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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사

우리고장 수영은 조선시대경상좌도수군절도사영(慶尙左道水軍節度使營)이 있었던 곳으로 임진왜란 때
25인의 의로운 넋이 살아 숨쉬는 역사의 고장이다. 수려한 금련산과 천혜의 광안리해수욕장, 바다를 가로
질러 우뚝 선 광안대교는 수영구민의 자랑이다. 이에 우리는 내 고장을 더욱 풍요롭고 아름다운 삶의 터전
으로 가꾸어 나가기 위해 이 헌장을 제정하고 구민생활의 지표로 삼는다.

자연이 우리에게 준 소중한 환경을
가꾸고 보존하여 아름다운 고장으로 만든다.

지난 역사를 읽는 것은 그 속에서 우리가 걸어온 발자취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에 대한 해답이 있기 때문입니다.
구정백서 발간에 즈음하여 지난 민선6기의 구정성과를 통해 민선7기가 나아가야할 모범 답을 볼 수 있을

어른을 공경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청소년을 바른 길로 인도한다.

거란 생각에 이번 구정백서의 발간은 더욱 뜻깊을 것이란 생각이 듭니다.
지난 1년간 우리는 많은 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차 없는 문화의 거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으며, 폐가
압장을 도심재생 거점공간으로 재탄생시켰고, 수영성 마을박물관을 개관하였습니다.
또한, 국민체육센터, 평생학습관, 노인복지관분관, 장애인복지관, 육아종합지원센터 개관의 밑그림을 완성

성숙한 시민정신으로 공중질서와 도덕을
중히 여기고, 인정이 넘치는 고장으로 가꾼다.

하여 많은 난관 속에서도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작년 한해 유래가 없는 72개 분야에 걸쳐 기관수상을 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주민을 위해 더 많은 정책을 펼쳐야합니다.

소중한 문화유산을 계승 발전시키고,
건전한 민족의식을 고취시킨다.

주민의 삶에 변화는 있어도 겸손의 자세로 주민을 섬기는 구정의 철학은 한시도 변함이 없는 행정을 추구
해야 할 것입니다.
역사학자 토인비는 인류에게 있어 가장 큰 비극은 지나간 역사에서 아무런 교훈도 얻지 못할 때 발생한
다고 하였습니다. 올해 발간된 이 구정백서가 앞으로 수영구의 구정을 위해 많은 교과서와 같은 역할이 되어

건강한 정신으로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앞장선다.

주기를 바랍니다.

2018. 11.
수영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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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구의 상징물

구정방향

심볼마크

슬로건

캐릭터

Symbol mark

Slogan

Character

수영구의 상징이며 랜드마크로 세계
적인 관광명소인 광안대교를 직접적
으로 표현하였으며 아랫부분 바다색
타원은 해양도시 수영의 광안리 앞바
다를 시각적으로 표현하였다.
전체적인 형상은 푸근하고 풍요로움
을 느끼게 하는 달의 모습으로 아름
답고 살기 좋은 도시 수영의 멋진 야
경을 나타내고 있다. 축제와 떠오르
는 해를 상징하는 요소를 원밖으로 포
인트해 줌으로써 활력이 넘치고 정열
적이며 역사와 전통ㆍ문화ㆍ 충절의
고장으로 사계절 축제가 있는 도시
국제해양 관광도시로서의 밝은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발전적인 수영구의
모습을 표현하였다.

바다를 의미하는“Sea”와 그리고
“See you”와 발음의 유사성을 이용
하여 “See you”의 의미로도 사용함
으로써 친한 사람들끼리 혹은 자주
만나는 사람들끼리 친근하게 하는 인
사인 “See you”의 의미처럼 “다시
보자 수영”, “수영에서 만나자”라는
의미를 표현함과 동시에 “수영의 바
다는 당신의 것” 이라는 의미를 표현
함으로써 수영구의 광안리 앞바다를
한번 더 상기 시키고 “Sea you +
광안리 어방축제 / Sea you + 부산
불꽃축제” 등 다양하고 재미난 요소
와 함께 사용함으로써 국제해양관광
도시로 발돋움하고자 하는 수영의 의
지를 담고 있다.

