 시범 설치운영 : 2014. 3.~5.
·하이패스 오작동 방지‘통신전파 차단 쉴드박스’자체 개발 : 2014. 6.~7.

발명특허

·발명명칭 : 「하이패스 오작동 방지용 통신전파 차단 쉴드박스」
·발  명  자 : 최인석 과장(광안대로사업단 교량기전팀)
·출  원  일 : 2014. 8. 14. (출원 제2014-0106261호)
·등  록  일 : 2014. 10. 30. (특허 제10-145851호)

효 과

·통행료징수관련 투명성·신뢰성 확보, 민원해소(당초 : 월6건 ⇒ 없음)
·광안대로 자체 기술력 보유 및 노하우 축적
·부산시내 민간터널 (백양터널·수정터널 등)에도 기술력 전파 및 무상공유를 통한 상생협력

·※ 오작동 방지기술관련 ‘전파차단벽’ 설치비용 11.2억원 절감효과

행복하고 안전한 도시공간을 만드는 시민의 기업 107혁신, 내일로 가는 희망106

쉴드박스 설치 도해 언론보도 사례쉴드박스 제작 완료

광안대로 하이패스 오작동 방지를 위한 통신전파 차단 쉴드박스 Ⅲ(Shield Box Ⅲ)
개발 및 특허등록을 통해 시민분들의 시설이용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쉴드박스 발명특허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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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널 등 세척장비 개발에 따른 예산절감

추진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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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력으로 세척시 인건비 등 작업비용 과다로 예산확보 및 시행 어려움

·추락 등 작업자 안전 확보와 작업능률향상을 위한 장비개발 운영 모색

터널 조명등 세척장비 개발

·추진기간 : 2011. 01. ~ 2012.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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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방법 : 세척장비 공동개발 협약추진

·소요예산 : 금 108,998천원 (차량 36,757 / 크레인 26,641 / 세척장비 45,600)
·※2012. 08월부터 터널 조명등 청소 현장투입 → 년 2회이상 실시

개선효과

·터널 조명등 세척비 예산절감

·▶ 연간 금183,832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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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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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널조명등 세척장비 운영터널조명등 인력세척

개발 세척차량운영시 절감액 = 2회 청소비 - 인건비 등 운영비

·2회 청소비：220,155천원 → 총 23,632등 × 4,658원/1등 × 2회
·※청소단가 4,658원：2010년 외주업체 터널등세척 단가계약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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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하고 안전한 도시공간을 만드는 시민의 기업 109혁신, 내일로 가는 희망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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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주차장 모바일 징수시스템 구축

사업개요

·사업 명칭 : 공영주차장 모바일 카드징수 시스템 개발·개발 기간 : 2015. 2. 17. ~ 5. 14.

·주요 내용   ▶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모바일 카드징수 시스템 개발

·주요 내용   ▶ 스마트폰을 이용한 주차요금 카드징수 및 정산 등

·운영 대상 : 중동역, 요트경기장 앞

·주요 내용   ▶ 중동역 시범 도입 : 2015. 5. 14. 요트경기장 확대 (9월)

개발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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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바일 카드인식단말기 이용, 카드(교통·신용)로 주차요금 징수

·블루투스 프린터로 주차권 및 주차요금 납부 영수증 발급처리

·주차관리사업소 수입금 관리 프로그램 연계 체계적 수입금 관리
·※ PDA 대비 : 실시간 업데이트, 배터리 내구연한, A/S

추진경과

·2015. 01. 17 : 모바일 주차요금 결제시스템 구축 계획 시달

·2015. 02. 17 : 모바일 주차요금 결제시스템 구축 기본계획 수립

·2015. 04. 30 : 모바일 주차요금 결제시스템 개발 완료

·2015. 05. 14 : 중동역주차장 모바일 주차요금 결제시스템 도입

·2015. 10. 07 : 모바일 주차요금 결제시스템 라이센스 구입

·2015. 11. 20 : 요트경기장 주차장 모바일 시스템 추가 도입

개발효과

·공영주차장 현금결제 이용불편
·해소로 시민 편의 제공

·주차요금 징수의 투명성 및 
·업무 효율 향상

모바일 시스템 구성도

모바일 징수 시스템 중동역 모바일 도입

공영주차장 이용고객들의 편의를 위한 모바일 카드 시스템을 운영하고 주차요금
징수의 투명성과 업무의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행복하고 안전한 도시공간을 만드는 시민의 기업 111혁신, 내일로 가는 희망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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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지하도상가 미술의 거리 조성

전시실 현황

·위 치 : 부산광역시 중구 중구로 지하 31(신창동 4가)
·개장일자 : 2005. 4. 16.(국제지하도상가 미술의 거리)
·규 모 : 1라인 6개소(3,019㎡)
·작가현황 : 44명, 72점포   ▶ 아트타운 소속 작가 : 30명, 51점포
·작가분야 (18개 분야)
·▶ 공예분야 (10) : 도자기, 금속, 칠보, 가죽, 닥종이인형, 한지, 비즈, 규방, 칼라클레이, 옻칠
·▶ 기타분야 (8) : 서양화, 동양화, 초상화, 한국화, 사진, 서각, 염색, 일러스트

추진내용

·2005. 4. 16. : 미술의 거리 조성
·2008. 5~11. : 점포재배치 (1라인 미술의거리, 2, 3라인 커튼)
·2010. 10. 7. : 미술의거리 전시실 확장 : 3칸 → 6칸 (1-20~32호)
·2012. 5. 23. : 전시실 외부 전면 인테리어 시공
·2013. 4. 8. : 전시실 내부 환경개선 공사 시행
·2013. 4. 8. :    ▶ 전시실 내부 벽면 석고보드 및 벽면 마벽지 시공, 바닥 테코타일 교체
·2013. 4. 8. :    ▶ 전시실 내부 불필요한 전기분전반 철거 및 조명등 선로 분리 시행

국제지하도상가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미술의 거리를 조성하였으며, 특화된 거리
조성으로 상가 활성화 및 침체된 상가 이미지를 개선하였습니다.

행복하고 안전한 도시공간을 만드는 시민의 기업 113혁신, 내일로 가는 희망112

구분

전시회

전시기간

계

79

946

2005년

1

10

2006년

4

23

2007년

4

25

2008년

2

25

2009년

8

26

2010년

8

49

2011년

8

85

2012년

22

350

2013년

27

353

추진실적

·2005년 ~ 2013.12월까지 사용실적 (총79회, 946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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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FID 기반 자산관리 시스템 구축

행복하고 안전한 도시공간을 만드는 시민의 기업 115혁신, 내일로 가는 희망114

추진단계

RFID 전자태그룰 활용한 자산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정확하고 신속한 공단 보유
장비 관리로 업무효율성을 높이고 경영 합리화를 도모하였습니다.

1. 조달청 RFID시스템 등록 3. RFID 태그 발행2. 휴대용 인식기 연결

4. RFID 태그 발행 중 6. 태그 인식 완료5. 태그 부착

기대
효과

업무혁신

효율성 제고

투명성 확보

의식개선

실무/운용 중심의 자산관리
프로세스의 전자화 / 자동화

인식 매개체를 이용한 업무 소요 시간 단축
및 자산 중복구매 방지를 통한 비용절감

시각적 관리를 통한 심리적 
관리마인드 고취

현금자산 뿐만 아니라 실물자산의 정확한
파악으로 회계운영에 투명성 확보

물품관리 업무프로세스  RFID를 이용한 실물확인 및 정보저장의 자동화로 수작업대비 최고 8.5배 업무 생산성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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