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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서비스헌장 전문

부산광역시 사하구 전 직원은 고객 중심의 질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과
열린 행정으로 구민과 함께하는 행복도시 사하 건설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실천하겠습니다.

◈ 고객을 맞이할 때는 웃는 얼굴로 인사하고 모든 업무는 신속, 정확,
공정하게 처리하겠습니다.
◈ 민원 처리 과정에서 고객에게 불편을 초래하였거나 부당하게 민원을
처리하였을 경우, 즉시 시정하고 적절한 보상을 하겠습니다.
◈ 고객편의를 위한 각종 시책을 발굴 ․ 추진하여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고객참여 행정을 위하여 다양한 의견접수 창구를 마련하고 제시된
의견은 업무처리 시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우리구 직원 모두는 위와 같은 목표를 실천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서비스 이행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다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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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이행 기준

1. 고객을 맞이하는 우리의 자세
방문고객을 맞이하는 자세
◈ 구청 본관 1층에 안내데스크를 설치하고 도우미를 상시 배치하여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입구에 개인별 업무가 표시된 좌석배치도를 부착하여
담당자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등 몸이 불편하신 고객이 방문하는 경우
다른 고객에게 양해를 구한 후 우선적으로 처리하여 드리겠습니다.
◈ 전 직원은 단정한 복장에 공무원증을 항시 달고, 실명으로 응대하여
책임있는 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전화 이용 고객에 대한 자세
◈ 전화벨이 3번 이상 울리기 전에 받고, 인사말, 소속 부서, 성명을
정확히 밝히겠습니다.
◈ 담당자 부재 시는 사유, 통화 가능시간, 전화번호를 안내해 드리겠으며,
담당자에게 전달하여 고객이 원하시는 시간과 장소로 전화를
드리겠습니다.
◈ 담당자 또는 다른 부서로 전화를 바꿔드릴 경우에는 부서명, 성명,
전화번호 안내 후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 전화 종료 시 끝인사를 하고 추가문의사항을 확인한 후 고객이
전화를 먼저 끊으면 수화기를 내려놓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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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우편, 팩스 이용 고객에 대한 자세
◈ 온라인 민원상담은 7일 이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우편, 팩스로 행정서비스를 요청하신 경우 접수된 민원은 업무
담당자에게 즉시 전달하여 기한 내에 처리되도록 하고, 처리 현황은
고객이 제공한 휴대폰번호로 회신하여 드리겠습니다.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자세
◈ 행정기관 내부적으로 확인 가능한 첨부서류는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 각종 인 ․ 허가 수리 통보 시 사전에 문자메시지 또는 전화로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 신청 민원에 대한 불가 처분이나 고객에게 불이익 처분이 있는
경우 관계 법령을 알려 드리고(또는 법령 사본) 불가 사유와 대안 제시,
이의 신청방법 등 구제방안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2. 고객 참여와 의견 제시방법
서비스에 대한 불만 ․ 개선 ․ 건의사항이 있으시면
◈ 불친절하거나 부조리한 직원을 신고하실 경우에는 아래 전화번호나
홈페이지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전화를 이용하실 경우》
창

구 명

담당부서

전화번호

팩스번호

친절 ․ 불친절 신고

민원여권과

220-4264

220-4269

부조리 신고

청렴감사실

220-5902

220-4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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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홈페이지(www.saha.go.kr)를 이용하실 경우》
창 구

명

담당부서

위

치

친절․불친절 신고 민원여권과 구민참여 → 칭찬합시다, 불친절신고
부조리 신고

청렴감사실

사하구에 바란다
(기타 의견)

해당부서

구민참여 → 신고센터 →
공직자부조리신고
구민참여 → 사하구에 바란다

행정서비스헌장제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 행정서비스헌장제의 발전적인 운영에 대한 각종 의견 ․ 제안을 주시면
수렴하여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구 홈페이지(www.saha.go.kr)→ 정보공개 → 행정서비스헌장 →
고객만족도 및 고객의견수렴

3. 시정 및 보상조치
담당자의 잘못으로 2번 이상 방문하신 경우
◈ 정중히 사과드리고 최우선으로 처리하여 드리겠으며, 보상의 뜻으로
10,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드리겠습니다.

4. 고객 만족도 조사와 결과 공표
◈ 우리구에서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에 대한 고객만족도 조사를 연 1회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구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여 고객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미비점은 보완하여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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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구민여러분께서 협조하여 주실 사항
◈ 고객께서는 친절하고 공정한 행정서비스를 받으실 권리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적극적으로 권리를 행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객께서는 민원을 처리하는 담당공무원의 적법한 민원처리를 위한
요청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기관에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다른 고객에 대한 민원처리를
지연시키는 등 공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 주변에서 보실 때 모범이 되며 자랑스럽다고 여겨지는 주민, 공무원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현행 법규나 제도상 불가피하게 고객의 뜻을 수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수 주민의 편익을 고려한 것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객께서 주신 의견은 구정발전의 밑거름이 되므로 다양한 제안 ․
건의 ․ 불편사항을 언제든지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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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이행 기준

기획분야 서비스 이행기준
1. 구정의 종합기획․조정․평가
◈ 구민과 함께하는 행복도시 사하를 건설하기 위한 분야별 전략
사업의 성공적 실현을 위해 성과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민간인이
참여하는 업무평가위원회를 통해 반기별 자체평가를 실시하겠습
니다.
◈ 구민중심 구정구현과 행정의 책임성 확보를 위해 본청 5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성과목표관리제를 실시하겠습니다.
◈ 구 발전목표를 구체적으로 실현할 역점시책 및 공약사업, 주민
체감도가 높은 사업 등을 핵심현안과제로 선정 ․ 추진하여 새로운
시대변화에 부응하는 창의적이고 미래지향적 구정을 실현하겠습니다.

2.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운영으로 건전한 재정질서 확립
◈ 예산편성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해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중기재정계획, 투자심사 등을 적극 활용하여 효율적이
고 계획적인 재정운영을 하겠습니다.
◈ 주요 재정운영상황을 구보(내고장사하)와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
는 등 투명하고 깨끗한 예산운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예산낭비요인 및 비효율적 ‧ 관행적 요인을 제거하여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높이고 수입증대 및 예산절감을 통해 재정의 생산성
을 높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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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제행정의 투명성 제고
◈ 고객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자치법규의 제 ․ 개정
시에는 구보(내고장사하)와 구 홈페이지에 입법내용을 예고하여
고객이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개진의견도 함께 수렴
하겠습니다.
◈ 각종 통계조사의 결과를 구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구민들이 편리
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 함께 소통하고 공유하는 구정혁신‧적극행정 실현
◈ 고객의 참여와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구정혁신 추진과 고객만족을
위한 적극행정 문화 확산을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 고객의 일상생활 또는 기업운영에 불편이나 부담을 주는 행정
규제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발굴 ․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5. 서비스별 접수․문의 창구
서 비 스 명
구정의 기획․홍보
예산편성․배정
중기재정 및 투자계획수립
자치법규 제․개정, 조직, 법무,
각종 통계조사
구정혁신․규제개혁 추진

담 당

화 번 호

미래기획담당

220-4011~5

예산담당

220-4021~6

팩 스
(FAX)

220-4019
조직법무담당

220-4031~5

정책조정담당

220-4311~4

6. 구민여러분께서 협조하여 주실 사항
◈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좋은 의견을 주시면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 구정일반현황, 재정운영상황, 통계현황 등 각종 자료를 홈페이지
에 게재하고 있으니 필요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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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분야 서비스 이행기준
1. 감사활동의 효율화∙내실화
◈ 적발처벌 위주의 감사를 지양하고 예방중심의 감사 실시
◈ 우수사례 발굴 확대 및 불합리한 제도 개선 등 방안 강구
◈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감사 역량 강화

2. 청렴도 향상을 위한 시책 추진
◈ 청렴문화 공감대 형성을 위한 시책 추진
◈ 부조리신고 활성화, 청렴교육 강화로 부패심리 사전 예방
◈ 부패방지와 청렴문화 정착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

3.

사전예방을 위한 감찰활동 강화

◈ 무사안일․근무행태 분석, 동향 및 여론수집 등 감찰강화
◈ 주민불편분야, 주요 언론보도, 제보사항에 대한 특별감찰
◈ 비위발생 요인의 사전 차단을 위한 상시예방 감찰

4. 신속․공정한 민원처리를 위한 민원감찰 실시
◈ 민원처리 지연, 직무태만, 소극행정에 대한 중점 점검으로 구민
불편 최소화
◈ 인․허가에 따른 민원부조리 및 분쟁민원에 대해 적극 해결
◈ 고질․반복․집단 민원에 대한 제도적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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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서비스별 접수․문의창구
서 비 스 명

담 당

공직감찰, 민원부조리신고

청렴감사실

화 번 호
220-4051~5
5901~4

팩 스
(FAX)
220-4059

6. 구민 여러분께서 협조해 주실 사항
◈ 민원 부당처리, 지연처리, 공무원부조리 등을 신고하실 때에는
반드시 실명을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인의 인적사항은
철저하게 비밀을 지켜 드리겠습니다.
◈ 구민 여러분께서 제공해 주시는 의견은 구정발전의 밑거름이 되므로
주민생활과 밀접한 여러 가지 편익증진시책 등 좋은 의견을 주시면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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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분야 서비스 이행기준
1. 양질의 서비스 창출을 위한 직원 근무환경 조성
◈ 청렴하고 건전한 인사풍토 조성을 위하여 예측 가능한 인사운영과
열심히 일하는 조직 환경조성 등 인사관리에 공정을 기하겠습니다.
◈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을 격려하고 사기를 북돋우기 위하여 모범·우수
공무원 표창 등을 적극 추진하여 활기찬 공직 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 매주 수요일은가정의 날로 지정하여 퇴근시간 후에는 전직원이
가족과 함께 시간을 가지도록 하고 사전 안내와 간부 공무원이 솔선
수범하여 정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 직원들에게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행복한 일터를 만들고, 자기
주도적인 역량강화를 위해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2. 내실있는 행정 운영과 신속한 민원처리
◈ 행정의 최일선에서 가장 자주 접하는 주민등록 업무 분야에 대하여
불편하거나 개선할 사항 등을 지속적으로 발굴 ․ 보완함으로써 업무의
효율화 및 편익 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 주민등록 업무는 주민이 불편함이 없도록 신속․공정하게 처리하고,
사생활보호를 위한 철저한 개인 정보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주민의 건전한 문화생활과 여가선용을 위한 행정복지센터를 운영하여
쾌적하고 유용한 공간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행정서비스헌장 제 ․ 개정 후 1월 이내 사하구보, 홈페이지 등을
통해 많은 고객이 알 수 있도록 홍보하겠습니다.
◈ 구 홈페이지 행정서비스헌장 코너의고객 의견수렴란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접수하여 헌장제 운영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국민운동 단체(원)의 활동 지원과 사기진작을 위하여 모범 단체원표창,
연수활동 등을 통하여 각급 단체의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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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정발전, 사회복지 증진, 근로정신 함양과 생산성 향상 및 사회도의
앙양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구민을 발굴하고 그 공적을 널리 알려
사회의 귀감으로 삼고자 매년 효행·선행상, 교육·문화예술상, 산업근로상
3개 부문에서 「자랑스런 구민상」대상자를 선정 및 시상을 하겠습니다.
◈ 총무분야에 관한 법령의 제․개정과 폐지사항은 공포 후 3일이내
구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불편과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3. 구민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생활 제공
◈ 행정복지센터 운영 주민자치프로그램 다양화로 주민들의 취미생활
및 여가생활을 향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 청소년 맞춤형, 가족구성원과 함께하고, 신중년층이 참여할 수 있는
생애주기별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양한 기관가의
MOU 체결을 통하여 상생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자원봉사캠프
운영 활성화 및 지역네트워크를 구축할 것입니다.

4. 서비스별 접수 ․ 문의창구
서 비 스 명
직원 인사․복무․표창에 관한 업무

담 당

전 화 번 호

총무담당

220-4101 ~6

선거, 주민등록, 행정구역조정,
주민자치회운영, 행정서비스헌장 총괄,
자치행정담당
동 행정지도, 자치분권, 동사건립,
국민운동단체 지원

220-4111~6
4107

직원 교육․급여, 공무원노조, 자원봉사,
직원복지담당
직원복리후생에 관한 업무

220-43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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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 스
(FAX)

220-4109

5. 구민여러분께서 협조하여 주실 사항
◈ 주민자치회 운영은 구민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 없이는 활성화
될 수 없습니다. 이웃 간에 정을 나누고,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가는 자치회가 되도록 많은 참여바랍니다.
◈ 각종 국제행사에 대비하여 친절하고 질서를 지키며 쾌적한 환경
조성에 다함께 참여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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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민소통분야 서비스 이행기준
1. 구민밀착 소통행정으로 구민의견 적극 반영
◈ 구민소통실 ․ 민생콜센터(☎220-5000) 운영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구민의 의견을 듣고 구정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 제시한 구민의 의견에 대해 검토기간이 길어질 경우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진행과정 및 결과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현장에서 구민과의 만남을 통해 현실적이고, 실현가능한 대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알권리 충족을 위한 다양한 정보제공
◈ 구보(내고장사하)를 매월 75,000부를 발행하여 보다 많은
세대가 볼 수 있도록 무료로 배부하겠습니다.
◈ 각종 시책, 칭찬하고자 하는 사람, 신선한 미담사례, 독자투고
(운문, 산문, 컬럼, 사진, 그림) 등을 알리고자 할 경우 연락
(☎220-4088)주시면 검토하여 일간신문지 게재의뢰 또는 내고장
사하(구보)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3. 전자구정 구현과 지역정보화 인프라 확충
◈ 지식정보화 시대에 걸맞게 지속적으로 구정 정보화 기반을 강화하고
행정정보화를 추진함으로써, 능률적인 행정업무 처리를 지원하고
대민서비스의 만족도를 높여나가겠습니다.