수영구의 시원한 광안리 앞바다와
금련산의 푸름을 표현한 캐릭터로
머리모양은 광안리 앞바다의 물결과
금련산을 상징하고 있으며 가슴에
있는 “S/Y”모양은 “Suyeong”을 상
징하여 나타내었다.
캐릭터의 몸짓과 표정에서는 거주
만족도 1위 도시, 아름답고 살기 좋은
행복도시 수영구에서 거주하는 구민
들의 행복한 이미지를 표현하였으며
또한 수영구를 찾는 관광객들을 반갑
고 친근하게 맞이하는 국제해양관광
도시를 상징하였다.

구목

곰솔나무

구화

함박꽃

과 명 | 소나무과
학 명 | Pinus thunbergii PARL
원산지 | 한국, 일본,
중국의 황해안

과 명 | 작약과 또는
미나리 아재비과
학 명 | Paeonia lactiflora PALL

국가지정 천연기념물(제270호)로
지정되어 있으며, 해풍과 도심공해
에도 강하며, 토박한 땅에도 잘 자람.

꽃이 아름답고 쉽게 볼 수 있어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으며,
구민의 정서와 부합되는 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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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

동박새

주민이 행복한 명품도시 수영

주민이 안전하고
자연과 조화로운

녹색 안전 도시

볼거리ㆍ즐길거리
가득한 체류형

문화 예술 도시

다함께
나누고 배우는

5대
핵심전략

복지 교육 도시

누구나 체험하고
찾고 싶은

구인ㆍ구직 활성화로
구민이 행복한

해양 관광 도시

일자리 창출 도시

과 명 | 동박새과
학 명 | Zosterops japonica
원산지 | 한국, 일본

원산지 | 동부 아시아
울음소리가 아름답고 번식력이 강
하며, 서로가 몸을 비벼대고 목밑을
긁어주는 등 서로 보살피고 친근감
을 갖게하는 새이며 구민의 정서와
상통함.

수영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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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 10대 성과

3. 수영동·망미동 일원 문화 및 도심재생 특화
			거리 조성 추진
2017. 9. 18. 특화거리 지정, 준공식과 더불어 선포식 진행(2018년)
수영강변 예술의 거리 : 민락교차로~F1963(L=1.7km)
- 고려제강 F1963, 수영강변 조각프로젝트 등

좌수영성 역사전통의 거리 : 좌수영성 재창조구간 및
		 수영팔도시장(L=1.3km)

1. 부산의 주거 중심, 다시 뜨는 수영 조성
국내 최고 수준의 주거 및 부동산 강자 등극
- 전년도 대비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 15.74%, 전국 최고 수준
- 안정적인 주거 공간 제공
		 ⇨ 센텀비스타 동원 2차 아파트(405세대, 2017. 3월 준공),
			 센텀비스타 동원 1차 아파트(840세대, 2017. 7월 준공),
			 망미동 이진캐스빌 아파트(343세대, 2017. 8월 준공)
- 주택재개발·재건축 및 주거환경개선
		 ⇨ 주택재개발(남천1주택 재개발외 6개소), 주택재건축(남천2주택
			 재건축외 8개소), 주거환경개선(망미1주택 주거환경 개선사업
			 외 3개소) 등 총 20개 구역 정비

주택가 소규모 공동 주차장 조성
		 (주택밀집지역 3개소, 32면, 22억원)

- 수영사적공원, 수영성문화마을, 좌수영성 일원 재창조 사업,
				정과정유적지, 수영성 마을박물관, 수영팔도시장 연계 등

6. ‛‘수영성 문화 재창조 사업’ 추진 (2015~2018)
수영팔도 문화마을 조성
		 (수영성 마을 박물관 개관 등, 6억원)
수영팔도시장 문화관광형 육성사업 및 야시장 운영
		 (16억 5천만원)
좌수영성 일원 재창조 사업 추진(59억 3천만원)

9. 다함께 행복한 동네를 만드는
		 복합커뮤니티센터 조성

B-Con 그라운드 준공(2019년)시 F1963, 수영강변 등
		 연결 관광벨트 조성
특화거리 일대 망미단길 카페거리 조성(20여 개소)

