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정질문

류숙현 구의원

자전거 전용도로굛중앙분리대굛신호체계는?

동래구의회는 제279회 임시회

기간 중 류숙현 의원(기획총무위

원장)이 릫자전거 전용도로, 중앙분

리대 및 신호체계릮에 대하여 구정

질문을 했다. 요지는 다음과 같다.

뢾질문뢿 관내 온천천을 제외한

자전거 전용도로 길이는?

뢾답변뢿 자전거 전용도로는 7개

노선에 총 연장 3.42km이며, 온천

천과 수영강을 제외하면 사직동

체육회관 앞에서 법원어귀 사거리

까지 4개 노선 연장 1.35km에 걸

쳐 자전거 전용도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뢾질문뢿 이미 설치된 자전거 전

용도로에 시설물이 파손될 경우

복구 기간은?

뢾답변뢿 주기적인 점검과 수시

순찰을 통해서 차량접촉이나 안

전펜스 파손 등이 있을 경우, 자

전거도로 정비가 필요한 경우에

는 건설과에 편성된 도시기반시

설비용 또는 도로유지굛관리 예산

으로 정비하고 있습니다.

뢾질문뢿 법원어귀 사거리에서

법원 방향 자전거 전용도로 1일

이용자 수는?

뢾답변뢿 2017년도 부산광역시 교

통조사보고서에 따르면 법원어귀

사거리에서 법원 방향 자전거 전

용도로 1일 자전거 이용은 1일 평

균 총 485대가 이용하고 있으며 온

천천 방향으로 222대, 법원 방향

쪽으로는 263대가 있습니다.

뢾질문뢿 사직역 앞 6차선 도로에

는 중앙분리대, 무단횡단 펜스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로 인해 유턴

을 할 수 있는 공간이 3대 정도밖

에 되지 않아 유턴 하는 차량이 있

을 경우 (사직1치안센터 앞에서)

좌회전 하는 차량이 신호 한번에

빠져 나가지 못함. 특히 밤에는 불

법주차 차량 때문에 유턴이 한번

에 되지 않아 뒷 차량이 지나갈 수

가 없음. 따라서 펜스를 4m 정도

뒤로 미루면 종전과 같이 원활하

게 통과할 수 있을 것 같음.

뢾답변뢿 네. 유턴신호 주기를 확

인해보고, 경찰청과 협의 하겠습

니다.

뢾질문뢿 사직동KCC 앞 신호등의

경우 4개의 신호체계로 인해서 차

량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신호를

기다려야 되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2개의 신호체계 주기로 하고

비보호 표시를 주어 주민들의 불

편함이 해소되었으면 함.

뢾답변뢿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하

고 경찰청과 협의해 보겠습니다.

주민자치회설치및운영조례등 6건 안건처리

제279회 임시회 개회

주요 시설굛사업장 살펴

동래구의회(의장 하성기)는 지난

8월 30일∼9월 6일 8일간 일정으로

제279회 임시회를 개회하여 안건

심의와 현장확인, 5분 자유발언 및

구정질문을 했다.

특히 이번 현장 확인은 9월 3일~5

일, 3일 동안 전 의원이 참여하여 △

동래구장애인복지관 △동래향교 △

사직단터 △온천2구역 주택재개발

사업장 문화재 발굴현장(이상 1일

차) △육아종합지원센터 △CCTV

통합관제센터 △진로교육지원센터

△평생학습관 △온천천 인공폭포

△재난굛재해 대비 장비 보관소(이

상 2일차) △명장근린공원 조성지

△릫예술을 공유하다, 1797팽나무

하우스릮 조성 사업장 △유기동물보

호소(이상 3일차) 등 동래구 관내

주요 시설 및 사업장을 두루 살펴

보았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상임위원회별

로 룙부산광역시동래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룚

등의 안건을 심의하여 9월 6일 제2

차 본회의에서는 상정된 6건에 대하

여 모두 원안가결로 의결했다.

의회사무국(550-6656)

△부산광역시동래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굛지역공동체의 복리증진과 주민

자치회의 자치 기능 강화를 위해 해

당 선거구 주민의 대표자인 구의원

이 그 직에 있는 동안 주민자치위원

회 당연직 고문이 되도록 규정

△부산광역시동래구 행정기구 설

치 조례 ⇒ 원안 가결

굛재난예방과 관리를 강화하고 지

속 증가하는 공원을 원활하게 관리

하기 위해 릫안전총괄과릮와 릫녹지과릮

의 명칭을 각각 릫도시안전과릮와 릫녹

지공원과릮로 변경하여 주민들이 알

기 쉽도록 구체화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굛동 사회복지인력을 확충하고 시

설물안전관리자 등 현장인력을 적

기에 배치하여 급변하는 행정환경

에 적극 대응하고자 총 정원과 정원

관리기간별 직급별 정원 조정

△부산광역시동래구 계약심의위

원회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굛상위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