◈ 전국 어디에서나 편리하게 민원을 신청하여 발급받을 수 있는
정보서비스를 24시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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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하구 홈페이지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개선하여, 구정소식을
신속히 제공함은 물론, 주민들의 의견과 불편사항을 수렴할 수
있는 전자민원창구를 운영하는 등 전자구정서비스의 품질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 우리 구가 보유 중인 행정정보는 물론 주민의 소중한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일이 없도록 정보시스템 보안대책을 수립하고, 정보보호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 서비스별 접수․문의 창구
서 비 스 명
구민소통실
민생콜센터
구정 홍보
구보 제작
사하구 홈페이지 운영
정보화 교육

담 당
소통기획담당
미디어소통담당
전산정보담당

화 번 호
220-4362~5
220-5000
220-4071~5
220-4088

팩 스
(FAX)

220-4369

220-4301~6

5. 구민여러분께서 협조하여 주실 사항
◈ 저희들이 제공한 서비스에 대하여 고객 여러분의 의견이나 개선
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유선․우편․FAX․인터넷 등을 통하여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면 검토하여 그 결과를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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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분야 서비스 이행기준
1. 구민과 지역이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평생학습도시 조성
◈ 구민이 원하는 다양한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장애인,
비문해자, 경력단절여성, 외국인 등 학습자 중심의 맞춤형 지원
으로 누구나 학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 동네방네학습관 운영, 사하자연학교와 같이 지역 자원을 활용한
특화사업과 학습나눔사업, 주민강사 양성 등 학습형일자리 연계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 평생학습동아리 활동 지원, 온라인강좌 등을 통해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평생학습문화가 구 전역에 확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작은 도서관의 평생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과 독서문화공간 제공
◈ 연령별·계층별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독서문화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주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독서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도서관 조성 및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주민의 욕구를 반영한 다양한 도서 확충으로 주민독서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 평생교육의 장으로서 지역주민의 지식정보, 학습공간으로 이용
자와 더 가까워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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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교와 마을이 만나 배우는 즐거움이 넘치는 다행복교육 운영 및 교육 지원
◈ 부산다행복학교 일반화로 다행복교육지구 학교문화를 입시·경쟁
중심에서 소통·화합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다행복교육지구 지원 및 사업의 관리를 위한 지역협력 교육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 지역사회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특화 교육브랜드를
창출하겠습니다.
◈ 학생들이 진로를 스스로 결정하고 즐겁게 준비하여 소중한 미래를
키워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각급 학교 교육경비 지원과 다양한 교육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교육도시 사하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 서비스별 접수 ․ 문의 창구
서 비 스 명

담 당

전 화 번 호

평생학습담당

220-4801~7

도서관담당

220-4831~5

팩 스
(FAX)

평생학습도시 추진
행복학습센터 운영
사하아카데미 운영
성인문해교육

작은도서관 조성 및 운영

다행복교육지구 운영
진로교육·자유학기제 지원
교육 투자 및 지원

다행복교육
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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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931~7

220-4809

5. 구민여러분께서 협조하여 주실 사항
◈ 저희 평생교육과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및 시설에 대하여 불편함
이나 건의사항을 제시하여 주시면 검토 후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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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분야 서비스 이행기준
1. 보다 청렴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
◈ 우리 구 홈페이지(계약정보공개)를 통하여 발주계획, 입찰정보, 계약정보,
대금지급 등을 공개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적법하고 공정한 입찰집행을 위해 공개경쟁 입찰의 경우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실시하겠습니다.
◈ 계약체결시 청렴계약 조건을 약정하고, 반부패 서약서를 교환하여
부조리 척결에 앞장서 청렴한 공직자상을 확립하겠습니다.
◈ 각 부서에서 지출요구 서류가 접수되면 당일 심사하여 구비서류,
자금배정 등 모든 사항이 충족되면 접수일로부터 5일내에 신속하게
처리하겠습니다.

2.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공유재산관리
◈ 공유재산의 매각 및 대부가 가능한 재산에 대하여 사하구 구보와
인터넷 홈페이지(www.saha.go.kr)에 매수, 대부절차, 필요서류, 대상토지
등을 상세히 안내하여 고객이 쉽게 매수 ․ 대부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 수시 변동자료 수정입력
◈ 공유재산 변상금 납부대상자에게는 사전 안내문을 발송하여 부과
내용을 알려드리고 점유자 변동사항 신청시에는 1시간 이내에, 면적
변경사항 신청시에는 1개월이내에 신속하게 정정해 드리며 100만원
이상 납부자에게는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공유재산을 전산D/B화하여 정확하고 체계적인 재산관리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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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편안하고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
◈ 청사 본 ․ 별관 입구에 계절별 다양한 초화를 식재하여 방문
고객에게 보다 친숙하고 다시 찾고 싶은 구청으로 만들겠습니다.
◈ 청사내 화장실에 비누․액자 등을 비치하고 음악방송을 실시하여
산뜻하고 편안한 환경을 만들어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승용차 5부제 이행 등 주차환경을 개선하여 장시간 주차

대기의

불편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 청사안내판, 점자블럭, 장애인용 화장실 등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구민 여러분들의 청사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4. 스마트 구정 정보통신 행정서비스 강화
◈ 건축물 정보통신공사 시공품질 향상을 위해 완벽한 착공 전 설계도
확인 및 사용전검사 수행으로 부적합 시공을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 행정정보통신시설을 완벽하게 구축하고 철저한 예방점검을 통해
고품질의 민원행정 정보통신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 우리구 대표전화(☎220-4000)로 걸려오는 모든 전화는 친절하고
상냥하게 응대하며, 민원전화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담당자
에게 직접 연결하겠습니다.

5. 서비스별 접수․문의창구
서 비 스 명
공사·용역·물품제조,
구매 계약 등 회계처리업무

담 당

전 화 번 호

경리담당

220-4141~6

공유지재산 매각․대부,
변상금부과,
청사시설 및 주차장관리
정보통신공사 착공 전 설계도
확인 및 사용전 검사,
정보통신시설 관리, 전화교환

팩 스
(FAX)

220-4151~5
재산관리담당 220-4881,9
220-0091~2
통신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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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171~7

220-4149

6. 구민여러분께서 협조하여 주실 사항
◈ 각종 계약이나 신청과 관련하여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하여 특별한
대가를 기대하는 것은 부정부패를 조장하는 일임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유재산은 구민 모두가 내것처럼 생각하고 관리하여야 할 우리구의
소중한 재산입니다. 공유재산을 무단 점유하여 사용하면 변상금이
부과되오니 대부신청하여 적법하게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구청사는 구민 여러분의 건물입니다. 이용하실 때는 공중도덕을 지켜
다른 사람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각종 시설물과 행정장비
등은 내 물건과 같이 아끼고 절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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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1)분야 서비스 이행기준
1. 지방세정 홍보 강화
◈ 납세자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납세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구 홈페이지, SMS 및 온라인(페이스북), 전자현수막 등 다양한
정보 기술 및 홍보 기법을 이용하여 세무 행정에 대해 납세자가
쉽고 편리하게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정기분 지방세에 대하여는 세목별 납기 개시 10일 전부터 납기
마감일까지 지속적인 홍보를 하겠습니다.

2. 납세자의 권리 보호
◈ 「납세자 권리헌장」의 규정을 성실히 준수하고, 납세자 과세
정보제공 시 법에 명시된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여 개인정보
누출을 방지하겠습니다.
◈ 과세처분 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납세자가 이의
신청 심사청구를 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 지방세 비과세･감면에 대하여는 비과세･감면 요건과 감면범위
등을 대상자에게 홍보하여 납세자의 알 권리를 보장해 드리겠습니다.

3. 신속 ․ 정확 ․ 공정한 세무 서비스 제공
◈ 세무조사 시에는 조사 15일 전 사전통지를 하고, 세무조사 결과
통보, 과세예고통지에 따른 과세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납세자가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과오납금에 대한 환급 처리 시 사실 확인을 거쳐 부당하게 납부
하신 세금은 즉시 환급처리 하겠습니다.
◈ 지방세 납부 편의를 위하여 「사이버지방세청」, 「위택스」를 통한
온라인 납부, 「카카오페이」등을 통한 모바일 페이 납부,「지방세
ARS 납부」, 「자동 계좌이체 납부」등 다양한 맞춤형 납부 제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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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가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과세자료를 완벽히 구축하여 부과 착오로 인한 민원을 최소화 하여
납세자가 정당하게 납세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전자고지서나 모바일고지서 등 다양한 고지서 송달 방법을 통해
납세자가 편리하게 고지서를 받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 정확한 고지서 송달
◈ 정기분 세목의 고지서는 납기 개시 5일 전에 발송하여 납기 마감일이
임박하여 고지서를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고지서 송달을 위하여 전화를 주시면 수취하기 편리한 곳으로
고지서를 받아보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 지방세 신고 및 납부기한 안내
♣ 신고납부 세목의 신고납부기한 안내 ♣
세
등록면허세

주 민

목

신 고 기 한

면 허 분

신규‧변경 면허 취득 시

사업소분

8. 1. ~ 8. 31.

종업원분

다음달 10일까지

세

☞ 지방세 중 신고 납부하여야 하는 세목은 신고기간 내에 자진신고
납부하셔야 합니다.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
가산세 20%와 납부지연가산세 1일 1십만분의 25가 가산됩니다.

- 22 -

♣ 정기분 세목의 납기안내 ♣
세 목

납 기

세 목

납 기

등록면허세
(면허분)

1. 16.
~ 1. 31.

주민세
(개인분)

8. 16.
~ 8. 31.

재산세
(건물분, 선박,
주택분1/2)

7. 16.
~ 7. 31.

재산세
(토지분,
주택분1/2)

9. 16.
~ 9. 30.

☞ 정기분 세목은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셔야 합니다. 지방세를 납부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면 가산금 3%와 매월 1만분의 75의
중가산금(체납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이 가산됩니다.

6. 서비스별 접수 ․ 문의 창구
서 비 스 명
지방세 법령 및 조례 제‧개정,
지방세정보화
재산세 부과 및 징수
주민세, 등록면허세(면허분)
신고접수 및 부과‧징수
지방세 체납처분
(재산 압류, 공매, 번호판영치)
세무조사,
개별주택가격조사‧산정

담

당

전화번호

팩스

세정관리담당 220-4181~4

재 산 세 담 당 220-4281~6

주 민 세 담 당 220-4201~4

체납정리담당 220-4241~6

세원조사담당 220-43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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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189

7. 구민여러분께서 협조하여 주실 사항
◈ 구민 여러분께서 납부하시는 지방세는 우리 구의 중요한 자주
재원입니다. 각종 지방세를 정해진 기한 내에 납부하여 원활한
구정 수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서류 신청 시 미리 전화로 구비서류 등을 문의하여 주시면
서류 보완을 위해 재차 방문하는 일을 예방하실 수 있습니다.
◈ 지방세를 체납하시게 되면 강제 체납처분 등 불이익이 따르므로
지정된 납부 기한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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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2)분야 서비스 이행기준
1. 지방세정 홍보강화
◈ 납세자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불이익이 없도록 케이블TV, 사하
구 홈페이지, 현수막 등 다양한 홍보매체 및 기법을 이용하여
지방세정에 대한 안내와 홍보로 납세자가 편리하게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정기분 지방세에 대하여는 세목별 납기 개시 10일 전부터 납기
마감일까지 지속적인 홍보를 하겠습니다.

2. 납세자의 권리보호
◈「납세자 권리헌장」의 규정을 성실히 준수하고, 납세자 과세정
보 제공 시 법에 명시된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여 개인정보 누출
을 방지하겠습니다.
◈ 과세처분을 받은 후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납세자
가 이의신청·심사청구를 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 지방세 비과세‧감면 대상자에게는 비과세‧감면 범위와 요건 등을
홍보하여 납세자의 알 권리를 보장해 드리겠습니다.