7. 사회적기업이 함께하는 청년 일자리 창출 수영 조성
2017년 동부산권 채용박람회 개최(2017. 06. 08. 벡스코)

4. 도심의 재발견, 젊음의 문화·관광 트렌드 조성
광안리어방축제 3년 연속 문화관광축제(유망축제) 선정
광안리 차 없는 문화의 거리 조성
- 광안리해변로 언양삼거리∼만남의 광장(830m)

남천동 빵천동 거리 조성

제1회 수영구 취업 박람회 개최
		 (2017. 10. 31. 지하철 수영역, 1천 2백만원)
마을기업·사회적기업 육성 지원(우수기관 표창)
수영구 취·창업 지원센터 신설(2017. 12월 개소)
청년 상인 창업지원사업 점포 개점식 개최(2017. 5. 26.)

민락동주민센터를 복합커뮤니티 센터로 개소
		 (2017. 4월, 10억원)
광안1동, 광안2동 복합커뮤니티센터 추가 개소
		 (2017. 12월, 9억 2천만원)
전동(10개) 복지허브화(다복동사업) 사업 확대 추진(2017. 1월)
망미2동 복합주민센터 건립 추진
		 (2017∼2018년, 48억 5천 1백만원)
망미동 가압장 주민재생센터 조성 추진(2017∼2018, 8.5억원)

- 남천동 일대 21개소 빵집, 남천동 빵투어 실시, 관광안내판,
			 홍보영상 등

2. 수영구 스포츠문화타운 건립 추진
(2015~2018년 10월 개관)
구 공무원교육원 부지 확보(수영로 521번길 55)
- 시유지 건물 2,812㎡, 토지 8,661㎡을 50억원에 매입
		 (2015. 12. 14. 기획감사실)

설계공모 완료, 기본설계 완료, 착공(2016. 12월),
		 기공식(2017. 4. 14.)
- 총사업비 : 275억 3천 8백만원
- 수영구 국민체육센터 : 연면적4,995㎡, 지하2층, 지상3층(2백
			20억 9천 2백만원)
- 청소년 문화의 집 : 연면적 995㎡, 지상3층(청소년상담복지
			센터 등 25억 9천 5백만원)
- 수영구 평생학습관 건립 : 연면적 995㎡, 지상3층(28억 5천 1백만원)

광안리해수욕장 이면도로 테마거리 조성 추진
		 (10억원, 2018년 1월 준공)
- 언양삼거리 이면도로∼아쿠아펠리스호텔 뒤 이면도로 구간(800m)

광안리해수욕장 남천동쪽 친수공원 조성 추진(2018. 3월 준공)
- L＝244m, A＝5,150㎡, 총사업비 46억 9천만원

광안리해수욕장 수질개선을 위한 비점오염저감 사업 추진
		 (2017∼2019)
- A= 41.5㎡, V= 1,171㎥, Q= 4,878㎥/hr, 83억 3천만원(2019년 준공)

민락수변공원 어린이공원 공영주차장 착공
		 (2017. 11. 10. 39억원)
- 주차면 162면(버스 4대 별도), 연면적 3,757.6㎡(2018. 4월 준공)

노후 가로등·보안등 교체·정비(1억 9천만원), 수영강변
		 경관조명 폴 35본 설치(1억 2천만원)

8. 구민이 만족하는 품격있는 복지 인프라 구축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신설, 운영
		 (12월 임시 개소, 13억 5천 6백만원)
수영구 건강가정 및 창업지원센터 건립
		 (12월 개소, 24억 6천 1백만원)
노인복지관 분관 건립 추진
		 (2016∼2018년, 67억 2천 3백만원)
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 추진
		 (2016∼2018년, 64억 2천만원)

10. 차세대 해양관광산업의 메카 수면비행선박
			(위그선) 도입 추진
차세대 해상운송수단 수면비행선박(위그선)을 세계최초로
		 광안리에서 도입 운항
- 총사업비 : 370억원(제안사 : ㈜아론비행선박산업)
- 주요내용 : 부산 일원 및 광안리~한려해상국립공원 관광유람
- 운항기종 : 아론사 M50(5인승, 대당 8억원),
				