계약심의위원회 자문 관련 사항을

삭제하고,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의

해촉 사유를 상위법령에 일치시키

며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

준에 따라 조문 정비

△부산광역시동래구 반려동물 보

호 및 학대방지 조례안 ⇒ 원안 가결

굛반려동물과 인간이 조화롭게 공

존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실현하고

동물생명존중 의식 함양을 위해 반

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에 관한 사

항을 규정

△재난안전산업 지원센터 건립 동

의안 ⇒ 원안 가결

굛우리 구 행정재산인 명륜배수펌

프장 부지 내에 부산광역시에서 추

진계획 중인 릫재난안전산업 지원센

터릮건립을 위하여 구 의회에서 동의

동래구의회 하성기굛박용근굛김미화

굛천병준굛주순희굛문대식굛유인경굛서덕

미굛전경문굛강명임굛김홍자의원은9월

11일과 12일 2일간 의원연구단체의

2018년 주제인 릫동래구 안전한 환경

및 개선을 위한 예방 프로젝트릮 및

릫동래사직단 복원사업에 대한 제반연

구릮를추진하기위해우수정책으로주

목받고 있는 서울시 범죄예방 디자인

사업장인 강북구 삼양동과 조선시대

도성에 세워진 서울 사직단(종로구

사직동 소재) 및 관악구 난곡동에 위

치한 행복마을 마더센터 등을 현장

견학했다.

또 견학 다음날인 13일에는 구의회

제2위원회실에서 의원연구단체 현장

답사 평가 보고회를 개최해 우리 구

실정에 맞게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내달에 있을 의원 국외연수

와 연계해 지속 추진할 수 있도록 협

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2018 의원연구단체서울방문

주요 안건 의결 내용

서울 사직단 강북구 삼양동 관악구 난곡동 마더센터

동래구 재정공시 제2호

2017회계연도결산기준

2018년 동래구지방재정공시

룙지방재정법룚제60조에 따라 2017회계연도 결산기준 동래구 재

정운용 현황을 아래와 같이 공시합니다.

2018년 8월 31일

동래구청장

□ 우리 구의 2017년도 살림규모(자체수입+이전재원+지방채 및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4342억 원으로, 전년대비 206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 자체수입(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714억 원이며, 주민 1인당

연간 지방세 부담액은 17만원입니다.

○ 이전재원(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은 2519억 원입니다.

○ 지방채,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1109억 원입니다.

□ 2017년 말 기준으로 우리 구의 채무는 없습니다.

○ 공유재산은 2017년도에 사직동 쇠미소공원 부지매입 등 317

건(176억 원)을 취득하고, 온천3동 새마을경로당 부지 등 48

건(34억 원)을 매각하여, 현재는 총 5204억 원 규모를 유지하

고 있습니다.

□ 우리 구의 2017년 살림규모는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

(3794억 원) 보다 548억 원이 많습니다.

○ 자체수입은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563억 원)보다 151억

원이 많으며, 이전재원은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2408억

원)보다 111억 원 많습니다.

○ 공유재산은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5031억 원)과 비교하

여 173억 원이 많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우리 구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

dongnae.go.kr)에서 보실 수 있으며, 건의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기획감사실(☎550-4024)로 연락주시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재정공시란에 직접 의견을 남길 수 있습니다.

2018년 10월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주거급여 신청하세요

그동안 실제 부양사실이 아닌 잠재적 부양가능성(부양능

력)을 따지는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하여 비수급 사각지대

가 발생함에 따라 2018년 10월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여 주거급여 지원대상이 확대됩니다.

□ 신청 기간 : 2018. 8. 13.부터

□ 신청 대상 : 신청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3％이하

□ 지급 내용 : 임차급여, 수선유지급여

□ 지급기준

○ 임차급여 : 지역별, 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 지급(소득재산 많으면 일부 감액)

※ 부산광역시기준임대료(3급지) : 1인 153,000원/2인 166,000원/

3인 198,000원/ 4인 231,000원

○ 수선유지급여 : 주택 노후도 등을 감안하여 설정한 주택보수

범위별 수선비용을 상한으로 주택개보수

□ 지급일

○ 임차급여 : 매월20일에 수급권자의 계좌로 입금

○ 수선유지급여 : 수선주기 내 우선순위에 따라 수선

□ 신청 장소 : 주소지 동 주민센터

□ 제출서류 : 신분증, 사회보장급여제공(변경)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임대차(전대차)계약서, 통

장사본 등

□ 문의 : 주소지 동 주민센터/ 주거급여콜센터 1600-0777

77기 동래문화원 문화강좌

□ 운영기간 : 2018년 10월 1일~12월 31일(3개월, 토굛일요일 및

공휴일 휴무)