3. 신속․정확․공정한 세무서비스 제공
◈ 과오납금에 대한 환부처리 시 사실 확인을 거쳐 부당하게 납부
한 세금은 즉시 납세자에게 환부조치 하겠습니다.
◈ 이의신청은 법정처리기일인 90일 이내를 단축하여 75일 이내로,
과세전 적부심사청구는 법정처리기일인 30일 이내를 25일 이내
로 단축하여 처리하겠습니다.
◈ 지방세 납부의 편의를 위하여 「사이버지방세청」「위택스」를
통한 온라인 납부, 「카카오페이」등을 통한 모바일페이 납부,
「지방세 ARS 납부」「자동 계좌이체 납부」 등의 다양한 납세자
맞춤형 납부제도로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겠습
니다.
◈ 지방세 징수현황 등 각종 통계조사의 결과를 구 홈페이지에 게
재하여 구민들이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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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확한 고지서 송달
◈ 정기분 세목의 고지서는 납기 개시 5일 전에 발부하여 납기 마
감일이 임박하여 고지서를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전자고지서나 모바일고지서 등 다양한 고지서 송달 방법을 통해
납세자가 편리하게 고지서를 받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고지서 송달을 위하여 전화를 주시면 수취하기 편리한 곳으로
고지서를 받아보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신고납부 세목의 신고납부기한 안내 ♣
목
등록면허세

지방소득세

납부기한
등록분

소득분

특별징수
자동차세

연납‧분납

취득일부터 60일(상속취득은 6개월) 이내
등기․등록 시
개인 종합 : 5. 1. ~ 5. 31.
개인 양도 : 양도 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
법인 :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
소득 지급일의 다음달 10일 이내
연납신청 : 1월, 3월, 6월, 9월
분납신청 : 3. 16. ~ 3. 31. / 9. 16. ~ 9. 30.

☞ 정기분 세목은 납기 내 납부하여 주십시오.
납부기한이 경과되면 가산금 3%와 30만원 이상인 경우 매월
0.75%의 중가산금이 가산됩니다.
♣ 정기분 세목의 납기안내 ♣
세목

납기

세목

납기

자동차세
(1기분)

6. 16. ~ 6. 30.

자동차세
(2기분)

12. 16. ~ 12. 31.

☞ 자동차를 매도하신 경우에는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권이전 여
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민원서류 신청 시에는 전화번호를 기재하여 주시면 처리기한 이
전에 중간 경과사항을 연락 받을 수 있습니다.
☞ 각종 민원서류 신청 시 미리 전화로 구비서류 등을 문의하시어
서류보완을 위해 재차 방문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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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서비스별 접수․문의 창구
비스명
세입통계, 과오납금 환부
취득세․등록면허세(등록분)
신고‧접수 및 부과‧징수
지방소득세(종소,양도,법인,특별)
자동차세, 차량취득세
부과‧징수
세외수입 체납처분, 압류해제

팩스
(FAX)

담당

전화번호

세입운영담당

220-4234,5

취득세담당

220-4191~7

지방소득세1담당

220-4211~4,

220-4219,

지방소득세2담당

4741~3

4239

자동차세담당

220-4251~4

세외수입담당

220-4371~4

6. 구민 여러분께서 협조하여 주실 사항
◈ 구민 여러분께서 납부하시는 지방세는 우리 구의 중요한 자주
재원입니다.
각종 지방세를 정해진 기한 내에 납부하시어 원활한 구정 수행
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납부하실 지방세가 체납되면 체납처분 등 불이익이 따르므로 납
부기한 내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방세 중 신고 ‧ 납부하여야 하는 세목은 신고기간 내에 자진
신고 ‧ 납부하셔야합니다.
신고 ‧ 납부하지 않을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20%와 납부불성실
가산세 1일 10만분의 25가 가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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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여권분야 서비스 이행기준
1. 우리구 민원실을 방문하시면
◈ 민원안내 도우미의 친절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고, 무인민원
발급기를 이용하여 신청서 없이 짧은 시간에 각종 증명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민원실 내에는 항시 청결을 유지하며 정수기, 냉․난방기 등 편의
시설을 설치하고 생태정원 등으로 쾌적한 휴식공간으로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 민원실 내에 월간지, 교양도서 및 건강도서를 비치하여 기다리시는
시간을 유용하게 보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민원실 내 서식 기재대에 각종 서식과 작성된 견본을 비치하여 손쉽게
작성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시력이 좋지 않은 고객을 위해 돋보기를 비치하겠으며, 작성에
어려움을 느끼시는 고객의 민원서류 작성을 도우미가 친절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 인터넷을 활용할 수 있도록 컴퓨터 및 전용회선을 설치하여 최신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고객 전용 인터넷컴퓨터, 복사기, 팩스기 등을 설치하여 불편없이
사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담당업무별 좌석배치도를 비치하여 담당자와 손쉽게 대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장애인의 편의를 위해 점자 보도블럭을 설치하고 점자청사 안내판을
비치하는 등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도우미가 대신해서 민원을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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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민원실에 민원을 접수하시면
◈ 방문·인터넷 등 가장 편리한 방법으로 민원을 접수 ․ 신청 하시면
신속 ․ 정확하게 발급해 드리겠습니다.
◈ 어디서나민원 발급 신청 시 3시간이내 발급해 드리도록 하겠으며,
희망하실 경우 발급결과를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 여권 발급 신청 시 접수일로부터 5일이내(공휴일제외) 발급해
드리도록 하겠으며 희망하실 경우「여권찾는 날」문자메시지를
휴대폰으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 가족관계등록 제신고 처리결과를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통보하여
처리결과에 대한 고객의 궁금증을 해소하여 드리겠습니다.
◈ 정부24 운영으로 집에서 민원신청을 하실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인터넷주소 http://www.gov.go.kr 정부민원포털
◈ 민원 신청 시 첨부서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부만 받도록 하고,
고객이 소지한 휴대용 증명서 또는 우리구에 보관중인 공부로 확인
가능한 경우에는 첨부서류를 요구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으며, 주민등록
등 ․ 초본 등 구비서류는 행정 내부적으로 확인하여 고객의 시간적 ․
경제적 부담을 덜어 드리겠습니다.
◈ 복잡하고 어려운 복합민원이나 노약자·다문화가정 등 취약계층
이거나 처리 절차가 복잡한 경우에도 공무원을 후견인으로
지정하여 종결 시까지 최선을 다하여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건축허가등과 같이 여러 기관과 부서에 관련이 있는 민원은 민원
1회방문처리제의 철저한 시행으로 한 번의 방문으로 종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유기한 민원담당자에 대하여는 고객만족도 측정을 실시하여 주민
불편 사항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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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공개청구에서 처리결과까지의 전 과정을 인터넷과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안내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민원행정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 사하구 전자민원창구를 운영하여 생활불편신고, 구정문의, 시정요구
등을 쉽고 빠르게 온라인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 서비스별 접수․문의창구
서 비 스 명

담 당

전 화 번 호

민원서류 접수 및 인․허가증 교부,
어디서나민원발급,
고객만족담당
사하구전자민원창구 운영

220-4261~5,
220-4821~4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사항별증명,
지적관련 증명,
세무관련 증명 등 발급

고객만족담당

220-4821~4

행정정보공개

기록물관리담당

220-4291~4

여권담당

220-4811~5

여권발급
가족관계등록 접수, 신원조회

가족관계등록
담당

220-4271~4

팩 스
(FAX)

220-4269

220-4279

4. 구민 여러분께서 알아 두셔야 할 사항
◈ 주민등록등․초본 등과 같이 개인정보와 관련이 있는 민원은
본인 외에는 발급요건을 갖추어야 하니 위임장 등의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민원서류 발급을 위하여 구청을 방문하실 때에는 미리 전화로
구비서류 등을 문의하시어 서류 보완을 위해 재차 방문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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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분야 서비스 이행기준
1. 문화예술 진흥
◈

문화예술행사를 개최하여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문화예술단체를 적극 지원하여 지역 문화예술이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문화 커뮤니티 공간인 두송생활문화센터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역 곳곳에 생활문화 거점 공간을 조성하여 지역주민이 일상 속
에서 쉽게 문화를 즐기고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서부산 창작거점 공간 홍티예술촌을 활성화하여 지역 작가들에게
안정적인 창작 활동 공간을 제공하고, 입주작가와 지역주민이
함께할 수 있는 문화예술 커뮤니티 프로그램 개발·운영으로
지역주민들에게 문화예술 향유의 기회를 증대시키겠습니다.
◈ 사하구 소년소녀합창단이 순수하고 아름다운 하모니로 우리구
문화사절단으로서 다양한 활동을 펼치며 문화예술 역량을 높여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2. 생태·문화와 어우러진 관광도시 활성화
◈ 천혜의 자연경관을 가진 우리구 관광 명소를 적극 홍보하고 관광객
유치를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 우리구의 매력적인 관광 콘텐츠를 담은 관광안내지도 배부 및
홈페이지 안내 등으로 관광객 편의 제공을 위하여 더욱 노력
하겠습니다.
◈ 관광사업체에 대한 정기적인 지도 ․ 점검을 통해 업체의 건전한
운영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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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통문화의 계승발전
◈ 다대진동헌, 윤공단 등 지역 문화재에 대한 정기적인 순찰과
점검으로 효율적인 보존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국가지정 천연기념물 제179호인 낙동강 하류 철새도래지의 보호를
위하여 육 ․ 해상으로 무단 현상변경 행위나 철새 서식에 저해되는
각종 불법행위를 단속하는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자연문화유산이
후손들에게 온전히 전해지도록 하겠습니다.
◈ 부산시 무형문화재 제7호 다대포후리소리, 제17호 화혜장 및 제25호
조선장 보존을 위하여 전수생의 지속적 양성과 각종
문화행사 참가 등을 통해 무형문화재 전승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사하문화재탐방을 실시하여 구민들이 내고장 문화재에 대한
자긍심과 향토애를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 건전 유통문화 정착을 위한 체계적인 유통관련업 지도단속
◈ 건전한 유통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게임장, PC방, 노래연습장,
비디오감상실 등 업소에 대하여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야간단속을
병행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지도단속을 위한 업소 방문 시에는 먼저 공무원증을 제시하여
신분을 밝히고 업소방문 목적을 상세히 설명한 후 공정하게 단속에
임하여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 불법 영업행위에 대하여는 규정에 따라 엄격하게 행정처리 하겠으며,
불법 영업행위 신고 시 신고대장 비치·기록 후 현장 출동하여
조치하고 그 결과를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 가정 또는 직장에서 민원의 내용 및 처리과정을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겠으며, 또한 인터넷 민원상담을
통하여 유통관련 민원을 편리하고 투명하게 처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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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구민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생활 제공
◈ 어르신, 어린이, 청소년 등 다양한 세대와 여건에 맞는 맞춤형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구민들의 건강증진 및 취미 활동을
장려하겠습니다.
◈ 체육동호인을 위해 매년 1회 종목별 구청장기 대회를 개최하여
동호인간의 상호교류와 우호증진을 돕겠습니다.
◈ 체육시설은 언제든지 최상의 상태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시설물
실태를 반기 1회 점검․보수하여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6. 서비스별 접수․문의창구
서 비 스 명

담 당

화 번 호
220-4061~3,
4065,4067

문화예술업무 전반

문화예술담당

관광진흥업무 전반

관광진흥담당 220~4091~4

문화재 및 문화산업 전반
(유통관련업 등록 및 단속)

문화산업담당

팩 스
(FAX)

220-4081~3,
4068

220-4069

체육지원업무 전반
체육지원담당 220-4121~4
(체육시설, 생활체육, 동네체육시설)

7. 구민여러분께서 협조하여 주실 사항
◈ 저희들이 제공한 서비스에 대하여 고객 여러분의 의견이나 개선
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유선․우편․FAX․인터넷 등을 통하여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면 검토하여 그 결과를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 우리 구에 소재한 운동장, 소공원, 동네체육시설은 구민 모두의
소중한 재산입니다. 시설물을 내 물건처럼 아끼고 보존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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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진흥분야 서비스 이행기준
1. 지역경제활성화 추진
◈ 매월 물가동향을 지도․점검하여 개인 서비스업소의 부당한 요금
인상을 최대한 억제하고, 업소간 자율경쟁에 의한 가격안정을
유도하기 위해 물가안정 모범업소에 대한 행정적 지원을 강화하여
지역 물가안정에 힘쓰겠습니다.
◈ 대규모 유통업체(대형할인점, 시장)의 주요 생필품 가격을 매월
조사 비교하여, 시홈페이지, 사하구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 구민들에게
가격이 저렴한 유통업체 선택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 개인 서비스요금 관리를 위해 물가모니터요원 3명을 확보하여
가격동향을 파악하고, 월 1회 개인서비스요금 10%이상 가격파괴
업소를 발굴, 내고장사하, 구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홍보하고,
참여업소에게는 시상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착한가격업소와 단체손님 가격할인 업소에 대하여는 쓰레기
봉투를 제공하는 등 서민생활 보호 및 지역물가 안정기반 구축을
위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겠습니다.