아론사 M80(8인승, 대당 30억원)
- 2018. 6월 : 광안리 위그선 시범운항 개시(1대)
			※ 속도 : 비행 160~180km(최대200km), 선박 1~54노트(최대100km)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추진
		 (2016∼2018년, 49억 9천 3백만원)
수영구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개소(2017. 10. 27.)
수영구 “공립 바다빛 어린이집” 개원
		 (2017. 3. 2. 12억원, 총 432㎡)

5. 재해 없는 안전한 도시 기반 조성
민락수변공원 항만시설물 호안정비(20억원, 2017. 5월∼2018.2월)
- 호안정비 L＝532m(민락수변공원 일대 TTP인양거치 559m)

민락동 백산허리길 도로폭 확장 공사 추진(170억원, 2015∼2020년 준공 예정)
- L＝698m(민락교차로∼수영교∼민락교), B＝5∼7m⇒20m(확장)

망미지구 일원 상습침수피해 해소, 망미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 사업(2019년 준공)
- 망미초등학교 우수저류시설공사 추진(V＝26,800㎡), 게이트펌프 1개소(224억원)

감포천 일원 외 11개소 복개구조물 및 하수관 등 정비·보수공사(7,866m, 33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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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구 “어린이 워터파크” 개장
		 (2017. 6. 30. 9억 5천만원, 총 1,130㎡)
- 부산 최초 어린이전용 야외 물놀이시설 조성(민락어린이공원 내)
- 매년 7월~8월 10:00~17:00까지 운영(월요일 휴무, 이용요금 무료)

수영구 “법률홈닥터” 서비스 실시
		 (2017. 2. 6. ⇨ 법무부 법률홈닥터 사업 선정)
- 법률서비스가 어려운 사회 취약계층에게 무료 법률서비스 제공

洞복지 업무용 전기자동차 보급
		 (9대 구입, 2억 7천만원), 충전소 설치(9개)

2018 구정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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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수영

3For1통합서비스제공 업무협약

기후변화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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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혈압예방관리 건강강좌

대청결활동의날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위원회

안전한국훈련

에코키즈맘

을지연습

생활공감정책모니터단

소방합동훈련

이웃사촌 인적안전망 발대식

재난대응 안전부산훈련

승강기 갇힘사고 구조훈련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교육

태풍피해구역

하계실버웰빙센터

2018 구정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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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백세 건강강좌

곰솔빨래터 개소

백송2영유아보육박람회 및 그림그리기 대회

법률홈닥터

광삼중앙경로당 개소

광안1동 복합커뮤니티센터 개소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협력체계 업무협약식

사랑의 연탄나누기

광안2동 복합커뮤니티센터 개소

구구팔팔경로당

수남경로당 개소

수영구 어린이워터파크 개장

다문화가족 고국방문사업 왕복항공권 전달식

동방경로당 개소

의료취약계층 업무협약

지역복지현장탐방교육

부산광역시 수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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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 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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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o u r i s m S u y e o n g ••

강변조형물(니콜라스쉐퍼)

광사모음악회

2017 부산불꽃축제

SUP페스티벌

광안리물총축제

광안리어방축제

민락수변공원

위그선 운항 협약식

남천동 벚꽃거리

프로포즈존

수영팔도야시장

차없는 문화의 거리

새해맞이 행사

조개잡이 체험행사

생활문화센터

수영성 마을박물관

2018 구정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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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가 있는 수영

S u y e o n g w i t h j o b s ••

취·창업지원센터 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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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구직 만남의 날

구정체험 교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발대식

망미중앙시장 상인교육

부산광역시 수영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개소

여성 창업요리교실

진로교육지원센터 업무협약

청년상인 점포

아삭김치 북카페

취업박람회

카페 수 개소

2018 구정백서

| 15

소통의 수영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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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u y e o n g o f c o m m u n i c a t i o n ••

공무원 구정체험교실

공약사업 구민평가단

수영구민체육대회

신규공무원 구정투어

구청장 동방문 대화

도시농업 텃밭조성사업 설명회

우수납세자 시상식

유소년 생활체육대회

명예기자 월례회

봄봄봄 서포터즈

자유학기제 진로콘서트

주민자치 프로그램 발표

생활공감정책모니터단

수영 생생토크

평생학습 매니저 봉사단

행복마을 작은 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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