□ 개설강좌 : 동래학춤, 한국무용, 경기민요, 풍물, 가야금, 댄스

스포츠, 라인댄스, 도자기, 생활영어, 오카리나, 하모니카, 플

룻, 사군자, 산수화, 한문서예, 한글서예 등 16과목

□ 수강료 : 3개월 45,000원(교재비 및 재료비는 별도)

※ 가야금 : 90,000원 도자기, 플룻 : 57,000원

※ 반별인원이 정원 미만일 경우에는 폐강 될 수 있습니다

□ 문의굛접수 : 동래문화원 사무국 ☎ 555-1441

동래구의회 김미화굛주순희굛전경

문굛강명임 의원은 지난 8월 24일 독

일연방공화국 영사관에서 10월 예

정인 의원국외연수와 관련하여 독

일 명예영사와 간담회를 가졌다. 이

날 간담회에서는 견학 목적 및 방문

대상지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연

수과정의 조언을 구했다.

의원 동정
독일명예영사와간담회

주순희 구의원

뚜기굛뚜미의 릫우리동네캐릭터대상릮입상을염원하며

주순희 의원(사회도시위원회)

은 릫우리동네 캐릭터 대상릮에 대하

여 5분 자유발언을 했다.

발언요지는 릲동래구 캐릭터인 뚜

기굛뚜미가 2018년 제1회 우리동네

캐릭터대상공모전에서본선에진

출하였으나, 그동안 홍보 이벤트,

구 홈페이지 활용 등에 있어 우리

동네 캐릭터 대상 공모전에 대한

참여 홍보가 부족했고, 2001년 제

작된 뚜기굛뚜미 인형탈도 관리부

서 부재 등 제대로 관리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미지로서의 캐릭터

가 아닌 주민에게 더 친근하게 다

가갈 수 있는 적재적소에 활용 가

능한캐릭터로발전시키기위해제

25회 동래읍성역사축제에서 뚜기,

뚜미성년식행사를시작으로주민

과소통하는캐릭터로성장시켜주

기 바란다. 또한 뚜기굛뚜미가 본선

최종 8개 우승 캐릭터로 선정될 수

있도록적극적인홍보와참여가필

요하며 새로운 뚜기굛뚜미 인형탈

을제작하여동래구캐릭터로서제

대로 된 역할 수행이 가능하도록

해 주기 바란다릳고 제안했다.

의원 5분 자유발언

전경문 구의원

주거지전용주차장관리실태개선해야

전경문 의원(기획총무위원회)

은 릫주거지 전용 주차장 관리실태릮

에 대하여 5분 자유발언을 했다.

발언요지는 릲우리 구에서 관리

하는 주거지 전용 주차장은 총

932면으로 직영이 135면, 위탁이

797면이며, 이에 따른 위탁 수수

료는 2017년 말 기준 1억271만3

천 원으로 31개 관리단체에 최고

8백만 원 이상 평균 331만3천 원

이 지급되고 있다.

그러나 주거지 전용 주차장 관

리 단체명 및 연락처가 표시되어

있지 않고 주차장내 버려진 쓰레

기가 제때 치워지지 않는 등 관리

가 소홀하여 예산 낭비와 주민 불

편이 초래되고 있다.

따라서 주거지 전용 주차장 관

리 표지판에는 관리단체명과 단

체원 2인 이상의 연락처를 명시하

고, 관리단체는 주거지 전용 주차

장 관리실태 보고서를 작성하여

민원접수 및 처리결과를 동 주민

센터에 보고해야 한다.

관리가 안 되는 단체는 경고 조

치하고 경고 후에도 개선이 안 되

면 직영으로 관리하여 주민 편의

를 최소화해주기 바란다릳고 제안

했다.

동래향교(1일차) CCTV통합관제센터(2일차) 명장근린공원 조성지(3일차)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사업

가구원
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

2인 71,374 59,490 71,788

3인 92,410 95,295 93,448

4인 112,792 126,195 114,241

5인 133,811 153,025 135,662

6인 156,121 176,921 158,193

7인 176,657 197,937 179,545

8인 198,786 221,190 202,519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

아의 양육을 지원해 드립니다.

□ 지원대상

○ 기본 지원 대상 :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중위소득 8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관

내 출산가정

○ 예외 지원 대상: 쌍생아, 셋째아 이상, 결혼 이민 산모 등은

소득수준 관계없이 지원

□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비용의 일부금액 지원(※

본인부담금 발생)

□ 신청기간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출산60일 이내 서비스가 반드시 완료되어야 함)

□ 필요서류 : 산모신분증,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출생증명서(출산 후 신청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세대분리

및 외국인 이주자가정)

□ 문의 : 동래구보건소 모자보건실(550-6771~2, 6769)

■ 2018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 소득판별 기준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