2. 전통시장 활성화사업 추진
◈ 대형유통업체의 진출확대 및 소비자 구매형태의 변화로 인해 상권이
위축된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 이용홍보, 현대화사업
추진을 위한 지원 등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3. 유기동물 관리 및 가축방역
◈ 동물등록제 실시 및 유기동물 보호센터를 운영하고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가축방역에 최선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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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4. 농․축․수산물의 유통 관리
◈ 명절, 연말연시 등 성수기는 물론 분기별 1회 이상 농․축․수산물
판매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수입산의 국산 둔갑 판매,
원산지 허위표시 등 유통질서 문란 행위를 근절시켜 우리 농․축․
수산물 상거래 질서 확보 및 소비자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연 2회 이상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농․축산물의 시료를 수거하여
원산지 진위 여부 감정 및 품질표시 등을 지도․점검하고 그 결
과를 공개하여 소비자가 안심하고 드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 중소기업 육성 지원
◈ 중소기업의 육성지원을 위하여 자금난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각종 자금 지원제도를 널리 홍보하며 기업 관련 각종
정보를 신속히 제공하며 기업애로 상담실 운영 및 인터넷 상담실
개설로 기업의 애로사항을 적극 해결하여 기업활성화 및 기업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지역제품 판매촉진을 위하여 중소기업제품을 우선 구매토록 앞장서고
관내 중소기업을 방문하여 내고장사하(구보)에 업체 및
제품을 홍보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일반지역 공장등록과 관련된 민원서류를 처리함에 있어 처리기한 내에
현장 확인하고 서류 보완 필요시에는 상세하게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6. 가스 ․ 석유류 취급시설의 안전관리
◈ 가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가스취급 및 점검요령에 대한 주민
홍보활동과 함께 가스 다량취급업소와 가스판매업소에 대한
반기별 1회 이상 가스안전점검을 실시하여 가스 사고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업소에 대한 엄격한 행정처분을
통해 원활한 유류수급과 정량거래, 불법·불량 석유제품의 유통
행위근절, 소비자보호와 상거래질서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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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어업인과 함께하는 수산행정
◈ 연안 노후어선 대체사업 등 보조금 지원 수산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원사업 추진방법과 제반서류 작성 등을 성심껏
도와 드리겠습니다.
◈ 해안에 방치된 폐선을 지속적으로 처리하고,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해양환경정비를 실시하는 등 연안어장의 오염원을 사전에 예방하여
깨끗한 해양환경을 보전하겠습니다.
◈ 수산자원 관리를 위하여 년 2회 이상 불법어업 예방을 위한
어업인 지도 및 홍보를 실시하고 유관기관, 단체와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지도 ․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 연안어장의 지속적인 생산성 유지와 자원보호를 위하여 지속적인
수산종자방류 및 인공어초시설을 통한 수산자원증강 및 보호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해양수산관광복합형 어촌․어항 육성을 위한 기반시설확충을 통해
해양성 어메니티(Amenity)제공으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8. 서비스별 접수․문의창구
서비스명
담당
전통시장, 물가관리
유기동물관리, 담배, 지역경제담당
통신판매, 대부업
중소기업지원, 공장등록
산업지원담당
석유 및 가스, 농축정
어항관리, 장림항 활성화
어업인지원사업
해양관리담당
수산종자방류
어업허가, 어업면허, 낚시
신고, 수산물 유통·가공, 수산자원담당
불법어업지도단속, 어선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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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FAX

220-4471~8
220-4461~4
220-4479
220-4501~5

220-4491~7

9. 구민여러분께서 협조하여 주실 사항
◈ 소비자가 소비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에 대하여 제품교환,
환불, 계약취소, 무상수리 등에 관한 상담 및 피해구제를
주시기 바랍니다.
◈ 농․축․수산물 모든 제품은 원산지표시 및 판매가격 표시된 물품을
구입하시고 성분, 규격, 상표, 정량 등 의심되는 물품은 우리구청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을 운영하시면서 느낀 각종 애로사항은 언제든지 허심탄회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스판매소와 사용시설은 연중 수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가스
안전사고 예방에 솔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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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행정분야 서비스 이행기준
기준
1.

교통소통 증진

◈ 간선도로 및 주요 교차로, 교통 혼잡지역 등 교통상습취약지에 대한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해 고정형 무인단속카메라(CCTV) 설치 및 교통
지도 단속반을 편성하여 지속적인 주차 단속 및 계도를 실시하고
불합리한 교통관련 시설을 개선하겠습니다.
◈ 행락철 을숙도 및 다대포해수욕장을 찾는 차량이용 행락객
증가로 인한 주차공간의 부족에 대해 주차장 확충 및 인근도로를
활용하고, 교통계도 단속반을 사하경찰서 및 관련단체와 합동으로
운영하여 교통질서계도를 통한 원활한 교통소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

녹색성장을 실천하는 승용차요일제 참여운동 등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

주차시설 확충․정비
◈ 주택가 이면도로를 주차가능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하여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경찰서, 소방서 등 유관기관의 협의를
거쳐 주거지전용주차장 설치를 확대하겠습니다.
◈ 주거지역내 소규모 나대지, 공공용지, 빈집 등을 활용하여 주택가
소규모 공동주차장을 건설하는 등 주차장 확충에 노력하겠습니다.
◈ 내집 마당에 주차장 설치를 희망하는 가구를 선정해 사업비를
보조하여 민간부분 주차장 설치를 유도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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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중교통 편의제공
◈ 매년 2회이상 마을버스 운행실태 현지점검을 통해 내․외부 환경의
청결을 유지하겠습니다.
◈ 버스이용 주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주민
불편이 예상되는 버스정류소에 승객대기 시설을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정비하겠습니다.
◈ 시내버스 및 지하철관련 불편사항도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에 적극 건의하겠습니다.

4.

공정한 주차단속
◈ 불법주차단속은 원활한 교통소통과 보행자 및 어린이의 안전사고예방,
긴급차량 통행로 확보 등에 최우선을 두겠습니다.
◈ 주차단속 당직편성을 통해 주말, 공휴일에도 단속을 실시하여
주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단속업무 수행시 항상 공정하고 친절한 자세로 임하겠습니다.

5.

무보험운행차량 신속 처리
◈ 무보험운행차량에 대한 수사 강화로 자동차 손해배상보장제도를
확립하여 피해자 보호 및 교통법질서 확립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6.

서비스별 접수․문의창구
서 비 스 명

교통종합계획, 승용차요일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불법 주․정차단속, 이의신청

팩스

담 당

(FAX)

교통행정담당

220-4551~4

220-4659

주차장관리담당

220-4511~4

220-4659

교통지도담당

220-4561~5

220-4559

220-4651~7

220-4559

220-4571~6

220-4559

화물 자 동 차 운 수 사 업 ,이 륜 차
등록변경 , 무단방치 및 무보험 자동차관리담당
운행차량 수사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 교통 주차과징담당
유발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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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구민 여러분께서 협조하여 주실 사항
◈ 저탄소 녹색성장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승용차 요일제’운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질서의 불법 무질서 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불법 주정차 안하기, 정치선․신호 지키기,
무단횡단 안하기 등 스스로 교통질서를 지키는 노력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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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순환분야 서비스 이행기준
1. 주변생활환경 청결유지
◈ 기동 청소차량으로 관내 전 지역을 계속 순회하여 적치된 쓰레기를
즉시 처리하는 등 지속적인 순찰을 강화하여 상습 불결지를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 쓰레기무단투기 기동단속반 2개반을 편성․운영하여 매일 취약지
순찰 및 야간단속을 실시하여 무단투기 및 불법소각행위로 인한
주민 생활불편을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 생활쓰레기의 신속한 처리
◈ 일반쓰레기(종량제봉투 사용), 음식물쓰레기(전용용기 사용),
재활용품들을 지정된 수거일 및 수거시간에 배출하시면 신속하게
수거하겠습니다.
◈ 쓰레기종량제 봉투판매소를 평균 1개통 당 1개소 이상 선정하여
봉투구입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폐가구, 가전제품 등 대형폐기물은 신고하시면 신속하게 현장
방문하여 처리비 징수와 동시에 수거토록 하겠습니다.
◈ 생활쓰레기 운반차량의 정비를 철저히 하여 침출수 유출, 악취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3. 쓰레기감량과 자원화 확대
◈ 재활용품 수집단체에서 수집한 재활용품에 대하여는 구에서 운반
및 처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집장려금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 소규모 점포에서부터 대형매장에 이르기까지 모든 업소에 대하여
1회용품 사용 근절을 위한 연 1회 이상 지도․점검 및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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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레기 줄이기 실천운동으로 장바구니 사용하기, 음식물 안 남기기,
헌옷․가전제품 등 교환 사용하기를 권장해 나가겠습니다.
◈ 공동주택․단독주택․소규모음식업소에서 배출되는 음식물쓰레기의
분리배출을 철저히 이행토록 지도점검 및 홍보를 강화하여 음식물
쓰레기는 100% 재활용토록 하겠습니다.

4. 사업장폐기물의 안정적 처리
◈ 우리 지역 제조업체 등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업장폐기물의 처리
과정을 정기․수시 점검하여 폐기물의 적법처리를 유도하고 환경
보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 집수리 등으로 발생하는 소규모 건설폐기물은 건설폐기물 전용
마대에 담아 지정된 수거일 및 수거시간에 배출하시면 신속하게
수거하겠습니다.

5. 청결한 오수관리
◈ 정화조 청소일정을 사전에 각 소유자(설치장소)별로 통지하여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정화조 청소는 골목(블록)별로 일제히 실시하되 구민이 편리한
시간대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청소종사자에 대한 수시교육 실시로 신속하고 친절한 수거체계를
구축하고, 수거 차량은 항상 청결을 유지하여 불편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공중화장실 청결 유지 및 개방화장실 확대선정 등으로 화장실
문화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 오수처리시설과 정화조설치(변경)신고, 준공검사와 관련된 민원
서류를 처리함에 있어 당일 근무시간 내에 현장 확인을 통하여
준공여부를 설명하고 보완 필요시에는 상세하게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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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서비스별 접수․문의 창구
서 비 스 명

담 당

전화번호

팩스
(FAX)

생활쓰레기 수거․운반, 가로청소,
종량제봉투판매,
환경미화원관리

청소
행정
담당

220-4431
~7

220-4439

재활용
담당

220-4451
~6

220-4439

폐기물
관리
담당

220-4441
4442
4443
4445
4446

220-4439

오수
정화
담당

220-4921
~5

220-4439

재활용품 수집․매각,
대형폐기물처리,
음식물쓰레기처리

사업장폐기물배출업소관리

개인하수처리시설(정화조)관리,
공중화장실관리

7. 구민여러분께서 협조하여 주실 사항
◈ 평소 쓰레기 불법 투기현장을 목격하시면 자원순환과로 즉시 신고하여
주십시오.
◈ 신고 시 가능하시면 현장 증거 자료(사진 등)도 같이 제출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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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위생분야 서비스 이행기준
1.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업무 서비스 향상
◈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자료의 정확한 조사와 성실한 납부
안내를 통해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하겠습니다.
◈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에 따른 납부의무자의 전화 또는 방문 시 신속
정확하게 안내하여 의문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2. 배출시설허가 및 신고업무 신속처리
◈ 구비서류 중 구청에서 확인 가능한 공부는 민원인에게 요구하지
않고 직접 확인 처리하겠습니다.
◈ 1일 이상 유기한민원 접수 시 처리기한을 최대한 단축하여 신속하게
처리하겠습니다. (10일→7일, 5일→3일)

3. 환경오염원 관리강화로 깨끗한 환경조성
◈ 관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해 정기 및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오염물질 불법배출을 사전에 차단하겠습니다.
◈ 환경오염 행위를 신고하여 주시면 신고접수 후 즉시 현장에 출동
하여 조치하고 그 결과를 통보하여 드리겠습니다.
◈ 석면 조사, 처리 및 관리 등을 철저히 이행토록 하여 석면에 의한
주민 피해 예방 및 쾌적한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 먹는물 공동시설 및 지하수 관리 철저
◈ 먹는물 공동시설 수질검사를 전년도 검사결과에 따른 등급별 차등
(연 3회~8회) 실시하고, 검사결과를 안내판에 게재하여 안심하고 음용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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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용 부적합 시설에 대해서는 즉시 음용중지 안내문을 게시하여
이용자의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 월 1회 이상 약수터 주변청소 등 관리를 철저히 하여 위생적인
약수터를 이용자에게 제공하겠습니다.
◈ 깨끗한 지하수 사용을 위해 생활용수는 3년에 1회, 음용수는 2년에
1회 수 질 검 사 를 실 시 토 록 하 여 수 질 안 정 성 확 보 에 최 선 을
다하겠습니다.

5.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및 무료점검 실시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 운행중인 자동차에 대하여 상설 단속반을 편성하여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 분기별 무료점검 및 지속적인 육안감시로 쾌적한 도시환경조성
및 배출가스에 인한 대기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6. 식품 위생관리 강화
◈ 안전한 식품 생산·유통체계 확립과 위생관리를 강화하여 부정·
불량식품에 의한 위해를 방지하고 구민이 안심하고 식품을 섭취
할 수 있도록 국민다소비식품, 계절적 성수식품 등을 월 1회 이상
수거 ․ 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 식중독 발생예방을 위하여 집단급식시설, 뷔페, 대형음식점(300㎡이상),
도시락 제조업소 등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위생 지도․점검과 식중독
예방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 식중독 예방 상황실 및 부정․불량식품신고센터 등을 운영하여
식품안전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조기확산 차단 등 식품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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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식품위생업소의 시설 ․ 환경 개선 및 위생수준 향상
◈ 음식점 등 위생업소의 시설․환경 개선과 시설위생수준 향상을
위하여 식품진흥기금을 활용, 업소환경 자율개선을 유도하고 영업주
및 종사자에 대하여 위생 및 친절예절교육을 실시하여 개인위생
의식을 고취시켜 질 좋은 위생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 위생상태가 우수하고 친절한 모범음식점을 연 1회 이상 선정,
지정관리 함으로써 위생적인 시설개선, 서비스 수준향상 및 좋은
식단 보급에 노력하겠습니다.

8. 공중위생업소의 관리 강화
◈ 업종별 위생관리 상태를 최적으로 유지하고 업소의 시설 및 설비를
개선하여 건전한 공중위생업소를 육성, 관리하여 이용객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공중위생업소의 불법행위 등을 근절하기 위하여 연중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공중위생업소의 위생서비스 평가를 통해 위생수준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 하여 모범적인 공중위생 서비스 문화 조성에
주력하겠습니다.

9. 서비스별 접수․문의창구
서 비 스 명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담 당
환경관리담당

환경배출시설 허가 및 신고
환경오염원관리

화 번 호
220-4381~7
220-4391~9

환경지도담당

(배출시설, 비산먼지공사장 점검)

220-0082,0084~6
220-4388
220-4389

자동차배출가스 단속
먹는물 공동시설 관리 및 지하수 관리

팩 스
(FAX)

환경보전담당

220-4421~4

식품위생업소 허가 및 지도단속

식품위생담당

220-4411~8

공중위생관련업소 허가 및 지도단속

공중위생담당

220-4401~4

석면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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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구민 여러분께서 협조해 주실 사항
◈ 법령위반사항 신고 시는 육하원칙에 따라 정확히 신고하여 주시고
민원처리사무규칙에 의거 신고인의 신분을 사실대로 밝혀주셔야
정식으로 민원으로 접수가 됩니다. 신고자의 신분은 법령에 의거
비밀로 절대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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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정보분야 서비스 이행기준
1. 제증명 발급의 신속처리
◈ 공정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모든 민원신청 사항은 접수순에 따라
처리하겠습니다.
◈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민원은 즉시 처리하겠으며, 지적측량 민원접수
또한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개별공시지가 업무 공정처리
◈ 개별공시지가를 구청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편리하게 열람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은 토지현황을 정확히 조사하여 산정하고
정밀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확인을 거쳐 결정하겠습니다.
◈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사항은 신청기간 만료 후 30일 이내에
이용 상황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정밀검증을 실시한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결과를 통지해 드리겠습니다.

3. 부동산 거래신고의 정확하고 신속한 처리
◈ 2006년 1월1일부터 “부동산실거래신고의무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발생하는 고객 불편사항을 최소화 하겠으며 부동산거래 신고서 접수 시
신고필증을 신속하게 처리하겠습니다.
◈ 부동산 중개사무소에 대한 지도·감독을 수시로 실시하여 구민의 피해를
예방하고 부동산 거래질서가 확립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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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정한 지적관리
◈ 측량 기준점의 주기적 관리로 정확한 측량 성과검사를 실시하여 일관성
있는 측량 결과를 제공, 측량관련 민원을 사전에 예방 하겠습니다.
◈ 지적민원 및 기업지원 콜서비스 센터를 운영하여 구민이 원하실 경우
직접 방문하여 도움 주는 지적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 경계나 위치정정으로 새로운 경계 확인 측량요구가 있는 때에는 현지
출장 하여 확인 측량을 실시해 드리겠습니다.

5. 토지대장의 관리
◈ 토지의 재원과 권리관계를 등록한 대장은 소유권이나 표시사항 변경등기가
있는 때에는 등기소로부터 등기사항이 통보된 후 2일 이내에 대장정리를
하여 항상 최신정보가 등록되도록 하겠습니다.
◈ 토지의 분할이나 그 외 이동사항을 처리한 때에는 관할 등기소에 촉탁
등기를 하여 구민의 부담과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6. 최적의 생활주소 서비스 제공
◈ 도로명 및 건물번호에 의한 편리한 생활주소 제공하겠습니다.
◈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은 이용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항상 최적의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 건물 신축, 증축, 개축 등으로 생기는 건물번호의 변동사항을 신속히
처리하여 도로명주소를 편리하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 도로명주소, 국가기초구역, 국가지점번호를 바르게 관리하여 어느 곳이나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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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서비스별 접수․문의창구
서 비 스 명

담 당

화 번 호

팩 스
(FAX)

부동산중개사무소 관리
부동산정보담당 220-4752~7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 및 이의신청
220-4781,
부동산실거래가 신고 및 검인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발급

지적민원담당

220-4783,
220-4785,
220-4787

토지이동지 정리
지적불부합지 정리
조상땅찾기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지적담당

220-4759

220-4771~6

새주소담당 220-4761~4

8. 구민 여러분께서 협조해 주실 사항
◈ 조상 땅을 찾기 위하여 토지정보과를 방문하실 경우에는 반드시 본인의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및 여권 등 신분증과 정보주체의 제적등본·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등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하여
본인 또는 상속인(대리인일 경우 위임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사본을 첨부한
위임장 지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하여 중개사무소에서 과다한 중개보수를 요구할
경우와 위법 부당한 행위가 있는 경우 토지정보과로 신고하여 주시면 철저히
행정 처분 등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문서로 통보 하겠습니다.
◈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의견은 법정 기간이 있으므로 반드시 이의 신청
기간 내에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면 충분히 검토하여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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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분야 서비스 이행기준
1. 8대 주민복지서비스
◈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일반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넓은 의미의 복지를 구현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습니다.
2. 지역사회복지 안전망 구축
◈ 각급단체, 기업 등 다양한 민간자원복지 자원참여를 통한 지역 사
회복지안전망 「행복나눔네트워크」을 구축하여 취약계층, 사회복지
시설 등에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생계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3. 긴급복지, 이웃돕기성금 지원
◈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자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나도록 돕겠습니다.
4. (재)사하구 장학회 운영
◈ 사하구에 거주하는 저소득 가구의 자녀로써 학업에 충실하고 품행이
바른 고등학교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하여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학업에 정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 청소년·아동의 건강한 성장 지원
◈ 위기청소년 보호체계의 공공성과 책무성을 강화하고 다양한 지역
사회 자원을 연계하여 위기청소년에게 지원하겠으며 효율적·체계적인
청소년 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 청소년 유해 환경업소를 지속적으로 지도 단속 및 청소년 문화존을
운영하여 건전한 놀이문화가 정착되도록 청소년 보호 육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취약계층 아동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 공평한 출발기회를 보장함으로써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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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아동의 보호 및 건전육성 실현
◈ 요보호 아동의 안전한 양육을 위해 양육시설 운영비를 보조하고 위탁
가정에 사회·경제적인 지원을 통해 아동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겠습니다.
◈ 방과 후 교육지원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결식아동에 대하여는 무료
급식을 지원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
을 다하겠습니다.
◈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여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 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 양육공백이 우려되는 초등학생 돌봄서비스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방과
후, 방학 중에 양육부담을 완화하고 양육 친화적 사회환경조성에 힘
쓰겠습니다.
◈ 아동학대 예방 강화 및 피해아동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를 통해
아동의 안정적인 성장환경 조성 및 권리증진에 힘쓰겠습니다.
7. 통합사례관리사업 추진
◈ 지역사회 공공․민간자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 지원체계를 토대로
복합적이고 다양한 욕구를 가진 대상자에게 복지 ․ 보건 ․ 고용 ․ 주거
교육 ․ 신용 ․ 법률 등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 ․ 제공하겠습니다.
◈ 지역주민의 다양한 욕구에 맞춤형 서비스를 연계 ․ 제공하여 지역
주민의 삶을 안정적으로 지원 ․ 지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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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서비스별 접수․문의창구
서 비 스 명

팩스
(FAX)

담 당

재해이재민, 사회복지관,
보훈, 장학사업

복지기획담당

220-5501~4

맞춤형 통합 사례관리 서비스,
긴급복지, 이웃돕기성금

희망복지지원
담당

220-5531~8
220-5579

드림스타트 프로그램, 청소년육성․보호 청소년드림 담당

220-5631~7

아동친화, 아동학대, 지역아동센터,
아동급식, 아동수당

220-5592~3
220-5597~9
220-5791~8

아동친화담당

9. 구민 여러분께서 협조하여 주셔야 할 사항
◈ 우리 주위에 사고, 질병 등으로 어렵고 소외된 이웃이 있으면 동 행정복지
센터 또는 구청 복지정책과로 연락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웃에 대한 물질적인 지원과 아울러 상담․자원봉사활동에도 적극
동참하여 정이 넘치는 따뜻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데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 구민으로부터 공감을 받을 수 있고 공무원이 제 위치에서 소임을
다하여 신뢰받는 복지행정을 수행하기 위하여 구민 여러분의 적
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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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보장분야 서비스 이행기준
1.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최저생활보장
◈ 질병, 장애, 저소득 등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생계급여, 교육급여 등을 지원하여 최저생활이 보장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 차상위계층 생활안정지원
◈ 저소득 주민의 최저생활 수준 향상을 위해 자녀 교통비를 지원하여
자녀교육을 장려하고 월동대책비를 지원하여 겨울을 힘들게 지내는
취약계층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 의료급여대상자들에 대한 실질적 의료복지 구현
◈ 생활이 어려운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발생하는 질병․부상․출산 등 각종
의료문제에 대해 신속히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
하겠습니다.
◈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의료욕구를 파악하여 필요한 정보와 건강상담을
제공하고 합리적 의료이용의 유도 및 자발적 건강관리능력을 함양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 복지대상자 급여 적정 관리
◈ 복지대상자의 소득․재산 등 변동사항을 확인․반영하여 적정한 급여가
지원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5. 자활기반 마련
◈ 자활사업을 통해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근로기회를 제공하고
기술습득 및 자활능력을 배양하여 스스로 자활․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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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서비스별 접수․문의창구
서 비 스 명

담 당

전화번호

기초생활보장담당

220-5571~6
220-5521~6

국민기초수급자 관리,
차상위계층 관리

통합관리담당

220-5551~8
220-5581~8

저소득주민자활

자활지원담당

220-5681~4

노숙인시설, 의료급여 업무

(FAX)

220-5509

7. 구민 여러분께서 협조하여 주셔야 할 사항
◈ 복지 급여를 받으시는 분 중 소득이나 재산, 부양가족 등 변동사항이
생기시는 분들은 즉시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구청 생활보장과로
연락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외된 이웃들을 향한 작은 사랑이 실천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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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사업분야 서비스 이행기준
1. 노인복지 사회구현
◈ 저소득 어르신을 위하여 기초연금, 무료식사제공 등 다양한 노인복지
서비스를 통해 건강한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어르신들의 안정된 노후생활 및 자립능력을 돕기 위하여 노인일자리
사업을 활성화하고, 여가선용을 위한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마련하겠습니다.
◈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곤란한 어르신과 부양 가정에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여 어르신의 안전 및 복지증진과 노인부양으로
인한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노인복지시설 확충을 통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인프라를 강화하겠습니다.

2.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구현
◈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장애수당,
장애인재활수당, 장애인연금을 매월 20일까지 지급하겠습니다.
◈ 장애유형을 고려한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고 10일 이내 보수를
지급하여 사회참여와 소득보장을 지원하겠습니다.
◈ 중증장애인의 기본적인 일상생활 영위 및 자립능력 향상을 위해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지원하겠습니다.
◈ 장애인종합복지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구인․구직상담, 직업교육,
컴퓨터교실, 이·미용 서비스, 물리치료실 등 프로그램을 운영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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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쾌적한 생활공간을 위한 감성 주거복지 실현
◈ 주거가 불안정한 저소득 임차 수급자들에게 매월 임차급여를 지급하여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노력
하겠습니다.
◈ 주택 등을 소유하고 그 주택 등에 거주하는 수급자를 대상으로
수선 유지급여를 지급하여 노후된 주택을 보수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 저소득층의 자유로운 주거 선택권을 보장하고 주거 상향 이동
및 양질의 주거수준 확보가 가능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4. 복지급여대상자 조사 및 결정
◈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주민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을
신청할 시 신속하게 조사하여 지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 공평한 민원 응대 자세
◈ 저소득층 가정이나, 노인 또는 장애인 등 소외계층 이라는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않고 내 가족처럼 최선을 다하여 모든 고객을
친절히 모시겠습니다.

6. 서비스별 접수․문의창구
서 비 스 명
노인지원, 노인시설관리
장애인지원, 장애인시설관리

담 당

전 화 번 호

노인복지담당

220-5602~8
-5674

팩 스
(FAX)

장애인복지담당 220-5621~5
220-5609

주거급여, 임대주택지원

주거복지담당

220-5671~3

복지대상자 조사, 결정

통합조사담당

220-5511~8
55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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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구민여러분께서 협조하여 주실 사항
◈ 주변에 소외된 노인ž장애인, 생활이 어려운 이웃이 있을 경우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각종 복지시설의 불편사항이나 개선사항이 있을시 신고하여 주시면
적극 반영하여 밝고 쾌적한 복지시설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아직도 우리 주위엔 소외된 가정이 많으니 이들에게 작은 사랑을
실천하여 복지사회 실현을 위해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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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분야 서비스 이행기준
1. 여성이 마음껏 일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
◈ 여성이 도시 행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도시 곳곳에 변화를 만들고,
여성과 가족 나아가 구민 모두가 행복하고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 여성단체 지원 및 협력강화 등으로 여성의 능력개발 및 사회참여를
유도하고, 여성안전 환경조성 및 양성평등 실현기반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2. 아이들이 신나는 보육환경 조성
◈ 무상보육 실시 및 3~5세 유아공통과정(누리과정) 도입을 통해 미래
인적자원에 대한 투자로서 보육․교육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부모의
양육부담 경감, 출발선상 공정기회 보장으로 아이와 가족이 행복한
건강안전도시를 지원하겠습니다.
◈ 효율적이고 안전한 영․유아 보육을 위하여 어린이집의 안전과 위생
상태 등의 지도점검을 수시로 실시하고, 시설이 노후된 어린이집의
시설 개․보수와 기능보강사업을 통하여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심
보육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3. 가족이 행복한 건강가정 조성
◈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운영하여 가족문제의 사전예방 및 가족단위의
통합적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 북한이탈주민과 자녀세대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정책 지원과
구민의 인식개선을 통하여 지역사회 통합을 이루어가겠습니다.
◈ 결혼이민자 및 가족에게 한글서비스, 아동양육 상담, 문화프로그램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한국사회 및 문화생활에 조기적응하고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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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서비스별 접수․문의 창구
서 비 스 명

담 당

화 번 호

여성친화도시, 여성단체 관리

여성정책
담
당

220-5611~4

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관리

보육담당

220-5641~6,
5648

한부모·다문화가정 지원,
북한이탈주민 지원

가족지원
담
당

220-5661~4

팩 스
(FAX)

220-5619

5. 구민여러분께서 협조하여 주실 사항
◈ 공무원이 솔선수범하여 여성과 가족이 행복한 여성친화도시 사하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우리 주위에 소외된 여성, 한부모가정, 북한이탈주민이 있으면
여성가족과로 연락주시어 그들이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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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복지분야 서비스 이행기준
1. 사회적 취약계층 일자리지원 및 일자리창출 확대
◈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공공근로사업 등 사회적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 지역특화사업 발굴 등 취‧창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일자리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전문적인 상담과 취업알선으로 다양한
취업정보 등을 신속․정확하게 제공하며, 근로자의 직업안정과 건전한
고용질서 확립을 위하여 반기 1회 직업소개사업소에 대한 지도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등을 적극적으로 발굴‧육성‧지원하여 취약
계층 등의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2. 청년일자리 창출 및 내실있는 청년지원사업 활성화
◈ 지역특성에 맞는 청년일자리를 발굴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 사하청년창업지원센터 등 청년 거점 공간 운영으로 청년 취 창
업을 지원하고 청년 교류 및 소통 공간을 조성하여 다양하고 내
실있는 청년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 사하 청년 네트워크 구성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청년정책을 협의
하고 청년에게 구정참여 기회를 제공하여 청년이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3. 저소득 세대의 생활안정을 위한 자산형성기반 마련
◈ 자산형성지원사업으로 희망키움Ⅰ,Ⅱ‧내일키움‧청년희망키움,
청년저축계좌 통장 운영을 활성화하여 일을 통한 근로빈곤층의
탈빈곤 촉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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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생활편의 도모를 위한 가사‧간병서비스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지원을 통한 삶의 질 향상 및 일자리 창출 도모
◈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한 가사‧간병 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취약계층의 생활편의 도모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지역주민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삶의 질 향상과 일자리
창출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5. 서비스별 접수․문의 창구
서 비 스 명

담 당

화 번 호

팩 스
(FAX)

일자리창출, 구인‧구직, 직업
소개소, 지역공동체일자리,
일자리창출담당 220-4481~6
공공근로, 사회적‧마을기업,
협동조합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하
청년창업지원센터,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청년활동지원

청년지원담당

220-5951~3

자산형성지원사업, 가사‧간병
지원서비스, 지역사회서비스 복지지원담당
투자사업

220-5961~3

220-4489

6. 구민여러분께서 협조하여 주실 사항
◈ 관내 구인업체 및 구직을 희망하는 구민께서는 일자리지원센터를
통하여 취업알선을 받을 수 있도록 언제든지 일자리지원센터
(☎220-5691~6)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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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총괄분야 서비스 이행기준
1. 안전․재난관리
◈ 자율방재단원 등 재난 관련 민간단체를 활용하여 재난 징후정보 수집,
재해 위험지 예찰 등 재난예방활동을 전개하여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고, 민관군 협력체계를 확고히 구축하여 안전한 사하건설에
힘쓰겠습니다.
◈ 재해․재난은 구민의 생명과 재산에 막대한 인적․물적 피해를 준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고 재난위험시설은 월 1회 이상, 중점관리대상시설물은
반기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 매년 상․하반기에 시설물을 일제 점검하여 관리등급을 재평가하고,
재난시설에 대해서 전산화를 실시하는 등 재해․재난의 사전예방을
주력하겠습니다.
◈ 재해․재난에 대비하여 재해 도상 및 방재훈련과 지역방재 특성훈련을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실시함으로써 방재 대처 능력의 향상을 통해
피해 최소화에 노력하겠습니다.
◈ 재해․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한 때에는 즉각 소관부서
및 유관기관에 통보하고, 구민대피 및 복구 등이 신속히 이루어
지도록 하는 등 구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 비상급수 시설관리 및 민방위대원 교육훈련
◈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은 연 4회 이상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설에 부착하여 주민들이 안심하고 비상급수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민방위대원 교육일정은 매년 확정 되는대로 즉시 구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민방위대원이 편리한 날에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민방위대원의 편의를 위하여 토요․일요교실도 운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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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관리 철저
◈ 기존 도로조명시설의 보수․유지관리를 위하여 매일 1회 이상 순찰
및 점검을 실시하여 고장발생 예방에 주력하겠으며, 도로조명시설의
고장발생시 기동보수반을 편성․운영하여 가급적 3일 이내에 보수하여
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밝은 거리 조성을 위해 필요한 지역에 가로등․보안등을 점진적으로
신설 설치토록 하고 파손, 훼손된 가로등과 노후 가로등을 신속히 교체,
보수 ․ 유지관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4.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 CCTV 통합관제센터의 365일, 24시간 중단 없는 운영을 통하여
도시안전의 기반으로서 범죄예방 및 주민불안감 해소에 이바지
하겠습니다.
◈ 관제센터 및 현장설비는 매월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통하여
고장을 최소화하고, CCTV 고장 발생 시에는 유지보수반을 출동시켜
즉시 보수토록 하겠으며, 노후 시설은 지속적으로 교체토록 노력
하겠습니다.

5. 서비스별 접수․문의창구
서 비 스 명

담 당

사회재난 총괄관리
시설물 안전점검
안전문화운동 내실화

화 번 호

팩 스
(FAX)

안전기획담당 220-4641~6

자연재난 응급조치 및 총괄 상황관리
방재공사 시행 및 응급 복구사업
재난관리담당 220-4621~5 220-4649
재난상황실 운영
민방위 교육훈련 및 비상급수시설관리
민방위담당 220-4131~4
인력동원 및 주민신고
가로등 및 보안등, 배수펌프장 관리 기전담당
CCTV 통합관제센터

220-4671~5

통합관제담당 220-4341~4 220-4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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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구민 여러분께서 협조하여 주실 사항
◈ 일상생활 속에 조금이라도 위험한 요소가 발견될 시에는 반드시
신고하여 재난으로부터 생명과 재산을 보호합시다.
◈ 평소 태풍, 지진, 폭설 등 재난대비 행동요령을 익혀 재난발생시
피해 최소화에 노력합시다.
◈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 풍수해보험으로 대비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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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분야 서비스 이행기준
1. 체계적인 도시재생 추진으로 지역 가치 재창출
◈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통해 사람 중심의 도시재생사업을 추진
하겠습니다.
◈ 주민과 함께 지역 자원을 바탕으로 가치를 재창출하는 사업을
발굴하겠습니다.
◈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사업 공모·
기획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행복한 거주 환경을 조성
하겠습니다.

2. 지역 맞춤형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
◈ 도시 쇠퇴에 대응하여 주민역량 강화 및 물리적 환경 개선을 통한
도시재생을 활성화하겠습니다.
◈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사업 종료 이후에도 주민이 계속해서
참여하는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을 유도하겠습니다.
◈ 낙후된 주거지역의 주거환경 개선과 마을 단위 공동체 기능의
회복을 통해 사람 중심의 행복도시 사하를 조성하겠습니다.

3. 감천문화마을의 지속 가능한 발전 지원
◈ 부산의 근대역사가 녹아 있는 낙후된 감천동의 정주 환경을 개선
하고, 일자리와 주민 소득을 창출하여 주민이 살고 싶은 마을로
조성하겠습니다.
◈ 독특한 주거형태와 형형색색의 아름다운 경관 및 골목길의 마을
특성을 살려 문화예술을 가미한 지붕 없는 미술관을 구현하겠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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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을의 문화 및 지역자원을 활용한 차별화된 축제를 개최하여
경쟁력 있는 지속가능한 지역대표 축제로 정착시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4. 살고 싶은 행복마을 조성
◈ 생활 환경이 악화된 주민에게 최소한의 기초 생활 수준을 보장
하고 주거 기능의 증진과 활력을 도모하겠습니다.
◈ 주민 주도 도시재생 전략을 구축하고, 우리구 특성에 맞는 주거
인프라를 창출하겠습니다.

5. 행복도시 사하를 위한 마을만들기
◈ 도시재생의 핵심 주체인 사람 중심의 마을 단위 공동체 회복을
통해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
하겠습니다.
◈ 공동체의 역량 강화로 소득 창출을 확대하고, 마을경제 자생력을
제고하겠습니다.
◈ 공동체 형성을 위한 주민들의 거점시설을 활성화하여 주민들이
마을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행복마을을 조성하겠습니다.

6. 도시경관개선을 통한 품격 있는 공공디자인 관리
◈ 우리 구 특성을 반영한 도시경관 공공디자인을 통해 품격 있는
도시공간을 창조하겠습니다.
◈ 사하구 경관위원회의 내실 있는 운영으로 공공사업의 디자인 품질
향상을 통해 조화롭고 개성 있는 지역 경관을 창출하겠습니다.
◈ 사하구 상징물인 고니 캐릭터 조형물의 설치 및 지속적 관리를
통하여 ‘고니의 도시 사하’이미지를 제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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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서비스별 접수 ․ 문의창구
서 비 스 명

담 당

화 번 호

도시재생 총괄(공모, 평가, 박람회),
도시재생
새뜰마을사업 추진,
기획담당
도시재생 뉴딜(대티 까치)

220-5911~7

도시재생 뉴딜(천마, 동매)
도시디자인, 상징물 관리

220-5941~7

감천문화마을 조성·운영,
행복마을 조성

도시재생
사업담당

팩 스
(FAX)

220-5919

지역공동체
220-5921~7
담당

8. 구민여러분께서 협조하여 주실 사항
◈ 사업 추진과 관련한 개선 및 제안사항 등 좋은 의견을 주시면
적극 검토하여 반영하겠습니다.
◈ 주민불편 사항이나 각종 안전사고의 위험요소가 있을 때는 즉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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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분야 서비스 이행기준
1. 간선도로 및 생활도로망 확충
◈ 구민들이 편리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주요 간선도로 및
이면도로를 중기재정계획상의 우선순위에 따라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구민편익이 향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도로망확충 관련 도시계획사업 시행시에는 개별소유자가 이주계획을
충분히 수립할 수 있도록 사전에 행정복지센터, 구홈페이지,
내고장사하 등을 통하여 홍보하겠습니다.
◈ 도로망확충과 관련하여 편입되는 토지지장물 등은 가급적 소유주의
현장 입회하에 조사하고 해당물건이 누락되거나 과소평가되는 일이
없도록 정확히 조사하겠으며,
◈ 보상금 지급은 2개 이상의 감정평가기관의 평가 등 관련 법규정을
지켜 공정성과 형평성을 유지하겠습니다.
◈ 각종 도로공사 설계시 장래의 교통망 형성, 주변 지형여건 등에
관하여 충분한 조사․검토를 하고 주변지역 구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최종 계획을 수립하는 등 구민편익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도로개설 공사를 할 경우 공사비 1억 이상 사업장은 사업설명회와
명예감독 임명, 기타 사업장은 현장설명회 등을 통하여 구민의견을
최대한 수렴함으로써 구민 생활불편을 최소화하고, 구민과 구청,
시공자가 함께 관리․감독하여 효율적이고 완벽한 사업 시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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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쾌적한 도로환경 유지
◈ 낙동로 등 8개 주요 간선도로 및 이면도로와 교량, 육교, 맨홀 등
도로시설물(영조물)에 대해서 주3회 이상 정기순찰을 실시하여
경미한 사항은 즉시 정비하고,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는 경우에는
가급적 최단 시일 내에 보수․정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도로파손 및 보판침하 등으로 사고의 위험이 있거나, 노상적치물 및
노점상의 난립으로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통행에 지장을 주는 등
불편사항을 신고(☎220-4661~6)하여 주시면 3일 이내에 처리하고
그 결과를 알려 드리겠습니다.
◈ 상수도․통신시설, 도시가스, 전력시설 등 지하매설물 설치를 위해
도로굴착이 불가피한 경우, 공사기간․작업시간 조정, 조속한 복구와
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지역주민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 주 간선도로 및 이면도로 등의 노점상과 노상적치물은 매일 1회
이상 순찰하여 단속하겠으며, 월 1회 이상 유관 기관과 야간합동
단속을 실시하고, 재래시장 주변에는 소방서와 합동으로 단속․정비하여
깨끗한 거리조성은 물론 화재등 비상시 도로기능이 유지되도록 하겠습니다.

3. 국․공유재산의 철저한 관리와 민원처리기간 단축운영
◈ 도로․구거․하천 등 국․공유재산의 카드화․전산화 관리로 국․공유재산의
본래 기능 유지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 점용․사용허가 신청 시 도로 및 주변여건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가․부를 처리하되 법정처리기한 보다 더 신속하게 처리해 드리겠으며,
점용․사용료를 정확하게 부과하여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일반허가 관련 민원서류는 법정민원사무처리기간보다 단축하여
신속하게 처리함으로써 봉사행정구현에 힘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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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교통안전시설 설치
◈ 어린이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안전한 통행로 확보를
위해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등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을 연차적으로
시행하여 안전한 선진국형으로 개선하겠습니다.
◈ 이면도로의 안전사고예방을 위해 미끄럼방지시설, 과속방지턱, 도로
반사경 등의 교통안전시설물 등을 수시로 설치․정비 하겠습니다.
◈ 민원서류별 처리기간의 이행은 민원접수 당시 개별법령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5. 서비스별 접수․문의창구
서 비 스 명

담 당

전 화 번 호

건설행정담당

220-4631~9

도로관리담당

220-4661~6

팩 스
(FAX)

도로점용허가,
공유수면 (구거)점용허가,
하천점용허가, 점․사용료 과징도로개설
공사 보상․수용․등기촉탁
보차도점용허가,
골재채취업등록 및 허가,
전문건설업등록, 노점상단속
220-4669
도로개설 및 보수공사(괴정,당리,
하단), 도로굴착허가

도로개설 및 보수공사(신평,장림,
다대,구평,감천)

토목1담당

220-4691~5

토목2담당

220-47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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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고객여러분께 협조를 구하는 사항
◈ 도로개설공사에 편입되는 물건의 보상협의는 법적절차에 의해 추진되는
사항이므로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공사가 기간 내 준공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불편 사항이나 각종 안전사고의 위험요소가 있을 때는 즉시
연락해주시고, 각종 공사로 인해 발생하는 경미한 불편사항은
주민복리 증진을 위한 사항임을 감안하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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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분야 서비스 이행기준
1. 품격있는 광고물 문화 실현
◈ 일일 순찰강화, 휴무일에 지속적인 정비 및 행정제재로 불법광고물이
없는 깨끗한 거리로 만들겠습니다.
◈ 옥외광고물 전수조사, 요건 구비 무허가 간판 양성화를 통하여
불법간판을 정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을 매년 실시하여 도시미관 제고와 건전한
광고 문화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광고물에 대한『허가연장 사전예고제』를 실시하여 3년 기간이
만료되는 광고물 허가자에 대해 허가기간만료 30일 전에 우편안내문을
매월 1회 발송하여 고객 불이익 발생을 최소화하겠습니다.

2. 조화로운 도시계획의 수립과 개발행위허가
◈ 장기간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로 인하여 사유재산권이 제한되고 있어
불합리한 시설은 재정비하여 불편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도시계획 수립 시 공람․공고 등을 통해 고객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공공의 이익에 부합되도록 하고 또한 환경적으로 건전하며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 토지의 형질변경 등 개발행위허가는 신청 후 최대한 빠른시일 내에
허가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계획내용, 개발행위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불편이 있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직접방문, 전화, 서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문의하시면 3일 이내에 정성껏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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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하수시설의 확충정비
◈ 괴정천, 장림천 등의 하천과 우리구 지역 내 전 하수구에 대하여
준설반 7명을 편성·운영하고 담당별 구역을 지정, 분기1회 이상
점검하여 퇴적된 토사를 적기에 준설하여 우기시 침수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특히, 노후 파손된 횡단측구 및 측구뚜껑, 불량하수 맨홀, 하수
누수 등 관련민원은 타 업무에 우선 교체․정비하여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 서비스별 접수 ․ 문의창구
서 비 스 명

담 당

(FAX)

·옥외 광고물 허가,신고 처리
·불법광고물 정비
광고물관리담당
·하수도원인자부담금

220-4711~8

220-4719

·도시관리계획업무
·도시계획시설사업
·미집행도시계획시설
·택지개발사업
·개발행위허가 관련 업무

도시계획담당

220-4731~4

220-4719

·연안정비사업
·친수공간조성
·공유수면 관련 업무

도시개발담당

220-4721~4

220-4719

·하수도정비

하수관리담당

220-4682~6

220-4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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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구민여러분께서 협조하여 주실 사항
◈ 옥외광고물 설치 금지지역·장소(건물벽면, 가로수, 도로표지, 전주 등)에
불법 현수막, 벽보, 불법간판 등을 설치하게 되면 도시 미관 저해 및
시민 불편 사항이 발생하니, 구민 여러분께서는 깨끗한 가로환경 유지
관리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간판, 현수막, 벽보 등을 설치하실 때에는 도시미관 및 건물과의 조화가
될 수 있도록 설치하여 주시고, 반드시 구청에 허가를 받아 설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옥외광고물 허가, 신고기간은 3년이며, 3년 경과 후 표시기간을 연장하고자
하실 때에는 반드시 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허가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구민 여러분들께서는 다대포항 분류식 하수관로 공사 및 각종 공사
등으로 인하여 불편사항이나 각종 안전사고 위험 요소가 있을 때는
즉시 연락하여 주시고, 각종공사로 인해 발생하는 경미한 불편사항은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사항임을 감안하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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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분야 서비스 이행기준
1. 건축허가 분야
◈ 건축허가나 승인업무는 법정처리 기한보다 빨리 처리하고 그 결과를
1차 유선으로 즉시 통보하고 서면 통지하여 결과를 신속히 알
려드리겠습니다.
◈ 업무처리기간이 1주일이상 소요되거나 타부서 협조에 의한 처리
기간이 지연될 경우는 반드시 중간처리상황을 3일이내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 각종 건축 관련 정보를 공개하여 업무의 투명성 제고 및 건축사
감리업무를 내실화하여 위법건축물 발생을 억제하고 부실공사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건축물 양성화 및 노후․불량주택의 개․보수 등을 통하여 깨끗하고
안락한 주거환경개선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연 2회 조경시설 정기점검을 통해 법질서 확립 및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 무허가 건축물 분야
◈ 무허가 건축물이 발생할 경우 고발과 이행강제금 부과 등을 통하여
건축법질서 정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3. 재개발․재건축․주거환경개선 분야
◈ 관내 재개발․재건축․주거환경개선사업이 원활하게 시행되도록 적극
행정지원하겠으며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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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동주택 관리 및 아파트․주택 사업승인 분야
◈ 공동주택에 대해 1주일씩 소요되는 하자보수 처리기한을 시공
업자와 협의를 통해 5일이내 신속하고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즉시 하자보수보증증권 수령안내 및
주택하자의 유형을 알기 쉽게 설명한 리후렛 작성 배부 등으로
하자보수 절차 안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주택행정 서비스를 향상시키고자 업무연찬을 분기1회 실시 하겠
습니다.
◈ 공동주택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입주예정자에 의한 『입주전 사
용검사』를 실시하여 입주민에 대한 주거 만족도 향상에 최
선을 다하겠습니다.

5. 건축물대장 관리
◈ 건축물의 재원과 권리관계를 등록한 대장은 소유권이나 표시사항 변경등기
가 있는 때에는 등기소로부터 등기사항이 통보된 후 2일 이내에 대장정리
를 하여 항상 최신정보가 등록되도록 하겠습니다.

6. 서비스별 접수․문의창구
서 비 스 명
무허가건축물 지도단속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공동주택 관리
건축허가
건축물 환경정비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
건축물대장 관리
재개발,재건축
주거환경개선사업
영선업무

담 당

화 번 호

건축행정담당

220-4581~6

주택담당

220-4601~6

건축담당

220-4591~7

재개발담당

220-4611~5

건축지원담당

220-47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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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 스
(FAX)

220-4619

7. 구민 여러분께서 협조해 주실 사항
◈ 불법 건축행위 근절을 통하여 건축법 질서 정착에 적극 협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름다운 사하 가꾸기를 위해 건축물의 디자인, 외관 및 색채는
주변환경과 조화 되도록 계획하여 주시고, 도심내 회색옥상바닥에
초록색 인조잔디깔기를 조성하여 불량옥상을 옥상 휴게공간으로
조성하고, 나아가 푸른 도시환경을 창출코자 하오니 적극 동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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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녹지분야 서비스 이행기준
1. 항상 푸른 산림보호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
◈ 산불조심기간 순찰 및 감시활동으로 산불을 사전 예방함으로써 구민의
재산과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 산불피해지에 대한 조림사업과 숲가꾸기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울창한 산림조성에 힘쓰겠습니다.
◈ 산림 내 순찰활동을 강화하여 불법행위가 근절되도록 하겠습니다.

2. 산림병해충 없는 건강한 산림으로 가꾸기 위해
◈ 산림병해충 발생 예찰조사 및 적기방제를 실시하여 산림생태를
보전하고 산림자원을 보호하겠습니다.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및 소나무류 이동제한으로 우리나라 고유수종인
소나무를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항공방제시에는 각종 매체를 통한 충분한 사전홍보를 하여 주민
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 녹음이 가득한 푸른 도시를 만들기 위해
◈ 조경식재(초본 및 목본)를 추진하며, 주택가 및 가로변 자투리땅을
녹지공간으로 조성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 시범가로를 선정 집중 정비하며, 가로수 식재․수형조절․병해충
방제를 실시하여, 자연친화적인 도시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4. 공원을 쾌적한 휴식 및 여가활용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 공원녹지 공간 및 휴게시설 확충을 위해 연차적으로 공원조성을 지속
추진하여 추가적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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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노후된 공원들은 리모델링 사업을 통하여 새로운 시설들로 교체하는 등
공원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함은 물론 쾌적한 공원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 공원 수목 및 시설물들은 정기 점검 및 수시 점검․보수 등을 통하여
주민들이 애용하는 공원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 서비스별 접수․문의창구
서 비 스 명

담 당

산불방지, 산지전용협의
사방사업, 임도시설관리
등산로 조성 및 정비
산림병해충․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조림 및 숲가꾸기
녹화사업 추진,
도시숲조성사업,
가로수․화단 조성 및 관리
공원 조성 및 정비
공원․유원지 관리

화 번 호

팩 스
(FAX)

220-4541~5,
산림담당

220-4547
220-4536
220-4529

녹지담당

220-4531~5

공원담당

220-4521~5

6. 구민 여러분께서 협조하여 주실 사항
◈ 매년 11월 1일부터 익년 5월 중순까지 산불예방 기간 중 입산금지
입산을 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산불예방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근야산을 불법 개간하여 경작하는 행위는 도시경관 저해는 물론
산사태 등 재해발생 요인이 되므로 구민 모두가 무단경작 행위
근절에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로수나 가로변 꽃은 훼손이 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쾌적한 공원이용을 위하여 소음 및 악취를 나게 하는 행위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는 금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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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분야 서비스 이행기준
1. 진료 및 민원 상담
◈ 고혈압·당뇨병 환자를 등록하여 상담, 보건교육, 처방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질병을 관리하고 합병증을 예방하겠습니다.
◈ 65세 이상 노인 및 의료보호대상자를 중심으로 무료진료를 실시하겠으며,
제증명발급은 5분 이내 처리하여 드리고 건강진단서 및
건강진단결과서는 5일 이내 발급하여 드리겠습니다.
◈ 온라인으로 제증명 발급(건강진단서, 건강진단결과서, 예방접종 증명서)을
실시하여 보다 신속한 서비스를 하겠습니다.

2. 감염병 대응 및 예방
◈ 방역 취약지 163개소에 대해 4월부터 11월까지 매일 집중 소독하여
사전에 감염병을 차단함으로써 지역주민 보건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 감염병 발생 시 신속 대응으로 감염병 유행차단에 힘쓰겠습니다.
◈ 영유아(0세∼6세) 및 만 12세 이하 어린이에 대해 국가필수 예방접종을
무료로 실시하고, 65세이상 구민 대상으로 매년 독감 및 폐렴구균
예방접종을 무료로 실시하여 감염병 예방에 힘쓰겠습니다.
◈ 식품접객업소 및 집단급식소 종사자, 집단급식시설 등을 대상으로
사전에 보균 및 세균 검사를 실시 감염병을 예방하겠습니다.
◈ 결핵관리사업의 일환으로 보건소 내소자 중 결핵 증상자에 대한
객담수집검사 및 무료 X-선 검사를 실시하여 결핵으로 판명된
환자에 대하여는 등록하여 완치 시까지 치료를 실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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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서비스별 접수․문의창구
서 비 스 명

담 당

지역보건의료계획
민원실업무

보건행정담당

220-5731~4
의약담당

방사선관리

5771~2

감염병대응관리

220-5841
감염병대응담당

생물테러대응

결핵관리

220-5709

5738
5842

감염병예방관리
방역소독제반사항

5704
5763

의료기관(병․의원․약국)관리,

예방접종

팩 스
(FAX)

220-5701

진료실운영(일반진료)
의료관련업 신고․허가

화 번 호

220-5745
감염병예방담당

임상병리검사

5742
5767
5775

4. 구민 여러분께서 협조하여 주실 사항
◈ 신속하고 정확한 접수와 의료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건소에
내소하실 때에는 신분증, 건강보험증을 지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는 공공보건기관으로서 치료 중심의 종합병원과는 다른 건강
증진 및 1차 진료서비스를 제공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를 많은 고객이 편리하고 유용하게 이용하기 위해 질서를
지키고, 청결하고 깨끗한 환경유지를 위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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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증진분야 서비스 이행기준
1. 의료소외계층 보건서비스 향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독거노인, 다문화가족, 북한이탈
주민 등 의료자원서비스 분야 취약계층에 대하여 방문전담인력
(간호사, 영양사, 운동처방사 등)이 직접 방문하여 대상자의
건강문제 스크리닝,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보건소 내․ 외 자원
연계를 통해 건강상태를 진단하고 개선 향상하도록 하겠습니다.
◈ 저소득층의 만성신장병, 근육병, 혈우병 등 희귀․ 난치성 질환자에
대해 의료비 지원을 통하여 계속적인 의료혜택으로 건강을 유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국가암(자궁경부, 유방, 위, 대장, 간, 폐) 검진
사업을 통하여 암조기 발견 및 치료를 유도하여 암으로 인한 사망을
줄이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2. 건강생활실천사업(금연, 절주, 영양, 운동)추진
◈ 담배의 유해성을 인식하고 금연을 생활화함으로써 건강위해 요인을
제거하고 아울러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는 금연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 건강한 생활실천 분위기를 조성하고,
주민맞춤형 운동 프로그램과 찾아가는 운동교육을 운영하며 구민의
활기찬 생활을 돕겠습니다.
◈ 알코올이 신체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히 알고 절주를 습관화하여
절주하는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앞장서겠습니다.
3.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 고혈압·당뇨병 환자를 등록하여 상담, 보건교육, 처방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질병을 관리하고 합병증을 예방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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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체가 많은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관내 사업체 등을 방문하여
본인의 혈압, 혈당 수치를 알게하고 고혈압, 당뇨병 대상자를 발굴·
관리하여 대사증후군 예방관리를 위한 건강정보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4. 구강보건
◈ 임산부, 영유아, 미취학아동,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생애주기별 구강
보건교육 및 개별 불소도포를 실시하고, 아동(학생) 치과주치의사업을
통하여 충치 발생이 가장 많은 학령기 아동들의 치아우식증 예방 및
구강건강 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 치주질환 발생이 가장 많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불소도포를
실시하여 치근면 우식 예방 및 이 시림을 완화하고, 노인·장애인
의치(틀니) 보철사업을 통하여 치아 결손으로 음식물 섭취가 자유롭지 못한
저소득층 노인 및 장애인들의 구강기능 회복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5. 치매관리
◈ 치매 예방, 상담, 조기진단, 보건․복지 자원 연계 및 교육 등 유기적
인 『치매 통합관리 서비스』제공으로 치매 중증화 억제 및 사회
적 비용 경감, 치매환자와 그 가족, 일반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토록 노력하겠습니다.

6. 모자보건
◈ 임산부 엽산제·철분제 제공 및 모자 건강관리 상담, 다양한 건강
프로그램 마련 등으로 출산 전부터 출산 후까지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임산부·영유아 건강관리에 힘써 건강한 출산 유도 및 양육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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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서비스별 접수․문의창구
서 비 스 명

담 당

지역주민건강생활습관개선사업,
건강도시, 마을건강센터운영 건강증진
금연사업,
담
당
심뇌질환예방관리사업
치매, 정신건강증진사업
물리치료, 재활사업,
정신요양시설

지역보건
담
당

모자보건사업,구강보건,
암관리사업,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영양플러스사업

가족보건
담
당

(FAX)
220-5711~15
5718
5727
220-5721~23
5737
5776
5971~75
220-5761~62
5931~33
5728
5724
5729
5938

220-5719

220-5719

220-5719

8. 구민 여러분께서 협조하여 주실 사항
◈ 신속하고 정확한 접수와 의료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건소에
내소하실 때에는 신분증, 건강보험증을 지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는 공공보건기관으로써 치료 중심의 종합병원과는 다른 건강
증진 및 1차 진료서비스를 제공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를 많은 고객이 편리하고 유용하게 이용하기 위해 질서를
지키고, 청결하고 깨끗한 환경유지를 위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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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회관분야 서비스 이행기준
1. 방문고객에 대한 서비스
◈ 관람객이 공연장과 전시실을 편안하고 품위 있게 이용할 수
있도록 친절하게 안내하겠습니다.
◈ 공연 시 고객편의를 위한 안내 도우미 등을 배치하여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 각종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관람자들에게 쉼터를 제공하고, 야외광장에 계절별
다양한 초화를 식재하여 방문 고객에게 보다 친숙하고 아름다운
문화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찾고 싶은 문화회관으로 만들겠습니다.
◈ 공연을 관람하는 노약자와 장애인을 위한 전용시설을 설치․관리하고
안내 도우미를 배치하여 최대의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 공연장과 전시실의 청결이 항상 유지되도록 하고, 공연장 시설물의
안전을 위해 주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관람 분위기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 공연관람을 위해 문화회관을 방문하실 경우 주차시설을 3시간 동안
무료로 제공하겠습니다.

2. 문화예술행정서비스 제공
◈ 기획공연 및 전시
• 고객에게 수준 높은 문화예술을 접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장르의 우수한 기획공연 및 전시, 기타 행사를 유치하여 문화예술의
저변확대와 욕구충족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 문화회관 잔디광장 내 조각품을 전시함으로써 자연과 어우러진
예술작품을 언제라도 관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야외 놀이마당을 개방하여 건전놀이 문화를 육성하고 공연예술
체험의 장소로 활용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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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속한 대관업무 처리
• 문화회관의 공연장·전시실을 이용하기 위해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실
경우 대관일정 및 사용기준 등을 검토하여 1시간이내 대관여부를 결정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 직접방문이 어려울 경우 사용허가신청서를 팩스 또는 메일로 접수받도록
하고 처리 후 그 결과를 5일 이내 통지하여 드리겠습니다.

3. 쾌적하고 품격있는 공연환경 조성
◈ 모든 무대근무자가 성실한자세로 공연을 지원하도록 하겠으며, 무대
기계․조명․음향시설의 철저한 관리로 안전사고 예방에 힘쓰겠습니다.
◈ 모든 스텝진이 공연작품을 사전에 철저히 파악하여 훌륭한 예술작품이
공연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 신속 정확한 공연정보 전달
◈ 공연 1개월 전 공연홍보지를 제작․배포하여 홍보 및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공연에 대한 최신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을숙도문화회관
홈페이지(http://eulsukdo.saha.go.kr)에 게재하겠습니다.

5. 서비스별 접수 ․ 문의창구
서 비 스 명
시설물관리, 주차안내
기획공연(행사)

담 당
관리담당

화 번 호

팩 스
(FAX)

220-5801~4

공연기획담당 220-5805
220-5809
5812~3

대·소공연장운영, 전시, 대관 무대예술담당 220-5811
58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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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고객 여러분께서 협조하여 주실 사항
◈ 공연시작 10분전까지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어린이 공연을 제외한 공연은 7세 이하 어린이 또는 유아와 동반
입장할 수 없습니다.
◈ 공연 중에는 휴대전화기를 꺼주시기 바랍니다.
◈ 공연장 안으로 화환이나 꽃다발, 음식물 등을 가지고 들어갈 수
없습니다.
◈ 공연장은 금연지역이며, 음주자는 공연장 출입을 금지합니다.
◈ 공연장에서는 뛰어다니거나 공연 중에 잡담을 할 수 없습니다.
◈ 공연장에서는 단정한 옷차림으로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모든 시설물을 깨끗이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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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분야 서비스 이행기준
1. 신속한 업무처리 및 최신 정보제공
◈ 신간 자료를 신속히 구입, 정리하여 이용자의 열람 편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이용자가 희망하는 자료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 내에 우선적으로
구매하고, 그 결과를 주1회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알려드리겠습니다.
◈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의 도서대출 편의를 위하여 무료 택배대
출서비스를 운영하겠습니다.
◈ 야간 및 휴관일에도 대출도서를 반납할 수 있도록 도서관 입구에
도서무인반납함을 설치 운영하여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 신속한 대출･반납 처리로 이용자가 기다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2. 평생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 및 문화공간의 제공
◈ 지역주민의 문화공간으로서 연중 취미･교양･정보화 강좌를 실시하고
점차 그 대상과 과목을 다양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평생교육의 장으로서 지역주민의 정보, 학습공간으로 이용자와
더 가까워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도서관 동아리 활동(독서회, 영화감상회)을 통해 주민독서 분위기
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 매주 토요일 영화를 상영하여 지역주민의 정서함양과 문화욕구 만족에
노력하겠습니다.

3. 쾌적한 도서관 환경제공
◈ 열람실의 냉･난방 시설 및 조명을 항상 점검하여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열람실 및 자료실에서의 정숙한 독서분위기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 장애인 편의 시설을 확대하여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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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검색 및 자료 검색용 컴퓨터에 대하여 수시 점검하여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4. 서비스별 접수․문의창구
서 비 스 명

담 당

화 번 호

팩 스
(FAX)

정보화강좌

사무실

220-5861

도서관시설사용신청, 시설물관리 전반

사무실

220-5862

문화강좌, 도서관행사

사무실

220-5864

도서기증, 비치희망도서 신청

사무실

220-5865 220-5869

아동･유아도서 대출 및 열람

어린이실

일반도서 대출 및 열람

220-5871

종합자료실 220-5873

인터넷검색, DVD, 잡지, 독서교실

디지털실

220-5875

5. 구민 여러분께서 협조해 주실 사항
◈ 면학분위기 조성에 협조 바랍니다. 도서관은 지역주민의 문화센터
및 평생교육기관이므로 이용하는 고객께서는 문화시민으로서 도서관내
질서 유지와 쾌적한 분위기 조성에 협조 바랍니다.
◈ 도서 반납일을 반드시 지킵시다. 도서관의 모든 자료는 주민여러분의
재산입니다. 자료를 소중히 다루고 훼손하거나 분실해서는 안됩니다.
아울러 도서의 반납일자는 반드시 준수하여 모든 이용자가 즐겁게
이용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서관은 자손에게 물려주어야 할 문화유산입니다. 도서관내 모든 시설은
주민여러분의 것이며, 여러분 자손의 것이기도 합니다. 아끼고 사랑하며
더욱 더 좋은 도서관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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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관리분야 서비스 이행기준
1. 구민이 만족하는 체육시설 운영 관리
◈ 구민의 체력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각종 체육시설의 쾌
적한 환경을 조성하며 편의시설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 고객이 만족할 수 있는 새롭고 다양한 각종 체육 프로그램 개발
에 노력 하겠습니다.
◈ 상대적으로 체육활동에서 소외될 수 있는 장애인, 저소득층에게
더 많은 체육활동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구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시설 안전 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2. 효율적인 해수욕장 및 해변공원 운영
◈ 방문객의 편의 및 이용성 증대를 위한 휴게시설을 연차적으로
확충해나가겠습니다.
◈ 해수욕장 및 해변공원 질서유지 관리용역을 시행하여 노점상 근절,
불법행위 단속·계도하겠습니다.
◈ 민간수상안전요원 채용, 수시 순찰 실시, 유관기관에 TRS 무전
기 지급 등을 통하여 안전한 해수욕장을 운영하겠습니다.
◈ 다양한 행사 및 프로그램으로 다채로운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
공하겠습니다.

3. 함께 즐기는 다대포 꿈의 낙조분수
◈ 다양한 온라인 SNS 홍보매체를 개설하여 다대포 각종 행사 및
소식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 관람객의 불편이 없도록 편의시설을 개선·확충해나가겠습니다.
◈ 관람객의 요구에 적극 대응하여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선곡하겠습니다.
◈ 다양한 연출기법을 시도하여 음악분수 자체의 활력성을 도모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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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서비스별 접수·문의 창구
서 비 스 명
사하구국민체육센터 관리
서부산권장애인스포츠센터 관리
다대주민편익시설 운영
다대포해변공원 축구장 운영
다대항 배후부지 운영
을숙도 상단부 체육시설 운영
을숙도 행정지원센터 운영
해수욕장·해변공원 운영
낙조분수 운영

전화번호

팩스
(FAX)

220-5852

220-5854
220-4259
220-5855
220-5857
220-5895
220-5892
220-5894

5. 구민 여러분께서 협조하여 주실 사항
◈ 우리 구에 소재한 체육시설, 다대포해수욕장, 해변공원, 낙조분수는
구민 모두의 소중한 재산입니다. 각종 시설물을 내 것처럼 아끼고 사랑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들의 편안한 휴식공간 조성을 위한 좋은 의견을 주시면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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